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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시험 불안의 인지적, 감정적 두 요소와 상호 관련이 있으리라 예상되는 수험생들의 개인적 변인과 수험생
들을 둘러싼 환경적 변인간의 상호 관련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인적 변인으로는 성별, 나이, 학업 성적,
지능(I.Q), 심리 상태(자존심, 강박 성향, 일반적 불안 성향, 사회적 인정 욕구)이며, 환경적 변인으로는 수험
생의 거주 지역, 학교 특성(인문계/실업계), 부모의 학력, 직업, 경제 상태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시험 불안
의 인지적, 감정적 두 요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고, 시험 불안이란 시험에 국한된
특수 불안인지 아니면 일반적 불안의 한 단면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서울 시내의 강남과 강북에 소재한 남·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88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도구는 Spielberger의 시험 불안 목록(Test Anxiety Inventory), 심리적 요인
을 평가하기 위해 Rosenberg의 자존심 척도(Self-Esteem Scale), Hodgson과 Rachman의 Maudsley Obessive-Compulsive Inventory, 이영식과 이철원의 한국형 소아 공포-불안 주제 목록, Ellis의 비합리적 신
념(Irrational Belief)중 사회적 인정 욕구(Demand for Approval)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시험 불안의 감정적 요소, 인지적 요소, 총점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2) 시험 불안은 인문계와 실업계간, 강남과 강북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시험 불안은 중학교 1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고교 1학년과 2학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시험 불안은 자존심 척도, 지능지수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강박 장애 척도, 사회적 인정 욕구 척도,
소아 불안 척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 소아 불안 척도와 가장 큰 상관 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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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불안의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총점 모두는 어머니의 학력과는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고, 경제
상태와는 시험 불안의 감정적 요소가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6) 시험 불안의 인지적 요소와 학업 성적 사이에는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결 론：
상기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첫째, 시험 불안의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가 청소년의 심리적 요소, 환
경적 요소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지만, 학업 성취 면에서는 인지적 요소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시험 불안은 시험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하지만 개인의 전반적인 심리적 상
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특성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소아,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불안 장애의 일종
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다. 셋째, 시험 불안의 인지적 요소만이 청소년의 학업 능력과 상관관계를 보이며,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 모두는 심리적 요인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넷째,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중 어머니의 학력이 시험 불안에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자녀의 심리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의 환경적 변인은 큰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중심 단어：시험 불안·학업 성적·심리적 요인·사회적 변인.

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가에 따라서 불안의 정도가 변

서

론

화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한편, 특성 불안(trait anxiety)은 불안을 일으키는 경향에 대하여 한 개인이 지

학업 성취에 대한 일종의 평가인 시험은 전세계적으

니고 있는 특성을 의미하며, 외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로 소아, 청소년기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의 하나

개인적인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며 한 개인에 있

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외국의 경우 학업 성취에 대

어서는 일생 동안 변하지 않고 일정한 양상을 띠고 있

한 평가가 구술 시험이 아닌 발표 내지 실기 위주여서

다. 이러한 개념을 시험 불안에 적용시키면, 특성 불안

수행 불안(performance anxiety)이 보다 더 관심사인

의 성향이 있는 개인이 시험이라는 특수한 상태에 접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으로 인

하게 될 때 상태 불안도 보다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

한 시험점수 따기 위주의 필기시험에 대한 불안이 많은

리라 가정할 수 있다.

1)

따라서 시험 불안이란 개인이 시험을 얼마나 위협적으

소아, 청소년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소아, 청소년기의 시험 불안에 대한 연구는 Mandler와

로 느끼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여기에는 개인의 신

Sarason2)이 처음으로 시험 불안에 대한 진단용 도구를

체적 반응, 시험의 중요성, 시험을 통해 얻은 이전의 경

개발한 이후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1980년 Sp-

험, 시험에 대해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성공과 실패의 가

ielberger, Vander Ploeg, 그리고 Schwarzer가 주축

능성이 영향을 준다.6)

이 되어“시험 불안 연구 학회(Society for Test An-

시험 불안을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걱정(Wo-

xiety Research)”
가 설립된 이후, 각 국간의 비교연구

rry)”이라는 인지적 요소와“정서반응(Emotionality)”

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들

이라는 감정적 요소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6)7) 걱정

어서 시험 불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소아 정신과

(Worry)이란 시험에 실패하였을 때의 결과, 특히 자신

학, 교육학, 교육 심리학,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 공부를 잘 할 수 없거나 또는 자신과 타인에 의한

3)

4)

부정적인 평가에 관한 인지적인 관심의 결과이며 시험

이루어지고 있다.

