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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인지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 효과 김 수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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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위인지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 344명을 대상으로 시험불안, 상위인지 질문지, 스트레
스 대처전략 설문지를 이용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상위인지는 소극적 스트레스 대
처 전략과 시험 불안과의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시험불안과는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위인지의 하위요인 중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시험불안을 매개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셋째, 소극적 스트레
스 대처 전략은 상위인지와 시험불안의 관계를 매개 하였으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상위인지와 시험불안과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 연구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상위인지, 시험불안, 스트레스 대처전략,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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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불안이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
적인 불안으로, 개인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평가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 받게 될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위협적인 요소에 대
한 걱정이나 두려움 등의 불안 경향성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이전 경험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인지적, 생리적, 행동적 반응이라
고 할 수 있다(Spielberger, 1980. 임용우, 1993
재인용).
시험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시
험에 대한 걱정(Worry)과 정서 반응(emotionality)
이 시험불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 같은
높은 수준의 시험불안은 시험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이 중 걱정은
시험불안의 인지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 상황, 결과에 관한 부정적인 예견이 대
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험에 실패
하였을 때의 결과, 특히 자신이 공부를 잘 할
수 없다거나 부정적인 자기 평가에 관한 인지
적 관심의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Libert,
1967), 학업 수행의 감소를 초래한다(Seipp,
1990). Libert가 언급한 정서성은 시험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인
증상들로써, 긴장감, 염려, 신경과민, 소화장애
등의 자율신경계통의 기능 항진과 같은 증상
을 말한다(Keough, 2004). 시험불안의 임상증상
들이 불안장애, 전환장애, 우울장애, 비행, 정
체성 장애(identity disorder)등의 형태로 다양하
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면서(조수철,
2001), 시험불안이 연구의 주제로서 충실히 다
루어져야 그 현상의 이해와 극복방안을 마련
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박
병기 등, 2008). 뿐만 아니라 학업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나 취업을 위한 면접, 승진을
위한 업무평가 등 각종 시험 및 시험 상황에
많이 노출 되면서 대학생의 시험 불안이 증가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2008, 국민정신건
강보험공단). 시험불안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상위인지 하위요인 수준에 따라 시험불안 수
준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지면서,
상위인지(meta-cognition)가 주목을 받고 있다
(Wells & Mattews; 1994, Spada; 2006).

상위인지란 사고 그 자체에 대한 통제와 수
정 및 해석에 관여하는 심리적인 구조, 지식,
사건 및 과정으로써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
한 부정적 신념, 인지적 자신감 부족, 사고의
통제 필요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Wells, A. & Cartwright-Hatton, 2004).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은 반복되는 사고가 유용하
다는 개인의 신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
한 부정적 신념은 반복되는 사고가 통제 불가
능하며 위험하다는 개인의 사고 정도를 측정
해주는 것이다. 인지적 자신감 부족은 자신의
주의력과 기억 능력에 대한 확신 정도와 자신
감을 측정하는 것이며, 인지적 자의식은 내부
초점적인 자기 관찰 사고의 경향성 정도를 나
타내며, 사고의 통제 필요성은 핵심 사고유형
에 대한 억제 필요성을 측정하는 것이다(Wells,
A. & Cartwright-Hatton, 2004). 상위인지의 하위
요인 중 걱정의 통제 불능성과 그로 인한 위
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 인지적 자신감 부족 차원은 특성불안과
독립적으로 걱정 증상을 예언하였다(Davis &
Valentiner, 2000; Wells & Carter, 1999; 조용래,

