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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study was done to explore the effect of perception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and stress among school-aged children, then to supply information for health promotion of children and to promote
multi-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Methods: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180 elementary
students each, from Korea and China.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2 test,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AMOS. Results: Social support had a direct effect on self-efficacy for both Korean and Chinese children. In Korea
parental rearing attitude had greater direct effect on stress than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But in China only, parental
rearing attitude had direct effect on stress. Conclusion: These findings provide support for perception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as predictive variables of stress in Korean and Chinese school-ag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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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Min & Yoo, 1999)에 의

연구의 필요성

하면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부모관련 스

학령기 아동은 초등학교 1-6학년의 시기이며 학령기 후기인

트레스, 친구로부터의 소외관련 스트레스, 친구로부터의 갈등

5-6학년은 사춘기 시작 시기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인지발달

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교사관련 스트레스의 5가지

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며 생애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어느 때보다 많은 발달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Zhang, 2009).

이 부모관련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Kim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상태

(2003), Yang (2007)과 중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Yu, Zheng

(Han & Yoo, 1996; Lazarus, 1993), 우울증(Nam & Lee, 2008),

과 Wan (2007)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

개인적응 및 문제행동(Park, 2005)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태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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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은 자립심과 자부심이 강하고, 모든 영역

증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면역체계를 증진시키는

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

효과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Bandura, 1997). 그러나, 여러 선

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은 모든 영역의 스트레스 수준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사회적 지

이 높고 스트레스에 소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처한다고 하였

지와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등 두 변인 사이의 상관

다.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행동의 역할모델을

연구에 그쳤으므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통해 자녀가 신체적, 사회∙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

그리고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록 도와주므로 이를 수행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미

한편,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동양문화권으로 Yu 등

치는 영향이 여러 환경요인 중에서 비중이 크고 아동의 인성형

(2007)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스트레스와

성에 중요한 변수가 되며 지적, 정의적, 사회적 측면의 발달에

의 연구 결과가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Kim & Kim, 2008).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 체제가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달라 교류가 없었으나 현대사회는 중국의 개방화로 경제적으로

부터 다양한 환경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고 있으나, 아동의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급변하는 문명의 변화는 세계를 지구

경우 성인의 사회관계망보다는 제한된 환경에서 사회적 지지

촌이라는 한 단위로 묶어놓은 사회적 변화로 양국 간의 이주민

를 경험하게 된다. 즉, 아동기에 있어서의 사회적 지지는 가족,

교류와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며 연구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으므

학교, 또래집단이고 이러한 환경에서 자아에 대한 인식에 영향

로 다문화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의 폭을

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능력 및 적응에도

넓히는 의미에서 양국의 차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아동의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

중국 아동에 관한 연구가 몇 편 있으나(Feng & Zhao, 2010;

게 된다. 아동이 역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원이 없

Li, 2002; Yu et al., 2007; Zhang, 2004; Zhang, 2009) 양

을 경우,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에 더욱 취약해지며 사회적 지지

국 간 학령기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의 결핍 자체가 심리적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Kaplan, Cassel,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 Gone, 1983). Lee (2003)도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심리적 안녕을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

개선시켜 주는 예방적 자원으로서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

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를 감소

을 미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었을

시키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마련

때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하고자 한다.

였으며 주위사람들이 아동에게 지지행동을 많이 행할수록, 그
리고 아동에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지원의 수가 많을수록

연구 목적

아동의 행동문제가 적게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Jeong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Jung, 2004).

첫째,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

아동의 최초의 자기효능감은 가족 내에서 경험하게 되며, 이

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한다.

