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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불안과 정신병리, 기질 그리고 가정환경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 시험불안-우울-불안-자기개념-가정환경간의 인과적 관계분석 -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ST  
ANXIETY, PSYCHOPATHOLOGY, TEMPERAMENT & 

FAMILY ENVIRONMENT 

 

조수철**·유태익**·신민섭** 

 

Soo-Churl Cho, M.D.,** Tae-Ik Yoo, M.D.,** Min-Sup Shin, Ph.D.** 

 

서  론：시험불안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

느 정도의 시험불안은 학습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학습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시험불안의 요인이나 특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으나 단편적이며, 시험불안의 

정확한 특성이나 원인에 대하여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험불안의 특성을 규

명하기 위하여 시험불안과 상태-특성불안, 우울증, 기질 그리고 가정환경과의 상호관련성에 관하여 알아보

았다. 

방  법：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불안, 우울증, 상태-특성불안, 기질 그리고 가

정환경에 대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상관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시험불안과 우울(상관계수 0.42, p<0.01), 특성불안(상관계수 0.34, p<0.05), 상태불안(상관계수 

0.38, p<0.05), 자기개념(상관계수 -0.05, p<0.01), 기질(상관계수 0.36, p<0.05), 그리고 가정환경(상관계

수 -0.23, p<0.05)과의 상관성은 모두 의미 있는 정적 또는 부적 상관성을 보여 주었다. 회귀분석 결과 상

태불안과 특성불안은 시험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정되었으나 우울, 기질 그리고 가정환경은 시험불안에 

대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  론：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은 시험불안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나 우울, 기질 

그리고 가정환경은 상태 또는 특성불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시험불안에 대한 치료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심 단어：시험불안·우울·상태불안·특성불안·기질·자기개념·가정환경. 

 

서     론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첫째“시험 불안”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불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

고, 두번째로는 시험 불안의 원인을 개인적인 요인, 또

는 환경적인 요인들의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연구비 번호 1997-001-F00175)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Department of Psychiatry, Division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ildren’s Hopsital,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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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불안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은 1950년대부터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연구는 Hull의 추동 이

론(drive theory)을 이용하여 불안과 성취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추동 이론에서는 불

안을 배고픔과 같은 추동으로 간주하여 불안과 성취간

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1-E2＝f(D(H1-H2)) 
 

이 공식은 높은 시험 불안이 과제가 어렵거나 쉬울 

때 성취도를 감소 또는 증가시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과제가 쉬울 때에는 정답반응습관(H1)이 

틀린 반응을 하는 습관(H2)보다 강하며 이 차이가 불

안(D)과 곱해져서 결국 정답반응행위의 가능성(H1)이 

오답반응행위(E2)보다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과제가 

쉬울 때에는 불안이 성취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과제

가 어려울 때에는 틀린 행위를 하는 습관(H2)이 H1 

보다 강하며 이 차이가 불안(D)과 곱해져서 오답반응

행위의 가능성(E2)이 E1 보다 높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성적은 낮아지게 된다. Taylor1)에 의해 개발된 

불안평가척도(Manifest Anxiety Scale：MAS)는 욕

구로서의 불안수준을 평가하는 최초의 검사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수철2)에 의하여 한국형이 개

발 된 바 있다. Mandler와 Sarason3)은 두가지 종류의 

추동(drive)을 가정하였다. 하나는 학습된 과제수행추동

(learned task drive)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된 불안추

동(learned anxiety drive)이다. 전자는 시험상황에서 

과제수행을 촉진하는 반응을 야기하지만 후자는 과제수

행을 촉진하는 반응과 과제수행을 방해하는 반응 모두

를 유발한다. 과제수행을 촉진하는 반응은 학업성적을 증

가시키지만 과제수행을 방해하는 반응은 학업성취를 감

소시킨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두 종류 중 어느 하나

의 추동이 발생하여 과제수행을 촉진 또는 방해함으로

써 성적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Alpert와 

Haber4)는 위의 두 종류의 추동을 성취촉진 시험불안

(facilitating test anxiety)과 성취방해 시험불안(de-

bilitating test anxiety)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두번째로는 인지적 접근(cognitive approach)을 들 

수 있다. Mandler와 Sarason이 개발한 시험불안 검사

를 Liebert와 Morris5)는 요인분석을 한 결과 시험 불

안이 두가지 요인, 즉 염려(worry)와 감정(emotion-

ality)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염려(worry)는 시

험 불안의 인지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 상

황, 결과에 관한 부정적 예견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험에 실패하였을 때의 결과, 특히 자신

이 공부를 잘 할 수 없다거나 부정적인 자기 평가에 관

한 인지적 관심의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학습의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 불안의 한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시험에 대하여 항상 걱정을 하는 사

람은 공부 자체에 관심을 기울인다기 보다는 행위자로

서의 자신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항상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더 명석하다고 생각한다6). 감정(emotionality)

요인은 시험 불안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느낌, 또는 신체적인 증상들을 의미한다. 긴장감, 

염려(apprehension), 신경과민, 근심, 또는 땀이 지나

치게 난다거나 심장의 박동수가 빨라진다거나, 소화장

애 또는 불안과 관련된 이러한 자율신경계통의 기능항

진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러한 증상 자체가 시험에 미

치는 영향은 인지적인 측면보다는 작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개념은 Wine7)8)의 연구 결과로도 뒷받침되고 있

다. 즉, 위협적이고 불안한 상황은 시험 불안이 높은 학

생에게 과제수행과 관계가 없는 행동에 주의를 집중하

게 하여 성취도가 낮아지는 반면, 시험 불안이 낮은 학

생에게는 과제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유발시켜 성취도

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학습기술 접근(study skills approach)이다. 

