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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에서는 발표 수행에 대한 피드백 조작이 타인의 기대 및 사회적 능력 지각, 예기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사회불안 수준이 높거나 낮은 대학생들을 네 가지 다른 피드백 조건(각각 긍정적,
비부정적, 부정적, 비긍정적 피드백) 중 하나에 무선 할당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의 기대 지각에 대해, 피드백 조건과 시점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둘째, 사회적
능력에 대해, 피드백 조건과 시점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셋째, 예기불안에 대해, 참가자 집단과
시점의 상호작용과 피드백 조건과 시점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넷째, 피드백 수용성에 대해, 참가
자 집단과 피드백 조건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임상적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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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feedback manipulation on anticipatory anxiety,
perceived others’ expectations, and social ability insocially anxious individuals.
Methods: One hundred individuals with high social anxiety and one hundred individuals with low
social anxiety screened by Social Phobia Scale (SPS) were randomly assigned to four feedback
conditions (i.e., the positive feedback condition, the non-negative feedback condition, the negative
feedback condition, and the non-positive feedback condition).
Results: In the two positive feedback conditions (i.e., the positive feedback condition and the
non-negative feedback condition), following feedback manipulation, participants experienced increased
perceived others’ expectations, increased perceived social ability, and reduced anticipatory anxiety
regardless of participants groups. In the two negative feedback conditions (i.e., the negative feedback
condition and the non-positive feedback condition), following feedback manipulation, participants
experienced reduced perceived others’ expectations, unvarying anticipatory anxiety, and unvarying
social ability. Individuals with high social anxiety rated feedback acception in the two negative
feedback conditions higher than in the two positive feedback conditions.
Conclusions: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Social anxiety, Feedback manipulation, Perceived others’ expectations, Social ability,
Anticipatory anxiety

서 론
사회불안장애는 다른 사람들에게 면밀하게 관찰될 수 있
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현저하게 두려

