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시간압박과 목표수준설정이

과제불안과 성취에 미치는 영향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최  지  영









- i -

  록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시간압박 환경이 학생들의 

불안수 과 과제성취에 어떠한 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학생들 

스스로 목표 수를 설정하도록 하여, 목표 수 에 따라 불안과 성취에 

어떠한 향을 받는지에 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재 교육 환경 

안에서 학생들이 항상 시험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모든 경험을 통틀었을 때 가장 불안을 느끼는 겪는 경험이 시험이라는 

에서 학습자들의 정서  건강과 인지  성취를 이루기 해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 학교 환경 내에서 시험은 부정 인 정서 반응의 

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취 수 을 낮게 하고, 학습을 한 

동기마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학습자의 성장 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시간압박은 불안을 일으키는 표 인 환경 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간압박이 있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자는 불안과 스트 스가 

높아지는 반면 성취 수 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험과 과제에 한 학습자의 불안을 야기하는 환경 변인  

하나로 시간압박 변인을 설정하고, 시간압박이 있는 환경과 시간압박이 

없는 환경 속에서 학습자의 정서 , 인지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한, 학습자가 느끼는 과제나 시험에 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표수 설정’ 행동을 정하고, 과제에 한 불안과 성취수 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 다. 목표가 개인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에서 실험참가자들이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 을 

때, 자신의 목표 수를 달성하기 해서 스스로 목표에 한 헌신 

수 을 변화 시킬 것이며, 따라서 불안으로 인한 부정 인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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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고, 성취 수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측하 다. 

이를 해 실험 환경을 시간압박 환경과 시간압박이 없는 환경, 두 

가지로 나 어 설정하고, 시간압박 환경에 한 조작을 먼  수행했다. 

학습자들이 시간에 한 압박을 느끼도록 하기 해, 과제 안내 시,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을 강조하여 인식하도록 하 다. 한, 

과제를 푸는데 남은 시간을 지속 으로 문제 화면에 함께 노출하여 

학생들이 남은 시간에 한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했다. 

반면, 시간압박이 없는 환경 조작을 해, 과제 안내 시,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며 문제를 푸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을 

인식하도록 하 다. 그리고 시간압박 환경과 달리, 남은 시간에 한 

안내는 구두로 1회만 안내하 다. 환경 조작이 끝난 후에 본 과제가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하 다.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는 서울소재 A, B 

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C 학교,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D 학교 

남학생 189명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반별로 시간압박 환경과 시간압박이 

없는 환경에 무선 배정되었다. 실험에 사용한 과제는 학습자의 

특성변인인 과목에 한 효능감, 흥미, 수 의 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해 지능검사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1차 과제는 언어추론문항, 2차 

과제는 도형추론검사 문항으로 진행하 다. 각 차수별 과제가 종료된 

직후에 과제에 해 느낀 불안감을 측정하여 불안 변인 분석에 

활용하 으며, 과제 수를 성취 수 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한, 1차 과제가 끝난 후 학생들이 2차 과제에 한 목표 수를 

설정하도록 하여, 목표 수와 학생들의 불안과 성취 수 간의 계에 

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시간압박여부에 따라 학습자의 불안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취 수 의 변화에서는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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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 다. 추가 으로 목표수 설정 정도가 시간압박집단과 

시간압박이 없는 집단 학습자의 과제에 한 불안과 성취 수에 향이 

있는지 확인 결과 목표수  수를 높게 설정할수록, 학생들의 실제 

성취 수 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 목표수  설정 정도가 과제 성취 

수 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다. 반면, 목표수  설정 

정도가 과제의 불안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이 목표를 높게 설정할수록 성취에 정 인 

향을 확인 하 으며, 목표 수 을 높게 설정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교육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압박 환경이 학습자의 불안에는 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성취 수 을 해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시간에 

한 인식이 학습자 개인 인 특성이나 환경요인의 향을 받는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시간압박이 불안을 항상 상승시키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행 수 에 미치는 향은 기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시간압박 상황에서 성취 수 이 떨어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시간압박이라는 환경 변인이 학습자들에게 

심리  축을 주어 학업성취에 부정 인 향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확인 하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시간압박 상황에서도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한 목  지향  사고가 활발해 지는 

과정을 통해 불안에 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목표설정 행동이 과제성취 측면에서는 성취 수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목표 수 을 스스로 

높게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해서 목  지향  사고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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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압박이라는 교육  환경 내의 부정  요인을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 목표설정 행동이라는 정  행동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환경의 부정  향을 차단하고, 정 인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의 도움이 필요함을 제안하 다. 

주 요 어 : 시 간 압 박,  목 표 설 정,  시 험 불 안 ,  학 업 성 취

학   번: 2 01 2 -2 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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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  연 구 의  필 요 성   목

 교육 안에서 시험은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에

게 어떤 종류의 평가이든 모든 평가와 시험은 가장 두려운 것이며, 학교

에서 겪는 모든 경험을 통틀어 가장 불안을 야기하는 경험이다

(Owen-Yeates, 2005; Robinson, Alexander, & Gradisar, 2009). 더욱이 

우리 교육에서의 시험은 교육이 제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생들이 배

워야 할 내용을 충분히 잘 습득하 는지를 확인하기 한 시험이 아니

라, 평가를 통한 선발기능만을 강조하고 있어 학생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더 크다.

시험은 분명 교육의 매 단계마다 존재한다(Rana, & Mahmood, 2010). 

특히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시험이 가지는 무게는 더욱 커지고, 시험이 

가지는 력도 더욱 강력해진다. 그래서 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시험

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집단 속에 들어갈 수 있을지 결정 인 역할을 하

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같은 래의 학생들이 거의 다 평가를 받고, 

실력을 평가 받으며 각 학에 선발되기 때문이다. Zollar와 

Ben-chain(1990)은 우리 시 의 시험을 가리켜 “Test-conscious Age"라

고 표 하기도 하 다. 시험에 의해 결정되고, 시험에 의해 단되고, 시

험에 의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표 해 주는 말이다. 시험의 

순기능도 있지만(Amrein & Berliner, 2003a, 2003b), 시험에 자주 노출되

고, 시험에 한 스트 스가 심해진다면 시험으로 인한 부정  효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표 인 시험으로 인한 부정  효과로 시험불안을 

들 수 있다. 시험불안은 학습장면에서 학생들의 부정 인 정서를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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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사용할 수 있는 표 인 심리변인(신종호, 진성조, 2013; Cizek & 

Burg, 2006)으로, 시험불안으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Salend, 

2011). 시험불안으로 힘들어 하는 학습자들이 증가한 원인에는 시험이 

우리 사회에서  더 요해지게 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시험은 직

장을 구하는 사람들도 한번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 되었고, 교

육 로그램에 참가하기 해서도 시험에 통과해야 가능한 일이 빈번해

졌다. 이 게 시험의 결과가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서  불안으

로 인한 부정  향이 증가하게 되었고, 시험불안 역시 특정 종류의 불

안으로서  더 사회 인 문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Cizek & Burg, 

2006; Zeidner, 1998). 

특히 학교 환경  요인 에서 학교의 분 기는 학습자들의 시험불안

을 측하는데 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존 연구를 통해서 학

습자들이 높은 시험불안을 나타내는 환경을 확인해 보면 래들과의 비

교 환경이 가장 시험불안을 많이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sh, 

1987).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우리 교육 실은 학생들로 하여  높은 시

험불안을 느끼게 하는 환경임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처음에는 시험불

안을 느끼지 않더라도 평가 환경에 계속 으로 노출이 되면,  성취 

수 은 낮아지고, 학습을 하고자 하는 동기마  감소한다는 (Hancock, 

2001)에서 시험불안을 야기하는 부정  효과를 일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들이 요구된다. 시험불안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과도 련이 

있으며, 학습자가 시험불안을 높게 느낄수록, 학교생활에 응하기가 어

려워지는 것으로 밝 져 있다. 특히 시간압박은 불안을 일으키는 표

인 환경 변인으로(Hernandez, Menchaca, & Huerta, 2011)로 시간압박 

상황 속에서 학습자는 불안과 스트 스와 같은 부정  정서가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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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수 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shcraft & Kirk, 2001;  

Tohil & Holyoak, 2000). 하지만 시간압박은 학습 상황에서 평가와 련

하여 항상 존재하는 요인이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실제 인 학습자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시험불안의 부정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우수경, 김기 , 2013).

목표는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의 원천으로(신종호 외, 2012), 학

습자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목표 내용에 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 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다양한 수행 략을 탐색하고 노력과 

몰입의 과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최선의 행동을 하게 된다

(신종호 외, 2012; Locke & Latham, 1990).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

는 학습자들은 수행과정에 집 하게 되고, 일련의 계획과 행동, 노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며 성취 수 도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st 

& Thorn, 2001).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수 이 높을수록 성취 

수 도 상승되는 것이 일반 이다(Boekaerts, 2002; Moriarity, Pavelonis, 

Pellouchoud, & Wilson, 2001; Schunk, 2003).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학습자에게 분명하고 도

이어야 하는 동시에,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수 의 목표를 설정하

는 것이 요하다. 학습자가 목표에 해서 부정 으로 생각하게 되면 

목표에 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성취 수 도 떨어지기 때문

이다(Bandura & Locke, 2003; Latham & Pinder, 2005). 

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 설정하

는 과정에 참가할 때 성취 수 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riffee & Templi, 1997; Locke & Latham, 2002; Mento, Steel, & 

Karren, 1987;  Tammemagi, O'hara & Maglieri, 2013). 학습 상황에서 

부분의 학습자들은 교사에 의해, 사회  기 에 의해 부여된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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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습자 자신이 목표를 

선택하게 되면 학습자의 동기 수 도 상승하고, 목표를 성취하 을 때에

도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Moeller, Theiler, & Wu, 2012). 

하지만 정서 으로는 정해진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

감을 느끼게 되면 목표의 존재로 인하여 불안감과 스트 스가 커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한다(Locke & Latham, 1990; Nebeker, 1987). 

하지만 이러한 부정  정서의 결과는 부분의 연구에서 학습자에게 목

표를 부여한 상황에서의 정서  반응을 확인한 결과로 나타난 결과이며, 

실제로 학습자 스스로 선택한 목표에 한 정서  반응의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한 부정 인 학업 련 정서와 학업성취에 있어서 선택한 

목표의 효과와, 선택한 목표가 학업성취와 정서  반응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동시에 확인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서 그 

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지 까지 시험불안과 련한 연구들은 부분 시험불안 자기보고식 검

사 도구를 통해 측정하여, 자아존 감, 부모의 양육태도, 내-외 통제소재, 

완벽주의 특성, 부정  상 인지 특성 등의 련 심리 변인과의 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부분이었다. 연구 상에서도 학습부진아를 상으로 

하거나, 학습우수아를 상으로 하는 등 일반 학생 체를 상으로 한 

연구 보다는 극단  수 에 있는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보

고되었다. 

시험불안을 감소시키기 한 방법에 한 연구에서도 역시 임상  장

면에서 활용하는 로그램에 한 검증, 학습 략 훈련, 뇌 호흡 수련, 

상담 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상담, 클래식 음악 청취와 같은 학습 

외의 활동과 훈련을 통해서, 학교 밖에서 시험불안을 감소하기 한 처

치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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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목표를 설정하는 행동과 목표의 수 이 실제 

시험불안의 부정  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하

는 과정을 통해 학습 장면에서 시험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한 목표설정이라는 학습과 긴 한 계에 있는 행동을 

통해 시험불안이라는 부정  정서를 극복하고, 실제 학업 성취를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험불안으로 인한 부정 인 정서 , 인지  

향을 감소시키고, 학습자들의 정서 인 안정과 함께 학업 성취를 향상시

킬 수 있는 방법으로 뚜렷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함으로써 시간압박과 시

험으로 인한 부정  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학업성취 수 에 맞는 목표 설정 방법을 도출하여 

실제 학교 장에 용할 수 있는 교육  시사 을 도출한다. 