이 접근방법은 Hodapp와 Henneberger9)에 의하여 제

시되었는데, 이는 시험 불안이 높은 학생들이 성적이 낮

은 이유를 그들의 공부하는 요령의 미숙함에 촛점을 맞

추어 설명한 이론적 접근이다. 즉, 시험 불안이 높은 학

생들은 공부시간의 이용, 학습 방법의 선정, 노트정리 

및 시험을 보는 요령에서 시험 불안이 낮은 학생보다 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 접근 방법은 시험 불안 수준과 

상황특성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시험 불

안의 영향에서 중요한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즉, 시험 

불안은 시험 단계뿐만 아니라 학습(기억) 단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험 불안의 개념 및 

시험불안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비교적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시험불안과 다른 정

신병리와의 관계 즉 일반 불안(general anxiety),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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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학생들의 기질적인 특성(temperament), 

자기개념(self-concept), 그리고 가정환경적인 특성이 

시험 불안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

구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다. 시험 불안이 개인의 성격

적인 특성 또는 가정환경들 외적인 요인들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은 시험불안이 항상 대인관계

에서 경쟁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불안증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험 불안과 다른 정신병리간의 상호관계

를 연구함으로써 시험 불안을 야기시키는 원인들을 규

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치료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

함을 기본 목적으로 삼는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서울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 576명을 대상

으로 하여 시험불안, 상태불안, 특성불안, 우울증, 자기

개념, 가정환경을 평가하였고, 부모들의 평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기질이 평가되었다. 
 

2. 시험불안 및 정신병리에 대한 평가 
 

1) 시험불안의 평가 

이에는 Spielberger10)에 의하여 제작된 평가척도를 

한국형으로 개발된 평가척도를 사용되었으며 이척도의 

한국형 개발은 조수철2)에 의하여 개발된 바 있다. 이 척

도는 상황에 특수한 성격적인 특성으로서의 시험불안

증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로서 20개의 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가평가법으로 답하도록 되어 있

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각각 1∼4점의 점수범위가 

있어서 전체 점수는 20∼80점 사이에 분포된다. 
 

2) 우울증의 평가 

이에는“한국형 소아우울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

도는 Kovacs의 소아우울척도(Kovacs Children’s De-

pression Inventory, CDI)를 한국형으로 번안한 것이

며, 조수철11)에 의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이루

어진 바 있다. 이 척도는 2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0∼2점으로 평가하도록 되

어 있다. 따라서 총 점수는 0∼54점 사이에 분포된다. 
 

3) 불안증상의 평가 

이에는 Spielberger의 상태-특성불안 평가척도가 적

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수철12)에 의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척도는 모두 각각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태불안은“현재 어

떻게 느끼고 있는가? ”에 대하여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성불안인 경우에는“평소에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

에 대하여 아동들이 스스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각

의 항목에 대하여 1∼3점사이에서 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60점 사이의 분포를 갖는다. 
 

4) 자기개념의 평가 

자기개념의 평가에는 Piers와 Harris(1964)에 의하여 

개발된 자기개념척도(Piers-Harris Children’s Self-

Concep Scale)가 적용되었다. 이 척도는 김병로 등13)

에 의하여 번안되어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척도는 8∼18세 사이의 소아 또는 청소년

들의 자기개념의 평가를 위하여 개발된 척도이다.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가 보고형 척도이다. 각

각의 문항에 대하여“예” 또는“아니오”라고 답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향

으로 대답하면 1점씩을 주게 되어 전체점수의 만점은 

80점이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척도는 6개의 

소척도를 가지고 있는데, 구성 문항 수만큼의 점수가 각 

소척도별 만점이 된다. 이 소척도들과 그 소척도들을 구

성하고 있는 문항의 수는 다음과 같다. 
 

소척도 1：행동척도(Behavior, 16항목) 

소척도 2：지적 능력및 학업상태(Intellectual and 

School Status, 17항목) 

소척도 3：신체적 및 외모특성(Physical Appear-

ance and Attributes, 13항목) 

소척도 4：불안(Anxiety, 14항목) 

소척도 5：인기도(Popularity, 12항목) 

소척도 6：행복과 만족(Happiness and Satisfaction, 

10항목) 
 

소척도의 구분과 구성 항목은 여러 연구자들이 요인

분석을 반복 시행한 것을 종합한 것인데, 80문항 가운

데 요인부하량이 0.3이상인 것을 그 구성항목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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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따라서 각 소척도에 중복되는 항목이 5,6,7,8,12, 

21,33,40,43,49,50,60,69,80번 항목이며,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은 18,19,23,24,32,44,55,61,64,68,71,72,75, 

76번 항목이다. 설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며 개인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집단으로 시행

할 수도 있다. 
 

5) 걸음마기 기질 평가 

대상군들의 과거력에서 특히 걸음마기의 아동의 기

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Fullard등(1978)에 의하여 개발

된“걸음마기 기질 평가척도”(Toddler Temparament 

Scale, TTS)가 적용되었다. 이 척도는 조수철 등14)에 

의하여 번안되어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척도는 1∼3세 사이의 걸음마기에 있는 아동

들의 기질적인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척도로써 부

모설문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척도는 New York 종

단연구의 아홉가지 기질 범주에 속하는 소척도를 가지

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다. 
 