5)

불안에 대한 Spielberger 의 정의에 의하면, 상태 불

자체보다는 시험을 통한 주변의 평가에 예민한 것이라

안(state anxiety)은 특수한 상황에서 긴장감, 걱정, 두

고 정의할 수 있다.7) 이는 시험 성적 결과에 나쁜 영향

려움의 느낌을 갖고, 자율 신경계통의 기능이 항진됨으

을 미칠 수 있는 시험 불안의 요소이다. 정서반응(Em-

로써 야기되는 일시적인 불안 상태를 의미하며, 위협

otionaity)이란 시험 불안이 있는 사람들에서 흔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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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관적인 느낌으로서, 긴장감, 신경과민, 지나친 땀

2. 연구방법

흘림, 빈맥, 소화 장애 혹은 안절부절 못하는 등의 불안

검사 도구는 시험불안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Spi-

불안과 관련

elberger11)에 의하여 개발되고 조수철1)에 의하여 번안

된 이러한 자율 신경계통의 기능 항진 그 자체가 시험

된 인지적 요소 10개 항목과 감정적 요소 10개 항목으

의 결과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인지적 요소보다 적다

로 구성된 시험 불안 목록(Test Anxiety Inventory)

7)

과 관련된 신체적인 증상들을 의미한다.

8)9)

그러나

을 사용하였다.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는

지나친 자율 신경계의 기능 항진을 반영하는 감정적 불

심리적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1) 저자들

안 요소 또한, 기존의 지식 혹은 습득한 기술이나 지적

에 의하여 번안된 10개 항목의 Rosenberg12) 자존심

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여 시험 성적

척도(Self-Esteem Scale), 2) Hodgson과 Rachman13)

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충분히 예상된다. 시

에 의하여 개발되고 조대경14)에 의하여 번안된 30개

험을 통한 주변의 자신에 대한 평가에 신경쓰는 인지적

항목의 Maudsley Obessive-Compulsive Inventory,

고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보고하고 있다.

불안 요소의 경우 개인의 학업 성취에 대한 노력을 자극

3) Ollendick15)의 소아 공포 조사목록(Revised Fear

하여 학습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측

Survey Schedule for Children)을 개정한 이영식과 이

면이 있는 바10) 상기 주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철원16)의 위험 및 죽음에 대한 공포, 단순 공포, 비난이
나 실패 불안, 처벌 불안, 이별 불안을 평가한 59개 항목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하여 시험 불안의 인지적,
감정적 두 요소와 상호 관련이 있으리라 예상되는 수험생
들의 개인적 변인과 수험생들을 둘러싼 환경적 변인간
의 상호 관련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인적 변인
으로는 성별, 나이, 학업 성적, 지능(I.Q), 심리 상태(자존
심, 강박 성향, 일반적 불안 성향, 사회적 인정 욕구)이며,
환경적 변인으로는 수험생의 거주 지역, 학교 특성(인문
계/실업계), 부모의 학력, 직업, 경제 상태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시험 불안의 인지적, 감정적 두 요소가 명확
히 구분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시험 불안이란 시험
에 국한된 특수 불안인지 아니면 일반적 불안의 한 단
면인지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시도되었다.

으로 구성된 한국형 소아 공포-불안 주제목록,4) Ellis17)
에 의해 체계화된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측정하기 위하
여 Jones18)가 개발하고 신현균19)이 번역한 비합리적 신
념 척도(Irrational Belief Test) 하위 요인 중 10개 항목
의 사회적 인정 욕구(Demand for Approval)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학업능력과 시험불안과의 관계를 알아
보고자 지능지수와 최근의 학업성적을 파악하였다. 지
능지수는 해당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집단
지능 검사를 참조하였고, 성적은 2학기 중간고사 성적
을 대상으로 학생이 직접 기입하거나 혹은 담임 선생님
으로부터 자료를 구하였다. 대상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
으로부터 검사 도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 뒤에 각
검사 도구의 지시 사항을 읽고, 본인이 답하게 하였으며,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개 학급 단위의

연구대상 및 방법

집단검사를 실시하였다.