이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 압박이 

있는 환경에서 학습자가 시험불안을 낮추고, 과제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

는 목표 수 이 어떤 것인지를 밝  학습자에게 무조건 으로 향상된 목

표 설정이 학습자의 정서에 바람직한지, 교육 으로 효과 인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목표설정 수 을 밝  학습 장면에

서 인지 , 정서 으로 향을 미치는 시험불안의 부정  측면을 완화할 

수 있을지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둘째, 학습 환경의 차이를 고려한 학습

자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 압박이 크고, 

학습자의 정서  불안이 높은 환경에서 향상된 목표 수 을 설정 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시간 압박이 없는 환경에서는 학습자에

게 하는 ‘그 로’ 하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

고 학습 환경에 따라 효과 인 목표 설정에 한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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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 문 제

본 연구의 목 은 “시간압박과 목표수 설정이라는 변인이 과제에 

한 인지와 정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를 실험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환경 변인으로 시간압박의 유-무를 통해 구분하 고, 

개인 변인으로 목표수 을 어느 정도 높게 설정하는지를 구분하여 

학생들의 과제성취와 과제불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다. 주요 연구목 과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시간압박이 학습자의 과제에 한 불안과 성취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목표수 설정 정도가 학습자의 과제에 한 불안과 

성취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시간압박과 목표수 설정의 상호작용 효과가 학습자의 

과제에 한 불안과 성취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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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요  변 인의  설 정  정의

 본 연구에서는 시간압박 상황과 목표수 설정 정도가 학습자의 

과제불안과 성취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시간압박, 

목표수 설정, 과제불안, 과제성취도를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주요 변인들에 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  시 간 압 박(T i m e -P re ssu re )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잘 해내고 싶은 생각과 과제의 요성이 합쳐져 

성취에 한 압박(Pressure)이 발생한다(Baumeister, 1984; Hardy, 

Mullen,&Jones, 1996). 이 때 물리 인 시간을 제약 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과제에 필요한 시간이 불충분 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시간압박(Time Pressure)이라고 한다(Beilock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환경 변인으로 시간압박의 유-무로 설정하 다. 과제성취 

수 의 비교를 하여 과제 해결에 주어진 물리 인 시간은 10분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되, 첫째, 과제수 과 과제 해결을 해 주어진 시간의 

충분한지에 한 인식을 조작하 고, 둘째, 과제에 할당된 시간  남은 

시간에 한 인식 조작하기 하여 변화하는 시계 타이머의 노출을 

달리하여 시간압박 상황과 시간압박이 없는 상황을 조작하 다. 

나 .  목 표 수 설 정(G o al  S e tti n g  L e v e l )

목표의 유형과 목표 수 에 따라 학습자의 불안정도와 과제 성취 

수 에 큰 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과제가 종료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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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과제를 수행하기 , 2차 과제에 한 목표 수 구간을 선택하고, 

구체 인 수를 도록 하여 학습자의 목표설정 수 을 확인하 다.  

다 .  시 험 불 안 (T e st an x i e ty ) 

시험불안이란 인간이 겪는 여러 불안  하나의 종류로 시험불안을 

통해  시험상황이나, 는 유사한 상황(학습자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인지 , 정서 ,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상을 

이야기 한다(Cizek & Burg, 2006). 본 연구에서는 시험불안의 수 이 

매우 높은 학습자 뿐 아니라, 정 수 , 낮은 수 의 학습자들이 모두 

학교 교육 안에서 시험을 치고, 시험에 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Embse & Hasson, 2012), 일반 인 학생이 느끼는 과제에 한 

불안 정도를 시험불안으로 정의하고 연구에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시험(과제)을 앞두고, 시험을 치르는 동안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정서  변화를 확인하고자, 과제 수행  학생 

개개인이 기본 으로 가지고 있는 시험불안을 사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 1차, 2차 과제를 수행한 직후 동일한 설문 문항에서 ‘시험’을 

‘과제’ 상황으로 바꾸어 과제에 한 불안을 측정하 다. 시험불안과 

과제불안을 측정하기 해 Spielberger, Gonzalez, Taylor, Anton, 

Algaze, Ross, Westberry(1980)가 만든 시험불안검사(Test Anxiety 

Inventory: TAI)를 한국 문화에 합하게 최진승(1989)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총 3번의 과제불안 는 시험불안을 

측정하 으며, 과제 수행 (사 측정), 1차 과제 수행 직후(1차 과제), 

2차 과제 수행 직후(2차 과제)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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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과 제 성 취 도

본 연구에서 과제성취도에 한 조작  정의는 연구 참여자가 기록한 

과제 정답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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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 론  배 경

  1 .  시 험 불 안 의  개 념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과제와 시험을 하면서 평가 상황에 

노출된다. 이러한 과제와 시험을 경험하면서 학습자는 자신의 성취 

수 을 높이기 해 노력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의 효과가 더 커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정 인 효과와 함께 

학습자들의 정서 , 신체 , 인지 으로 향을 미치는 부정 인 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표 인 부정  향이 바로 시험불안이다 

(Zeidner, 2007). 특히 20세기 반 이후  세계 으로 시험에 

집 하는 문화가 만들어 지면서 시험불안은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 까지 많은 향을 미치게 되었고, 인들의 문제로 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Hembree, 1988; Sarason, 1980, Schwarzer & Jerusalem, 

1992; Spielberger, 1972; Tobias, 1992). 특히, 한국의 경우 

Zeidner(1998)의 국가별 시험불안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인도, 이탈리아. 요르단과 함께 시험불안 수 이 50  이상 되는 국가  

하나로서 매우 높은 수 을 보이고 있다.

시험불안은 시험을 치르는 동안 평가 경험과 련하여 겪게 되는 

정의 인 불안상태, 우려하는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pielberger & 

Vagg, 1995). 이러한 정의의 제는 이 불안 상태로 인하여 학습자의 

학업 성취, 학업 능력을 하시키고 학습결과가 능력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Elliot & McGregor, 1999; Hodge et al., 

1997; Zeidner & Schleyer, 1998; Zohar, 1998). 따라서 시험불안은 

시험의 수행에 있어서 교육의  단계에 존재하는 주요 방해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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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Birenbaum & Gutvirtz, 1993). 이처럼 시험 불안은 학습자의 

심신의 안정과 학업 수행 모두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따라서 

이러한 부정  효과를 이고, 학습자들의 정신  건강의 회복, 그리고 

학업성취 수 의 향상을 해서 교육  심이 필요하다(Cole et al., 

1999; Hodge et al., 1997;  Kendall et al., 1990; Meyers et al., 1987). 

시험불안은 한 다차원 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학 , 심리 , 

행동  반응으로 시험이나 평가 상황 비슷한 맥락에서 부정 인 결과나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상이다(Zeidner, 

1998). 많은 이론  모델들이 시험불안을 설명하기 해서 만들어 

졌는데,  욕구이론  근 모델(Mandler & Sarason, 1952), 인지주의  

모형, 간섭모형(Sarason, 1972; Wine, 1971),  학습기술결핍모델(Chapell 

et al., 2005; Culler & Holahan, 1980; Kirkland & Hollandsworth, 1980), 

자기조 모델(Carver & Scheier, 1989), 교류모형/처리모형(Spielberger 

& Vagg, 1995) 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하나의 모델로 

시험불안과 련 있는 많은 요인들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Zeidner, 

1998) 측면이 많은 동의를 받고 있다. 

시험불안과 련된 연구는 시 의 흐름에 따라 연구의 방향과 내용도 

조 씩 변화해 왔다. 1960년 에는 Liebert 와 Morris(1967)가 밝힌 

‘걱정(worry)’ 상태와 ‘감정(emotionality)’ 측면에서의 시험불안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다. ‘걱정(worry)’은 시험불안의 인지  측면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시험과 련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 내용, 

인지 방식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시험불안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걱정(worry)’ 이 많은 학습자들은 시험과 련하여, 특히 시험 

결과에 좋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하여 걱정이 지나치게 

많고, 그러한 걱정들로 인하여 시험 성취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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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과정에 하여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 시험불안의  다른 

구성요인으로는 ’감정(emotionality)’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는데, 

이 요인은 인지  요소인 ‘걱정’ 과 다르게, 시험을 앞두고 비하는 

동안, 시험을 치르는 동안 학습자가  자동 으로 느끼는 불안과 긴장, 

정서의 상태에 해 많은 설명을 해 주었다.

  1970년 에는 Spielberger(1972)가 제안한 특성으로서의 

시험불안(trait anxiety), 상태불안(state anxiety)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임신일, 박병기, 2013). Spielberger(1972)는 시험불안을 

상태불안(State anxiety)과 특성불안(Trait anxiety)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개념을 분리하 는데, 특성불안은 한 개인이 지난 경험과 불안을 

경험했던 기억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비슷한 정도와 

빈도로 느끼는 불안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상태불안(State anxiety)은 

특성불안과 다르게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 일시 으로,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 불안을 의미한다. 와 같은 정의에 따라 Spielberger는 

시험불안을 ‘상황-특수  불안’ 이라고 정의하면서 시험불안이 높은 

학습자들은 걱정과 자기 비하 인 사고방식, 정의 으로나 심리 으로 

흥분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일시 으로 불안의 상태가 매우 높게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하 다. 한 그는 시험불안의 ‘감정’ 요소도 

인지  요소인 ‘걱정’과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성취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면서 두 요소가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각기 

다른 과정에 하여 설명하 다. 인지 이론에서는 ‘걱정’의 요소가 

학습자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과정에 하여 강조한다. 하지만 

Spielberger가 제안한 ‘특성-상태 불안(Trait-state anxiety theory) 

이론에서는 ‘걱정’과 ‘감정’ 요소 두 가지 다 성취에 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감정’ 요소는 시험과 련 없는 정의  반응을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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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하여 학습자의 불안을 더 크게 느끼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 다. 이와 련하여 Wine(1971)은 시험 불안으로 인해서 성취 

수 이 낮아지는 학생들은 주로 ‘걱정’과 련하여 시험 치는 동안 겪는 

인지  경험이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자기 비하 인 사고방식, 과제와 

련 없는 생각들이 시험불안 학습자들이 성취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하 다(Wine, 1971). Sarason(1972)  역시 시험 성취도와 련하여 ‘걱정’ 

요소의 부작용에 해 비슷한 설명을 제안하 다. 시험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찰한 결과 시험 불안이 낮은 학습자에 비해 자기 심 이고 

자기 비 인 면이 높다는 것을 밝히며, 이러한 ‘걱정’의 특성이 

시험에서의 성취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 다.

  1990년 에는 시험불안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에 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한 시험불안과 련 있는 다양한 심리변인과의 계에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하나로 시험불안과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목표유형과의 계에 한 연구도 이루어 졌는데, 목표지향이론과 

련해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유형  수행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 더 높은 시험불안을 느낀다는 련성이 밝 지기도 

하 다(Middleton & Midgley, 1997). 

상황 특수  불안의 특성은 어떤 선행 사건이 있어서 불안 특성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 게 상황 특수  불안을 학습자가 가지도록 

하는 요소는 ‘걱정’ 요소와 ‘감정’ 요소도 함께 일으킬 수 있다는 에서 

Spielberger(1995)는 시험불안의 4요소 모델을 제안하 는데, 4요소는 

2가지의 인지  요소(걱정, 시험과 련 없는 생각), 2가지의 

정의 -심리  요소(긴장, 신체  증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류과정 

모델(transactional process model)을 통하여 개념  틀을 통해 

시험불안에 향을 주는 시험 스트 스를 분석하고 정보처리과정과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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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에 부정 으로 작용하는 ‘걱정’과 ‘감정’의 부작용에 해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 다. 한, 시험불안이 다른 형태의 

사회  평가 불안(수학, 스포츠, 컴퓨터 불안 등)과 유사한 특성을 

공유한다는 사실도 확인하 다(Bodas & Ollendick, ,2005; Zeidner, 

1998). 걱정은 인지 인 측면으로 시험을 칠 때나 수행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생각들, 자신에 한 부정  생각들이 연구의 심이 

되어 왔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이 각각 성취에 미치는 향에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Benson and Tippets 1990; Hong 2001; Hong 

and Karstensson 2002; Liebert and Morris 1967; Schwarzer 1984; 

Zeidner and Nevo 1992).

