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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발표불안과 관련한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인지적 특성인 자의식과 정의적 특성인 

성취동기가 발표불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자의식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서 성취동기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자

료를 수집하고 총 272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의식은 발표불안

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며, 발표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

취동기는 발표불안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며, 발표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발표불안을 예측하는 데 있어 성취동기는 자의식에 비해 대학생의 발표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의식이 발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취동기는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발표불안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성취동기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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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 과거의 수동적인 학습에서 적극적인 학습으

로, 교수자 주도의 학습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다양한 학습 맥락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사

고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장경원, 이지은, 2009; 최미정, 2004).

또한 다양한 지식과 태도, 능력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이며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전달하는 말하기 능력이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경쟁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박인찬, 2011; 전은진, 2012).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라 최근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를 강조하는 학습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대학교육에서도 수업 중의 발표, 교수와 학생, 학생

들 상호간의 토론 및 세미나와 같은 학문적 목적의 말하기 활동에의 활발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

고 있다(신희선, 2006). 발표와 토론 등과 같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

수·학습 환경이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학생들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

로 표현해야 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또한 이것이 개인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발표 수행능력은 학업성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진출을 위한 취업 면접 

및 이후 사회생활 전반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Bodie, 2010; Ruscio et al., 2008).

그러나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발표에 대해 지나치게 부담감을 갖거나 불안을 느끼고, 부정적인 

예감이나 염려,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식 등으로 인해 발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된다(이인숙, 이경주, 2006).

어느 정도의 불안은 때때로 학습동기로 이어져 학습과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

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불안은 발표자로 하여금 발표 상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함으로써 발표에 대한 적응 능력을 저하시킨다(손선경, 채준호, 2009; 신재은, 2009). 발표불안으

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학업 부적응은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는 물론, 대인관계와 직장 및 

사회생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Docan-Morgan & Schmidt, 2012; Ruscio et

al., 2008). 그러므로 대학생의 발표불안을 감소시켜 발표수행을 잘하도록 돕는 것은 성공적인 

학업성취와 건강한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발표불안을 효율적

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발표불안과 관련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발표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관련 요인들과 발표불

안 간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양한 요인들이 대학생의 발표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발표불안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자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의식은 주의의 초점을 자기에게 두는 

개인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자기인식의 경향성(Fenigstein, Scheier & Buss, 1975)으로, 사회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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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과 유지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지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자의식은 국내외 선

행연구들에서 사회불안 및 대인불안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김미령, 2011;

이지영, 2011; 정승아, 2012; Bögels & Mansell, 2004; Nilly & Jennifer, 2002; Tanna, Mellings,

& Alden, 2000).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의식 수준이 더 높으

며, 특히 자의식 하위요인 중에서 공적 자의식이 사회불안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복환, 최혜림, 2003; 김세영, 2008; 정미정, 정현희, 2002; Monfries & Kafer, 1994;

Schlenker & Leary, 1982).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수행 상황에 처했을 때 주어진 과제에 집중

하기보다는 자기 내부로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이상적 기준과 자신의 실제 행동 사이의 불일치

를 더 많이 자각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기제를 활성화시키게 되어 불안과 같은 

정서적 불편감을 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김미경, 2007; 조한익, 손선경, 2010;

Broadbent et al., 1986; Fenigstein & Carver, 1978; Wine, 1980).

이와 같이 자의식은 사회불안이 촉발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회불안

의 대표적인 하위유형인 발표불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불안이나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자의

식을 다루어왔으며, 발표불안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연구(김복환, 최해림, 2003; 염영미,

2005)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의식과 발표불안이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

하고 있지만, 자의식 하위요인과 발표불안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서 

일관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 또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학생의 발표불안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발표불안에 초점을 

두고, 사회불안의 주요한 인지적 특성인 자의식이 발표불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의 발표불안을 예측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 본 연구는 성취동기에 초점을 두었다.

성취동기는 도전적인 과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내적 의욕 또는 성향으로,

과제해결 능력, 학업성취는 물론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의미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Fyans, Salili, Maehr, & Desai, 1983).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성취동기는 학업수행 

및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전찬열, 2008; 한순미, 2004; Busato, Prins, Elshout, &

Hamaker, 2000; King, McInerney, & Watkins, 2012), 자존감, 정서적 성숙, 비행, 불안, 심리적 

안녕, 통제소재, 외적/내적 성향, 위험부담도 등 정서 및 인지적 유형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주희, 홍혜영, 2012; Carver & Scheier, 2002; Elliot, Sheldon, & Church, 1997;

Jonassen & Grabowski, 1993).

성취동기 이론에 의하면,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과업수행에서 보다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

으며, 대체로 자신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성취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또한 성취를 위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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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으로 노력하고 집중적으로 몰두하며, 자신의 행동 결과가 나쁘더라도 이를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실패에 대한 인내심도 강한 특징이 있다(McClelland, 1985).

