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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누구에게 어떠한 지지를 받는지에 따라 학습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쟁적인 학습 상황을 경

험하게 되고 이 속에서 필연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학업 스트레스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건강한 학습태도를 가

지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학업스트레스가 학습태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호할 수

있는 요인에는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가 있다. 스트레스 대처

양식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를 의미하며 중학생 시기에는 이미 많은 부분 결정된 내적인 요인이다.

그에 비해 사회적 지지는 현재 어떠한 환경에서 누구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는지를 의미하는 외부적인 요인이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에서 어떠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지가 이 연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대처양식

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학업 상황에서 한정해서

보고 있는 연구들은 많이 없다. 둘째,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의 각각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이 둘의 상호작용을 보고 있는 연구들은

많이 없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와 종류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들도 있으며 학생들이 얼마나 이것들을 지각하는지에 따른

연구는 존재하지만 누가 어떠한 지지를 실제로 제공했을 때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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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

들다. 넷째,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의 성별 차를 밝히고 있는 연구들이

많이 없다. 사회적 지지의 성차를 보고 있는 연구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성차에 따라 보고 있는 결과들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학교 3개교에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 155명, 여학생 156명

으로 총 311명이 참여하였다. 모든 과정은 페이퍼로 구성된 설문지로

진행되었으며, 학업스트레스 상황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은 상황은

모두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되었다. 참여자들은 먼저 성적중요도, 사전

학업 스트레스, 사전 학업성취도를 먼저 측정하였고, 이후에 각각 교사정

보(A), 교사정서(B), 또래정보(C), 또래정서(D)의 네 가지의 사회적 지지

중 하나에 임의로 받았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시나리오 상황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학습태도 문항에 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4가지의 시나리오는 총 4차례의 예비실험 거쳐 그

효과성을 확인 후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Hayes

Process v3.4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를 합한 집단에서는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문제중심대처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학습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정서중심대처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학습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와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사회적 지지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별에 따른 분석을 다시 진행

하였다.

둘째, 남학생 집단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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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나타났다. 남학생은 문제중심대처를 사용할 때 학습태도가 긍정적

으로 나타났지만 정서중심대처의 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 남학생은 또래의 정서지지를 받을 때 다른 지지를 받을 때보다

학습태도가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학생 집단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와

이 둘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나타났다. 여학생 역시 남학생과 마찬가

지로 문제중심대처를 사용했을 때 학습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정서중심대처의 효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더불어 여학생은 교사

의 정서지지를 받을 때 교사의 정보지지를 받을 때보다 학습태도가

긍정적이었고 또래의 정보지지를 받을 때 또래의 정서지지를 받을

때보다 학습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더불어, 문제중심대처를 적게 사용할

수록 또래의 정보지지를 받았을 때에 또래의 정서지지를 받을 때보다

학습태도의 긍정적 효과가 더 컸다. 반대로, 정서중심대처를 적게 사용할

수록 교사의 정서지지를 받을 때에 교사의 정보지지를 받을 때보다 학습

태도의 부정적 효과가 더 작았다.

본 연구의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대처를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긍정적이다. 전체

집단에서 문제중심대처는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정서중심대처는 학습

태도를 부정적으로 일관되게 예측하였기에 교사는 학생들이 문제중심대

처를 사용하도록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남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의 효과가 다르기에 각각에게 효과가 좋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줄 필요

가 있다. 남학생은 또래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도록, 여학생들은 교사

에 의해서는 정서지지, 또래에 의해서는 정보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

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다. 세 번째로, 여학생에게는 어떠한 대처양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또한 다르게 제공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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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심대처를 적게 사용하는 여학생들에게는 교사의 정보지지를,

정서중심대처를 적게 사용하는 학생들에게는 또래의 정서지지를 제공하

는 것이 이들의 학습태도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시나리오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부여하였기에 실제 행동을 보지 못했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실험상황에서 실제 사회

적 지지를 제공해보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종속변수는 학생들의

실제 행동이 아닌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측정한 학습태도

이기에 실제 행동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추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종속변수를 사전 사후로 반복 측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한계점

이 있다. 종속변수가 여러 문항이기에 이월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지

만 더 다양한 종속변수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전후 효과를 추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여 한국의

교육 환경의 맥락에서의 특징을 반영하여 연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 사회적지지, 학습태도

학번: 2018-2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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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학습 분위기 속에서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Bedewy & Gabriel, 2015; Ramli, Alvi,

Mehrinezhad, & Ahmandi, 2018). 그런데,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는 학생

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

는 신체화 증상, 학업이나 또래 관계 등의 적응의 어려움,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김소라, 2019; 신현균, 2003; 정

주영, 2014) 학생들이 건강한 학습태도를 가지는 것을 방해한다(김교현,

권선중, & 심미영, 2005; Watson & Watson, 2015).

학습태도는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사고방식 및 행

동양식을 의미하며(Ayalew, 2011; Luhn, 1969) 학생들은 이를 통해 그들

에게 놓여진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할지를 결정하게 된

다(Mata, Monteiro, & Peixoto, 2012). 즉, 학생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극

복해가는 과정을 학습태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미래 학업성취와 학교 생활적응을 예측할 수 있다(Hughes, Im, & Alles,

2015; Skinner & Pitzer, 2002).

그러므로 학업스트레스로부터 학습태도를 보호하는 요인을 탐색할 필

요가 있는데 이에는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라는 변인이 존재한다

(Crockett, Iturbide, Stone, McGinley, & Raffaelli, 2007). 대처양식은 개

인이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의미하는데(Lazarus & Folkman, 1984) 이는 청소년기에 어느 정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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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있기에(Rahat & Ilhan, 2016) 개인 내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이는 외부

에서 제공되는 자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자원을 공급한다는 점에

있어서 회복 탄력적이다(Skinner, Furrer, Marchand & Kindermann,

2008). 더불어,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는 경우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 환경적 보호요인이 될 수 있

다(Vedder, Boekaerts, & Seegers, 2005). 스트레스 대처와 사회적 지지

는 함께 상호작용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Aldwin, 2007) 이후의 행동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가 태

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

다(Dwyer & Cummings, 2001; Thoits, 2011). 그러므로 내재적 변인과

외재적 변인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여 학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겪는 학

업적응의 어려움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에 대해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동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할 때에 이를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인지 혹

은 극복할 수 없는 위협인지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자신의 대처방식과

후속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에 대

한 대처 양식에는 다양한 분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상황 자체

를 해결하려 하는 문제중심대처와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를 해

결하려 하는 정서중심대처로 분류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Ye, Posada & Liu, 2018; Thomson & Jaque, 2016). 이러한 두 가지의

대처양식은 무엇이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상황에 적

절히 사용되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적절한 대처의 방식은 희망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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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며 개인을 절망으로부터 보호하여 준다(Folkman & Moskowitz,

2004). 그러므로 학생들이 각각이 가진 대처 양식을 이해하고 각각의 양

식이 어떠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 및 적응할 수 있는지 탐구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문제중심대처가 정서중심대처

에 비해 더 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한다(Ashkanasy,

2004; Hunter & Boyle, 2004; Lazarus, 2000; Nicholls, Polman, & Levy,

2012). 하지만 학교폭력 등의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정서중

심대처가 문제중심대처에 비해 더 보호적인 학습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연

구 또한 존재한다(Dugdale, Eklund, & Gordon, 2002; Hunter & Boyle,

2004). 그러므로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양식이 학습태도에

더 보호적인지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자극을 덜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하게 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며 이후의 태도과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Thoits, 2011; Vedder, Boekaerts, & Seegers,

2005). 청소년의 경우 그들이 누구에게 어떠한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학업상황에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Demaray & Malecki, 2003;

Reddy, Rhodes, & Mulhall, 2003; Rueger, Malecki & Demaray, 2010;

Skinner & Pitzer, 2012). 이 때에 ‘누구에게’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로

청소년에게 학급상황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사와 또래를 살

펴보고자 한다. 교사는 학업 상황에서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해

결과 대처의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대상이다(Reddy,

Rhodes, & Mulhall, 2003; Skinner & Pitzer, 2012). 더불어, 또래는 청소

년기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동반자이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대상으로 학

습태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이다(Rueger et al., 2010). 그러므

로 이 두 대상들이 주는 영향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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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보지지와 정서

지지이다(Wentzel, Battle, Russell, & Looney, 2010). 주변인이 제공하는

조언이나 해결책인 정보지지와 주변인이 주는 정서적 조력인 정서지지가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기에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Wang,

Kraut, & Levine, 2012). 더 나아가 사회적 지지는 그 범위와 내용 측면

에서 다차원적이기에(Heller & Mansbach, 1984)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

와 유형을 합하여 복합적으로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대처와 학습태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세분화해서 보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대처양식을 주로 종속변인으로 살펴보았다는 특징이

있다(박진아, 이은경, 2011; 신현숙, 구본용, 2001; 이옥주, 2003). 그러므

로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세분화하여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로

나누고 이를 독립변인을 설정해 각각이 사회적 지지와의 상호작용에서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의 영향에 대한 연구(조명실,

2007; Cohen & Hoberman, 1983)와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의 영향에 대

한 연구(Dwyer & Cummings, 2001; Friedlander et al., 2007; Tennant,

Demaray, Malecki, Terry, Clary, & Elzinga, 2014)이 개별적으로 이루어

져왔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이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설문을 통한 측정을 통해

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강경아, 조혜영, 2018; 박수원, 신종호, 이선영, 김

여은, 이신형, 2014; 서미, 최보영, 조한익, 2006; Dwyer & Cummings,

2001; Friedlander et al., 2007).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를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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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상황을 통해 직접 처치하여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사회적 지지

를 경험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예측하

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청소년기에

또래의 지지가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Carrley, 2003; Hue et al., 2012;

Rueger, Malecki, & Demaray, 2010)와 교사의 지지가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장승옥, 2008; Reddy, Rhodes, & Mulhall,2003)가 혼재되어 있다.

더불어, 교사의 정보지지가 더 주요한 지지원이라는 연구결과(Crocket et

al., 2007; Malecki & Demaray, 2003)와 교사의 정서지지가 수업참여와

동기를 더 향상시킨다는 연구(Skinner et al., 2008; Wang, Eccles, 2008)

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를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 일관되게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청소

년기에 성별에 따라 학습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가 많이 존재하

고 있다(Bogard, 2005; Eschenbeck, Kohlmann & Lohaus, 2007; Hampel

& Petermann, 2005). 여학생은 교사의 지지, 남학생은 또래의 지지에 영

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의 영향에 대한 연

구는 일관적이다(Bogard, 2005; Demaray et al., 2005). 하지만, 사회적

지지의 종류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그 결과가 역시 혼재되어 나타난다

(de Anda, Baroni, & Boksin, 2000; Donaldson, Prinstein, Danovsky, &

Spirito, 2000; Hampel & Peterman, 2005). 그러므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각각이 가지고 있는 대처 양식과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태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

으로 살펴진 바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해보면 문제중심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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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적 접근, 정서중심대처는 정서적 접근이 유용하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Coyne & Racciopo, 2000; Gordon et al., 2004). 그러므로,

문제중심대처는 정보지지와 만났을 때 정서중심대처는 정서지지와 만났

을 때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는 정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의 선행연구들이 등장한다. 정서에 대해 불

확실한 학생들에게 정서에 대해 표현하는 기회를 줄 때에 이것이 동기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Baker &

Berenbaum, 2007; McCann, Fogarty, Zeidner & Roberts, 2011). 그러므

로 문제중심대처가 정서지지를 만났을 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유추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학업스트레스 상황에 한정하여 그

영향을 더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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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외부에

의해서 받게되는 사회적 지지가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확인해보는 것이다.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의 하위요소에는 문제중심대

처와 정서중심대처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는 교사와 또래,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정보지지와 정서지지로 구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습태도는 학생들의 학업적응에 대한 의지를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1.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라 학습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연구가설 1-2.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연구가설 1-3.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은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연구문제 2. 남녀 집단에서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가설 2-1. 남학생 집단에서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연구가설 2-2. 여학생 집단에서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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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한 모형을 나타내면

[그림 Ⅰ-1]와 같다.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
 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학습태도 

사회적 지지 
교사정보, 교사정서, 
또래정보, 또래정서

[그림 Ⅰ-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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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용어의 정리

가. 학업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에 겪게 되는 감정적이고 정

신적인 상태이다. 이 때에 스트레스는 다양한 학업적 요인으로 인해 발

생하게 되는데 이 때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큰 학업스트레스로 보았다(Ramli, Alvi,

Mehrinezhad, & Ahmandi, 2018).

