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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고등학생의학습탄력성에관한요인이자기효능감과학업성취감에미치는영향요인은스트레스정도

에따라조절효과가있는지분석해보았다. 이를위해본연구는문헌연구를통하여인과모형과연구가설을설정한

다음, G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생 292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습탄력성요인인인지능력과의사소통이자기효능감과학업성취감에미치는영향은스트레스정도

에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정도가낮은고등학생일수록자기효능감과학업성취감이높다

는점에그의의를들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학업성취감을고취시킬수있는방안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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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factors of studying resil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had a

control effect 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s depending on the degree of stres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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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urpose, this study set the cause and effect model and the research hypothesis through

literature and then conducted a survey of 292 people of high school students in G metropolitan

city.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ed that recognition ability and communication skill, which are

the factors of studying resilience, had different effects 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s

depending on the degree of stress. It has great significance that if the stress level of the high

school students is lower,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s are highe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how to inspire the academic achieve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Keywords : studying resilience, self-efficacy, stress level, academic achievement

I. 서 론

청소년은아동기에서성인기로성장해가는과도기에서인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청소년들은여러가지발달상의미성숙으로자신의통제

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

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학교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시

키는 사회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송인섭[1]은 우리사회에

서청소년이살아가기위해서는청소년스스로창의성과자율

성이요구되는능동적이고적극적인문제해결능력을키워나

가야한다고하였다. 즉, 청소년들은학교에서지식습득이나

학습과제 해결뿐만 아니라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유지 등

다양한역할을스스로수행해나가야한다. 이는미래의사회

구성원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2]. 청소년 연구들은 학교에서 성공적인 적응은 학업성

취를 넘어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사회·심리적 관계 또는 인

간관계와 개인의 배경 원인 등을 고려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

다[3]. 그렇지만 청소년은 과도한 내외적 환경변화로 스트레

스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생활에서 개인의

부적응과 실패, 또는 낮은 사회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므

로 학습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상황에 대한

환경까지도비롯된다. Block과 Block[4]은 자아탄력성은내

외적인스트레스에대해유연하고융통성있게적응하는일반

적인 능력으로 스트레스나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성격유형으로 탄력성(resiliency)을 제안하였다. 탄력성을

가진 학생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문제 해결 책략을 가

지고 있고, 학교생활에 능동적인 참여와 융통성이 있는 적응

을하며, 인지적측면에서도유능함을지닌다. 그러나열악한

학생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틀에 박힌 반응을 나타내고, 경직

되어있으며, 스트레스상황에서산만하게행동하고경쟁상황

에서 매우 불안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4]. Gray[5]는 학교

가개인의발달에있어서두드러진사회환경임을강조함으로

써개인의탄력을증진시킬수있는학교에서의탄력성연구

의 필요성을 입증 하였다. Hernandez[6]도 학습탄력성과

성취동기,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

교에서의 성공과 이후의 직업세계까지 긍정적으로 관련되는

복합적인 자질과 능력까지 함께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

소년에게학습탄력성이의미는매우크다고할수있다. 이는

청소년에게개인발달뿐만아니라사회환경에대한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본연구는고등학생의학습탄력성이자기효능

감과학업성취감에미치는영향요인을분석하고, 이들요인은

스트레스정도에따라차이가있는지를검증해봄으로써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습탄력성 요인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탄

력성으로보고, 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두가지요인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긍정적인 면에서 청소년이 살아가면서 직

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높은 인지 능력, 긍정적 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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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성격, 긍정적자아개념또는개인의정상적발달결과와

성공적인 적응의 결과 등을역동적인 과정으로보았다. 반면,

부정적인 요인은 청소년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 가정환

경, 지역적 유해환경 등으로보았다. 본 연구는청소년인 고

등학생의 학습탄력성 요인을 긍정적인 요인에서 접근하기로

하고, 그 하위 요인을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등을가장유력한변수로설정하였으며, 이들요인은자

기효능감과학업성취감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았다. 따라서

학습탄력성 요인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1. 인지능력

인지능력이란,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느낌

으로 알고 분별하며 판단하는 능력으로 보고 정의 하였다.

