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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기가 시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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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In this study, we selected three research subjects to attempt to clear learning motivation of college students is what 
impact the stress coping style and stress test. First, age, gender, the future career after graduati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art-time job is, its impact on learning motivation. Second, learning motivation is what effect the stress of the test. Third, 
based on the motivation of learning, how deal pursuing efforts form the social support, the center of the problem-solving 
approach, seeking to avoid the reaction to stress how different form.
 Methods : K University occupational therapy and one, two, three grade 100 students (male 22 people, female 78) to target 
age, sex, and after graduation, part-time status, motivation, stress, stress coping style questionnaire for distribution and was 
written.
 Results : First of all, women's social support form graduation course, more robust than pursue blank after the synchronization 
uncertainty and stress, and graduated from the trading center and avoid the use of career, more form. Second, motivation and 
stress test, a difference between the notice could not see. Third, the higher the motivation of learning, problem-solving, Action 
form to the center to use as many as you, but avoid using too much in the center form is addressed.
 Conclusion : As a result of the study that came out of the course after graduating from ensure that learning motivation is 
high, the more the uncertainty, the more to cope with stress in the center of the form to avoid form address was used. Because 
of this, the student careers after graduation, to make sure that can help you to compare efforts over is believed to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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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학업성취는 관심의 

상으로, 특히 학습동기는 학습행동뿐만 아니라, 학습의 능

률과 그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숙정, 2006).

학습 동기는 학습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학습활동

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경향으로서(Woolfolk, 1998), 학습

을 촉진시키는 힘이고, 학생이 학습활동을 의미 있고 가

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그러한 학습활동으로부터 의도

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이다(Brophy, 

2004). 적절한 학습 동기는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뿐 아니라 학습활동을 지속시키고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

에(김용래와  허남진, 2003) 학업성취에 있어 핵심적인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소은(1990)은 공부나 학업에 관련된 일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학업스트레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학업스

트레스는 단지 학습에 제한된 요인이 아니라 성적 저하로 

인한 걱정과 스트레스로 심한 좌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

스트레스 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창

(1985)의 고등학생과 학생을 상으로 우울과 스트레스 

처 양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문

제 지향적으로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처 

양식의 유형을 새롭게 분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표적인 사람이 Amirkhan(1994)이다. Amirkhan은 다양한 

행동들을 의미 있게 묶어낼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 회피

중심 사회적지지추구의 가지 범주를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 추구 처(social support seeking)는 역경에 처했을 

때 정서적이든 도구적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 접촉 요구의 반영이며, 문제 중심 처 양식(problem 

solving)은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접 뛰어들어 

해결하려는 측면을, 회피 중심 처 양식(avoidance)은 문

제 상황에 맞부딪히기 보다는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외면

하려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신혜진과 김창 , 2002). 스

트레스 처에 관한 연구 역시 일반적인 스트레스 처모

델(김정희, 1987; Berger와 Owen, 1988)이 개발되어 있지

만 학업이나 특히 시험과 관련된 스트레스 처에 도움이 

되는 처모델은 아직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부분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시험에 한 스트레스

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여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학생들

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 적절한 스트레스 수준

을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동기화되었는

지, 스트레스에 어떻게 처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학

생들의 학업 성취와 학교 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

로서 학습동기와 시험 스트레스, 스트레스 처 양식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시험 스트

레스와 스트레스 처 양식에 미치는 영향에 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따라 시험 스트

레스 및 스트레스 처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밝히

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조사는 학습동기, 시험 스트레스, 스트레스 처 양

식과 관련된 측정 도구에 한 문헌 연구, 지도 교수의 지

도하에 선정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9월 23일에서 

10월 7일 사이에 K 학교 작업치료과 학생 1, 2, 3학년 

100명을 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해당 학교 학

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 및 작성하도록 하여 100부의 설

문지를 모두 회수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습동기, 시험 스트레스, 스트레스 

처 양식에 관한 3가지 설문지를 조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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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의 문항 수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6개 문항을 포함

하여 총 39개이며,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

연구 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성별과 나이, 학년, 아르바이트 유무, 졸업 후  진로, 학습

시간에 한 질문 문항을 제작하였다.