나.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일차적, 이차적 평가

에 기반하여 인지적, 행동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말한다(Lazarus &

Folkman, 1984).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 발생하

는 학업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보았다. 여러 대처양식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의 분류를 사용하

였다(Lazarus & Folkman, 1984; Liu et al., 2018; Thomson & Jaque,

2016). 문제중심대처는 스트레스 사건 자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면

정서중심대처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를 다스리려는 노력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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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지지

Cohen과 Hoberman(1983)에 의하면 이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

용을 통해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의 유

형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보지지와 정서지지를

사용했다(Wentzel et al., 2010).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제공자 중에서

도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와 또래를 선정하였

다(Demaray & Malecki, 2002, 2003).

라. 학습태도

학습태도는 학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학습자의 일관성 있는 반응 경향

이며 학급활동에 대한 일반적 사고방식을 의미한다(Ayalew, 2011; Luhn.

1969).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가지게 될 학습태도를 학업적응의 문항

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문은식, 2002; Simon-Morton & Crump,

2003). 이는 학업과 관련하여 생겨나는 요구들에 대해 얼마나 성공적으

로 대처하는지를 의미하는 지표이다(Baker & Siryk, 1984). 여러 측정

도구 중 Garlington(1984)가 만들고 문은식(2001)이 수정 번안해 만든 척

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를 부여하였기에 학생들이 이

후에 어떻게 학습에 적응할 것인지를 물어보아 학습태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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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

가.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에 겪는 가장 일반적인 감정

적, 정신적 상태이다. 이 때에 스트레스는 다양한 학업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에 작용하는 요인으로는 시험에 대한 불안, 수업

에 대한 부담감, 적합하지 않은 교육제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같

은 것들이 존재한다(Ramli, Alvi, Mehrinezhad, & Ahmandi, 2018).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 우울증, 두통, 만성소화불량, 불면증 수준의 심각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

김명정, 1983). 더불어, 한국의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에 비해 우울증의

수준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이미리, 정현숙, 1997).

학업성취에 대한 일종의 평가인 시험은 청소년기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이다(성종호, 이영식, 이길홍, 1999).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온다(Burke, 1991;

Byron et al., 2010; Silvia & Philips, 2004; Thoits, 1991).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사회적 평가 스트레스

(Dickerson & Kemeny, 2004)과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에서 생기는 위협

이라는 자기평가 스트레스(Mussweilier & Bodenhausen, 2002)이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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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요인이기도 하다. 이 둘은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외부적인 기

준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Liu, Wang,

Ren & Liu, 2017).

시험스트레스는 시험불안과도 연관 지어 생각될 수 있다. 시험불안이란

개인이 시험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이에

는 개인의 신체적 반응, 시험의 중요성, 그리고 시험을 통해 얻은 이전의

경험과 시험에 대해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성공실패의 가능성이 영향을

준다(Spielberger, 1985). 시험불안에는 걱정이라는 인지적 요소와 정서반

응이라는 감정적 요소가 있는데 걱정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인지

적 관심의 결과이며 정서반응은 긴장감, 신경과민 등과 관련된 신체적인

증상들을 말한다(Liebert, Morris, 1967).

이러한 시험스트레스를 중재하는 요인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 문제

해결기술(Compas, 1987), 통제신념(Band & Weisz, 1987), 자아탄력성

(Neighbors, Forhand, & McViar, 1993), 사회적 지지(Sandler, Wolchick,

& Barver, 1985), 인지적 유연성(Wheaton, 1983), 그리고 자기조절학습

(한창훈 & 조영아, 2014)가 같은 변인들은 시험스트레스를 조절해줄 수

있는 변인들이다.

한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 스트레스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높아

지기 시작한 학업스트레스는 중학교 2학년에서 최고치에 도달하고 그 이

후에는 일시적으로 낮아진다(임성택, 주동범, 이금주, 2010). 이러한 청소

년의 학업스트레스는 자살 생각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

므로(김현순, 2009; 홍영수, 전선영, 2005)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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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트레스 대처의 모형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입장은 학자마다 다양하

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대처를 스트레스의 거래적 모형을 통해 설명

하려고 한다(Lazarus & Folkman, 1984). 한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그 객관적인 상황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이를 어떻게 지각하는 지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입장이다(Mischel & Shoda, 1995; Rauthmann, 2012).

이 모형에 의하면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을 때에 크게 두 가지

의 평가를 하게 된다. 일차적 평가에서 개인은 주어진 상황이 자신이 통

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 도전 혹은 위협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리

고 이차적 평가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 충분한지를 판단 후 자신의 대처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목표, 믿음,

그리고 가치와 개인이 놓여있는 환경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Lazarus, 1999; Lazarus & Folkman, 1984). 이 평가의 과정에는 일차적

평가와 이차적 평가가 존재한다. 일차적 평가에 의하면 개인은 총 세 가

지의 종류로 평가를 하는데 이에는 ‘도전, 위협, 그리고 상관없음’이 있

다.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상황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

측하고 기대하는 것이며 도전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상황이 쉽지 않지만

가져다줄 긍정적 결과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관없다고 평가

하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이 가져다줄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다(Lazarus, 2000).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차적 평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

를 대처하기에 충분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Laza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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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man, 1984). "나는 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이를 그대로 인

정하거나, 포기하는 등의 행동을 이끌어내게 된다. 이차적 평가는 스트레

스 대처방법과 직결된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사람에 따라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일 수 있다

(Aldwin & Revenson, 1987). 따라서, 대처의 결과 자체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Lazarus & Folkman,

1984).

[그림 Ⅱ-1] 스트레스의 거래적 모형(Thomson & Jaqu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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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트레스 대처양식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일차적, 이차적 평가

에 기반하여 인지적, 행동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말한다(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종류는 학자마다 다르며 매우 다

양하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원인은 개인의 성격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는 구조적 접근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상호작용적 접근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시도되어왔다(이옥주, 2003).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적인 접근에서 거래적 모형을 제안한 Lazarus와 Folkman(1984)

의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의 분류를 사용하려 한다.

구분 정의

문제중심대처

스트레스를 유발한 사람이나 환경을 바꾸어 스트레스

의 근원을 바꾸려는 행동

‘문제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운 후에 행동에
옮긴다.’

정서중심대처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이로부터 초래되는 감정 상태

를 통제하려는 행동

‘그 일로 인한 감정 때문에 다른 일들이 너무 방해받
지 않도록 애쓴다.’

<표 Ⅱ-1>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Lazarus & Folkman, 1984; Liu et

al., 2018; Thomson & Jaqu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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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행동은 앞에

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에 따라 그 결과가 혼재되어있다.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 상황을 위협으로 평가하는 것은 감정중심의 대처, 비관여적 대

처, 소극적 대처와 같은 부적응적 대처를 유발하며 스트레스 상황을 도

전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중심의 대처, 관여적 대처, 적극적 대처와 같

은 적응적 대처를 유발한다고 알려져있다(Ashkanasy et al., 2004;

Haney & Long, 1995; Hunter & Boyle, 2004; Lazarus, 2000; Nicholls,

Polman & Levy, 2012).

운동선수들의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 행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스트

레스를 위협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에 비관여적인

대처를 하도록 유도하지만, 반대로 스트레스를 도전으로 평가하는 것은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통제감에 대한 지각이 크기에 관여적 대처

를 하도록 유도한다고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Nicholls, Polman, &

Levy, 2012). 이처럼 스트레스 평가가 대처에 미치는 영향에는 통제감에

대한 지각,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과 같은 요소들도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존재한다. Hunter

와 Boyle(2004)은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에 대한 관

계를 보여주는데 스트레스를 평가로 인식한 경우 문제중심과 소망적사고

대처를 위협으로 인식하였을 때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스트레스를

평가하지 못했을 때에 사회적 지지추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연

구의 결과가 나타났다. 더불어, 스트레스를 도전으로 평가하나 위협으로

평가하나 스트레스 대처에는 차이가 없으며 스트레스 사건이 예상되었는

지 혹은 예상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가 달라진다고 주장하

는 연구들도 존재한다(Dugdale et al., 2002).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대처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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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첫 연구는 Patterson과 McCubbin(1987)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Adolescent Self Report Coping Inventory라는 스트레스 대처 도구가 고

안되었다. 이 도구는 총 18가지의 대처방식을 측정하며 그 하위항목으로

는 사회적 지원 추구, 문제해결에 초점, 근면과 성취, 걱정, 친밀한 친구

관계, 소속감 추구, 소망적 사고, 사회적 활동, 긴장완화, 대처의 중지, 문

제무시, 자기 비난, 자신에의 몰입, 영적지원 추구, 긍정적 사고, 전문가

도움 추구, 이완적 기분 전환 추구, 신체적 여가활동이 있다. 국내에서는

김교헌과 전겸구(1993)가 중학생 대상으로 대처방식 측정 척도를 개발하

였다. 8가지의 대처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이에는 적극적 문제해결, 외적

감정발산, 사회적 지원추구, 내적 감정억제, 내적 감정발산, 거리두기, 체

념/철수, 긍정적 비교가 있다. 청소년이 사용하는 대처양식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고 보고되었

다(김교헌, 전겸구, 1993; Causey & Dubow, 1992; 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더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처양식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스트레스원

에 기반해 이루어졌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학업적인 스트레스원이다.

그 예로는 어려운 시험이나 지나친 숙제의 양과 같은 것들이 있다

(Causey &　 Dubow, 1992; Hampel & Petermann, 2005; Compas,

Davis, Forsythe & Wagne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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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지

가.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Cohen과 Hoberman(1983)에

의하면 이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모든 긍정

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할 뿐 아니

라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보았다. Shumaker와

Hill(1991)는 이러한 타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이 속한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라고 명시하였다. 이를 사회적 인지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Higgins 와 Kruglanski(1991)에 의하면 이는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 있게 여겨지는 선행사건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Demaray 와 Malecki(2002),

Wang 과 Ecceles(2012) 그리고 Wilcox(1981)와 같은 학자들은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정의하

였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받은 전반적인 지지와 구체적인

지지행동에 대한 지각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해주며

기능을 강화시킨다(Malecki & Demaray, 2003). 여러 학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스트레스의 맥락과 함께 연결 짓기도 하였다. 여러 학자들은 사

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개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자극을 스스로가 덜

위협적으로 평가하도록 돕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

킨다고 보았다(Cohen & Wills, 1985; Cutrona & Russell, 1990; Thoits,

1986, 2011, Vedder, Boekaerts, & Seegers, 2005; Wills, 1986). 다시 말

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여 스트레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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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Cohen & Wils, 1985).

또 다른 학자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개인의 적응을 매개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Crocket et al., 2008; Vega, Hough, &

Miranda, 1985). 앞 선 학자들 역시도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효과적으로 하게 되어 이것이 개인의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학업적 적응의 차원에서 바라본 학자들

또한 있다. 이경림과 박재국(2007)은 학업적인 상황에서는 나의 개인적

인 노력을 넘어서 나를 둘러싼 환경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합성의 개념이다(Wentzel, Russell, & Baker,

2016). 이에는 정서적인 돌봄과 도구적인 도움을 모두 포함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들은 그것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혼재되어 나타난다. 특별히, 청소년기의 경우는 그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

의 종류는 그들이 누구에게서 사회적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그 선호도가

달라진다(Demaray & Malecki, 2003; Lempers & Clark-Lempers, 1992;

Malecki & Demaray, 2003).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청소

년들은 또래로부터는 정서적 지지를, 교사로 부터는 도구적이고 정보적

인 지지를 주요한 지지의 원으로 보고하였다(Lempers & Clark-Lempe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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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의
주변인이 제공하는 정보적

조언이나 조력

주변인으로부터 얻는 정서적

조력

예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중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개인적인 고민이나 감정을

털어놓는다.’

나.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제공자

1) 사회적 지지의 유형

사회적 지지는 그 범위나 내용에 따라 다르게 구분이 가능하다(Heller

& Mansback, 1984; Wentzel et al., 2010). 학자들에 따라 그 유형에 대

한 구분도 매우 다양하다.

Kaplan, Cassel & Gore(1977)은 사회적 지지를 크게 정보적 지지, 인지

적 지도, 유형적 자원, 그리고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자신이 돌봄 받고 있으며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지는 정보

인 동시에 한 집단의 일원이라고 믿도록 하는 정보라고 정의하며 이에는

정서적 지지, 존경지지, 관계망 지지가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표적

으로는 사회적 지지가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 이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정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적 지지, 정서적인 도움을 제공

하는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로 구분이 된다(Cobb, 1976). Tardy(1985)은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한 Tardy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에는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도구적 지지가 있다.

