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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무대공포증과 연관된 프로프라놀롤 복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련
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먼저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형을 두 집단으로 구분한 뒤, 각 집단별 특징과 프로프
라놀롤 복용 여부와 관련된 연관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적극적 대처군이 62.4%로 소극적 대처
군인 37.6%보다 많았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극적 대처를 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소극적 대처
군의 경우 무대공포, 완벽주의, 불안, 회피가 유의하게 높았다. 프로프라놀롤 복용군은 미복용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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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시간이 많았으며, 적극적 대처군에서 프로프라놀롤의 복용 여부와 연습시간은 양의 상관관계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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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대처군에서는 프로프라놀롤의 복용 여부와 회피 반응은 음의 상관관계였다. 향후 무대공포증 극복
중심단어: 무대공포증, 스트레스 대처방식, 프로프라놀롤
Abstract
Backgroun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taking propranolol to overcome music performance anxiety
in art high school students, Lazarus and Folkman’s stress coping models were applied to classify stress
coping types into active and passive coping groups and determine what factors influenced whether or
not propranolol was taken.
Method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394 art
high school students. Chi-square test and independent t-test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difference
between music performance anxiety and related factors according to the stress coping model.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whether propranolol was
taken according to the stress coping model.
Results: The active coping group were higher at 62.4% compared to the 37.6% of the passive coping
group. Male students had a significantly higher rate of active response than females. In the case of the
passive coping group, music performance anxiety, perfectionism, anxiety, and avoidanc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e propranolol-dosing group had more practice time than the non-dosing group. The active coping
group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ractice time according to whether propranolol was taken,
and the passive coping group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voidance.
Conclus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use of propranolol to overcome music performance anxiety differed
according to the stress coping model. Clinical suggestions were presented for the need for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on intervention measures to overcome music performance anxiety.
Key Words: Music performance anxiety, Stress coping model, Proprano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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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무대공포증(Music Performance Anxiety)은 연주자
가 음악적 재능, 훈련 또는 준비 정도에 상관없이 청중 앞
에서 공연할 때 느끼는 불안, 공포를 의미한다. Abel과
Larkin [1], Salmon [2], Leitenberg [3]는 무대공포증
은 신체적, 행동적, 인지적 측면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했
다. 신체적 측면은 비교적 관찰이 쉬운 증상으로 심박수
증가, 호흡의 가빠짐, 식은 땀 증가, 목소리와 손의 떨림,
입 마름, 현기증, 마비와 같은 증상이다[1-3]. 행동적 측
면은 연주 현장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표정의 굳어짐,
입술에 침을 바르는 행동, 신체 일부를 일부러 떠는 행동
과 건반을 누르지 못하거나 곡 일부분을 건너뛰고 연주하
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1-3]. 인지적 측면은 연주자가 불
안을 느끼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자신이 보일
까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실수하였을 때 예견되는
청중들의 비난 등 연주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
해 집중력을 분산시켜 연주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
다[1-3].
직업 연주자를 대상으로 한 피시바인(Martin Fishbein)
의 연구에 따르면 약 25%의 연주자들이 무대공포증을 경
험한다고 했다[4]. 음악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를 살펴보면 Spahn 등[5]은 음대생의 25%가 무대공포증
을 겪었다고 응답을 했고, Lamontagne와 Bélanger [6]
는 음대생의 55%가 무대공포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
다. 또한 고현숙[7]은 피아노를 전공하는 중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57.2%가 무대공포증을 느낀다고 했
다. 이처럼 무대공포증은 직업 연주자보다는 음악 전공 학
생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 즉 음악을 직업으로 하기 전 공
부하는 학생들에게 무대공포증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는 것은 무대공포증으로 인해 음악을 포기하는 연주자들
이 적지 않음을 암묵적으로 시사한다. 아직 무대공포증으
로 인해 직업음악인의 길을 포기하는 음악 전공 학생들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Wesner 등[8]에 의하면
무대공포증을 경험한 16.1%의 음악 전공 대학생들은 공