즉,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실패에 대한 불안보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데 반해, 성취동기가 

낮을수록 성공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실패했을 때의 비난이나 부끄러움에 초점을 두며 불안이 

높다(이경님, 2006; 주영주, 하영자, 2005; Atkinson, 1980; Mehrabian, 1969; Weiner, 1980). 이러

한 성취인의 특성 차이를 고려할 때, 발표라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개인의 성취동기 수준에 따라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도 다를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아직까지 성취동기와 발표불안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힌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와의 직접적 비교는 쉽지 않지만, 학습자가 세운 목표의 유형에 

비추어 성취동기를 설명하는 성취목표지향성과 불안의 관계에 대한 몇몇 선행연구들(김용석,

2009, 나동진, 신미경, 조인근, 2008; Elliot & McGregor, 1999)은 성취동기와 발표불안이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체로 성취목표지향성 중 숙달목표 지향의 학습자는 높은 

자기효능감과 내재동기를 지각하고, 보다 오랫동안 과제를 지속하며 심층적인 학습전략을 사용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rant & Dweck, 2003; Harackiewicz et al., 2002). 반면, 수행목표 특히 

수행회피목표 지향의 학습자는 자기효능감이 낮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시험과 과제에 대해 불

안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dgley, Kaplan, & Middleton, 2001; Elliot &

McGregor, 2001).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성취동기 이론을 토대로 볼 때, 성취동기는 교육적 맥락에서 개인의 행

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대학생의 학업성취 및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표불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표불안을 예측하는 하

나의 변인으로 성취동기에 관심을 두고 발표불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기존의 발표불안 연구들에서 간과되었던 성취동기와 발표불안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

은 아직까지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이 분야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발표역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생들이 발표불안을 효

과적으로 조절하고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적응

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발표불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발표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발표불안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발표수행을 성취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발표불

안과 자의식 및 성취동기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자의식과 성취동기가 발표불안 수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자의식이 발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취동

기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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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발표불안의 개념 및 원인

발표불안은 사람들 간의 상호교류나 사회 수행을 포함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두

려움인 사회공포증 또는 사회불안의 주요 하위유형이다(신혜린, 2012; 조용래, 2004; Ruscio et

al., 2008). 여러 사회적 상황들 중 대중 앞에서의 발표가 가장 흔한 불안 유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성연, 이재창, 2003; 조용래, 2004; 최정훈, 이정윤, 1994; Awan, Azher, Anwar,

& Naz, 2010; Ruscio et al., 2008). 발표불안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지는데, 일반적으로 발표불안은 발표라는 특정 상황, 즉 개인이 다수의 타인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질 때 나

타나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들을 의미한다(신나민, 박종향, 2009; 임지연,

2001; 조용래, 이민규, 박상학, 1999; Fremouw & Breitenstein, 1990).

일반적으로 발표불안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신감 부족, 발표기술의 부족, 감정

적 두려움과 신체적 긴장감 등으로 인한 불안의 재생산 등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서

영진, 전은주, 2010). 불안의 발생과 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주로 인지적 자기평가 모형, 고전적 조건화 모형, 사회적 기술의 부족 모

형으로 발표불안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신재은, 2009; 염영미, 2005). 인지적 자기평가 모형은 

자신과 불안 유발상황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해석과 평가를 하거나 축소된 조망을 가지고 불안 

유발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안이 발생한다고 본다. 즉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우고 수행에 대

한 잘못된 지각을 하거나,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부정적 지각, 부정적 자기평가를 하는 등의 인지

적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고전적 조건화 모형은 원래 발표 자체는 두려움을 유발시키지 않는 중성적 자극이었던 것이 과

거 발표 상황에서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기억과 연합되어 발표에 대한 불안이 조건 형성되어진 

것이라고 본다(Charles, 2001). 사회적 기술 부족 모형은 발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발표하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해서 발표 시 행동양식을 연

습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불안이 유발된다고 설명한다(신재철, 송현종, 1991). 이와 같이 발표

불안은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개인이 위치한 시공간적 맥락에서 다양한 요

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표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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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의식과 발표불안 

불안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 가운데 발표불안을 포함한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심리학 이

론들은 불안의 발생과 유지 및 치료에서 인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강조한다(Clark &

McManus, 2002; Foa, Franklin, & Kozak, 2001; Mathews & MacLeod, 2005; Rapee &

Heimberg, 1997). 자의식은 사회불안과 관련된 인지적 특성으로 다루어진 요소 중 하나로,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불안이 촉발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김미령, 2011; 이지영, 2011; 정승아, 2012; Bögels & Mansell, 2004; Nilly & Jennifer, 2002;

Tanna, Mellings, & Alden, 2000).