<표 Ⅱ-2> 사회적 지지의 유형(박지원, 1985; Wagner, Keller, Knaevelsrud,

& Maerck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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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도 매우 다양하다. Tennant(2014) 등의 연

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를 또래, 교사, 그리고 부모로 구분하며

Rueger, Malecki 그리고 Demaray(2008)는 부모, 교사, 학급친구, 가까운

친구로 분류하고 있다.

가족의 지지는 학생들의 심리적, 학업적 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다(Riina,

Lippert & Brooks-Gunn, 2016).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진 반면 교사의 지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Demaray, Malecki, Terry, Clary, & Elzinga, 2014). 그러므로 교사

의 지지가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교사

의 지지는 학생들의 학급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문제 상황에서 교사와 상호작용하며 이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법을 배우

게 된다(Skinner & Pitzer, 2012). 또래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동반자인

동시에 연령이 자신과 비슷하며 일상생활 속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을 의

미한다(Santrock, 1990). 청소년기에 학생들은 또래의 지지에 대한 만족

도를 가장 높게 보고하였으며(Rueger, Maleck, & Demaray, 2008) 또래

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보고하였다(김기순, 신선순, 2011).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 제공하는 지지의 유형도 다르게

나타났다. 교사는 주로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는 반면 또래는 주로 정서

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lecki & Demaray, 2003;

Richman, Rosenfeld, & Bowen, 1998). 특별히, 초기 청소년기의 학생들

은 교사로부터 정보적 지지보다는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였으며

이를 더 가치 있게 여기기도 하였다(Malecki & Demaray, 2003). 그런데

학생들의 사회적 적응과 학업적 역량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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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지지였다(Maelcki & Demaray, 2003). 더불어 또래의 지지 역시

도 학생들의 개인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Demaray &

Malecki, 2002, 2003).

다. 사회적 지지와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

1)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의 유형

스트레스 대처와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을 하는 요인이

며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후 행동이 결정되기도 한다(Thoits,

1986). 대처는 많은 부분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Aldwin, 2007).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부적응적인 대처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Hampel & Peterman, 2005). 특별히 학생

들은 개인적인 스트레스원보다 학업 상황에서의 스트레스원에 대해 더

사회적 지지를 많이 구하게 된다(Hampel & Petermann, 2005; Roecker,

Dubow & Donaldson, 1996).

문제중심의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정보적 지지를 경험할 때 스트레스 상황에 더 효과적으

로 행동한다(원두리, 2011; 이은희, 2004; 최미경, 2003; Friedlander,

Reid, Schupak & Cribbie, 2007; Holahan, Moos, Holahan & Brennan,

1995). 그에 비해, 정서중심의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문제에 의

해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를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때 스트레스 상황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이은희, 2004; 최미경,

2003; Felton & Revenson, 1984; Wilcox,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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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대처와 사회적 지지는 서로에 각각에 대해 보완적이다

(Thoits, 1986).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에 대해 이차적 평가를 통해 스스

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처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문제중심대처는 개인이

혼자 행동하려고 하려고 하는 학생일 때에 더욱 사용이 많이 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실재하는 실질적인 도움에 수용적이며 정서적 혹은 인지

적인 도움에는 덜 수용적이다(Thoits, 1986). 그에 비해 정서중심대처는

정서적 지지와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의 다양성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이

유로 두는 경우와(Towbes, Cohen & Glyshaw, 1989) 상황변인 및 환경

적 특징을 이유로 두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Mattlin, Wethington &

Kessler, 1990). 청소년의 경우는 개인의 성격 특징보다는 지각된 가족

환경 혹은 사회적 지지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문성원 & 한종철, 1996).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을 결정하기 이전에 스트레스에 대

한 일, 이차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Lazarus & Folkman, 1984). 이차적

평가는 대처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이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할 개인적, 사회적 자원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사회적 지지는 이러

한 이차적 평가의 하위 요인 중 하나인 구조적인 요인이며 대처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문성원 & 한종철, 1996).

사회적 지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 평가 과정에서 예방

을 하게 할 수 있다. 더불어, 행동적 대처의 단계에서 스트레스에 대해

재평가하게 하여 적응적인 대처행동을 도울 수 있다(Cohen & Wills,

1985).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일

수록 스트레스 상황 자체를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며 앞으로도 일어

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귀인하기 때문이다(문성원 & 한종철, 1996).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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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스트레스 인식 정도도 낮

아지며 대처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전소연, 2010; 서미 등,

2006; Crockett et al., 2007).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사회적 대처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

(Thoits, 1986). 문제중심의 대처는 스트레스원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에

사회적 지지 중 도구적 지지에 해당한다. 정서중심의 대처는 스트레스원

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바꾸는 것이기에 정서적 지지와 연관이 된다.

스트레스

감소시키는 방법
개인적 대처 사회적 대처

스트레스원 자체

바꾸기
문제중심의 대처 도구적 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바꾸기
지각 중심 대처 정보적 혹은 평가적 지지

스트레스원에 대한

정서적 반응 바꾸기
정서중심의 대처 정서적 지지

<표 Ⅱ-3> 스트레스의 개인적, 사회적 대처(Thoit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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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

청소년기에서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을 겪는 것은 그들에게

위험한 결과를 가져다준다(Donaldson, Prinstein, Danovsky & Spirito,

2000).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업상황에서 문제중심의 대처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의 지지

를 선호하며 이후의 학업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riedlander

et al., 2007). 그에 비해, 학업상황에서 정서중심의 대처를 사용하는 경우

또래의 지지를 선호하지만 이후 학업적 적응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Dwyer & Cummings, 2001; Friedlander et al., 2007).

또래지지를 받는 경우, 그들은 감정적, 정보적, 그리고 도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이 처한 공통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보 또한 제공해

줄 수 있다(Rodriguez, Mira, Myers, Monis & Cardoza, 2003; Schneider

& Ward, 2003). 또래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인 적응과 관련이 있으며

(Schneider & Ward, 2003) 심리적인 문제를 낮출 수 있다(Rodriguez et

al., 2003).

청소년 초기에 아이들은 자아에 대한 개념 변화를 통해 기존 부모와 또

래가 가지게 되는 상호작용과 그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Resnick

et al., 1997). 이 때에 교사와 학생이 가지는 상호작용의 양상은 달라지

고 이 때의 교사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된다(Reddy, Rhodes, & Mulhall,

2003). 이 때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맥락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의

지지와 안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동시에 성인으로서 인생의 가치, 조언,

그리고 관점을 함께 제공해주는 존재로 작용하기도 한다(Rhodes,

Grossman, & Resch, 2000).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적응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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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친다. 특별히 따뜻하고 보호하는 교사일수록 학생의 학교 적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Lynch & Cicchetti, 1997;

Roeser & Eccles, 1998).

연령대를 살펴보면, 6학년에서 8학년의 학생들은 학업적 기대를 예측하

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교사의 지지를 이야기하였다. 교사의 지지는

학생들의 동기, 학업적 역량, 성취, 학교에 대한 참여, 행동적 적응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oodenow, 1992; Hamre & Pianta, 2001;

Roeser & Eccles, 1998).

이를 애착의 측면에서도 함께 설명해볼 수 있다. 애착이란 한 개인이

특정한 대상에 대해 느끼게 되는 감정적인 유대관계이다(Bowlby, 1969).

유아기 때의 애착은 부모에게 한정이 되지만 청소년이 될수록 친구와 교

사와 같은 대상으로 확대되기도 하며 부모로부터는 자율성을 추구하기에

부모에 대한 애착은 점점 감소된다(이시은, 이재창, 2005; Steinberg &

Silverberg, 1986).

여러 연구들은 교사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청소년의 사회기술이 향상되

며 학교부적응이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다(문은식, 김충희, 2002; Malecki

& Demaray, 2003; Schoon, 2001). 더불어, 친구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청

소년이 학교생활에 보다 더 잘 적응한다는 결과 또한 있었다(Laible,

Carlo & Raffaelli,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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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태도

가. 학습태도의 개념

태도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장소, 대상, 이슈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평가를 말한다(Petty, Brinol, & DeMaree, 2007). 이러한 태도는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학습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

한 요소이다. 태도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먼저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Katz, 1960). 즉, 이는 세상을 이해하는 준거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학습상황에서 개개인들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내적인 자원을 형성하

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태도는 행동을 구성하기도 한다

(Petty, Gleicher, & Jarvis, 1993). 사람이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되면 이

는 사고를 일으키고 곧 자동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Fazio, 1995). 그

러므로 태도는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

적인 것은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체이다(Petty, Brinol,

Fabrigar, & Wevener, 2019). 그 사람이 어떠한 성격인지(Snyder &

DeBono, 1985) 어느 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졌는지(Rhodes & Wood, 1992)

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정서를 필요로 하

는지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Brionol, Petty, Valle, Rucker, &

Bacerra, 2007; Cacioppo, Petty, & Morris, 1983). 특별히, 인지적 부분에

대해 사고수준이 낮은 사람은 정서가 태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반면 사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서가 태도에 있어 하나의 단서



- 28 -

정도로 작용하게 된다. 그 뿐 아니라 그 대상의 성별과 같은 요소들도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eBono, 1987).

학습태도는 학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학습자의 일관성 있는 반응 경향

이며 학급활동에 대한 일반적 사고방식을 의미한다(Ayalew, 2011; Luhn,

1969). 청소년기는 학교에서 학업적인 역량과 태도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

한 시기이다(Hughes, Im, & Alle, 2015; Skinner & Pitzer, 2012) 그런데

이 시기에 학업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

와 학교에 대한 태도가 약해질 수 있다(Altermatt, 2007; Walton &

Brady, 2017). 그러므로 이러한 학습태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처양식

과 외부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할 수

있다. 학업에 대한 태도는 학업 능률뿐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 전반을 예

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업적응에 대한 의지를 물어보

는 문항을 사용해 학습태도를 측정하였다.

나. 학습태도의 지표

1) 학교생활태도

학교생활태도란 학생들이 학교환경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적응하는

지를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학자들이 사용한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pencer(1999)는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의 요구 간의 적합성을 최대화

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순응 및 적응의 정도로 보았다. 그는 학

업에 대한 동기, 학업에 대한 성취, 학교 참여정도, 학교 출석 정도, 학습

에 대한 준비와 같은 하위요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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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2000)은 학교적응을 학습자가 학교수업, 학교생활, 학교 내 친구

와의 관계, 학교 환경 전반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 보았다. 문은식(2002)은 학교적응을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

으로 인식하였다. 그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은 환경과 개

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규미(2005)에 의하면 학교적응은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존

재한다. 첫 번째는 가설적 정의를 통해 이해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하

위차원을 구성하는 방법인데 이 때에 핵심적인 차원을 강조하게 된다.

Missall(2002)과 같은 학자는 학교적응의 핵심적 요인으로 유능성을 주

장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적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수를 사용

하는 것인데 관련 지표를 사용해 측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Carlson 등

(1999)은 학교적응을 학생들의 출석률, 학업수행능력, 훈육의 문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관점에서 적응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학교적응에 대한 측정방법은 학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학교 적응에 대한 다양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Simon-Morton과

Crump(2003)은 학교적응, 학교참여도, 학교풍토로 분류하였다.

Wentzel(2003)은 사회적 동기, 행동적 유능성, 그리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학교적응의 요소로 보았다. Scott 과 Scott(1998)은 학교생활 적응, 친구

적응, 가족 적응으로 이를 분류하였으며 Berndt 와 Keefe(1995)는 수업

에 대한 긍정적 참여, 적절한 수업행동, 방해행동 부재, 그리고 학업성취

로 이를 분류하였다. Roeser 와 Eccles(1998)는 학업적 적응, 심리적 적

응, 그리고 학교지각으로 이를 분류하였는데 각각의 하위 요소에는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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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기개념, 교육가치, 수업이탈 혹은 결석, 그리고 자아존중감, 분노,

우울, 그리고 학생 자율성, 학교과제목표구조, 교사의 긍정적 관심이 있

다.

국내 학자들 역시 분류가 다양하다. 문은식(2002)는 학업적 적응행동,

사회적 적응행동, 그리고 정의적 적응행동으로 이를 분류하였는데 각각

의 하위 요소에 수업참여도, 학습노력, 학습지속성, 학습행동통제, 그리고

교우관계, 규칙준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학교

에서 대부분의 성장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학교에서 적

응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그들의 미래 삶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용래, 2000; 김정희, 2013). 그러므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은 특이한 형태

의 지적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방법을 선택한다. 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서 학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만들기

에 더더욱 적응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진다(김정희, 2013).

