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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수업 중 발표불안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신

나

민*

박

종

향

동국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발표불안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하여 발표자가 경험하는 현상을 발표자의
관점에서 탐구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방법을 원용하였다. 수업시간 중 경험하는 발표불안에 대하여
대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심층적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한국판 발표불안척도(K-SAS)와 발표불안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K-SAS와 발표불안에 대한 자기평가는 상관관계가 .85로 비
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laizzi방식을 통해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발표불안 감정
은 발표, 발표자 자신, 청중, 발표 환경에 대한 인지 및 발표자의 증상 및 대처방안의 5개 요인과 관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불안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들은 대부분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부정
적인 사고와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이라는 감정(emotion)
이 특정 주제에 대해 개인이 갖는 인지(cognition)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발표 불안 감소
를 위한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반 가운데 인지행동적 접근을 지지한다. 아울러 본문에서는 수업 시간
중 교수자가 학생들의 발표불안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들
이 제시된다.
주제어 : 발표불안, 현상학적 연구, 인지, 감정, 비합리적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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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실제로 국
내에서도 과거에 비해 다양한 기관에서 스

리더십과 의사소통기술이 중요한 직업적

피치 교육과 관련된 강좌가 개설되며, 발표

역량으로 등장하면서 대학수업에서도 발표

혹은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기법에 관한

와 토론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 많이 활

교육과 훈련 기회가 증가하는 것을 미루어

용되고 있다(신희선, 2006). 특히 수업 중의

볼 때 발표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중시되

학생 발표는 학생들의 발표력을 기르고, 수

며 효과적인 발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

업 참여도를 높이며, 내용에 대해 학생 스

가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스로가 탐구하게 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

본 연구는 대학생의 발표불안에 대한 보

져올 수 있다. 문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교수-학습 상황

발표라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부담스러워

인 수업 시간 중 이루어지는 발표라는 행위

하거나 불안을 느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

와 현상에 대하여 발표자 자신이 갖는 주관

로 발표불안(public speaking anxiety)이란 다수

적 생각, 혹은 인지(cognition)를 현상학적 연

의 청중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 즉 개인

구 방법으로 탐구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은

이 다수의 타인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는 공

연구자나 측정도구가 설정한 틀로 연구대상

식적 혹은 비공식적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

자가 경험하는 세계를 드러내기보다는 “연

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질 때

구대상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태도변경”을

불안을 나타내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생리

요한다(홍성하, 2002:26). 즉, 연구대상자의

적 및 행동적 반응들로 정의된다(임지연,

경험세계를 되도록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2001; Fremouw & Breitenstein, 1990). 이와 같

하는 것이 이 방법의 효용성이라고 할 수

이 발표불안은 대개의 경우 발표자의 수행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감정 상태로 이해

최대한 자유롭게 발표와 관련된 진술을 하

된다.

도록 하여 그 진술을 토대로 발표불안과 관

흥미로운 사실은 발표불안을 느끼는 비율

련된 주제들을 파악하였다. 발표불안은 누

이 과거에 비해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구나 일정 정도는 경험하게 되는 감정적 상

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이루어진 Pilkonis와

태이다. 하지만 왜 어떤 학생은 다른 학생

그 동료들(1980)은 일반인의 약 20%, Wilber

보다 더 많은 불안 감정을 느끼는가? 이 질

(1981)는 일반인의 약 40%가 대중 앞에서

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발언 할 때 불안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발표라는 행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

비하여 1990년 이후 연구에 따르면 발표불

가 있다.

안은 사회공포증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88%
가 경험하며(Mannuzza et al., 1995), 일반인들
의 85%가 발표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했다고

Ⅱ. 선행연구 검토

한다(Advisor, 2001). 이런 결과들은 발표불안
에 대한 실태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더

2008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지(KERIS;

대학생의 수업 중 발표불안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717

http://www.riss4u.net)를 통해 ‘발표불안’을 주

표불안을 많이 경험했음이 밝혀졌다. 중학

제어로 검색한 결과, 78개의 연구가 국내

생을 대상으로 한 염영미(2005)의 연구는 자

학위 논문 및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의식, 비합리적 신념이 발표불안과 유의미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발표 불안에 대한

한 상관이 있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그

국내 연구들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주제로

리고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보

나눌 수 있다. 첫째, 발표불안 감소를 위한

다 더 발표불안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둘째, 발표불안

Davison과 그 동료들(1991)은 대학생을 대상

변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셋째, 발표

으로 발표불안과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결과

불안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에 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발표불안 행동척도

한 연구이다. 이 가운데 발표불안 감소를

와 자가측정한 발표불안 정도는 낮음을 보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

여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발표불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자기효능감과는 부적관계를 그리고 비합
리적 사고, 비합리적 신념과는 정적 관계를

1. 발표불안 변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발표불안 변인들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나타냄을 시사한다.
2. 발표불안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불안의 원인을 발표자의 특정 인지 상태로
보거나 발표상황에 대한 사회적, 상황적 요

