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

2015. Vol. 15, No. 2, 291 312

수용처치와 특질발표불안이
발표 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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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들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수용처치가 의사소
통 교육에 비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참가자들의 특질발표불안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토
해 보고자 하였다. 사전 검사를 작성한 대학생들 중에서 실험에 동의한 76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수용처치조
건과 교육조건에 38명씩 동일한 수의 참가자들이 무선 할당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즉석에서 발표를 요청하
고 준비토록 함으로써 발표불안을 유도한 후, 각자 배정된 조건에 상응하는 처치를 받았다. 분석 결과, 예상대로,
치료 직후에 측정된 참가자들의 주관적 불안반응,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에 대한 처치조건의 주효과가 유의하였
는데, 이러한 불안측정치들이 치료 직후에 교육조건에 비해 수용처치조건에서 더 크게 감소함을 나타낸다. 또한,
확장기 혈압에 대해서는 처치조건과 특질발표불안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는데, 교육조건과 달리 수용조건에
서는 특질발표불안이 높을수록 확장기 혈압이 더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발표 직후에 측정된 종속변인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처치조건의 주효과 및 처치조건과 특질발표불안의 상호작용효과 둘 다 유의하지 않았으나, 특질
발표불안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는데 특질발표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수행불안 행동빈도와 안전행동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예상대로, 이완기 후에 측정된 참가자들의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에 대해서는 처치조건과
특질발표불안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는데, 이 두 가지 혈압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교육조건 대비 수용처치조
건의 우수한 효과가 참가자들의 특질발표불안수준이 높을수록 더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 결과들은 수용처치
가 대학생들의 발표불안반응들을 감소시키는데 부분적으로 효과적이며, 이러한 효과를 특질발표불안수준이 부분
적으로 중재할 가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수용처치,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 특질발표불안, 치료 중재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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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사회불안장애를 비롯한 정신
장애에 대한 치료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인지행
동치료에서 진보된 수용 기반(acceptance-based)
치료법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Hayes,
Masuda, Bissett, Luoma & Guerrero, 2004;
Kocovski, Fleming, Hawley, Huta, & Antony,

수용 기반 치료법을 제안하거나 지지하
는 여러 학자들의 수용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
면, 개인적 경험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
지 않고 그런 경험을 직접 통제하거나 변화시
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관찰
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문현미, 2005;
노현진, 조용래, 2010; Hayes, Wilson, Gifford,
2013).

Follette, & Strosahl, 1996; Roemer & Orsillo,

이는 개인적 경험이나 그런 경험에 대
한 반응을 알아차리게 하며, 위협적으로 지각
되었던 상황들에 주목하고 알아차림으로써 그
러한 상황이 더 이상 크게 위협적이지 않으며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고 자
신의 경험들을 충분히 자각하고 수용하게 되
면서 상황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
준다(Baer, 2003; Greenberg, 1994; Kabat-Zinn,
1998). 이처럼 경험의 수용은 정신건강을 증진
시키고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문제해결
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삶의 적응력과 안녕감
을 향상시켜 준다(Hayes, Jacobson, Follette, &
Dougher, 1994). 실제로 국내외 다수의 연구들
을 통해 경험의 수용에 역점을 둔 치료법들이
여러 심리적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예: 문현미, 2006; Dalrymple,
2002).

Morgan, Lipschitz, Martinez, Tepe, & Zimmerman,
2014; Hofmann, Heering, Sawyer, & Asnaani,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실험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그들
이 흔히 당면하게 되는 발표상황에서 경험하
게 되는 불안반응들을 완화시키는 데에 수용
처치가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러한 효과가 참
가자들의 주요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좀
더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수용 기반 치료법이 불안장애를 개선하는
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Hayes
(1994)에 의하여 불안에 대한 수용처치의 효과
가 보고된 때인 1990년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보고된 수용 기
반 치료법들은 수용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치료적 요소들로 구
성된 패키지 형태의 치료, 예컨대 수용 전념
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와,
실험실에서 수용을 위주로 한 단일 회기 또는
소수의 회기로 된 처치, 즉 수용처치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수용 전념치료를 발표불안에
적용한 결과, 근거기반 치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인지행동치료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종속측정치들에서 대등한 효과를 보였다(Block,
2002). 나아가, 회피와 같은 행동적 측정치에
서는 수용 전념치료가 더 우수한 효과를 나타
내었는데, 이 치료는 발표불안이 심한 참가자
들의 부정적 사고에 대한 억제와 통제를 감소
시켜서 발표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증상들을
완화시켰을 뿐 아니라, 발표상황에 참여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증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Block, 2002). 사회불안장애에 대해 수용 전
념치료를 적용한 결과, 인지행동치료와 동등
하게, 사회불안증상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을 보였다(Craske et al., 2014). 주요우울장애
가 배제된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 292 -

하경부․조용래 / 수용처치와 특질발표불안이 발표 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에 미치는 효과