- 52 -

김수련․채규만 / 상위인지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 효과-

와 Cambell(1999)의 연구
에서는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의 긴장 및 신체 증상이 나타나며,
걱정의 통제 불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의 긴장, 정
서성, 걱정, 신체증상이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
고되었다. 시험불안과 학습전략에 대한 상위
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Spada(2006)의 연구
에서는 시험불안이 높고 상위인지의 하위차원
중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높은 사람이 피상적인 수
준의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과제에 초점을 기
울이지 못하고 불안한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
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대되는 것 보다 낮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Spada, 2006).
Lazarus 등(1984)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
처능력을 개인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여 스트
레스를 다루어 가려는 노력이라고 보았으며,
대처 방식을 적극적 대처전략과 소극적 대처
전략으로 나누었다. 적극적 대처전략은 상황
이나 개인의 행동 혹은 둘 다의 변화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
원을 변화시키거나 없애기 위해 상황을 실제
로 다룸으로써 사람과 환경 그 자체를 변화시
키려는 반응을 말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
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직접적인 행동을 취
하는 것과 같이 문제 자체를 다루려 노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적극적 대처전략에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거나 대화를 통해 객관적
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지추구와 문
제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거나 자신을 반성
하고 교훈을 얻는 문제 중심적 대처가 포함된
2008). Matthew, Hillyard

다(김정희, 1987).
소극적인 대처전략은 실질적인 문제해결 없
이 더 나은 기분을 만들거나 정서 반응을 조
절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것, 요가를 하는 것 등의 긍정적인 기제
뿐 만 아니라 소망적 사고, 자기 책망, 부인,
회피 등의 부정적인 기제를 포함하며,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려 노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을 변경시키기 보다는
그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거나 완
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게 되며, 회피, 최소
화, 거리두기를 예로 들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a). 소극적인 대처전략에는 기분
전환을 위해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소망적 사
고와 기분 전환을 위해 약물이나 공상을 사용
하고 운으로 돌리는 정서 완화적 대처가 포함
된다.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시험불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시험 불안이 높은 학생은
적극적 대처전략 보다 소극적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여 정신적 도피 행동을 한다고
한다(Green, 1983; 이미숙 등, 1995, 강병식,
2000). 이들은 시험에 대한 통제감이 낮아 적
극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극적
인 대처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험불안을 증가
시킨다고 한다(Carver, Scheier, 1989). 시험불안
이 높은 경우 적극적인 대처 대신에 목표로부
터 이탈하려는 행동 경향성을 보이게 되어 건
설적인 자기 대화를 못하고, 상황통제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을 나타내게 되어 회피적인 반
응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Carve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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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의 의미를 해석하도록 하고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위협적인 지각으
로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상
승시킨다. 다시 말해 이 처리과정은 환경의
변화에 대해 과대해석하고 자신의 대처 기술
을 평가 절하하여 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
도록 만든다(Spada, 2006). 이 같은 지속적인
역기능적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3가지 주요한
상위인지 요소가 있는데 이는 걱정의 통제 불
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인지적 자신감 부족, 사고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이다. 특히, 걱정의 통제 불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사고 통
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은 경험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하고, 지각된 스트레스가 보다 더 강
한 부정적인 감정을 산출하도록 이끌고 부정
적인 해석을 지속시킨다.
조용래(2008)의 연구에서는 걱정의 통제 불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이 시험불안을 예측해주는 변인이라고 하였으
며, 경험적 회피가 매개 효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회피적 반응만을 매개로 연구
하였기 때문에 상위인지와 소극적, 적극적 스
트레스 대처 전략에 따른 시험불안의 상승효
과를 검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위인지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험불안에 대한 연구에 있어 학문적인 정보
를 제공하고 잦은 평가 상황에 놓인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시험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스트
레스 대처방식에 대해 이론적인 증거를 제시
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시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44명의 동의
를 구한 후, 설문조사하여 연구 분석에 사용
하였다(남자 204명, 여자 140명). 본 연구에 참
가한 학생들의 평균나이는 남자는 23.33세
(SD=2.73), 여자 21.40세(SD=2.49)였다.
측정도구
시험불안 척도(Test Anxiety Inventory, TAI)
Spielberger, Gonzalez, Taylor, Anton, Algaze,

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시험불안 검사(Test Anxiety
Inventory, TAI)를 최진승(1989)이 한국문화와
언어에 적합하게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값은 .89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불안의
인지적 요인인 걱정(예: 시험을 치면서 시험성
적이 걱정되어 문제가 잘 안 풀린다)을 측정
하는 10개의 문항과 정서적 요인인 정동(예:
시험을 치는 동안 긴장되어 마음을 안정시키
기 어렵다)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되
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은 모두 긍정문으로 진술되
어 있으며 이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
록 시험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내적 합치도는 걱정 .90, 정서 .90, 전
체 .95였다.
Ross, Westberry(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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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인지 질문지(Meta-Cognition
Questionnarie-30: MCQ-30)