발표불안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인에서 찾기도 한다. 발표자에 초점을 둔

연구자의 심리학적, 철학적 신념에 따라 서

변인으로는 비합리적 신념(김복환, 최혜림,

로 다른 접근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대부

2003),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조용래, 2003;

분 인지행동적 접근, 행동주의적 접근, 게스

임지연, 2001), 자기효능감(노은정, 2006; 김

탈트적 접근, 해결 중심적 접근, 정신분석학

미숙, 2001; 임지연, 2001), 자의식(김복환,

적 접근 등 다양한 심리치료적 이론을 기초

최혜림, 2003; 김수정, 2008), 자아개념감(권

로 프로그램의 방향을 잡는다. 김성희, 이은

용숙, 2004), 자아가치관(박대령, 2003) 등이

지(1995), 김영희(2001), 안승숙(2001), 이문숙

있다. 예를 들어, 김미숙(2001)의 연구는 자

(2001), 박의선(2003), 정형숙(2003), 황은선

기효능감과 발표불안이 유의미한 부적상관

(2003)은 인지행동적 발표훈련을 통해 발표

을 보인다고 보고한다. 즉, 발표불안이 높은

불안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논하고 있다

아동은 발표불안이 낮은 아동보다 자기효능

(전명선, 2006). 인지행동적 훈련을 통한 발

감이 낮게 나타났다. 김복환, 최혜림(2003)은

표불안 감소 프로그램은 발표불안을 유발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표자의 자의식, 비

는 특수한 인지를 재구조화 하여 말하기 훈

합리적 신념과 발표불안과의 관계, 그리고

련을 통해 발표불안을 유발하는 발표자의

자기효능감과 발표불안의 관계를 연구하였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바꾸고자

는데 이들 아동의 경우, 비합리적 신념이

한다. 자기표현훈련, 자기주장훈련, 발표력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발

향상훈련과 같은 말하기 훈련이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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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에 속한다. 그 외 현실요법(지영준,

Self-Statement Test, SISST)가 있다(김남재,

2006), 놀이중심(반금복, 2006), 마음챙김 명

2004; 김은정, 2000; 임지연, 2001; 조용래,

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김미

2004). 이 가운데 발표상황으로 한정된 발표

정, 2008), 독서치료(한명자, 2004), 음악청취

불안 변인 척도지는 SAS, SATI. SAATQ와

(오윤숙 외, 2004), 아로마 처치(이영순 외,

SSPS이다. 조용래, 이민규, 박상학(1999)은

2004), 발표보조견 프로그램(최세환, 2006)

PRCS(Personal Report of Confidence as a

등 다양한 치료법을 통한 연구가 있다.

Speaker)를 번역하여 검증한 한국판 발표불

연구방법으로는 대부분 프로그램에 참가

안 척도(SAS)개발하였고, 임봉순(1991)이 국

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내에서 발표불안 검사 도구를 개발했다. 이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의 전·후 비

외 역기능적 신념검사(DBT)는 조용래, 원호

교를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발표불안

택(1997)이 변형하였고, 발표불안사고검사지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상자는

(SATI)는 조용래(2004)가 국내 활용을 위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연

재변형 하여 활용하였다. 이렇듯 국내 연구

령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검사지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거쳐 연구

3. 발표불안 및 발표불안 변인을 측정하기 위
한 척도 개발 연구

에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는 발표불안에 대한
기존 연구가 두 가지 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발표불안 및 관련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첫째, 초기의 발표

척도는 국내에서 직접 개발하는 경우는 드

불안 연구는 대부분 발표불안을 사회공포증

물었지만 발표불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

의 하위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록 측정도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

하지만 최근의 심리학자들은 발표불안을 독

는 경향이 있다. 발표불안과 관련된 선행연

립적인 현상으로써 사회공포증의 하나의 차

구에서 사용된 평가도구로는 한국판 발표불

원으로 서술할 수 없는 특성이 있음을 이해

안척도(Speech Anxiety Scale, SAS), 한국판 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정명화 외, 2005). 발표

표불안 사고 검사(Speech Anxiety Thoughts

불안이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를 맺는 데서

Inventory, SATI), Self-statement during public

오는 불편함과 불안 즉, 사회공포증에 포함

speaking(SSPS), 발표불안 자동적 사고 질

될 수도 있지만 발표불안의 원인이나 특성

문지(Speech Anxiety Automatic Thoughts

을 모두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로 귀인하는

Questionnaire, SAATQ), 역기능적 신념 검사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Dysfunctional Beliefs Test, DBT), 사회적 자기

따라서 발표불안을 서술할 수 있는 독립적

효능감(Social Self-Efficacy Scale, SSES), 사회

인 이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신혜린,

적 회피 및 불안척도(Social Avoidance and

이기학, 2008).