3. 자료 처리

1. 연구대상
서울 시내의 강남에 소재한 남자 중학교 75명과 여자

첫째,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 불안 측정치의 연령, 성

중학교 74명, 그리고 강북에 소재한 남자 중학교 83명

별, 인문계-실업계, 서울 강남-강북 지역간의 차이 여부

과 여자 중학교 80명, 강남에 소재한 남자 고등학교 99

를 알아보고자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직업, 학

명과 여자 고등학교 111명, 그리고 강북에 소재한 남자

력, 경제 수준 및 연구 대상 학생의 학교 성적, 지능지수

고등학교 94명과 여자 고등학교 100명, 그리고 남자 실

분류 자료는 ANOVA와 사후 검증(Bonferroni 검사)을

업계 고등학교 66명과 여자 실업계 고등학교 98명의 1,

시행하였다.

2학년 학생 총 8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도구의

둘째,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 불안 측정치와 심리적 요

답안이 공란으로 남아 있거나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

인 측정치(자존심, 강박 성향, 불안 성향, 사회적 인정 욕

하는 것은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구) 및 지능지수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Pearson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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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student's variables with three test anxiety scores
Classification

Mean±S.D

Sex

Boy(N=417)

t-value

df

Significance

Girl(N=463)

TA-Emotionality

16.59± 5.77

17.93± 5.93

-3.41

878

0.001

TA-Worry

15.48± 5.07

16.16± 4.89

-2.03

878

0.042

44.20±11.98

-3.49

878

0.001
NS

TA-Total

41.33±12.37

School characteristics

Academic school(N=404)

TA-Emotionality

17.05± 5.56

16.91± 6.01

0.27

566

TA-Worry

15.68± 4.85

16.14± 5.02

-1.01

566

NS

TA-Total

42.58±12.62

42.07±12.74

0.45

566

NS
NS

School Location

Southern area(N=359)

Business school(N=164)

Northern area(N=357)

TA-Emotionality

17.67± 6.04

17.10± 5.67

2.00

714

TA-Worry

15.92± 5.18

15.62± 4.76

0.81

714

NS

TA-Total

43.62±11.92

42.41±11.63

1.34

714

NS
0.000

Middle school

1st grade(N=152)

2nd grade(N=160)

TA-Emotionality

19.21± 6.04

16.50± 6.09

3.95

310

TA-Worry

17.00± 4.93

14.84± 5.14

3.79

310

0.000

TA-Total

46.42±11.92

40.89±12.89

3.93

310

0.000

High school

1st grade(N=285)

2nd grade(N=283)

TA-Emotionality

16.82± 5.43

17.12± 5.61

-0.46

402

NS

TA-Worry

15.16± 4.93

15.84± 4.97

-1.19

402

NS

-1.25

402

NS

TA-Total
41.26±11.57
42.98±11.70
by t-test, TA：Test Anxiety, Mean：mean of each subscale of test anxiety,
S.D：Standard deviation, N：number of cases, NS：not significant after t-test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of each scale’s scores with three test anxiety scores

Test anxiety emotionality
Worry

SES

OCI

SDA

CAS

IQ

-.24*

.26*

.22*

.44*

-.17*

-.29*

.27*

.18*

.45*

-.29*
Total
.26*
.21*
.47*
by multiple correlation, *p<0.001, **p<0.01
SES：Self-esteem scale, OCI：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SDA：Social demand for approval,
CAS：Children anxiety scale, IQ：Intelligence Quotient

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18*
-.20**

(평균±표준편차)로 여학생 17.93±5.93보다 의미 있

셋째, 전체 대상 중 시험 불안 총점을 기준으로 하여

게 낮았고(t＝-3.41, df＝878, p＝0.001), 시험 불안의

시험 불안 총점이 낮은 하위 10%에 속하는 시험 불안

인지적 요소는 남학생이 15.48±5.07로 여학생 16.16

이 낮은 군과 시험 불안 총점이 높은 상위 10%에 속하

±4.89보다 의미 있게 낮았고(t＝-2.03, df＝878, p＝

는 시험 불안이 높은 군으로 나눈 뒤, 두 군간에 상기 언

0.042), 시험 불안의 총점은 남학생이 41.33±12.37로

급한 변인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해당

여학생 44.20±11.98보다 의미있게 낮았다(t＝-3.49,

2

변인에 따라 t-검증, 혹은 χ 검증을 시행하였다.