  2000년  들어서는 시험불안과 비교문화 연구와 함께 성차 연구,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불안 등의 연구가 이루어 졌다(Chapell et al., 

2005; Peleg-Popko, Klingman, & Nahhas, 2003; Powers, 2001). 동시에 

역 특수  능력과 련한 시험불안, 특성으로서의 

시험불안(특성으로서의 걱정, 특성으로서의 감정)이 개별 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고, 시험불안과 성취의 계, 과목별 시험불안, 지각된 시험 

난이도와 상태-시험불안과의 련된 연구도 이루어 졌다(Hong & 

Karstensson, 2002). Lowe et al.(2008)이 제안하는 이  심리 사회 

모델(Biopsychosocial model)에 따르면 시험불안은 개인 내  특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개인내  특성이라 

함은 인지  능력, 학업 능력, 시험 치는 기술 등을 의미하는데 이 

특성들의 공통 은 학습자가 지각한 시험에 한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이다. 이런 특성들의 수 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시험 

상황에서 불안을 강하게 느끼기도 하고, 게 느끼기도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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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시험 결과에 해서 다른 학습자 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되고, 다른 학습자들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해 보면서 

스스로 시험 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Cassady & Johnson, 

2002) 시험을 망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게 지속 으로 

self-focus된 심리 상태에서 평가에 한 불안으로 인해 성취 수 의 

하가 나타난다(Panayiotou & Vrana, 2004). 평가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를 하거나, 거울을 보고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학습자가 

자기 자신에 해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면 수행의 하로 이어지는 

것이다(Dollinger, Greening, & Lloyd, 1987). 하지만 self-focus 

환경이더라도, 학습자가 평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리고 과제의 난이도 수 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평가 상황을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고, 과제의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취 수 이 떨어졌지만, 과제의 난이도가 쉬운 경우에는 self-focus 

환경의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anayiotou & Vrana, 2004).  

시험불안은 특히 학습자 에서 주의 집 력이 떨어지는 학습자들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증상을 보이는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50% 이상이 치료가 요구되는 시험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 다(Lewandowski et al., 2013; Nelson, Lindstrom, & Foels, 2014).

시험불안에서 남-녀 성별차이는 비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부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시험불안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andalos et al., 1995; Cole et al., 1999, Chorpita et al., 1998; 

Hodge et al. 1997; Hembree, 1988; Locker, 2004; Lonigan et al., 1999; 

Volkmer & Feather, 1991; Zeidner, 1990). Locker(2004)의 연구에서는 

등교육에서 학생들이 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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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부정  정서, 우울, 자아존 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 다. 그 결과 여학생의 경우 시험을 앞두고 

높은 불안과 부정  정서를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시험을 얼마 안 남겨둔 시 에서도 정 인 정서와 높은 

자존감을 보여주었고, 반면 우울과 불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모두 시험불안에서의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 으며, 동일하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시험에 해서 높은 

불안감을 느끼고, 시험불안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부정 인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horpita et al., 1998; Cole et al. 

1999; Hodge et al, 1997; Lonigan et al.,, 1999). 흥미로운 은 학교 

종류별로 학습자의 시험불안을 비교하 을 때, 여학생만 있는 학교에서 

가장 시험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공학 학교 유형이 

시험불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녀공학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시험불안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ocker, 2004). 

학교 별, 학년별 시험불안의 차이에 한 연구 결과는 상반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시험불안을 높게 

느끼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조 씩 감소하는 경향도 

있지만(Pekrun & Frese, 1992),  국내연구에서는 학교에서부터 

입시교육에 한 스트 스가 시작되고, 성 을 서열화 하여 상 인 

비교로 인하여 스트 스가 심해지는 상이 고등학교까지 지속 되면서 

학생과 고등학생이 실제로 느끼는 시험불안의 수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수경, 김기 , 2013). 특히 같은 별 

학교( 등, 학교, 고등학교) 내에서는 학년의 변화와 시험불안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horpita et al., 1998; Lon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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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9). 

사회학습이론(Smith, Arnkoff & Wright, 1990)에서는 시험불안이 

인지, 자기개념, 자기효능감, 통제 가능성 차원, 동기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본다. 통제 가능성 차원의 경우, 통제 가능성 차원을 외부에 

두는 학습자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나, 그로인한 결과들이 자신이 조 할 

수 있는 능력 밖이라고 생각한다(Weiner, 1986). 따라서  시험불안의 

통제 가능성 차원이 내부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 훈련을 통해서 

시험불안이 감소할 수 있다.  Preiss et al.(2006)에 따르면 8개 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해 시험불안과 학업  자기효능감, 학업 행동, 학업 

지연행동 간의 계를 확인한 결과 시험불안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  

자기효능감이 낮으며, 시험불안과 학업기술 사이, 시험불안과 학업  

지연 사이에서 부  상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불안과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개념과도 련성을 보면, 

시험불안에 있어서 지각된 학업  능력이 낮을수록 부정 인 감정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Hodge et al., 1997).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각된 학업  능력과 

교사의 객  평정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시험불안이 높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행능력을 평가 하여 지각하고 있음을 

밝혔다(Cole et al., 1999). 이는 주로 여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이며, 

남학생들의 경우 반 로 시험불안은 낮게 나타나고 자신의 지각된 

능력의 평가 수 은 실제 교사의 평정 결과보다 과 평가 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시험불안이 높은 학령기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학습자 스스로 지각하는 능력이 낮을  경우, 지각된 실패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andura et al., 1999; Cole et al., 1999; Hodg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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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7; Kendall et al., 1990; Meyers et al., 1987; Putwain, 2009). 

한 학습자들을 임의로 지각된 능력이 높은 학습 상황, 지각된 능력이 

낮은 학습 상황에 처하게 하 을 때도 마찬가지로 낮은 지각된 능력 

상황의 학습자들이 평가 상황에서 성취수 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2007). 학습자들의 지각된 능력 수 이 낮은 상황에서는 

평가 상황의 부정  효과만이 나타나 학습자들의 자기개념이 부정 으로 

바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련의 연구 결과를 통해 시험불안과 

학업  자기개념 간의 한 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해서 Zeidner와 Schleyer(1998)는 학업 으로 

자신감을 게 느끼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기 도 함께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이 시험 불안을 높이게 

되고 결과 으로 수행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Bandura와 동료들의 연구(1999) 역시 인식된 사회  효능감과 학업  

효능감의 요성에 해 밝히면서, 인식된 효능감이 학생들의 우울, 학업 

성취, 사회  행동 문제 등에 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Steele와 

Aronson(1995) 의 경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행에 한 부정 인 

고정 념들이 수행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고, Osborne(2007)은 

부정 인 고정 념을 생각하는 학습자들이 불안이 증가하고, 학업 수행 

수 은 하되는 것을 밝히기도 하 다. 

와 같이 학습자가 자신에 한 부정  믿음이나 잘못된 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기 인 스트 스로서 시험 성취수 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만, 장기 인 스트 스 차원에서는 부정 인 상 인지 

신념이 부정 인 자기개념을 유지 시키면서 시험불안이 장기화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Putwain, Woods, & Symes, 2010; Van, 2007). 

자기 자신의 개념 뿐 만 아니라, 과제, 시험에 해 학습자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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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치도 시험불안과 련성을 가진다. 시험불안이 역 특수 인 

학습 효능감(domain-specific academic efficacy)(Zohar, 1998)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과목이나 과제에 한 학습자의 지각 내용이 

학습자의 시험불안을 이해하기 해서는 요하다(Selkirk, Bouchey & 

Eccles, 2010).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과목에 한 기 와 학습자가 

느끼는 불안에 한 연구는 수학 과목을 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Meece et al., 1990; Wigfield & Meece, 1988). 연구 결과 수학에 

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일수록 수학 과목에 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igfield & Meece, 1988). 과목에 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한 기 감, 그리고 지각된 가치 각각은 과목에 

한 불안의 다른 요소와 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서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불안과 부 인 련성을 나타내었다(Meece et al., 1990; 

Selkirk, Bouchey & Eccles, 2010). 

학생들에게 요한 사회  변인인 요한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에 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도 시험불안과 련성을 가진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험에 한 불안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요한 타인(부모님, 

선생님, 래 등)으로 부터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특히 

요한 타인으로 부터의 평가가 부정 인 내용일 경우, 혹은 그들의 

기 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utwain, 2009, 2011; Putwain, Woods, & Symes, 2010).

시험불안의 부정 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표 인 자기개념인 자아존 감(self-esteem)을 

올려주는 방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Green-berg et al.(1992)는 

정 인 피드백을 통해 자아존 감을 상승시켰을 때, 학생들이 불안을 

게 느끼며, 불안이 가져오는 부정  효과에 해서도 anxiety-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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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자아존 감이 다른 련 

불안의 효과를 여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French, 1968; Lipsitt, 

1958; Rosenberg & Simmons, 1972) 시험불안에 해서도 효과를 

확인하 다. 반 로 학교 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과 스트 스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정 인 내용의 말들이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유발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수행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처럼 (Putwain, 2009; 

Putwain & Roberts, 2009), 학생들의 불안을 낮추기 해서는 부정 인 

반응 보다는 정 인 격려와 반응을 통해서 자아존 감을 올려 주는 

방법이 더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부정 인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학생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두려움에 한 믿음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Field, Argyris, & Knowles, 2001; Field & Lawson, 

2003, 2008). 

 다른 방법으로는 긴장이완훈련(relaxation training) 등을 통하여 

시험불안의 부정 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방법(King et al., 1998), 

심리교육, 단계  노출 기법, 인지  재구조화, 학습방법 훈련 등이 

효과 으로 시험불안을 이기 해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비용 인 

측면의 효율성과 실시의 용이성 등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로그램 개발도 되고 있다(Pless, 2010). 한, 색깔을 이용해서 심리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기도 하 다. 시험 치는 교실의 

색을 랑색, 녹색, 흰색으로 구분하 을 때 실제 불안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교실의 색에 따라 불안 

수의 평균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 다(Smajic et al., 

2013). 이와 같이 시험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고, 실제 그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도 있지만, 효과가 미비한 연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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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등교육 상인 학생들을 상 로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다양한 로그램들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Ergene, 2003). 

시험불안을 학생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해서는 근본 으로 

학생들이 평가에 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악하고, 잘못된 내용이나 

부 응 인 내용은 수정해 주어야 한다. 평가를 받아들이는 측면은 크게 

4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가장 요한 것. 평가가 학습을 도와주기 

한 목 이라는 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Olsen & 

Moore, 1984; Pajares & Graham, 1998; Peterson & Irving, 2008; 

Stralberg, 2006). 한 평가가 학습자 자신의 능력이나 미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 능력을 측정하기 한 것이라는 을 인식하도록 해 

주어야 하며(Peterson & Irving, 2008), 학습자가 시험이 주는 정서  

향, 심리  안정감에 주는 향을 알고 있고, 그 향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래 학생들에게도 미친다는 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시험에 한 불안감에 극 으로 처할 수 있다(Cowie, 2009; Moni, 

van Kraayenoord, & Baker, 2002; Pekrun et al., 2002; Weeden, Winter, 

& Broadfoot, 2002). 마지막으로 평가가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부정 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삶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며, 더 요한 것은 

계속 으로 학업에 한 노력을 하면서 배움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Moni et al., 2002; 

Peterson & Irving, 2008; Walpole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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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 간 압 박과  시 험 불 안 의  계  

시간압박은 학습자가 시험이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시간  

제약으로 인하여 심리 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Beilock, 

Kulp, Holt & Carr, 2004). 시험을 수행하는 환경에는 시험 수행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 인 

요인들에는 모국어의 특징도 반 되어 있기도 하고(Baumeister, 

Twenge, & Nuss, 2002), 부정  피드백의 향이나 시간 압박이 

주어지는지(Sternberg & Grigorenko, 2001), 학습자의 능력과 기본 인 

특성  어느 에 맞추어 칭찬이 주어지는지(Mueller & Dweck, 

1998) , 목표가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어떤지(Van Yperen, 2003) 

등이 있다. 이러한 환경 요인들의 조작에 따라 학습자가 시험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은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시험상황에서는 

학습자가 느끼는 불안이 성취에 직 , 간 으로 향을 다는 

에서 시간압박과 불안의 한 연 성을 확인할 수 있다(Van 

Yperen, 2007)

시간압박과 수행간의 계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시간압박은 성취에 

부정 인 향을 주는 연구가 많은데, 더 정확한 측을 해서는 

학습자의 특성과 함께 시험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업장면이나 

시험을 치는 환경에서 시간을 인식하는 것은 학업성취 수 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먼  명시 인 

시간제한의 효과에 한 연구는 Van Houten과 Thompson(1976)의 

연구로 수학문제를 푸는 동안의 명시 인 시간의 효과에 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시간에 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문제를 정확하게 응답한 개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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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 후로 명시  시간 개념에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명시 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시험에서의 성 이 

향상됨을 밝히기도 하 다(Rhymer et al., 1998; Rhymer et al., 1999). 

