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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에 깊이 빠져 자신의 심리적인 에너지를 다 쏟을

때 흔히 ‘몰입하였다’고 표현한다. 몰입(flow)이라는 심리적 구인은 수행

을 통해 내재적 보상 및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행위가 계속 일어나게끔

동기화시킨다. 이러한 몰입은 음악 활동을 통해 경험될 수 있으며

(Csikszentmihalyi, 1975, 1990), 음악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고 강조되

고 있다(Elliot, 1995). 특히 음악에서 몰입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게 있어 동기 기제로서, 음악 활동에 대한 주의력과 편안함을 유지시키

고 즐거움 및 성취감을 제공하므로(Montanez, 2011)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영역에서 몰입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

으로 부족하며, 선행연구에서는 음악 활동에서의 몰입 경험으로 인한 긍

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학생의

연주 몰입을 예측할 수 있는 경험 변인 및 개인적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학생들의 경험 변인을 전공학습기간, 연주횟

수, 연습시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을 연주 자기효능감,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 동기, 연주 불안,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학생의 경험 변인에 따른 연주 몰입의 차

이를 살펴보고(연구문제1), 개인적 특성 및 연주 몰입의 관계를 확인하였

다(연구문제2).

연구 결과, 음악전공 학생의 경험 변인에 따른 연주 몰입의 차이는 모

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악전공 학생의 개인적 특성은

연주 몰입과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특성

내 상호 관련성은 내재적 연주 동기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간의 관계만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적

특성 중 부적응적 완벽주의만을 제외한 연주 자기효능감, 내재적 및 외

재적 연주동기, 연주 불안은 연주 몰입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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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 동기, 그리고 연주

자기효능감은 연주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주 불안은 연주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음악 영역에서 몰입의 중요성에 대해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

관계를 고려하여 연주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연주에 대한 내재적 및 외재적 동기와 자기효능감

은 증진시키고, 연주 불안은 감소시키는 것이 연주 몰입을 강화할 수 있

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연주 몰입, 개인적 특성, 경험 변인, 음악전공 학생

학 번 : 2014-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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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Csikszentmihalyi(1975)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즐겁

다고 여기는 순간에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연구함에 따라 ‘최적 경험

(optimal experience)’의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몰입(flow)’이라는 개념으

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몰입의 경험은 단순히 즐거움이나 몰두하고 있

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통해서 얻게 되는 노력

의 산물로서 보다 고차원적인 심리 상태로 이해되어야한다. 즉 몰입이란

‘어떠한 즐거운 행위에 완전히 몰두되어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의

식이 질서를 이루어 스스로를 조절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Csikszentmihalyi, 1990).

몰입은 높은 수준의 수행과 자아의 발전을 이루게 하는 핵심적인 기제

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몰입은 개인에게 지각된 자신의 능력(skill)

과 어떠한 활동이 요구하는 도전(challenge)의 수준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경험할 수 있다(Csikszentmihalyi, 1975). 다시 말해서 도전적인

활동이 유기체에게 새롭고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술을 발휘함으로써 즐거운 흥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즐거움

을 지속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새롭고 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찾게 되

고, 도전의 수준은 점차 복잡해지게 된다. 이를 통해 그에 대응되는 개인

의 기술이 발전되고 점차 복합적인 자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즉 몰

입은 내부적인 동기 원천으로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발전된 자아로의 성장을 이끄는 긍정적인 심리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몰입 경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중

에서도 특히 음악 활동은 몰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Csikszentmihalyi & Gilbert, 1995). 몰입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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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건은 도전 기회와 개인의 기술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활동을 통

해 분명한 목표와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어져야 한다. 즉 음악 작품을 구

성하고 있는 음악적 재료들은 일련의 규칙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음악적 기술을 요구하므로, 음악 활동은 몰입을

유발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주

를 할 때 연주자는 다음에 어떤 음악을 연주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요구되는 음악적 기술을 수행하고 자신의 연주가 어떠한지 그

자리에서 듣게 된다(Csikszentmihalyi, 2003b). 다시 말해서 음악 활동을

통해 요구되는 도전과 기술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음악에 대한 몰

입이 가능하며, 분명한 목표와 계속적인 피드백에 의해 음악적 주의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음악이라는 도전적인 활동에 대한 몰입은 음악적 탐구의 과정 및 즐거

움을 증대시킨다. Csikszentmihalyi(2003a)는 음악적 활동을 몰입을 유발

하는 자목적적 활동(autotelic activity)으로 제시하며 창조적 차원과 문제

해결 차원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즉 음악가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창조의 즐거