자의식은 주의의 초점을 자기에게 두는 개인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자기인식의 경향으로, 계

속적으로 자신의 생각, 행동 등을 탐색하며 숙고하는 개인적 기질을 의미한다(김미경, 2009; 조

한익, 손선경, 2010; Fenigstein, Scheier, Buss, 1975). 자의식이 높으면 과도하게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게 되어 자기에 대한 평가기제를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상적 기준과 자신

의 실제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화시키고, 자기와 관련된 부정적 모습들을 계속해서 생각하

게 되어 왜곡된 사고와 불안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되었다(김미경, 2007; Broadbent et

al., 1986). Fenigstein 등에 의하면 자의식은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세분화된다. 사적 자의식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 감정, 사고, 동기, 가치 등과 같

은 자신의 내적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이고, 공적 자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객체

로서의 자기, 즉 신체적 외모, 외현적인 행동, 정서 표현 등과 같이 자기표현과 관련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의미한다. 사회적 불안은 자신의 공적인 측면에 주의를 집중할 때 느끼

는 주관적 불편감(Nasby, 1989)으로,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적절히 행동하지 못하는 것

을 의미한다(김미경, 2009; 염영미, 2005).

발표불안이 사회불안의 대표적인 하위유형이라는 점에서,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자의식과 발표불안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의식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더 높으며(강예모, 김정규, 2012; Hope & Heimberg, 1988; Monfries &

Kanfer, 1994; Woody, 1996), 특히 자의식 하위요인 중에서 공적 자의식이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복환, 최혜림, 2003; 김세영, 2008; 정미정, 정현희, 2002; Hope

& Heimberg, 1988; Monfries & Kafer, 1994).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 평가되

는 것에 민감하고,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상대방이 자신의 불안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에 대해 염려하며 과도한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정승아, 2005; Smith, Ingram, & Devins,

1983). 따라서 공적 자의식은 긴장감(Davies, 1982), 신경증적 경향성(Pilknois, 1977), 특성불안

(Dickstein, Wang, & Whitaker, 1981), 사회불안(김복환, 최혜림, 2003; 정미정, 정현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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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 Heimberg, 1988; Jostes, Pook, & Florin, 1999; Monfries & Kafer, 1994), 우울(Ingram,

1990; Pyszczynski, Holt, & Greenberg, 1987) 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공적 자의식

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아라, 김영미, 2000; 조한익,

손선경, 2010).

한편, 사적 자의식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지 못하고 적응적 측면과 비적응

적 측면이 함께 보고되어 왔다. 사적 자의식의 적응적 측면을 시사하는 연구들에서는 사적 자의

식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 경향이나 정서, 감각경험 등을 더 잘 자각하는 등 자신에 대해 

상당히 정확하고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cheier & Carver, 1977; Turner,

Gilliand & Klein, 1981; Nasby, 1989). 또한 태도와 행동 간에 일관성이 있으며(Scheier, 1980),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자기조절 양식을 갖는(Mullen & Sus, 1982)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에서도 사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김영아, 오경

자, 문혜신, 김진관, 1999), 능동적인 대처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정아, 1996). 반면,

사적 자의식의 부적응적 측면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사적 자의식은 특성 및 상태 불안

(Dickstein, Wang, & Whitaker, 1981; Hope & Heinmberg, 1988; Wells, 1985), 우울(Pyszczynki

& Greenberg, 1987; Woody, 1996; Woody & Rodriguez, 2000) 등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부정적 

감정과 사고를 확대시키고(Gibbons et al., 1985; Ingram, Lumry, Cruet & Sieber, 1987), 수행 

상의 문제를 유발(Strack, Blaney, Ganellen, & Coyne, 1985)한다고 보고되었다. 이처럼 사적 자

의식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적응 및 부적응적 측면을 포괄하는 양면성을 보이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상반되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음이 시사되어 왔다(조한익, 손선경, 2010;

Ghorbani, Watson, Krauss, Davison, & Bing, 2004).

자의식과 발표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 비하면 

부족한 편이다.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복환과 최해림(2003)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의식

과 발표불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모두 발표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자의식이 높을수록 발표불안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윤희(2012)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자의식과 발표불안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자의식의 하위척도 중 

사회적 불안이 발표불안을 예언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불안이 높을수록 발

표불안이 높으며, 발표불안에 대한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염영미(2005)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의식과 비합리적 신념이 발표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자의식과 비합리적 신념은 중학생의 발표불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의식과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발표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자의식 하위요인 중에서는 사회적 불안만이 발표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자의식은 발표

불안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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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근거할 때, 자의식은 발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지

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자의식을 다루어왔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의식과 발표불안의 관계를 구체적

으로 다룬 연구들은 미흡하다. 또한 자의식 하위요인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발표수행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의식과 발표불안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성취동기와 발표불안

성취동기는 도전적인 과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내적 의욕 또는 기대로,

성취결과나 외적보상보다는 과업 그 자체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만족을 느끼는 

경향성을 의미한다(McClelland, 1985). 성취동기는 현재의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목표에 따라 환

경을 변화시켜 어떤 과업을 성취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개인의 과업 수행에 있어

서 성취동기 수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이운경, 도현심, 2005). 성취동기가 높으면,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과업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성공이나 실패의 원

인을 내적으로 귀인한다. 반면에 성취동기가 낮으면, 자신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위한 노력도 덜 기울이게 되며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외적으로 귀인하

는 경향이 있다(임규혁, 임웅, 2007).