이는 시간에 한 개념이 주 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하나의 시간 단 를 어떻게 느끼는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특정 시간에 한 인식이 학습자 마다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Dougherty, Mathias, & Marsh, 2003). 

Plass와 Hill(1986)의 연구에서는 일상 인 시간 압박 상황에서의 평가 

결과와 시간 압박이 없는 경우(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원하는 만큼 

사용하는 경우)의 성취 결과를 비교 하 다. 실험 결과 불안수 이 

높더라도 성공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과제를 푸는데 있어서 시간압박이 

있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더 정확하게, 주의 깊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 다.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은 시간 

압박 상황과 불안이 높은 환경에서라도 성취 수 을 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반면 불안 수 이 높고, 실패 경험이 많은 

학습자의 경우 시간 상과는 다르게 시간에 한 압박이 심한 환경과, 

성취 수 이 낮게 나올 것 같은 환경에서 성취결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Plass와 Hill(1986)은 그에 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불안수 도 높고, 

실패 경험도 많은 학습자의 경우, 일반 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측이 

가능한 환경 보다는, 실패하기 쉽다고 생각되는 환경에서 더 압박과 

불안을 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하 다. 학습자가 실패하더라도, 

그 결과에 한 비난을 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실패에 한 

불안의 향이 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험불안의 

향을 확인하기 해서는 학습자의 기존의 성공경험 는 실패경험과 

실패에 해 느끼는 두려움의 양상, 수 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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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같은 시간압박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남학생의 경우에는 불안수 이 

낮은 학생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불안수 이 높은 학생이 성취수 이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남-여 간의 차이도 나타나기도 한다. Hill과 

Eaton(1977)의 연구에서는 시간압박 환경에서는 불안 수 이 높은 

학습자가 성취 수 도 낮게 나타났다. 반면 시간제한이 없는 경우는 

불안 수 이 높은 학습자가 에 뛰게 성취 수 이 높아졌다. 과제 수행 

에 1분마다 시간을 알려주는 방법의 효과성에 한 연구에서는 

제한시간 30분 동안 시간을 알려 주지 않은 집단 보다 1분마다 알려  

집단이 완료한 문제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명시 인 시간 안내의 효용성을 확인한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 가지로 과제 완료 비율에서는 시간을 자주 알려 

주는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hymer et al., 1998; Rhymer 

et al., 1999). 

쓰기 과제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 경우와, 시간 압박을 

느끼도록 한 경우의 학생들의 수행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최소 

수행기 을 통과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압박에 한 인식이 향이 

없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할수록, 학생들은 쓰기 과제 결과가 

향상되는 경향을 보 고, 스스로의 쓰기 결과물에 한 평가를 하 을 

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할 경우에 훨씬 더 스스로 목표 수 을 높게 

설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Hernandez, Menchaca, & Huerta, 

2011). 이를 통하여 시간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수행 

결과에 해 재수정 과정을 통해 수행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학생들의 

내  목표 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lark 과 Rhymer(2003)의 연구에서는 명시 인 시간 안내가 



- 25 -

반복되는 환경이 학생들로 하여  과제 수 을 더 어렵다고 느끼도록 

하 고, 스트 스와 피곤함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 다. 

시간을 반복 으로 인지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과제에 집 할 수 

있는 인지  에 지를 시간에 한 생각에 소모하게 되었고, 남은 

시간에 해 신경을 쓰면서 인지 으로 더 피로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기본 으로 시간압박은 학습자들에게 시간에 

한 긴장감, 스트 스, 불안을 느끼게 하면서 학업성취 수 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만, 부정  향의 정도는 성별과 불안수 , 그리고 성취 

수 의 기 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른 시간압박 연구에서는 문제해결을 한 가설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지를 시간압박과 시간압박이 없는 환경에서 비교 연구를 한 결과 

시간압박 집단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생각해 내는 가설의 

수가 어들었고, 정보에 한 인식도 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Alison 

et al., 2013). 이는 Ask 와 Granhag(2005)의 연구에서 조사 들이 

시간압박을 받으면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에 부합하는 가설들만 

찾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시간압박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빨리 하지 못하는 불안감에 사고의 유연성은 

사라지고 문제의 답 찾기에만 해지는 경향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시간압박 상황에서 수행에 실패하거나 성취수 이 낮아지는 

이유를 ‘자기 심이론(self-focus theory)’ 는 ‘명시  모니터링(explicit 

monitoring)’ 이론과 ‘집 방해(distraction theories)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Beilock et al., 2004). ‘자기 심이론’ 는 ‘명시  모니터링’ 이론 

에서는 수행에 련된 압박이 심해지면 불안감이 높아지고, 따라서 

불안한 마음에 수행 과정에 집 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목표 수 을 

넘어서기 해 노력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성취 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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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측한다. 반면 ’집 방해이론‘에서는 압박이 

강해지면 작동기억의 처리 능력을 정신  압박이 차지하게 되어 

학습자는 과제도 수행하고, 압박도 견뎌야 하는 이 과제를 안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압박 환경에서는 성취 수 이 하될 것이라고 

측한다(Beilock & Carr, 2001; Lewis & Linder, 1997). 

자기 심이론(Self-focus theory)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보면 자기의 

골  퍼 실력을 녹화하여 보는 환경에서 가장 성취 수 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Beilock & Carr, 2001). 

 다른 연구에서는 수학에 한 불안 정도를 측정하여 불안이 높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를 나 어서 과제에 한 스트 스와 압박 수 과 

성취 수 을 비교하 다. 그 결과 가장 압박과 스트 스를 높게 느낀 

집단의 학습자들이 상태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수행 

결과에서는 압박이 은 시험에서 항상 압박이 높은 시험 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Ashcraft & Kirk, 2001). 

시간압박 환경은 시험이나 과제 상황에서 항상 존재하는 요인이다. 

학습자들 에서도 시험불안이 높은 학습자들은 특히 시간압박의 

부정 인 향을 더 크게 느끼고, 그로 인한 부정 인 결과도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간압박 환경 안에서 불안과 

스트 스,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학습자들이 부정 인 결과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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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 습 자 의  목 표 와  시 험 불 안 과 의  계  

 

 가 .  학 습 자 의  목 표  설 정과  학 업 성 취  

 

  목표는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에 한 내  표상으로(Austin & 

Vancouver, 1996),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신종호 외, 2012). 목표를 통해 학습자는 과제에 한 동기를 가지고 수

행 략을 세우고, 노력과 몰입의 과정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행

동하게 된다(신종호 외, 2012; Locke & Latham, 1990). 목표가 수행에 

미치는 원리를 보면 목표가 분명한 학습자들은 자신의 주의력을 목표 내

용으로 집 하고, 목표에 집 하여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목표를 성취할 

때 까지 인내력을 가지고 목표를 성취하기 하여 지속 으로 노력하게 

된다(Locke et al., 1981).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행동하

을 때의 여러 수행 결과들과의 계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으나, 

학습상황에서 학생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지, 목표 설정 수 과 실제 

성취 수  간에는 어떤 계가 있는 지 등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Moeller, Theiler, & Wu, 2012). 

목표 설정(goal setting)은 학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겪게 되는 과제  

수행 시험수행 등에 한 양 , 질  기 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Locke & Latham, 1990, 2002). 학생들이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목표를 이루기 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 수 이 올라가고, 

목표를 달성하기 한 일련의 계획과 행동, 노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며 성취 수 이 높아진다(Locke & Latham, 2002; Pintrich & 

Schunk, 1996, 2003; West & Thorn, 2001). 

Locke와 Latham(1990)의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목표를 선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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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을 밝히고 있는 데, ‘목표 선택’ 과 ‘목표 

헌신도’에 따라서 목표의 설정이 달라진다. 여기에서 목표선택이란 

개인이 얻으려고 노력하는 실제 인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학습자가 노력하는 정도에 한 선택을 의미하는 것으로(Pintrich & 

Schunk, 1996), 학습자가 목표를 높게 설정한다는 것은 성취하고자 하는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신이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목표 헌신도는 목표에 

한 학습자의 애착과 열정, 굳은 결심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학습자의 

의지 인 측면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행동은 목표를 이루기 한 일련의 행동 과정에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와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라 측할 수 있다. 

  목표설정의 수 과 수행간의 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목표를 설정하

는 것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 보다, 그리고 설정한 목표의 수 이 

낮을 때 보다는 목표 수 이 높을수록 성취 수 이 높게 나온다는 것으

로 밝 져 있다(Boekaerts, 2002; Griffee & Templi, 1997; Lock & 

Latham, 1990; Moriarity, Pavelonis, Pellouchoud, & Wilson, 2001; 

Schunk, 2003). 이는 난이도 기능(goal difficulty function) 이라고 하며 

여러 실증  연구들을 통해서 목표의 난이도와 수행 간의 정 인 상

계를 통해 뒷받침 되고 있다. 하지만 요한 것은 단순히 목표를 수립하

는 것만으로는 성취 수 을 향상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Schunk, 2003).  

목표 수 과 학습자의 성취 수  간의 계에서 가장 요한 것은 성취 

수 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목표는 학습자에게 분명하고, 도 이어야 

하는 동시에(Latham & Pinder, 2005; Locke & Latham, 1990, 2002) 개

인이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 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Bandura & Locke, 2003). 목표에 한 부정 인 생각은 성취 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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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 목표에 해서 정 으로 생각

하고, 목표 수 에 해서도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할 때 불안이 낮

아지고, 성취는 향상될 수 있다(Christopher & Lehman, 2008). 

  하지만 목표 설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취 수 을 높이기 해서는 반

드시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수립하는데 참가해야 한다.(Azevedo, 

Ragan, Cromley, & Pritchett, 2002). 참여 목표 이론에 따르면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그 지 않은 경우 보다 성취 수 이 더 높

아진다(Locke & Latham, 2002; Tammemagi, O'hara & Maglieri, 2013). 

하지만 실제 교육 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부분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에 따라 공부를 하게 되며, 따라

서 개개인의 흥미에 따라 성취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실이다(Marzano, Pickering, & Pollock, 2001). 부분의 경우 사

회 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거나, 교사에 의해 목표가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교사에 의해 설정되는 목표는 학생들의 수 을 과 평가 

하여 목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학생들의 실제 목표 수

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Boekaerts, 2002). 학생들의 실제 목표 수

보다 높은 목표가 주어질 경우, 학생들은 획득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여 

과제 수행을 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간에 포기하게 될 가능성

이 높아진다(See, Heath, & Fox, 2006 ; O’Hora and Maglieri, 2006).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경우 더 실제 이고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Bellanca & Fogarty, 1991; Moriarity 

et al., 2001 재인용). 한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 을 때, 학생

들의 동기 수 도 상승하고, 과제에 하여 느끼는 가치도 상승할 수 있

다. 한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에 과제가 더 유

목 이 되며 과제를 성취하 을 때도 학생들 스스로 더 많은 성취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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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다(Moeller, Theiler, & Wu, 2012). 

나 .  학 습 자 의  목 표  설 정과  시 험 불 안   

 

학습자의 목표 설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개인-개별  

요인으로는 이  수행 경험, 실제 능력, 자기효능감, 귀인성향, 과제가치, 

기분 등이 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사회-환경  요인으로는 

집단규 , 집단목표, 래집단과 같은 집단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권 의 

특성과 목표를 가 정해 주느냐, 는 수행 의 피드백의 특성에 

따라서도 목표 설정이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다(Pintrich & Schunk, 

1996).

목표 설정이 잘못 이루어질 경우 목표 수행과 정서  불안 사이에서 

부정 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목표가 수행하는 사람의 가치와 

상반되는 내용일 경우, 부정 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목표의 기 을 

제시해 주는 것 자체로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평가에 한 불안을 

느끼게 하는 부정 인 측면이 있다. 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성공으로 인식하여 정 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패로 인식하여 수행하는 사람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을 상실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은 

유의해야 할 이다(Locke & Latham, 1990; Tammemagi, O'Hora, & 

Maglieri, 2013). 

실제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압박감이 수행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연구를 보면, 목표가 분명하고, 세분화 되어 명확하게 제시될수록 

사람들이 압박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Latham, 2003). 이는 

도 인 목표가 없는 경우 보다 압박감이 크며, 어려운 목표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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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감을 크게 받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목표의 성공과 실패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 실패에 하여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어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압박감이 커지는 것으로 밝혔다(Umstot, 

Mitchell & Bell, 1977).