소척도 1：활동수준(Activity, 12 문항) 

소척도 2：주기성(Rhythmicity, 11문항) 

소척도 3：접근성(Approach, 12 문항) 

소척도 4：적응성(Adaptability, 9문항) 

소척도 5：반응강도(Intensity, 10 문항) 

소척도 6：감각역치(Threshold, 8문항) 

소척도 7：기분특질(Mood, 13 문항) 

소척도 8：산만성(Distratibility, 12 문항) 

소척도 9：주의지속성(Persistence, 11 문항) 
 

전체가 9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

에 대하여 6점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 있고, 범주의 점

수가 높을수록 키우기 힘든 아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활동이 많을수록, 주기가 불규칙할수록, 새로운 것에 

대하여 회피적일수록, 환경변화에 대하여 적응이 늦을

수록, 감정반응이 강할수록, 감각자극에 예민할수록, 기

분이 부정적일수록, 주의가 산만할수록, 주의지속성이 

짧을수록 해당범주의 점수가 높게 평가된다. 
 

6) 가정환경의 평가 

가정환경의 평가에는 Moos 등에 의하여 개발된 가

정환경평가척도(Moos Family Environment Scale)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윤오와 조수철15)에 의하여 신

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척도는 

9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

하여“예”, 또는“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부모, 또는 아동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 

보고형 척도인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평가

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3가지의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이 3가지 영역은 각각 소척도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의 

소척도는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영역> <소척도> 

관계 영역 결합력(Cohesion) 

(Relationship 표현력(Expressiveness) 

 Domain) 갈등(Conflict) 

개인의 성장 영역 독립성(Independence) 

(Personal 성취지향성 

Growth (Achievement Orientation) 

Domain) 지적-문화적 지향성 

 (Intellectual-cultural) 

 능동적 여가활용성 

 (Active-recreational) 

 도덕적-종교적 강조 

 (Moral-religious Emphasis) 

체계유지 영역 조직화(Organization) 

(System 조절성(Control) 

Maintenance Domain) 
 

“관계 영역”은 가족구성원들간의 위임, 도움, 지지의 

정도,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표현되는 분

노, 공격심, 갈등의 정도를 평가하며,“개인의 성장 영

역”은 가족구성원이 자급자족하고, 스스로의 결정을 내

리는 정도, 학업이나 일에서 활동이 성취지향적이거나 경

쟁적인 정도, 정치, 문화 지적인 활동에서의 관심의 정

도, 사회적 여가활용적 활동에 참여의 정도, 그리고 윤

리 도덕적 가치의 정도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체계 유

지 영역”은 가족들내에서 계획하는데 있어서 명백한 조

직화와 구조의 정도와 가족의 생활에 있어서 이용되는 

규칙과 방법들이 설정되는 정도를 평가한다. 
 

3. 자료의 분석 

시험불안과 상태·특성불안, 가정환경, 자기개념, 기

질, 우울증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Pearson상관계수

로 검증하였으며, 상관계수의 통계적 의의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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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를 기준으로 하여 통계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이

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PC이었다. 

 

결     과 
 

1. 시험불안, 상태·특성불안, 우울, 기질, 자기개념, 

가정환경간의 상관성 

이에 대하여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시험불안

은 우울증(r＝0.51, p<0.05), 상태불안(r＝0.51, p<0.05), 

특성불안(r＝0.53, p<0.05), 기질(r＝0.54, p<0.05)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기개념과는 부정적인 상

관성을 보여주고 있다(r＝-0.54, p<0.05). 가정환경

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r＝-0.03, 

p>0.05). 
 

2. 시험불안, 시험불안소척도, 우울의 소척도간의 상

관성 

시험불안은 인지적인 측면(worry)과 감정적인 측면

(emotionality)의 두가지 소척도를 갖는다. 또한 우울

증은 부정적인 감정(negative mood), 대인관계의 어려

움(interpersonal problem), 무능성(ineffectiveness), 

쾌감결여(anhedonia),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개념(ne-

gative self-esteem)의 5가지의 소척도를 갖는다. 이

들의 상관관계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울증

의 모든 소척도가 시험불안의 소척도와 의미있는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3. 시험불안, 시험불안소척도, 가정환경척도의 소척도

간의 상관성 

이에 대하여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시험불

안의 전체점수와 가정환경척도의 전체점수는 의미있는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Table 1), 소척도간

에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불안의 전

체점수와 표현력, 갈등, 성취지향성, 지적-문화지향성, 

능동적 여가활용성, 조절성과 의미있는 상관성이 있다. 

Table 3. The correlation among the subscales of test 
anxiety and family environment scale 

 Test TW TE 

FA1 -.08 -.13* -.05 
FA2 -.17* -.23* -.14* 
FA3  .12*  .16*  .07 
FA4 -.10 -.19* -.05 
FA5  .24*  .24*  .21* 
FA6 -.14* -.19* -.09 
FA7 -.17* -.16* -.15* 
FA8 -.01 -.03  .00 
FA9 -.05 -.04 -.11 
FA10  .19*  .21*  .15* 
FASM  .08  .07  .07 
FAPG -.07 -.12* -.06 
FARE -.06 -.11* -.06 

Tw：Worry of test anxiety 
TE：Emotionality of test anxiety 
FA1：Cohesion FA2：Expressiveness 
FA3：Conflict FA4：Independence 
FA5：Achievement orientation 
FA6：Intellectual-cultural FA7：Active-recreational 
FA8：Moral-religious FA9：Organization 
FA10：Control FARD：Relation domain 
FAPG：Personal growth domain 
FASM：System maintenance domain 
*p<0.05 