수용 전념치료에 마음챙김 명상(mindfulness
meditation)을 통합한 치료를 실시한 결과, 인지
행동 집단치료와 동등하게, 사회불안증상, 지
각된 삶의 가치 및 반추를 변화시키는 데 있
어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Koszycki et al., 2013).
수용 전념치료를 사회불안장애와 우울증을 동
반한 외래 환자집단에 적용한 최근 연구
(Dalrymple et al., 2014)에서도 환자의 증상과
기능의 현저한 개선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
라 치료에 대한 만족도도 역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에서 발표불안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용 전념치료는 대기
통제조건에 비해 발표불안이 유의하게 감소되
었으며, 그 효과가 종결 후 1개월 뒤까지 유
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진미, 손정락, 2013).
더 최근에는, 사회불안수준이 높은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용 전념치료는
대기통제조건에 비해 사회불안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그 효과가 종결 후 6개월 뒤
까지 유지된 것으로 밝혀졌다(권성일, 정현
희, 2014).
다음으로, 수용의 정의에 입각하여 실험적
지시사항이 구성된 수용처치는 실험실의 비디
오카메라 앞에서 즉석발표과제를 수행하게 되
어 있는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심장박동률로
측정된 생리적 불안반응을 감소시키는 데에
억제처치에 비해 더 효과적이었으며, 그 정도
는 인지적 재평가처치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Hofmann et al., 2009). 하지만 이 연
구에서 주관적 불안반응의 경우, 억제처치조
건이 재평가처치조건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수용처치조건과 억제처치조건의 차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발
표불안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박성신과 조용래(2005)의 연구에서 수용처치는
비수용처치에 비해 발표 직후의 최고혈압만이
유의하게 더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
구에서 발표불안반응에 대한 수용처치의 효
과가 일부 불안반응의 측면에서만 확인되었
다는 점은 수용처치의 효과를 더 높이고 다
양한 측정치들에서 그 효과가 확산되게 나타
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호흡
공간명상(Segal, Williams, & Teasdale, 2002)이 수
용처치의 실습 방법으로 이용되어 그 효과가
보고된 최근 연구(조용래. 2010)를 바탕으로,
박성신과 조용래(2005)의 수용처치조건에 호흡
공간명상의 기법을 추가로 포함한 다음, 이렇
게 보강된 수용처치가 다른 비교처치에 비해
더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비교처
치는 최소한의 처치만 제공되는 조건으로서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과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용처치가 불안의 다양한 측면에서 효
과적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의 주관적 및 생리적 측면을 다
각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Herbert, Rheingold,
& Barandsma, 2001; Wells & Clark, 1997).

나아가, 본 연구는 수용처치의 효과가 참가
자들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지, 아니면 그러
한 특성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효과적인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변
인으로는 참가자들의 특질발표불안을 선정하
였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박성신과 조용래
(2005)의 연구에서는 특질발표불안수준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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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는 대학생들의 특질발표불안수준과 상관없
이 일반 대학생들 모두에게 수용처치가 효과
적인지, 아니면 높은 발표불안수준의 대학생
들에게만 효과적인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였
다. 아주 최근 연구(Cristea et al., 2014)에서 특
질사회불안수준이 높은 참가자들의 경우, 수
용처치가 인지적 재평가처치에 비해 예기단계
및 회복단계에서 부교감신경계 활동이 더 증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교감신경계의
활동으로 측정된 결과로 보아, 특질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참가자들에 한해 발표상황에 대
한 불안반응을 감소시키는 데에 있어 수용처
치의 상대적 우수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
를 고려할 때, 참가자들의 특질발표불안수준
이 높을수록, 수용처치의 효과가 더 클 것으
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
째, 박성신과 조용래(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수용처치에다 호흡공간명상이 보강된 처치가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에 관한 교육조건과 비
교하여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을 감소시키
는데 있어 더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하여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즉석 발표과제로 유도된 불안반응들의 다양한
측정치들을 사용하였다. 즉 주관적 반응(주관
적 불편감 척도, 수행불안 행동빈도, 안전행동
정도) 및 생리적 반응(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
압, 맥박)을 측정하였다. 둘째, 이러한 수용처
치가 의사소통 교육과 비교하여 보이는 우수
한 효과가 참가자들의 특질발표불안수준에 따
라 차별적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앞서
소개된 선행 연구들과 문헌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수용처치가 의사소통교육에 비해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들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가설 2: 참가자들의 특질발표불안수준이 높
을수록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에 미치는
수용처치의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대학교 심리학 교양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95명 중 실험참여에 동의한 학생들 92
명을 수용처치조건과 의사소통 교육조건에 각
각 무선 할당하였다. 본 실험에 참가한 학생
92명 중 실험과정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거
나(예: 휴대전화를 보거나 시간을 계속 체크
하는 행동) 실험에 대한 동기가 낮거나 성실
하게 참여하지 않은 참가자(예: 약속한 실험시
간을 지키지 않음, 처치 실습 중에 졸음, 실험
중간에 화장실을 여러 차례 감)와 같이 실험
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고 전체 절차를 적절
하게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16명의
자료는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총 76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수용처치조건과 의사소통 교육조건 둘 다 38
명씩이었다. 남녀 성비는 두 집단 모두 동일
하게 남학생 12명, 여학생 26명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평균 21.98(표준편차=1.66)세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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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참가자들의 개인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축
형 역기능적 신념검사, 한국판 특질발표불안
척도 및 Beck 우울 질문지가 사용되었으며, 발
표 상황에서 불안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
관적 불편감 척도, 수행불안 행동목록, 안전행
동, 발표시간, 혈압 및 맥박 측정이 이루어졌
고, 그 외 치료 기대 질문지, 기꺼이 경험하기
척도, 수용 및 억제 질문지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형모, 김정범, 박영남, 배대
석, 이선희, 안현의(2008)가 우리나라 말로 번
역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BDI-Ⅱ는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및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괄
하여, 우울 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21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
료를 통해 산출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85이었다.