목표설정을 통해 느끼는 불안은 정서  반응으로 목표설정 자체만으로 

불안감과 스트 스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밝 졌다(Locke & Latham, 1990). 그 에서도 시간압박은 사람들에게 

압박감과 스트 스를 크게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Hernandez, Menchaca, 

& Huerta, 2011) 주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과제를  집단과 

충분히 풀 수 없는 과제를  집단을 비교하 을 때, 시간압박이 강한 

집단이 긴장감이 높게 나타났고, 정서 인 분노와 화도 더 많이 느끼며 

신체 으로는 심장박동수가 빨리 뛴다고 알려져 있다. 목표를 설정하기 

에 충분한 훈련기회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불안의 

향이 달라질 수 있다(Bandura. 1986). 

특히, 시험불안과 목표설정 수 을 직 으로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하지만 시험불안은 자기효능감과 부 인 상 계를 나타내는데( Preiss 

et al., 2006),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 목표의 획득 가능성을 

스스로 높게 지각하고,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도 목표 달성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한다는 (Locke & Latham, 

2002)에서 시험불안이 낮은 학습자가 높은 목표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목표와 시험불안에 한 연구는 다른 시험불안 연구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밝 야 할 부분이 더 많이 남아있다(Selkirk,  

& Eccles, 2010). 시험불안이 학습자가 평가 상황이 자신의 지  

능력이나, 자신의 동기 수 , 사회  능력을 과하는 평가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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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게 될 때 발생(Putwain, & Symes, 2010) 한다는 에서 학생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목표 수 을 학생의 능력과 비교 하 을 

때 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시험불안의 수 도 달라질 수 있다. 

시험불안과 목표 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부분은 목표 

유형과의 계이다. 목표의 유형을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성취 목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험불안과의 계를 확인해 왔다. 성취목표는 

학습자가 학업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목표 유형을 

의미한다(Elliot, 2005). 숙달목표(mastery goal)와 수행목표(performance 

goal)는 목표의 내용을 기 으로 구분하고, 근(approach) - 

회피(avoidance) 두 가지 차원으로 다시 나 어 총 4가지의 

목표유형으로 분류한다(Elliot & McGregor, 2001). 시험불안과 가장 

련을 보이는 목표 유형은 수행목표로 타인을 심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행동이 불안과 한 련이 있음을 보여 다.

학습자의 목표와 시험불안의 계에 해 밝힌 연구를 살펴보면, 

Elliot과 McGregor(2001)은 계  계층 모델(hierarchical model)을 통해 

성취 목표와 수행 사이의 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상태 불안(State 

TA)이 개념 인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상태불안(State TA)은 수행회피 목표에 향을 주는데 수행회피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가 시험 상황에서 부정 인 결과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실패할 가능성에 해서 

생각하면서 낮은 과제 성취 수 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수행회피 

목표는 상태 불안을 측하는 요인이고, 반면 상태불안은 수행회피 

목표와 성취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변인으로서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수행회피목표와 시험불안 사이의 연 성은 시험 유형에 계  

없이 선다형 시험에서도, 에세이형 시험에서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 33 -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가 부정 인 결과에 한 기 가 낮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이 드는 시험 환경에서는 불안이 낮아질 수 있다. 

 Hagtvet & Benson(1997) 의 연구에서도 시험불안은 수행목표 에서

도 수행회피 목표를 가진 학습자에게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시험불안

의 원인  하나인 정보처리 방해 모델에서 인지  실패에 한 두려움

이 수행회피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불안의 수 도 더 높아 지는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수행회피 목표와 시험불안의 

한 련을 나타내고 있고(Elliot & McGregor, 2001; Pekrun, Elliot, & 

Maier, 2006; Tanaka, Takehara, & Yamauchi, 2006), 수행 근 목표와 

시험불안의 련성은 유의하지 않거나, 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lliot 

& Church, 1997; Middleton & Midgley, 1997; Sideridis, 2005). 목표유형 

에서 숙달목표와 시험불안은 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lliot & Church,1997; Middleton & Midgle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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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 험 불 안 과  학 업 성 취 와 의  계

시험불안은 학습에 있어서 진 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방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Pekrun, 1992; Schwarer & Jerusalem, 1992). 이러한 

정 , 부정  역할 사이에서 과제의 난이도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성취수 이나 유능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시험불안은 부정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과제의 난이도가 

낮다면 시험불안은 진 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학습자의 

성취수 이나 유능감 측면에서는 성취수 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불안이 

더 나은 성취를 가져올 수 있는 진 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Spielberger, & Vagg, 1995).

시험불안은 체 으로 학업에 있어 부정 인 향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많지만(Berk  & Nanda, 2006; Cizek & Burg, 2006; Peterson 

& Irving, 2008; Stralberg, 2006) 시험에 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정 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암묵 으로 평가에 한 두려움이 

생기면 학생들의 동기 수 이 높아지고, 학업에 많은 에 지를 

투자하면서 성취 수 이 상승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실패에 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 인 결과들을 피할 수 

있게 된다(Amrein & Berliner, 2003a, 2003b; Davies, 2004; Harber, 

2004). 하지만 이러한 정 인 효과도 시험불안 수 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성취 수 은 결국 떨어지게 된다(Chapell et al., 2005; Putwain, 

2008). 

Spielberger(1966b, 1972a)는 불안은 비교  변화 가능한 상태로서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히기도 하 고,  

교실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특성이 상호작용 하여 학생들의 시험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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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가 변화하는 것을 밝힌 연구도 있다(Pintrich & Schunk, 1996). 특히 

교실환경의 경우 시험불안에 향을 미치는 학교 환경요인 에서 가장 

요한 요인으로, 학습자들이 시험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는 환경을 

확인한 결과 래들과의 비교가 자주, 많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불안 수 이 가장 높아졌다. 이를 통해 상 인 비교, 

사회비교가 유발되는 환경이 시험불안과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Marsh, 1987). 뿐만 아니라 학교 분 기는 학업성취수 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기도 하다(Opde nakker & Van Damme, 2007; 

Stewart, 2007). 따라서 한 학교 환경에서 래 불안이 학습자에게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 , 사회  시험불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면 

그 학교의 분 기를 측할 수 있도록 해 다(Friedman & 

Bendas-Jacob, 1997). 따라서 시험불안을 개인내  특성으로서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불안 수 을 낮춰 주어 성취 수 을 

올릴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방안, 교육 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교실 환경에서 학습자들 사이에 건강한 긴장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시험불안과 성취 간의 계에 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지만 체 으

로 공통된 연구 결과는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성취가 같은 능력의 불안

이 낮은 학습자 보다는 낮게 나타난다는 이다(Chamberlain & 

Spalding, 2011; Hembree, 1988; Seipp, 1991). 한 시험불안으로 인하여 

개인의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부정  향을 물론, 학습자가 자신이 가지

고 있는 잠재능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Keogh et 

al., 2004). 따라서 시험불안으로 인하여 학업성취를 방해하는 면을 여

주거나 없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요하다. 불안이 개인 내  

특성으로서 쉽게 변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으나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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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험불안의 부정 인 향을 이고 성취 수 을 올리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Ergene, 2003; Gregor, 2005; Pintrich & Schunk, 1996). 

시험불안에 한 처치 연구에서 처치 방법의 수에 따라 단일처치, 

복합처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지 치료나 기술결핍 근과 같은 단일 

처치 방법의 개입은 주로 시험 불안을 낮추는 반면 학습방법 훈련과 

인지  기술훈련을 함께 하는 경우와 같은 복합 인 근 방법은 불안의 

정도를 낮추어  뿐만 아니라, 학업 수행은 향상 시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rgene, 2003; Gregor, 

2005). 

시험불안과 학업성취와의 련성은 여러 이론과 연구들에서 인지  

요소와의 계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시험불안으로 인하여 인지 으로 

방해 요소가 생기면서 작동기억의 에 지를 소모하게 되고, 여러 학습 

과정에서 효율성이 해된다는 것이다(Owens, Stevenson, & Hadwin, 

2012; Owens, Stevenson, Hadwin, &Norgate, 2014).

Chamberlain과  Spalding(2011)의 연구에서는 시험불안을 시험  

불안(pre-exam anxiety)과 시험 당일 불안(exam-day anxiety)로 차별화 

하 는데 실제로 시험불안을 감소하기 한 처치들이 학습자들의 

시험불안을 낮추는데 효과 임을 밝히기도 하 다. 시험을 비하는 

과정과 시험을 치는 동안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밝 졌는데 시험을 

비하는 과정에서는 불안이 인지  노력과 집 력을 방해하는 면이 

컸다. 하지만 시험을 치는 동안에는 불안이 수행을 좀 더 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 다.

Hancock(2001)의 연구에서는 개인특성과 교실 환경의 상호작용을 

밝히기도 하 는데, 시험불안이 높은 학생은 교실의 평가 분 기, 평가 

압력이 높을수록 성취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험불안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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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교실 평가 압력이 높을수록 성취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학습자들 에서 시험불안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 환경에 한 민감성이 높고, 학습 상황에서의 경쟁에 

더 민감한 학생이라는 을 밝히기도 하 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 

수 에 상 없이 평가의 이 높은 환경에서는 학생들의 성취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평가 상황에서  성취를 보이는 연구 결과는 Van 

Yperen(2007)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자기 능력에 해 낮게 

지각하는 조건에서는 평가 상황의 부정  효과가 나타나 성취 수 이 

낮아진다는 을 밝히기도 하 다. 

시험불안과 성취 련 연구에서 요한 변수  하나는 학습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취에 한 기 이다. 특정 과목에 한 자신감이 있고,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이 있으면 불안 수 이 낮게 

나타나지만, 기  수 은 높으나, 자신의 능력에 한 기 가 낮다면 

불안을 많이 느끼게 되고 성취 수 도 낮아진다(Selkirk & Eccles, 

2010). Harter(2003)의 연구에서도 과목별로 자신감이 있고,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이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과 자기가치가 낮아질 때 불안과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 졌다. Crocker와 Knight(2005)의 연구에서도 자기가치가 강하지만, 

실제 성취가 낮을 경우 심리  부 응 문제(불안 등)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이 불안으로 인하여 학습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제능력과 

잠재능력을 평가 상황에서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문제는 시험 자체에 

한 타당도도 해치게 된다(Cizek & Burg, 2006; Zeidner, 2007). 따라서 

시험에 한 개정작업이나, 불필요성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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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시험의 시행과 해석, 그리고 평가의 기능을 하기 해서는 

학습자의 불안에 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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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가 설  

본 연구에서는 환경  변인(시간압박)과 개인  변인(목표설정수 )이 

학습자의 불안정서와 과제성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각각의 변인을 설정하여 실험을 설계하 다. 선행연구에서 밝 진 바와 

같이 시간압박은 학습자의 동기(Elliot & McGregor, 1999;  Elliot & 

McGregor, 2001;  Hagtvet & Benson, 1997; Pekrun, Elliot, & Maier, 

2006; Tanaka, Takehara, & Yamauchi, 2006; Selkirk,  & Eccles, 2010),  

정서(Beilock,Kulp, Holt ,& Carr, 2004; Hill & Eaton, 1977), 

성취(Ashcraft & Kirk, 2001; Tohil & Holyoak, 2000)에 향을 미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압박이 학습자가 과제를 푸는 

상황에서 불안 정서를 높이고, 과제 성취 수 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 하 다. 하지만 학습자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자 개인의 부정  정서  특성(Pekrun, 1992; Schwarer & 

Jerusalem, 1992), 인지  제약(Pintrich & Schunk, 1996)을 극복할 수 

있다는 에서  시간압박으로 인한 부정  환경 변인을 학습자의 

목표설정 수 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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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시간압박이 학습자의 과제에 한 불안과 성취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시간압박 환경에서 학습자의 과제에 한 불안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1-2. 시간압박 환경에서 학습자의 과제에 한 성취수 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2.  목표수 설정 정도가 학습자의 과제에 한 불안과 성취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목표수 설정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과제에 한 

불안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2-2. 목표수 설정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과제 

성취수 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시간압박과 목표수 설정의 상호작용 효과가 학습자의 과제에 

한 불안과 성취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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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방 법

1 .  연 구  참 여 자

서울소재 A, B 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C 학교,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D 학교에 재학 인 학생 1～3학년 248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 이  검사에 설문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16명과 

과제를 성실하게 풀지 않은 10명을 제외하 다. 그리고 사례수의 남-녀 

비율에서 남학생이 45.5%, 여학생이 3.6%로 여학생의 비율이 

상 으로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고 남학생 총 189명을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 다. 여기에서 제외된 학생은 설문문항에서 하나의 보기에 

일 으로 응답한 경우, 실험 진행  컴퓨터 오류로 응답을 단한 

경우, 인터넷 오류로 응답에 문제가 생긴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에 한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 집단별 연구 참가자 정보 

남자 체

사례수 % 사례수 %

시간압박없는환경 101 53.4 101 53.4

시간압박환경 88 46.6 88 46.6

체 189 100 18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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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 험 설 계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 단 로 실험 상황에 무선배정(random 

assignment) 되었으며, 1) 시간압박이 없는 집단(통제집단), 2) 

시간압박집단 두 개 조건 가운데 하나에 배정되었다. 