Table 1. The correlation among test anxiety, state-trait 
anxiety, depression, family environment and 
temperament 

 CDI FA SA SC TA Test Tem 

CDI  1.00       
FA -.32*  1.00      
SA  .53* -.27*  1.00     
SC -.55*  .46* -.45*  1.00    
TA  .55* -.23*  .63* -.50* 1.00   
Test  .51* -.03*  .51* -.35*  .53* 1.00  
Tem  .29*  .06  .26* -.23*  .36*  .54* 1.00 
CDI：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FA：Family Environment SA：State Anxiety 
SC：Self-concept TA：Trait Anxiety 
Test：Test Anxiety Tem：Temperament 
*p<0.05 

Table 2. The correlation among the subscales of test 
anxiety and depression 

 Test TW TE 

CDI 1 .27* .26* .25* 
CDI 2 .35* .37* .30* 
CDI 3 .39* .45* .32* 
CDI 4 .34* .33* .30* 
CDI 5 .37* .40* .30* 

Test：Test anxiety 
Tw：Worry of test anxiety 
TE：Emotionality of test anxiety 
CDI 1：Negative mood 
CDI 2：Interpersonal problem 
CDI 3：Ineffectiveness 
CDI 4：Anhedonia 
CDI 5：Negative self-esteem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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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소척도와는 결합력, 표현력, 갈등, 독립성, 성취지

향성, 지적-문화지향성, 능동적 여가활용성, 조절성과 

의미있는 상관성이 있다. 감정소척도는 표현력, 성취지

향성, 능동적 여가활용성, 조절성과 의미있는 상관성이 

있다. 
 

4. 시험불안, 시험불안소척도, 자기개념소척도간의 상

관성 

이에 대하여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시험불

안의 소척도와 자기개념의 모든 소척도와 의미있는 상

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부적상관성을 나타

내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시험불안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5. 시험불안, 시험불안소척도, 기질의 소척도간의 상

관성 

이에 대하여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시험불

안과 기질의 전체점수 또는 시험불안의 소척도들과 기

질의 전체점수와는 의미있는 상관성이 관찰되었다. 그러

나 기질의 소척도는 어느 것도 의미있는 상관성을 보여

주고 있지 못하다. 
 

6.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시험불안과 기질 우울, 불안, 자기개념, 그리고 가정환

경간의 상관성에 대한 방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Fig. 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즉 

시험불안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변인들은 상태·특성

불안과 자기개념이었는데 상태·특성불안은 불안의 정

도가 높을수록 시험불안의 정도가 높았으며, 자기에 대

한 개념이 부정적일수록 시험불안의 정도가 높았다. 우

울은 상태특성불안과 자기개념을 통하여 시험불안에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질은 우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가정환경은 기질

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은 상호 상관성이 높게 나온 결과

로 묶어서 통계처리를 하였다. 

 

고     찰 
 

외국에서의 시험 불안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오랜 역

사를 가지고 있다. 193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50년

대라고 할 수 있다. 1952년에 Mandler와 Sarason에 

의하여“소아용 시험불안 척도(Test Anxiety Scale for 

Children)”가 개발되었고, 1973년도에는 Spielber-

ger16)에 의하여“시험불안척도”가 개발되어 시험불안

Table 4. The correlation among the subscales of test 
anxiety and self-concept 

 Test TW TE 

SCBE -.21* -.26* -.17* 
SCIS -.41* -.45* -.35* 
SCPA -.13* -.15* -.12* 
SCAX -.13* -.16* -.14* 
SCPP -.28* -.27* -.28* 
SCHS -.33* -.35* -.30* 

SCBE：Behavior 
SCIS：Intellectual and school status 
SCPA：Physical appearance and attributes 
SCAX：Anxiety SCPP：Popularity 
SCHS：Happiness and satisfaction 
TW：Worry of test anxiety 
TE：Emotionality of test anxiety 
*p<0.05 

Table 5. The correlation among the subscales of test 
anxiety and temperament 

 Test TW TE 

Tem .54* .49* .52* 
Tem1 .02 .02 .02 
Tem2 .03 .03 .01 
Tem3 .02 .01 .01 
Tem4 .04 .03 .03 
Tem5 .02 .02 .02 
Tem6 .02 .01 .01 
Tem7 .03 .03 .01 
Tem8 .05 .04 .04 
Tem9 .03 .03 .02 

Tem：Temperament Tem1：Activity 
Tem2：Rhythmicity Tem3：Approach 
Tem4：Adaptability Tem5：Intensity 
Tem6：Mood Tem7：Persistence 
Tem8：Distractibility Tem9：Threshold 
TW：Worry of test anxiety 
TE：Emotionality of test anxiety 
*p<0.05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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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량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82년도에는 벨

기에의 Antwerp에서 Spielberger, van der Ploeg, 

Schwarz가 주축이 되어“Society for Test Anxiety 

Research”가 결성되어 각 문화권에서 연구되는 논문

들이 해마다 집대성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시험불안

에 대한 연구들은 독일17), 네델란드18), 폴랜드19), 인도20), 

이탈리아21), 이집트22), 항가리23) 등 전세계적으로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험 불안의 이론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욕구이론적 접

근4)24), 특성-상태불안으로서의 시험불안25-27), 인지적 

접근28)29) 인지 및 감정적 접근5), 그리고 역동적인 접

근30-32) 등이 있다. 