Masten; Masten et al[7][8][9]는 탄력성요인 중 보호요

인의하나로탄력적결과를가져오는행동을결정하는데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인지능력은 개인이 자신의

환경에서스트레스를지각하거나, 경험하고, 상황을판단하면

서 적절한 대처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지능력이 높으

면스트레스를주는외적환경이나위험한역경에서도대처와

적응력이 더 좋아진다[10]

1.2.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어

지고, 가족들이경험하는긍정적인감정뿐만아니라부정적인

감정까지도공유하며, 갑작스런위기나지속적인도전을상호

협력적으로 해결 하느냐를 의미 한다[11]. 의사소통은 부모

ㆍ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간의 공통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 방향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

내의기능과의사소통의상호작용에초점을둔청소년비행연

구에 의하면 비행청소년은 부모와 의사소통 형태가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 회유형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청소년 문제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12]

1.3. 교우관계

청소년의 학교생활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영역

중의하나가그들의교우관계라할수있다. 아동기에서청년

기로넘어오면서가장크게변화하는것은교우관계의확장이

다. 청소년기동안 친구를 사귀고 또래집단의 일원이 되어 사

회적 관계를 발달시키고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

는 것은 독립적이며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꼭필요하다고할수있다. 교우관계의중요한특성은개인의

자기효능감에중요한영향을준다는것이다. 또래집단은친밀

한친구관계를형성할수있는청소년들은대체로심리적, 사

회적으로, 학업에서 그 성취도가 높아 긍정적인 자존감과 가

치감을갖게되며인간관계에서도상대의감정을잘이해하고

고독감을 덜 느낀다고 밝혔다[13]. 반면, 친구관계가 원만하

지못하고갈등적이거나적절한관계형성능력이결여되고소

외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우울이나 불안

을 경험하고 심지어 비행이나 정신질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14]

1.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정서적 삶의 질에 행복감을 줄 수

있다. 김순오[15]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 체계 속에서 개인의

활동에수반되는스트레스를정서적, 정신적으로도와주는속

성으로 보았으며, 여기에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원조라고 제시하였

다. 정순돌[16]은 사회적 지지를 가족, 친구, 친척, 동료 또

는전문가등으로이루어진체계이자이들체계들이제공하는

도움이라고 정의했다. Vaux[17]는 사회적 지지를 지지망의

자원과 지지적 행동, 지지적 평가를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

으로 보았다. House[18]는 사회적 지지를 타인으로부터 얻

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했고, Katz와

MaClellan[19]는 사회적 지지를 넓은 의미에서 공식적 지

지와 비공식적 지지로 분류하고, 이러한 지지는 애정, 확신,

보조중하나또는그이상의요소를포함하는인간관계의교

류로 보았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말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고등학생의 학업

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고등학생 대상 예방

교육의방향과내용을제시해주기때문이다. 자기효능감은새

로운 행위의 선택이나 지속행위의 재개 등 모든 부분의 행위

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행동의 사고 능력이나 불안 등 정

서적반응에도영향을주므로자기효능감이낮은사람은성공

적인 업무수행이 방해 받는다. 즉 자기효능감이 강하면 문제

상황을극복하기위한노력이증가하고, 자기효능감이약하면

문제상황을극복하기위한노력을덜하고쉽게포기해버린

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자기효능감

의 강도에 따라 역할 수행을 잘하기도 하고 뒤쳐지기도 한다

[21]. 자기효능감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로 되

는 행위를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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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의 행위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다[20].

3. 학업성취감

학습적응력이부족한청소년들은학교에서좋은성적을얻

지 못하게 되어 학교를 싫어하게 되고 학교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게되는것을가정하였다. 그결과는학업성취감이부

진하면비행행동을하게되고, 학교와교사에대한애착을감

소시키며 교육적 목표에 대한 관여와 교육에 대한 열망 수준

을낮아진다고하였다. 또한 학교에대한애착이낮아져비행

친구와 접촉하게 되고, 결국에는 비행으로 연결되는 인과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습적응은

학습에 대하여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수업의 내용에 대

한 즐거움과 수업시간에 적극적인 흥미를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가정 하였다.