연에 대한 불안이 전문음악가로의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스트레스란 환경적 요구가 개인이 가진 자원을 능가하
여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상황으로 정의된
다[9].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서 대처 전략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적응적으로 다루는
데 실패하면, 결과적으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
다. 동일한 스트레스를 겪더라도 삶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
하는지는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Lazarus와 Folkman [9]은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서
노력이 투여되는 방식에 따라 유형을 크게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였다. 적극적 대처는 스트레스 사건
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스트레스를 오히려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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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으로 생각하여 대안적 해결책을 만들어 간다. 또한 자
신의 정서적 고통을 줄이고자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며 위
안을 받는 방법이다. 이와는 반대로 소극적 대처는 스트레
스를 유발하는 문제나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
들여 그 상황에서 거리를 두거나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며,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된 정서를 다스리려는 정서 완
화에 중심을 두는 것이다.
무대공포증은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5th edition)에 따르면 사회불안장애의 특정 하
위 유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10]. 그리고 무대공포증을 경험
하는 음악인들에서 사회불안 증상이 자주 동반된다[11-13].
또한 완벽주의는 무대공포증의 중요한 성격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연주를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며, 결점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려
는 지속적인 욕구를 보이는 등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은 갖
기 때문이다[13].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완벽주의와 무
대공포증이 높은 연관성이 있으며, 음악을 배우는 수년의
과정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 무대공포증, 사회불안장애, 완벽주의 모두 상호연관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13].
무대공포증은 의학적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데, Bourgeois
[15]는 무대공포증을 정신장애의 범주에 두고 약물치료를
통해 관리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Fishbein 등[4]의
연구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의 27%가 긴장 완화제를 복
용한 적이 있었으며, 이들 중 96%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Lee 등[16]의 연구에서는 15명 전문 음악가가 프
로프라놀롤 5∼80 mg/day 복용하였고, 그중 9명이 무대
공포증에서 보이는 손떨림에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프로
프라놀롤을 포함한 beta-blocker는 항진된 교감신경계
를 완화시키는 기전을 통해 무대공포증 증상을 감소시킨
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연주자에서 beta-blocker가 신
체적 긴장을 감소시켜 무대공포증을 개선시킨다는 결과가
있다[17]. 하지만, 프로프라놀롤은 말초신경계 및 중추신
경계의 β adrenergic receptor에 작용하여 부작용들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천식,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
다. 신체적으로 심각한 부작용 외에도 연주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혈액순환 저하로 인
한 차가운 사지는 악기 연주자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
며, 구역, 설사 등의 부작용이 연주 도중 발생하면 오히려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다[18].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부
작용들(어지러움, 피로감 등)은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연
주에서는 방해가 될 수 있으며[18], 정신운동기능이 떨어
질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19]. 또한, 약물 복
용을 통해 긴장감, 불안감 등 불쾌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조건강화 학습기제를 통하여, 약물 복용
상황과 관련된 유사 자극에 의해 약물에 대한 갈망이 증가
하면서 약물 남용, 의존이 발생할 수 있다[20]. 프로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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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롤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리허설 같은 불안감이
덜한 연주에서도 투약 빈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심
리적 의존을 일으킬 수 있다[21]. 프로프라놀롤의 급격한
중단은 베타 아드레날린 민감도를 증가시키면서 프로프라
놀롤 금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감독 없
이 프로프라놀롤 복용 시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가 발표
되기도 했다[22].
본 연구는 예술고등학교 음악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Lazarus와 Folkman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한국어
판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척도, Liebowitz 사회불안척
도를 이용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
처를 구분하여 무대공포증과 프로프라놀롤 복용과의 상관
관계 및 연관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B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음악 전공 1, 2학년
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학년별 수업 시간 일
부를 할애하여 검사의 취지에 관해서 설명하였으며 검사
에 동의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하
였다. 450부를 배포하고 회수된 검사지는 395부였으며,
이 중에서 자료의 누락 정도가 큰 1부를 제외한 최종 394
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2학년은 164명, 1학년은 230명
이었으며, 남학생은 89명 여학생은 305명이었다.