욕구이론적 접근은 시험불안에 대한 초기의 이론으로 

볼 수 있는데 Hull의 욕구이론(drive theory)을 이용하

여 불안과 성취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의도로 시작되

었으며24) 이것이 Mandler와 Sarason3)에 의하여 보다 

발전되었다. 이들은 시험불안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

에 비하여 지능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 차이

는 시험상황이 위협적일 때에 더욱 컸음을 관찰하였다. 

Mandler와 Sarason3)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

여 시험상황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종류의 욕구를 가정

하였는데, 하나는 과제수행욕구(learned task drive)이

며 다른 하나는 불안욕구(learned anxiety drive)로서 

전자는 시험상황에서 과제수행을 촉진시키는 반응이 야

기되지만 후자는 과제수행을 방해하는 반응이 야기된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두 종류 중 어느 하나의 욕구가 

발생하여 과제수행을 촉진 또는 방해함으로써 성적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고 보았다. Alpert와 Haber4)가 주

장한 성취촉진시험불안(facilitating test anxiety) 또는 

성취방해시험불안(debilitating test anxiety)의 개념은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상태·특성불안의 

입장에서 보는 접근은 불안을 특성불안(trait anxiety)

와 상태불안(state anxiety)으로 구분하여 불안을 이해

하려는 입장인데 이러한 관점은 기원전의 Cicero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Cicero는 분노(anger)란 일시

적인 불안상태이며 불안(anxiety)이란 한 개인에 있어

서 상황에 따라서도 변화되지 않는 불안반응에 대한 개

인적인 특성을 결정 지워주는 요소라고 한 바 있다25). 

Cicero의 이러한 개념은 Cattell과 Scheier33)에 의

하여 발전되어 성인의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을 객관적으

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척도가 개발된 바 있으며 이를 

모체로 소아용 상태·특성불안척도가 Spielberger에 의

하여 개발된 바 있다. 이 척도는 본 연구자에 의하여 신

뢰도 및 타당도검증이 이루어진 바 있다(1990). Sp-

ielberger의 정의에 의하면 상태불안이란 특수한 상황

에서 긴장감, 걱정, 또는 두려움의 느낌을 갖고 자율신

경계의 기능이 항진됨으로써 야기되는 일시적인 불안상

태를 의미하며 위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불

안의 정도가 변화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반대로 특성불안이란 불안을 일으키는 경향에 대하여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을 의미하고 외적

인 위협에 대하여 대처하는 개인적인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며 한 개인에 있어서는 일생동안 변화되지 않

고 일정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불안에 대한 이

러한 개념이 시험불안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를 설명하

는데에 도입될 수 있다. 즉 자신이 평가를 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은 특성불안과 긴밀한 관

계가 있다.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하

여 시험상황에서 상태불안의 정도가 더 심해지며 이러

한 상태에서 시험결과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26)27). 이러한 설명은 시험불안을 특성불안의 한 특

수한 형태로 보는 견해이며 높은 특성불안의 결과로 상

태불안의 정도가 심해지며 이에 동반되는 신체적인 증

상 또는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과제수행에 악영향

을 끼친다는 견해이다. 

인지론적 접근(cognitive approach)은 시험상황에서 

성취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시험불안이 낮은 경

우와 높은 경우에 있어서 인지기능-특히 주의력(at-

tention)-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시험

불안이 낮은 개인에 있어서는 시험상황에서 시험과 관

련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는데 반

하여 시험불안이 높은 개인은 시험을 치르는 상황에서 

시험 자체보다는 시험과 관련이 없는 사항 예를 들면 

쓸데없는 걱정, 시험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부

모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등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시험 자체에 대하여 주의력을 집중

하지 못하고 산만해져서 적절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결과로 주어지는 cue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 감소되며 이러한 능력의 감소는 시험불안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주장되고 있다(Ea-

sterbrook의 가설). Hill은28) 시험불안이 높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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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의력이 시험자체보다는 시험결과에 대한 다른 사람

들의 비판에 더 집중되기 때문에 과제성취에 장애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귀인성(attribution theory)

도 시험불안에 대한 인지론적 접근의 한 방향으로 생각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험에 실패한 후에 이 실패를 어

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다음의 시험에 긍정적 또

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가설이다. 시험불안이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험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불안정한 

면(unstable factor), 자신의 노력의 결여 등으로 인지

하기 때문에 시험에 실패한 후에 자신의 결점을 반성하

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다음의 시험상황에서는 

호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시험불안이 높은 경우에

는 시험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고정적인 내적요인(stable 

internal factor) 내지는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받아들

이기 때문에 좌절에 빠져 포기하며 다음의 시험에서도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념은 Jones와 Bisbett29)의 행동자-관찰자

(actor-observer)의 개념과도 비교될 수 있는데 이들은 

시험불안이 낮은 사람들은 주변의 요구에 대하여 능동

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actor”

라고 볼 수 있으며, 시험불안이 높은 경우에는 시험실

패의 원인을 자신의“고정된 부정적인 경향(stable ne-

gative disposition)”으로 인지한다는 면에서“self-

observer”라 명명하였다. 