4. 스트레스

청소년의스트레스는청소년기의새로운성장과발달에따

른결과로써긴장과스트레스가발생하며, 성장과정에서요구

되는과제의수행에필요한경험들을배울때에도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에 대해 황영숙[21]은 생활

사건에서 생겨나는 압박감으로 적정수준까지는 생활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서 생활 할 때는 효

율성이 상실된다고 보았다. 생활 속의 사건과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평가할때다음과같은상황에서더많은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즉, 예측 할 수 없는 상황, 익숙하지 않은 상황,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회피할 수 없는 상황, 필연적인

상황이 그 예이다[22]. 스트레스는 적응과 관련하여 연구되

어 왔는데 개인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23][24]

청소년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그성격도독특하다고할수있다[25]. 발달과정상청소

년들은아동기에서성인기로넘어가는과도기에서심리적, 신

체적, 생리적, 인지적변화를경험하면서 ‘나는누구인가?’ 등

의 자아 정체감을 찾아야한다[26]. 청소년기는 사회적인 압

력, 요구와 적응력과 독립, 책임에 대한 압박 때문이다. 빠른

사회변화와 현실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치열한 경쟁, 성적,

이성관계, 표면화된 대인관계, 기성세대와의 세대차이 등의

적응적 요구를 겪기 때문이다[27].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의스트레스를친구와교사및부모에게서받는것으로볼수

있다. 정상적인 사회성 발달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우

관계는 필수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

로발달함에따라가정에서부모와의관계나학교에서교사와

의 관계보다는 비슷한 연령의 또래와 관계를 통해 많은 영향

을받으며교사보다는친구로부터사회적지원을많이받는다

[28].

따라서본연구는학습탄력성요인이자기효능감과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으로 가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연구는고등학생학업성취감에미치는영향요인에대해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서 학습탄력성요인의 인지능력, 의사

소통, 교우관계, 사회적지지를선정하였으며, 매개변수로 자

기효능감 조절변수는스트레스정도, 종속변수는학업성취감

으로 보았다. 이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연구모형

은 <그림 1>과 같고, 가설은 <표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1.Research Model

가설 내 용

가설 1
학습탄력성요인인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지지는

학업성취감에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2
학습탄력성요인인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에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3 자기효능감은학업성취감에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4

학습탄력성요인인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에미치는영향은스트레스정도에따라차이가있을

것이다.

가설 5

학습탄력성요인인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지지가

학업성취감에미치는영향은스트레스정도에따라차이가있을

것이다.

가설 6
자기효능감은학업성취감에미치는영향은스트레스정도에따라

차이가있을것이다.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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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명)

비율

(%)

누적

(%)

성적

60점이하 128 43.8 44.0

61점이상-70점이하 67 22.9 67.0

71점이상-80점이하 47 16.1 83.2

81점이상-90점이하 36 12.3 95.5

91점이상 14 4.7 100

계 292 100

표 2. 응답자의특성
Table 2. Bemographics

용돈

2만원미만 59 20.2 20.3

2만원이상-4만원미만 126 43.2 63.8

4만원이상-6만원미만 64 21.9 85.9

6만원이상-8만원미만 17 5.8 91.7

8만원이상-10만원 미만 11 3.8 95.5

10만원 이상 13 4.5 100

결측값 2 .7

계 292 100

종교

불교 36 12.3 12.3

기독교 80 27.4 39.7

천주교 21 7.2 46.9

기타 5 1.7 48.6

없음 150 51.4 100

계 292 100

요 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1.

인지

능력

v1
.739

.701

.782

.736

.681

.056

.047

.240

.124

.024

.175

.105

.259

.242

.013

.016

.274

.031

.032

.109

v2

v3

v4

v5

2.

의사

소통

v6
.127

.142

.133

.122

.022

.120

.052

.727

.818

.802

.789

.723

.777

.671

.028

.115

.026

.012

.025

.129

.017

.024

.015

.217

.223

.202

.048

.054

v7

v8

v9

v10

v11

v12

3.

