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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erceived stress, self esteem, major satisfaction on the test 
anxiety of nursing students

박효진*, 변은경**

Park Hyo Jin*, Byun Eun Kyung**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여 시험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간호대학생 251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

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시험불안은 2.97±.54점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t=-3.241, p=.001), 대학생활만족도(F=5.682, p=.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시

험불안은 지각된 스트레스(r=.361, p<.001)와는 정적상관관계, 자아존중감(r=-.186, p=.003)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대상자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스트레스, 성별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4%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시험불안을 중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시험불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ceived stress,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test anxiety in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of to control test anxiety. Data 
were collected from 251 nursing students in B city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2.0. The degree of test anxiety in nursing students was 
2.97±.5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st anxiety with respect to gender(F=-3.241, p=.001), college life 
satisfaction(F=5.682, p=.004).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est anxiety and perceived stress(r=.361, 
p<.001), negative correlation were found between test anxiety and self esteem(r=-.186, p=.003). The factors 
affecting the test anxiety of the study subjects were perceived stress(β=.325, p<.001), gender(β=-.150, p=.013),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14%. Through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basic data by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test anxiety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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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학업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타인보다 높

은 학업성취를 위한 무한 경쟁 속에서 취업과 진로결정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을 잘 치루기 위한 시험

고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

시험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시험불안은 시험 상황에

서 경험하게 되는 상태불안으로서 개인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평가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예상되는 순

간부터 계속되는 심리적인 과정이다[2]. 시험불안이 적

절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각성을

일으켜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높은

시험불안은 학습자가 가진 능력을 방해하고 과업수행

을 저해하여 학업성취에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낸다[3].

특히 간호대학생은 자신이 설정한 취업목표를 얻기

위해 다양한 스팩과 치열한 학점관리에 대한 부담감으

로 수시로 시행되는 다양한 시험으로 불안감을 경험하

고 있다[4].

Ko[5]의 연구에서 시험 전후 스트레스 지각이 높을

수록 시험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와 불안

은 상관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었고, 시험불안은 학습성

취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시험불안 수준이 높

은 학생들이 불안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

게 나타났다[6]. 과중한 스트레스는 적응의 결과로서 불

안, 우울, 분노, 집중력 저하, 무감각, 신체적 건강과 같

은 적응, 부적응의 반응이 생기게 된다[7]. 이와 관련하

여 스트레스 지각에 대한 전공학과별 학생들 간의 차이

를 비교한 결과, 간호대학생은 스트레스 지각점수가 비

간호학생보다 더 높은 결과[8]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시험불안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시험불안을 대처할 수 있는 중재방

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시험불안은 학과성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치부되어 자아개

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 자아개념과 관련된

자아존중감은 시험불안으로 인한 우울, 불안, 신경증 등

의 부정적인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완충작용을 하는

요인으로[9]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시각으로서

희망과 성장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된다[10]. 대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낮

을수록 시험불안도가 높으며[11],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

람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며 목표성취를 향해 보다 직

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참여하여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12].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전공학문과 직업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학업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그

성취감은 직업적 확신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학

생들의 정체감, 인생관, 사회적 가치관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13]. 이를 통해 자

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전공만족도도 시험불안과의 관련

성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결정한 전공에 대한 기대치에 어느 정도 만족하

는지에 대한 정도로[14]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과적

응력이 높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절실한 욕구와 학업에 대

한 스트레스는 시험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시험불

안은 대학생이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

게 하고, 학업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학업성취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6]. 학업스트

레스가 높게 되면 전공만족이 저하될 수 있어 학교생활

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학과 자퇴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

렵게 된다[17].

선행연구에서 시험불안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대

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11]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확

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시험에 노출되는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과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시험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중재방

안의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공 교과목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전공만족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

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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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시험불안의 정도를 확인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

도와 시험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다.

4) 대상자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시험불안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에 소재한 3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

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

었다.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설명

을 하였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3.1.3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1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 대상자 수는 178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9년 6

월 1일에서 6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탈락율을 고려

하여 270부를 배부하여 260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한 25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

다.

3. 연구도구

1) 지각된 스트레스

Cohen, Kamarck와 Mermelstein[18]이 개발하고

Cohen과Williamson[19]이 요인분석으로 단축형으로 수

정한 것을 Lee[20]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10개 문항에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3이었고, 본 연구에

서 Cronbach’s α=.81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Rosenberg[21]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SE :

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Ro, Kwon[22]가 번

안하고 Kang[23]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10개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8로 나타났다.

3) 전공만족도

Lee[24]가 전공만족관련 18개문항을구성한것을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만족 요인 6개, 인식만족 요인

6개, 교과 만족요인 3개, 교수-학생간의관계만족요인

3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에대한만족도가높은것을의미한다. Lee[24] 연구

에서 Cronbach’s α=.90이었고, 본연구에서 Cronbach’s α

=.93으로 나타났다.