2) 학습동기 검사지

본 연구에서 사용할 학습동기 검사지는 학습동기에 관

한 문헌연구, 동료 교사 및 지도 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Amabile 등(1994)의 작업선호검사지(The Work Prefer-

ence Inventory: WPI)의 요인구조를 기본 틀로 하여 기존

의 동기 검사 도구들에 한 고찰을 통해 윤미선(2003)이 

새롭게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WPI는 총 30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들의 업무선호검사 형태로 개

발되었으나, 윤미선(2003)에 의해 20개 문항으로 안면타

당화와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상황

에 적합하게 문항의 내용이 재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사 형식은 자기-보고식이며, 2요인, 총 12개 검사 문항

에 해 학생들은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평소 성향을 1

점(전혀 아니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형 척도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수된 응답을 토

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학습동기의  분석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α=.700으로 나타났다(표 1).

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학습동기 2,7,8,10,11,12,14,15,17,18,19,20 .700

표 1. 학습동기 검사 도구 구성

3) 시험 스트레스 검사지

본 연구에서 시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

는 시험 스트레스에 관한 문헌연구, 동료 교사 및 지도 교

수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과 학교의 교육 실태

에 한 장기적 자료를 수집하는 한국교육종단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지 항목중 시험 스트레스에 관련된 항목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는 학생 개인의 

지적·정의적 성장에 학교와 가정 및 학생 개인의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적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학교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

고자 실시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3차년도 학

생 설문지로 학생의 교육 관연 활동, 학교생활, 학습 태도 

등 교육과 관련된 학생의 개인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총 9개 항목에 한 세부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 9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단계 평가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 스트레스 검사지는 단일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회수된 응답을 토 로 분석된 신뢰도는 α=.871

로 높게 나타났다(표 2).

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스트레스 1,2,3,4,5,6,7,8,9 .871

표 2. 스트레스 검사 도구 구성

4) 스트레스 대처 양식 검사지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처 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검

사지로 스트레스 처 양식에 관한 문헌연구, 동료 교사 

및 지도 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심리 측정적 조건의 안정

성을 인정받은 스트레스 처 전략평가지(Coping Strategy 

Indicator: CSI, Amirkhan, 1994)를 신혜진과 김창

(2002)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스트레스전략검사지

(K-CSI)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타인의 지지나 도움을 요구하는 사회적지지 추구(social 

support seeking), 스트레스 원인을 밝히고 직접적으로 해

결하고자 하는 문제해결중심(problem solving),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기보다 외면하는 회피 중심(avoidance)의 3

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지지 추구(social 

support seeking) 처는 역경에 처했을 때 정서적이든 도

구적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 접촉 요구가 

반영된 처 양식으로 가까운 주변인이   나 전문가에게 

도움이나 지지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문제해결 중심

(problem solving) 처는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

접 뛰어들어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측면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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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이고 능동적인 처 양식이고, 회피중심(avoidance)

처는 문제 상황에 맞부딪히기 보다는 심리적인 거리를 두

고 외면하려는 측면의 처 양식이다. 분석된 요인별 신

뢰도(cronbach's α) 계수는 사회적 지지 추구 α=.839, 문제

해결중심 α=.838, 회피 중심 α=.621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α=.814로 나타났다(표 3).

하위영역 문항번호 신뢰도

사회적지지추구 1,5,7,12,14,19,23,24,25,31,32 .839

문제해결중심 2,3,8,9,11,15,16,17,20,29,33 .838

회피중심 4,10,13,21,27,28,30 .621

전체 .814

표 3. 스트레스 처 양식 검사 도구

3.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21.0을 사용하여 통계

를 통해 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한 후, 연구 문제에 따

라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본 연구

의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첫째, 성별, 나이, 졸업 후 진로, 아르바이트 유무에 따

른 학습동기와 시험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처 양식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학년별 학습동기, 스트레스합계, 사회적지지, 문

제해결중심, 회피중심, 스트레스 처합계의 비교를 알아

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사후검정(Scheffe)을 실

시하였다.