때 부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가정

둘째,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

내에서 가장 먼저 자기효능감을 경험하고 형성∙발전시키게 되

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며(Bandura, 1997), 가정에서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성

셋째,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

장한 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에 영향

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을 미친다(Moon, 2004). 긍정적 자기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은

연구 방법

실패와 도전에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역경 속
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
감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변화에 의해 형성되어질 수 있으

연구 설계

며 Bowlby (1982)는 지지적인 타인이 개인의 유능함이나 자기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의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

효능감을 발달시키고 고무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의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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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부모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학령기 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Kim

기로 인지 발달로 인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198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양육태도의 하위 영역

자신과 환경에 대한 평가가 명료해지고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으로는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비과잉-과잉)의 세

표현할 수 있는 연령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대상자수는 G*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전혀

Power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

그렇지 않다’1점에서‘정말 그렇다’4점 Likert 척도로 구성

과크기 .2로 했을 때 총 325명으로 산출되었다. 불성실한 응답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수용적, 자율적이고 비

을 고려하여 한국과 중국 각각 200명씩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

과잉 성취압력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국과 중국이 초등학교 학년제는 같은 6년제이나 입학연령이 달

어 설문지의 신뢰도 Cronbach a=.91, 중국어 설문지의 신뢰도

라 학년 간 비율을 동질하게 하여 자료수집하였다. 한국에서는

Cronbach a=.86으로 나타났다.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D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200명을 편의 추출하였으며, 중국에서는 2009

사회적 지지

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의 D시와 인구집단과 도시 특성이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Jung (1995)이

유사한 H지역(Huinan)에 소재하고 있는 2개의 중국인 한족초

수정∙보완한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

등학교 5, 6학년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지의 하위 영역은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세 가지로 설
정되어 있고,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자료 수집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를 높게

실시단계는 연구자가 사전에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의 허락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설문지의 신뢰도

을 얻고 담임교사에게 충분히 연구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동

Cronbach a=.94, 중국어 설문지의 신뢰도 Cronbach a=.91로

의를 받았다. 한국과 중국에서 약속된 날에 연구자가 직접 담임

나타났다.

교사와 함께 오후 조회시간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연구
의 목적, 응답자의 무기명, 설문내용에 관한 비밀보장, 수집된

자기효능감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연구결과의 활용 등에 대하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Park (2000)이 수정∙보

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학생 개개인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

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은 자신감, 자기

였다. 그 자리에서 응답하도록 하고 즉시 회수하였으며 설문지

조절, 과제 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고 총 24

에 응답하는 시간은 20-30분이 소요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4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40부를 제외한 후에 한국, 중국 각각 180명씩(90%), 총 360명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

을 분석하였다.

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설문지의 신뢰도 Cronbach a=.92, 중
국어 설문지의 신뢰도 Cronbach a=.83으로 나타났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신

스트레스

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실시되었다. 중국어 설문지는 한국어와

아동의 스트레스 척도는 한국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영어의 도구를 중국 간호대학교수와 함께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Han과 Yoo (1995)가 개발한‘한

이것을 다시 한국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간호

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

학 박사후 과정을 마친 중국 간호대학교수에게 감수를 받았는

모영역, 가정환경영역, 친구영역, 학업영역, 교사학교영역, 주

데 1문항의 자구만 수정지시를 받아 보완하였으며, 중국 현지

변환경영역 등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모두 42문항이고

의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문항내용의 타당성을 검증 받은 후 사

응답방식은 스트레스를‘전혀 받지 않는다’1점에서 ,‘많이 받

용하였다. 중국에서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표

는다’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

현, 문장의 이해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

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설문지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쳤다

의 신뢰도 Cronbach a=.96, 중국어 설문지의 신뢰도 Cronbach

(20090313).

a=.9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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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중 연령(c2=104.46, p<.001), 성별(c2=15.32,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Program과 AMO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과 c2 test로 분석

p<.001), 거주형태(c2=28.20, p<.001), 종교(c2=124.19, p<.001),
아버지의 연령(c2=129.19, p<.001), 어머니의 연령(c2=62.87,

p<.001), 아버지의 교육수준(c2=92.09, p<.001), 어머니의 교
육수준(c2=56.15, p<.001), 가정경제상황(c2=18.08, p<.001),

하였다.
둘째,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t-

아버지의 직업(c2=14.86, p<.001)에 대한 분포는 한국 아동과
중국 아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
회적 지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의 관계는 Pearson’
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의 비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한국 아동(M=3.02,

넷째,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SD=0.43)이 중국 아동(M=2.88, SD=0.43)보다 평균점수가 높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AMOS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3.10, p=.002). 한국

로 분석하였다.