결

df＝878, p＝0.001)(표 1).

2. 학년별 시험 불안의 차이

과

중학생에 있어 시험 불안의 감정적 요소는 중학교 1
학년이 19.21±6.04로 중학교 2학년 16.50±6.09보다

1. 성별 시험 불안의 차이
시험 불안의 감정적 요소는 남학생이 16.59±5.77

유의한 수준(t＝3.95, df＝310, p＝0.000)으로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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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e variables with three test anxiety scores
N(%)

Test anxiety(Mean±S.D)
Emotionality

Father’s education

Worry

F
Total

TAE

TAW

TAT

2.534

1.178

1.886

3.617*

3.736*

4.068*

1.435

2.296

1.737

1.503

2.026

1.717

3.960*

0.895

2.662

N=853

Above college†

349(41.0)

17.69±6.24

15.79±5.20

43.32±12.87

High

393(46.0)

17.30±5.74

16.01±4.95

42.97±11.99

Middle

76( 8.9)

15.66±5.12

14.88±4.32

39.66±10.95

Elementary

35( 4.1)

16.83±6.07

16.29±5.17

42.80±13.07

Mother’s education N=846
Above college§

188(21.3)

17.23±6.10

15.13±4.74

42.14±12.36

High

475(54.0)

17.77±5.92

16.35±5.17

44.04±12.31

Middle

127(14.4)

16.33±5.49

15.25±4.63

40.87±11.71

56( 6.4)

15.68±5.90

15.32±4.69

39.71±11.80

Elementary
Father’s job

N=837

Labor

112(13.4)

16.41±5.67

15.25±5.24

40.80±12.33

Business

252(30.1)

17.82±6.12

16.59±5.10

44.10±12.65

Specialist

136(16.2)

16.95±5.87

15.28±5.06

41.94±12.80

Office man

233(27.8)

17.54±5.63

15.83±4.79

43.32±11.46

Public servant

104(12.4)

16.98±6.12

15.59±5.04

42.38±12.49

Mother’s job

N=873

Labor

183(21.0)

16.40±5.26

15.35±4.60

41.09±10.91

Business

158(18.1)

18.13±6.24

16.70±5.21

44.54±13.07

Specialist

30( 3.4)

17.47±5.35

17.00±5.96

44.83±13.47

Office man

58( 6.6)

17.16±6.18

15.03±4.15

41.55±11.09

Public servant

28( 3.4)

17.18±7.07

15.14±6.28

41.75±15.25

416(47.5)

17.36±5.91

15.84±4.98

43.07±12.33

Housewife
Economy

N=861

High‡

178(20.7)

18.21±6.19

16.21±5.27

44.58±13.13

Moderate

581(67.4)

17.11±5.68

15.67±4.83

42.31±11.76

Low

102(11.9)

16.29±5.92

15.99±5.24

41.86±12.69

F：ANOVA, *：p<0.05
N：number of case, S.D：standard deviation, TAE：Test anxiety-Emotionality
TAW：Test anxiety-Worry, TAT：Test anxiety-Total
†
：significant mean difference between above college and middle at TAE
§
：significant mean difference between above college and high at TAW
‡
：significant mean difference between above high and low at TAE

시험 불안의 인지적 요소는 중학교 1학년이 17.00±4.

89±12.89보다 유의한 수준(t＝3.93, df＝310, p＝0.

93으로 중학교 2학년 14.84±5.14보다 유의한 수준(t

000)으로 높았다(표 1).

＝3.79, df＝310, p＝0.000)으로 높았고, 시험 불안의 총

고등학생에 있어 시험 불안의 감정적 요소, 인지적 요

점은 중학교 1학년이 46.42±4.93로 중학교 2학년 40.