발표 상황의 불안반응에 대한 종속
측정치
사전 검사
주관적 불편감 척도(Subjective Unit of
특질발표불안 척도(Speech Anxiety Scale; Discomfort Scale, SUDS). 실험과정에서는 주
SAS). 이 척도는 Paul(1996)이 발표상황에 대
관적 불편감 척도를 사용하여 각 발표 과제
한 개인이 두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후의 다양한 불안 반응들을 측정하였으며,
서 개발한 Personal Report of Confidence as a 각 질문들에 대해 0점에서 100점 사이에 평정
Speaker 척도의 단축형이다. 이는 발표 상황에
하도록 하였다.
서 보이는 인지적, 생리적 및 행동적 불안반
응들을 묻는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수행불안 행동목록. 발표동안의 상황을
며, 0점에서 4점까지의 5점 Likert형의 척도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았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발표불 을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안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 문항의 반은 역채 척도는 Paul(1996)의 수행불안 행동 평정지를
점을 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용래, 조용래(2004)가 번역한 것이다. 총 15문항으로
이민규, 박상학(1999)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여러 가지 불안
것을 사용하였으며, 30개 문항 중 2개의 문항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
은 조용래 등(1999)의 연구에서 문항분석 결과 에 어떻게 보였을지 각 불안 증상별로 0점에
제외되어 채점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 6점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산출된 이 척도의 내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산출된 이
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5이었다.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우울질문지(Beck Depression Inventory- 발표 상황과 관련된 안전행동. 발표 직후
Ⅱ, BDI-Ⅱ). Beck, Steer와 Brown(1996)이 개발 발표 동안 안전행동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보
한 우울 증상에 대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기 위해 김은정(1999)이 발표 상황과 관련된
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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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동들로 문항을 구성한 질문지를 사용
하였다.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0점
에서 4점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산출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1이
었다.
생리적 측정. 실험 동안 참가자들이 경험
하는 불안반응의 생리적 양상을 평가하기 위
해 자동 전자혈압계(오므론 전자혈압계/상완
식)를 사용하였다. 참가자 모두를 대상으로 기
저선, 불안 유도 직후, 처치 직후, 발표 직후,
이완기 직후 5번에 걸쳐서 수축기 혈압, 확
장기 혈압 및 맥박 수준을 측정하였다. 혈압
과 맥박이 가장 신뢰성 있는 생리적 측정치
라는 선행연구들(노현진, 조용래, 2010; 조용
래, 2010; Beidel, Turner, Jacob, & Colley, 1989;
Herbert, Rheingold, & Brandsma., 2001; McNeil,

을 참조하여 측정하였다.

Ries, & Turk, 1995)

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기대 질문
지의 3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산출
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3
이었다.
조작 점검용 검사
수용 및 억제 질문지. 각 처치조건, 특히
수용처치조건의 참가자들이 실험자의 지시대
로 처치 전략을 사용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서 노현진과 조용래(2007)가 만든 수용 및 억
제 질문지의 일부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와 임상심리전문가가 수정한 질문
지를 사용하였다. 수용문항 5개(예: ‘발표 동안
의 경험들을 판단하지 않았다’, ‘발표 동안의
경험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억
제문항 5개(예: ‘발표 동안의 경험들을 딴 생
각하기 또는 기도하기 등을 통해 떨쳐내려 했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경우, 내
가 발표하는 동안 경험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
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로 총 1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0점(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에서 4점(상당히 그렇게 했다)으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수용문항만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산출된 수
용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8
이었다.