2. 연구도구
1) 무대공포증 척도
Kenny 무대공포증 척도(Kenny Music Performance
Inventory, KMPAI)는 무대 불안이나 공포를 가장 효과
적으로 측정하는 26문항으로 구성된 공인된 도구이다
[23-25]. Kenny 등은 무대공포증 기저에 있는 감정이론
에 의한 잠재된 병인을 파악하기 위해 공연 전 경험도 하
나의 전 단계로 포함하는 Kenny 무대공포증 척도를 2009
년에 40문항으로 구성된 개정 및 확장판을 도입하였다
[23,26]. 개정된 Kenny 무대공포증 척도(Revised KMPAI)
를 오상훈 등[2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
수(Chronbach’s α)는 0.92이었다. 무대공포증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긴장, 불안, 부정적 인지 등의 증상을 측정
하기 위한 40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평정 도구이며, 불
안 관련 증상 외 개인력과 관련된 요소, 특히 응답자와 부
모의 관계나 어린 시절에 받았던 관심에 대해서도 평가한
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7점 방식으로 평정된다. 점수
는 최저 0점부터 최고 2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무대
공포증으로 인한 불안과 심리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27].
2)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

list, WCCL)는 Lazarus와 Folkman가 스트레스 대처 전
략과 심리적, 신체적 및 사회적 안녕과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 형식의 척도이다[9]. 이를 토대로
하여 김정희와 이장호가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만든 스트
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28]. 이 척도는 적극적
대처 28문항과 소극적 대처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64
문항 4점 척도(0점: 사용 안 한다∼3점: 자주 사용한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이들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 )는 0.87 ∼0.95이 었 다 [28].
3) 한국어판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척도
한국어판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Korean version, FMPS-K)
는 Frost 등[29]이 개발하고, 정승진[3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
모의 기대, 부모의 비판,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의 6개
요인의 총 35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
고,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0.79∼0.89로 보고
되었다[30,31].
4) Liebowitz 사회불안척도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러 수행상
황 또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및 회피 정도를 평
가하기 위해 고안된 Liebowitz 사회불안척도(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LSAS)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수행
상황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 및 회피
수준을 평가하는 하위 척도로 구성하여 불안 및 회피 정도
를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32]. 본 연구에서는 박
선영[33]에 의해 한국어로 번안된 LSAS를 사용하였으며,
타당화된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0.81∼0.95이
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양산 부산대학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05-2019-140).

4. 분석방법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차이
를 비교하고자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활용한 모든 변수의 기초정보를 알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
식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의 경우에는
Chi-square test,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프로프라
놀롤 복용의 연관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4.0 version을 이용했고,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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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적극적 대처군은 246명(62.4%)
이었고, 소극적 대처군은 148명(37.6%)으로 적극적 대처
군이 소극적 대처군보다 2배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많았다.
프로프라놀롤을 복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54명(13.7%)이
었고, 복용 경험이 없는 학생은 339명(86%)로 복용 경험
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에 비해 6배 이상 많았다. 연구
대상자의 개인 연습시간은 평균 2.8시간(±0.9)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일반적 특
성 및 심리 정서적 특성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스트
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
2
생보다 적극적 대처하는 비율이 높았다(χ =4.400, p=.036).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약물복용 빈도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소극적 대처군이 적극적 대처군
보다 약물복용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93,
p=.032). 다음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무대공포,
완벽주의, 불안 및 회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무대공포
(t=−5.620, p＜.001), 완벽주의(t=−1.989, p=.047), 불
안(t=−4.689, p＜.001), 회피(t=−4.792, p＜.001)에서
소극적 대처군이 적극적 대처군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가
더 높았다. 한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연습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프로프라놀롤 복용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심리 정

서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프로
프라놀롤 복용 여부에 따른 연습시간은 프로프라놀롤 미
복용 집단보다 프로프라놀롤 복용 집단이 유의하게 더 높
았다(t=−3.255, p=.002). 한편, 프로프라놀롤 복용 여부
에 따른 성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없었고, 무대공포, 완벽주의, 불안, 회피 등의 부정적
정서도 복용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는 프로프라놀롤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만을
선택하여 프로프라놀롤 복용에 관련된 특성을 분석하였
고, 이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먼저 프로프라놀롤 복용
Table 3.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sycho-emotion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aking propranolol (N=393)
Taking propranolol
Variable
Male, n (%)
Female, n (%)
Practice time (hour)
Music performance
anxiety
Perfectionism
LSAS, anxiety
LSAS, avoidance
Stress coping style, n (%)
Active coping, n (%)
Passive coping, n (%)