소, 총점 모두는 2학년이 1학년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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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school achievement record with three test anxiety scores
Percentile

N(%)

School achievement
High

-20†
1-

Test anxiety(Mean±S.D)
Emotionality

Worry

F
Total

TAE

TAW

TAT

N=880
184(22.4)

17.08±5.70

14.64±4.43

41.07±11.32

-40
21-

185(22.5)

17.18±6.10

15.62±4.94

42.37±12.24

-60
41-

195(23.8)

17.22±5.82

15.99±5.11

42.92±12.68

-80
61-

154(18.8)

17.44±5.79

16.82±5.42

43.89±12.51

-100
81-

103(12.5)

17.16±5.59

16.01±4.45

43.40±11.74
0.085

4.386* 1.330

F：ANOVA, *：p<0.05
N：number of case, S.D：standard deviation, TAE：Test anxiety-Emotionality,
TAW：Test anxiety-Worry, TAT：Test anxiety-Total
†
：significant mean difference between 1-20% and 61-80% at TAW
Table 5. Group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variables between low test anxiety group and high test anxiety group
Low test anxiety
group(N=96)
Mean±S.D

High test anxiety
group(N=101)
Mean±S.D

t-value

df

Significance

TAT

25.36±2.63

65.83±4.91

-72.004

197

0.000

SES

27.62±4.43

23.44±4.93

6.274

197

0.000

SDA

31.54±6.13

35.27±6.42

- 4.109

189

0.000

CAS

73.27±8.89

96.93±20.20

-10.462

190

0.000

- 5.303
OCI
7.73±4.06
11.04±4.70
197
N：number of case, S.D：Standard deviation, df：degree of freedom,
TAT：test anxiety total, SES：Self-esteem scale, SDA：Social demand for approval,
CAS：Children anxiety scale, OCI：Obessive-comulsive inventory

0.000

Mean of

는 정적 상관관계(r＝0.2727, p<0.001)를 보였고, 사회

차이가 없었다(표 1).

3.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서울 지역의 학
교 위치에 따른 시험 불안의 차이
시험 불안의 감정적 요소, 인지적 요소, 총점 모두는 인
문계가 실업계보다 그리고 강남이 강북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적 인정 욕구는 정적 상관관계(r＝0.1813, p<0.001)
를 보였고, 소아 불안 척도는 정적 상관관계(r＝0.445,
p<0.001)를 보였다(표 2).
시험 불안의 총점과 자존심 척도는 부적 상관관계(r
＝-0.2939, p<0.001)를 보였고, 강박 장애 척도는 정
적 상관관계(r＝0.2633, p<0.001)를 보였고, 사회적 인

4. 시험 불안과 자존심 척도, 강박 장애 척도, 사회적
인정 욕구 척도, 소아 불안 척도와의 상관관계

정 욕구는 정적 상관관계(r＝0.2132, p<0.001)를 보였
고, 소아 불안 척도와는 정적 상관관계(r＝0.468, p<0.

시험 불안의 감정적 요소와 자존심 척도는 부적 상관
관계(r＝-0.2448, p<0.001)를 보였고, 강박 장애 척도
는 정적 상관관계(r＝0.2565, p<0.001)를 보였고, 사회

001)를 보였다(표 2).

5. 시험 불안과 부모 학력, 부모 직업, 경제 수준과의
관계

적 인정 욕구는 정적 상관관계(r＝0.2174, p<0.001)를
보였고, 소아 불안 척도는 정적인 상관관계(r＝0.444,

아버지 학력에 따라 평가하였을 때, 시험 불안의 감정
적 요소는 대졸 이상에서, 인지적 요소는 국졸 이하에서,

p<0.001)를 보였다(표 2).
시험 불안의 인지적 요소와 자존심 척도는 부적 상관
관계(r＝-0.2858, p<0.001)를 보였고, 강박 장애 척도

총점은 대졸 이상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
적인 유의성이 없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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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학력에 따라 평가하였을 때, 시험 불안의 감정

높은 군 35.27±6.42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

적 요소는 고졸, 대졸 이상, 중졸, 국졸 이하의 순으로 높

＝-4.11, df＝189, p＝0.000)를 보였고, 소아 불안 척

은 점수를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df＝3, F

도에서 시험 불안이 낮은 군 73.27±8.89과 높은 군 96.