불특정 치료요인 확인용 검사
치료기대 질문지.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받은 각 처치에 대한 기대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두 처치조건 간에 치료기대수
준이 유의하게 다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Borkovec와 Nau(1972)가 제작한 치료기대 질문
지를 기초하여 Rodebaugh(2003)가 만든 단축
형 질문지를 조용래(2007)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처치절
차의 논리성, 치료가 성공할 가능성, 다른 사 연구 절차
람에게 그 치료법을 추천할 자신감 정도를
평가하는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별로 심리학 교양과목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0점에서 10점까지 Likert 척도 상에서 평정하
사전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실험 참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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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을 통해 대학생
의 발표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실험
참가를 부탁하였다. 실험 참여에 동의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실험 참가가 가능한 시간을 약
속한 다음, 정해진 시간에 실험 약속을 잡았
다. 참가자들이 약속 시간에 도착하면 휴대폰
을 끄고, 자리에 앉도록 하였다. 먼저, 참가자
는 실험참가 동의서와 인적사항을 작성하였으
며, 실험 검사지 작성요령과 실험의 개요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사전 검사지를 작성한
후, 두 처치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적으로 배
정되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이 처음 실험실에 들어
와서 실험 상황과 실험실 환경에 의해 유도된
불안이나 긴장이 생리적 반응의 기저선 측정
치들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응시
간을 가졌다. 적응시간은 편안하게 음악을 듣
는 것으로 구성하여 Pachelbel의 Canon으로 3분
30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후 참가자들은
실험 상황에 충분히 적응했다고 간주하고 기
저수준의 불안에 대한 주관적 보고,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였다. 첫 번째 측정 이후 실험
자는 실험 절차에 관한 안내 및 참가자들이
수행해야 될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
공하였다. 발표상황에서 참가자들의 불안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존엄사, 낙태 및 동
성애를 주제로 한 즉석에서 발표를 부탁하며
참가자들에게 개인의 사회적 성숙도를 평가하
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참가자들
이 발표하는 것을 녹화하게 되고 녹화된 영상
은 평가를 위해 심리학과 교수님과 여러 명의
대학원생들에게 보일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발표상황에서 실험자도 역시 참가자의 발표
태도와 내용에 대해 간단한 평가를 할 것이라
고 하였다. 발표 준비 시간으로 1분을 주었으
며, 5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하였다. 발표 준비 시간이 지난 직후, 실제로
발표하기 직전에 참가자들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였고, 참가자 스스로 주관적인 불안수
준을 평정토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무선 할당 절차를 통하여 수용
처치와 의사소통 교육조건에 각각 배정되었다.
수용처치조건은 불안의 본질, 수용과 호흡공
간명상에 대한 교육 및 그 이론적 근거에 대
한 동영상 시청, 그리고 각각에 대한 실습을
15분간 실시하였다. 수용처치 교육에 이용된
지시문에는 “발표와 같은 상황은 흔히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한 상태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의 핵심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반응들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고, 잘 알아차리며, 판단하
지 말고 받아들이는데 있습니다”라는 이론적
근거를 포함한 지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호흡
확장명상을 위한 지시문에는 “실습 준비가 되
었으면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
주십시오. 먼저, 의자의 등받이에서 약간 떨어
져 앉으시되, 다리는 어깨너비로 벌리고, 팔과
손은 무릎위에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십시오.
허리는 똑바로 세우고 위엄 있는 자세를 취하
되, 너무 경직되지 않게 하십시오..”로 시작하
는 호흡확장명상 동영상을 제시하였다. 의사
소통 교육조건은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에 대한
교육 동영상 시청과 실습을 15분간 실시하였
다. 의사소통처치에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
션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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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실험 절차

이용된 지시문에는 “의사소통을 할 때 이것만
은 기억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구성요소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라는 지문
이 포함되어 있고 교육 이후 이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처치조건에 알맞
은 처치실습이 끝난 직후, 참가자들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였고, 참가자 스스로 주관적 불
안수준을 평정토록 하였다. 실험자는 참가자
들에게 가상의 청중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비디오카메라를 향해 5분간 발표를 해달라고
참가자에게 지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앞서 준
비했던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였다. 비
디오카메라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참가자들로
부터 1m 떨어진 곳에 설치하였으며 발표하는
모습의 상반신을 녹화하였다. 발표가 끝난 직
후, 참가자들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였고, 참
가자 스스로 주관적 불안, 수행불안목록 및
발표상황과 관련된 안전행동 평가에 대한 질
문지를 작성하였다. 발표 후 모든 참가자들은
발표 수행으로 유도되었던 불안이 다음 측정
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완기를
가졌다. 이완기는 3분 30초 동안 편안하게 음
악을 듣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완기가 끝난

직후, 참가자들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였고,
참가자 스스로 주관적 불안수준을 평정토록
하였다. 또한, 실습하는 동안 실험 과제로 인
해 유도된 불안 반응에 대해 지시에 맞게 처
치대로 해당 전략을 사용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용 및 억제 질문지를 평정토록 하였으
며, 이후에 기꺼이 경험하기 척도를 작성토록
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에게 실
험의 본래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고 실
험 내용에 대해서는 본 연구가 끝나는 기간을
알려주고 그 기간까지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
탁하며, 실험을 종료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
간은 50∼55분이었으며, 본 연구의 실험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관심 있는 주요 문제들을 다루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방법을 사용
하였다.
첫째로, 기저선 측정치들의 동등성 검증을
위하여 처치가 주어지기 전에 평가된 참가자
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주관적 불안, 생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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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 맥박), 특질
발표불안 및 우울수준의 기저선 측정치들과
치료기대 측정치에서 처치조건 간 차이 유무
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로, 불안 유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불안 유도 후에 주관적 불안수준, 세 가지 생
리적 측정치들(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 맥
박)과 기저선 불안측정치들 간의 차이 유무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로, 처치에 대한 조작 점검을 위하여
수용처치조건 참가자들이 처치 내용에 맞게
그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수용전략을 사
용한 빈도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
였다.
넷째로, 처치조건과 측정 시기에 따른 불안
반응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2(처치조
건: 수용처치, 교육) × 4(측정 시기: 불안유도
직후, 처치직후, 발표직후, 이완기 후) 혼합설
계에 의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에서 종속변인은 주관적 불안반응과
세 가지 생리적 측정치였다.
다섯째로, 처치조건과 특질발표불안이 발표
상황의 불안반응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기 위하여, 주관적 불안, 세 가지 생리적 측
정치, 그리고 수행불안 행동빈도와 안전행동
정도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예측변인들로는 1단
계에 불안유도 직후의 각 불안측정치, 2단계
에는 처치조건(교육조건 = -.5 vs. 수용처치
조건 = .5로 입력함), 3단계에는 특질발표불
안, 그리고 4단계에는 처치조건과 특질발표
불안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다중공선
성(multicollinearity)을 방지하기 위해 특질발

표불안은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시킨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이 점수와 처치조건을
곱한 점수를 상호작용항에 투입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왔을 경우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
하여 나온 각 예측변인별 비표준화 된 회귀계
수와 상수를 토대로 원점수 회귀방정식을
구성하였다. 원점수 회귀방정식에서 불안유
도 직후의 불안측정치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
지한 채 처치조건과 평균 중심화된 특질발표
불안을 곱한 값을 그 회귀방정식에 투입하였
다(Cheng, 2001). 평균 중심화된 특질발표불안
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평균에
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와 평균에서 1 표준
편차 위에 있는 점수를 각각 특질발표불안의
저 수준과 고 수준으로 사용하였다(Cohen et
al., 2003).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1.0버전을
사용하였다.