교우

v13 .124

.154

.102

.113

.663

.690

.007

-.142v14

표 3. 독립변수의타당성및신뢰도분석결과
Table 3. Confirmatary analysi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2. 변수의 측정

본연구에서는연구모형에포함된주요변수를측정하기위

하여다음과같이설문을 5점척도로구성하였다. 첫째, 인지

능력은신중한생각, 해결능력, 이해능력등 5문항, 의사소통

은 부모와 대화, 가족격려, 가족문제 해결, 부모와의 솔직한

대화 등 7문항, 교우관계는 괴롭힘, 놀림, 물건 등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 등 4문항, 사회적 지지는 친구 간의 도움, 걱정

과 칭찬, 용기, 관심과 배려 등 4문항이다. 둘째, 자기효능감

은 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목표를 세워 실행할 수 있는 확신

등 6문항이다. 셋째, 학업성취감은 수업의 즐거움, 좋은 성

적, 수업시간에흥미등 5문항으로평균값이클수록학업성취

감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넷째, 스트레스 정도는 고등학생

또래와의 관계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로서 친구의 따돌림,

무시, 어울리지 못한 것,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않는 것

과 가르치는 방법과 혼 낸 적이 있는 것, 부모님이 학업성적

을 가지고 형제나 친척과 비교, 공부강요, 성적 때문에 부모

님과 갈등 등 10문항으로 평균값이 클수록 스트레스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선정 및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의 남학생 1학

년을대상으로하였으며, 설문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1일

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여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답변이 미흡한 28부를 제외하고 292

부가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가설을 분석하

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인 AMOS 16.0버전을 사용하였다. 설문응답자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2. 측정도구 검증

본 연구는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 3> 및 <표 4>와

같이요인분석의적재값을나타냈다. 요인분석은문항들을데

이터 축소(Data Reduction)하여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

관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감, 스트레스 정도

등 7개의 요인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첫째,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는 .857이고, 카이제곱값

() 2411.280, 자유도(df) 190, 유의확률(sig.)은 .000

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개의

요인에대해베리맥스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의한

요인적재값을산출하여행렬로표시하였다. 측정도구검증은

<표 3> 및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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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v15 .142

.126

.131

.142

.722

.774

.076

-.053v16

4.

사회적

지지

v17 .240

.126

.226

.198

.154

.063

.127

.120

.063

-.173

.157

-.026

.774

.803

.807

.751

v18

v19

v20

eigen value

분산비율(%)

누적비율(%)

2.803

14.016

14.016

4.038

21.190

35.250

2.283

11.414

46.664

2.979

14.897

61.561

KMO and

Bartlett`s Test
KMO: .857, : 2411.280, df: 190,

sig.: .000

신뢰도 분석

(Cronbach ⍺) .790 .873 .734 .846

요 인 요인1 요인2 요인3

1. 자기효능감

v1
.752

.714

.749

.782

.767

.711

.156

.124

.057

.140

.124

.034

.105

.155

.059

.042

.113

.128

v2

v3

v4

v5

v6

2. 학업성취감

v7
.122

.133

.120

.057

.180

.729

.625

.703

.792

.689

.155

.026

.012

.055

.077

v8

v9

v10

v11

3. 스트레스

v12
.012

.124

.158

.029

.046

.120

.026

.056

.068

.263

.069

.163

.135

.122

.158

.053

.107

.120

.214

.145

.890

.858

.893

.810

.762

.779

.757

.821

.790

.847

v13

v14

v15

v16

v17

v18

v19

v20

v21

eigen value

분산비율(%)

누적비율(%)

3.680

17.525

17.525

2.761

13.147

30.672

5.330

25.378

56.050

KMO and Bartlett`s Test
KMO: .821,

: 2728.540,

표 4. 종속변수의타당성및신뢰도분석결과
Table 4. Confirmatary analysi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df: 210, sig.: .000

신뢰도 분석

(Cronbach ⍺) .863 .790 .753

둘째,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는 .821이고, 카이제곱값

() 2728.540, 자유도(df) 210, 유의확률(sig.)은 .000

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개의

요인에대해베리맥스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의한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여 행렬로 표시하였다.