워하는 장애이다.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자신의 사
회적 수행을 과소평가하는 부적절한 자기상을 형성하고 있
다. 이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불안 증상을 나타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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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염려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
와 관련하여 여러 실험 연구 결과들은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
들이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실제보다 더 낮게 지각한다는 것
을 밝혔다. 사회불안이 있는 참가자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파
트너의 행동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서도(Taylor et
al., 2005)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는 사회불안이 없는 사람들
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한다(Rappe et al., 1992; Abbott,
et al., 2004). 즉,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수행을 과소평가하는 부적절한 자기상을 형성하고 있는 것
이다. 이에 대해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불안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실제로 더욱 형편없는 사회적 수행을 할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들은 자신의 수행을 독립
평정자의 평정보다도 더욱 부정적으로 평정한다(Rappe et
al., 1992; Moscovitch et al., 2012).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이들의 핵심 특징으로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자
신의 사회적 수행에 대해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예상하
는데, 타인의 기대 수준을 실제보다 더욱 과도하게 지각하며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Clark et al., 1995;
Rapee et al., 1997). 이에 따라 자신의 자기상과 타인의 기
대에 대한 지각된 기준을 비교하며, 이 둘 간의 불일치가 높
아질수록 이후에 있을 사회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사회적 위험을 지각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예측
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이렇게 이들은 타인의 평가를 자
신들의 자기상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
에(Zou et al., 2012), 타인의 평가인 피드백을 조작하는 것
은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타인의 기대 및 사회적 능력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Wallace et al.(1995)은 실험 연구를 통해 긍정적 피드백
이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타인의 기대 지각을 증가시킴
을 제시하였다. 사회불안이 높은 참가자들은 부정적 피드백
조건에 비해 긍정적 피드백 조건에서 이후에 있을 사회적 상
호작용에 대한 타인의 기대 지각이 더 높았으나, 사회적 능
력 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사회불안이 낮은
참가자들은 부정적 피드백 조건에 비해 긍정적 피드백 조건
에서 이후에 있을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적 능력 지각
이 더 높았으나, 타인의 기대 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사회공포증 환자들과 비 임상 참
가자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했는데(Wallace et al.,
1997), 사회공포증 집단은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 경
우에 이후에 경험할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타인의 기대를
더 크게 지각한 반면, 사회적 능력 지각의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 집단에서는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
이후에 타인의 기대 지각이나 사회적 능력에서 유의미한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 부정적 사회적 상호작용 조건에서는 사
회공포증이 있는 참가자들에서 타인의 기대 지각은 다소 낮
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능력 평
정 또한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 집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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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사회적 상호작용 이후에 사회적 능력 평정이 유의미
하게 감소했으며, 타인의 기대 지각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 결과는 비 임상 참가자들과 달리 사회공포증이 있는 참가
자들은 사회적 수행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하면 이후에 있을
사회적 수행에 대한 타인의 기대를 과도하게 높게 지각한다
는 것을 나타내며, 연구자들은 사회공포증 환자들은 긍정적
사회적 경험을 하더라도 부정적 사회적 경험을 한 것과 마찬
가지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Park SJ(2006)은 사회공포증 집단 수준과
피드백 수준을 더욱 세분화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자
는 사회공포증이 있는 참가자들을 대인관계 유형에 따라 굴
종형과 지배형으로 나누어서 이 두 집단과 비 불안 통제 집
단을 대상으로 연구했으며, 긍정적 피드백, 비부정적 피드
백, 부정적 피드백의 세 조건으로 나누어 타인의 기대 지각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피드백 조건
에서는 굴종형 집단과 지배형 집단의 타인의 기대 지각은 높
아진 반면, 통제 집단의 타인의 기대 지각은 낮아졌다. 비부
정적 피드백 조건의 경우에는 세 집단 모두 피드백 조작 이
후 타인의 기대 지각의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적 피드백 조건의 경우에는 피드백 이후 세 집단 모두
타인의 기대 지각이 낮아졌다. 연구자는 이 결과를 통해 사
회공포증이 있는 참가자들이 긍정적 피드백을 경험하면 타
인의 기대 지각이 높아지지만, 비부정적 피드백을 경험할 경
우에는 경험 전과 비교하여 타인의 기대 지각이 달라지지 않
기 때문에 긍정적 피드백보다 비부정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이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안한다.
종합하면, 연구자들은 실험 연구를 통해 사회적 상황에 대
한 긍정적인 평가가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타인의 기대
지각을 높임을 밝혔다.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능
력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해서 이후에 있을 사
회적 상황에서 타인이 기대하는 만큼의 수행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불안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앞에 언급한 연구들은 사회불안장애의 핵심인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측정하지 않았다. 즉,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
은 사회적 수행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다음 번 사
회적 수행에 대한 자신의 사회적 능력에 비해 타인의 기대를
더욱 크게 지각한다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그로 인해 실제로
다음에 있을 사회적 수행에 대한 불안이 더욱 증가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Alden et al.(2004)은 두 긍정적 측면의
피드백인 긍정적 피드백과 비부정적 피드백이 일반화된 사
회공포증 환자들과 비 불안 참가자들의 이후에 있을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 예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
다. 회귀분석 결과 집단과 피드백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두 피드백 조건 모두에서 사회공포증 참가
자들은 비 불안 참가자들보다 이후에 있을 사회적 상호작용
에서 불안 예상을 유의미하게 더욱 크게 하였으나, 긍정적
조건에서의 효과 크기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첫 번째 사회
적 상호작용 중에 발생한 불안을 통제하고 다시 통계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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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는 비부정적 피드백 조건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긍정적 측면의 피드백이라도 긍정
적 단서를 더욱 강조한 경우에는 사회공포증 참가자들은 비
불안 참가자들보다 다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불안을 더욱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함을 나타낸다.
국내에서는 Chung YS et al.(2006)가 반복검증하였는데,
Alden et al.(2004)의 결과와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다. 사회
공포증 집단은 피드백 조건에 상관없이 이후에 있을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통제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예상
했으며, 긍정적 피드백과 비부정적 피드백 조건에 따른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자신에 대한 긍
정적 평가를 무시하는 사회공포증 참가자들의 인지적 특성
에 의한 결과일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과 더불어, 동양과 서
양 문화권의 차이에 의한 결과일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즉, 서양 문화권에서는 타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양 문화권에서는 간접적인 표
현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긍정적 측면의 피드백인 긍
정적 피드백과 비부정적 피드백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
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불안
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 피드백에서 이후에 있을 사회적 상
호작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
나, 부정적 피드백 조건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부정적
피드백과 긍정적 피드백의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외 연구(Alden et al., 2004)와 국내 연구(Chung YS
et al., 2006)가 혼재된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복검증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들은 다음 번 사
회적 수행에 대한 불안 예상을 측정하였지만, 타인의 평가가
실제로 다음 수행에 대한 불안을 얼마나 일으키는지 예기불
안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드백 조작이 다음의 사회적 수행
에 대한 예기불안, 타인의 기대 지각, 사회적 능력 지각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피드백 조건을 네 가지로 세
분화하여 검증하고자 했는데, 긍정적 피드백에 대한 선행 연
구(Alden et al., 2004; Chung YS et al., 2006)의 피드백
구분(긍정적 피드백, 비부정적 피드백)에, 두 가지 측면의 부
정적 피드백(부정적 피드백, 비긍정적 피드백)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더욱 강조한 자극
이 부정적 측면이 없음을 더욱 강조한 자극보다 더욱 긍정적
인 정서가를 가질 수 있다는 사회심리 연구들(e.g., Idson et
al., 2004)로 미루어보아, 같은 긍정적 측면의 피드백이어도
비부정적 피드백보다 긍정적 피드백이 더욱 긍정적인 정서
가를 지닐 것이다. 한편 사회불안 연구에서 두 부정적 측면
의 피드백, 즉 부정적 피드백과 비긍정적 피드백을 비교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사소한 사회적 실수도 과대추정하기 때문에(e.g.,
Moscovitch et al., 2012), 부정적 피드백과 마찬가지로 비
긍정적 피드백 역시 크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
라서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에서는 부정적 피드백과 비긍
정적 피드백 조건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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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존 피드백
조작 연구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대화 상황)만을 다루었
으며, 발표 수행 상황에서 진행된 연구는 아직 없다. Park
SJ(2006)의 연구는 발표수행 상황도 다루고 있으나, 실제 발
표 수행 상황이 아닌 시나리오 연구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
대화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은 발표 상황보다는 실제
로 경험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친숙하여 불안을 덜
유발할 수 있다(Cartwright-Hatton et al.,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표수행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 연
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긍정적 피드백
을 받았을 때 피드백 조작 전에 비해 조작 후에 타인의 기대
지각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비부정적 피드백 조건에서는 조
작 이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두 부정적 측
면의 피드백 조건(즉, 부정적 피드백, 비긍정적 피드백)에서
는 피드백 조작 이후 타인의 기대 지각이 낮아질 것이다. 반
면 사회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피드백 조건에 상관
없이 피드백 조작 전후의 타인의 기대 지각에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들(Wallace et al., 1995 & 1997; Park
SJ, 2006)은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타인의 기대
지각과 달리 사회적 능력 지각에 대해서는 피드백 유형에 따
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네
가지 피드백 조건 모두에서 피드백 조작 전후에 사회적 능력
지각의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불안 수
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두 긍정적 측면의 피드백 조건(즉,
긍정적 피드백, 비부정적 피드백)에서는 피드백 조작 전후
사회적 능력의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두
부정적 측면의 피드백 조건(즉, 부정적 피드백, 비긍정적 피
드백)에서는 피드백 조작 이후에 사회적 능력 지각이 유의미
하게 낮아질 것이다.
셋째,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두 긍정적 측면
의 피드백 조건(즉, 긍정적 피드백, 비부정적 피드백)에서는
피드백 조작 후에 예기불안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반면 두
부정적 측면의 피드백 조건(즉, 부정적 피드백, 비긍정적 피
드백)에서는 피드백 조작 이후 예기불안 수준은 유의미한 변
화를 보이지 않거나 낮아질 것이다. 사회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네 가지 피드백 조건 모두에서 피드백 조작 전
후 예기불안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재 A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G-power 프로그램(Faul et al., 2007)
에서 효과크기 0.25, 검정력 0.8, 유의수준을 .05로 하여 변
량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계산한 결과 본 연구에서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79명이었다. 이에 A대학교 재학생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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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사회공포증 척도(SPS: Mattick et al., 1998)
를 실시하여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 중 516명이 실
험 참여에 동의하였고, 사회불안 수준이 높거나 낮은 참가자
를 모집하기 위해 상위 30% (SPS 척도 점수가 24점 이상인
참가자들) 및 하위 30% (SPS 척도 점수가 11점 이하인 참가
자들)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개별 연락을 하여 최종 동의를
한 20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참
가자들 중 3명이 발표를 거부하여 중도 포기하였고, 총 204
명이 실험을 완료하였으나 참가자 집단 선별의 등분산성 문
제로 각 셀 당 표본 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3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처치 조건 당 25명씩
총 200명(남성 97명, 여성 103명, 평균 연령 21.44세,
SD=2.25)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령에 대한 참가자
집단 및 피드백 조건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
지 않았다.