＝3.617, sig.＝0.013)를 보였고, 시험 불안의 인지적인

93±20.20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0.46,

요소는 고졸, 국졸 이하, 중졸, 대졸 이상의 순으로 높

df＝190, p＝0.000)를 보였고, 강박 장애 척도에서 시험

은 점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df＝3, F＝

불안이 낮은 군 7.73±4.06과 높은 군 11.04±4.70사

3.736, sig.＝0.011)를 보였고, 시험 불안의 총점은 고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5.30, df＝197, p＝

졸, 대졸 이상, 중졸, 국졸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며

0.000)를 보였다(표 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df＝3, F＝4.068, sig.＝0.007)

8. 시험 불안이 높은 군과 낮은 군간의 학업성적, 지

를 보였다(표 3).

능지수 그리고 사회적 변인의 차이 비교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에 따라 평가하였을 때, 시험

시험 불안이 낮은 군과 높은 군에서 아버지 학력, 어

불안의 감정적 요소, 인지적 요소, 총점은 직업간에 유의

머니 학력,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경제 상태 그리고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학업성적, 지능지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제 수준에 따라 평가하였을 때, 시험 불안의 감정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소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의 순서로 높은 점수를 보

고

였고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차이(df＝2, F＝3.960, sig.

찰

＝0.019)를 보였고, 시험 불안의 인지적 요소는 상류층,
하류층, 중류층의 순서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

불안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시험 불안의 총점

협을 받음으로써 야기되는 불쾌한 감정적 반응으로 정

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의 순서로 높은 점수를 보였

의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환경적인 요구에 의해 자신에게 위협을 느끼고 자신 있

6. 시험 불안과 학교 성적, 지능 지수와의 상관 관계

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낄 때 스

학교 성적이 저조할수록 시험 불안의 감정적 요소, 총
점이 증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시험 불안의 인지적 요소 점
수는 상위 20%에 속한 개인이 제일 낮았고, 61～80%
에 속한 개인이 제일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df
＝4, F＝4.386, sig.＝0.002)를 보였다(표 4).
지능지수와 시험 불안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시험 불
안의 감정적 요소(r＝-0.166, p<0.001), 인지적 요소(r
＝-0.178, p<0.001), 총점(r＝-0.202, p<0.01) 모두
에서 의미 있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2).

트레스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시험 불안이란 자
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이라는 상황에서 느끼는 두
려움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1)
시험 불안의 성별간 차이를 보면, 국외의 경우 초등학
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
들이 더 높은 시험 불안을 보이는 것20)21)으로 일반적으
로 인정되고 있으나 국내의 연구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즉 초등학교 4, 6학년에서
는 성별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2) 중학생
의 시험 불안은 성별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결
과도 있으나,23) 성별간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24)

7. 시험 불안이 높은 군과 낮은 군간의 심리 검사 척
도 차이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시험 불안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및 총점 모두가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시험 불안이 높은 군과 낮은 군 두 그룹으로 나눈 뒤

보여 주었다. 이는 남학생은 불안에 방어적으로 대처하

비교한 자존심 척도에서 시험 불안이 낮은 군 27.62±

기 때문에 점수 상에서 노출이 잘 안되지만, 여학생은 불

4.43과 높은 군 23.44±4.93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

안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험 불안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한 차이(t＝6.27, df＝197, p＝0.000)를 보였고, 사회적

고 생각된다.25) 즉 여자의 경우 불안을 신체적인 증상으

인정 욕구 척도에서 시험 불안이 낮은 군 31.54±6.13과

로 표현하는데 있어 사회적인 제약이 없지만 남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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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사회적인 상황이 요

대부분의 학생이 시험에 대하여 불안을 갖고 있는 것으

구하며, 따라서 여자의 경우 감정적 요소가 더 의미있는

로 생각된다.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설명 가능한 근거로

강남과 강북간의 시험 불안의 차를 보려고 한 것은

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특성 불안이 높으며26) 이것이

먼저 강남으로 대변되는 높은 교육열, 높은 경제 수준,

시험이라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더욱 표면화되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강북으로 대변되는 낮은 교

생각된다.