No (n=339)

Yes (n=54)

80 (23.6)
259 (76.4)
2.8±0.9
108.1±34.3

9 (16.7)
45 (83.3)
3.1±0.7
114.6±32.4

98.7±22.6 104.9±22.9
19.2±15.7
17.7±14.5
16.9±15.5
13.2±12.6
339 (100.0)
54 (100.0)
212 (62.5)
34 (63.0)
127 (37.5)
20 (37.0)

χ2 or t/F p-value

−3.255
−1.300
−1.862

1.278

.258
.002
.194
.063

0.643
1.638
0.004

.520
.102
.952

Mean±SD: Mean±standard deviation, LSAS: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ropranolol-taking group (N=53)
Variabl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94)
Variable
Gender
Stress coping style
Taking propranolol

n (%)
Male
Female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No
Yes
No response

89
305
246
148
339
54
1

Mean±SD

(22.6)
(77.4)
(62.4)
(37.6)
(86.0)
(13.7)
(0.3)

Practice time

First time to take
the drug

Recommendations for
use of drug
2.8±0.9

Mean±SD: Mean±standard deviation.
Drug acquisition
Table 2.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sycho-emotion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stress coping style (N=394)
Stress coping style
Variable

Male, n (%)
Female, n (%)
Practice time (hour)
Frequency of drug
use
Music performance
anxiety
Perfectionism
LSAS, anxiety
LSAS, avoidance

2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n=246)
(n=148)
64 (26.0)
182 (74.0)
2.9±0.9
3.3±0.6

χ or t/F

p-value

25 (16.9)
123 (83.1)
2.8±1.0
3.8±0.6

4.400

.036

1.234
2.193

.218
.032

102.0±34.5 120.5±29.9

−5.620

＜.001

97.9±22.4
16.1±14.0
13.5±13.3

−1.989
−4.689
−4.792

＜.001
＜.001

102.5±23.0
23.8±16.9
21.2±16.7

Subjective effect of
a propranolol (overlap)

Side effects of taking
propranolol (overlap)

.047

Mean±SD: Mean±standard deviation, LSAS: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Propranolol dependence

Middle school grade 1
Middle school grade 2
Middle school grade 3
High school grade 1
High school grade 2
Other
Doctor
Parents
Acquaintance
Teacher
Self
Doctor’s prescription
Obtained from parents
Obtained from friend
Obtained from teacher
Other
Reduced heart rate
Reduce tremor (hands, voices, legs)
Reduced muscle tension
Other
No effect
Dizziness
Nausea
Numbness in the hands and feet
Decreased concentration
Abdominal pain, diarrhea
Fatigue, drowsiness
Other
Not difficult
Somewhat difficult
Very difficult

n (%)
6
5
19
13
9
1
1
2
9
27
14
24
5
8
13
3
27
15
3
1
11
2
2
2
6
2
14
8
3
16
2

(11.3)
(9.4)
(35.8)
(24.5)
(17.0)
(1.9)
(1.9)
(3.8)
(17.0)
(50.9)
(26.4)
(45.3)
(9.4)
(15.1)
(24.5)
(5.7)
(47.4)
(26.3)
(5.3)
(1.8)
(19.3)
(5.6)
(5.6)
(5.6)
(16.7)
(5.6)
(38.9)
(22.2)
(66.0)
(30.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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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degree of music performance anxiety (N=394)
Music performance anxiety
Variable

Category
Lower (n=197)

Male, n (%)
Female, n (%)
Practice time (hour)
Perfectionism
LSAS
LSAS
Stress coping
style, n (%)

Higher (n=197)

47 (23.9)
150 (76.1)
2.9±0.9
91.4±23.0
14.2±13.0
11.9±12.9
143 (72.6)
54 (27.4)

Anxiety
Avoidance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42 (21.3)
155 (78.7)
2.8±0.9
107.8±19.3
23.8±16.4
20.9±15.9
103 (52.3)
94 (47.7)

χ2 or t/F

p-value

0.363

.547

1.212

.226

−7.655
−6.420
−6.116

＜.001
＜.001
＜.001
＜.001

17.315

Table 6. Factors influencing taking propranolol according to stress coping style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Variable
B
Gender
Practice time (hour)
Music performance anxiety
Perfectionism
LSAS, anxiety
LSAS, avoidance
χ2 (df), p-value
Hosmer-Lemeshow χ2 (df), p-value