결 과
기저선 측정치들의 동등성 검증
표 1과 같이, 어느 측정치에서도 처치조건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불안 유도 효과 검증
주관적인 불안수준(t=-14.53, p<.001)과 생
리적 측정치들[수축기 혈압(t=-8.73, p<.001),
확장기 혈압(t=-8.19, p<.001), 맥박(t=-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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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종속변인별 수용처치조건과 교육조건의 평균(표준편차) 및 각 처치조건 간 사전 동등성 검증 결과
수용(n=38)
교육(n=38)
측정치
t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나이
22.29(1.75)
21.55(1.64)
1.89
학년
2.66(.99)
2.29(1.14)
1.50
주관적 불안
22.37(22.71)
20.79(15.83)
0.35
수축기 혈압
114.24(10.78)
111.16(13.48)
1.10
확장기 혈압
73.68(10.33)
71.76(8.13)
0.90
맥박
76.68(12.80)
75.11(12.10)
0.55
특질발표불안
54.58(20.32)
56.50(19.23)
-0.42
우울수준
10.63(7.16)
10.84(6.90)
-0.13
치료기대
20.97(3.31)
19.68(3.58)
1.63

이 불안 유도 직후에 유의하게 증가하 처치 효과 검증: 불안에 대한 효과 검증
였다. 이는, 참가자들의 주관적 불안반응과 생 주관적 불편감 척도(SUDS). 처치의 주효
리적 측정치들의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본 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측정 시기의 주효과
실험에서 사용된 불안유도 절차가 참가자들의 (F=32.917, p<.001)와, 처치조건과 측정 시기의
불안수준을 높이는데 적절하게 기능했음을 나 상호작용효과(F=13.083, p<.05)가 유의하였다.
타낸다.
후자는 처치조건별 측정 시기에 따라 불안의
주관적 보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
처치에 대한 조작 점검
낸다. 측정 시기에 따른 처치조건별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불안반응은 처치 직
수용처치조건 참가자들이 수용에 기초한 대 후에 처치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처전략을 사용했다고 보고한 빈도 점수는 20 으로 나타났다.
점 만점에 12.11점(SD=4.07)으로, 교육조건 참
가자들이 수용에 기초한 대처전략을 사용했다 생리적 측정치. 불안의 생리적 측정치에
고 보고한 빈도 점수는 20점 만점에 9.53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적용한 결과, 세
(SD=4.34)이었다. 참가자들이 사용한 수용에
변수(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맥박) 모두에서
기초한 대처전략의 빈도는 처치조건 간 유의 처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측정 시기
한 차이를 보였다, t=2.67, p<.001. 이는, 실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처치조건과 측정 시기
자의 의도대로, 수용처치조건의 참가자들이 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수축기 및 이완기 혈
교육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하여 수용전략을 더 압에서 유의하였으나 맥박은 유의하지 않았다.
많이 사용하였을 나타낸다.
각 시점별 처치 조건간의 비교에서, 수축기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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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 시기에 따른 처치조건별 주관적 불안반응과 수축기혈압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
시기
시기 1: 기저선
시기 2: 불안유도
직후
시기 3: 처치직후
시기 4: 발표직후

수용
평균
(표준
편차)

주관적 불안반응

교육
평균 처치
(표준
편차) 조건

22.37

20.79

(22.71)

(15.83)

61.84

53.16

(19.29)

(20.68)

42.11

48.68

(19.19)

(21.33)

50.79

47.11

(23.75)

(23.81)

수용
측정시기 평균
× 처치
(표준
조건 편차)

F

측정
시기
214.214***

2.095

-

-

32.917***

13.083*

2.972

3.762

.151

수축기 혈압

교육
평균 처치
(표준
편차) 조건

114.24

111.16

(10.78)

(13.48)

125.34

125.18

(13.79)

(20.93)

110.89

118.61

(11.21)

(16.21)

117.13

116.84

(12.27)

(16.77)

.067

F

측정
시기

측정시기
× 처치
조건

76.195***

1.029

-

-

81.761***

11.450**

48.076***

.003

16.58
13.42
110.39
110.08
시기 5: 이완기 후 (16.97)
260.172***
1.100
139.154***
.004
(14.57)
(11.65)
(14.57)
주. 시기 2의 측정치들은 다른 네 가지 시기와의 비교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시기 2에는 처치효과 및 상호작용효과의 F값
이 없음.
*p<.05, ***p<.001.