(M=3.18, SD=0.47)과 중국(M=3.19, SD=0.55) 모두 자율-통
제영역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하위요인 중 성취압력만 중국

제한점

아동(M=2.35, SD=0.59)이 한국 아동(M=2.77, SD=0.63)보다

본 연구는 한국 D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 학교와 중국 H지
역에 소재하고 있는 2개 학교만 선정하여 편의 추출되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부모양육태도를 과잉기대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6.65, p<.001).
사회적 지지는 중국 아동(M=3.35, SD=0.48)이 한국 아동
(M=3.21, SD=0.48)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

연구 결과

의하게 나타났다(t=2.79, p=.006). 한국 아동(M=3.50, SD=0.53)
과 중국 아동(M=3.42, SD=0.58) 모두 가족 지지의 평균값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장 높았다. 하위요인 중 중국 아동(M=3.34, SD=0.55)이 한

한국 학령기 5, 6학년 아동의 연령분포는 11세, 12세가 많았으

국 아동(M=3.10, SD=0.57)보다 친구지지(t=4.10, p<.001)에

며(M=11.2, SD=0.9), 중국 학령기 5, 6학년 아동은 12세, 13세

서 유의하게 높았고 교사지지(t=4.22, p<.001) 영역도 중국 아

가 많았다(M=12.3, SD=1.0), 한국 학령기 아동은 6학년 52.5%,

동(M=3.30, SD=0.56)이 한국 아동(M=3.04, SD=0.62)보다

여아가 52.2%, 자기소유의 집이 55.2%, 종교 있는 아동이 73.3%,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에서는‘40세 이상’81.1%, 어머니 연령에서도‘40

자기효능감은 중국 아동(M=3.08, SD=0.54)이 한국 아동

세 이상’53.6%, 아버지의 교육 정도에서는‘대졸 이상’73.6%,

(M=2.81, SD=0.50)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87,

어머니의 교육 정도에서도‘대졸 이상’60.4%, 가정경제상태는

p<.001).

‘좋다’
고 응답한 아동이 52.8%, 아버지의 직업에서는‘회사원,

스트레스는 중국 아동(M=1.86, SD=0.43)이 한국 아동(M=1.73,

공무원, 고급관리자’
의 집단이 49.1%, 어머니의 직업에서는‘직

SD=0.53)보다 스트레스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업 있음’
의 집단이 61.2%로 가장 많았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1.99, p=.047). 한국 아동(M=2.33,

중국 학령기 아동은 6학년 50.6%, 여아가 72.2%, 자기소유

SD=0.80)과 중국 아동(M=2.41, SD=0.73) 모두 학업영역의

의 집이 83.3%, 종교 없는 아동이 85.0%, 아버지의 연령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하위요인 중 부모영역(t=5.24, p<.001)

는‘40세 미만’79.9%, 어머니 연령에서도‘40세 미만’86.5%,

에서 중국 아동(M=2.34, SD=0.57)이 한국 아동(M=1.99, SD=

아버지의 교육 정도에서는‘중졸’
과‘고졸’
이 똑같이 40.2%,

0.70)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가정환경 영역(t=3.23, p=.001)에서

어머니의 교육 정도에서는‘중졸’41.8%, 가정경제상태는‘보통’

도 중국 아동(M=1.63, SD=0.55)이 한국 아동(M=1.43, SD=0.60)

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53.9%, 아버지의 직업에서는‘무직’집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단이 44.4%, 어머니의 직업에서는‘직업 있음’
의 집단이 67.3%
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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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mong the Children in Korea and China
Korean

Age (yr)

Grade
Sex
Residence

Religion
Father’s age (yr)*
Mother’s age (yr)*
Level of father’s
educational*
Level of mother’s
educational*
Family economic
status*
Father’s job*

Mother’s job*

9-10
11
12
13-14
Grade 5
Grade 6
M
F
Own
Yearly rent
Monthly rent
Others
No
Yes
<40
≥40
<40
≥40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or above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or above
Good
Common
Poor
Unemployed/Laborer/Service
Business
Company and
Government
employee
or Manager
Unemployed
Employment