육열, 낮은 경제 수준이 시험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

시험 불안의 연령간 차이에서, Sarason등27)과 Sar28)

쳤는지를 알고자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ason 은 초등학교 학년에 따라서 시험 불안의 정도가

으며,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먼저 각 학교가 강남과

변화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Hill29)은 초등학교에

강북의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있을 수 있

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험 불안은 증가한다고 하였다.

으며, 둘째 강남과 강북을 대표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두

28)

Meece와 Wigfield 의 초등학교 학생의 산수 불안에

지역간의 교육열, 경제 수준이 시험 불안에 영향을 미칠

관한 연구에서 성별간의 차이보다 학년간의 차이가 더

정도의 차가 있는지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라 할

보편적이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내 연구에 따

수가 있다.

23)

르면, 초등학교 4,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6

시험 불안과 학업 성취 능력간의 관계에서, 두 변인간

학년이 4학년보다 시험 불안이 더 높았으며, 중, 고등학

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이들 변인간에 부적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4)31)에서도 고등학생의 시험 불

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외국의 보고33-35)뿐만 아니라, 국

안이 중학생보다 더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학교

내에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두 변인간에 부적

1, 2학년간 시험 불안의 감정적 요소, 인지적 요소 및 총

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5) 그러나 시

점 간의 유의한 차이는 학교 환경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

험 불안이 오히려 학업 성취를 촉진하는 요소가 된다는

어질수록 학교와 관련된 특히 평가에 대한 불안을 경험

상반된 연구35)도 있다. 학업성적과 시험 불안과의 상관

할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고학년일수록 시험 불안

성에 대한 시험 불안 이론에 따르면, 시험 불안이 높은

27)

수준은 높다 고 하는 보고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

경우는 주어진 과제 해결에 부적절한, 즉 과제 해결을 방

는 국내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단계

해하는 집중력 분산, 걱정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주

에서 판이한 교과과정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레 보다 많

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높은 시험 불안

은 학업 성취를 요구함으로써 중학교 첫 시작 시기인 1

이 수행 저조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5-37) 학

학년에서 보다 높은 시험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

생들은 자신의 학업 성취를 동료들과 비교함으로써 자

다. 고등학생 1, 2학년간 시험 불안의 차이가 의미 있게

신에 대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학업의 필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학년이

성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 대

올라갈수록 시험 불안이 증가한다는 관점과는 모순되는

하여 불안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험 불안

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국내의 대학 입시와 극

의 인지적 요소와 학업성적간에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심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고려해 본다면 이미 고교

데 이러한 소견은 시험 자체에 대한 불안보다는 시험과

1학년부터 입시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결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주변적인 요소에 주의를 집중

론을 내릴 수 있으나, 고교 3학년과의 차이를 비교하였

함으로서 과제 수행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일반적인 견

다면 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

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각된다.

시험 불안과 지능지수의 상관관계는 지적 능력에 따

Schwarzer와 Lange32)가 독일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

라 시험 불안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

에 따르면 직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학교의 시험 불안

었다.38) 즉 지적 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시험 불안이 성취

이 진학을 위주로 하는 학교의 시험 불안보다 낮은 것

를 촉진하나, 중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학생은 높

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인문계와 실업계간의

은 시험 불안이 학업 성취에 방해 요인이며, 지적 능력

시험 불안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이 낮은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않은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와는 상관없이

본 연구에서는 지적 능력과 시험 불안의 인지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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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요소, 총점 모두에서 의미 있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 있다.
상기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첫째, 시험 불안의 인

보였다.
시험 불안과 부모의 학력, 직업 그리고 경제 상태와의

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간의 차이가 청소년의 심리적 요

관계에서는 특징적으로 고졸 어머니를 둔 청소년이 시

소, 환경적 요소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지만,

험 불안의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총점 모두에서 높

학업 성취면에서는 인지적 요소가 유의한 상관 관계를

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고졸인 어머니가 자녀의

보이고 있다. 둘째, 시험 불안은 시험이라는 특정한 상황

학업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못다한 학업

에서 발생한다고 하지만 개인의 전반적인 심리적 상황에

을 자녀를 통하여 보상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자녀에게

의하여 영향을 받는 특성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과다한 요구를 하며, 이러한 요구가 청소년의 불안 성향