2. 측정 도구
1) 사회공포증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
Mattick et al.(1998)이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게 관찰될
것에 대한 불안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고, Kim
HS(2001)이 번안하였다. 총 20문항이며 5점 척도로 구성되
었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적 수행에 대한 불안이 더욱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참가자 집단 선별을 위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였다.
2) 한국판 CES-D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증후군의 역학적 연구 목적으로 미국 정신보건연구원
이 개발하고(Radloff, 1977), Shin SC et al.(1991), Chon
KK et al.(1992), Cho MJ et al.(1993)가 한국판으로 표준
화 한 것을 Chon KK et al.(2001)이 통합하였다. 일반인들
이 경험하는 우울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
었으며, 우울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다. 총 20문항
이고, 4점 척도로 평정된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 집단 선별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2였다.
3) 타인의 기대 지각 질문지
Wallace et al.(1997)가 만들고 Park SJ(2006)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상
황을 다루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발표 상황에 대한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문항이며, 각각 1점에서 10점으
로 평정된다. 점수 범위는 2점에서 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타인의 기대 지각이 더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드백 조작 전과 조작 후에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조작 전 .78, 조작 후 .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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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능력 지각 질문지
Wallace et al.(1997)이 만들고 Park SJ(2006)이 번안한
문항을 발표 상황에 대한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문항이며, 각각 1점에서 10점으로 평정된다. 점수 범위는
2점에서 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 지각이 더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드백 조작 전과 후에 측
정하여, 총 두 번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조
작 전 .81, 조작 후 .79이었다.
5)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Y)
Spielberger et al.(1970)이 개발하고 Hahn DW et
al.(1996)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상태 불
안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상태 불안 문항은 총 20문항이며,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발표 직전의 예기불안 측정에 사용했으며, 피드백 조작
전과 조작 후, 총 두 번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는 조작 전과 후에 모두 .94였다.
6) 발표 수행 측정치(Measure of Public Speaking Performance: MPSP)
참가자들이 발표를 하는 동안 보이는 발표 수행의 자세한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Rapee et al.(1992)이 개발하고
Lee HK et al.(1998)가 번안, Ahn KY(2013)이 수정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7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발표
수행을 좋게 평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
표 직후에 참가자 자신이 직접 발표 수행을 평가하였으며,
각 참가자의 집단 및 피드백 조건을 알지 못하는 2명의 독립
평정자 또한 캠코더로 촬영한 발표 영상을 보고 참가자들의
발표 수행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참가자
.89, 독립평정자 각각 .91, .86이었으며, 독립평정자간 신뢰
도는 .78이었다.
7) 피드백 정서가 질문지
Alden et al.(2004)이 제작한 문항에 기초하여 Park SJ
(2006)이 번안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참가자가 평정자
에게 받은 피드백을 부정적으로 지각한 정도를 평가하는 1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에서 9점으로 평정한다. 이
질문지는 실험의 모든 처치가 끝나고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
하였다.
8) 피드백 수용성 질문지
Alden et al.(2004)이 제작한 문항에 기초하여 Park SJ
(2006)이 번안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참가자가 피드백
평가자에게 받은 피드백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에서 9점으로 평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질문지는 실험의 모든 처치가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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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하였다.

3. 실험 처치: 피드백 조작
사회불안장애의 인지모델(e.g., Clark et al., 1995; Leary
et al., 1995)은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안
감각(e.g., 발한, 가슴이 뜀, 얼굴 붉어짐)을 형편없는 사회적
수행의 증거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타인들이 이러한 불
안 증상을 알아차리고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을 두려워한다
고 제안한다(Marks, 1969; Nichols, 1974; Makkar et al.,
2013).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불안 증상 자체
가 불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드백의 내용은 불안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Edwards et
al.(2003)의 연구 자극 목록과 Chung YS et al.(2006) 및
Kwon HJ(2017)의 자극 목록에서 4가지 내용을 선정하였는
데, 4가지 내용 중 2가지는 세부적 평가에 대한 것이고(즉,
얼굴표정, 목소리) 2가지는 전반적 평가에 대한 것이다(즉,
발표 태도, 전체적 평가). 본 실험에서는 각각의 피드백 내용
을 긍정적 피드백 조건, 비부정적 피드백 조건, 부정적 피드
백 조건, 비긍정적 피드백 조건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피드백 제시는 Morgan et al.(2008)이 평가지를 통해 제
시한 방식을 차용하여, 참가자들에게 종이로 된 피드백 평가
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에는 3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한다고 알린 후 총 4장의 평가지를 제시하
였다. 4장 중 첫 장은 평가자 3명의 피드백을 평균한 것이
며, 나머지 3장은 평가자들 각각의 피드백이라고 설명하였
다. 긍정적 피드백과 비긍정적 피드백 조건에서는 참가자의
발표 점수와 함께 참가자의 발표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제시하거나 긍정적인 면이 없음을 제시하였으며
(e.g., 당신의 얼굴표정은 ‘전혀 편안해보이지 않음’/‘매우 편
안해보임’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부정적 피드백과 비부정
적 피드백 조건에서는 참가자의 발표 점수와 함께 발표 수행
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제시하거나 부정적인 면이 없
음을 제시하였다(e.g., 당신의 얼굴표정은 ‘매우 굳어보임’/
‘전혀 굳어보이지 않음’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본 연구에
서 평가지 제시 시간은 Morgan et al.(2008)의 연구에 따라
3분이었다.