움과 몰입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써 보다 고차원적인 예술적 수행 및 결

과물을 창조해 낸다(Csikszentmihalyi, 2003b). 이러한 몰입 경험을 통해

음악 활동은 내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자목적적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음악적 몰입의 경험은 음악적 탐구 및 즐거움을 촉진시키므

로, 음악 활동에서 몰입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음악적 몰입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음악전공 학생들의 음악적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Miksza와 Tan(2015)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연습상황에서의 몰입은 연습

에 대한 성찰(practice reflection) 및 효율성, 그리고 자기조절 효능감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연습에 몰입함으로써 자신

의 수행에 대한 메타 인지 및 조절 과정이 효과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목

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음악에서의 몰입 경

험은 연습 시간과 음악적 성취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O’N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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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이러한 음악에서의 몰입 경험은 음악 전공 학생들에게 동기를 고

취시키며 음악 활동에서 주의력과 편안함을 유지시켜주고, 즐거움 및 성

취감을 제공한다(Montanez, 2011).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몰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음악전공 학생들의 음악적 수행에서 몰입을 지속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적 방향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악 영역의 몰입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몰입 경험과 관련한 긍정적

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음악 활동을 통한 몰입 경험의 수준이 높을수

록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ritz & Avzec,

2007; 신현희, 2015; 이현주, 2008), 작곡 활동에서의 몰입은 음악적 창의

성(musical creativity)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yrne,

MacDonald, & Carlton, 2003). 또한 Custodero(1999, 2002)는 몰입의 인

지적 과정을 음악 교수 및 학습 과정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은 음악적 몰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음악 활동에서

몰입이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몰입 경험의 개인차를 수반하

는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음악적 몰

입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요인의 탐색이 요구되며, 이는 음악 활동에서

의 몰입에 대한 보다 고차원적인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연주라는 음악 활동에서의

몰입에 관여할 수 있는 개인적인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전공 학생의 연주 몰입을 예측할 수 있는 경험 변

인 및 개인적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음악전공 학생의 연주

지도 방향을 모색하고, 연주 몰입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정보를 제

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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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음악전공 학생의 연주 몰입을 예측할 수 있는 경험 변인 및

개인적 특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통해 음악전공 학생의 경험 변인을 전공학습기간, 연주횟수, 연습시간으

로 설정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은 연주 자기효능감, 내재적 및 외재적 연

주동기, 연주불안,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음악전공 학생의 경험 변인(전공학습기간, 연주횟수, 연습

시간)에 따른 연주 몰입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음악전공 학생의 개인적 특성(연주 자기효능감,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동기, 연주불안,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연주

몰입의 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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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학생의 경험 변인 및 개인적 특성과 연주 몰입

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에 대한 설정 및 정의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연주 몰입

연주 몰입은 몰입(flow)의 개념을 연주라는 음악적 활동의 맥락에 적

용시킨 개념이다. 따라서 연주 몰입을 ‘연주라는 도전적인 음악 활동에

완전히 몰두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최적의 경험으로, 연주에 대한 통제

가 자유롭게 일어나고 내적인 즐거움을 수반하는 심리 상태’로 정의하였

다. 음악전공생들의 연주 몰입은 연주가 일어난 직후에 자기 보고식

(self-reported)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나. 음악전공생의 경험 변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음악전공생의 연주 몰입에 개인차를

수반할 수 있는 경험 변인을 탐색함에 따라 경험 변인을 전공학습기간,

연주횟수, 연습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전공학습기간은 ‘전공을 배우기 시

작한 시기를 기준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서, 연주횟수는 교내·외

연주를 포함하는 공개적인 개인의 독주(solo) 경험인 ‘연평균 연주 횟수’

로서, 연습시간은 ‘하루 평균 연습시간’으로서 측정되었다. 음악전공생들

의 경험 변인은 연주가 이루어지기 1주일 전에 자기 보고식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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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악전공생의 개인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음악전공생의 연주 몰입

에 관여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탐색함에 따라 개인적 특성을 연주 자

기효능감,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동기, 연주 불안,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설정하였다. 개인적 특성에 대한 측정은 연주가 이루어지기 1주일 전에

측정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주 자기효능감

연주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연주라는 음악적 상황

의 맥락에 적용시킨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 활

동 및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된다

(박지현, 2009). 본 연구에서는 연주 자기효능감을 ‘연주라는 음악적 상황

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

단’으로 정의하였다.