시간압박이 없는 집단과 시간압박집단은 동일하게 사 설문에 응답한 

후, 과제에 한 안내를 받은 후 1차과제와 2차 과제를 수행하는 동일한 

차를 따랐다. 1차과제와 2차과제의 문항 내용도 언어추론검사, 

도형추론검사로 각각 동일하게 구성하 고, 과제 수행 시간도 10분으로 

동일하게 제한하 다. 하지만 집단 구분을 해 시간압박집단에는 

학생 평균 과제 수행 시간이 15분이라고 안내하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 시켰다. 그리고 과제가 시작된 직후부터 과제 제한시간인 

10분이 종료되는 시 까지 시간압박집단에게는 ‘10:00’부터 ‘00:00’까지  

단 로 어드는 타이머가 과제 화면 상단에 계속 나타나 있도록 

하 다. 각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는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불안감을 평가하도록 하 다. 반면 시간압박이 없는 

집단에서는 학생 평균 과제 수행시간이 7-8분 이라고 안내하고 

시간이 충분함을 인식시켰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한 안내는 구두로 

1회만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압박이 없는 집단과 시간압박집단에서 반복 측정한 

1차, 2차 과제에 한 성취수 과 과제 직후 느낀 불안감을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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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 정 도 구

가 .  사 검 사   

1 ) 자 기 효 능 감  

자기효능감은 시험불안과 학업성취에 향을 미친다(Rana, & 

Mahmood, 2010). 따라서 자기효능감을 사  측정하여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학습 상황에서 시험이나 과제를 해결할 때 

느끼는 불안과, 과제 성취 수 에 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자 일반 학업상황에서의 학업  자기효능감을 

측정하 으며(Selkirk & Eccles, 2010), 문항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한국교육종단연구’ 5차년도 자기조 설문지 문항 5의 9)부터 

12)까지의 문항을 활용하 다. 이 문항은 PISA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설문문항으로서 어려운 문제에 한 학업  자기효능감, 

선생님이 제시하는 복잡한 내용에 한 학업  자기효능감, 과제물에 

한 학업  자기효능감, 배운 내용의 사용과 활용에 한 학업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있다. 문항은 4  척도이며,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신뢰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 ) 성 취 목 표 지 향 성

성취목표지향성이 시험불안과 과제의 성취에 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Elliot & McGregor, 1999; Pekrun, Elliot, & Maier, 2006; 

Tanaka, Takehara, & Yamauchi, 2006), 사 설문을 통하여 측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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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 다. 성취목표지향성 척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한국교육종단연구’ 5차년도 자기조 설문지 

문항 3의 1)부터 12)까지의 문항을 활용하 다. 이 문항은 숙달 근, 

숙달회피, 수행 근, 수행회피 각 목표 당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  척도로 이루어졌다. 신뢰도 분석결과 숙달 근, 숙달회피, 

수행 근, 수행회피 각각의 문항신뢰도(Cronbach's α)는 숙달 근α=.70, 

숙달회피α=.76, 수행 근α=.77, 수행회피α=.74로 나타났다.  

나 .  시 험 불 안 / 과 제 불 안

본 연구에서 시험불안/과제불안을 측정하기 해 사용한 척도는  

Spielberger, Gonzalez, Taylor, Anton, Algaze, Ross, Westberry(1980)가 

만든 시험불안검사(Test Anxiety Inventory:TAI)를 최진승(1989)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 다. 5  평정척도(5-point rating item)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  그 지 않다” 1 , “거의 그 지 않다” 2 , 

“보통이다” 3 , “ 체로 그런 편이다” 4 , “매우 그 다” 5 으로 

채 하며 높은 수를 받으면 일반 인 시험불안이 높고 낮은 수는 

불안이 낮다고 해석하게 된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불안의 인지  측면(Worry), 

정서  측면(Emotionality)을 각 10문항씩 측정하고 있으며, 하 척도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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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시험불안검사의 하 척도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 척도 문항번호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걱정 3,5,7,9,10,12,13,14,17,19 .90

정서성 1,2,4,6,8,11,15,16,18,20 .89

체 .94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시험불안의 문항신뢰도(Cronbach's α) 는 .95이다. 

문항의 시는 아래와 같고 체 문항은 <부록>으로 별도로 

제시하 다.  

<표 3 > 시험불안/과제불안 측정 검사도구 문항 시

문항
해당하는 정도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시험을 치는 동안 긴장되어 마음을 안정

시키기 어렵다

시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곧 마음이 느

하지 못해 어쩔  모른다.

시험을 치면서 시험성 이 걱정되어 문제

가 잘 안 풀린다.

다 .  시 험 과 제  

본 연구에서 과제는 총 2번, 1차과제와 2차과제로 나 어서 

제시되었다. 과제는 지능검사 유형  언어추론검사를 1차과제로 사용 

하 고, 2차 과제는 도형추론검사를 사용하 다. 1차과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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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추론검사는 총 2개의 트로 이루어 졌으며, 단어  검사 16문항, 

언어공통성 검사 16문항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언어추론검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성검사 문항  언어추론검사 문항을 활용 

하 다. 2차 과제는 도형추론검사로 1차 검사와 마찬가지로 총 

30문항으로 이루어 졌으며,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에서 제작한 

WISC-IV 검사 역  행렬추리 문항을 활용하 다. 각 과제는 30문제 

에서 정답을 맞힌 개수로 과제성취를 측정하 다. 각 문항의 시는 

다음과 같으며 체 문항은 <부록>으로 별도로 제시 하 다. 

아래의 <보기> 에서처럼 그 계를 알아내야 할 단어 이 제시되고 다음

에 5개의 단어 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보기>의 단어 과 가장 유사한 

계를 갖는 단어 을 이 5개 에서 골라야 합니다. 단어 사이의 계는 

소( , 첼로 : 바이올린), 인과( , 질병 : 병균), 소유( , 부리 : 새) 등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십시오. 

<보기> 

용암 : 화산 

(1) 얼음 : 물 (2) 별 : 하늘 (3) 건강 : 운동 (4) 망치 : 수선 (5) 피 : 상처 

[그림 1] 1차 과제 언어추론검사  단어  문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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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보기>에서처럼 제시되어 있는 5개의 단어 에서 비슷한 공통 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낱말을 골라서 번호에 체크를 하는 문제입니다. 

5개의 단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2개의 단어 번호 앞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십시오. 

<보기> 

(1) 풀 (2) 보리 (3) 과자  (4) 나무 (5)  

[그림 2] 1차 과제 언어추론검사  언어공통성 문항 시

당신은 <보기>의 그림을 보고 다섯 개의 보기 에서 빠진 부분에 들어갈 

가장 합한 그림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십시오. 

<보기> 

[그림 3] 2차 과제 도형추론검사 문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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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 험 차

모든 실험은 PHP, HTML, JAVA로 작성한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웹 서버는 apache서버를 이용하 고, database는 mysql을 사용하 다. 

사 설문부터 과제안내, 과제수행, 과제채 , 목표설정, 시간압박 조작, 

과제종료까지 모든 내용을 컴퓨터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보면서 

진행하 다. 실험은 각 학교 교내 컴퓨터실에서 한 학 씩 집단으로 

시간압박집단, 통제집단에 무선배정(random-assignment)하여 

진행하 다.  학생들은 개인당 한 의 컴퓨터를 사용하 으며 연구자는 

컴퓨터실 앞에서 빔 로젝트를 통해 실험 화면을 보이게 한 후, 

안내사항을 달하 다. 

실험은 로그램 순서 로 동일하게 진행하 다. 한 단계가 끝나고 

다음단계로 끝날 때 마다 인증번호를 넣도록 하여 한 학 의 모든 

학생이 한 단계가 끝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인증번호를 넣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설계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 1～2명이 혼자 

앞서서 실험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 고, 학생들이 지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한 설문문항에 해서는 

모든 문항에 답하지 않을 경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하 으며, 안내문이 있는 페이지에서는 안내문을 읽었다는 확인 칸에 

체크를 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안내문을 함께 보면서 구두로 다시 한 번 

안내하는 과정을 거쳤다. 실험 진행은 연구자와 보조연구자 1인이 함께 

진행하 으며, 학생들의 질문에 개별 응답하고, 학생들의 응답의 

성실성을 함께 모니터하 다. 각 학 의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인솔과 

통제를 하면서 함께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은 수업시간 45분 내에서 

진행하 으며, 로그램을 이용한 실험이 종료된 이후, 연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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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실 빔 로젝트를 통해 실험에 한 사후안내문을 보여주고 

실험에 한 소개와 사후안내를 진행하 다. 

실험에 한 안내는 서울 학교 인지창의성센터에서 학생들을 

상으로 인지처리능력검사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된 능력 검사를 

이용해 국 학생을 상으로 인지처리능력을 측정하고 있다고 안내한 

후, 사 설문을 시행하 다. 

사 설문이 종료된 후, 1차 과제에 한 안내와 함께 시간압박 조작이 

이루어 졌다. 처치별로 주어진 시간과 학생 평균 소요시간을 달리 

안내하고, 과제의 시문항을 함께 보면서 문제 푸는 방법에 한 

설명을 진행하 다. 

시간압박집단의 경우, 학생 상 검사를 시행하 을 때 검사소요 

시간 평균이 15분이 걸렸으나, 이번 검사에서는 10분의 제한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을 목 으로 하며 10분 동안 화면 상단에 남은 

시간을 계속 제시하여 보여  것이라고 안내하 다. 효과 인 시간압박 

조작을 하여 안내문에서 시간에 련된 내용은 붉은 씨로 제시하고, 

시간제한에 한 인식을 상기시켜 주기 해 안내가 종료된 후, “ 학생 

평균 몇 분이 걸린다고 했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분이라고 했지요?” 라고 재확인 하여 시간압박에 한 조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 다. 

시간압박이 없는 통제집단의 경우, 학생 상 검사를 시행하 을 때 

검사소요 시간이 평균 7～8분이 걸렸으나, 이번 검사에서는 제한시간을 

10분으로 늘렸다고 안내하고 역시 시간압박에 한 인식을 상기시켜 

주기 하여 시간압박집단과 동일하게 시간에 한 재확인 과정을 

거쳤다. 시간압박이 없는 통제집단의 경우라도, 일반 인 학습상황, 

시험상황에서 시간에 한 제약이 존재하고, 시간에 한 안내도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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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을 감안하여, 과제 종료 시간 3분  남은 시간을 1회 

안내하 다. 

연구에 활용된 시나리오는 아래 [그림 4], [그림5] 와 같다. 

[그림 4] 시간압박집단 안내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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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통제집단(시간압박 없는) 안내 시나리오 

[그림 6] 시간압박집단 남은 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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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과제 문항의 수와 제한시간은 사 에 학생 60명을 

상으로 일럿 테스트를 통해 한 문항의 수와 제한시간을 

검하여 확정 시행하 다. 

1차과제가 종료된 이후, 1차 과제를 푸는 동안 느낀 불안감에 한 

설문조사를 마치면 1차 과제 채  결과가 수로 안내되도록 하 다. 