4. 실험 절차
본 연구의 실험 절차는 Fig. 1에 제시하였다. 각 참가자들
이 지정된 시간에 실험실에 도착하면 연구자는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실험 도중에라도 참가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에는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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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참가자가 인구통계정보 및 기저선 측정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연구자는 참가자에게 1차 발표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3분간 발표를 하는 동안 일방향 거울 뒤에 있는
3명의 평가자들이 평가를 할 것이며, 발표가 끝난 직후 연구
자가 그 피드백 평가지를 가져와서 보여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발표 장면은 또 다른 2명의 평가자들이 평가를 하기 위
해 카메라로 촬영될 것이며, 촬영 영상은 평가 후 폐기될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발표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연구자는
참가자에게 동물 실험에 관한 발표 주제를 제시하였다. 2분
의 발표 준비 시간을 가진 후, 참가자는 타인의 기대 및 사
회적 능력 지각, 예기불안 평정을 하였다. 그 다음, 연구자는
캠코더를 작동시키고 참가자에게 3분 동안 발표를 하도록
하였다. 발표가 끝난 직후 연구자는 평가자들의 평가지를 가
져오기 위해 실험실을 나갔으며, 참가자는 실험실에서 자신
의 발표에 대한 발표 수행 평정지를 작성하였다.
3분 후, 연구자는 참가자가 무선 할당된 피드백 조건(긍정
적 피드백 조건, 비부정적 피드백 조건, 비긍정적 피드백 조
건, 부정적 피드백 조건)에 따라 해당 피드백 평가지를 가지
고 실험실로 돌아왔으며, 참가자에게 평가지를 3분 동안 보
도록 요청하였다. 그 다음, 연구자는 참가자에게 2차 발표를
해야 함을 안내하였다. 2차 발표 역시 1차 발표와 마찬가지
로 일방향 거울 앞에서 3분 동안 발표를 하면 동일한 평가자
들이 평가를 할 것이며, 또 다시 평가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참가자에게 청소년 선거권 부여에 대
한 발표 주제를 제시하였다. 2분의 발표 준비 시간을 가진
후 참가자는 다시 타인의 기대 및 사회적 능력 지각, 예기불
안 평정을 하였다. 그런 다음, 1차 발표 후에 받은 피드백에
대한 정서가와 수용성을 평정하였다.
참가자가 평정을 끝내면 연구자는 연구가 종료되었음을
알리며 debriefing 절차를 실시하였다. 연구 목적에 대해 추
측한 것이 있는지 등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연구의 실제 목
적을 설명하였다. 일방향 거울 뒤의 평가자들은 존재하지 않
으며, 평가자들의 피드백 역시 사전에 조작되어 참가자의 발
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지만, 녹화는 실제로 하였고
2명의 평정자들의 평가 후 바로 삭제할 것이라고 설명하였
다. 또한 참가자의 질문을 받았으며, 실험으로 야기될 수 있
는 위험과 이익에 대해 설명한 후 실험 참여 동의서를 2부
작성하여 연구자와 참가자가 1부씩 보관토록 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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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 조건 간 고르게 할당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 (집
단: 사회불안 고 집단, 사회불안 저 집단)×4 (피드백 조건:
긍정적, 비부정적, 부정적, 비긍정적)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 둘째, 각 피드백 조건에 대하여 참가자가 인식한 피
드백 정서가와 피드백 수용성에 대한 집단 및 조건 간의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드백 정서가와 수용성 각각에 대해 2
(집단)×4 (피드백 조건)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발표에 대한 타인의 기대 지각, 사회적 능력 지각, 예기불안
에서 집단 및 조건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2 (참가자 집
단)×4 (피드백 조건)×2 (측정시점: 조작 전, 조작 후) 삼원
혼합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발표 수행 평가에서 집
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 자신의 발
표 수행 평가와 독립 평정자의 발표 수행 평가 각각에 대해
2 (참가자 집단)×4 (피드백 조건)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참가자의 발표 수행 평가 점수와 독립 평정자의 발
표 수행 평가 점수 간 차이 점수에 대한 2 (집단)×4 (피드백
조건)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사전 측정치들의 초기 동등성 검증
사회불안 수준에 대한 참가자 선별이 적절했는지 확인하
기 위해, SPS에 대한 2 (참가자 집단)×4 (피드백 조건)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변량분석의 기본 가정 중
하나인 등분산성 가정이 위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
량분석은 등분산성 가정의 위배에 대해 강건성(robustness)
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lass et al., 1972; Kang SJ,
2014). 또한 전체 표본 수가 충분하며 각 셀 당 표본 수가
동일하면 이 가정의 위배가 변량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McCall, 1975). 따라서 3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
하여 각 셀 당 표본 수를 일치시켰다. 분석 결과, 집단에 따
른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으며(F (1,192)=841.876, p
＜ .001) 피드백 조건 간 유의미한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고(F (3,192)=1.129, p=.339), 집단과 피드백 조건 간 유의
미한 상호작용 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F (3,192)=.632,
p=.595). 따라서 SPS를 통해 두 집단이 적절히 선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측정한 통합적 한국판 CES-D, F (1,192)
=71.016, p＜.001에서 역시 집단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하였

다. Table 1에 실험 참가자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
하였다.

2. 조작 점검: 피드백 정서가 및 피드백 수용성
본 연구에서 조작한 네 가지 피드백 조건에 대하여 참가
자들이 지각하는 정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드백 정서가
에 대한 2 (참가자 집단)×4 (피드백 조건)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피드백 조건의 주효과(F (3,192)=
286.647, p＜.001)가 유의미하여 사후검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참가자들에서 긍정적 피드백
조건과 비긍정적 피드백 조건 간(p＜.001), 긍정적 피드백
조건과 부정적 피드백 조건 간(p＜.001), 비긍정적 피드백
조건과 비부정적 피드백 조건 간(p＜.001), 부정적 피드백
조건과 비부정적 피드백 조건 간(p＜.001)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가자들은 긍정적 피드백 조건
과 비부정적 피드백 조건의 피드백 정서가를 비긍정적 피드
백 조건과 부정적 피드백 조건의 피드백 정서가보다 유의미
하게 더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또한 네 가지 피드백 조건에 대한 참가자들의 피드백 수
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드백 수용성에 대한 2 (참가자
집단)×4 (피드백 조건)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건의 주효과(F (3,192)=8.038, p＜.001)와 집단과
조건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F (3,192)=6.549, p＜.001)가
유의미하였다. 참가자 집단과 피드백 조건의 이원 상호작용
에 대한 그래프는 Fig. 2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단순주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불안 저 집단에서는 조건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F (3,193)=.57, p=
.639), 사회불안 고 집단에서는 조건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F (3,193)=14.09, p＜.001), 이에 따라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 결과, 사회불안 고
집단에서 긍정적 피드백 조건과 비부정적 피드백 조건 간,
그리고 부정적 피드백 조건과 비긍정적 피드백 조건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정적 피드백 조건과 긍
정적 피드백 조건 간(p＜.001), 그리고 부정적 피드백 조건
과 비부정적 피드백 조건 간(p＜.001), 비긍정적 피드백 조
건과 비부정적 피드백 조건 간(p＜.01)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 고
집단은 긍정적 피드백이나 비부정적 피드백보다 부정적 피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baseline measures of the participants
Group