Chinese

n (%) n=180

n (%) n=180

42 (23.3)
75 (41.7)
54 (30.0)
9 (5.0)
86 (47.8)
94 (52.2)
86 (47.8)
94 (52.2)
100 (55.2)
42 (23.3)
21 (11.7)
17 (9.5)
48 (26.7)
132 (73.3)
32 (17.7)
138 (81.1)
78 (46.4)
90 (53.6)
3 (2.7)
26 (23.6)
81 (73.6)
4 (3.6)
40 (36.0)
67 (60.4)
93 (52.8)
71 (40.3)
12 (6.8)
46 (27.5)
39 (23.4)
82 (49.1)

7 (3.9)
29 (16.1)
62 (34.4)
82 (45.6)
89 (49.4)
91 (50.6)
50 (27.8)
130 (72.2)
150 (83.3)
19 (10.6)
5 (2.8)
6 (3.3)
153 (85.0)
27 (15.0)
143 (79.9)
36 (20.1)
154 (86.5)
24 (13.5)
72 (40.2)
72 (40.2)
35 (19.6)
74 (41.8)
55 (31.1)
48 (27.1)
56 (31.5)
96 (53.9)
26 (14.6)
76 (44.4)
44 (25.7)
51 (29.8)

64 (38.8)
101 (61.2)

56 (32.7)
115 (67.3)

c2

p

104.46

<.001

0.10

.752

15.32

<.001

28.20

<.001

124.19

<.001

129.19

<.001

62.87

<.001

92.09

<.001

56.15

<.001

18.08

<.001

14.86

<.001

1.33

.248

*Missing data excluded.

한국과 중국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스트레스(r=-.43, p<.001)와는 부적 상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모두 유의하였다.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한국 아동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r=-.42, p<.001)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지지(r=.54, p<.001), 자기효능감(r=.36,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스트레스(r=-.56, p<.001)와는 유의한 부적

한국과 중국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r=.50, p<.001)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스트레스(r=-.50, p<.001)와는 유

한국 아동의 자기효능감에는 사회적 지지가 직접효과 .450으

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r=-.27,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에는 부모

p<.001)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양육태도가 직접효과 -0.442, 총효과 -.391로 유의한 영향을

중국 아동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r=.51, p<.001), 자기효능감(r=.44, p<.001)과는 유의한

미쳤고, 사회적 지지도 직접효과 -.336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유의하였다(Table 4).

정적 상관관계를, 스트레스(r=-.68, p<.001)와는 유의한 부적

한국 아동의 변수 간 구조모형은 기초 부합치(GFI) .930, 조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r=.64, p<.001)

정 부합치(AGFI) .865, 표준 부합치(NFI) .929, 비표준 부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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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 Comparison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tress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n (n=180)

Chinese (n=180)

M (SD)

M (SD)

Variable
Parental rearing
attitud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Stress

t

Reception-rejection
Self regulation-control
Accomplishment pressure (less-more)
Total
Friends’ support
Family’s support
Teachers’ support
Total
Total
Parents
Home environment
Friends
Studies
Teachers and school
Surroundings
Total

3.10 (.52)
3.18 (.47)
2.77 (.63)
3.02 (.43)
3.10 (.57)
3.50 (.53)
3.04 (.62)
3.21 (.48)
2.81 (.50)
1.99 (.70)
1.43 (.60)
1.59 (.72)
2.33 (.80)
1.56 (.59)
1.49 (.64)
1.73 (.53)

3.09 (.53)
3.19 (.55)
2.35 (.59)
2.88 (.43)
3.34 (.55)
3.42 (.58)
3.30 (.56)
3.35 (.48)
3.08 (.54)
2.34 (.57)
1.63 (.55)
1.67 (.65)
2.41 (.73)
1.50 (.54)
1.61 (.58)
1.86 (.43)

0.14
0.22
6.65
3.10
4.10
1.33
4.22
2.79
4.87
5.24
3.23
1.08
0.92
0.92
1.10
1.99

p
.892
.823
<.001
.002
<.001
.183
<.001
.006
<.001
<.001
.001
.283
.361
.361
.274
.047