(2)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 동기

동기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의 근원이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에

따라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될 수 있다(Deci & Ryan, 1985). 본 연구에서 내재적

연주 동기는 연주 그 자체에서 유발되는 흥미와 즐거움으로부터 기인하

는 동기를 의미하며, 외재적 연주 동기는 연주함으로써 얻게 되는 외적

인 보상으로부터 기인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3) 연주 불안

연주 불안(music performance anxiety)이란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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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황과 관련한 두려움 및 불안을 의미하며, 부적절한 신체적 및 심리

적 증상을 수반하기도 한다(Salmon, 1990). 본 연구에서는 연주 불안을

‘청중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연주 상황과 관련한 걱정 및 두려움으로

서, 연주에 해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4) 부적응적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과도하게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을 말하며, 지나치게 엄격

한 개인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업무의 완성을 방해하는 일종

의 ‘강박성 인격장애(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로 제시

되기도 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Slaney, Rice,

Mobley, Trippi, & Ashby (2001)는 완벽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높은 기

준과 실제 수행 간의 ‘불일치(discrepancy)’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속성에 초점을 두고, 음

악전공 학생들의 연주에 대한 높은 기준과 실제 수행 간 불일치를 통해

나타나는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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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몰입(Flow)

가. 몰입의 개념

몰입(flow)이란 개인이 어떠한 과제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완전히

몰두할 때의 총체적 심리상태로서 최적 경험(optimal experience)을 의미

한다(Csikszentmihalyi, 1975). 최적 경험이란 의식의 질서상태로, 자아를

방어해야 하는 외적 위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attention)가 목표

만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되는 때를 말한다. 최적 경험은 활동에 참여

한 사람에게 내적인 보상을 극대화하여 즐거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경

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자목적적 경험(autotelic experience)’을 제공하기

도 한다. Csikszentmihaly(1975, 1990)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를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상태’ 또는 ‘물결에 실려 떠내려가는 느낌’이라고

묘사하는 것에 착안하여 ‘flow’라 명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몰입 이 개인

이 지각하는 도전(challenge)과 자신의 능력(skill)이 조화를 이룰 때 경

험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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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몰입의 이론적 모델(Csikszentmihaly, 1975)

이 모델에 의하면 사람들은 행동을 위한 기회, 즉 도전이 자신의 능력

을 넘어설 때 자신의 부족한 실력으로 인해 불안감(anxiety)을, 도전과

능력이 균형을 이룰 때는 몰입(flow)을, 능력이 도전보다 높을 때 즐거움

보다는 지루함(boredom)을 느끼게 된다(Csikszentmihaly, 2004). 여기서

말하는 도전과 능력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과제의 난이도와 자

신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객관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불

안 상태(A3)에서는 도전을 감소시키거나 기술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리고

지루함의 상태(A2)에서는 도전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몰입 상태로 되돌아

올 수 있다. A1과 A4는 모두 도전과 능력이 균형을 이루는 몰입 상태를

의미하지만, A4인 경우 훨씬 높은 수준의 도전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

술을 사용해야하므로 보다 더 복합적인 차원의 몰입 상태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몰입 상태는 개인의 기술이 향상되어 지루함을 느끼게 되거

나, 더 큰 도전이 요구됨에 따라 불안한 상태로 변할 수 있다. 이는 또

다시 몰입을 경험하고자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순환적

과정을 거치면서 몰입 상태의 복합성 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몰입은 도전과 능력의 균형(challenge-skill balance), 명확한 목표

몰입

지루함

A1

불안

A3

A2

A4

기술(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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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 goals), 구체적인 피드백(unambiguous feedback), 행위와 의식의

통합(action-awareness merging), 과제에 대한 집중(concentration on

task at hand), 통제감(sense of control), 자의식의 상실(loss of

self-consciousness), 시간 감각의 왜곡(transformation of time), 자목적

적 경험(autotelic experience)의 9가지 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

(Csikszentmihalyi, 1990; Jackson & Marsh, 1996). 몰입 상태에서는 이

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몰입은 행위에 대한 도전 수준과 자신의 능력 간에

균형을 이룰 때 경험할 수 있으며, 몰입 상태에서 사람들은 행위에 대한

내면화된 기준으로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스스로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순간순간 깨닫고 지적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이끈다. 또한 자신의 행위와 의

식이 하나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수행이 일어나며, 과제에 집중하여 마음

속에 불필요한 정보가 없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수행에 대해 자유롭게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몰

입 상태에 깊게 빠지게 되면 현실적인 시간에 대한 왜곡된 지각이 일어

나고, 자아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몰입의 결과, 몰입 경

험은 어떠한 외적인 보상을 얻기 위함이 아닌 경험 그 자체를 즐기고 목

적으로 하는 자목적적 경험이 되는 것이다.