Distress Scale, SADS),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

둘째, 국내에서 사용되는 발표불안 검사

용에 대한 자기진술 검사(Social Interaction

도구의 한계이다. 현재 한국의 발표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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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개발된 검사지는 발표불안척도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였기에 본 연

(SAS, 조용래, 1999), 발표불안자동적사고질

구는 현상학적 방법 원용하게 되었다. 이

문지(SATTQ, 조용래, 2000), 한국판발표불안

방법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의견이나 질문을

사고검사(SATI, Cho et al., 2004) 등이다. 하

최소화하며 되도록 연구대상자의 경험 세계

지만 다수의 연구자는 주로 국외에서 제작

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그 경험을 확실하

된 설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해 왔다. 따라서

게 기술하기 위한 자료수집 과정을 거치게

보다 문화적으로 타당한 검사지 개발을 위

된다(홍성하, 2002:26). 현상학적 연구의

해서는 연구 대상자의 맥락과 상황을 좀 더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분석 절차의 단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 대학생

구분에 따라 Van Kaam 방법, Giorgi 방법,

들의 수업 시간 발표 상황에서의 불안을 이

Colaizzi 방법 등이 알려져 있는데(이기상,

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 부합하는 발

2002), 본 연구는 Colaizzi 방식을 참고하였

표자의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측정도구가 필

다.

요하며 이런 도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

Colaizzi(1978) 자료 분석 방식은 다음과 같

대상자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이 6단계에 거쳐 현상에 대한 최종적인 기

한다.

술(exhaustive description)에 도달하게 된다. 즉,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
이나 구를 추출하고(significant statement), 이

Ⅲ. 연구방법

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한 후(formulated meaning),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과 구체적인
연구절차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theme), 주제군(theme cluster)으로 범주화
(category)하여 경험의 본질적 구조(exhaustive
description)에 이르기까지 총 6단계를 거친다

1. 현상학적 연구

(<표 2> 참고). 하지만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5단계로 범주화하

발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현

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주제가 정리되었고 6

상이지만 이를 경험하는 경험자에 따라 그

단계의 기술이 의미군의 모음과 중복되어 5

현상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질적연구

단계까지만 분석을 시도하였다.

방법 가운데서도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 대
상자의 주관적인 경험 세계를 수집하여 이

2. 인터뷰 및 설문지 실시

자료를 재차 현상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
상을 현상으로써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다

연구 대상자와의 인터뷰는 2008년 11월부

(정혜경, 홍성하, 2001:194). 이런 방법적 특

터 2009년 1월에 거쳐 서울 소재 4년제 대

성이 수업 중 발표라는 현상에 대한 경험자

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실

의 주관적인 생각, 느낌, 감정에 대한 진술

시되었다. 각 인터뷰는 개별적인 대면을 통

등을 토대로 이들의 경험세계를 이해하고자

해 대화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평균 20분 정

720 敎育心理硏究 (第23卷, 第4號)

도 소요되었다. 참여 대학생들은 사회계, 인

판 발표불안척도(K-SAS)와 발표불안에 대한

문계, 자연계, 공과계열 재학생으로 구성되

자기평가를 실시하였다. 한국판 발표불안척

었으며, 남녀의 비율이 8:9로 비교적 균형을

도는 발표불안상황에서 인지적, 생리적, 행

이루었다. 참가자들에게는 인터뷰 내용이

동적 불안증상을 평가하는 28개의 문항으로

녹취되고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 상에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동의를 구했다.

평정한다(조용래, 이민규, 박상학, 1999). 발

연구에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불안의 자기평가를 위해서는 발표자가 발
표상황에서 느끼는 자신의 불안 정도를 0점

1)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 어떤 감정이나

에서 10점 사이에 기입하게 하였다.

생각이 들어요?
2) 왜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터뷰 직후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한국

3. 참여대학생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배경변인이 <표

<표 1> 연구 참여 대학생
No

이름

나이

학년

성별

소속

마지막 발표

1

윤**

20

2

남

사범대

3주전

2

최**

22

3

여

사범대

3주전

3

김**

23

3

남

사범대

1주전

4

김**

22

3

여

사범대

6개월 전

5

이**

22

3

여

사범대

2주전

6

김**

23

4

여

사범대

2주전

7

권**

24

4

남

사범대

1개월 전

8

한**

22

3

남

사범대

당일

9

박**

21

2

여

사범대

6개월 전

10

신**

23

2

여

인문사회대

1개월 전

11

김**

24

2

여

인문사회대

2개월 전

12

연**

24

2

남

자연대

2개월 전

13

최**

26

3

남

공대

2개월 전

14

석**

25

3

남

공대

1개월 전

15

유**

27

3

남

공대

1개월 전

16

정**

22

2

여

공대

1개월 전

17

김**

24

2

여

공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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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의 최소 연령은

범주화에 이르기까지 [그림 1]의 과정을 재

20세, 최고 연령은 27세였으며, 평균 연령이

차 반복하는 해석학적 순환(hemeneutic circle)

23.2세였다. 아래 표에서 드러나듯이 학생들

과정을 거쳤다. 둘째, 주관적 의미 자료에

마다 마지막 발표한 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

대한 해석을 풍부히 하기 위하여 실시된 양

었지만 본 연구의 주제가 특정한 하나의 발
표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발
표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Interviews (n=17)

것이었기 때문에 수업 중 발표 경험이 있는

Ð

학생들의 자료는 모두 분석에 포함시켰다.