Table 3. Relationship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tress in Korea and China
Korean
Parental rearing attitud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Stress

Social support

.54 (<.001)
.36 (<.001)
-.56 (<.001)

.50 (<.001)
-.50 (<.001)

Chinese
Self-efficacy

-.27 (<.001)

Parental rearing attitud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51 (<.001)
.44 (<.001)
-.68 (<.001)

.64 (<.001)
-.43 (<.001)

-.42 (<.001)

Table 4. Effect Variables of School-aged Children in Korea and China
Korean
Latent variable

Chinese

Measuring variable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Self-efficacy
Stress

Parental rearing attitude
Social support
Parental rearing attitud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308 (.110)
.450 (.017)
-.442 (.019)
-.336 (.039)
.167 (.018)

.051 (.180)
.075 (.156)
-

(NNFI) .938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높았다.
중국 아동의 자기효능감에는 사회적 지지가 직접효과 .561로

.308 (.110)
.450 (.017)
-.391 (.042)
-.261 (.153)
.167 (.018)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259 (.247)
.561 (.003)
-.469 (.006)
.150 (.181)
-.032 (.387)

-.008 (.966)
-.018 (.609)
-

.259 (.247)
.561 (.003)
-.478 (.004)
.132 (.148)
-.032 (.387)

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어 국가 간 Measurement Weight
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검정되었다(Figure 1).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에는 부
모 양육태도가 직접효과 -.469, 총효과 -.478로 매우 유의한

논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중국 아동의 변수 간 구조모형은 기초 부합치(GFI) .941, 조

현대사회는 세계화로 인해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

정 부합치(AGFI) .887, 표준 부합치(NFI) .939, 비표준 부합치

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활발한 경제교류

(NNFI) .960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높았다.

와 이주민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국과 중국 자료의 구조모형에서 Measurement Weight가

한다 그동안의 사회체제가 달라 많은 영역의 생활환경과 사고

동일한지 검정한 결과 전체 자료로 구조모형을 만든 경우보다

방식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와

각각 모형을 만든 경우 자유도 변화량이 9이고 변화량이 18.156

아동의 스트레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한국

으로 유의확률이 .033으로 Measurement Weight가 동일하

과 중국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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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ructural model of Korean and Chinese school-aged children.

자기효능감, 그리고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를 중국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더 높게 지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

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외동아들이 형제자매도 없

능감,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한 결과에서 중국 아동은 한국 아동

이 혼자 자라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친구와 또래를

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잉 기대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중

많이 필요로 하며,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교류도 많이 하므로

국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가 한국의 부모들보다 훨씬 더

친구에게서 받는 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높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중국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중국 부모의 교육 정도는 대부분이 낮은 수준이고 아동에게 유

‘일태화’정책으로 자녀가 한 명뿐이므로 자녀를 통해 학업에

익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 등도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대한 꿈을 이루어보겠다는 개인적 소망과 자신들의 노후를 자

자녀와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아동과의 대화 부족도 큰 요

녀가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섞이면서 중국사회에서는 자

인이 되며, 부모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없어서 선생님한테 도움

녀에게 과잉기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Li (2002)와 Zhang

을 요청하기 때문에 중국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교사지지를 많이

(2009)의 연구 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Zhang, 2009). Feng과 Zhao (201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비교한 결과에서 중국 아동이

의 초등학생 대상, Zhang (2004)의 연구에서도 친구 지지, 교

한국 아동보다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사회적

사 지지를 높게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지지에 대한 연구에서 여아가 점수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볼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비교한 결과에서 중국 아동은 한국 아

때(Feng & Zhao, 2010) 본 연구대상자가 중국 아동에서 여아

동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Bandura (1997)에 따르

가 많았던 점과 관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요인 중에는

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로 도전적이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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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표를 선택하며, 성공적인 시나리오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연구에서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을 지닌다고 보았다. Holahan과 Moos (1987), Kim (2008),

아동이 중요한 타인인 교사, 또래집단, 친한 친구의 집단에서

Moon (2004)의 연구결과에서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가 아동

받은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

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변인이 되며 아동이 중요한

라고 보고했다.