몰입은 내적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복합적인 자아로의 성장을 이끈다.

사람들은 처음에 어떠한 활동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점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것을 즐기게 되며, 같은 수준에서 같은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서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즉 도전적인 활동에 몰입함

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기술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전 혹은 목표를 찾게 되고 그 수준에 맞

는 기술을 향상시키게 된다(Csikszentmihalyi, 1990, 2004)1). 이에 따라

1) Csikszentmihalyi가 말하는 즐거움이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성공적인 성취를 위한 주의 집중하는 노력의 결과로서 얻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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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기술 및 몰입 경험은 점차 복합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고, 나

아가 복합적 자아(complex self)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몰입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증대시킨다. Csikszentmihalyi(1997)

에 따르면 몰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단순한 활동들만

추구하지만, 몰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매일의 일들을 가치 있는 경험으

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아 발전의 경향을 보이며 그들의 삶을 즐기게 된

다고 하였다. 이는 몰입 상태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몰입 상태가 완료된 후에 만족감과 행복감

을 느낄 수 있게 되므로 몰입을 많이 경험 할수록 삶에서 더 많은 행복

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Csikszentmihalyi, 1996). 따라서 몰입의 경험

은 개인을 복합적인 자아로 발전하도록 이끌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음악활동에서의 몰입

음악은 조직화된 청각적 정보로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정리해 주어 무

질서를 감소시켜주고, 음악 활동은 최적의 경험에 더 쉽게 도달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Csikszentmihalyi, 1990). 리듬, 멜로디, 화성과 같은

일련의 패턴을 이루는 음악적 구조가 내재되어 있는 음악 작품은 감상자

및 연주자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다(Custodero, 2002). 또한 노래나

연주 등과 같은 음악 활동은 객체로 하여금 소리를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므로 음악은 그 자체로서 몰입을 유발하고 지속

하고자 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천주의 음악교육 철학가 Elliott(1995)은 몰입의 이론적 체계를 음악

영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그

림 2]. 그에 따르면 음악의 가치는 음악 활동에서의 최적 경험, 즉 몰입

는 특별한 심리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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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통한 자아의 성장(self-growth)에 있으며, 음악은 인간의 자아 인

식(self-knowledge)을 위한 가장 유일하고 주된 원천임을 강조하였다.

즉 최적 경험, 자아 인식 및 자아 성장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은 음악적

경험과 음악적 능력의 발전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음악은 몰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도전적인 활동임을 알 수 있으며, 몰입은 음악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음악적 몰입의 이론적 모델(Elliott, 1995)

음악 활동에서의 몰입은 개인의 음악적 능력(musicianship)과 음악적

도전 기회(challenge), 즉 음악 과제의 수준이 대등할 때 일어 날 수 있

다(Elliott, 1995). 흔히 예술가, 운동선수 또는 창의적인 인물들은 가장

좋아하는 활동에서 경험한 최상의 시간들을 기술할 때 그들 모두 행위

기회와 능력 간의 균형을 언급한다(Csikszentmihalyi, 1982). Elliott(1995)

은 “음악적 몰입 경험이 숙련된 음악가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초보적인

지루함

자아 성장 +

음악적 즐거움

음악적 능력(musicianship)

음악적 능력 X 음악적 도전 = 음악적 가치(musical values)

걱정/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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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p. 132),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

준의 음악적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음악적 능력과 몰입 경험의 수준을 발

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음악적 능력은 음악적 몰입의

경험을 결정하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1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음

악을 만들거나 듣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음악적 실행(musical practices)을

통해 점점 복잡한 음악적 도전과 음악적 능력 간의 조화를 요구함으로써

음악적 즐거움 및 자아 성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음악 활동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몰입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

로 묘사될 수 있다. 음악에 대한 몰입은 행하는 것과 인지하는 것의 융

합을 필요로 하며, 완전한 주의력과 과제에 대한 전념을 요구하는 독특

한 도전이 제공된다(Custodero, 2002).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음악을 감상

할 때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특별한 하나의 소리로서 구

현되는 리듬, 화음, 혹은 형식적 구조를 즐기면서 그러한 음악적인 단서

들로부터 자신만의 의미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연주자들은 그들이 의도

하는 음악적 표현을 위해 멜로디를 아름답게 꾸미고, 작곡자들은 작품에

대한 상상으로 악기 편성부터 음악적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리를 결

정함으로써 음악적으로 잠재적인 가능성 및 통제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

편 연주자는 자신의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자아를 초월하게 된다(Custodero, 2002). 이러한 자의식의 상

실은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신체적인 한계와 평가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연주로 인해 동반되는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몰입 경험은 특히 예술적 활동에서 높은 수준

의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Csikszentmihalyi,

Abuhamdeh, & Nakamura, 2007; Perry, 1999; Sawyer, 1992).