4) 시험불안

Spielberger[25]가 개발한 시험불안척도(TAI : Test

Aexiety Inventory)를 Yoo, Yum[26]가 수정, 보완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적 요인인 걱정 10문항,

정서적 요인인 정서성 10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o, Yum[2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6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81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

중감, 전공만족도, 시험불안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지각

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시험불안 간의 상

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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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평균 24.47세 였

고, 23-24세가 125명(49.8%)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251명 중 ‘여학생’이 217명(8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고, 학년은 ‘4학년’ 155명(61.8%), ‘3학년’ 96(38.2%)명

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160명(6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44명(17.5%), ‘불교’ 28명(11.2%), ‘천

주교’ 13명(5.2%), ‘기타’ 6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성

적은 ‘중’이 186명(74.1%)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 138명(55.0%), ‘만족’ 85명(33.9%), 불만

족 28명(11.2%)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

도, 시험불안의 정도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2.83±.59점, 자아존중감

3.60±.66점, 전공만족도 3.80±.61점, 시험불안 2.97±.54점

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성별(t=-3.241, p=.001), 대학생활만족도

(F=5.682, p=.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

정한 결과 대학생활만족도는 ‘만족’ 보다 ‘보통’, ‘불만족’

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

도, 시험불안과의 관계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시험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험불안은 지각된

스트레스(r=.361, p<.001)과는 정적상관관계, 자아존중

감(r=-.186, p=.003)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전공

만족도와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4).

전공만족도는 지각된 스트레스(r=-.276, p<.001)과

부적상관관계, 자아존중감(r=.635, p<.001)과는 정적상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rs(N=25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Male

217
34

86.5
13.5

Age
(year)

20-22
22-24
25

66
125
60

26.3
49.8
23.9

Grade
3rd
4th

96
155

38.2
61.8

Religion

None
Protestantism
Buddhism
Catholicism
Etc.

160
44
28
13
6

63.7
17.5
11.2
5.2
2.4

Academic Level
High
Middle
Low

41
186
24

16.3
74.1
9.6

College life
satisfaction

Good
Moderate
Not good

85
138
28

33.9
55.0
11.2

표 2.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시험불안의 정도

Table 2. Degree of Perceived stress, Self esteem, Major
satisfaction, Test anxiety(N=251)

Variable M±SD Min Max

Perceived stress 2.83±.59 1.50 5.00

Self esteem 3.60±.66 1.90 5.00

Major satisfaction 3.80±.61 1.61 5.00

Test anxiety 2.97±.54 1.00 4.20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Test anxie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251)

Characteristics Categories
Test anxiety

M±SD
t/F(p)
scheff's

Gender
Female
Male

3.02±.52
2.70±.62

-3.241
(.001)

Age
(year)

20-22
23-24
25

2.98±.46
3.00±.57
2.91±.58

.534
(.587)

Grade
3rd
4th

3.03±.51
2.95±.55

1.237
(.217)

Religion

None
Protestantism
Buddhism
Catholicism
Etc.

3.00±.55
2.92±.62
2.93±.42
2.92±.49
2.78±.49

.511
(.728)

Academic Level
High
Middle
Low

2.89±.51
2.98±.54
3.05±.56

.729
(.484)

College life
satisfaction

Gooda

Moderateb

Not goodc

2.83±.54
3.02±.54
3.18±.44

5.682
(.004)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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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my variable : College life satisfaction(Good=0, Moderate, Not good=1)

관관계를 나타냈고, 자아존중감은 지각된 스트레스

(r=-.475, p<.001)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4. 대상자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과 대학생활만족도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

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809-.906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104-1.236으로 10

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랑이 2.051로 2

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

중회귀분석한 결과 시험불안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고(F=11.200, p<.001), 수정된 결정계수(R2)

은 .140으로 시험불안을 14.0%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스트레스

(β=.325, p<.001), 성별(β=-.150, p=.013)으로 나타났다

(Table 5).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시험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시험불안은 2.97±.54점으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에서는 성별, 대

표 4.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시험불안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stress, Self esteem, Major satisfaction, Test anxiety(N=251)

Characteristics
Perceived stress Self esteem Major satisfaction Test anxiety

r(p)

Perceived stress 1

Self esteem
-.475
(<.001)

1

Major satisfaction
-.276
(<.001)

.635
(<.001)

1

Test anxiety
.361
(<.001))

-.186
(.003)

-.025
(.696)

1

표 5. 대상자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Affected Factors of Test anxiety(N=251)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2.134 .323 6.611 <.001

Perceived stress .299 .062 .325 4.798 <.001

Self esteem .003 .056 .004 .061 .952

Gender -.237 .094 -.150 -2.510 .013

College life satisfaction† .098 .107 .057 .917 .360

R = .393 R² = .154 Adjuste R²=.140 F= 11.2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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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성별은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동일

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7]의

연구에서 2.81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4]. 이는 불안 대처

에 있어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를 사

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28]를 고려하여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시험불안의 정도와 시

험불안과 대처방법의 관계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를 비교하는 연구와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대상자의 시험불안은 지각된 스트레스와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불안과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29]와 유사하다.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

울, 불안 등의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자신감 감

소, 성적 저하 등이 발생하고 학교생활적응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30]는 간호대학생의 스트

레스 관리를 통한 시험불안 조절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시험불안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관련성을 확인하고 지각된 스트

레스를 조절하여 시험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아로마

흡입법[31], 지시적 심상요법[32] 등의 중재를 통해 적

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시험불안은 자아존중감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지

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험불안과 자아존중감이 부적상

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3]와는 유사하였고,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결과[9]와 차이를 보였다. 시험불안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결과를 통해 시험불안

과 자아존중감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11]를

통해 향후 자아존중감과 시험불안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시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

는 학생지도와 프로그램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험불안이 전공만족도와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학습동기가

높게 나타나 결과[34]를 통해 학습동기를 높여 시험불

안을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험

불안이 진로정체감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3]

와 학습동기와 전공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

[34]를 통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험불안과 전공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을 조절

하기 위해 지각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

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고,

확인된 요인에 대한 중재를 통해 시험불안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보고 시험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

과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스트레

스와 성별을 확인하였고, 시험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중재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시험불안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으로 연구에 의의

가 있으나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

호대학생에게 확대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중재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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