인지 및 감정적인 접근(cognitive and emotional ap-

proach to test anxiety)은 시험불안을 구성하는 요인

으로 인지적인 요인과 감정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가설이다. Liebert와 Morris5)는 시험상황에서 정서적

인 긴장과 흥분을 경험하며 동시에 시험과제와 관련하

여 인지적으로 지각하게 되는데 이 둘은 시험상황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며 시험결과에도 미치는 영향

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표한 후 시험불안을 구성하는 

두 요인 즉“worry”와“emotionality”가 있음을 주장

하였다. 그들은“worry(W)”란 성취에 대한 관심, 실

패의 결과, 부정적인 자기평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를 맺는 능력 등의 요소가 포함되는데 이에는 1) 자신

이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고, 2) 항

상 걱정을 지나치게 하며, 3) 남들이 자신에 비하여 얼

마나 더 시험을 잘 치를까에 대한 걱정이 있고, 4) 항

상 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걱정을 하며, 5) 자신이 시험

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고 느끼는 면들

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Emotionality(E)”란 시험상황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항진된 자율신경계통의 반응으로 정의되는데, 이에는 

1) 너무 긴장되어 기억력이 감소되거나, 2) 심장의 박

동이 빨라지거나, 3) 소화장애가 나타나거나, 4) 불안.

초조감을 느끼거나, 5) 극심한 불안상태-공황상태에 빠

지는 등의 감정상태-신체적인 반응(affective-phys-

iological response)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두 요

인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worry는 시험이 예

측되는 상황 또는 실제 시험상황에서 성취에 거의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emotionality는 항상 실

제 시험상황에서만 야기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시험의 결

과에 미치는 영향은“worry”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고 할 수 있다. Spielberger에 의하여 제작된 시험불안

척도(Test Anxiety Inventory：TAT 1980)는 이 두

요인을 기본구조로 하여 제작된 것이다. 

역동학적 접근(psychodynamic approach)은 Sarason 

등30), Hermans 등31)에 의하여 주장된 가설로서 시험

불안의 발생기전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는 가설이다. 

Sarason 등30)은 시험불안은 학령전기부터 발생이 되

는데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아동들의 성취가 부모의 기

대에 못미치는 경우에 부모들이 아동에 대하여 부정적

인 태도를 갖게되며 이동들은 부모의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내재화(internalization)하며 이러한 결과로 부

모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적대감은 아동에게서 죄의식을 낳게 되며 이

러한 적대감은 억압된다. 동시에 자신의 부모에 대한 적

대감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복수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위협을 느끼며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

하여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지나치게 하게 

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심한 불안을 경험하

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아동들은 지나치게 부

모에게 의존적이 되어 부모들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시험상황을 피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Hermans 

등31)은 시험불안이 높은 아동들의 부모는 문제해결을 해

야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기보다는 회피해 버

리는 경향이 높았으며 시험불안이 낮은 아동들의 부모

는 직접적인 답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스스

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Hill 등28)도 시험불안이 높은 아동들은 부모들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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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시험불안

이 낮은 아동들은 과거력에서 성공한 경험이 많으며 실

패를 피하기보다는 성공하려고 노력하며 부모들과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음에 비하여 시험불안이 높은 

아동들은 과거력에서 시험에 실패한 경험이 많고 이로 

인하여 부모와 부정적인 상호관계를 맺으며 시험에 자

신있게 응하기보다는 실패를 피하려는 방향으로 노력

한다고 하였다. 

시험 불안은 일정한 상태에 있지 않으며 발달학적인 

특성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 Sarason 등34)35)은 초등

학교 1∼2학년 학생 67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시행한 바 있는데, 2년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

뢰도(test-retest reliability)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상

관성이 있었으나, 4년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에 있

어서는 의미 있는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아 학년에 따라 

시험불안의 특성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인지적인 발달로 인하여 시험 상황에서 자

신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시험 불안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시험불안의 정도는 성별의 차이가 있다

는 연구도 있다. Hill과 Sarason32)과 Manley와 Rose-

mier36)는 5∼6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 

여학생들이 더 높은 시험불안을 보였다는 보고를 하였

다. 지능지수와 시험불안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발달학

적인 요소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Hill과 Sarason32)은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시험불안과 지능지수가 전혀 상

관성이 없었으나 2∼3학년이 되면 뚜렷한 상관성이 관

찰되며 5∼6학년이 되면 더욱 더 뚜렷한 상관성이 있

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시험 불안과 단서의 이용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은 시험 상황에서 단서를 얼마나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시

험 상황에서 단서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각성(arousal), 주의력(attention), 또는 추동(drive)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Easterbrook37), Kausler

와 Trapp38)은 행동의 방향이 일정할 때에는 추동이 증

가되면 단서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된다고 하였

으며, 단서의 중요성에 따라서 추동이 성취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또한 저해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Yerkes-

Dodson은 추동의 정도가 적당할 때에는 중요하지 않은 

단서는 무시하며 중요한 단서에 대하여만 주의를 집중

시키지만 추동이 너무 증가되면 중요한 단서에조차 주

의력을 집중시키지 못하며 또한 복잡한 일을 수행할 때

에는 많은 단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동의 정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 이상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를 

흔히 Yerkes-Dodson의 법칙이라고 한다. 