셋째, 학습동기와 시험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처 양

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상자의 성별은 

남성 22명, 여성 78명으로 나이는 23세 이하, 24세 이상 

두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1학년 34명, 2학년 34명, 3학년 

32명을 상으로 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31명, 

하지 않는 학생 69명이고 졸업 후 전공에 따라 직업을 선

택하겠다는 학생이 69명, 불확실한 한생이 31명, 선택하

지 않겠다는 학생은 0명으로 선택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성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22 22.0

여성 78 78.0

나이
23세 이하 77 77.0

24세 이상 23 23.0

학년

1학년 34 34.0

2학년 34 34.0

3학년 32 32.0

아르바이트유무
유 31 31.0

무 69 69.0

졸업 후 진로
꼭함 69 69.0

잘모름 31 31.0

표 4. 일반적 특성

2. 성별 따른 대처 양식 비교

성별에 따른 사회적지지 추구 처양식은 표 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평균이 높게 나타

났으며 .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다른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아 볼 수 없었다.

3. 졸업 후 진로에 따른 대처 양식 비교

졸업 후 진로에 따른 학습동기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꼭 하겠다’가 ‘잘 모르겠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

으며 .01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졸업 후 진로에 따

른 사회적지지 처양식은 ‘꼭 하겠다’가 ‘잘 모르겠다’에 

비해 더 높게 났으며 유의확률이 .034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졸업 후 진로에 따른 회피중심 처양식은 ‘잘 모

르겠다’가 ‘꼭 하겠다’에 비해 더 높게 났으며 유의확률이 

.013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찾아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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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졸업 후 진로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학습동기
꼭함 69 30.71 3.28

.010*

잘모름 31 28.06 4.97

스트레스
꼭함 69 22.33 6.69

.906
잘모름 31 22.52 7.34

사회적지지
꼭함 69 24.74 3.68

.034*

잘모름 31 22.81 4.28

문제해결중심
꼭함 69 22.99 3.38

.221
잘모름 31 21.87 4.46

회피중심
꼭함 69 11.55 2.35

.013*

잘모름 31 12.84 2.40

스트레스 처
꼭함 69 66.43 6.89

.397
잘모름 31 65.10 8.06

*P<0.05 

표 6. 졸업 후 진로에 따른 처 양식 비교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학습동기
남 22 29.91 3.69

.979
여 78 29.88 4.16

스트레스
남 22 22.18 6.49

.868
여 78 22.45 7.00

사회적

지지

남 22 22.05 3.32
.004*

여 78 24.73 3.94

문제해결중심
남 22 22.50 3.41

.834
여 78 22.68 3.87

회피중심
남 22 11.64 2.24

.472
여 78 12.04 2.49

스트레스 처
남 22 63.45 6.19

.060
여 78 66.74 7.41

*P<0.05 

표 5. 성별에 따른 처 양식 비교

4. 학년에 따른 대처 양식 비교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동기 항목의 평균이 2학

년이 31.44±3.33로 가장 높았으며, 1학년이 29.56±2.73, 3

학년이 28.59±5.29로 나타났다. 표 8에서 보다시피 학년

별 학습동기에서 유의확률은 .013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표 7에서 보다 시피 2학년과 

3학년 간의 유의 확률 .015로 2학년이 더 높은 학습동기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보면 스트레

스 처에서 3학년이 69.56±8.18으로 가장 높았으며, 2학

년이 64.76±6.31, 1학년이 63.94±6.06로 나타났다. 표 8에

서 유의확률이 .003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표 9에서 1학년과 3학년간의 .006, 2학년과 3학년 간의 

.022으로 3학년이 1, 2학년 보다 스트레스 처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다른 항목에서는 모두 유

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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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기 스트레스합계 사회적지지 문제해결중심 회피중심

학습동기
Pearson 상관관계 1 -.126 .109 .290** -.337**

유의확률(양쪽) .213 .281 .003 .001
** p<0.01

표 9. 학습동기와 시험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종속변수 (I)학년 (J)학년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학습동기 Scheffe 1 2 -1.88 .948 .145
3 .97 .962 .606