가 65문항으로 구성된 원판 상위
인지 질문지의 응답시간을 절약하면서도 동일
한 효과를 얻기 위해 30문항으로 단축한 자기
보고형 질문으로 설순호(2004)가 번역한 한국
판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은 인지
적 자신감 부족(예: 나는 단어나 이름들에 대
한 나의 기억을 거의 확신하지 못한다), 걱정
에 대한 긍정적 신념(예: 걱정하는 것은 미래
에 일어날 문제를 피하게 해준다), 인지적 자
의식(예: 나는 내 생각들에 대해 많이 생각한
다), 걱정의 통제 불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예: 걱정하는 것 때문에 나
는 미칠 지경이다), 사고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예: 나는 항상 내 생각들을 통제하고 있
어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지는 0
점(동의 안함)에서 3점 (매우 동의함)까지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 내적 합치도는 인지적 자신감 부족 .82, 걱
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 .80, 인지적 자의식
.81,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부
정적 신념 .80, 사고 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
.70, 전체 .91이었다.
Wells(2004)

킬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정서 완화
적 대처(예: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물건
에 대하여 화를 낸다)와 소망적 사고(예: 자신
이 처한 지금의 상황 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
상하거나 공상한다)로 총 4개로 구성되어 있
으며, 총 문항 수는 62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는 스트레스 대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요인을
합하여 적극적 대처로,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요인을 합하여 소극적 대처로 구
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적극적
대처는 .85, 소극적 대처는 .63, 전체 .74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험불안, 상위인지, 스트레
스 대처전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시험불안에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으며,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상
위인지가 시험불안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매
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해 통계프로그램 PASW Statistic 17.0을 사용하
였다.

스트레스 대처전략(Stress Coping Strategy

결 과

Questionnaire)

와 Folkman(1984a)의 대처방식 척도에
기초하여 김정희(1987)가 요인분석 과정을 거 시험불안, 상위인지,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의
쳐서 만든 6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 상관관계
용하였다. 하위유형은 문제 중심적 대처(예: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념 표 1은 시험불안, 상위인지, 스트레스 대처
한다), 사회적 지지 추구(예: 문제를 구체화 시 전략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
Laz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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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위인지, 시험불안,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의 상관관계
변인
상위인지
시험불안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상위인지
1
시험불안
.407**
1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425**
-.085
1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498**
.179**
-.539**
1
**p<.05, ***p<.001

결과를 보여준다.
상관분석 결과, 상위인지와 시험불안(r=.407,
p<.001),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정적 상
관을 나타냈다(r=.498, p<.001). 시험불안과 적
극적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나(r=-.085) 소극적 스트레스와는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179, p<.001).소
극적 스트레스와 적극적 스트레스 간에는 유
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539 p<.001).
상위인지 하위요인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효과
표 2에서는 상위인지 요인들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상위인지의
하위요인중 하나인 걱정 통제 불가능성과 그
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시험불안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B=.462, p<.001). 인지적 자신감 부족(B=
.046),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B=.091), 인지
적 자의식(B= .064), 사고의 통제 필요성에 대
한 신념(B=.004) 요인들은 시험불안에 대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표 2. 상위인지 요인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인지적 \ 자신감 부족
.046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
.091
인지적 자의식
.064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462***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사고의 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
.004
**p<.05, ***p<.001, β : 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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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대처전략의 하위요인 중 소극적
SD

β

t

p-value

.071

.038

.646

.519

.076

.072

1.199

.231

.076

.055

.843

.400

.080

.380

5.792

.000

.095

.003

.043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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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SD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전략 .024
.094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전략 .305** .104
**p<.05, ***p<.001, β : 표준화 계수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시험불안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B=.305, p<.05). 하지만,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시험불안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24). 시험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시험불안을 단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극적 스트레스
전략을 사용할수록 시험불안이 상승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B=.291, p<.05).