학생들은 1차 과제 수 확인 후, 연구자가 제시한 규 표를 기 으로 

2차 과제에 한 목표 구간을 선택하고, 목표 수를 함께 기입하도록 

하 다. 1차 과제 수 확인과 2차 과제 목표 설정 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1차 과제 검사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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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차 검사 목표 설정 

이후 이어지는 2차 과제에서도 1차과제와 동일한 순서로 안내하여 

실험을 진행하 으며, 2차 과제를 푸는 동안 느낀 불안감에 한 

설문조사를 끝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실험 과정은 모두 종료 

되었다. 이후 실험에 한 사후안내를 진행한 후 모든 실험과정은 

종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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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안 내  (2 분 )


사 설 문  (5 분 )


1 차 과 제  안 내   시 간 압 박 조 작  (3분 )


1 차 과 제  수 행  (1 0분 )


1 차 검 사  후  불 안 정서  측 정 (3분 )


1 차 검 사  결 과  안 내   2 차 과 제  목 표 설 정 (1 분 )


2 차 과 제  안 내   시 간 압 박 조 작  (3분 )


2 차 과 제  수 행 (1 0분 )


2 차 검 사  후  불 안 정서  측 정(3분 )


실 험 종료   실 험 에  한  사 후 안 내  (5 분 )

[그림 9] 실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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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분 석 방 법

본 연구에서는 시간압박이 학습자의 과제에 한 불안과 성취에 

미치는 향을 목표설정 -후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기 해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시행하 다. 목표설정 

인 1차 과제에 한 불안, 목표설정 이후인 2차 과제에 한 불안을 

개인-내 변인(within factor)으로 설정하고, 시간압박유무를 개체-간 

요인(between factor)으로 설정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하 다. 

다음으로 1차 과제 수, 2차 과제 수를 개인-내 변인으로, 설정하고, 

시간압박유무를 개체-간 요인으로 설정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하 다.

추가 으로 목표수 설정 정도가 시간압박집단과 시간압박이 없는 

집단 학습자의 과제에 한 불안과 성취 수에 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해 계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 다. 

시간압박여부를 더미변수로, 목표 수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시간압박상황, 시간압박이 없는 상황 각각에서의 학습자의 불안 수와 

과제성취 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계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이 

때, 시간압박여부가 가지는 향력을 통제하기 해 회귀분석 1단계에 

시간압박여부를 투입한 후, 2단계에 학습자가 설정한 목표 수를 

투입하여 인과차원의 효과를 분석하 다. 모든 분석은 SPSS for 

Window ver. 18.0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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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 구 결 과

본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두 집단으로 나  시간압박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동질성을 확인하기 하여 사 시험불안, 학업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 수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다. Levene의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사 시험불안(F(1, 

187)=3.04, p>.05), 자기효능감(F(1, 187)=.61, p>.05), 숙달 근목표(F(1, 

187)=1.81, p>.05), 숙달회피목표(F(1, 187)=.16, p>.05), 수행 근목표(F(1, 

187)=2.12, p>.05), 수행회피목표(F(1, 187)=1.30, p>.05)에서 모두 등분산성이 

가정되었다. 집단간 평균 비교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사 시험불안-시간압박=-.748, p>.05,  t자기효능감-시간압박=.316, p>.05, 

t숙달 근목표-시간압박=1.208, p>.05,  t숙달회피목표-시간압박=2.183, p>.05, 

t수행 근목표-시간압박=1.369, p>.05, t수행회피목표-시간압박=.934, p>.05). 의 결과에 

따라 두 집단의 동질성을 가정을 확인하 다. 사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사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치 

시간압박 없는 집단

(사례수=101)

시간압박 집단

(사례수=88)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사 시험불안 2.40 .82 2.50 .92

자기효능감 2.81 .69 2.78 .62

숙달 근목표 3.16 .58 3.07 .56

숙달회피목표 2.73 .65 2.52 .67

수행 근목표 2.80 .61 2.67 .75

수행회피목표 2.59 .64 2.5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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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룬 주요 변인에 한 기술 통계치는 아래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1차 과제 수의 차이에 있어서는 시간압박 없는 

집단이 평균 16.33으로 시간압박 집단(평균=14.66) 보다 높게 나타났다. 

1차 과제를 풀면서 느낀 불안의 정도는 시간압박 없는 

집단(평균=2.16)이 시간압박 집단(평균=2.39)보다 낮게 나타났다. 

목표 수 설정 수 에 해서는 시간압박 없는 집단이 평균 22.23 으로 

평균 21.13 으로 설정한 시간압박 집단보다 1.10  높게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과제 수 역시 1차 과제 수와 동일한 

패턴으로 시간압박 없는 집단이 평균 23.23 으로 시간압박 

집단(평균=22.47)보다 높게 나타났고, 불안에서도 1차 과제 때와 동일한 

패턴으로 시간압박 없는 집단의 불안(평균=2.16)이 시간압박 

집단(평균=2.33)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5>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시간압박 없는 집단

(사례수=101)

시간압박 집단

(사례수=88)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1차과제 수 16.33 4.32 14.66 4.62

1차과제 불안 2.16 .87 2.39 .93

목표 수설정 22.23 5.40 21.13 6.82

2차과제 수 23.24 2.45 22.47 2.79

2차과제 불안 2.16 .89 2.3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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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별 상 계수는 아래 <표 6>, <표 7>과 같다. 

<표 6> 시간압박집단에서 변수별 상 계수 

1 2 3 4

1. 1차과제 수

2. 1차과제 불안 -.052

3. 목표 수 설정 .287** -.055

4. 2차과제 수 .271** .175 .310**

5. 2차과제 불안 -.076 .825** -.055 .100

*p<.05,**p<.01 

 

<표 7> 시간압박이 없는 집단에서 변수별 상 계수 

1 2 3 4

1. 1차과제 수

2. 1차과제 불안 .167

3. 목표 수 설정 .407** -.044

4. 2차과제 수 .466** -.005 .070

5. 2차과제 불안 .126 .861** -.046 -.072

*p<.05,**p<.01 

시간압박 유무에 따라 학습자의 1차, 2차과제에 한 불안 수와 과제

성취 수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진행하

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기본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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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시키는지 검증하 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기 해서는 

정규성과 구형성, 그리고 동일성이 가정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계상 구형성 가정에 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규성과 

동일성 검정만을 실시하 다. 

종속변인에 해 Shapiro-Wilk의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1차과제 

수만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하 고, 1차과제 이후의 

불안, 2차과제 이후의 불안, 2차과제 수는 모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

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왜도의 계수값이 값 2를 넘지 

않고, 첨도 계수가 7 이하로 결과가 나오면 정규성이 검증되지 않더라도 

결과값을 도출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West, Finch, & 

Curran, 1995)는 연구에 따라 이후 결과 분석을 진행하 다. 

한 집단 간 분산의 구조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해 Box의 

동일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시간압박 여부에 따른 동일성이 가정을 만

족하 다(Box’s M=6.347, F(3, 1.617)=1.400, p>.001).  

 시간압박에 한 환경 조작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작확인 

결과 1차과제에서는 체 학습자의 75.7%(사례수=143)가 시간압박 

인식에 성공하 고, 2차과제에서는 70.4%로 총 133명이 시간압박 인식을 

정확하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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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 간 압 박이  학 습 자 의  과 제 에  한  불 안 과  성 취 에  

미 치 는  향 은  어 떠 한 가 ? (목 표 설 정 -후  비 교 )

시간압박이 학습자의 과제에 한 불안과 성취에 미치는 향을 

목표설정 -후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기 해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시행하 다. 목표설정 

인 1차 과제에 한 불안, 목표설정 이후인 2차 과제에 한 불안을 

개인-내 변인(within factor)로 설정하고, 시간압박유무를 개체-간 

요인(between factor)으로 설정하여 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F(1, 687), 

p>.05)와 상호작용(F(1, 510),  p>.05)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1차 과제 수, 2차 과제 수를 개인-내 변인으로, 

설정하고, 시간압박유무를 개체-간 요인으로 설정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하 다. 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 으나(F(1, 560), p=.000), 시간압박에 따른 집단과 과제 성취 

수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F(1, 2), p>.05). <표   8>를 보면, 

1차과제와 2차 과제에서의 시간압박 집단과 시간압박이 없는 집단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며, 시간압박 집단이 시간압박이 없는 집단 보다 

1차 수, 2차 수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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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시간압박에 따라 과제에 한 불안과 수에 미치는 향

*p<.05,**p<.01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
에타제곱

개체내 효과 

과제차수 5093.22 1 5093.22 560.27 .75

과제차수*시간압박유무 18.87 1 18.87 2.08 .01

오차 1699.96 187 9.09

개체간 효과

피험자간 139.92 1 139.92 7.95 .04

오차 3290.23 187 17.60



- 62 -

2 .  목 표 수 설 정 정도 가  학 습 자 의  과 제 에  한  불 안 과  

성 취 에  미 치 는  향 은  어 떠 한 가 ?  

목표수 설정 정도가 과제 성취와 불안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해서 

시간압박 여부의 향력을 통제한 후 추가 분석을 시행하 다. 

목표수 설정 정도가 과제에 한 불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회귀분석에서 시간압박여부를 더미변수로 투입하고, 과제에 한 

목표로 설정한 수를 독립변수로, 2차 과제에 한 불안 정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시간압박유무를 투입한 모형 1도 유의하지 않았고(R2=.01, p>.05) 

시간압박유무를 통제하고 목표수 설정 정도를 투입한 모형 2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R2=.01, p>.05). 분석 결과는 아래 <표 9> 에 

제시하 다. 

<표 9> 목표수 설정 정도가 과제에 한 불안에 미치는 향 

회귀분석 결과

단계/변인 B 표 오차 t R2 F ∆R2 ∆F

모형 1 .01 1.47 .01 1.47

시간압박유무 .09 .14 1.21

모형2 .01 .97 .00 .49

시간압박유무 .08 .14 1.14

목표수 설정 -.05 .01 -.70

목표수 설정 정도가 과제 성취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에서 시간압박여부를 더미변수로 투입하고,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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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표로 설정한 수를 독립변수로, 2차 과제 성취 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모형 1과 

모형 2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 다(R2
모형1==.02, 

p<.05). 시간압박유무와 목표설정 수 모두 투입한 모형 2 역시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R2
모형2==.62, p<.01). 한 목표설정 수가 

유의하게 추가 으로 설명하는 양 ∆R2 은 .04로 확인되었다. 모형 1과 

모형 2의 분석 결과를 통해 두 모형이 모두 2차 과제 수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는 <표 10> 에 제시하 다. 

<표 10> 목표수 설정 정도가 과제성취에 미치는 향 회귀분석 결과

단계/변인 B 표 오차 t R2 F ∆R2 ∆F

모형 1 .02 4.11 .02 4.11

시간압박유무 -.15 .38 -2.03*

모형2 .06 6.15 .04 8.03

시간압박유무 -.13 .38 -1.80

목표수 설정 .20 .03 2.83**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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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1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불안과 학업성취가 시간압박 상황에서 어떠한 

향을 받는지 확인하고,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활동이 

시간압박의 향과 어떠한 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서울  지역 학교에 재학 인 남학생을 상으로 과제에 한 

불안 정도와 과제 수를 1차, 2차로 나 어 비교하 다. 

연구결과, 과제에 한 불안은 1차, 2차 모두 시간압박 집단에서 낮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제 성취 

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차, 2차 과제 모두 

시간압박이 없는 집단이 시간압박 집단 보다 과제 성취 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시간압박이 있는 경우, 학습자의 

불안 수 은 높아지고, 과제의 성취는 떨어진다는 기존의 

선행연구(Ashcraft & Kirk, 2001; Ask & Granhag, 2005; Baumeister, 

1984; Beilock & Carr, 2001; Van Yperen, 2007) 결과와 비교 하 을 때, 

‘불안’에 해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업성취 수 의 

변화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압박은 학습자에게 

불안은 느끼게 하여, 높은 불안 수 으로 인해 학습자의 성취 수 을 

해 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Ashcraft & Kirk, 2001; 

Tohil & Holyoak, 2000),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시간압박의 부정 인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에게 시간에 한 인식은 개인 인 특성이나 환경요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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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식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Dougherty, Mathias, & Marsh, 

2003).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들의 특성이 불안이 높은 수 이 

아니라는 에서 시간압박이 불안 수 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시험불안이 높은 수 의 학습자만 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인 수 의 시험불안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시험불안이 낮은 학생

들까지 상으로 포함하여 연구한 결과 불안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

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험불안의 향을 비

교  게 받는 것으로 알려진 남학생(Chorpita et al., 1998; Cole et al. 