성취동기는 교육적 맥락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변인으로(주영주, 하영자,

2005), 학업성취는 물론, 학습자의 정신적 건강 및 적응과도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문

주희, 백지숙, 2012; 염연옥, 추상엽, 임성문, 2007; Elliot et al., 1997; Fyans et al., 1983).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성취동기는 학업의 수행 행동 및 학업성취와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이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전찬열, 2008; 한순미, 2004;

Busato et al., 2000; King et al., 2012). 성취동기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들은 성취동기가 학업의 일부인 발표수행 능력이나 발표 상황에서의 불안감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게 해준다. 실례로 장해순과 강태완(2005)의 연구에서는 스피

치 수업에 대한 학습동기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스피치 상황에서의 불안감의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동기는 자존감, 정서적 성숙, 불안, 심리적 안녕, 통제

소재, 외적/내적 성향, 위험부담도 등 정서적·인지적 유형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성

주희, 홍혜영, 2012; Carver & Scheier, 2002; Elliot, Sheldon, & Church, 1997; Jonassen &

Grabowski, 1993). 성주희와 홍혜영(2012)은 성취동기와 주관적 안녕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

며, 성취동기가 삶에서 긍정정서와 만족감을 증가시키고 부정정서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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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ver와 Scheier(2002)도 성취동기는 후천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 학교 적응이나 긍정

적인 정서 및 만족감 수준을 높인다고 하였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성취동기 이론을 살펴보면 성취동기가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tkinson(1980)은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실패에 대한 불안보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

이 높은 데 반해, 성취동기가 낮을수록 성공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실패했을 때의 비난이나 부끄

러움에 초점을 두며 불안이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Mehrabian(1969)과 Weiner(1980)도 성취동기

가 낮은 사람일수록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일을 선호하고, 성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패에 대

한 불안과 회피가 더 크다고 하였다(이경님, 2006; 주영주, 하영자, 2005). Atkinson과 함께 성취

동기 이론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 McClelland는 성취동기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에 비

추어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과업을 탐색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과업성취에 대한 자

신감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손영화, 2010). McClelland는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성취상황에

서 보이는 행동특성으로 과업지향성, 적절한 모험성, 과업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력적이며 혁신

적인 활동, 자기 책임감, 결과에 대한 지식, 미래지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

은 성취결과나 과업성취로부터 획득하게 되는 외적보상이나 지위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일 자체

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만족을 느끼고 과업수행에서 보다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대체로 자신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성취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또한 성취를 위해 자발적으

로 노력하고 집중적으로 몰두하며, 자신의 행동 결과가 나쁘더라도 이를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실패에 대한 인내심도 강한 특징이 있다(McClelland, 1985). 이러한 

성취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취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발표수행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결

과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기대를 하며 적극적으로 과제에 임하므로, 발표불안 수준이 낮을 것이

라고 예측할 수 있다.

아직까지 성취동기와 발표불안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성취목표지향성과 불안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성취동기와 발표불안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성취동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목표의 개념을 도입한 성취목표 이론은 학습자

가 세운 목표의 유형에 비추어 학습동기를 설명한다(권대훈, 2011; Pintrich, Conley, & Kempler,

2003). 일반적으로 성취목표지향성은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로 대별되며, 최근에는 숙달목표, 수

행접근, 수행회피의 3요인 구조 또는 숙달회피를 추가한 4요인 구조로 논의되기도 한다(김명숙,

2009; 임효진, 2013). 성취목표지향성과 외국어 학습자의 불안감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김용석,

2009)에 의하면, 외국어학습 불안감은 성취목표지향성 중 학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

고 도전적인 과제를 성취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숙달접근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취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회피하는데 주안점을 두

는 수행회피와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동진 외의 연구(2008)에서도 수행접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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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회피가 학업 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행회피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은 학

업 수행에 대한 불안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Elliot과 McGregor(199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취

목표지향성과 상태불안 및 시험불안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수행회피목표와 불안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숙달목표 또는 수행접근과 불안개념들 간의 상관은 약하거

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운동수행과 관련하여 성취목표지향성과 불안의 관

계를 다룬 연구도 성취목표지향성과 불안이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병

태와 김선웅(2010)은 성취목표지향성은 태권도 선수의 스포츠자신감과 경쟁상태불안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성취동기 이론과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성취동기 수준에 따라 