3.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인지능

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지지는매개변수인 자기효능

감과 종속변수인 학업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은

종속변수인학업성취감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았다. 먼저

카이제곱 값은 766.627, 자유도(df)는 419, 에 대한 p

값은 .000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지수로 기초적합지수

(GFI),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TLI, 비교

적합지수(CFI)와 간명적합지수(AGFI) 등이 모두 1에 가까

우며, RMR(원소간평균차이)값이 .044로 0.05보다 작게 나

타났으며, RMSEA(근차평균제곱근차이) 값은 .053으로 기

준치인 .08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5>와 같다.

구분
절대적합지수

(p) df GFI RMR RMSEA

적합

지수

766.627

(.000)
419 .903 .044 .053

최적

기준
p < .05 - .90 이상 .05 이하 .08이하

구분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

지수

NFI IFI RFI TLI CFI AGFI

적합

지수
.900 .911 .896 .906 .910 .901

최적

기준
.90이상 .90이상

표 5. 연구모형의적합도지수
Table 5. Fitness Index of Research Model

4. 가설 검증

고등학생 학습탄력성 요인으로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

관계, 사회적지지가자기효능감과학업성취감에어떠한영향

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가설 1. “고등학생의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은, 인지능력(표준화계수 .512, C.R. 값 6.266)과 의사소통

(표준화계수 213, C.R. 값 3.466) 및 교우관계(표준화계수

.191, C.R. 값 2.067)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사회적지지(표준화계수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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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값 .845)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신중하게생각하고행동하는것등

의 인지능력, 가족과의 의사소통,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는

생활에 자신감을 주며, 목표를 세워 실행할 수 있는 확신을

지니게하는자기효능감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다. 그러나사회적지지는자기효능감에유의미한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2. “고등학생의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은, 의사소통(표준화계수 .308, C.R. 값 4.148)은 학업성취

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

능력(표준화계수 .149, C.R. 값 1.689)과 교우관계(표준화

계수 .008, C.R. 값 .939) 및 사회적 지지(표준화계수

.063, C.R. 값 .505)는 학업성취감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

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가족과의의사소통은학교수업

이 즐거움, 수업의 흥미,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 등과 같

은 학업성취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설
표준화

계수

C.R.

(t)
p

지지

여부

가설

1

1) 인지능력→

자기효능감

2)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3) 교우관계→

자기효능감

4)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512

.213

.191

.075

6.266

3.466

2.067

.845

.000**

.000**

.039*

.398

지지

지지

지지

기각

가설

2

1) 인지능력→

학업성취감

2) 의사소통→

학업성취감

3) 교우관계→

학업성취감

4) 사회적지지→

학업성취감

.149

.308

.008

.063

1.689

4.148

.077

.667

.091

.000**

.939

.505

기각

지지

기각

기각

가설

3

1)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감
.303 3.096 .002** 지지

표 6. 가설검증결과
Table 6. Summary of Findings in Hypothesis

* : p≤0.05, ** : p≤0.01

연구가설 3. “고등학생의자기효능감은학업성취감에영향

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

성취감(표준화계수 .303, C.R. 값 3.096)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생활에 자신

감을 갖고, 목표를 세워 실행할 수 있는 확신을 지니게 하는

자기효능감은 학교수업의 즐거움, 수업의 흥미, 공부를 열심

히 하려고 노력 등과 같은 학업성취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가설 검증결과는 <표 6>과 같다.

고등학생 학습탄력성 요인으로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

관계,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

른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가 설

경로계수 p
차이

여부낮음 높음 낮음 높음

가설.

4

1) 인지능력→

자기효능감

2)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3) 교우관계→

자기효능감

4)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659

.239

.140

.058

.417

.201

.228

.042

.000

.008

.239

.651

.000

.041

.181

.779

있음

있음

없음

없음

가설.