Age
SPS
CES-D

High social anxiety

Low social anxiety

Feedback condition

Feedback condition

Positive

Non-negative

Negative

Non-positive

Total

Positive

Non-negative

Negative

Non-positive

Total

21.44
(1.58)
33.67
(7.60)
22.56
(9.61)

21.44
(2.10)
35.92
(11.15)
20.06
(9.69)

21.24
(2.22)
31.72
(5.49)
20.91
(9.54)

20.92
(2.12)
33.43
(9.64)
22.78
(10.24)

21.26
(2.00)
33.68
(8.73)
21.58
(9.69)

21.80
(2.55)
6.70
(3.03)
12.20
(8.66)

21.80
(2.02)
6.92
(3.16)
9.68
(7.87)

21.20
(2.77)
6.28
(3.43)
11.74
(7.15)

21.72
(2.56)
6.80
(3.24)
10.84
(6.80)

21.63
(2.47)
6.67
(3.18)
11.12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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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2 (평가시점) 삼원 혼합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참가자 집단의 주효과(F (1,192)=14.844, p＜.001),
피드백 조건의 주효과(F (3,192)=11.654, p＜.001), 피드백
조건과 평가시점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F (3,192)=37.011,
p＜.001)가 유의미하였다. 사회불안 고 집단이 사회불안 저
집단에 비해 타인의 기대를 유의미하게 더 낮게 지각하였으
며, 두 긍정적 측면의 피드백(즉, 긍정적 피드백, 비부정적
피드백)을 경험한 참가자들이 두 부정적 측면의 피드백(즉,
부정적 피드백, 비긍정적 피드백)을 경험한 참가자들보다 타
인의 기대를 유의미하게 더 높게 지각하였다.
피드백 조건과 평가시점의 이원 상호작용에 대한 그래프
는 Fig. 3에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
한 결과, 긍정적 조건(F (1,196)=20.91, p＜.001)과 비긍정
적 조건(F (1,196)=36.07, p＜.001), 부정적 조건(F (1,196)
=37.40, p＜.001), 비부정적 조건(F (1,196)=18.94, p＜.001)
모두에서 평가시점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즉, 긍정적 조건과
비부정적 조건에서는 피드백 조작 전보다 피드백 조작 후에
타인 기대 지각 수준이 더 높아졌지만, 이와 달리 비긍정적
조건과 부정적 조건에서는 피드백 조작 전보다 피드백 조작
후에 타인 기대 지각 수준이 더 감소하였다.

3. 주요 결과 분석
Table 2에 주요 종속변인에 대한 참가자 집단과 피드백
조건, 조작 시점 간 측정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Table
3에 변량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 타인의 기대 지각
타인의 기대 지각에 대한 2 (참가자 집단)×4 (피드백 조

2) 사회적 능력 지각
사회적 능력 지각에 대한 2 (참가자 집단)×4 (피드백 조
건)×2 (평가시점) 삼원 혼합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가

Fig. 2. Interaction of group and feedback condition to feedback acception.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by groups, feedback conditions, and rating point in time
Group

Perceived others’ expectations
Before the 1st speech task
Before the 2nd speech task
Social ability
Before the 1st speech task
Before the 2nd speech task
Anticipatory anxiety
Before the 1st speech task
Before the 2nd speech task
Ratings to speech task performance
Participants
Independent raters
Discrepancy
Feedback
Valence
Acception

High social anxiety

Low social anxiety

Feedback condition

Feedback condition

Positive

Nonnegative

Negative

Nonpositive

Total

Positive

Nonnegative

Negative

Nonpositive

Total

13.44
(2.84)
11.20
(2.98)

12.92
(2.60)
10.96
(2.86)

13.68
(2.25)
15.96
(3.21)

13.24
(1.88)
15.48
(2.65)

13.32
(2.37)
13.38
(3.73)

11.48
(3.08)
10.48
(3.49)

11.80
(2.04)
10.60
(2.55)

11.08
(2.16)
13.24
(3.64)

12.44
(3.27)
14.56
(3.50)

11.70
(2.70)
12.22
(3.71)

14.20
(3.03)
11.80
(2.45)

14.32
(2.73)
12.20
(3.19)

15.64
(2.94)
16.32
(2.53)

15.80
(2.65)
15.16
(2.88)

14.99
(2.89)
13.87
(3.35)

12.40
(3.03)
10.84
(3.31)

13.44
(2.24)
11.68
(2.56)

12.68
(2.85)
12.60
(3.42)

12.68
(3.56)
13.60
(3.45)

12.80
(2.94)
12.18
(3.32)

57.92
(8.77)
51.27
(8.89)

58.14
(8.79)
51.80
(8.92)

58.46
(10.03)
58.52
(9.79)

59.36
(8.79)
57.08
(9.70)

58.47
(8.99)
54.67
(9.73)

46.20
(9.76)
43.32
(9.66)

47.96
(7.53)
43.80
(6.44)

47.88
(7.49)
48.44
(7.80)

49.81
(9.64)
49.84
(9.69)

47.96
(8.64)
46.35
(8.85)

30.48
(8.38)
44.97
(7.30)
−14.49
(7.36)

30.60
(9.51)
46.45
(7.41)
−15.85
(9.03)

31.80
(7.42)
43.62
(6.07)
−11.82
(6.62)

27.33
(9.00)
41.67
(7.71)
−14.35
(9.69)