발표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도 다를 것임을 가정해볼 수 있다. 성취동기는 개인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많은 성취 상황을 접하게 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발표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취동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취동기와 발표불안을 연관시켜 그 직접적인 관계

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McClelland의 성취인의 특성

에 초점을 두고 성취동기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발표불안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자의식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취동기의 조절효과가 나타

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의식이 높으면 과제수행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될지에 관심을 두게 됨으로써 불안과 같은 정

서적 불편감을 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다(김미경, 2007; 조한익, 손선경, 2010; Broadbent et al.,

1986). 반면 성취동기가 높으면 과업수행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며 성취결과나 외부의 보상과는 

상관없이 과제를 성취해가는 과정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므로 실패에 대한 불안보다 성공

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Atkinson, 1980; McClelland, 1985). 또한 성취동기는 주로 학교 적응이나 

긍정적인 정서 및 만족감을 높이는 매개변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성취동기가 긍정정서와 만족

감을 증가시키고 부정정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성주희, 홍혜영, 2012; Carver &

Scheier, 2002). 이러한 결과는 성취동기가 조절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자

의식과 성취동기는 부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자의식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

라 예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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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3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ㆍ여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검사지 중 무응답을 포함하고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연구

에 적합하지 않은 검사지를 제외하고 총 272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연

구대상의 44.9%(n=122)는 남학생이고 55.1%(n=150)는 여학생이었다. 전공별 분포는 인문·사회

계열 78.0%(n=212), 이학·공학계열 20.6%(n=56), 상경계열 0.7%(n=2), 예·체능 0.7%(n=2)이었으

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9.2%(n=25), 2학년 21.0%(n=57), 3학년 42.3%(n=115), 4학년 

27.6%(n=75)이었다.

2. 측정도구

1) 발표불안 척도

Paul(1996)이 개발한 PRCS(Personal Report of Confidence as a Speaker)를 조용래, 이민규,

박상학(1999)이 번안한 한국판 발표불안 척도(SAS: Speech Anxiet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발표상황에 대한 두려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발표불안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

들과 치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진다(Hook, Smith, & Valentiner, 2008). 총 30개의 문

항(예: 나는 청중 앞에서 발표할 때 생각이 혼란되고 뒤죽박죽된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

는 동안 나는 두렵고 긴장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발표불안 

척도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942이고, 반분신뢰도는 .94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자의식 척도

Fenigstein, Scheier와 Buss(1975)가 개발한 자의식 척도를 김은정(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사적 자의식(예: 나는 나 자신의 기분 변화에 예민하게 신경 쓴다), 공적 자의식

(예: 나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 지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일하기가 곤란하다)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문항으로 5

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의식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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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이었고 사적 자의식이 .732, 공적 자의식이 .770, 사회적 불안이 .822로 나타났다.

3) 성취동기 척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취동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McClelland의 성취동기 이론에 입각하

여 김길준(1986) 등이 작성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McClelland가 제

시한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의 행동특성을 토대로 과업지향성, 적절한 모험성, 자신감, 정력적·혁

신적 활동성, 책임감, 결과에 대한 지식, 미래지향성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개 

문항(예: 나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즐거움을 갖는다, 나는 내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쳐도 이를 어떻게든 해결해내고자 노력한다 등),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

도록 되어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성취동기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926 으로 높게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롯한 기술통계 부분과 신뢰도 검증 및 주요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

을 규명하기 위하여 SPSS 1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발표불안과 자의식, 성취동기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자의식과 성취동기가 발표불안

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의식이 발표불

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취동기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

1) 자의식과 발표불안의 상관관계

자의식과 발표불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 결과, 자의식은 발표불

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r=.29,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의식 하위요

인 중 사회적 불안이 발표불안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r=.72, p<.01)을 보인 반면, 사적 자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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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불안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약한 부적 상관관계(r=╶.20, p<.01)가 있었다. 공적 자

의식과 발표불안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자의식과 발표불안의 상관

1 2 3 4 5

1. 발표불안   1

2. 자의식(전체)   .29**   1

3. 사적 자의식 ╶.20**   .65**   1

4. 공적 자의식   .01   .75**   .36**   1

5. 사회적 불안   .72**   .56**   .11   .17**   1

** p<.01

2) 성취동기와 발표불안의 상관관계

성취동기와 발표불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성취동기는 발

표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34,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

기 하위요인 모두 발표불안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정력적·혁신적 활동성(r=╶.35,

p<.01), 과업지향성(r=╶.34, p<.01), 적절한 모험성(r=╶.27, p<.01), 자신감(r=╶.26, p<.01), 미래

지향성(r=╶.26, p<.01), 결과에 대한 지식(r=╶.25, p<.01), 책임감(r=╶.24, p<.01) 순으로 발표불

안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취동기와 발표불안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발표불안  1