의미 문장들 Significant statements (n=114)

4. 자료 분석

Ð
의미 구성 Formulated meanings (n=32)

자료 분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
다. 첫째, 인터뷰 자료는 MP3파일로 녹음하

Ð

여 한글 파일로 기록한 후 내용을 숙독하면

주제 Themes (n=15)

서 위에서 기술한 Colaizzi방식으로 분석 하

Ð

였다. <표 2>는 ‘증상’으로 나타난 범주가

주제군 Theme cluster (n=10)

어떤 과정을 통해 추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Ð

예이다.
연구자들은 17명의 대학생으로부터 얻은

범주 Category (n=5)

인터뷰 자료를 반복하여 숙독한 후 최종
[그림 1] 자료분석 절차

114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한 후 최종

<표 2> Colaizzi 분류의 예시
Significant statement
• 이런 쓸데없는 말 계속하면 안 되는데.
• 내가 말해야 될 내용을 중언부언한다.
• 자꾸 횡설수설하는 것 같다.
• 질문이 나온 다음 얼버무리는 경우
• 심박수가 빨라지고, 얼굴이 빨라진다.
• 발표하기 직전 심박수가 빨라지면, 말이
빨라진다.

Formulated meaning

Theme

Theme cluster Category

말을 계속한다.
언어표현의
말을 부정확하게

부정확

한다.
신체적
불안정

심박수가
빨라진다.

생리적
이상

• 몸에서 열이 난다.

몸에서

• 얼굴이 빨개진다.

열이 난다.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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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료 분석에는 사회과학 통계패키지인

포함되었다. ‘발표에 대한 강압적인 신념’에

SPSS 12.0이 활용되었다. 통계 분석은 인터

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표라는

뷰 실시 후 측정한 한국판 발표불안척도(K-

건 내가 완벽하게 해야 하는 건데....’, ‘발표

SAS)와 발표불안 자가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자는 알아야 하는데...’, ‘내가 다 알고 있어

와 두 척도간의 상관분석을 살펴보는 데 활

야 남에게 말해줄 수 있다’라는 진술이 포

용되었다.

함되었다.
나. 자신에 대한 인지

Ⅳ. 연구결과

‘자신에 대한 인지’란 발표를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자의식

연구결과를 인터뷰 분석과 통계분석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은 자신감, 두려움, 부담감 등으로 표출되었
다. 첫째, 자신감이 있는 경우는 ‘나는 내가
준비한 거는 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1. 인터뷰 분석

청중에 대하여 ‘지금 내 발표가 매력이 없
어서 조는 게 아니라, 원래 공부 포기한 애

17명의 대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의 발표

들이야’와 같은 진술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느낌, 감정, 생각 등에

발표자가 스스로의 발표 역량에 대한 확신

대한 진술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탐구한 결

이 드러난다. 둘째,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과, 발표불안은 발표, 발표자 자신, 청중, 발

다. ‘발표하다가 내용을 잊을 것 같다’, ‘잘

표가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한 발표자의 인

못된 내용을 말할 것 같다’, ‘가르쳐주다 틀

지 및 발표자가 경험하는 증상 및 대처방안

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진술이 여기에 포

이라는 다섯 가지 요인과 관련되는 것으로

함된다. 발표 내용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나타났다.

발표자는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지 못할
까봐 두려움을 나타낸다. 셋째, 발표에 대한

가. 발표에 대한 인지

부담감은 자신에 대한 열등감 혹은 우월감

발표에 대한 인지란 ‘발표’라는 상황 자

과 관련된다. ‘부족하게 보이는 게 싫다.’,

체에 대한 발표자의 일반적인 느낌과 생각

‘남들보다 뛰어나게 완벽하게 하고 싶은

을 의미한다. 발표에 대한 인지는 발표 당

데...’, ‘잘해야 한다’의 진술을 통해 발표자

시 발생된 감정의 방향성에 따라 발표에 대

가 갖는 부담감을 나타낸다. 즉, 부담감에는

한 ‘부정적 인지’ 및 ‘긍정적 인지’로 나눌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다는 생각과 자신의

수 있다. ‘발표에 대한 부정적 인지’에는

행위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

‘발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발표에 대

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강압적인 신념’이 드러난 반면, ‘발표에
대한 긍정적 인지’에는 ‘발표가 괜찮다’는

다. 청중에 대한 인지

등 발표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는 진술들이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발표자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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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발표에 대한 인지
• 발표가 젤 쉬워 보이거든요.

발표에

• 긴장은 되지만 남들한테 말해줄 수 있다는 게 좋다.

발표가

대한

대한

괜찮다

긍정적

긍정적

감정

인지

•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다.
• 생각처럼 쉽지 않다.

• 떨린다. 싫어한다.

• 일단 상황자체가 불안하다.