30.05
(8.64)
44.18
(7.26)
−14.13
(8.27)

42.22
(10.89)
46.99
(7.51)
−4.77
(11.91)

37.56
(8.40)
47.90
(6.00)
−10.34
(7.19)

38.97
(8.44)
44.07
(7.14)
−5.60
(10.98)

37.20
(11.45)
46.83
(7.60)
−9.63
(9.93)

38.99
(9.94)
46.47
(7.12)
−7.60
(10.29)

2.36
(0.81)
12.32
(3.06)

2.40
(1.29)
11.20
(2.80)

7.36
(1.29)
6.44
(3.47)

6.80
(1.66)
7.48
(4.13)

4.73
(2.69)
9.36
(4.16)

2.20
(1.08)
9.04
(4.30)

2.32
(0.90)
9.76
(3.62)

7.44
(1.16)
9.44
(4.21)

7.60
(1.23)
8.44
(4.41)

4.89
(2.86)
9.17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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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variances for dependent variables
Source or variance
Perceived others’ expectations

Social ability

Anticipatory anxiety

Discrepancy of ratings to speech task performance

Feedback valence

Feedback acception

Between
Group
Condition
Group×Condition
Error (Group)
Within
Rating time
Group×Rating time
Condition×Rating time
Group×Condition×Rating time
Error (Rating time)
Between
Group
Condition
Group×Condition
Error (Group)
Within
Rating time
Group×Rating time
Condition×Rating time
Group×Condition×Rating time
Error (Rating time)
Between
Group
Condition
Group×Condition
Error (Group)
Within
Rating time
Group×Rating time
Condition×Rating time
Group×Condition×Rating time
Error (Rating time)
Group
Condition
Group×Condition
Error
Total
Group
Condition
Group×Condition
Error
Total
Group
Condition
Group×Condition
Error
Total

SS

df

MS

F

193.210
455.070
58.110
2499.000

1
3
3
192

193.210
151.690
19.370
13.016

14.844***
11.654***
1.488

8.410
5.290
364.910
9.390
631.000

1
1
3
3
192

8.410
5.290
121.637
3.130
3.286

2.559
1.610
37.011***
.952

376.360
307.000
99.280
2817.720

1
3
3
192

376.360
102.333
33.093
14.676

25.645***
6.973***
2.255

75.690
6.250
119.150
17.790
524.120

1
1
3
3
192

75.690
6.250
39.717
5.930
2.730

27.727***
2.290
14.549***
2.172

8858.109
1364.662
54.115
27030.667

1
3
3
192

8858.109
454.887
18.038
140.785

62.920***
3.231*
.128

733.543
119.721
557.375
33.393
3472.582
2130.232
615.487
182.783
16345.460
42831.301
1.280
1241.180
7.200
277.120
6154.000
1.805
346.855
282.615
2761.680
20561.000

1
1
3
3
192
1
3
3
191
199
1
3
3
192
200
1
3
3
192
200

733.543
119.721
185.792
11.131
18.086
2130.232
205.162
60.928
85.578

40.558***
6.619*
10.272***
.615
24.892***
2.397
.712

1.280
413.727
2.400
1.443

.887
286.647***
1.663

1.805
115.618
94.205
14.384

.125
8.038***
6.549***

*p＜.05, **p＜.01, ***p＜.001.

자 집단의 주효과(F (1,192)=25.645, p＜.001), 피드백 조건
의 주효과(F (3,192)=6.973, p＜.001), 평가시점의 주효과(F
(1,192)=27.727, p＜.001), 피드백 조건과 평가시점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F (3,192)=14.549, p＜.001)가 유의미하였
다. 사회불안 고 집단이 사회불안 저 집단에 비해 사회적 능
력을 유의미하게 더 낮게 지각하였으며, 두 부정적 측면의
피드백 조건보다 두 긍정적 측면의 피드백 조건에서 사회적
능력을 유의미하게 더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피드백 조작
전보다 피드백 조작 이후에 사회적 능력을 유의미하게 더 높
게 지각하였다.

피드백 조건과 평가시점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는 Fig. 4에
제시하였으며,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긍정적 피드백 조건(F (1,196)=35.04, p＜.001)과 비부정적
피드백 조건(F (1,196)=33.64, p＜.001) 각각에서 평가시점
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긍정적 조건에서 참가자
들의 사회적 능력은 피드백 조작 전(M=13.30, SD=3.13)보
다 피드백 조작 후(M=11.32, SD=2.92)에 더 높아졌으며, 비
부정적 조건에서 역시 피드백 조작 전(M=13.88, SD=2.51)
보다 피드백 조작 후(M=11.94, SD=2.87)에 더 높아졌다. 이
와 달리, 비긍정적 조건과 부정적 조건에서는 피드백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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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예기불안
예기불안에 대한 2 (참가자 집단)×4 (피드백 조건)×2
(평가시점) 삼원 혼합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참
가자 집단의 주효과(F (1,192)=62.920, p＜.001), 피드백 조
건의 주효과(F (3,192)=3.231, p＜.05), 평가시점의 주효과
(F (1,192)=40.558, p＜.001)와 평가시점과 참가자 집단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F (1,192)=6.619, p＜.05), 평가시점과
피드백 조건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F (3,192)=10.272, p
＜.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불안 고 집단
이 사회불안 저 집단보다 예기불안을 더 경험하였으며, 두
부정적 측면의 피드백을 경험하는 경우보다 두 긍정적 측면
의 피드백을 경험하는 경우에 예기불안 수준이 더 낮았다.
또한 피드백 조작 전과 비교하여 조작 이후에 예기불안 수준
이 감소하였다.
참가자 집단과 평가시점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 그래프는
Fig. 5에 제시하였다.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
불안 고 집단과(F (1,198)=35.23, p＜.001) 사회불안 저 집
단(F (1,198)=6.35, p＜.05) 각각에서 시점의 유의미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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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다. 즉, 사회불안 고 집단에서 예기불안은 피드백
조작 전(M=58.47, SD=8.99)에 비해 피드백 조작 후
(M=54.67, SD=9.73)에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사회불안 저
집단 역시 예기불안은 피드백 조작 전(M=47.96, SD=8.64)
에 비해 피드백 조작 후(M=46.35, SD=8.85)에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나, 사회불안 저 집단에서 예기불안의 감소폭은 사
회불안 고 집단에 비해 작았다.
피드백 조건과 평가시점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 그래프는
Fig. 6에 제시하였다. 이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조건(F (1,196)=30.63, p＜.001)
과 비부정적 조건(F (1,196)=37.31, p＜.001) 각각에서 평가
시점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비긍정적 조건(F (1,196)
=1.72, p=.192)과 부정적 조건(F (1,196)=.13, p=.720) 각각
에서는 평가시점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긍정적
조건에서 예기불안은 피드백 조작 전(M=52.06, SD=10.92)
에 비해 피드백 조작 후(M=47.30, SD=10.02)에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비부정적 조건에서 역시 예기불안은 피드백 조작
전(M=53.05, SD=9.59)에 비해 피드백 조작 후(M=47.80,
SD=8.69)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Fig. 3. Interaction of rating point in time and feedback condition to
perceived others’ expectations.