−1.154

0.638
0.004
0.012
0.011
−0.034

SE
0.545
0.249
0.006
0.010
0.026
0.028

Wald
4.478
6.560
0.334
1.600
0.186
1.495
16.457(6), .012
6.250(8), .619

p-value

Exp (B)

.034
.010
.564
.206
.666
.221

0.315
1.892
1.004
1.012
1.011
0.966

B
0.410
0.247
0.006
0.007
0.043
−0.065

SE

Wald

p-value

Exp (B)

0.634
0.260
0.010
0.013
0.028
0.031

0.418
0.903
0.339
0.316
2.460
4.466
6.774(6), .034
5.053(8), .752

.518
.342
.560
.574
.117
.035

1.507
1.280
1.006
1.007
1.044
0.937

LSAS: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SE: Standard Error.

군이 약물을 처음 복용한 시기는 중학교 3학년이 35.8%
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등학교 1학년이 24.5%로 많았다.
약물 사용을 권한 사람은 선생님이 50.9%로 가장 많았고,
스스로 복용이 2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물을 획득한
경로는 의사 처방을 통해서가 4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생님에게 얻은 경우가 24.5%로 많았다. 프로프라놀롤
복용의 주관적 효과는 중복응답으로 질문하였고, 심박동
감소가 47.4%로 가장 높게 효과가 있음을 나타냈고, 떨림
의 감소는 2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프라놀롤 복용
시 부작용으로는 피로와 나른함이 3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중력 감소가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프라
놀롤 의존도에 대해서는 프로프라놀롤 없이 무대에 올라
도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66%로 가장 많았
고, 이어 꽤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30.2%의 순으로 나
타났다.
Table 5에서는 무대공포증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무대공포증에 따른 완벽주의, 불안,
회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무대공포
증을 더 크게 인식하는 군이 더 낮게 인식하는 군에 비해 완
벽주의(t=−7.655, p＜.001) 및 불안(t=−6.420, p＜.001),
회피정도(t=−6.116, p＜.001)가 더 유의하게 더 높았다.
스트레스 대처군에 따른 무대공포 정도는 집단 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무대공포증을 낮게 인지하
는 집단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소극적 대처보다는 적극
적 대처가 3배 가량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무대공
포를 높게 인지하는 집단에서는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
2
처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χ =17.315, p＜.001).

한편, 무대공포증 정도에 따른 성별, 연습시간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6에서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프로프라놀롤
복용의 연관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및 예술고
등학교 학생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연습시간 및 여러
가지 정서들을 포함하여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적극적 대처 집단
2
모형의 χ 값은 16.457,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12, 소극
2
적 대처 집단 모형의 χ 값은 6.774, 이에 따른 유의확률
은 .034로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심리
정서적 특성에 의해 프로프라놀롤 복용 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먼저
적극적 대처군의 경우 프로프라놀롤 복용 여부에 대한 개
별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 성별(p=.034),
연습시간(p=.010)이 프로프라놀롤 복용과 연관이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는데, 남학생일수록 여학생에 비해서 복용
확률이 0.315배 낮았으며, 연습시간이 길어질수록 1.892
배 높은 것으로 나왔다. 소극적 대처군의 경우에는 회피
반응을 많이 할수록 복용 확률이 0.937배 낮았다.