2) 학습태도

학습태도란 학생들이 학습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는지를

의미하는데 학교생활적응의 종류 중 하나로 여겨지는 학업적응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문은식, 2002; Baker & Siryk, 1984; Roeser &

Eccles, 1998; Scott & Scott, 1998; Simon-Morton & Crump, 2003). 다

시 말해, 학업적응이란 학업과 관련하여 생겨나는 요구들에 대해 얼마나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지를 의미하는 지표이다(Baker & Siryk, 1984). 최

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학업적응이란 학습자의 학업적 욕구와 성취를 충

족하기 위해 학습자 자신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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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성선진, 2010). 또한 이는 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학교학습을 위한 노력 정도, 학교 학습을 방해하는 개인 내, 외적 요인들

에 대한 통제능력, 지속성 관련 적응 행동을 의미하기도 한다(이경완, 문

인오, 박숙경, 2013).

학업적응의 구성요소도 매우 다양하다. Baker와 Siryk(1989) 학업적응

을 거의 최초로 주장한 학자들이며 이들은 동기화, 적용, 수행, 그리고

학업적 환경을 학업적응의 하위요소로 보았다. 국내학자들은 다음과 같

이 학업적응을 측정하려 한다. 김택호와 김재환(2004)은 학습행동통제,

수업참여, 학습노력, 그리고 학습지속성을 학업적응의 하위요소로 분류하

였고 이규미(2005)는 학업유능감과 학업가치라는 두 가지 하위요소로 분

류하였다.

학습태도 중 하나인 학업적응은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학업 고성취 집단이 학업 저성취 집단에 비해 학업적응을 하는 방식과

학습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조민아, 고은영, 서영석, 2012). 특별

히 학업에 대한 미성취는 낮은 자기 조절, 학업에 대한 준비 부족, 그리

고 자기 통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Balduf, 2009;

Baslanti, 2008). 그러므로 이에 학습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를 파악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후 학업성취에도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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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학교생활적응의 측정요소

학자 하위요소

Berndt & Keefe(1995)
수업에 대한 긍정적 참여, 적절한 수업행동,

방해행동 부재, 학업성취

Birch & Ladd(1997) 학교선호, 학교회피, 협동적 참여, 자발성

Missall(2002)

학업기술(읽기능력, 이름쓰기)

사회적 요구 (또래, 어른들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 정서표현, 문제해결 등)

Roeser & Eccle(1998)

학업적 적응(학업적 자기개념, 교육가치,

수업이탈 혹은 결석), 심리적 적응(자아존중감,

분노, 우울), 학교지각(학생 자율성,

학교과제목표구조, 교사의 긍정적 관심)

Scott & Scott(1998) 학교생활적응, 친구적응, 가족적응

Simon-Morton &

Crump(2003)
학교적응, 학교참여도, 학교풍토

Wentzel(2003) 사회적 동기, 행동적 유능성, 긍정적 대인관계

김정남(2007)
학업, 사회관계, 심리적 안정성, 규칙 및

학교생활

문은식(2002)

학업적 적응행동(수업참여도, 학습노력,

학습지속성, 학습행동통제), 사회적

적응행동(교우관계, 규칙준수). 정의적 적응행동

박현선(1998)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학교나 교사, 수업에

대한 애착과 흥미 정도),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성적의 주관적 의미, 공부에 대한 취미,

학업태도), 학교 규범 준수(교사의 지시 준수,

학교 규범 준수, 또래간 싸움, 커닝,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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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학업적응의 측정요소

정학이나 근신 등의 징계처벌 경험, 무단결석,

싸움 경험, 수업무단 이탈경험)

정순례(1992)
학교에 대한 선호, 학교에서의 활동성,

학교에서 느끼는 감정, 친구관계 지각

이규미(2005)

학교굥부 (학업유능감, 학업가치)

학교친구 (친구관계, 상호협조성)

학교교사 (교사호감, 교사친밀감)

학교생활 (질서/규칙준수, 학교생활만족)

학자 하위요소

Baker & Siryk(1989) 동기화, 적용, 수행, 학업적 환경

Clinciu &Cazan(2014) 신경증적 증상, 지연

김정남(2013) 학업

김택호, 김재환(2004)

문은식(2001)
학습행동통제, 수업참여, 학습노력, 학습지속성

이규미(2005) 학업유능감, 학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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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태도와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 그리고 사회적지지

1) 학습태도와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

대처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행동적, 정서적 적응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왔다(김정희, 이장호, 1985; Causey &　 Dubow,

1992; Endler & Parker, 1990). 더불어, 청소년기에 어떻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지는 이후의 다양한 정신적 고통의 지속과도 관련이 있다

(Compas, Orosan, & Grant, 1993).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결과,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청소

년들일지라도 그들의 심리적 적응은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적응을 보이는 청소년은 적극적인

문제중심의 대처를 사용하는 반면에, 심리적으로 불안정적 적응을 보이

는 아이들은 정서중심의 대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졌다(Krischer,

Penney & Hunter, 2004; Worthington & Scherer, 2004).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정서중심 대처는 학업적응과 부적 상관, 계획과 같은 문제중심

의 대처는 학업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ahat & Ilhan, 2016).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현숙, 구본용(2001)은 한국 중고등학생 1,069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스

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지원

추구, 계획적 문제해결, 근면성취, 전문가 도움 추구와 같은 문제중심의

대처와 긍정적 사고, 기분전환과 같은 정서중심의 대처는 모두 학업성적

과 학교소속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에 비해, 포기, 문제 무시와

같이 회피적인 대처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응의 지표과 정적 상관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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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주(2003)는 고등학생 352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성격특성과 스트레

스 대처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문제중심의 대처는 적응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그에 비해

정서중심의 대처는 학업적응을 부정적으로 예측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문제중심의 대처는 수업적응, 교사적응, 학교적응 모두와 긍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정서중심의 대처는 수업적응과 학교적응과 부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2) 학습태도와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원만하고 적응적인 삶을 사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rewin, Andrews, & Valentine, 2000; Rogehr, Hill, Kott,

& Sault, 2003), 개인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자원을 받아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적응하게 되는 부정적인 요소를 감

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과 밀접한 관련

성을 지니기에 여러 부적응적 요소의 보호요인으로도 작용이 된다(김승

경, 강문희, 2005; Prevatt, 2003; Thompson, Flood & Goodvin, 2006).

더불어, 사회적 지지의 종류가 정보인지 정서인지에 따라 개인의 적응

에 미치는 영향력은 서로 다르다(Wang, Kraut, & Levine, 2012). 사회적

지지는 전반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적응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학업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옥경희, 2001; 윤향숙, 황윤미, 김

덕범, 장성화, 2011).

더 나아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제공자에 따라서도 개인의 학업적

응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들이 학교의 맥락에

서 경험하게 되는 특별히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청소년들의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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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과 학업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장승옥, 2008; Werner & Smith,

1992). 교사의 정서적인 지지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기술과 학업적

역량을 향상시키게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Malecki & Demaray, 2003).

학급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정서적인 지지를 학생들의

동기와 수업에 대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Assor et al., 2002;

Wang & Eccles, 2008; Skinner et al., 2008). 또래의 지지 역시도 청소

년기에 매우 중요한 지지원이며 자아탄력성 및 학업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승경, 강문희, 2003; 심희옥, 2000; Zimmerman,

Ramirez-Valles, Zapert, Marton, 2000).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 영향의

원인에는 또래의 지지가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소속감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Assor et al., 2002; Fast et al., 2010; Reeve, 2006; Sakiz, Pape

& Hoy, 2012; Wentzel et al., 2010). 즉, 교사와 친구의 지지는 모두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민정, 2016; Pianta, Egeland

& Sroufe, 1990; Pianta & Walsh, 1998). 반대로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

지 못한다고 스스로 지각할수록 학교적응 수준을 낮게 진단하게 된다(김

민정, 2016). 특히, 중학생에게 있어서 또래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데 이

는 그들의 안녕감을 지각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김민정,

2016).

문은식(2002)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와 친구에 대한 애착안정성은 중학

생들의 학업적 적응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한다. 이 때에 중학생일수록 교

사에 대한 애착안정성은 학업적 적응행동을 더 크게 예측하는 반면 또래

에 대한 애착안정성은 사회적 적응행동을 더 크게 예측한다. 그에 비해

고등학생의 학급 단위에서는 친구와의 애착안정성이 학업적 적응행동을

예측해주지는 못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을 넘어 대학생 및 성인에도 그들의 적응 및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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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Rahat & Ilhan, 2016).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교수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교수자의 지지적인

태도는 학생들의 학습동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김종렬, 2012; 김

현진, 정재학, 2011; 이숙정, 2006; Kunter et al., 2008; Lau & Nie,

2008). 더불어, 교사관계, 교우관계가 탄탄할수록, 학업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을 가진다고 나타났다(김정화, 2013).

문은식(2002)의 연구는 교사와 친구에 대한 애착안정성을 남녀의 성차

와 중고등학교의 학교급별 차이에 따라 비교하기도 하였다. 중학생은 남

녀 모두 교사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높은 반면 또래에 대한 애착안정성은

낮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남학생의 경우에 교사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조금 더 높았다. 하지만, 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달라졌다. 남학생

의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교사와 친구에 대한 애착안

정성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증가하였다.

3) 학습태도와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 각각이 교사와 또래에 의한 지지 중 무엇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상 가설에 의하면, 학교 상황에서의 정보 제공은 교

사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Crockett et al., 2007) 문제중심대처의 학생들은 교

사의 지지, 그 중에서도 정보적 지지에 더 큰 학업적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더불어, 교사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학습이 지속될 수 있

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학습지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Gordon

et al., 2004). 그러므로, 일시적인 학업적응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학습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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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여부는 교사가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의 질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하지

만 이와 반대되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한다.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에 의한

지지보다는 또래에 의한 지지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Hue등

(2012)과 Carrley(2004)는 중학교 2-3학년 자율성에 대한 열망이 증가하기에

또래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교사에 대한 지지는 점차 감소한다고 말한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사회적 지지의 종류에 따라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

향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두 독립변인은 모두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작용

을 하며 문제의 요구를 변경하거나 이로 인한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기

에(Thoits, 1986) 어떠한 대처양식이 어떠한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는 지

는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문제중심대처 양식의 학생들은 정

보적 지지를 받았을 때에, 정서중심대처 양식의 학생들은 정서적 지지를

받았을 때에 더 학업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먼저,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 대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원두

리, 2011). 그러므로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문제중심대처의 학생들은 이러

한 지지에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대로, 정서적 지지는 스트레스로 인

해 발생하는 감정을 완화시키기에 이 과정에서 좌절 및 두려움과 같은

정서문제를 더 잘 극복하도록 돕는다(Wilcox, 1981). 그러므로, 정서중심

대처 사용 학생들은 정서적 지지로 인한 효과를 더 많이 볼 것이라고 예

상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결과들도 존재한다. 오히려 문제중심대처 양식의

학생들이 정서적 지지를 받았을 때에 효과가 더 좋다는 예측도 존재한

다. Coyne 와 Racciopo(2000)에 의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통제가 불가능

한 상황에서 문제중심의 대처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통제

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문제중심대처를 사용하지만 결국은 타

인이 주는 정서적 지지에 더 만족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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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제변수: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

이 연구에서는 모형의 통제변수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업 스트레스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 학업 성취도로 두었다. 먼저, 학업 스트레스

가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학습태도 긍정적이며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학습태도가 부정적

이라는 연구가 다수였다(성순옥, 박미단, 김영희, 2013; Friedlander,

Reid, Shupak, & Cribbie, 2007; Torres & Solberg, 2001; Ye, Posada,

& Liu, 2017; Zajacova et al., 2005). 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스트

레스가 어느 정도 있을 때에 학습태도가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들도 혼재

되어 있었다(Aranda, Castaneda, Lee, & Sobel, 2001). 학습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려 하였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지각하는 본인의 학업성취도 또한 학습태도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이후

학습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었다(Seligman, 1967). 즉,

학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외부의 통제 없이도 스스

로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학업성취도와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들도

존재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대처양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분석하고 있었다. 문제중심대처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학업성취가 긍

정적이며 학업성취도가 정서중심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은 학업성

취가 부정적이라고 보는 연구들도 있었으며(Amemiya & Wang, 2018;

Thomas, Cassady, & Heller, 2000). 반대로 정서를 잘 지각하는 것이 학

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Barchard,

2003; MacCann & Roberts, 2008; O’Conner & Little, 2003; Rod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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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Zeidner et al., 2006). 더불어, 정서중심대처를 사용하면 상황에 따

라 그 효과성이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연구도 존재하였다(Abdullah,

Elias, Uli, & Mahyuddin, 2010; Folkman & Moskowitx, 2004).