• 부끄럽다.

• 긴장이 많이 된다.

• 부담스럽다.

발표에

발표가
쉽지
않다

발표에
대한
부정적
발

감정

표

• 발표를 준비한다는 게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가 돼

에

야 하는데.

대

• 발표자라는 게 그 내용 자체에 있어서 최소한 거기서

발표에
발표자는

답변을 해줘야지.

알아야

• 발표라는 건 내가 완벽하게 해야 하는건데.

한다.

• 내가 다 알고 있어야지 남한테 얘기 해 줄 수 있다.

대한
발표에

부정적

대한

인지

한
인
지

강압적인

• 좀 모른다고 하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신념

없는 것이다.
• 발표내용을 숙지 못 하고 가는 경우에는 더 떨린다.
준비가

• 준비가 덜 되면 긴장이 된다.

부족하다.

• 발표하려면 준비는 발표내용의 10배는 더 해야 한다.

대한 인지 외에도 발표를 경청하는 청중,

니까’의 진술과 같이 청중이 발표자만을 바

즉 동료 학습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식적

라본다고 인지한다. 즉, 발표자는 청중의 관

이었다. 청중에 대한 생각은 연구 참여 대

심을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집중

학생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

된 시선은 청중이 발표자를 평가하기 위한

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중을 어렵게 생각하

반응이라는 생각과 연관된다. ‘수업 이후에

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

만나면 내 이미지는...’, ‘저 사람은 나를 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청중은 발

떻게 생각할까?’, ‘혹시 잘못해서 저 놈, 공

표자만 바라본다. 둘째, 청중은 발표자를 평

부 안하는 놈, 그런 식으로 생각할까봐’의

가한다. 셋째, 발표자는 청중이 원하는 것을

진술과 같이 발표자는 자신의 발표가 수업

주어야 한다. 첫 번째 요소는 청중의 집중

후의 자신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까지 의

된 시선과 관련된다. ‘다 나를 쳐다보고 있

식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청중의 학년

으니까’, ‘많은 사람들 눈이 나한테 주목되

이 높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정확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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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신에 대한 인지
• 내가 준비한 거는 다 한다는 믿음은 있다.
• 지금 내 발표가 매력이 없어서 조는 게 아니라, 원래
공부 포기한 얘들이야.

잘
할 수

자신감

있다.

긍정적
인지

• 여기서 나보다 발표 잘하는 사람은 없어.
• 내가 혹시 틀린 게 아닌가. • 안 그래도 발표 못 하
니까 떨까봐.
•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까, 어떻게 생각
할까 하는 생각에 말을 못한다.
• 혹시 흐름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건 아닐까?
• 혹시 이 수업시간을 망치는 것은 아닌가?

실수하면

실수에

어떻게

대한

하나.

두려움

자
신
에
대

• 한번은 조별발표였는데 준비를 잘못하는 바람에 엄청

한

깨졌다. 수업을 망쳤다는 교수님 말씀에 그 수업만 되

부정적

면 더 긴장된다.

인지

• 고학번이니까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

인
지

잘 해야

•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 긴장감.

할 것
• 남들보다 뛰어나게 완벽하게 하고 싶다.

같다.

• 누군가 부족한 부분을 얘기 해 주는 게 자존심 상한다.
• 내 점수는 어떻게 될까?

부담감

좋은
점수를

• 실질적으로 점수에 들어가는 거는 점수니까.

받고 싶다.

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더 긴장한다. 셋째,

실이 클 때 압도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청중은 나로부터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로

응답이 있었고, 시간이 부족할 때 당황한다

묘사되며 발표자는 그것을 파악하여 충족시

는 진술이 여기 해당된다. 또한 환경에 대

켜 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이 청

한 인지에는 발표자가 예기치 못했던 특별

중에는 교수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

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포함되었다. 예를

다.

들면, 청중이 자신이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하는 경우나 학습매체 혹은 도구가 작동하

라. 발표 환경에 대한 인지

지 않는 경우가 이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

이 밖에도 발표가 이루어지는 시공간 등

고 평소 수업 분위기가 권위적인가 편안한

환경에 관한 인식도 발표에 대한 긴장이나

가에 대한 판단도 발표에 대한 긴장과 불안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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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청중에 대한 인지
• 나 혼자만 하는 거니까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마찬가지이다.
• 다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청중은

• 많은 사람들 눈이 나한테 주목되니까.

발표자를

• 조용한 상태에서 나 혼자 얘기하는 거 집중 되는 게 싫다.

바라본다.

•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부담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는 기

청

능을 떨어지게 한다.

청

중

중

에

에

대

대

한

한

부

• 마음속으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부

정

• 혹시 잘못해서 저 놈, 공부 안하는 놈, 그런 식으로 생각할

담

적

감

인

• 후배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그냥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은 세부화해서 평가하는 것 같다.
청중은

• 나를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 강박감이라든지, 교수님이 지켜보신다는 긴장이 있다.

발표자를
평가한다.

까봐.