타인인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 사랑과 이해, 격려를 받고 인격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에는 한국과 중국 모두 부모 양육태도

과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을 때 높은 자기효능감을 유지시킬 수

가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03),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사회

Yang (2007)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

적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

하는 집단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지각하는 집단의

각된다.

학생들보다 모든 영역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고 하여 본

한국과 중국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중국 아동이 한국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부모의 양육태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

중 부모 관련영역과 가정환경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등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며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

중국가정은 한 자녀 정책으로 대부분 외동자녀이기 때문에 부모

기효능감과 스트레스를 같이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워 직접

들은 아동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적인 비교는 하기 어려웠다. 한국 아동의 경우에 스트레스에 사

경우가 많아 아동이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고, 유명대학에 들

회적 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

어가고 남보다 뛰어나기를 바란다. 이런 높은 기대와 요구는 많

(2008)은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에서 자기

은 아동들의 실제능력을 훨씬 넘어서서, 아동이 생각하는 이상

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적인 자신과 현실 속의 자신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부모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인 스트레스

련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환경요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인은 경제적 배경, 부모, 형제, 가정분위기 등을 포함한다. 초등

연구에서 한국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가 미약하게 정적

학생들은 자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돈 문제에서 스트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아마도 한국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

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Kang (2000)은 용돈이 많은 학생일수

기효능감 간의 낮은 상관관계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겠다. 중

록 개인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국 아동은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한국아동보다

Han과 Yoo (1996)의 연구결과에서도 가계소득이 많을 때 아동

높았으나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낮았으며,

은 대체로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고 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중국 아동의 가정경제 수준이 낮은 것이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났다. Schunk (1981)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에

높인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직면했을 때 이겨내려고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므로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성취압력으로 작용해 스트레스를 유발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한국과 중국 아동이 모두 부모의 양육태

할 수 있으며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간에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노력을 줄이고 어려운 상황을 회

를 나타냈고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스트

피하거나 쉽게 포기하여,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

레스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

황을 선택하므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육태도가 수용적, 자율적, 비과잉적일 때 아동이 사회적 지지와

Park, Kim과 Kim (2002)도 강한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많이 지각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도 적게 지각하고

을 높이고 이러한 성취압력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

있음을 알 수 있다. Da (2002), Moon (2004), Kim (2003)과

다고 하였으므로 추후 더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

Roh (2004)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

국 아동의 스트레스에는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

능감,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능감이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셋째, 중국과 한국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아동의 스트레스에는 부모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

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기효능감에

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효과

는 한국 아동과 중국 아동 모두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사회적 지

는 나타나지 않았다. Han과 Yoo (1996)와 Roh (2004)의 보고

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Zhang (2004)의

에 의하면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군과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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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낮은 군에서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던 결과에 비추

셋째, 자기효능감에는 한국 아동과 중국 아동 모두 부모의 양

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중국 아동이 한국 아동에 비해 가정경

육태도보다 사회적 지지가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스트레스에

제가 낮은 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은 군이 더 많

는 한국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다

아 이러한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 아동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중국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만 유의한 영향

에서는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군,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군에서 사회적 지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Zhang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중국 아동까지 확대하여 간호연구의

(2004)과 Feng과 Zhao (2010)의 Zhang (2004)과 Feng과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임상에서 만나는 중국인 부모, 자녀관계를

Zhao (2010)의 중국 아동의 보고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이해하는 데 본 연구결과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다문화 시

성별, 학년과의 관계만 나타냈으며 다른 인구학적인 특성과의

대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 문화적 차이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고, 자기효능감과 인구학적인 특성과의

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와 한국과 중국 학령기

관계를 보고한 연구도 찾기 어려워 중국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임상정보 제공 등의 네트워크 형성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예단하기는 어려웠다. 본 연

을 제언한다.

구에서 중국 아동의 입학연령이 만 7세로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한국 아동보다 높았으며, 중국에서는 자녀가 한 명뿐이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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