또 반대로 다른 연구들에서는 사전 학업성취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양

식사용의 차이를 밝히고 있었다. 사전 학업성취도가 높을 경우 문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Frydenberg, 1993),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Alvaro et al., 2002; Alumran & Punaki, 2008; Garber

& Little, 1999)가 존재하며 사전 학업성취도가 대처양식의 사용에 차이

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이후의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

었다.

4. 성별

가. 성별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학업적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 이를 어떻게 대처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하다. 성별에 따라 이를 대처하는 방법

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부터 시작하여(서윤경, 2006; 신정자, 2006; 안윤

아, 최지영, 2012) 여학생은 정서적인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한다는 연구도

존재하며(Connor-Smith, Compas, Wadsworth, Thomsen, & Saltzman,

2000; Frydenberg & Lewis, 1993; Roecker, Dubow, & Donaldson,

1996) 여학생은 더 부적응적인 대처를 사용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Reid, Dubow, & Carley, 1995).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이고 문제중심적인 대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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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 Donaldson(1996)은 여자 청소년들이 남

자 청소년들에 비해 스트레스 사건 자체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그러므

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한다고 보고하며 그러기에 여학생들은 대처

기술에 더 많은 노력을 들인다고 보고하였다. 김성이와 김만지(2002)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대처 기술의 수준이 높다고 주장했

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이 과

정에서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적극적이고 문제중심적인 문제해결을 할 가

능성이 높다고 밝혀졌다(Causey & Dubow, 1992; Eschenbeck &

Kohlmann, 2002; Hampel & Petermann, 2005; Patterson & McCubbin,

1987). 이는 특별히 연령이 어릴수록 더 강해진다(Eschenbeck,

Kohlmann, & Lohaus, 2007). 그에 비해 남학생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적극적 대처보다는 정서중심의 대처를 사용한다는 연구들도 있었다

(Eschenbeck, Kohlmann, & Lohaus, 2007; Hampel & Petermann, 2005).

Eschenbeck, Kohlmann 그리고 Lohaus(2007)에 의한 연구에 의하면 남

학생들은 학업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 일시적 감정의 조절, 분노

표출 등의 정서적인 대처를 여학생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반대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정서중심이나 회피적인 대처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Compas et al., 1988; de Anda et

al., 2000; Donaldson et al., 2000). 이는 여자 청소년들은 사람들과의 관

계성에 가치를 두며 사회적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안윤아, 최지영, 2012; Aldao &

Nolen-Hoeksema , 2010). Reid, Dubow 그리고 Carley(1995)은 여자청소

년은 보다 회피기술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학업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정서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

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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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더 적극적인 대처를 사용한다는 연구들

이 존재한다. Tennant 등(2014)은 796명의 미국 교외 지역의 8-9학년을

대상으로 대처양식과 학업성취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회피적 대처에 비해 적극적 대처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Aldao와 Nolen-Hoeksema(2010)은 대학생 252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지적 대처양식과 시험의 결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적응적 인지대처를 더 많이 사용

하며 이것이 시험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낸다고 주장하였다.

나. 성별과 사회적 지지

남학생과 여학생은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도 성별의 차이가 발생한다.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지각하는 지에 대해서도 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

라, 어떠한 사회적 지지를 받았을 때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지에 대

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지 종류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는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 먼저, 여학생은 정서적 지지를 더 선호한다는 연구들은 많이

발견할 수 있다(Frey & Roethlisberger, 1996; Freydenberg & Lewis,

1991, 1993). Seiffge-Krenke(1995)은 여자청소년은 타인으로부터 위로와

감정이입을 더 많이 추구한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학자들은 여자청소년

들은 정서적인 대처를 추구하는데 때로는 부적응적인 정서적 대처를 추

구한다고도 말하였다(Connor-Smith et al., 2000; Frydenberg & Lewis,

1993). 여학생이 정서적 지지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여학생들은 사람들

간의 정서적인 관계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 가치를 두며(안윤

아, 최지영, 2012) 정서적 관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취약성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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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기 때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Rudolph, 2002).

그러나, 반대로 여학생들이 정보적인 지지를 더 선호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여학생들은 사회적 지지를 남학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이 속에 정보적인 도움을 더 많이 얻는다

고 말하였다(de Anda et al., 2000; Donaldson, Prinstein, Danovsky, &

Spirito, 2000; Hampel & Peterman, 2005). Hampel 과 Peterman (2004)

는 286명의 호주 중학생과 1123명의 독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

해 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더불어, 여학생은 스트레스원이 학

업상황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를 누가 제공했느냐도 학생들의 이후의 심리적, 학업적 적

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때에 성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진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먼저, 공통적인 점은 남녀 모두 교사의 지지

를 받았을 때에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alecki &

Demaray, 2003; Tennant et al., 2014).

그러나, 이때에 여학생의 경우는 교사의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남학생은 정보적 지지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다(Tennant et al., 2014). 더불어, 남학생의 경우는 교사에 의한 지지

에 비해 또래의 지지를 받았을 때에 학습태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Bogard, 2005; Demaray et al. 2005; Rueger

et al., 2008). Rueger, Maelcki와 Demaray(2008)는 636명의 중학생을 대

상으로 설문검사를 한 결과 남학생은 또래, 그 중에서도 학급친구들의

지지를 많이 지각할 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 더불어 이들은 종단연구를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시간에 지날수록 남학생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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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하였다. 더불어 Malecki 와 Demaray(2003)는 5학년에서 8학년까

지의 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이에 따른 학

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교사의 정서지지가 가장 강력

한 지지원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또래의 지지에, 남학생의 경우

교사의 지지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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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는 국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남녀 315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검사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들이나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낮

은 학생들은 제외하고 총 311명(남=155명, 여=15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생은 학업요구의 증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겪기 시작하는 시기

이며(McNamara, 2000) 청소년기를 시작하게 되는 중학생들은 심리적, 신

체적, 환경적 변화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한창훈, 조영아

2014).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기

도 한다(황혜정, 2006). 그러나, 학업에 대한 학교급 간 학업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학업스트레스 수

준을 보고하며(임성택, 주동범, 이금주, 2010) 사회심리적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가정, 학교, 사회의 지지체계가 더욱 요구되는 시기라고 밝혀졌다

(소현, 정영숙, 2003). 중학생은 교사의 영향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며

(Roeser, Eccles, & Sameroff, 1998, 2000) 또래의 관계에 대해 더 예민하

게 느끼고 이에 따라 안녕감이 결정되기도 하기에(김민정, 2016)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 2학년은 사춘기의 최고점으로 여겨지는 시기이며 학

업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더욱 증대되는 시기이다.(김민정, 2016).

더불어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는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예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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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에(Colarossi & Eccles, 2003) 중학교 2학년을 연구

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실험 절차

본 연구의 실험 절차는 아래와 같다. 학생들에게 절차에 대해 설명 한

후,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측정하는 1차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후 시나

리오 상황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이를 읽고 이해하도록 하였고 종속변수

인 학습태도를 2차 설문에 진행하였다. 연구는 총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그림 Ⅲ-1] 연구절차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의 동질성과 시

나리오 상황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중학교

2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학업적응을 측정하였다. 이 때에 연구자들에게 시나리오 상황에서 사용

연구 개요 안내 및 절차 동의서 작성

↓

1차 설문(통제변수,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

↓

시험상황 및 시나리오

↓

2차 설문(학습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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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험의 난이도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를 측정

하였다. 사전 통제변수로 기존 스트레스와 학업적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대처 행동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되어(Aldwin,

2007) 학업적 효능감을 측정하였지만 의미 있는 변수가 아니었기에 본

실험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더불어, 시나리오의 조작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시나리오 제시 후 스트레스를 받는 여부와 사회적 지지의 도

움 여부에 대해 함께 물어보아 시나리오가 효과적인지 확인하였다. 예비

실험을 통해 기존 스트레스를 포함해 사전 학업성취도와 공부중요도라는

통제변수를 추가할 필요성을 느껴 이를 본실험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10-11월에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

의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은 후 3주에 걸려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각 학급에서 임의로 네 가지 유형의 설문지

(A, B, C, D)가 부여되였다. 설문조사는 총 20-30분에 걸쳐 이루어졌으

며 이에 시나리오 상황을 읽고 문항에 응답하는 시간까지 포함되었다.

사회적 지지가 집단별로 구성된 정도는 아래 <표 6>을 참고할 수 있다.

교사정보(A)에는 78명(남 39명, 여 39명), 교사정서(B)에는 76명(남 39명,

여 37명), 또래정보(C)에는 78명(남 40명, 여 38명), 또래정서(D)에는 79

명 (남 37명, 여 42명)으로 각각 균질한 인원이 배분되었다. 전반적으로

25% 내외의 균질한 비율로 각 사회적 지지의 집단에 구성이 되었다.

<표 Ⅲ-1> 사회적 지지 집단별 구성

사회적 지지 구분

　 A
교사정보

B
교사정서

C
또래정보

D
또래정서 전체

남 39
(25.2%)

39
(25.2%)

40
(25.8%)

37
(23.8%)

155
(49.84%)

여 39
(25%)

37
(23.7%)

38
(24.4%)

42
(26.9%)

156
(50.16%)

전체 78
(25.08%)

76
(24.44%)

78
(25.08%)

79
(25.4%)

31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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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도구

가. 사전 학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학생들의 지각된 사전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오미향과 천성문(1993)이 개발한 학업

스트레스 척도를 김혜자(2006)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총 1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문항으로는 성적스트레스 6문항, 공부스트

레스 9문항이 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공부를 해

야 하지만 하기가 싫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1(전

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리커트 척도로 표시하였고 학

업 스트레스의 척도의 신뢰도는 성적, 공부 스트레스에 대해 각각 α=.82,

α=.73로 나타났다.

<표 Ⅲ-2> 학업스트레스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구성 신뢰도

학업

스트

레스

성적스트레스 1, 3, 5, 8, 10, 12 .82

공부스트레스 2, 4, 6, 7, 9, 11, 13, 14, 15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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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트레스 대처양식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양식 중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Carver, Sheier 와 Weintraub(1989)가 개

발한 COPE을 사용하였으며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번안한 것을 참고

하였다. 총 24개의 문항이 있으며 각각은 1(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부터

5(자주 사용했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제중심대처에는

적극적 문제해결 행동, 문제집중 및 다른 행동자제, 도구적 사회지지 추

구, 신중 및 자신의 행동자제가 하위항목으로 있었으며 예시로는 ‘나는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 등의 문항이 있었다.

정서중심대처에는 정서적 사회지지 추구, 정서주의 및 표출, 인지적 유

리, 행동적 유리가 하위 항목으로 있었으며 ‘나는 이 문제로 인한 내 기

분이 어떤지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와 같은 문항이 예시로 있었다. 이

문항을 사용하기 전에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 때에 사용했

던 대처방법을 체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가 문제중심대

처의 문항에서는 α=.820, 정서중심대처에서는 α=..731로 나타났다.

<표 Ⅲ-3>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구성 신뢰도

문제

중심

대처

적극적 문제해결 행동 1, 9, 17 .747

.820
문제집중 및 다른 행동자제 2, 10, 18 .616

도구적 사회지지 추구 3, 11, 19 .838

신중 및 자신의 행동자제 4, 12, 20 .389

정서

중심

대처

정서적 사회지지 추구 5, 13, 21 .758

.731
정서주의 및 표출 6, 14, 22 .607

인지적 유리 7, 15, 23 .632

행동적 유리 8, 16, 24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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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태도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학습태도는 Garlington(1984)가 고안하고 문은

식(2002)이 번안한 학업적응의 문항을 사용해 측정하였다. 시나리오 상

황을 부여한 후 학생들에게 학업적응에 대한 의지를 물어보았다. 네 가

지의 하위항목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재검사한 결과에 따라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였다. 총 18개의 문항으로 학생들은 1(전혀 그렇지 않

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리커트 척도로 표시하였고 신뢰도는 .918

으로 매우 높았다. 예시로는 ‘나는 공부를 하고자 결심하면 곧 실천할 것

이다.’.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내가 해야 할만큼은 다할 것

이다.’와 같은 문항이 있었다.

<표 Ⅲ-4> 학습태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 역채점 문항

라. 사회적 지지 처치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명실(2007)이 제안한 사회적 지지척도

중 정서적, 정보적 문항과 PSS(Prucidano & Heller, 1983)의 교사지지,

또래지지 문항을 변형하여 시나리오 상황으로 처치하였다. 이 처치의 타

당도를 위해 학생들에게 이 시나리오 상황으로 인해 느끼고 있는 스트레

스 정도와 도움정도를 측정하였고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

다)까지 5리커트 척도로 표시하게 하여 판단하였다.