Fig. 5. Interaction of group and rating point in time to anticipatory anxiety.

Fig. 4. Interaction of rating point in time and feedback condition to social
ability.

Fig. 6. Interaction of rating point in time and feedback condition to anticipatory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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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articipants’ and independent raters’ rating to speech task
performance.

4) 발표 수행 평가
사회불안 저 집단에서 부정적 피드백 조건의 참가자 1명
의 발표 영상이 실험 과정에서 비디오 오작동으로 삭제되었
기 때문에, 독립평정자의 평가에 대해서는 참가자 199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발표 수행에 대한 참가
자의 자기 보고 평가와 독립평정자의 평가 각각에 대한 2
(참가자 집단)×4 (피드백 조건)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 각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참가자 평
가: F (1,192)=46.429, p＜.001, 독립평정자 평가: F
(1,191)=5.058, p＜.05). 즉, 사회불안 고 집단은 사회불안
저 집단에 비해 자신이 발표를 더 못한다고 평가했으며, 독
립평정자 역시 사회불안 고 집단이 사회불안 수준이 저 발표
를 더 못한다고 평가했다. Fig. 7에 발표 수행 평가에 대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발표 수행에 대한 참가자의
자기 보고 평가와 독립평정자들의 평가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가 작성한 발표 수행 평가 점수와 독립
평정자가 작성한 발표 수행 평가 점수의 차이 점수에 대한
2 (참가자 집단)×4 (피드백 조건)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 (1,191)=
24.892, p＜.001). 즉, 사회불안 고 집단은 저 집단에 비해
자신들이 독립평정자의 객관적인 평가보다도 더 발표를 못
한다고 평가하였다.