고

찰

본 연구는 예술고등학교 음악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대공포증과 연관된 프로프라놀롤 복용 실태를 밝히고,
프로프라놀롤 복용을 통해 무대공포증을 해결하자 하는
대상군이 어떠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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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군(62.4%)이 소극적 대처군(37.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고,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600
명을 대상으로 김현주[34]에 의해 진행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본연구와는 달리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소극적 대처(M=2.35, SD=0.54)가 적극적 대처(M=2.29,
SD=0.4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공에 따른 집단
간의 특성, 현재 처한 상황, 연구 시기, 지역 간 차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209명의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35]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성별의 차이는 없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 대처를 하는
2
비율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χ =4.400, p=.036)유의하게
높았다. 이처럼 다른 결과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연령 차
이, 전공과목에 따른 대상 집단의 특성 차이 때문이라고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 프로프라놀롤 복용은 13.7%로 조사되었는
데, 미국 오케스트라 단원 4,02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4]
에서는 27%가 무대공포증 감소를 위해 프로프라놀롤 또
는 다른 베타 차단제(beta-blockers)를 복용했고, 호주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36]에서 31%가 무대공포증
감소를 위해 베타 차단제(beta-blockers)를 복용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프로프라놀롤 복용 비율
은 2배 이상 적었다. 이는 자가 보고식 설문으로 자신의
약물 복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아직 연구 대상자들의 나이가 선행 연구
의 대상자들에 비해 어려 약물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적
고, 복용을 통한 만족감의 정도가 꾸준한 복용으로 이어졌
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프로프라놀롤 복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
보면, 프로프라놀롤을 처음으로 복용한 시기는 중학교 3
학년 때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아마도 예고 입시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평가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무대공포
증을 극복하고 조금 더 나은 연주를 위한 해결책으로 복용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프로프라놀롤 복용을 선생님으로부터 권유받아 복용하
였다는 학생들이 50.9%로 가장 많았으며, 약물을 획득한
경로 또한 선생님이었다는 학생들이 24.5%나 되었다. 이
는 예술고등학교의 특성상 자신의 능력향상에 직접적인
코치를 해주는 선생님이 제시하는 무대공포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프라놀롤 복용 시 느끼는 효과로는 심박동 감소, 떨
림 감소를 보고하였는데, 프로프라놀롤 복용을 통해 주관
적 불안, 신체적 긴장 증상을 감소시켜 무대공포증을 개선
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17]. 프로프라놀롤
복용의 부작용으로 피로와 나른함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부작용들(어지러움, 피로감 등)
은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연주 때 오히려 방해될 수 있고
[18], 정신운동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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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19]. 프로프라놀롤 심리적 의존도를 살펴본 항
목에서는 프로프라놀롤 없이 무대에 올라도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꽤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도 30.2%나 되었다. 이는 프로프라놀롤 복용을 통해
정신적 고통, 신체 긴장, 과각성 등 불쾌한 상황에서 벗어
나는 경험을 하면 심리적 의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20,21]와 상응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의사 처방 외 기타 방법으로 프로프라놀롤을
획득한 경우가 54.7%에 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약물을 복용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도하는 선생
님, 보호자들에게 전문의약품의 오남용과 예상치 못한 부
작용 등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한, 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의존이 강화되
기 전에 무대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한 인지행동치료와 같
은 비약물적 접근 개입 방안이 권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에 적극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통한 관리 방안이 필
요하며[37], 외국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해 온 공연
예술의학(performing arts medicine)에 대한 이해와 이
러한 분야의 발전이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38].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군의 프로프라놀롤 복용의
연관요인을 살펴보면, 적극적 대처군에서 연습시간이 증
가할수록 프로프라놀롤 복용이 1.892배 높았다. 적극적
대처군은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그 상
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기 위해서 노력한다. 또한 무
대공포증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 대처방식은 이를 회피
하려는 수동적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고, 이는
무대공포증을 낮게 인지하는 집단에서는 소극적 대처방식
보다 적극적 대처방식이 3배 가량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는 우리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용수의 무
대공포증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도 불안이 높은 군에서
소극적 대처방식이 더 많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9]. 이에 무대공포증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프라놀롤 복
용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는 학생들은 연습시간을
늘이는 방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자
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Ackermann 등[37]이 전문 연주자들의 무대공포증
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습시간 증가, 무대와 유사한
곳에서 연습하기, 연주 장소에 익숙해지기, 긴장 이완제
복용 등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무대공포증 극복
을 위해 프로프라놀롤 복용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무대 공연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소극적 대처군의 프로프라놀롤 복용의 연관요인을
살펴보면, Liebowitz 사회불안척도에서 회피 정도가 증
가할수록 프로프라놀롤 복용 확률은 0.937배로 낮았는데,
이는 소극적 대처군에서는 무대공포증을 경험하거나 예상
될 때 회피 기제가 발현되어 프로프라놀롤 복용 같은 현실
적 해결책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생각하더라도 처방받아
복용하는 적극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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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해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와 프로프라놀롤
복용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 유형별 차별화된 접근
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한 한 특정 도시 일개 예술고등학
교 음악 전공 1, 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를 위해서
음악이나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 직업 연주자, 무대에
오르는 예술가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로 스
트레스 대처방식, 무대공포증, 프로프라놀롤 복용 등을 조
사했기 때문에 편향적 자기보고 또는 기억의 왜곡이 결과
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객관적 자료
조사와 관찰자보고 등으로 데이터를 보완하여 검증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프로프라놀롤의 취득 경로에
따른 무대공포증과 연관된 효과와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동시간대에 수집
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무대공포증과 프로프라
놀롤 복용의 변화를 포착할 수 없었던 점이 있다. 추후 연
구에서는 무대공포증의 경과를 시계열적으로 추적 관찰하
여 음악 전공 학생에게 최적화된 개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예술고등학교 음악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과 무대공포증과
연관된 프로프라놀롤의 복용실태를 알아보았다. 또한 스
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프로프라놀롤 복용에 있어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소극적 대처군에서 무대공포
증, 완벽주의, 불안정도, 회피행동가 유의하게 높았고, 적
극적 대처군에서는 무대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문제해결 방법으로 프로프라놀롤을 복용한 것으로 파악된
다. 이에 향후 무대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대
처방식 유형에 따른 특화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고 생각되며, 무대공포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
한 약물 복용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cknowledgements
We gratefully thank Seonmi Park from Busan
High School of Arts for assistance with data
gathering.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Funding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2021 research