5

1) 인지능력→

학업성취감

2) 의사소통→

학업성취감

3) 교우관계→

학업성취감

4) 사회적지지→

학업성취감

.455

.360

.048

.109

.017

.353

.044

.173

.016

.003

.719

.440

.869

.002

.797

.253

있음

있음

없음

없음

가설.

6

1)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감
.398 .030 .001 .866 있음

표 7. 조절효과검증결과
Table 7. Summary of Findings in Moderating Effects

* : p≤0.05, ** : p≤0.01

조절효과 검증결과이다. 연구가설 4. ‘고등학생의 인지능

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지지는자기효능감에미치는

영향이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은, 인지능력(경로계수 낮음 .659, 높음 .417)과 의사소통

(경로계수 낮음 .239, 높음 .201)은 자기효능감에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중하게 생

각하고 행동하는 것 등의 인지능력,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생

활에 자신감을 주며, 목표를 세워 실행할 수 있는 확신을 지

니게하는자기효능감에스트레스정도에따라유의미한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능력과 의사소통은 스트

레스를적게받는고등학생일수록자기효능감이더높게나타

났음을알수있다. 그러나교우관계(경로계수낮음 .140, 높

음 .228)와 사회적지지(경로계수낮음 .058, 높음 .04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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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5. ‘고등학생의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이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라는가설은, 인지능력(경로계수낮

음 .455, 높음 .017)과 의사소통(경로계수 낮음 .360, 높음

.353)은 학업성취감에스트레스정도에따라차이가있는것

으로 나타났다. 즉,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등의 인

지능력,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학교수업의 즐거움, 수업의 흥

미, 공부를열심히하려고노력등학업성취감에스트레스정

도에따라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인지

능력과 의사소통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고등학생일수록 학

업성취감이더높게나타났음을알수있다. 그러나교우관계

(경로계수 낮음 .048, 높음 .044)와 사회적 지지(경로계수

낮음 .109, 높음 .173)는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스

트레스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6.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이

스트레스정도에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라는가설은, 자기

효능감(경로계수 낮음 .398, 높음 .030)은 학업성취감에 스

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

에 자신감을 주며, 목표를 세워 실행할 수 있는 확신을 지니

게하는자기효능감은학교수업의즐거움, 수업의흥미, 공부

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 등 학업성취감에 스트레스 정도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

은스트레스를적게받는고등학생일수록학업성취감이더높

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Ⅴ. 분석결과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학습탄력성요인이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합적으로 실증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능력과의사소통및교우관계는자기효능감에영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인지능력과교우관계및

사회적지지는학업성취감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

다 .또한의사소통은학업성취감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으나사회적지지는자기효능감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인지능력과의사소통및교우관계는어려운문

제가직면하여도그일을성취해낼능력이있다는것을의미하

며, 의사소통과학업성취감은서로가지고있는생각이나뜻이

통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완화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목표를

세워 실행할 수 있는 확신의 자기효능감은 학교 수업의 즐거

움, 수업의 흥미,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 등과 같은 학업

성취감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인지능력과 의사소통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에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우관계와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자기효능감

과 학업성취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

스정도가낮으면자기효능감과학업성취감이높은것임을알

수 있으며,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스

트레스를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성적 제일주의에서 벗어

나친구들과의원만한관계형성과가족간의많은의사소통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요구된다. 즉,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교우관계 개선과 가족 간의 의사

소통 강화 등이다.

다음으로본연구의제한점과후속연구의시사점을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추출은 G광역시 고등학생 남학생 1

학년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측정변수는 학습탄력성 요인

의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지지가자기효능감

과학업성취감에영향을미치는요인과이들요인이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대

상과 범위가 지역에 한정되어 고르지 못한 점에 대한 일반화

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연구의설문은응답자의성실한답변을보장할수

없는한계를가질수있다. 따라서양적연구의한계를벗어나

질적연구와병행해서얻어지는결과가효과적일수있으며, 또

한타지역과해당지역간의횡단적연구와 일정기간의종단적

비교연구가요구된다. 즉, 도시와농촌간의생활환경에따른

고등학생의 학습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는 자신의 인지능력

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은 모두가 성적 제일주의에서 벗어난 전인

교육체계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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