2 1 1.88 .948 .145
3 2.85* .962 .015

3 1 -.97 .962 .606
2 -2.85* .962 .015

스트레스 처 Scheffe 1 2 -.82 1.67 .886
3 -5.62* 1.70 .006

2 1 .82 1.67 .886
3 -4.80* 1.70 .022

3 1 5.62* 1.70 .006
2 4.80* 1.70 .022

*P<0.05 

표 8. 학년에 따른 사후검정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학습동기 29.56±2.73 31.44±3.33 28.59±5.29 29.90±4.04
스트레스 21.56±7.06 23.65±6.20 21.94±7.31 22.39±6.86

사회적지지 23.62±3.14 23.44±3.96 25.44±4.41 24.14±3.95
문제해결중심 21.88±3.03 22.44±3.43 23.66±4.59 22.64±3.76

회피중심 11.53±2.64 11.82±2.94 12.53±2.40 11.95±2.43
스트레스 처 63.94±6.06 64.76±6.31 69.56±8.18 66.02±7.26

표 7. 학년에 따른 처 양식 비교

4. 학습동기와 시험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상

관관계

학습동기와 시험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표 10).

학습동기와 시험 스트레스 사이에 한 상관분석에서

는 유의한 차이를 찾아 볼 수 없었다. 학습동기와 시험 스

트레스 처 양식 사이에 한 상관분석에서는 문제해결중

심과 회피중심 항목에서 유의확률(P<0.01) 문제해결중심 

.290, 회피중심 -.337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그러

므로 학습동기와 문제해결중심 처양식 간에는 정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고, 회피중심 처양식 간에는 부의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윤미선(2003)이 새롭게 제작한 척도를 

현 상황에 맞게 개량하여 사용하였다. 선행논문의 방법과

는 다르게 설문지의 항목을 61항목에서 38항목으로 줄였

고 선행논문에서는 6개의 일반계 고등학생 726명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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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K 학교의 학생 100명을 

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선행논문에서는 학습동기를 

내적, 외적동기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동기

를 구분하지 않았다. 연구 상을 작업치료과 100명의 학

생에 제한하였으며 B광역시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윤미선(2003)의 결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외재적 동

기의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외재적 동기가 성별에 

따라 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 간

에 다른 유의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소은(1990)과 

이숙정(2006)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시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스트레스에 한 처 수준도 스

트레스 처양식에 관계없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

구에서는 스트레스 처양식 중 사회적 지지추구 처양식 

항목만이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

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김정희(1987), 이순철

(2002), 심우엽(2001)의 연구에서는 학습동기와 시험 스트

레스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

습동기와 스트레스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

었다. 김용래, 허남진(2003)의 연구결과로 학습동기가 스

트레스 처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문제해결

중심 처는 내재적 동기, 사회적 지지 처와 회피중심 처

는 외재적 동기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동기가 스트레스 처양식의 문제해결중심 

처양식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회피중식 처양식과

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 범위를 B광역시가 아닌 전국을 상으

로 하여 상자를 확 하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지의 문제항목을 적합한 항목으로 추가할 필

요가 있다.

셋째, 학습동기에 있어 내재적 동기와 외적인 동기부여가 

각각 시험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

스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처 훈련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에 적

절히 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정 안에

서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

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의 방법은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져 양

적인 방법만으로 측정하였다. 정의적 변인인 학습동기와 

스트레스를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관찰이나 면

접 등의 다양한 질적 연구가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상자는 B광역시 내에 위치한 K 학교 작

업치료과 학생 1, 2, 3학년 100명을 상으로 연구한 결

과 논의를 토 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지지추구 처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나타났으며 졸업 후 진로가 확실한 

사람이 학습동기와 스트레스가 높으며 졸업 후 진로가 불

확실한 사람일수록 회피중심 처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

다고 나타났다.

둘째, 학습동기와 시험스트레스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

를 볼 수 없었다.

셋째,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문제해결중심 처양식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회피중심 처양식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이 사회적 지지추구 처양식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잘 처하며 졸업 후 진로가 확실한 사람일수

록 학습동기와 스트레스가 높다. 반면 졸업 후 진로가 불

확실한 사람은 회피중심 처양식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처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문제해결중

심 처양식을 사용하고, 회피중심 처양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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