grant from B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References
1. Abel JL, Larkin KT. Anticipation of performance among musicians: Physiological
arousal, confidence, and state-anxiety. Psychology of Music. 1990;18(2):171-182. https://
doi.org/10.1177/0305735690182006
2. Salmon PG. A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usical performance anxie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1990;5(1):2-11.
3. Leitenberg H.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New York, NY: Plenum
Press; 1990.
4. Fishbein M, Middlestadt SE, Ottati V, Straus S, Ellis A. Medical problems among ICSOM
musicians: Overview of a national survey.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1988;3
(1):1-8.
5. Spahn C, Strukely S, Lehmann A. Health conditions, attitudes toward study, and
attitudes toward health at the beginning of university study: Music students in
comparison with other student populations.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2004;19(1):26-33. https://doi.org/10.21091/mppa.2004.1005
6. Lamontagne V, Bélanger C. Pain-related and performance anxiety and their
contribution to pain in music students: A pilot study. Health Psychology Report. 2015;3(1):
59-68. https://doi.org/10.5114/hpr.2015.47088
7. Ko HS. Study on stage fright of young pianists［master’s thesis].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0.
8. Wesner RB, Noyes R, Davis TL. The occurrence of performance anxiety among musician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990;18(3):177-185. https://doi.org/10.1016/0165-0327(90)
90034-6
9.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p. 55-116.
10.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p. 203.
11. Burin AB, Osório FL. Music performance anxiety: A critical review of etiological aspects,
perceived causes, coping strategies and treatment. Archives of Clinical Psychiatry.
2017;44(5):127-133. https://doi.org/10.1590/0101-60830000000136
12. Osborne MS, Franklin J. Cognitive processes in music performance anxiety.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2002;54(2):86-93. https://doi.org/10.1080/00049530210001706543
13. Dobos B, Piko BF, Kenny DT. Music performance anxiety and its relationship with
social phobia and dimensions of perfectionism.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2019;41(3):310-326. https://doi.org/10.1177/1321103X18804295
14. Patston T, Osborne MS. The developmental features of music performance anxiety and
perfectionism in school age music students. Performance Enhancement & Health.
2016;49(1-2):42-49. https://doi.org/10.1016/j.peh.2015.09.003
15. Bourgeois JA. The management of performance anxiety with beta-adrenergic blocking
agents. Jefferson Journal of Psychiatry. 1991;9(2):13-28. https://doi.org/10.29046/JJP.
009.2.002
16. Lee A, Tominaga K, Furuya S, Miyazaki F, Altenmüller E. Coherence of coactivation
and acceleration in task-specific primary bowing tremor. Journal of Neural Transmission.
2014;121(7):739–742. https://doi.org/10.1007/s00702-014-1177-3
17. Brantigan CO, Brantigan TA, Joseph N. Effect of beta blockade and beta stimulation
on stage fright. 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1982;72(1):88-94. https://doi.org/10.1016/
0002-9343(82)90592-7
18. Patston T, Loughlan T. Playing with performance: The use and abuse of beta-blockers
in the performing arts. Victorian Journal of Music Education. 2014;1:3-10.
19. Salem S, McDevitt D. Central effects of single oral doses of propranolol in man.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harmacology. 1984;17(1):31-36. https://doi.org/10.1111/j.13652125.1984.tb04995.x
20. Kaplan BJ. Kaplan and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Behavioral Sciences/Clinical
Psychiatry. Tijdschrift voor Psychiatrie. 2016;58(1):78-79.
21. Lederman RJ. Medical treatment of performance anxiety.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1999;14:117–121.