β

t

p-value

R2

.016

.256

.798

.026**

.188

2.929

.004

.029**

상위인지 하위요인이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미
치는 영향
표 4를 보면 상위인지의 하위요인 중 걱정
에 대한 긍정적 신념(B=-.109, p<.05), 인지적
자의식(B=-.316, p<.001), 사고의 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B=-.135, p<.05)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반면,
인지적 자신감 부족(B=.064), 걱정 통제 불가능
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표 4. 상위인지 하위요인이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인지적 자신감 부족
.064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
-.109**
적극적 인지적 자의식
-.316***
스트레스
대처전략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038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사고의 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 -.135**
인지적 자신감 부족
.190***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
.031
소극적 인지적 자의식
.022
스트레스
대처전략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104**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사고의 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 .174**
**p<.05, ***p<.001, β : 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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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β

t

p-value

.046

.076

1.379

.169

.049

-.127

-2.226

.027

.050

-.394

-6.349

.000

.052

.045

.728

.467

.062

-.149

-2.179

.030

.042

.253

4.544

.000

.044

.040

.692

.460

.045

.030

.483

.630

.047

.139

2.212

.028

.056

.214

3.108

.002

인지행동치료

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상위 인지의 하위요인인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B=-142, p<.05)과 인지적 자의식(B=-.339,
p<.001)이 증가할 때 마다 적극적 스트레스 대
처전략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인지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자신감 부
족(B=.190, p<.001), 걱정 통제 불가능성과 그
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B=.104,
p<.05), 사고의 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B
=.174, p<.05)이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되어진다. 반면,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B=.031), 인지적 자
의식(B=.022)은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상위 인지의 하위요인인 인
지적 자신감 부족, 걱정 통제 불가능성과 그
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사고의 통
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이 소극적 스트레스 대
처전략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B=.038)

적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적극적 스트레스 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적극적 스트레스 전
략을 새로 추정하였다. 새로 추정된 적극적
스트레스 전략(매개변수)와 상위인지 하위요인
중 시험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
적 신념을 이용하여 두 변수가 시험불안에 미
치는 영향을 표 5에 나타냈다. 그 결과 시험
불안에 대해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
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513, p<.001).
소극적 스트레스의 경우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
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이
미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추정에 사용
되었으므로 추정된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전
략 값으로 시험불안과의 선형관계를 알아보았
다. 이 결과 추정된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전
략이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상위인지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추정된 적극 있다(B=1.196, p<.001).
표 5. 시험불안과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관계에서 추정된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변인
B
SD
β
t
p-value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 (매개변수)
-.395
.207
-.097
-1.910
.057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513***
.062
.421
8.303
.000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매개변수) 1.196*** .157
.386
7.640
.000
**p<.05, ***p<.001, β : 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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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상위인지가 시험불안에 미치
는 영향력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갖는 매개효과를 알아봄
으로써 시험불안에 대한 임상적 개입에 도움
을 주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었다.
우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험불안 상위인지,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전
략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Matthew
(1999)와 조용래(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인지가 높을수록 적극적이고 문
제해결적인 대처를 하기 보다는 소극적이고
회피적이며, 정서 중심적과 같은 비효율적인
대처를 하여 걱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Borkovec(198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상위인지 하위요인이 시험불안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걱정의 통제 불가
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시험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사고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심리적 역기
능이 나타난다는 Wells(2004)의 연구결과를 지
지해준다. 이는 걱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부
정적 신념이 정서적 불편감 및 수행의 어려움
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게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Davery 등, 1996). Wells와
Matthews(1994/1996)의 자기 조절적인 집행기능
모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걱정 통제 불능성
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같
은 상위인지들이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장