청
중
에
대
한
인
지

지

• 최대한 발표를 제가 아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
발표자는

는 대답을 해줘야한다.

청중이

• 교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데.

원하는 것을

•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고.

주어야 한다.

• 더 많은 걸 나한테 요구할까봐.

마. 발표자의 증상 및 대처방안

은 몸의 떨림, 과잉 행동, 시선의 불안정함

발표자는 발표상황에서 다양한 심리적,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발표자가 인지하는

행동적 증상을 보이며 이에 대한 감정적 반

내적증상으로는 아무런 생각나지 않는 상태

응을 제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대처방안

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발표자들은 발표한

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우선, 발표자가 경험

내용에 대해 발표 이후 전혀 기억을 못 하

하는 증상은 외적 증상과 내적 증상으로 구

기도 한다.

분할 수 있었다. 외적증상은 언어표현의 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발표자는 발표상황

상(anomaly)과 생리적 반응이고 내적증상은

에 대하여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대처방안

상황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구분된다. 외

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처방안은 부

적증상의 상당 부분은 언어표현의 비정상적

정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자세로 나눌 수 있

인 상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는데, 부정적 자세는 발표상황에 대한 거부

와는 달리 말을 계속하거나, 말을 부정확하

로 상황을 회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회

게 하거나, 말이 빨라지는 증상 등을 들 수

피는 자신의 감정이나 청중을 의식하지 않

있다. 발표자의 신체적 변화에는 목소리 혹

고 그냥 그 상황을 기계적으로 대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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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발표 환경에 대한 인지
• 수업시간에 학우들 앞에서 하니까 그 시간을 저한테 할
애해주는 거니까.

수업이기

• 수업시간이니까 조심하게 된다.

때문에

• 수업의 흐름에 맞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 같다.
• 장소가 편안한 수업에서는 긴장이 덜하다.

발

• 권위적인 수업에서는 더 조심하게 된다.

분위기에
따라

• 뭔가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 더
긴장된다.
• 빔이 꺼졌거나,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질문이 들어올 때.

표

평가하는

자

상황

가
평

예기치

가

못한

하

상황이

는

• 모르는 질문이 나오니까 어떻게 대답할지 모를 때.
• 저 내용 어디서 봤는데 네이버에서 긁었구나, 그런 게

발표자가

발생할 때

들통 났을 때.
• 큰 강의실에서는 내가 압도당할 것 같다.

환

클때

• 시간이 없어서 남들한테 피해 안주고 넘어갈 때, 그땐
많이 후회하죠.

경
에
대
한
인
지

경

강의실이

• 대중을 바라보는 시야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환

발표자가
평가하는

시간이

시공간

부족할 때

• 시간제한이 있다.

우이다. ‘대본(책)을 그냥 읽는다’, ‘수습하려

질문을 받더라도 그리 당황하지 않는다고

면 더 당황한다’는 진술은 자신의 불안 또

진술했다.

는 긴장을 외면하는 것이다. 반면 긍정적
자세는 발표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의

2. 통계 분석

행동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소극
적 대처방법은 생각을 조절하여 감정 및 행

본 연구는 인터뷰 자료뿐만 아니라 한국

동에 반영하려는 자세이다. ‘말을 더듬지 말

판 발표불안척도(K-SAS)와 발표불안에 대한

아야지’, ‘긴장하고 있구나 좀 진정 해야지,

자가 측정 등의 양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

차근차근 해야지'와 같은 생각을 통해 감정

석하였다. SPSS 12.0 패키지를 이용하여

과 행동을 조절한다. 적극적 대처방법을 사

K-SAS와 발표불안에 대한 자기평가를 분

용하는 대학생은 아주 소수이었다. 이런 발

석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자는 모르는 질문에 대해 청중들에게 도

K-SAS 점수는 최소 49점, 최대 127점이었으

움을 청하기도 하고 다소 여유 있게 상황에

며 평균 81.88점(표준편차=26.07)으로 나타

대처하기 때문에 청중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났다. 발표불안 자기평가 측정의 결과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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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발표자의 증상 및 대처방안
• 이런 쓸데없는 말 계속하면 안 되는데.
• 내가 말해야 될 내용을 중언부언한다.

말을 계속한다.

• 이 말이 하고 싶은데 다른 말만 하게 된다.
• 자꾸 횡설수설하는 것 같다.

• 발음이 꼬인다.

• 말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말을
부정확하게 한다.

언어
표현의
부정확

• 말이 좀 빨라져서 말이 엉킨다.
말이 빨라진다.
• 말이 빠르다.
• 목소리가 많이 떤다.

• 목소리가 운다.

목소리가 떨린다.

• 발표하기 직전 심박수가 빨라지면, 말이 빨라진다.

심박수가

외적

•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린다.

빨라진다.

증상

• 발표 전부터 더 긴장하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소리가
증

들리지 않는다.

•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
• 몸에서 열이 난다.

• 얼굴이 빨개진다.

몸에서 열이 난다.

• 손도 많이 떨린다.