문항 문항구성 신뢰도

학습태도
1-10, (11), (12),

13-16, (18)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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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OO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입니다. 나는 이번 학기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열심히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웠고 아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과 면담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나의 
스트레스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해주셨습
니다. 

“00이는 이 과목(영어/수학/국어)의 성적이 잘 안 나왔네. 이 과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노트를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00이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이 과목을 공부해보면 

어떨까?” 

선생님은 특별히 내가 성적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분석해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 오답노트를 하는 방법과 공부를 더 효과적
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림 Ⅲ-2] 사회적 지지 시나리오 1 (교사정보지지)

나는 OO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입니다. 나는 이번 학기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열심히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웠고 아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과 면담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나의 
스트레스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해주셨습
니다. 

“00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안 나와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지금 가고 
싶은 학교를 가지 못할까봐 두렵고 마음이 어렵겠다. 00이를 생각하니 

선생님 마음이 다 아프네...” 

 선생님은 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셨고 나를 위로해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공감해주셨고 함께 아파해주셨습니다. 

[그림 Ⅲ-3] 사회적 지지 시나리오 2 (교사정서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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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OO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입니다. 나는 이번 학기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열심히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웠고 아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스트레스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OO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과목의 오답노트를 보여줄께. 나는 이렇게 
틀린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찾아보는게 도움이 

되더라구. 그리고 나는 공부가 잘 되는 시간에 약한 과목을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되던데 너도 한 번 그렇게 해보는게 어때?”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답노트를 보여주면서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공부할 때에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공부가 잘 되는 독서실도 추천해주며 함께 공부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림 Ⅲ-4] 사회적 지지 시나리오 3 (또래정보지지)

나는 OO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입니다. 나는 이번 학기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열심히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웠고 아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스트레스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OO아, 너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너무 힘들겠다. 가뜩이나 
원하는 학교도 있는데 정말 불안하겠다. 나도 지난 번 중간고사 때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힘들었거든. 내 마음이 다 아프네...”

친구는 나를 위로해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공감해주었고 함께 아파해주었습니다. 

[그림 Ⅲ-5] 사회적 지지 시나리오 4 (또래정서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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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변인인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개인 외적 변인

인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고 하였다. 먼저,

통제변수들이 집단에서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해 확인하였다. 집단 간 동질성 검정 확인 후 회귀분석을 사용해 연

구문제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중 하나가 연속변수인 경우 연속변인의 속성을 유

지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연구결과

(Cohen, Cohen, West, & Aiken, 2003)에 따라 독립변인인 문제중심대처

와 정서중심대처가 연속변수임으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성적중요도, 사전 학

업성취도, 사전 스트레스, 성별을 1단계에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스트

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여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학습태도

에 미치는 주효과와 사회적 지지가 학습태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검증하

였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를 곱한 변

수를 투입하여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가 학습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더불어, 조절변인과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

입함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독립변인을 중심화

(centering)한 후 이를 투입하였다.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질적변수이므로 대비코딩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한 개의 질적변수가 있고 이 질적변수가 네 개의 범주를 가지는

경우, 서로 직교적인 세 개의 대비를 만들어 범주적인 독립변인의 효과

를 검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박광배, 1999)에 기반하여 세 개의 대비를

만들었다. 사회적 지지의 종류에는 교사정보, 교사정서, 또래정보, 또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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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네 가지가 존재하였다. 첫 번째 대비는 교사와 또래의 지지를 비교

하기 위해 교사정보와 교사정서에는 각각 1을 코딩하고 또래정보와 또래

정서에는 각각 –1을 코딩하였다. 두 번째 대비는 교사가 제공하는 지지

의 종류를 비교하기 위해 교사정보에는 1, 교사정서에는 –1을 부여하고

또래에는 0을 코딩하였다. 세 번째 대비는 또래가 제공하는 지지의 종류

를 비교하기 위해 또래정보에는 1, 또래정서에는 –1을 부여하고 교사지

지에는 0을 코딩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표 Ⅲ-5>와 같다. 각 대비가

가지는 코딩 값의 합이 0이 되며 전체의 곱이 0이 되기에 대비코딩의 조

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박광배, 1999). 다음과 같이 코딩한 이유는

청소년의 지지에 관련된 연구 중 교사와 또래의 지지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연구가 많았으나(Dwyer & Cummings, 2001; Friedlander,

Reid, Shupak, & Cribbie, 2007) 각 제공자가 부여하는 정보에 따른 연

구가 부재하였기에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었다. 더불어 독립변인과

조절효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

간의 곱을 통해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위와 동일한 연구문제를 성별에 따라 비교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집단을 분리한 후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분

석은 SPSS for window version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표 Ⅲ-5> 사회적 지지의 코딩방법

코딩 비교 교사정보 교사정서 또래정보 또래정서 합

대비1 교사 VS 또래 1 1 -1 -1 0

대비2 교사정보VS 교사정서 1 -1 0 0 0

대비3 또래정보VS또래정서 0 0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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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집단 간 동질성 검증

사회적 지지의 네 가지의 상황 간의 동질성 검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

치 집단별 통제변수간에 차이가 있는지 일원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를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 학업스트레스,[F(3, 311)

= 1.170, p > .05] 사전 학업성취도,[F(3, 311) = .359, p > .05] 사전 학

업성취도,[F(3, 311) = 7.027, p < .001]로 성적중요도를 제외하고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Ⅳ-1> 집단별 통제변수의 동질성 검증

교사정보

(n=78)

교사정서

(n=76)

또래정보

(n=78)

또래정서

(n=79) F p
M SD M SD M SD M SD

사전학업스트레스 2.60 .106 2.71 .092 2.54 .108 2.66 .052 .477 .699

사전 학업성취도 3.31 .181 3.08 .185 3.23 .181 2.97 1.57 .702 .552

성적중요도 3.92 .139 3.89 .155 3.98 .158 3.92 .151 .049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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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 상관분석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은 <표 Ⅳ-2>에 제시되어 있으며 4

개의 실험집단 별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Ⅳ-3>에 제시되어 있

다. 측정변인의 왜도는 –0.729에서 0.006 사이였고, 첨도는 –2.013에서

1.292 사이로, 왜도  , 첨도는 의 기준을 넘지 않아 측정변인이 정

상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West, & Finch, 1996; West,

Finch, & Curran, 1995).

대처양식에 따라 학습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태도

는 문제중심 대처와는 .303(남), .392(여)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정서중

심 대처와는 여학생과 -.185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문제중심대

처를 사용할수록 남녀모두 학습태도는 긍정적이고 정서중심대처는 여학

생의 경우에만 부정적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통제변수인 사전 스트레스, 성적 중요도, 그리고 사전 학업

성취도와 학습태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남녀 모두 사전 스트레스

는 학습태도와 -.331(남), -.325(여)로 부적인 상관인 보였다. 즉, 사전 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성적중요

도는 .427(남), .330(여)로 학습태도와 긍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성적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학습태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마지

막으로 사전 학업성취도는 .411(남), .204(여)로 남녀 모두 긍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전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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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주요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대각선 아래: 남, n = 155.

대각선 위: 여, n = 156)
　측정변인 1 2 3 4 5 6

독
립
변
수

1. 문제중심대처 - .221** .031 .079 .043 .392**

2. 정서중심대처 .303** - .348** -.083 -.122 -.185*

통
제
변
수

3. 사전학업스트레스 -.136 .264** - -.013 -.267** -.325**

4. 성적 중요도 .226** -.217** -.081 - .409** .330**

5. 사전 학업성취도 .154 -.154 -.380** .374** - .204*

종
속
변
수

6. 학습태도 .460** -.130 -.331** .472** 411** -

평균 2.97 2.8 2.80 3.89 3.11 3.50

표준편차 .54 .56 .68 .94 1.08 .70

왜도 -.729 -.171 -.163 -.752 -.054 -.538

첨도 .276 1.282 -.068 .391 -.566 1.138

N = 311. * p < .05, ** p <. 01, *** p < .001

<표 Ⅳ-3> 집단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N = 311)

　측정변인

교사정보
(n = 77)

교사정서
(n = 76)

또래정보
(n = 77)

또래정서
(n = 79)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문제중심대처 2.90 .50 3.00 5.61 2.92 .54 3.06 .56

정서중심대처 2.82 .60 2.82 .51 2.75 .51 2.83 .63

사전 학업스트레스 2.74 .67 2.86 .72 2.72 .65 2.86 .70

성적중요도 3.88 .87 3.90 .99 4.00 .98 3.81 .95

사전 학업성취도 3.18 1.07 3.05 1.09 3.20 1.02 2.9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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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1: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가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전 스트레스, 성적중요도, 사전 학업성취도, 그리고 성별을 통제한 상

태에서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가 상호작용하여 학업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Ⅳ-4>와 같다.

분석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본 분석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1단계는   = .284, F(4, 311) = 30.158, p < .001이고 2단계

는   = 418, F(9, 311) = 23.864, p < .001이며 3단계는   = .427,

F(15, 311) = 14.539, p < .001로 종속변수인 학습태도를 유의하게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 중 문제중심대처는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유의

하게 예하고 있다(B = .469, p<.001). 그에 비해 정서중심대처는 학습태

도를 부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다(B = -.163, p < .01). 이것으로 보

아, 학업스트레스에 대해 문제중심대처를 취할수록 학습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며 정서중심대처는 학습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가 학습태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해볼 수 있다. 네 가지

유형을 직교대비코딩하여 변수를 투입한 결과 3개의 직교대비는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가 학습태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가 학습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상호작용항 중 유의한 회귀계수는 없었으며 그

러므로 남녀가 합한 집단에서는 이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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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지을 수 있다.

4. 연구문제 2: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가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의 차이

사전 스트레스, 성적중요도, 학업성적, 그리고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남녀 집단에서 가각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가 상호작용하

여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5>, <표 Ⅳ-6>와 같다.

변인
학습태도

  단계별 최종

1단계: 통제변수(  ) .284***

사전 스트레스 -.314*** -.247***

성적중요도 .241*** .197***

사전 학업성취도 .044 .045
성별 .269*** .270***

2단계: 주효과(∆  ) .418***

문제중심대처(A) .450*** .456***

정서중심대처(B) -.158** -.163**

대비1(교사vs또래)(C) -.017 -.012
대비2(교사정보vs교사정서)(D) -.041 -.040
대비3(또래정보vs또래정서)(E) -.029 -.028

3단계: 상호작용효과(∆  ) .427***

A*C .050
A*D .048
A*E -.102
B*C -.011
B*D .058
B*E -.009

*p < .05, **p < .01, ***p < .001
대비1(교사정보:1,교사정서:1,또래정보:-1,또래정서:-1)대비2(교사정보:1,교사정서:-1,또래정보:0,또래정서:0)대비3(교사정보:0,교사정서:0,또래정보:1,또래정서:-1)

<표 Ⅳ-4>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N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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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학생

분석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본 분석에서 설정한 회

귀모형은 1단계는   = .325, F(3, 155) = 25.229, p < .001이고 2단계는

  = 460, F(8, 155) = 16.387, p < .001이며 3단계는   = .480, F(14,

155) = 9.671, p < .001로 종속변수인 학습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에서도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 중 문제중심대처는 학습태도

를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다(B = .422, p<.001). 그에 비해 정서중심대처

는 학습태도를 유의하고 예측하지 못한다(B = -.171, p = .115). 이것으

로 보아, 남자 집단에서는 학업스트레스에 대해 문제중심대처를 취할수

록 학습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며 정서중심대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학습태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해볼 수 있

다. 그 결과 세 개의 직교대비 중 대비3(또래정보 vs 또래정서)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B = -.174, p < .05). 즉, 또래정보(1)와 또래정서(-1)

를 받았을때에 남학생의 학습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B의 계수가 음수인 것으로 보아 –1로 코딩한 또래정서 지지를 받았을

때에 또래정보 지지를 받았을 때에 비해 학습태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그림 Ⅳ-1]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가 학습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상호작용항 중 유의한 회귀계수는 없

었으며 그러므로 남자 집단에서는 이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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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학습태도

  단계별 최종

1단계: 통제변수(  ) .325***

사전 스트레스 -.312*** -.225***

성적중요도 .281*** .205***

사전 학업성취도 .101 .116*

2단계: 주효과(∆  ) .460***

문제중심대처(A) .433*** .422***

정서중심대처(B) -.151 -.171
대비1(교사vs또래)(C) -.071 -.094
대비2(교사정보vs교사정서)(D) -.010 -.030
대비3(또래정보vs또래정서)(E) -.150* -.174*