애에 일치하는 정보에 주의의 초점을 맞추게
하고 인지와 행위의 기초를 위한 부적절한 목
표와 내적 기준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부적
응적 반응양식들(예: 걱정/반추, 사고억제 등의
경험 회피전략)을 사용하도록 가이드하고, 이
로 인해 심리장애가 다시 발생하거나 더 지속
되며, 자신의 인지상태와 내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주의집중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걱정과 반추를 지속해나간다는 것을 보
여준다(Spada, 2006/2010). 따라서 걱정의 통제
불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은 시험불안의 발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
는 인과 경로의 출발점을 향해 작용함으로써
시험불안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일종의
원격 기여원인(distal contributory cause)또는 인
지적 취약성으로 볼 수 있다(Abramson 등,
1988). 따라서 걱정에 대한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지닌
사람들을 부적응적인 생각에 몰두되어 시험불
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시험불안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전략은 시험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시험불안에 유의
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시험불안이 높은 학생이 소극적 스트레
스 대처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
한다(강병식, 2000). 시험불안이 높은 경우 회
피반응을 하거나 정신적인 도피행동을 하며
목표로부터 이탈하려는 행동 경향성을 보이게
되어 건설적인 자기 대화를 못하고, 상황통제
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을 나타내게 되어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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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결과도 지지해준다(Carver, 1989, Green, 1983).
넷째, 상위인지 하위요인이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인지적 자의식이 증가하면 적
극적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 감소되며, 상위인
지의 하위 요인인 인지적 자신감 부족, 걱정
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사고의 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
념이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상승시킨다
는 결과가 나왔다. 역기능적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3가지 중요한 상위인지 요소인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
적 신념, 사고의 통제 필요성에 대한 신념이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지각된 스
트레스가 보다 더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산출
하고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지속시키
며 인지적 자의식은 효과적인 대처방식을 선
택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와도 일치
한다(Spada, 2006).
다섯째,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
념과 시험불안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
는데,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걱정의 통
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시험불안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
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시
험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매개로 하여 간
접적으로도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문
제 상황을 직면할 때 회피하거나 정서완화적
인 소극적인 대처전략을 하며 시험불안 수준
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걱정을
통제하고 억압할수록 환경에 대한 조망이 협
소해져 문제 해결적인 대처전략을 모색하지
못하고 문제로부터 회피함으로써 불안감을 상
승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적극적 스트레
스 대처전략은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시험불안의
관계를 부분 매개해주지 못했다. 이는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
적 신념이 시험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매개로 하여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시
사한다. 즉, 각 변인이 독립적으로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지만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통해 시험불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걱정의 통제 불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
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예언하지 못
한데서 비롯된 결과로 여겨진다. 즉, 걱정의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정
적 신념이 낮다고 해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
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심리치료의 실제에 적용해
본다면, 시험불안이 높은 학생의 왜곡된 상위
인지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다른 접근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곡된 상위인지를 가진 사람
은 자신의 걱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그 자체
에 대해 걱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지적 능력
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할 것이고 이를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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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애쓰지만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걱정에
대한 상위인지 모델을 제시한 Wells(1998)는
걱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자
신 그 자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자신의
걱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걱정을 통제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
라 경험의 자각과 수용을 증진시키는 마음챙
김 명상(mindfulness mediation: Kabat-Zinn, 1994)
이나 마음챙김과 수용(acceptance)에 기반을 둔
다양한 치료들-마음챙김 명상에 기반을 둔 인
지치료, 다이렉티컬 행동치료, 수용-전념치료
등이 시험불안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국내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위인지의 하위요인을 고려하여
시험불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시험불안을 겪는 사람
들에게 알맞은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들과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생만
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표집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자료를 자기보고형식에 의해 얻어졌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
게 보이려는 경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 보고형 검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측정방법(예: 심
리생리적 측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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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strateg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eta-cognition and test anxiety

Kim, Su ryeoun

Chae, Ku man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strateg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and test anxiety. The subjects were 344 students recruited from university in metropolitan
areas of Seoul. Test Anxiety Questionnaire, MCQ(Meta-Cognitions Questionnaire)-30, Stress Coping Strategy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the subjects. First, meta cogni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assive stress coping strategy and test anxiety while meta cognition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ctive stress coping strategy at the statically significant level. Second, subcategories of meta-cognition such
as negative beliefs about uncontrollability of thoughts and danger showed mediating effect on test anxiety.
Third, the passive stress coping strategy showed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and test anxiety. Forth, the active stress coping strategy did not show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and test anxiety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Finally,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in
this area were discussed.

Key words : metacognition, test anxiety, stress coping strategy, medi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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