2.성취동기(전체) -.34**  1

3.과업지향성 -.34** .83**  1

4.적절한 모험성 -.27** .83** .63**  1

5.자신감 -.26** .84** .66** .64**  1

6.정력적·혁신적 활동성 -.35** .84** .69** .72** .68**  1

7.책임감 -.24** .76** .51** .57** .57** .55**  1

8.결과에 대한 지식 -.25** .83** .66** .63** .64** .56** .63**  1

9.미래지향성 -.26** .80** .58** .59** .64** .60** .56** .61**  1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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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의식과 성취동기가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

1) 자의식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의식이 발표불안을 예측하는 유용한 변인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의식의 발표불안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1,

270)=24.01, p=.000으로 자의식은 유의수준 .01에서 발표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t=4.90, p<.01), 발표불안 총 변화량의 8%가 자의식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 3> 자의식의 발표불안에 대한 회귀분석 

준거변인: 발표불안

예측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

자의식 .65 .13 .29 4.90**

상수 33.68

R²   .08

F값 24.01

** p<.01

자의식 하위요인들의 발표불안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의식 

하위요인의 발표불안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공적 자의식은 유의하지 

않아 모형에서 제외되었고, 사회적 불안과 사적 자의식이 포함된 모형의 F(2, 269)=156.91,

p=.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인은 유의수준 .01에서 발표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적 불안(t=17.05, p<.01)과 사적 자의식(t=╶2.94, p<.01)은 유의수준 .01에서 발표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적 자의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불안은 발표불안에 정적 영향을, 사적 자의식은 부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불안(=.71)

의 영향력이 사적 자의식(=╶.12)의 영향력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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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의식 하위요인의 발표불안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준거변인: 발표불안

예측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

사회적 불안  3.00  .18 .71 17.05**

사적 자의식 ╶.51  .17 ╶.12 ╶2.94**

상수 49.50 7.55 6.56**

R²     .52

F값 156.91

** p<.01

2) 성취동기가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가 발표불안을 예측하는 유용한 변인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취동기의 발표불안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1, 270)=36.32, p=.000으로 성취동기는 유의수준 .01에서 발표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t=╶6.03, p<.01), 발표불안 총 변화량의 12%가 성취동기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 5> 성취동기의 발표불안에 대한 회귀분석

준거변인: 발표불안

예측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성취동기 ╶.43 .07 ╶.34 ╶6.03**

상수 131.81

R²    .12

F값  36.32

** p<.01

성취동기 하위요인들의 발표불안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취

동기 하위요인의 발표불안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2, 269)=21.88,

p=.000으로 정력적·혁신적 활동성과 과업지향성이 유의수준 .01에서 발표불안을 유의미하게 설

명하고 있으며, 나머지 다른 하위요인들의 발표불안에 대한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력적·혁신적 활동성(t=╶2.93, p<.01)과 과업지향성(t=╶2.25, p<.05)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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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불안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며, 정력적·혁신적 활동성(=╶.23)의 영향력이 과업지향성

(=╶.18)의 영향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취동기 하위요인의 발표불안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준거변인: 발표불안

예측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

정력적·혁신적 활동성 ╶1.50 .51 ╶.23 ╶2.93**

과업지향성 ╶1.19 .53 ╶.18 ╶2.25*

상수 127.84 6.39 20.00**

R² .52 

F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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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표불안에 대한 자의식과 성취동기의 상대적 영향력

발표불안에 대한 자의식과 성취동기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의식과 성취동기

를 예측변인으로, 발표불안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투입방식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표 7> 발표불안에 대한 자의식과 성취동기의 중다회귀분석

준거변인: 발표불안

예측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

성취동기 ╶.48 .07 ╶.38 ╶7.11**

자의식 .75 .12 .33 6.14**

상수 74.88 11.63 6.44**

R² .23

F값 39.49**

** p<.01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의식과 성취동기가 포함된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

과, F(2, 269)=39.49, p=.000으로, 자의식(t=6.14, p<.01)과 성취동기(t=╶7.11, p<.01)는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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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에서 발표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회귀식에 대한 R²=.23으로 발표불안 총 변화량

의 23%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인인 성취동기와 자의식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발표불안에 대

한 각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성취동기(=╶.38)의 영향력

이 자의식(= .33)의 영향력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의식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취동기의 조절효과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자의식과 성취동기는 발표불안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

로 자의식은 발표불안에 정적 영향을, 그리고 성취동기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자의식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취동기가 조절작용을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