Kahneman39)은 주의의 용량한계 모델(limited ca-

pacity model of attention)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것

은 개인은 높은 각성상태에 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선

택적인 주의 집중이 이루어지지만 그 효율성은 떨어진

다고 하였다. 이것은 높은 각성상태에서는 단서를 사용

할 수 있는 집중력이 분산되며 이로 인하여 선택적인 

주의력이 장애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를 용량한

계 모델의 용어로써 설명한다면, 한 순간에 사용이 가

능한 주의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주의의 양은 다르며 지나치게 높

은 각성상태에서는 용량의 배치가 균형을 잃고 정확성

을 잃기 때문에 과제수행이 지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Wine7)은 시험불안이 높은 경우에는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행동(걱정, 염려, 자기비하 등)에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단서를 이용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성

취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낮은 시험불안의 학생들에 있

어서는 과제에 대한 주의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단서를 

이용하는 능력이 증가되어 성취도가 증가된다고 하였

다.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은 모두 욕구, 각

성, 또는 주의력과 단서의 이용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단서의 적절한 이용이 과제 

수행의 성취도와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시험 불안과 신체적인 반응과의 관계

에 관한 연구들도 있어 왔다. Mandler와 Sarason3)은 

시험 불안은 인지적인 요소와 신체적인 요소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 두 요소에 의하여“학습된 불안 추동” 

(learned anxiety drive)이 야기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시험 불안이 높은 경우에 자율신경계통의 각

성상태가 증가되며 이로 인하여 과제수행의 성취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Epstein40)도 과제수행의 성취도는 

항진된 자율신경계의 기능에 의하여 장애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Mandler(1975)는 자율신경계의 기능

항진보다는 인지적인 요소가 더 성취도와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는 보고를 한 바 있으며, Wine7)41)도 신체

적인 반응보다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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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Montgomery42), Holroyd43), Bistlime44)도 심장 박

동 수와 근육의 긴장도를 측정하여 알아본 결과, 이러

한 측정치가 시험 불안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을 구

별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시험 불

안에서 신체적인 반응의 정도는 그리 중요한 요인은 아

니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 입각

해볼 때 시험 불안이 높은 학생들이 신체적인 증상에 대

한 호소는 많이 하지만 실제 자율신경계통의 기능을 평

가해보면 시험 불안이 낮은 학생보다 더 자율신경계의 

긴장이 항진되어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과제 수행의 성취도에 있어서 신체적인 반응의 정도는 

그리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Becker45)는 시험 불안(test anxiety), 시험 스트레스

(examination stress), 그리고 학업성취(achievement)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 바 있다. 연구 결

과, 자신감이 높은 학생들은 시험 불안의 정도가 낮았

으며 따라서 성취도가 높았고, 자신감이 낮은 학생들은 

높은 시험 불안을 보이고 이에 따라서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여 시험불안을 야기 

시키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시행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

지고 시험 불안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시험 불안의 개념이나 현상론적인 

측면, 또는 시험 불안과 학업 성취간의 관계에 대하여 

집중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바와 같이 시

험 불안과 다른 정신병리간의 관계, 개인의 기질적인 

특성과 시험불안과의 관계 또는 가정환경과 시험불안

과의 관계 및 이러한 모든 변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시

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경로를 총체적으로 살

펴본 연구들은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에 연구가 이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 이

론들을 통괄함을 기본 목적으로 삼고 시행되었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불안은 우울증이 심할

수록 더 높게 나타나며, 상태불안이나 특성불안과도 긍

정적인 상관성을 갖는다. 또한 기질과도 긍정적인 상관

성이 있어 어렸을 때에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을수

록 청소년기에 더 높은 시험불안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

다. 자기개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신에 대하여 부

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시험불안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예측하였던 바와는 달리 가정환경은 시

험불안과 의미 있는 상관성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나 소 

척도별로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는 일부 소 척도에서 의

미 있는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태·특성불안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기

개념과는 모든 소 척도에 있어서 시험불안과 의미 있는 

부적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행동’,‘지적능력과 학교

적응상태’,‘신체적 특성’,‘불안’,‘행복감 및 만족감’ 

등 자기개념의 모든 소 척도에 있어서 시험불안과 의미 

있는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험불안과 기질과의 관

계에 있어서는 전체점수와는 의미 있는 관계가 관찰되

었으나 소 척도와는 의미 있는 상관성을 보여주지 못하

였다. 시험불안과 우울증과도 밀접한 관계가 관찰되었

다. 즉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시험불안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의 소 척도들인‘부정적인 

감정’,‘대인관계’,‘무능성’,‘쾌감결여’,‘부정적인 

자기개념’ 모두에서 의미 있는 상관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험불안이 우울증, 상태·특성불안, 기

질, 자기개념, 또는 가정환경 등의 요인과 밀접한 관계

가 있음을 보여주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관관계

에 대한 분석은 서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기

법이나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이에 변인들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고

찰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Fig. 1). 그 결과 

시험불안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변인들은 상태·특성

불안과 자기개념이었는데 상태·특성불안은 불안의 정

도가 높을수록 시험불안의 정도가 높았으며, 자기에 대

한 개념이 부정적일수록 시험불안의 정도가 높았다. 우

울은 상태특성불안과 자기개념을 통하여 시험불안에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질은 우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가정환경은 기질

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서의 연구는 종설로는“시험 불안의 개념과 이

론”46)이 있고, 시험 불안 평가척도의 개발에는 조수철2)

과 김문주47)의 연구논문이 있다. 이것은 시험 불안에 대

한 연구의 기본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수철2)은 서울시내 고등학교 남녀학생 696명을 대

상으로 하여 Spielberger의“Test Anxiety Inventory 

(TAI)”에 대한 신뢰도(reliability) 및 타당도 검증

(validity)을 시행한 바 있다. 신뢰도 검증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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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간의 간격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 반분법에 의한 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 

및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에 대한 검증을 시

행하였는데 모든 검증에서 신뢰도가 증명되었고 타당도

검증에 있어서는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시험불안의 요

인들을 규명하였다. 