소아,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불안 장애의 일종이라고 정

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가족의 경제 상태와 시

의 내릴 수가 있다. 셋째, 시험불안의 인지적 요소만이

험 불안의 상관관계에서는 상류층일수록 시험 불안의 감

청소년의 학업 능력과 상관관계를 보이며, 인지적 요소와

정적 요소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시험 불안의 인

감정적 요소 모두는 심리적 요인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지적 요소, 총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상

보였다. 넷째,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중 어머니의 학력이

류층일수록 점수가 높다. 따라서 시험에 대한 가족의 생

시험불안에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

활 수준,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

은 어머니가 자녀를 통해 자신의 못다한 학업을 보상받

수준이 높고, 그에 따라 자녀에게 기대되는 성취 수준이

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자녀의 심리 상

더 높게 설정되어 신체적인 불편감 그리고 인지적인 측

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외의 환

면에서 가족이나 부모에 의해 압박을 많이 받는 것으로

경적 변인은 큰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검사-재검사 신뢰도

결론 내릴 수 있다.
시험 불안과 자존심 척도의 관계는 부적 상관을 가지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학교 성적이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연구가 많지는 않고,3) 본

중간고사 한번만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개인에 따라서

연구의 결과 자존심 척도가 높을수록 시험 불안의 정도

도 차이가 있는 성적이 정확하게 평가되지를 않았다는

가 낮은 것은 초기 아동기 동안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통계상

서 형성되는 자신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

여러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며, 앞으로의 연구 방향

가 시험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실패를 두려워

은 임상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는 학생과 비교함

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으로써 치료에 커다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가 있다.

생각된다. 그리고 전향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강박 성향은 개인에게 불안을 조장할 수가 있으며, 과
제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작용하여 시험이라는 스트

단편적인 연구에 그친 본 연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된다.

레스 상황에서 강박적 경향이 많은 개인은 시험 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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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Vol 38, No 3, May, 1999

Individual and Socio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est Anxiety in Adolescents
Jong Ho Sung, M.D., Young Sik Lee, M.D., Ph.D, Kil Hong Lee. M.D., Ph.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ung Ang University, Seoul

Objectives：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individual,
socioenvironmental factors in adolescents. Also, this study assessed whether two components, worry
and emotionality, of test anxiety were distinctly distinguished or not, and whether test anxiety was specific state anxiety limited to test situation or a part of general trait anxiety.
Methods：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8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o evaluate
test anxiety level, we used Spielberg’s Test Anxiety Inventory. For the evaluation of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Rosenberg’s self-esteem scale, Maudsley’s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Lee’s the
Korean version of Fear-Anxiety Survey Schedule for Children, and Ellis’ Demand for Approval scale
were applied.
Results：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est anxiety level was higher in girls, first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offspring’s of high school graduate mother, and high economic clas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chool characteristics and residence location. 2) Test anxiety was correlated
negatively with self-esteem, I.Q. and correlated positively with obsessive-compulsiveness, demand for
approveness, especially general fear-anxiety(r=0.47). So although test anxiety occurs in test situation,
test anxiety is a part of general trait anxiety affected by individual psychologic factors. 3) The better
school achievement subjects showed the lower worry component of test anxiety. 4) Two components,
worry and emotionality, of test anxiety were not distinctly distinguished in this study.
Conclusion：In summary, first, Worry and Emotionality of test anxiety were not markedly different
from according to adolescent’s psychological factor, sociodemographic factor but performance achievemen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Worry of test anxiety. Second, although test anxiety was occurred in specific situations as test, test anxiety was affected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 so defined by
a series of anxiety disorder. Third, only Worry of test anxiety was correlated with performance achievement and Wory and Emotionality were correlated with psychological factor. Forth, mother’s education
level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est anxiety, this means that mother has the wish to compensate
the her inferiority through her offspring and mother strongly affect to adolescent’s psychological state.
KEY WORDS：Test anxiety·School achievement·Individual factors·Socioenvironment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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