하여 자의식과 성취동기 변인 각각과 자의식과 성취동기의 상호작용 항을 예측변인으로, 발표불

안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준거변인: 발표불안 

모형 예측변인  t R² ⊿R² F ⊿F

1 자의식 .29 4.90** .08 .08 24.01** 24.01**

2

자의식 .33 6.14**

.23 .15 39.49** 50.55**

성취동기 ╶.38 ╶7.11**

3

자의식 .32 5.85**

.23 .00 26.40** .41성취동기 ╶.39 ╶7.13**

자의식×
성취동기 

╶.04 ╶.64

** p<.01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의식과 성취동기의 상호작용 항이 회귀식에 투입되었을 때 R²

의 변화량이 매우 미약하였고(⊿R²=.001), 상호작용 항의 표준화 계수  값이 ╶.04(p=.521)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F 값의 증가분에 대한 유의확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발표불안을 예측하는 데 있어 자의식과 성취동기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따라서 대학생의 자의식이 발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취동기는 조절효과

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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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불안과 관련한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인지적 특성

인 자의식과 정의적 특성인 성취동기가 발표불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 상호관계를 분석

하고 자의식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취동기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의식은 발표불안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의식과 발표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생의 자의식 수준이 높으면 

발표불안의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의식과 발표불안이 정적 상

관이 있으며(김복환, 최해림, 2003; 김윤희, 2012; 염영미, 2005), 자의식은 대체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강예모, 김정규,

2012; Gibbons, 1985; Hope & Heimberg, 1988; Ingram, 1990; Monfries & Kafer, 1994;

Schlenker & Leary, 1982; Smith & Greenberg, 1981; Wine, 1980; Woody, 1996)과 일치하는 결

과이다. 과도한 자의식은 문제 상황에서 과제 중심의 접근을 하기보다는 자기 내부로 주의를 집

중하게 함으로써 과제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적절한 대응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결과

적으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킨다(김미경, 2007; 조한익, 손선경, 2010; Broadbent et al., 1986;

Fenigstein & Carver, 1978). 따라서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발표수행 상황에서 발표 자체와 관

련된 사항에 주의를 집중하기보다는, 자기비하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염려 등 과제와 무

관한 생각에 주의가 분산되어 적절히 행동하지 못하고 불안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의식 하위요인을 포함한 자의식 전체와 발표불안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자의식을 하위요인 별로 분석하였을 때는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의식의 

하위요인 중 사적 자의식과 사회적 불안이 발표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공적 자의식과 발표불안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불

안 요인은 발표불안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불안

이 발표불안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요인이며, 사회적 불안과 발표불안이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윤희, 2012; 염영미, 200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의식 하위요인들의 

발표불안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회적 불안의 영향력이 사적 자의

식의 영향력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불안 요인이 발표불안에 대해 가장 큰 

예측력을 가지는 자의식 요인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타인의 관찰 및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불편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여 발표 상황

에서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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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적 자의식은 발표불안과 약한 부적 상관을 보여, 사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발표불안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적 자의식은 정서조절 과정 및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사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불안이나 우울이 낮아지는 경향

이 있으며, 능동적 대처행동과 효과적인 자기조절양식을 가진다는 선행연구들(김영아 외, 1999;

최정아, 1996; Mullen & Sus, 1982)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자신의 내적 측면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정서, 감각경험, 행동 경향 등을 더 잘 자각하고 있는 경우, 발표상

황에서도 이러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게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공적 자의식과 발표불안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의식

과 발표불안의 관계를 다룬 국내 선행연구(김윤희, 2012; 염영미, 2005)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마

찬가지로 공적 자의식과 발표불안 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

다. 그러나 공적 자의식은 선행연구들에서 대체로 긴장감, 신경증적 경향성, 불안, 우울 등의 부

정적인 정서와 정적 상관이 있으며,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아라, 김영미, 2000; 조한익, 손선경, 2010). 본 연구에서 공적 자의식과 발

표불안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자의식 측정도구의 차이를 고

려해볼 수 있다. 공적 자의식이 불안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에서는(김복환,

최혜림, 2003; 정미정, 정현희, 2002; Hope & Heimberg, 1988) 자의식의 하위요인으로 사적 자의

식과 공적 자의식만을 포함시킨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의식 척도의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를 

포함시켜 발표불안과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자의식 척도 하위요인 중의 

하나인 사회적 불안 요인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의 이분법적 

분석으로부터 공적 자의식과 불안의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적 자의식은 

대체로 사회불안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몇몇 연구들은 타인에게 보여 지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도 아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김현진, 한종철, 2004; 문경하, 2007; 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이러한 

연구들은 공적 자의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불안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성취동기는 발표불안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성취동기와 발표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대학생의 성취동기 수준이 높으면 발표불안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 하위요인 모두 발표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으며,

정력적·혁신적 활동성이 가장 높은 설명력으로 발표불안을 예측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과업지

향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실패에 대한 불안보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데 반해, 성취동기가 낮을수록 성공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실패에 대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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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는 선행연구(Atkinson, 1980; Mehrabian, 1969; Weiner, 1980)를 뒷받침한다. 또한 학습동

기가 스피치 상황에서의 불안감 변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장해순, 강태완, 2005), 성취동기