표 3. 측정 시기에 따른 처치조건별 확장기혈압과 맥박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
시기
시기 1: 기저선
시기 2: 불안유도
직후
시기 3: 처치직후

수용
평균
(표준
편차)

교육
평균
(표준
편차)

73.68

71.76

(10.33)

(8.13)

80.11

77.34

(11.20)

(8.99)

72.00

75.71

(10.40)

(9.52)

시기 4: 발표직후

75.58

75.61

(9.78)

(10.29)

시기 5: 이완기 후

72.17

73.26

(9.84)

(8.61)

확장기 혈압

F

처치
조건

.002

측정
시기

수용
측정시기 평균
× 처치
(표준
조건 편차)

66.414***

.327

-

-

36.159***

15.984***

14.783***

2.932

53.160***

4.440*

교육
평균
(표준
편차)

76.68

75.11

(12.80)

(12.10)

84.68

81.82

(15.23)

(13.83)

78.50

78.34

(10.87)

(13.27)

73.18

72.92

(9.22)

(11.13)

74.13

73.97

(9.88)

(11.32)

맥박
F

처치
조건

측정
시기
68.964***

-

.154

27.778***

92.344***

75.654***

주. 시기 2의 측정치들은 다른 네 가지 시기와의 비교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시기 2에는 처치효과 및 상호작용효과의 F
값이 없음.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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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은 처치 직후에(F=11.450, p<.01), 이완기
혈압은 처치 직후(F=15.984, p<.001) 및 이완
기 직후(F=4.440, p<.05)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인바, 수용처치조건의 혈압이 교육처치조건의
혈압보다 일관되게 낮았다. 그러나 맥박의 경
우 어떤 시점에서도 처치조건간의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에서 보듯이, 확장기 혈압은 교육조건에서 특
질발표불안 고 집단이 저 집단보다 높았는데
비해, 수용조건에서는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맥박, 수행불안 행동빈도, 그리고 안전행동 정
도에 대한 처치조건과 측정 시기의 각각의 주
효과, 처치조건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효과
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불안에 대한 수용처치의 효과와 특질발표
불안의 역할 검증
처치 직후. 처치직후 측정한 주관적 불안,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에서 처치조건의 주효
과가 유의하였다. 특히 확장기 혈압에서는 처
치조건과 특질발표불안의 상호작용효과가 유
의하였다, R =.058, β=-.242, p<.01(표 4 참조).
이 효과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그림 2

발표 직후. 발표 직후에 측정된 주관적 발
표불안 및 세 가지 생리적 지표에 대한 처치
조건 및 특질발표불안의 주효과 및 처치조건
과 특질발표불안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
하지 않았다. 수행불안 행동빈도의 경우, 처치
조건의 주효과 및 처치조건과 특질발표불안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특질발표
불안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β=.52, p<.001.

2

표 4. 처치조건과 특질발표불안이 처치 직후에 측정된 확장기 혈압에 미치는 효과 검증결과
변인

단계
불안유도 직후 측정치
2 단계
불안유도 직후 측정치
처치조건
3 단계
불안유도 직후 측정치
처치조건
특질발표불안
4 단계
불안유도 직후 측정치
처치조건
특질발표불안
처치조건 × 특질발표불안
1

B

R2

β

18.636
.701

-5.756

.503

74.768(1,74)

.584

.081

14.220(1,73)

.586

.003

.451(1,72)

.644

.058

11.531(1,71)

***

.748

-.287***

***

.765

-5.855

-.292***

-.027

-.054

12.337
.780

F(df1, df2)

.709

14.274
.757

2

***

15.579
.740

∆R

***

.788

-5.912

-.295***

-.024

-.047

-.248

-.242*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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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과 달리 수용처치조건에서는 특질발표불안이 높을수록 확장기 혈압이 더 낮음을 나타냄.
그림 2. 처치 직후에 측정된 확장기 혈압에 대한 특질발표불안과 처치조건의 상호작용 효과

사전에 특질발표불안수준이 높을수록 두 가지
처치조건 모두 발표 직후의 수행불안 행동의
빈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발표 직후에 측정된
안전행동 정도에 대한 처치조건의 주효과 및

처치조건과 특질발표불안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특질발표불안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β=.49, p<.001. 사전에 특질발표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두 처치조건 모두 발표

표 5. 처치조건과 특질발표불안이 이완기 직후에 측정된 수축기 혈압에 미치는 효과 검증 결과
변인

단계
불안유도 직후 측정치
2 단계
불안유도 직후 측정치
처치조건
3 단계
불안유도 직후 측정치
처치조건
특질발표불안
4 단계
불안유도 직후 측정치
처치조건
특질발표불안
처치조건 × 특질발표불안
1

B

β

R2

37.493
.581

.224

.609

115.266(1.74)

.609

0

.014(1,73)

.617

.008

1.463(1,72)

.637

.02

4.002(1,71)

***

.780

.009

***

.776

.111

.004

-.059

-.088

38.459
.572

F(df1,df2)

.780

37.946
.577

2

***

37.497
.581

∆R

***

.769

.122

.005

-.054

-.081

-.191

-.143*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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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의 안전행동을 많이 사용함을 나타낸다.

및 특질발표불안 각각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 두 가지 독립변인들 간의 상호
이완기 직후. 이완기 직후에 측정된 수축 작용 효과는 유의하였다, 각각 R =.02, β
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 각각에 대한 처치조건 =-.143, p<.05; R =.025, β=-.158, p<.05(표 5,
2

2

표 6. 처치조건과 특질발표불안이 이완기 직후에 측정된 확장기 혈압에 미치는 효과 검증결과
변인

단계
불안유도 직후 측정치
2 단계
불안유도 직후 측정치
처치조건
3 단계
불안유도 직후 측정치
처치조건
특질발표불안
4 단계
불안유도 직후 측정치
처치조건
특질발표불안
처치조건 × 특질발표불안
1

B

R2

β

20.239
.670

-2.450

.551

90.911(1,74)

.569

.018

2.990(1,73)

.572

.003

.473(1,72)

.596

.025

4.341(1,71)

***

.761

-.134

***

.778

-2.543

-.139

-0.26

-.056

16.543
.716

F(df1,df2)

.742

17.697
.702

2

***

18.938
.687

∆R

***

.794

-2.578

-.141

-.024

-.052

-.148

-.158*

*p<.05, ***p<.001.