고 찰
본 연구는 발표 수행 상황에서 사회불안 고 집단과 저 집
단의 타인의 기대 지각, 사회적 능력 지각, 예기불안에 대한
피드백 조작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불안 수
준이 높은 사람들과 사회불안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긍정적
피드백, 비부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 비긍정적 피드백
조건에 무선 할당하여 발표수행에 대한 피드백이 그 다음의
발표수행에 대한 타인의 기대 지각, 사회적 능력 지각, 예기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과 실험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타인의 기대 지각에 대해, 참가자 집단의 주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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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조건의 주효과, 피드백 조건과 평가시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사회불안 고 집단의 경우, 가설대로
긍정적 피드백을 경험했을 때 피드백 조작 이후에 타인의 기
대 지각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두 부정적 측면의 피드백(즉,
부정적 피드백, 비긍정적 피드백)을 경험했을 때는 피드백
조작 이후 타인의 기대 지각이 유의미하게 낮아져서 가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비부정적 피드백을 경험했을 경우에는
피드백 조작 이후 타인의 기대 지각이 증가하여, 타인의 기
대 지각에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사회불안 저 집단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회
불안 고 집단보다 타인의 기대 지각이 더 높았지만, 참가자
집단과 피드백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 평
가시점과 피드백 유형별로 사회불안 고 집단과 유사한 패턴
을 보였다. 둘째, 사회적 능력 지각에 대해, 참가자 집단의
주효과와 피드백 조건의 주효과, 평가시점의 주효과, 피드백
조건과 평가시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사회불
안 고 집단의 경우, 두 긍정적 측면의 피드백 조건에서는 피
드백 조작 이후 사회적 능력 지각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나,
두 부정적 측면의 피드백 조건에서는 조작 이후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아, 피드백 유형에 상관없이 조작 이후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사회불안 저 집단의 경우에는 사회불안 고 집단
보다 사회적 능력 지각이 더 높았지만, 평가시점과 피드백
유형별로 사회불안 고 집단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즉, 두
긍정적 측면의 피드백 조건에서는 피드백 조작 후 사회적 능
력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사회적 능력이 상승하였으며, 두 부정적 피드백 조건에서는
조작 이후 사회적 능력 지각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예기불안에 대해,
참가자 집단의 주효과, 피드백 조건의 주효과, 평가시점의
주효과, 참가자 집단과 평가시점의 상호작용 효과, 피드백
조건과 평가시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사회불
안 고 집단의 경우, 가설대로 두 긍정적 측면의 피드백을 경
험했을 때 피드백 조작 전에 비해 조작 이후 예기불안이 유
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두 부정적 측면의 피드백을 경험했
을 때는 피드백 조작 이후 예기불안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사회불안 저 집단의 경우, 예기불안 수준은 사회
불안 고 집단보다 높았으나 평가시점과 피드백 유형별로 사
회불안 고 집단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즉, 피드백 조건에
상관없이 피드백 조작 이후 예기불안 수준에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를 긍정적
피드백과 비부정적 피드백 조건만을 둔 Chung YS et
al.(2006)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사회공포증 참가자들
의 불안 예상은 비 임상 참가자들보다 더 높았으나 긍정적
피드백과 비부정적 피드백 조건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Chung YS
et al.(2006)는 두 부정적 측면의 피드백 조건을 두지 않았
으며, 예기불안이 아닌 불안 예상을 측정했다는 점, 피드백
조작 전의 1차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 예상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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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일대일 비교는 어려울 것이
다. 넷째, 발표 수행 평가와 관련하여, 참가자의 자기 보고
평가와 독립평정자의 평가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사회불안 고 집단과
독립평정자 모두 사회불안 고 집단이 사회불안 저 집단보다
발표를 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참가자의 자기 보
고 평가와 독립평정자의 평가의 점수 차를 종속변인으로 하
여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불안 고 집단은 사회불안
저 집단에 비해 자신들이 독립평정자의 객관적인 평가보다
도 스스로 발표를 더욱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나, 타인의 기
대 지각, 사회적 능력 지각, 예기불안에 대해 네 가지 피드백
이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각 종속변인에 대해 두 긍정적 측면의 피드백이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 서로 동일하였으며, 두 부정적 측면의 피드백
이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 서로 동일하였다. 이에 대해서 선
행 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불안 예상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과 비부정적 피드백을 비교한 Alden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달리, 사회공포증이
있는 참가자들은 비부정적 피드백보다 긍정적 피드백을 경
험했을 때 다음에 할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더 높은 수준
의 불안을 예상하여, 두 긍정적 측면의 피드백 간 차이를 보
였다. 그러나 국내 연구인 Chung YS et al.(2006)의 연구에
서는 긍정적 피드백과 비부정적 피드백 조건 간 차이는 유의
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Chung YS et
al.(2006)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양의 연구와 결
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임을 제안한다. 사회불안장애의 핵심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이다.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인 동양에서의 사회불안
장애는 개인주의 문화권인 서양과는 발병이나 증상에서 차
이가 있으며(Kwon JH et al., 1998), 그 양상과 정도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Huh MY et al., 1998). 여러
연구자들은 동양에서의 사회불안장애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서 동양 문화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으며
(Lee SH et al., 1994; Son JH et al., 2002), 정신장애의 진
단 및 분류체계(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도 한국과 일본의 특수성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Chung YS et al.(2006)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타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양 문
화권에서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두 긍정적 측면의 피드백인 긍정적 피드백과
비부정적 피드백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을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서양에 비해 동양,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긍정적 피드백과 비
부정적 피드백 간의 차이, 그리고 부정적 피드백과 비긍정적
피드백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 저 집단은 각 피드백 조건 간
피드백 수용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사회불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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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피드백 수용성은 두 긍정적 측면의 피드백보다 두 부
정적 측면의 피드백에서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
회불안 고 집단은 긍정적 측면의 피드백에서 긍정적 정서가
를 느꼈으며 이후에 있을 발표 수행에 대한 예기불안도 감소
하였지만, 긍정적 측면의 피드백보다는 부정적 측면의 피드
백을 더욱 자신에게 맞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 정보에의 편향(e.g.,
Amin et al., 1998; Stopa et al., 2000)과 긍정적 정보에의
편향 부족(e.g., Vassilopoulos, 2006; Alden et al., 2008;
Vassilopoulos et al., 2008; Weeks, 2010 & 2015)을 특징
으로 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Amin et
al.(1998)는 사회공포증이 있는 참가자들은 강박장애가 있는
참가자들과 비 불안 참가자들에 비해 모호한 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에 점수를 더 높게 준다는 것을 발견했
다. 유사하게, 사회공포증 환자들과 다른 불안장애 환자들,
비 불안 통제 참가자들에게 모호한 시나리오와 모호하지 않
은 시나리오를 평정하도록 한 Stopa et al.(2000)은 사회공
포증 환자들이 다른 두 집단의 참가자들보다 모호한 사회적
사건을 더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한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불안이 없는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사건에 대해 더 빈번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하며(Gilboa-Schechtman et al.,
2000), 긍정적인 사회적 사건을 위협적으로 해석하고(Alden
et al., 2008),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
지 못한다(Vassilopoulos et al., 2010). 즉, 선행 연구들과
유사하게, 본 연구는 사회불안 고 집단은 부정적인 정보를
긍정적인 정보보다 인지적으로 더 수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두 긍
정적 측면의 피드백은 사회불안 고 집단의 예기불안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이들은 긍정적 측면의 피드백보
다 부정적 측면의 피드백을 더욱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사회불안장애의 치
료에는 두 가지 사항에 초점을 둔 개입이 필요하다. 첫 번째
로, 본 연구는 역기능적 신념이나 부정적 사고, 또는 부정적
편향 등을 수정하여 역기능적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
을 둔 인지행동치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이러한 부정적 사고의 수정에 초점을 둔 개입과
더불어, 타인의 긍정적 피드백 같은 긍정적 측면에 노출시키
는 개입 역시 중요함을 제안한다. 기존의 사회불안장애의 인
지행동치료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이해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역시
사회불안장애의 핵심 특징으로 제안됨에 따라, 최근에는 사
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긍정적 해석 편향을 촉진
시키도록 돕는 인지편향수정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긍
정적 피드백에 중점을 둔 노출치료의 활용(Fergus et al.,
2009; Valentiner et al., 2011; Weeks et al., 2015) 또한
보고되고 있다. 종합하면,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
적인 사고나 과거의 실수의 수정 초점을 두게 하는 치료와
더불어 긍정적으로 지각되는 결과를 일으키는 노출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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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치료기법을 통합시킨다면, 사회불안장애를 더
욱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을 일반 대학생들로 제한하였
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타인의 기대 지각, 사회적 능력,
예기불안에 각각에 대한 참가자 집단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
미하였지만, 피드백 조건과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아
사회불안 고 집단과 사회불안 저 집단의 각 피드백 유형에
따른 결과 패턴이 동일하였다. 이는 피드백 유형에 따른 차
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Chung YS et al.(2006)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임상 집단이 아니었기 때
문에 참가자 집단과 피드백 조건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
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을 임상 집단으로 하여 반복검증 해야 한다. 둘째, 본 연
구에서는 예기불안 측정에 자기보고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기보고 질문지 같은 오프라인 측정치는 온라인 측
정치에 비해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몇몇
연구자들은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 피드백을 받
으면 긍정적 정동을 자기 보고하지만, 행동에서는 더 부정적
인 정동을 나타낼 수 있음을 제안한다(e.g., Ayduk et al.,
2013; Budnick et al., 2015).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불안
의 자기 보고 측정치뿐만 아니라, 행동측정치를 사용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실험실 상황에서 발표수행을 평가
했다. 참가자들은 실제로 발표를 하였지만, 외부 자극이 통
제된 실험실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사회적 상황과는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평가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것을 덜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는 참가자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참가자와 관
련이 있는 타인의 평가 상황에서 본 연구를 반복검증 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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