가 삶에서 긍정정서와 만족감을 증가시키고 부정정서를 감소시킨다는 연구들(성주희, 홍혜영,

2012; Carver & Scheier, 2002)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과업수행에서 보

다 높은 자신감을 가지며, 대체로 자신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성취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경향

이 있다. 또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결과보다는 성취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

적으로 활동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간다(임규혁, 임웅, 2007; McClelland,

1985). 이러한 성취인의 특성에 근거할 때, 발표수행 상황에서 대학생의 성취동기 수준이 높으

면, 과제 달성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과제에 임하므로 발표불안

을 덜 경험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발표불안에 대한 자의식과 성취동기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성취동기의 영향

력이 자의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이 다수의 청중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은 개인이 관심의 초점을 자신의 내적 사고나 감정 등에 집중하는 경향성

보다는, 도전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곤란을 극복해 나가며 그 

과제를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발표불안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성취동

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성취동기의 증진을 통하여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

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백경선 외, 2007),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발표불안을 줄이기 위하여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이 요구된다.

셋째, 자의식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취동기가 조절작용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취동기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성취동기의 수준에 따라 자의식으로 인한 발표불안의 정도가 달라지지는 않음을 의미

한다. 즉 자의식 수준이 높고 성취동기가 낮은 대학생이 반드시 발표불안을 많이 경험하지는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자의식과 성취동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표불안과 관련

이 있으나, 자의식과 발표불안의 관계가 성취동기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발표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도한 자의식은 발표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하고 발표수행에 지장을 초

래할 수 있다. 하지만 자의식 하위요인이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자의식은 그 

자체로는 순기능적이거나 역기능적인 것이 아니며(Fenigstein, 1975),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심

리적 적응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김영아 외, 1999; 김현진, 한종

철, 2004). 적절한 수준의 자의식은 정확한 자기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자기발전을 동기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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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익, 손선경, 2010), 인지적 재구조화를 통해 대학생들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발표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적 접근의 자기표현 훈련 프로그램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지지적인 분위기

와 격려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고 집단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긍

정적인 피드백을 주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게 하고 이에 

대해 칭찬하고 지지해 줌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측면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을 완화시키고 긍정

적인 자기지각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 증진을 통해 통

합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지 구조를 재구성한다면, 발표불안과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성취동기는 교육적 맥락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유용한 변인이며 학업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므로(주영주, 하영자, 2005), 발표불안의 효과적 조절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의 향상을 위해서도 학습자의 성취동기를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취동기는 학습과 

경험에 의해 후천적으로 육성이 가능하며 지능과 관계없이 육성될 수 있는 좋은 학습 신장도구

이다(백경선 외, 2007; Kolb, 1965; McClelland, 1965; Jonassen & Grabowski, 1993). 그러므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성취동기에 따른 개인차를 이해하고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진 학생들로 하여

금 성취동기를 경험하고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발표불안을 조절하고 과업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발표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발표수행의 필요조건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연습의 기회와 피드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

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과정과 발표수행에서 긍정적인 성취 경험을 할 수 있도

록 도와야 한다. 또한 성취결과나 그로 인한 외적보상보다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수행해 나가

는 과정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활

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성취동기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의 효과를 검증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발표역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발표불안과 관련

된 부족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완함으로써 교육적 맥락에서 발표불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혔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성취동기와 발표불안의 관계를 검증한 경험적 연구가 미비

한 실정에서 두 변인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발표불안이 높은 학생

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시 성취동기 변인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특정 지역사회의 대학생만

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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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의 안정성을 위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후속 연구가 시도될 필

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발표불안 측정에 있어서 최근에 경험한 발표상황에 대한 개인의 회

고를 통하여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사회적 바람

직성에 의해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Anastasi & Urbina, 1997).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이외에 실제 발표상황에서 행동관찰이나 생리적 측정, 면담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통

해 보다 정확히 발표불안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성취동기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발표불안이 달라지는지를 밝히기 위한 탐색단계로서 성취인의 특성에 근거하여 성취동기

를 측정하고 발표불안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성취

목표지향성, 즉 학습자가 가진 성취목표의 유형에 따라 발표불안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성취동기와 발표불안의 관련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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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elf-Consciousness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Speech Anxiety*

1)

Yoo, Hye Seung**

Synn, Myung H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consciousness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college students' speech anxiety, and to examine moderating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sciousness and speech anxiety. To

achieve the purpose,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300 college students and 272

respons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of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in several

steps using SPSS 18.0: descriptive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elf-consciousness was a significant variable to predict speech

anxiety.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overall self-consciousness and speech

anxiety. Second, achievement motivation was a significant variable to predict speech anxiety.

There was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speech anxiety.

Third, the influence of achievement motivation was greater than the influence of

self-consciousness on speech anxiety. Fourth,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sciousness and speech anxiety.

Key words: speech anxiety, self-consciousness, achievement motivation,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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