3단계: 상호작용효과(∆  ) .480***

A*C .088

A*D .157

A*E .063
B*C -.132

B*D -.107

B*E -.091
*p < .05, **p < .01, ***p < .001
대비1(교사정보:1, 교사정서:1, 또래정보:-1, 또래정서:-1) 대비2(교사정보:1, 교사정서:-1, 또래정보:0, 또래정서:0) 대비3(교사정보:0, 교사정서:0, 또래정보:1, 또래정서:-1)

<표 Ⅳ-5>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남학생, n = 155)

[그림 Ⅳ-1] 남학생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대비3)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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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학생

분석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본 분석에서 설정한 회

귀모형은 1단계는   = .231, F(3, 156) = 15.053, p < .001이고 2단계는

  = .402, F(8, 156) = 12.167, p < .001이며 3단계는   = .450, F(14,

156) = 8.126, p < .001로 종속변수인 학습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Ⅳ-6>의 여학생 집단에서도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 중 문제중심

대처는 학습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다(B = .435, p < .001). 그에

비해 정서중심대처는 학습태도를 유의하고 예측하지 못한다(B = -.120,

p = .082). 이것으로 보아, 모든 집단에서 학업스트레스에 대해 문제중심

대처를 취할수록 학습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며 정서중심대처는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남학생 집단과 동일한

결과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학습태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해볼 수 있

다. 그 결과 세 개의 직교대비 중 대비2(교사정보 vs 교사정서)와 대비3

(또래정보 vs 또래정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비2를 해석해보면

B값이 음수이므로 여학생 집단에서는 교사의 정서지지(-1)를 받았을 때

교사의 정보지지(1)를 받았을 때보다 학습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B = -.114, p < .05). [그림 Ⅳ-2]의 그래프에서도 교사정보가

교사정서에 비해 학습태도를 높게 예측한다. 대비3에 의하면 B값이 양수

이므로 여학생 집단에서는 또래의 정보지지(1)를 받았을 때 또래의 정서

지지(-1)를 받았을 때보다 학습태도가 더 긍정적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B = .104, p < .05). [그림 Ⅳ-3]의 그래프에서도 또래정보가 또래정서

에 비해 학습태도를 높게 예측한다. 남학생은 또래의 정서지지를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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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학습태도가 높아진 것에 비해 여학생은 또래의 정보지지를 받을 때

에 학습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가 학습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문제중심대처와 대비3(또래정

보 vs 또래정서)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며(B = -.104, p < .05) 정서

중심대처와 대비2(교사정보 vs 교사정서)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B

=.188, p < .05).

이를 해석하기 위해 조절효과의 그래프를 통해 이를 검증해보았다.

Aiken 과 West(1991)에 참고하여 독립변수인 대처양식의 상, 하

(± )의 값에서 사회적 지지의 종류가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그렸

을 때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Ⅳ-4]을 확인해보면 전반

적으로 문제중심대처가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높다. 하지만, 문제중심대처

가 높을 때는 또래정보와 또래정서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문제중

심대처가 낮을 때는 또래정보지지를 받았을 때에 또래정서지지를 받았을

때에 비해 더 높은 학습태도를 보였다(B = -.104, p < .05). 이 때의 또

래의 정보지지와 정서지지의 차이의 효과크기(Cohen’s d)는 .79로 높았

다.

다음으로, [그림 Ⅳ-5]를 확인해보면 전반적으로 정서중심대처가 높을

수록 학습태도가 낮다. 그런데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태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정서중심대처가 높을 때는 교사정보와 교사정서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중심대처가 낮은 경우에는 교사의 정서지

지를 받았을 때 교사의 정보지지를 받은 경우보다 더 높은 학습태도를

보였다(B =.188, p < .05). 이 때의 교사의 정보지지와 정서지지의 차이

의 효과크기(Cohen’s d)는 1.49로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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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학습태도

  단계별 최종

1단계: 통제변수(  ) .231***

사전 스트레스 -.300*** -.271***

성적중요도 .210*** .194***

사전 학업성취도 -.022 -.039

2단계: 주효과(∆  ) .402***

문제중심대처(A) .435*** .440***

정서중심대처(B) -.120 -.123
대비1(교사vs또래)(C) .025 .020
대비2(교사정보vs교사정서)(D) -.087 -.114*

대비3(또래정보vs또래정서)(E) .083 .104*

3단계: 상호작용효과(∆  ) .450***

A*C .003

A*D -.149

A*E -.232*

B*C .003

B*D .188*

B*E -.065
*p < .05, **p < .01, ***p < .001
대비1(교사정보:1, 교사정서:1, 또래정보:-1, 또래정서:-1) 대비2(교사정보:1, 교사정서:-1, 또래정보:0, 또래정서:0) 대비3(교사정보:0, 교사정서:0, 또래정보:1, 또래정서:-1)

<표 Ⅳ-6>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여학생, n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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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여학생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대비 2)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그림 Ⅳ-3] 여학생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대비3)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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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여학생 집단에서 문제중심대처와 대비3(또래정보vs또래정서)의

상호작용

[그림 Ⅳ-5] 여학생 집단에서 정서중심대처와 대비2(교사정보vs교사정서)의

상호작용



- 67 -

Ⅴ.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가.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이라는 개인 내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

라는 환경적 요인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두 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학업스트레

스 대처양식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 째, 남녀집단에서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으로는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를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로는 교사정보, 교사정서, 또래정보, 또래정서

의 네 가지 지지를 각각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

학년 311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남학생 155명, 여학생 156

명으로 구성되었다. 본격적으로 결과 분석 이전에 학습태도에 사전 학업

성취도, 사전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성적중요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해 세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집단에서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지 않

았다. 그러나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졌다. 문제중심대처는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정서중심대처는 학습

태도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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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남녀 집단에서 확인해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 집단에

서는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에서 문제중심대

처가 학습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회적 지지

에서 또래정서지지가 또래정보지지에 비해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예측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다. 문제중심대처가 낮을 때에는 또래정서

지지에 비해 또래정보지지를 부여하는 것이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예측

하였고 정서중심대처가 낮을 때에는 교사정서지지가 교사정보지지에 비

해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더불어,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에

서 문제중심대처가 학습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회적 지지에서는 교사정서지지가 교사정보지지에 비해, 또래정보지지

가 또래정서지지에 비해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나. 연구 논의

주요 연구결과에 바탕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모든 집단에서 학업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집단에서 문제중

심대처는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한 반면 정서중심대처는 학습태도

를 부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

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록 학업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문제 해결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정서를

해소하려는 학생들일수록 학습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이라고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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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문제중심대처가 정서중심대처에 비해 학습태도를 긍정적

으로 예측한다고 보았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Hunter & Boyle,

2004; Nicholls, Polman, & Levy, 2012).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원을 만났

을 때에는 정서중심대처가 문제중심대처에 비해 학습태도를 보호해준다

는 연구도 존재하였으나(Dugdale et al., 2002) 이 상황에서는 학업스트

레스 자체가 학생들에게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원이 아니기에 다음과 같

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 집단 각각에서는 정서중심대처는 일관

된 학습태도를 예측하지 않았으며 문제중심대처만 학습태도를 긍정적으

로 예측하고 있었다. 이는 정서중심대처가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

인다는 연구들과도 일맥상통한다(Dugdale et al., 2002; Hunter & Boyle,

2004).

둘 째,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는 남녀 집단을 나누었을 때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녀를 합한 전체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다른 사회적

지지에 따라 학습태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학생의 경우는 네

가지의 사회적 지지 중 또래의 정서지지를 받았을 때에 학습태도가 가장

높았다. 그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는 또래의 정서지지가 가장 학습태도를

낮게 예측하였고 교사의 정보지지가 가장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

였다. 남녀간 사회적 지지에 따른 학습태도의 결과가 서로 상반되기에

그 결과가 상쇄되었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남녀 집단을 나누어보았을 때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는 다음과 같다. 남

학생의 경우에는 또래의 정서지지를 받은 집단이 또래의 정서지지를 받

은 집단에 비해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교사의 정서지지를 받은 집단이 교사의 정보지지를 받은 집단에 비해 학

습태도가 긍정적이었고 또래의 정보지지를 받은 집단이 또래의 정서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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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집단에 비해 학습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먼저, 사회적 지지의 제

공자의 경우는 기존 선행연구와 많은 부분 일치하였다. 남학생은 또래,

여학생은 교사의 지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

과가 나타났다(Bogard, 2005; Demaray et al., 2005; Rueger et al.,

2008). 더불어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는 혼재된 연구

결과는 가지고 있는 선행연구들 중 일부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또래의 정보에 비해 또래의 정서가 학습태도를 긍정적으

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남학생의 또래 정서지지의 긍정성을 주장하는 선

행 연구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나타났다(Bogard, 2005; Demaray et al.

2005; Tennant et al., 2014). 여학생의 경우 그들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제공자에 따라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

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들이 자신과 동등한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또래에

의해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지지를 받았을 때에 학습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학생이 정보 지지를 받을 때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온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Donaldson et al., 2000; Hampel

& Peterman, 2005; de Anda et al., 2000). 그러나 그들이 교사라는 권위

자에 의해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의존할 대상이기에 그들에

게 정서 지지를 받을 때에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게 된다. 실제

로 연구에서는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학생들의 자율성과 학업동기, 그리

고 학업역량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었기에(Reddy, Rohdes, &

Mulhall, 2003; Ruzek et al., 2015) 이에 기반해 이 연구의 결과를 설명

할 수 있다.

셋 째,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집단에서는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

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앞에 언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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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

는 이유에 기반해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상쇄되었기에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학생 집단에서도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남학생 집단에서는 또

래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하는

대처의 양식과 무관하게 또래의 정서 지지가 강력한 주효과를 가지고 있

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남학생들이 내적인 자원에서의

지지를 받았을 때에 더 이득을 본다는 연구(Butler-Barnes et al., 2015;

Chavous et al., 2008)를 통해 검증해볼 수 있다. 더불어 남학생은 또래

의 관계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들과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낸다

(임수경, 이형실, 2007; Rueger et al., 2008).

남학생 집단에서는 어떠한 대처양식이건 또래의 정서지지의 영향이 제

일 컸다. 또래의 정서지지를 부여하는 것이 학습태도를 보호할 수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학교 남학생들에게는 교사보다는 또래의 영

향이 더 크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기보다는 정서적인 공감을 제

공해줄 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더불어, 이를 통

해 남학생들의 대처 및 사회적 지지의 기저의 단순함에 대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 남학생은 실제로 여학생에 비해 대처양식를 덜 복잡하게 사용

한다는 선행연구(Connor-Smith et al., 2000)로 추론해보아 이와 동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여학생 집단에서만 유일하게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

다. 여학생 집단에서 문제중심대처는 또래의 지지와 유의한 결과가 있었

다. 전반적으로는 문제중심대처가 높을 때는 또래의 정보지지나 정서지

지가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문제중심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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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은 집단에서는 또래의 정보지지가 또래의 정서지지에 비해 훨씬 더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더불어, 정서중심대처는 교사의 지

지와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정서중심대처를 많이

사용할 때는 교사의 정보지지나 정서지지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가 별

로 없었다. 그러나, 정서중심대처 사용이 적을 때는 교사의 정서지지가

교사의 정보지지에 비해 학습태도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문제중심대처를 적게 사용하는 학생들에

게는 또래의 정서지지를, 정서중심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정보지지를 부여하는 것이 이들의 학습태도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기제와 반대되는 종류의

사회적 지지를 받았을 때에 학습태도를 보호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

질 수 있다. 그 이유는 학습태도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

는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기제를 중복해서 제시하는 경우에 오히려

거부감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과 반대되는 기제를 제시해

줄 때에 오히려 상호보완이 되어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고 볼 수 있다(Baker & Berenbaum 200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중심대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여학생들은 또래의 정보지지

가 또래의 정서지지에 비해 학습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예측하게 되는데

이는 문제중심에 맞춰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또래로부터 정보에

대한 해결책을 주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의 학습태도를 보호할 수 있다

고 볼 수 있다(Baker & Berenbaum 2007; Paez et al., 1995; Salovey et

al., 1999). 그에 비해 문제중심대처가 낮은 여학생들은 또래의 정서지지

를 주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이는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학

생들에게 정서적 공감을 주었을 때에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선행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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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해석이 가능하다(Gustems-Carnicer & Clderon, 2013). 마찬가지로,

정서중심대처를 적게 사용하는 여학생들은 교사의 정서지지를 받았을 때

에 학습태도가 보호된다. 이는 마찬가지로 정서에 대한 자원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정서지지라는 자원을 주었을 때에 자신의 정서에 대해 깨닫

게 되어 학습태도가 긍정적이게 될 수 있는 것이다(Baker &

Berenbaum, 2007; Salovey et al., 1999; Nolen-Hoeksema & Morrow,

1993). 두 경우 모두 학생들이 자신에게 없는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스트

레스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학습태도가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Folkman & Moskowitz, 2000).