22. Rangno RE, Nattel S, Lutterodt A. Prevention of propranolol withdrawal mechanism by
prolonged small dose propranolol schedule. 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 1982;49(4):
828-833. https://doi.org/10.1016/0002-9149(82)91965-8
23. Kenny DT, Davis P, Oates J. Music performance anxiety and occupational stress
amongst opera chorus artist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tate and trait anxiety and
perfectionism.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04;18(6):757-777. https://doi.org/10.1016/
j.janxdis.2003.09.004
24. Osborne MS, Kenny D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sic performance anxiety
inventory for gifted adolescent musician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05;19(7):
725-751. https://doi.org/10.1016/j.janxdis.2004.09.002
25. Chang-Arana ÁM, Kenny DT, Burga-León AA. Validation of the Kenny Music
Performance Anxiety Inventory (K-MPAI): A cross-cultural confirmation of its factorial
structure. Psychology of Music. 2018;46(4):551-567. https://doi.org/10.1177/03057356
17717618
26. Kenny DT. The factor structure of the revised Kenny Music Performance Anxiety
Inventory. In International Symposium on performance science. Utrecht: Association
Européenne des Conservatoires. 2009;37-41.
27. Oh SH, Yu ER, Lee HJ, Yoon DU.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Kenny Music Performance Anxiety Inventor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20;59(3):250-259. https://doi.org/10.4306/jknpa.2020.59.3.250
28. Kim JH, Lee CH. Relations of coping behaviors to stress and depression. The Journal
of Behavior Science. 1985;7(1):127-138.
29. Frost RO, Marten P, Lahart C, Rosenblate R.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90;14(5):449–468.
30. Chung SJ, Yon MH.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reducing the perfectionism.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0;12(2):147-167.
31. Hyun JW, Choi JH.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on the performance
of task.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1992;1: 463-472.
32. Liebowitz MR. Social phobia. Modern Problems of Pharmacopsychiatry. 1987;22:141173. https://doi.org/10.1159/000414022
33. Park SY. The difference of social anxiety subtyp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rics of
social anxiety-provoking situations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34 Dong-Uk Yoon et al.
2003.
34. Kim HJ. The relationship among the emotional awareness, perceived stress, and stress
coping in high school students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35. Kim HJ, Chee IS, Lee SW, Kim JL. Comparison of stress responses and coping methods
according to the gender of freshmen in graduate medica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2019;25(2):101-108. http://doi.org/10.
0000/jksbtp.2019.25.2.101
36. Kenny DT, Driscoll T, Ackermann B. Psychological well being in professional orchestral
musicians in Australia: A descriptive population study. Psychology of Music. 2014;42(2):

http://www.stressresearch.or.kr/
210–232. https://doi.org/10.1177/0305735612463950
37. Ackermann BJ, Kenny DT, O’Brien I, Driscoll TR. Sound practice-improving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for professional orchestral musicians in Australia. Frontiers in Psychology.
2014;5:973. https://doi.org/10.3389/fpsyg.2014.00973
38. Devroop K. Performing arts medicine: A research model for South Africa. The Journal
for Transdisciplinary Research in Southern Africa. 2014;10(2):47-56. https://doi.org/
10.4102/td.v10i2.98
39. Barrell GM. Coping strategies used by ballet dancers: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ompetitive trait anxiety [dissertation]. Australia: 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