교육조건과 달리 수용처치조건에서는 특질발표불안이 높을수록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이 더 낮음을 나타냄.
그림 3. 이완기 직후에 측정된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에 대한 특질발표불안과 처치조건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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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참조). 상호작용효과를 더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그림 3에서 보듯이, 수축기 혈압 및
확장기 혈압 둘 다 교육조건에서는 특질발표
수준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수용
조건에서는 특질발표불안 고 집단이 저 집단
보다 더 낮은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완기
직후에 측정한 주관적 불안수준, 맥박, 수행불
안 행동빈도 및 안전행동 정도의 경우, 처치
조건 및 특질발표불안 각각의 주효과, 그리고
이 두 가지 독립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표 상황에서 일어나는 불안반응의 감소에
있어 수용에 기반을 둔 처치가 의사소통교육
에 비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처치
효과가 참가자들의 특질발표불안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와 문헌에 기초하
여, 수용처치가 의사소통교육에 비해 발표상
황에 대한 불안반응들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 1과 참가자들의
특질발표불안수준이 높을수록 발표상황에 대
한 불안반응에 미치는 수용처치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가설 2를 상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그 결과들을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표 상황에서 유도된
불안 반응들 중 처치 직후에 평가된 불안반응
의 주관적 및 생리적 측정치(수축기, 확장기
혈압)는 교육조건에 비해 수용처치조건에서

유의하게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의 가설 1을 지지하는 증거이다. 이러한 결과
는 불안에 대한 수용처치의 효과를 지지한 선
행 연구결과들(노현진, 조용래, 2010; 박성신,
조용래, 2005; Levitt, Brown, Orsillo & Barlow,
2004)과 대체로 일치한다. 나아가, 수용처치가
억제처치에 비해 발표동안의 주관적 불안감을
유의하게 더 감소시키지는 않았으나 심장박동
률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더 효과적이었다는
Hofmann 등(2009)의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맥박을 제외한 두 가지 종류의 혈압(수축기,
확장기 혈압)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연
구에 사용된 비교처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과
처치 직후에만 한정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
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불안반응
에 대해서도 수용처치의 효과를 지지하는 결
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수용처치가 우
울 기분을 감소시키는데(최예종, 조용래, 2009;
Singer & Dobson, 2007) 뿐만 아니라 발표 불안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도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고 볼 수 있다.
처치 직후와 달리 발표 직후의 측정치에서
는 처치조건의 주효과 및 처치조건과 특질발
표불안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수용처치가 발표 상황에 대한 예기불안
의 감소에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 발표 동안
의 불안 반응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는 못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완기 후의 두
가지 혈압측정치들에 대한 처치의 주효과도
역시 유의하지 않았으나, 처치조건과 특질발
표불안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 제시된 수용처치의 효
과에서의 특질발표불안의 중재역할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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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논의하겠다.
본 연구에서 수용처치를 함으로써 처치 직
후의 주관적 불안반응 및 두 가지 혈압측정치
들이 효과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발표 직후에
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몇 가지 이
유들을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 중 하나는 본 연구에서 수용처치의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된 호흡공간명상이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불안감소에 도움이 되었으
나 실제로 발표하는 동안에 사용하기에는 적
절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호흡공간명상
은 본래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감
소 프로그램이나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인
지치료의 한 가지 구성요소로서 스트레스나
화 또는 우울한 기분을 다루기 위하여 평소
하던 습관적 행동을 멈춘 채 아랫배 호흡과
함께 그 순간의 신체감각 및 관련 반응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
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다(조용래,
2012; Segal et al., 2002). 하지만 본 연구에서처
럼, 실제 발표를 함과 동시에 아랫배 호흡과
함께 그동안의 다양한 불안반응들을 객관적으
로 관찰하기에는 주의의 자원이 부족했을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발표에 대한 예기불안뿐만 아니라 실제 발표
상황에서도 불안반응들을 줄이기에 적절한 수
용처치의 다른 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른 가능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
이 수용처치를 실습하고 익히는 데에 소요된
시간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용처치를 위해 배정된 15분은 참가자
들이 수용이란 개념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실행할 정도로 익숙한 상태에서 실제 발표 동