더불어, 여학생 집단에서 대처양식과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간의 상호작

용을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중심대처는 또래의 지지와 정서중

심대처는 교사의 지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즉,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자체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더 직결되어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Malecki & Demaray, 2003; Tennant et al.,

2014).

다. 교육적 함의점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문제중심대처를 사용하도록 교

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녀와 관계없이 문제중심대처를 사용하는 경우

에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정서중심대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습태도

를 부정적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남녀 학생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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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녀 집단에서는 제공하는 지지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자신과 동등한 또래에게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

이, 여학생은 교사로부터는 정서적 지지, 또래로부터는 정보지지를 받는

것이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맞게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대처 양식을 다르게 사용하는 학생들 각자에게 맞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문제중심대처를 적게

사용하는 학생들에게는 또래의 정보지지를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

문제중심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에게는 또래의 지지와 무관하게

학습태도가 높다. 반대로, 정서중심대처를 적게 사용한 집단에서는 교사

의 정서지지가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면 정서중심이 높은 경

우에는 교사정보와 교사정서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여학생의 경우

에는 문제중심대처를 적게 사용하거나 정서중심대처를 적게 사용하는 경

우에 각각 또래의 정보지지, 교사의 정서지지를 부여하여 학습태도를 보

호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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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에서는 시나리오 상황을 통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상황과 사회적 지

지를 부여하였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나며 특수한 상황이기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스트

레스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기에 시나리오의 상황을 선택하

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스트레

스 상황과 직접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주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학습태도는 실제 행동이 아니라 가상의 상황에서

학생들이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

하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추후 실험 연구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종속변수를 사전 사후로 반복 측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즉, 학생들의 종속변수 값이 순수한 시나리오에

의한 처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사

전 사후를 통한 비교가 아닌 집단 간 비교를 한 이유는 종속변수의 문항

이 총 18가지 였으며 사전, 사후를 통해 확인하였을 대에 이월효과가 발

생할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그 대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 스트레스, 공부 중요도, 그리고 사전 학업성취도를 통제하여 집단

간 동질성을 먼저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간략한 종속변수를 사용

하여 사전 사후로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스트레스 대처유형의 분류를 더 세분화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Lazarus 과 Folkman(1984)가 제안한 문제중심대처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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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심대처의 두 가지 유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그 분류가

다르고 두 가지의 분류에 의해서는 어떠한 대처가 적응적이고 부적응적

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Compas 등(2001)은 스트레스에 대해 관여적

으로 개입하는 관여적 대처와 이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비관여적 대처

로 나누어 관여적 대처에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의 일부를 포함하

기도 하였다. Park(1995)는 문제중심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를 추가하여

적극적 대처, 소망적 사고와 회피를 포함하여 소극적 대처를 분류하기도

하였고 Folkman과 Moskowitz(2000)는 문제중심대처, 정서중심대처에 의

미중심 대처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즉, 학자들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분류 방식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가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대처양식 중 문제중심대처만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연구들에서는

정서중심대처가 학업성취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경우들도 존재한다(Aldao & Nelon-Hoeksema, 2010; Baker &

Berenbaum, 2007; Berking, Orth, Wupperman, Meier, & Casper, 2008).

그러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관점에서 정서중심대처가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로, 또래의 성별과 대상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래지지는 또래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

질 수 있다(Schneider & Ward, 2003). 추후 연구에서는 또래의 성별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조사한 후 또래지지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로, 독립변수인 대처양식인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가

양적변수로 각각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해석의 복잡성이 존재한다.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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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인위적으로 잘라 해석하지 않기 위해 질적변수가 아닌 양적변수

그대로를 사용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해석의 복잡함이 존재한다는 한계

점이 존재한다.

여덟 번째로, 시나리오의 조작 점검에 대해 더 이루어져야 한다. 현 연

구에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시나리오 도움 정도에 따라 시나리

오의 조작정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시나리오가 학생

들에게 제대로 이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추후의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여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특별히 성별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

한 효과를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의 교육 환경

의 맥락적 특징을 반영하여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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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사전 측정 문항

가. 공부중요도, 사전 학업성취도

1. 나에게 공부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2. 내가 생각하기에 내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보기>를 읽고 나는 둘 중에 각각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골라 아래 상자

에 V 표해 주세요.

3. 내가 선호하는 A는 누구인가요?

4. 내가 선호하는 B는 무엇인가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최하 중하 중 중상 최상

① ② ③ ④ ⑤ 

선생님 친구
① ②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때 공감과 위로를 줄 때
① ② 

<보기>

1) 나는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     A     )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2) 나는 (     A      )이/가 나에게 (           B           )에 더 도움  
   이 된다고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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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 학업스트레스

* 다음은 여러분이 학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아래에 적힌 일들이 나에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V표

해주세요.

번
호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하기가 싫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의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성적이 나빠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꾸중이
나 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이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하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각 과목에 따른 효과적인 공부법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8 성적표를 받는 것이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9
공부 이외의 일(서클활동, 종교활동, 예체능
활동)에 시간을 빼앗긴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이 나의 성적을 남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공부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성적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3 숙제나 과제가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4 공부하는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공부하는 도중에 다른 생각이 많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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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업스트레스 대처양식

* 아래의 문항은 여러분이 학업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에 대처하는지

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공부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던 상황

(예, 시험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을 때,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을 때)

을 생각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보며 해당되는 문항

에 V표 해주세요.

번
호

문 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다른 일들은  
뒷전으로 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바로 하지 않
고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이 문제로 인한 내 기분이 어떤지 다른 사람
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그 문제로 인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 기분
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그 문제를 잊기 위해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예: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일들은 잠깐 미루어둔다. 

① ② ③ ④ 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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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가능할 때까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채 
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위로나 응원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13

나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① ② ③ ④ ⑤14

나는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 TV를 보거나  
만화를 본다. 

① ② ③ ④ ⑤15

나는 공부에 대한 내 목표를 이루기를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16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단계씩 해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17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나를 방해하는 생각이나   
활동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① ② ③ ④ ⑤18

나는 그 상황에 대해 무언가 더 알아내기 위해    
누군가에게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19

나는 이 문제가 더 나빠지게 만들지 않기 위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20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다. 

① ② ③ ④ ⑤21

나는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이를 어
떠한 방식으로든지 표현한다.
(예. SNS 업로드, 일기쓰기) 

① ② ③ ④ ⑤22

나는 이 문제를 잊기 위해 그 일보다는 다른 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상상한다. 

23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노력하기를 그만둔다. 

24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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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 다음 제시되는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몰입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00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어주세요.

1. 나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나요?

2. 선생님의 말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도움이 많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느끼지 
않는다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느낀다 많이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ㅁㅁ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입니다. 
나는 이번 학기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열심히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웠고 아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
니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과 면담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나의 스트레스
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00이는 이 과목(영어/수학/국어)의 성적이 잘 안 나왔네. 이 과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노트를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00이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이 과목을 공부해보면 어떨까?” 

선생님은 특별히 내가 성적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분석해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 오답노트를 하는 방법과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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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 측정 문항 (학습태도)

*. 다음과 같이 선생님/친구의 도움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도움을 받기 전과 후에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지 상상해 보고 해당 부분

에 V표해 주세요. (※평소의 행동을 표시하지 말고, 이 상황을 상상하며

표시해보세요.)

번
호

문 항

전
혀 
아
닐 
것
이
다

아
닐 
것
이
다

보
통
일 
것
이
다

그
럴 
것
이
다

매
우 
그
럴 
것
이
다

1
나는 수업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잘 준비 해올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시험일자가 발표되면 시험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공부에 열중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공부를 하고자 결심하면 곧 실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수업시간에 더 집중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시험 때가 아닌 평소에도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습과제라도 끝까지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내가 해야 
할 만큼은 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수업 시간에 의문이 생기면 이에 대해   
질문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공부시간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을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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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는 어려운 학습문제를 만나면 쉽게 포기할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공부를 할 때 집중을 잘 못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복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하고 
지나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숙제가 아니더라도 배우게 될 학습내용을 
예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수업시간에는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장난을 
치지 않고 수업에 열중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시작하기  
힘들어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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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Coping

Styles and Social Support

on Attitude toward Learning

Jina Park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well students can

manage their attitude toward learning under academic stress by the

use of their stress coping styles and the social support from whom

and the kind they receive.

Most of the students in Korea confront competitive academic context

and inevitably experience academic stress. This academic stress causes

psychological problems and hinders students from having a healthy

attitude toward learning. Therefore, helping students control their

academic stress is important for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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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buffering variables that affect students’ attitude toward

learning under academic stress: stress coping styles and social support.

Stress coping styles are different ways students perceive and manage

stress. They are intrapersonal variables decided mostly during

adolescence. On the other hand, social support is an changeable

external variable. Therefore, the main point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what kind of social support students receive is the most efficient.

There were several limitations that the precedent cases of research

had. First, even though there were lots of researches done on coping

styles and social support, the research was not done in academic

context. Secondly, there were also studies about coping styles and

social support separately. However, few studied the interaction effects

of both variables. Thirdly, there was research about the types and the

providers of social support separately. However, few studies explored

the combination of the two. Lastly, some research studied gender

differences of the social support, but more research on the gender

differences of the interaction effects of the coping styles and social

support is needed to be done.

In this research, there were 311 participants, consisting of 155 male

and 156 female students. The students were all 8th graders from three

different middle schools. Every process was conducted on paper, and

students were told to read scenarios and react to it. Participants were

first asked to report their perceived importance about grades, prior

academic stress, and prior academic achievements. Later on, the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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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randomly given a scenario from four types of support which

were Teacher Information(A), Teacher Emotion(B), Peer

Information(C), and Peer Emotion(D). Lastly, the participants responded

to how they will act in academic context after they receive the

support which was demonstrated in the scenario. The scenarios that

were used in this research were formed through four sessions of pilot

tes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3.0 and

Hayes Process v3.4.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major

effect of academic stress coping from the total group. Students using

problem-focused coping had positive academic attitude, whereas those

using emotion-focused coping had negative academic attitude.

However, there was not significant main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interaction effect of coping and support from the total group.

Researcher infers the reason is because there was a big gender

differences of the effects social supports to academic attitude.

Secondly, in the group of male students, there was a significant main

effect of coping styles and social support. Male students had positive

academic attitude when they were using problem-focused coping, but

no significant effect from emotion-focused coping. In addition, male

students had the best academic attitude when they were provided with

emotional support from peers.

Thirdly, in the group of female students, there was a significant main

effect and interaction effect of coping styles and social support.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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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had positive academic attitude with problem-focused coping

but no effect with emotion-focused coping, like males. In addition, as

female students use less problem-focused coping, the positive effect to

academic attitude was bigger when they were provided with peer

informational support than peer emotional support. On the contrary, as

they use less emotion-focused coping, the negative effect to academic

attitude was less prominent when they were provided with teacher

emotional support rather than teacher informational support.

There are several educational implications from this research. First, it

is important for teachers to encourage students to use problem-focused

coping to their academic stress. Overall, problem-focused coping

predicted positive academic attitude, whereas emotion-focused coping

predicted negative academic attitude. Second, as social support has

different effects by gender, it is recommended for teachers to provide

different social support according to the gender. For boys, it is best to

provide emotional support from peers, whereas for girls it is better to

provide emotional support from teachers and informational support

from peers. Thirdly, for girls, the support they get could also be

interpreted by which coping styles they use. For girls who do not

frequently use problem-focused coping, it would be better to give

informational support than emotional support from peers. And for those

who use emotion-focused coping less frequently, it would be better to

give emotional support than informational support from teachers.

There are several limits which need to be supplemen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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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quent research. First, this research has limitations on the fact

that we cannot see the actual actions from students as scenarios are

used. Thus, subsequent research should try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real actions of students in real experiments. Secondly, the

dependent variable is not the results of students’ actions but it is the

intentions that students have. Thus, further research should measure

the real actions. Thirdly, there is a limitation on the fact that the

dependent variable was not measured from the front and the rear. It

was in order to protect students from the practice effect. The

subsequent researches should expand the research by considering the

limitations from this research.

Key Words: academic stress, coping styles, social support,

academic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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