• 일어서면 떨린다.

신체가 떨린다.

상

생리적
증상의
이상

• 떨리는 행동을 하거나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
과잉행동을 한다.
• 안 해도 될 행동을 한다.
• 시선을 앞에다 두지 못한다.

시선이

•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불안정하다.

• 준비한 게 100이면 절반도 못하는 것 같다.
• 내용전달에서 내용이 빠지니까 숨길 수가 없다.

준비한 걸
다 못 한다.

• 어떡하지. 어떡하지…계속 이 생각만 난다.
• 특정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 아무 생각 안 든다.

아무 생각

막연한

내적

두려움

증상

안 든다.

• 머리가 멍하다 충격 받은 기분.
• 빨리빨리 해버리자.

• 여유가 없다.
빨리 해버린다.

• 웃으면서 넘긴다.

회피

• 대본을 그냥 읽는다.

• 책을 보면서 읽는다.

• 질문할 때 정신을 가다듬는다.

• 뜸(시간)을 드린다.

부정적
자세

보고 읽는다.
대

• 긴장하고 있구나, 스스로 좀 진정해야지 차근차근해야지 생각하
면 나아진다.

스스로

소극적

생각한다.

대처

• 떤다는 게 느껴질 때는 ‘시선을 나누어 주어야겠구나.’ 의식적으

자세

• 모르는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 모르면 교수님께 물어

• 어느 정도까지 아는데 그 다음부터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한다.

방
긍정적

로 그런 생각을 한다.

본다.

처

솔직하게

적극적

말한다.

대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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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K-SAS와 자기평가 점수 분포
K-SAS

자기평가

(30~150점)

(0~10점)

남

78

4

3

여

56

4

23

3

남

52

2.5

김**

22

3

여

54

3.5

5

이**

22

3

여

67

2

6

김**

23

4

여

49

3

7

권**

24

4

남

52

2

8

한**

22

3

남

118

8

9

박**

21

2

여

127

10

10

신**

23

2

여

103

5

11

김**

24

2

여

111

9

12

연**

24

2

남

116

7

13

최**

26

3

남

74

8

14

석**

25

3

남

85

6.5

15

유**

27

3

남

56

4

16

정**

22

2

여

95

6.5

17

김**

24

2

여

99

7.5

No

이름

나이

학년

성별

1

윤**

20

2

2

최**

22

3

김**

4

수가 높을수록 발표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

Ⅴ. 논의 및 결론

미하는데 최소 2점부터 최대 10점까지 분
포하였으며, 평균이 5.44점(표준편차=2.47)

본 연구는 대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경험

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하는 발표불안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대학생 집단이 다양한 정도의 발표불안을

로써 자료 분석 결과는 발표불안 연구를 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롯하여 고등교육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에

시사한다. 또한 K-SAS와 자기평가 간의 상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를 준다.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r=.85로 나타나 두
점수 간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1. 발표불안 관련 요인들

알 수 있었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결과 대학

대학생의 수업 중 발표불안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729

생들의 발표불안은 발표, 발표자 자신, 청

련된 요인들에 대해 갖는 비합리적인 신념

중, 발표 환경에 대한 발표자의 인지, 그리

이 발표불안의 정도에 차이를 가지고 온다

고 발표자가 경험하는 증상 및 대처방안의

면 발표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5개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

이들의 발표, 발표자, 청중, 발표상황에 대

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발표불안 척도 개

한 인지를 교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발이나 발표불안 완화를 위한 교육, 훈련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발표불안 감소를 위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주

한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반 가운데 인지행

제 영역에 대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동적 접근(김성희, 이은지, 1995; 김영희,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의 발표불안 심리

2001; 안승숙, 2001; 이문숙, 2001; 박의선,

검사가 발표자의 내, 외적 심리 및 행동 증

2003; 정현숙, 2003; 황은선, 2003)을 지지한

상에 대한 측정에 치우쳐 있었다면 한국 대

다.

학생의 발표불안 검사는 발표라는 상황에

본 연구 결과는 발표, 발표자 자신, 청중,

대한 인지 및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의, 그

발표환경에 대한 발표자의 인지에 상당 부

리고 청중에 대한 생각 및 발표 환경에 대

분 비합리적 신념이 내재함을 보여준다. 예

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분

를 들어, ‘발표가 완벽해야한다’, ‘틀리면 안

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개 하위

된다’, ‘다 나를 쳐다보고 있다’' 등의 진술

영역 아래 소개된 유의미한 진술(significant

은 비합리적인 신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

statement)나 형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

다. 비합리적 신념은 학자에 따라 역기능적

단위에서의 진술은 문항 개발 시 적절하게

신념(dysfunctional beliefs)이라고도 불리는데

활용될 경우 문화적으로 타당한 한국판 발

이는 결국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방

표불안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서수균, 권석만,

수 있을 것이다.