또한 한국학생과 외국학생간의 시험불안의 정도를 서

로 비교하였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험 불안의 정

도가 외국에 비하여 의미 있게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시험불안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김광

부48), 김현숙49), 백선희50), 유영진51), 송숙희 등52)의 연

구가 있다. 송숙희 등52)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하여 시험 불안과 학업 성취도간의 관계를 연구하였

는데, 전체 12개의 과목 중에 특히 국어, 미술, 사회, 

음악, 실과 그리고 한문에 있어서 시험 불안과 성취도

간에 부적 상관관계(negative correlation)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험 불안이 과목에 따라서 다

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시험 불안에 미치는 태도

에 관한 연구로는 유경희53), 이좌찬54), 그리고 김문주55)

의 연구가 있다. 김문주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자율-통

제, 수용-거부, 보호-방임, 성취-안일의 4차원(dim-

ension)으로 나누어 시험 불안과의 관계를 연구한 바 

있다. 연구 결과, 부모의 성취 지향적인 태도는 높은 시

험불안을 야기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 하에서 

양육된 아동들은 낮은 시험 불안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

한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는 높은 시험 불안을 야기하고 

자율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는 낮은 시험 불안을 야기하

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가 무조건 좋은 시험결과를 

가져오도록 기대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높

은 시험 불안을 보일 수 있게 되므로 자녀의 능력을 충

분히 고려하고 격려해주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시험 불안의 임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들도 이루어

져 왔다. 최초의 보고로 한동세(1972)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중3병”,“고3병”이라는 진단명을 최초로 

사용하였고, 그러한 장애의 임상 증상들이 불안장애, 

전환장애, 우울장애, 비행, 주체성장애(identity disor-

der)등이 형태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이 후의 연구로는 백명기55), 김문주56), 그리고 

이영식(1991)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영식은 임상 

양상에 따라서 시험 불안을 5개의 아형(subtypes)으

로 나누었다. 즉, 첫째는“불안초조형”이다. 

이것은 예기 탈락불안으로 인하여 불안, 초조 증상과 

다양한 신체적인 호소가 주증상인 유형으로 가족의 과

잉기대나 본인이 일류집착증에 빠지는 경우, 입시실패

의 경험이 있는 재수생 또는 내향적 소심형에서 많이 

관찰되었다고 하였다. 두번째는“공허형”이다. 이것은 

시험준비로 인하여 그간 즐겨오던 취미나 친구관계 등

을 포기해야 하는 대상상실로 인해 허탈감에 빠지는 유

형으로 흔히 주체성혼돈, 약물남용, 등교거부, 가출 등 

청소년 비행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세번째는“탈진

형”이다. 이것은 무리하게 몰아치기식 공부를 하여 극

도로 탈진된 상태로 무기력증, 불면증을 호소하는 유형

으로 각성제를 남용하거나 수면리듬이 깨진 경우가 흔

하며, 대학입시를 통하여 자신의 내적갈등을 해소하려

는 보상심리가 흔히 동반된다고 하였다. 

네번째는“절망형”이다. 계속된 성적부진으로 인해 

열등감에 휩싸여 의기소침하며 자포자기에 빠져버리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부모의 기대가 높아 가정

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였다. 마

지막으로는“권태형”이다. 수험생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 단조로운 생활의 반복으로 인하여 hi-

ghway hypnosis현상과 같이 자신도 모르게 멍청하고 

무기력해지는 일종의 슬럼프상태이며, 대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므로 임상적

인 심각성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이영식의 이러한 보

고는 임상적인 증례들에 대한 기술적인 보고이나, 일부 

원인론적인 면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

에 따라서 치료적인 대책의 수립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험불안에 대한 이러

한 분류의 타당성(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

은 임상 증례들을 모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

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시험불안은 상태·특성불안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높으며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개

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시험불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변인은 시험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은 상태·특성불안을 매개로 하

여 간접적으로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며, 기질과 가정

환경은 우울을 매개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시험불안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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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험불안이 심하여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선 

상태·특성불안의 정도와 자기개념의 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치료의 일차적인 정신병리로 삼아야 하며 아

울러 우울의 상태, 가정환경 또는 기질적인 특성도 함

께 고려된 치료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에 있어서 시험불안에 치료에 대한 더 이상적인 방법을 

추가한다면 첫째는 일정한 입시제도의 확립이며 두 번

째는 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학벌이 아니라 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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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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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Test anxiety is a pervasive problem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While 
anxiety in test situations may actually facilitate the performance of some students, more often it is 
disruptive and leads to performance decrements. Over the past years, many child psychiatrists have 
become concerned with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est anxiety, but it is not clearly understood yet. In 
ord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est anx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depression, 
state anxiety, trait anxiety, temperament and family environment were examined. 

Methods：The Test Anxiety Inventory, Chidlren’s Depression Inventory, State-Trait Anxiety Inven-
tory, Temperamnet and Family Environment Scale Scale were administered to 576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he relationships between test anxiety and other measures were tested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to test the causal ra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Results：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est anxiety and depression, state anxiety, trait anxiety, 
temperament and family environment scale were 0.42(p<0.01), 0.34(p<0.05), 0.38(p<0.05), 0.36 
(p<0.05) and -0.23(p<0.01), respectively.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only state and trait anxiety 
had direct causal relationship with test anxiety. Depression, temperament and family environment 
were indirecly related with test anxiety. 

Conclusions：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level of state and trait anxiety are directly related with 
test anxiety, and other variables such as temperament, family environment and depression are 
indirectly related with test anxiety. Thus, in order to develop the effective methods for treatment, these 
psych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should be kept in mind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s are the 
levels of state and trait anxiety. 
 
KEY WORDS：Test anxiety·Psychopathology·Temperament·Famil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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