안에 그 처치를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시간 일
수 있다(조용래, 2010; 박성신, 조용래, 2005;
최예종, 조용래, 2009). 향후에는 그 시간을 좀
더 늘이거나 치료회기를 2회기 또는 그 이상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본 연구에서 발표직후에
참가자들의 불안감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실 상황에서의 즉석 발표가 실생
활에서의 발표장면과 차이가 있어서 참가자들
의 불안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었
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특히 의사소통 교육집
단의 주관적 불안반응에서 더욱 그러한 경향
이 관찰된다. 이러한 점이 즉석 발표이후 처
치집단 간의 효과를 비교하는데 영향을 주었
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발표
직후 불안감을 더 상승시키기 위한 보완절차
가 제공된 다음 그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교육조건에 비해 수용처치조건의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 감소에 미치는 우
수한 효과는 참가자들의 특질발표불안의 수준
이 높을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처치 직후의 확장기 혈압과 이완기 후
의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 측정치들에서만 특
정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설 2
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며, 특질발표불안이 수
용처치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처치조건과 특질발표불안의 상호작용효과는
발표 직후의 측정치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또한 특질사회불안수준이 높
은 참가자들의 경우 수용처치가 인지적 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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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치에 비해 예기단계 및 회복단계에서 부
교감신경계 활동이 더 증가하였다는 Cristea 등
(2014)의 보고와 일치한다. 이에 더해, 처치
직후의 여러 측정치들 중에서 확장기 혈압에
만 처치조건과 특질발표불안의 상호작용효과
가 나타났다는 결과는 개인이 위협적으로 평
가하는 동안의 혈관 반응의 증가가 특히 확
장기 혈압의 증가로 나타났다는 보고(Maier,
Waldstein, & Synowski, 2003; Tomaka, Blascovich,

와 관련지어 볼 때 불안
반응의 생리적 지표로서 확장기 혈압이 갖는
중요성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해 고려
할 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에 참가한 연구 대상들이 일반 대학생 집단
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참가자들
의 특질발표불안 점수가 절단점(71점; 조용래
등, 1999) 또는 그 이상을 보인 참가자들은 총
76명 중 17명(22.34%; 수용처치 8명, 교육 9명)
이었으며, 이 분포는 처치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χ (1)=.07, ns.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임상환자
표본들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발표불안
장애를 포함한 임상환자 표본을 선정하여 수
용처치가 발표 불안반응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과정에서 특질발표불안의 중재역할에 관해 검
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험 종결 후 처치의 효과가 유지되
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같은 점을 개
선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실험 종결 당시 참가
자들에게 실험의 목적과 절차에 관해 사후 설
명을 제공할 때에 추후 평가를 염두에 둔 조
Kesley, & Leitten, 1993)

2

치를 함으로써 처치 효과가 추후에도 유지되
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혈압과 맥박 모두 시간
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시간대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여 이러한
점이 생리적 지표들의 측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동 혈압계 중 비교적
안정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상
완식 자동혈압계(오므론 전자혈압계/상완식)
를 사용하였으나 이 또한 변동이 클 수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리적
지표들의 측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이
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혈압과 맥박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방안을 활
용하고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측정하는 등
실험 진행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넷째, 본 연구에 사용된 수용처치는 이론
교육(불안의 본질, 수용과 호흡공간명상)과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한 동영상 시청 및 호흡공간
명상 실습으로 구성된 일종의 패키지로 볼 수
있다. 이런 구성요소 각각이 본 연구의 결과
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치료 요
소 각각의 차별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춘 실험
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몇 가지 제한점들에도 불
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
겠다. 첫째, 본 연구는 수용에 초점을 맞춘 치
료가 발표 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을 감소시킨
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지지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험의 수용이 다른 종류의 불안이나 우울기
분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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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했지만, 실험적 방법을 이용해서 그 효과
를 입증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특히 수용
처치가 발표불안 반응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패러다임을 사용하여 검증한 연구는 극소
수에 불과하였다.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
안 이루어진 수용처치 방법이 교육조건에 비
하여 즉석발표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 반응의
감소, 특히 발표 상황에 대한 예기불안의 감
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는 수용처치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 교육에 비해 수용처치가 대
학생의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 특히 혈압
의 감소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는 참가자들의
특질발표불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두드러진
다는 결과는 수용처치가 이러한 특성을 지닌
참가자들에게 더 적합함을 시사하며, 특질발
표불안이 수용처치의 중재변인일 가능성을 처
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
가, 임상 실제에서 치료 계획을 수립할 때에
내담자들의 특질발표불안을 사전에 측정한 다
음, 그 수준이 대학생의 평균보다 높은 내담
자들에게는 수용 기반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
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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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n acceptance-based treatment and trait speech anxiety
on anxiety responses to a public-speaking situation

Kyeongbu Ha

Yongrae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n acceptance-based treatment on anxiety responses to
a public-speaking situation in a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as compared with education about
communication and also to examine whether its effect would be moderated by trait speech anxiety. Of the
university students who completed the measure of their trait speech anxiety, seventy six undergraduate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acceptance or education conditions. Participants' anxiety
responses to a public speaking situation was induced by asking them to prepare for and give an
impromptu speech. After that, participants in each condition received the corresponding treatments. As
expected, the acceptance condition show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subjective anxiety, systolic and
diastolic pressures as measured immediately after treatment provision than the education condition. This
effect of acceptance on diastolic pressure was also greater at higher levels of trait speech anxiety. While
the main effect of treatment condition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treatment condition with trait speech
anxiety on any anxiety responses measured immediately after speech were not significant, the main effect
of trait speech anxiety was significant. As expected, the effects of acceptance as compared with education
on systolic and diastolic pressures at relaxation period were greater at higher levels of trait speech anxiety.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cceptance may be a useful intervention for reducing anxiety
responses to a public-speaking situation in non-clinical undergraduate samples and that the relative efficacy
of an acceptance-based treatment may be partly moderated by trait speech anxiety.
Key words : acceptance treatment, anxiety responses to a public-speaking situation, trait speech anxiety, treatment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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