2005; 조용래, 1999). 선행 연구 역시 개인이
가진 비합리적 신념(김복환, 최혜림, 2003),

2. 비합리적 신념이 발표불안 감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임지연 2001; 조용래,

영향

2003)가 사회공포증 및 사회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발표불안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

3. 교수자에게 주는 시사점

은 발표불안이 객관적인 환경적 요인에 의
해 발생하기보다는 발표자가 갖는 주관적인

본 연구는 대학 수업 활동으로써의 발표

인지 및 비합리적 신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에 그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비합리적 신념에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가 학습자를 이해하

자기 자신 및 타인에 대하여 절대주의적,

고 조력할 수 있는 방법을 시사한다. 다음

완벽주의적이며 융통성 없는 신념 등이 포

은 교수자가 발표 수업과 관련해서 실천할

함된다(박애신, 2005). 대학생들이 발표와 관

수 있는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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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발표 활동의 의도를 설명해 준다.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상학적

교수자가 왜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키는지,

연구 방법을 통해 대학생의 발표불안 경험

그 활동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면 학생들이

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서울 시내 위치한 4

발표에 대해 과도한 불안이나 긴장을 갖기

년제 대학 17명의 학생들을 심층 인터뷰한

보다는 학습활동으로써 발표를 받아들이는

결과 대학생들의 발표불안은 이들이 발표,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발표자, 청중, 환경에 대해 갖고 있는 인지

둘째, 발표 활동의 장점을 설명해 준다.

혹은 신념체계(belief system)와 관련되어 있

발표 활동이 단지 평가를 위한 방법이 아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모든 감정과

라 발표자 자신의 발표력 향상을 위한 좋은

마찬가지로 발표 불안 감정 역시 신체적,

훈련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청중

심리적 변화를 수반하며 발표자는 이런 변

은 발표자를 평가하기보다는 좋은 발표를

화를 통제하기 위하여 적극적 혹은 소극적

위해 조력할 수 있는 동료가 될 수 있음을

인 대처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상기시켜준다.

다. 인터뷰와 아울러 실시된 K-SAS와 발표

셋째, 어느 정도의 불안은 정상적이며 수

불안 정도에 대한 자가측정의 결과는 학생

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려준다. 발표

들이 스스로의 불안 정도에 대해 상당히 객

불안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

관적으로 자각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었다.

의 불안은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

려준다면 학생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도

로 한 발표불안 척도 개발이나 발표불안 감

움이 될 것이다. 감정은 결국 개인의 생존

소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법으로써의 활용

과 생명체의 안녕과 건강(wellness)에 도움이

에 실천적인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것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술

이다(Damasio, 2003). 즉, 발표자들이 반응하

만으로 대학생이 경험하는 수업 중 발표불

는 불안 감정 역시 결국은 발표자들에게 안

안에 대한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

전,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

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대학 수업에서

생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발표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학

넷째, 발표의 에티켓 및 기법에 대한 간

과목의 성격에 따라 그 목적도 다양하기 때

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발표에 익숙

문이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좀 더 깊이

하지 않은 저학년이나 경험이 없는 학생들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수업 방법에 따라 세

을 위해서는 발표자가 유념해야 할 기본 사

분화된 발표 형태를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

항들에 대해 수업 이전에 간단한 오리엔테

할 것이다. 또한 발표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이션을 갖는 것도 좋은 발표수업을 위한 전

인으로 파악된 발표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략이 될 것이다.

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

본 연구는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발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
상당수 학생들이 발표 활동에 대해 불안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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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f public speech anxiety
experienced by undergraduate students
Namin Shin ․ Jonghyang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public speaking anxiety experienced by
undergraduate students in class. To that aim, the method of phenomenological study was employed to
better understand the subject students' subjective experiences of presenting themselves in class. Data were
collected from 17 college students through a series of individual interviews from October, 2008 to January
2009. The students also filled out the Korean version of Speech Anxiety Scale(K-SAS) and self-assessment
of speech anxiety scale ranged from 0 to 10. The interview data were clustered by the method of Colaizzi
style and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between the K-SAS and self-assessment of public anxiety,
which was turned out as .85. This could mean that college students were well aware of their level of
anxieties they experienced while making presentations in class.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 data showed
five clusters of themes with regard to the college students' cognitions of public speech in general and
public speech anxiety in particular. First, about the public speech itself, the students show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Second, the students were very conscious of audiences of their speech, as they
thought the audience was ultimately the judge of their presentation. Third, the interviewee students
revealed their thoughts of themselves as presenters, who were mostly afraid of making mistakes, under
high pressure of performing well. Fourth, the students showed both internal and external behaviors to deal
with the event of public speech with various methods. Fifth, the students also took the environmental
factors in consideration such as the time and space where the speech was carried out and the overall
ambient of a classroom setting as well. The results of this study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emotional state of public speaking anxiety is highly related to negative attitudes towards the performance
and a particular set of misconceptions or beliefs about presenting themselves in clas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correcting the misconceptions about public speech should help college students be free, to a
certain extent, from the public speech anxiety.
Key words : public speaking anxiety, phenomenological study, cognition, emotion, undergraduate students, irrational
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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