1999; Hodge et al, 1997; Lonigan et al.,, 1999)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 으므로, 남학생들의 불안 수 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원

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과제 성취 수 은 시간압박 환경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실

제 학습자가 자각한 불안 수 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취수 에는 향

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문제를 푸는 동

안 시간압박의 향을 받아 심리 으로 조하거나 서두르게 문제를 풀

면서 과제 성취 수 이 낮게 나타났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시간압

박 상황에서 학습자는 시간압박이 가지고 오는 시간에 한 긴장감, 스

트 스 등이 학업성취에 부정 인 향을 받게 되어 과제성취 수가 하

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Clark & Rhymer, 2003). 이는 시간에 

한 압박과 함께 남은 시간이 계속 어드는 상황에서 문제의 답을 빨리 

선택하면서 정확성이 떨어지고, 각 문제에 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어들면서(Ask & Granhag, 2005) 과제성취 수 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

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시간  제한에 한 인식과, 컴퓨터로 문제를 

푸는 내내 시간의 흐름이 변화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인지 , 정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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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발생하 으며, 인지  에 지가 문제를 푸는 행동 외의 시간  측

면으로 분산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시간  제약에 

한 생각으로 정서 으로 다 함을 느끼면서 문제에 한 정확도가 떨어

졌을 가능성에 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로세스를 통해서 

과제 성취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불안에 미치는 향에 한 결과를 보면 학습자의 인지  변화와는 달

리, 정서  변화는 정서의 특성상 변화가 쉽게 발생하지 않고, 변화의 정

도가 크지 않은 특성(Spielberger & Vagg, 1995)을 고려하 을 때, 본 

연구에서 일시 인 처방을 통해 변화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한 불안과 목표와의 계를 보면 학습자의 불안이 높아지면, 불안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목  지향 인 사고가 활발해 진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반드시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습자들은 

불안 수 이 높더라도 성취 수 이 향상되기도 한다(Selkirk & Eccles, 

2010), 이러한 불안과 목표와의 계를 통해 본 연구에서 과제불안이 학

습자의 정서  변화, 성취수 의 변화에 유의미한 향이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학습자의 목  지향  사고의 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본 실험에서 과제로 제시한 언어추론검사, 도형추

론검사는 학생들이 학업 장면에서 익숙한 시험의 유형이 아니기 때문

에 학생들 스스로 문제에 한 자기효능감을 높게 가지기 어려웠을 것이

고, 따라서 학습자들이 과제에 한 불안의 향을 많이 받지 않은 측면

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정 과목에 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학생들은 

그 과목에 특히 시험불안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Selkirk, Bouchey, & 

Eccles, 2010), 학생들이 만약 특정 과목에 해 시험을 보고, 그 과목에 

있어서 성공경험이 되어 있어 높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압

박으로 인한 불안 환경에 상 없이 성취 수 이 향상될 수 있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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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수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  요인들을 갖

추어 주거나, 학생들에게 성공경험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자기효능감 수

을 조작하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서 , 인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 진 결과들(Bandura et al., 1999; Osborne, 2007; Zeidner & 

Schleyer, 1998)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을 올리기 한 훈

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충분한 성공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제공 

되었다면 불안 수 이 높은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불안의 향을 극복하

고 학업  성취 수 이 높아질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추가 으로 분석 확인한 목표수  설정 정도가 

학습자의 과제에 한 불안과 성취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엇갈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목표수  설정 정도가 높아지면 학생들이 과제에 해 

느끼는 불안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불안에 미치는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표수  설정이 과제 성취 수 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목표수  설정 

행동을 통해 과제 성취 측면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2차 과제에서 자신의 목표 수를 

달성하기 해 과제에 집 하여 문제를 풀면서 시간 압박에서 오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맥락에서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목표설정의 정  효과를 교육장면에서 확인한 결과로 학생들이 직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 설정하는 

과정에 참가할 때 성취 수 이 더 높아지는 기존의 연구 결과(Griffee & 

Templi, 1997; Locke & Latham, 2002; Mento, Steel, & Karren, 1987;  

Tammemagi, O'hara & Maglieri, 2013)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학습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선택하고 목표의 

획득을 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안의 향력은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 68 -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목표수 이 올라감에 따라 성취 수 도 

상승함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학습자 자신이 목표를 

선택하게 되면 학습자의 동기 수 도 상승하고, 목표를 성취하 을 

때에도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Moeller, Theiler, & Wu, 

2012)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은 수행과정에 집 하게 

되고, 일련의 계획과 행동, 노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며 성취 수 도 

향상되는 것(West & Thorn, 2001)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도 

목표 수 을 높게 설정하면서 불안의 향은 받지 않으면서, 학업 

성취의 상승을 가지고 오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Boekaerts, 2002; 

Moriarity, Pavelonis, Pellouchoud, & Wilson, 2001; Schunk, 2003)와 

동일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목표수 설정 정도가 과제에 한 불안에 미치는 향은 모두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압박과 목표수 설

정이 학습자가 느끼는 과제에 한 불안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와 안내가 학

생들에게 실제 시험상황에서 만큼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끼지 못한 실험

 한계에서 드러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연구 상을 일반 교실 

학습자 체를 상으로 하여 불안의 역할이 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

다. 부분의 시험불안 연구들은 시험불안 수 이 높은 학습자를 상으

로 이루어지거나, 실제 시험 상황에서의 학습자의 반응을 조사하기 때문

에 불안의 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

게 과제의 요성에 한 안내와 남은 시간에 한 압박으로 학습자의 

불안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 으나, 실제로는 학습자가 과제에 한 불

안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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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과제의 성취 수 에 미치는 향은 유의함을 확인하 다. 이는 목

표 수 을 높게 설정하면 높은 성취 수 을 얻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Latham & Pinder, 2005; Locke & Latham, 1990, 2002)와 일치 하

는 것으로, 목표 수 이 높으면 불안에 미치는 향이 없더라도 성취 수

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한 목표수 을 높게 설정하

면 시간압박과 같은 외부 환경의 어려움이나, 학습자 스스로 느끼는 불

안과 같은 내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높은 목표 수 을 설정할수록 인지  

성취 수 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학습자 개인의 

부정  정서  특성(Pekrun, 1992; Schwarer & Jerusalem, 1992), 

인지  제약(Cronbach & Snow, 1977; Pintrich & Schunk, 1996)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정 인 효과도 검증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 교육 장에 용할 수 있는 제언을 밝힌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장면에서 필요한 시험의 정  효과를 높이고 동시에 

시험이 가지고 있는 부정  효과를 이기 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  특성을 

없애주기 해서 노력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정 인 

목표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부정  특성의 향을 

차단(La Vigna, & Willis, 2012)하고, 목표 의식의 정  효과를 릴 

수 있도록 교사와 교육  환경이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 목표 설정의 요성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목표를 

수립할 때 성취 수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분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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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어야 하는 동시에(Latham & Pinder, 2005; Locke & Latham, 

1990, 2002) 개인이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 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andura & Locke, 2003). 만약 목표 

수 이 지나치게 높으면 학습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하는 상황이라고 

지각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포기를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성취 수 을 높이고 학생들 스스로 목표에 한 책임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Azevedo, Ragan, Cromley, & 

Pritchett, 2002; Tubbs, 1986, as cited in Griffee & Templi, 1997). 한  

학습자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훈련 기회와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도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얼마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표에 한 동기 수 도 변화하고 동기 유형도 변화할 수 있다는 

에서 학습자의 목표 리를 잘 해  수 있다면 시간압박의 부정  

효과를 목표설정행동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다양한 수행 략을 탐색하고 노력과 몰입의 

과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최선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에서 

목표설정을 통해 학습자의 잠재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도와 다면 

시간압박으로 인한 시험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의 한 

은 지  재에는 에 보이지 않는 결과라 할지라도, 머릿속에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결과를 실화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을 생각해 본다면, 추후 다른 연구를 통해서 목표의 

효과를 더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시험불안과 다른 변인의 계에 해서만 치 된 연구의 흐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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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 구체 으로 시험불안의 부정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 교육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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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 의  제 한   추 후  연 구 에  한  제 언  

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 다. 

첫째, 학생들의 역별 자기효능감과, 과제 종류, 시간압박의 향을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험불안의 향이 

과목 특수 인 면이 있고, 과목에 따라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유능성, 그리고 해당 과목에 한 자기 스스로의 효능감에 따라 

시험불안의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Meece et al., 1990; Wigfield & 

Meece, 1988) 과목별로 본 연구를 체계 으로 세분화 하여 분석해 

본다면 과목별로 시간압박과 목표수 설정의 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시험을 비하는  단계를 세분화 하여 시험 , 시험 , 시험 

후 각 단계에서 시간압박과 목표수 설정이 미치는 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불안이 시험 과정  어느 단계에 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정 인 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 인 향을 미치기도 하는 만큼 

시험 비  단계를 세분화 하여 각 단계마다 한 처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 남학생을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는 기존의 시험불안 연구 결과를 보면 여학생의 경우 일반 으로 

시험을 앞두고 시험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자아존 감도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남학생의 경우 시험을 비하는 과정에서 정 인 

정서와 높은 자아존 감을 느끼는 등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한,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학교별로도 시험불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험불안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향을 정확히 확인하기 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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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에서 이번 연구는 남학생만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여학생을 상으로 하여 남학생을 

상으로 한 이번 연구 결과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여학생과 

남학생의 다른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학생을 상으로 하 고, 실제 시험이 아닌 

과제 성격의 시험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압박감이 다소 떨어졌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 성 과 련 있는 상황, 

실제 시험상황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환경이 주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의지나 동기가 실험 결과에 다른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학업성취결과와 연계하여, 는 

실제 시험 상황과 연계하여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성이 있다.  한 , 

, 고등학생, 학생을 각각 상으로 하여 학교 별 차이도 밝힐 수 

있다면 교육 장에서 학생들의 시험에 한 인식과 불안 정도를 고려한 

한 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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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 h e  e f f e cts o f  T i m e  p re ssu re  

an d  G o al  se tti n g  l e v e l  o n  T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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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s of time 

pressured-environment on middle school students' affective and 

cognitive responses. The other aim of the study is to look into the 

result of students' level of anxiety and achievement after students set 

their goals for themselves and to see if there is any interaction effect 

between time pressure and goal setting level. Since exams are what 

students feel the highest level of anxiety and fear and they brought 

negative effects on students' cognition and  affectivity, educators 

need to care about students' anxiety and its side effects. For most, in 

school settings, anxiety of test or task is something more than 

negative effect. This kind of anxiety could make students'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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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and students would feel learned helplessness. Especially, time 

pressure is considered to be a source of anxiety. When there is time 

pressure, students feel high stress and anxiety, and also their level of 

achievement becomes lower than usual. In this research, time 

pressure is set to arouse anxiety from students, and change of 

students' anxiety and achievement level is studied. Also, as a way of 

overcoming the negative effect of time pressure, setting a goal score 

for one's achievement level is adopted

In this experimental setting, two different task environments are 

given, which are time pressure environment and no time pressure 

environment in middle school classroom. To make students feel the 

time pressure, a timer is set on the top of the page showing the 

remaining time for the task, and it shows every second. Also 

students receive manipulated information, stating that the average 

time for this task is very long, but they only get half of the time for 

their task performance in the time pressured-environment. There are 

2 tasks for this experiment. The first task was about verbal 

reasoning skills, and the second task was about figure reasoning 

skills. These tasks are used since these kinds of intelligence tests are 

less interrelated with students' personal traits such as self-efficacy, 

interest, and level of school grade. After each task, anxiety about the 

task, and achieved score are checked and used for later analysis. 

Also, after the first task, students set their goal score for the second 

task. 

Based on the data from 189 middle school students, Repeated 

Measures ANOVA calculations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students' anxiety level and achievement level 

in time pressure or no-time-pressure environment. Their anxie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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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chievement level are checked twice and these repeated data was 

used for this analysis. The result suggests that only the main effect 

of time pressure was significant to achievement level.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anxiety levels. The results 

indicated there is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n students' anxiety 

and achievement level. 

Regression analyses are conducted in order to test any relations 

between goal setting level and students' anxiety and achievement 

level. Time pressure is dummy coded for controlling the time 

pressure effect. For those students who set their goal score higher, 

the achievement level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who set goal 

scores lower.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tudents' 

anxiety level according to their goal score level. The results suggest 

that students who set higher goal score get higher achievement, and 

there was no relation in students' anxiety level.

Overall, students who are in time pressured-environment are likely 

to get lower score on the task. The important role of goal setting 

was also discussed as a way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 of time 

pressure on students' affectivity and to help students get higher 

achievement. 

K e y w o rd s : T i m e -p re ssu re ,  G o al  se tti n g ,  T e st an x i e ty ,  T ask  

an x i e ty ,  A ch i e v e m e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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