Csikszentmihalyi(1975)는 몰입 상태를 사람들이 즐거운 활동에 몰두되어

있으며 그들의 기술 및 능력이 완전히 발휘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또

한 몰입은 절정 경험(peak experience) 및 절정 수행(pea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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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통적으로 전념, 가치, 기쁨, 자발성(spontaneity), 능력에 대한 지각

등의 중요한 속성들을 공유한다(Privette, 1983). 즉 몰입 경험은 절정 경

험의 기쁨이나 가치, 그리고 절정 수행이라는 우수한 기능화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몰입 경험이 절정 수행과

수행에 대한 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Jackson

& Roberts, 1992; Jackson, Thomas, Marsh, & Smethurst, 2001). 이러

한 맥락에서 음악적 몰입의 경험은 즐거움 및 만족감을 제공할 뿐 만 아

니라 높은 수준의 음악적 수행을 이끌어 낸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몰입의 개념을 살펴보고, 음악 활동에서의 몰입 개념을 구체

화하였다. 요컨대 몰입은 어떠한 행위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완전히

빠져들어 겪게 되는 총체적인 심리적 상태로서, 최적의 경험을 제공한다.

몰입 상태에서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완전히 몰두

하여, 의식이 질서 상태를 이루고 스스로를 통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수행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몰입의 경험은 행위 그 자체로 내재적인 보

상을 제공하는 자목적 경험이 되고 개인을 내재적으로 동기화시키는 원

천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주’라는 음악

활동에서의 몰입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주 몰입의 관련 요인 탐색

음악 영역에서 음악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됨에 따

라 음악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배경 및 경험에 대해 논

의되고 있다. 이는 음악전공생이 가지는 특수한 환경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음악전공생의 경험적 요인은 그들의 심리적 특성 및 음악적

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음악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 음악전공 학생의 연주 몰입에 개인적 차이를 수반할 수 있

는 경험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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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악전공학생의 경험 변인

음악 영역의 몰입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음악전공 학생의 ‘전공학습기간

(length of time learning)’은 연주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Hallam, 1998; Wrigley & Emmerson, 2013;

Miksza & Tan, 2015).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지속해 온 학생의 경우 연

주를 하는 것을 편안하게 인식하고, 연주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적응할 수 있을 것이므로(강은주, 한주희, 2009), 연주에 대한 몰입이 보

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다. Miksza와 Tan(2015)의 연구

에서는 연주 및 개인 레슨을 시작한 나이와 몰입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Wrigley와 Emmerson(2013)는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학습기간 및 학기에 따른 몰입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

다. 반면 Hallam(1998)의 연구에서는 연습량, 나이 그리고 학습기간 등과

같은 학생들의 경험 변인 중, 학습 기간이 전반적인 음악적 성취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음악전공 학생들의

전공학습기간에 따라 연주 몰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음악전공 학생의 연주 경험으로서 ‘연주횟수’는 연주 수행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술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은주와 한주희(2009)의 연구에서는 연주경험을 연주회 및 콩쿨 참여횟

수로 구분하였으며, 연주회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연주 불안이 낮

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Montanez(2011)는 연주 활동을 교내 및 교외

연주 활동으로 구분하고, 연주 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몰입 경험의 유무

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내 연주활동에서는 콘서트 밴드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몰입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재즈 밴드와 오케스트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교

외 연주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몰입을 경험한 비율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음악전공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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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연주 횟수는 연주 몰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연습시간(time spent practicing)’이 음악적 수

행 및 성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연습을 더

많이 한 학생일수록 그들의 연습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으며

(McPherson & McCormick, 1999), 연습량과 연습 전략은 음악적 능력

및 수행의 발전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언급한다(McCormick &

McPherson, 2003; Williamon & Valentine, 2000). Miksza와 Tan(2015)

의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학생들의 몰입은 하루 평균 연습시간 및 연습

효율성(practice efficiency)과 높은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생들의 연습시간에 따라 연주 수행에 대한

몰입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음악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음악적 수행 및 몰입과 관련 있는

다양한 경험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오랜 전공 학습의 지속

과 많은 연주 활동의 경험, 그리고 많은 시간의 연습량이 확보된 학생의

경우, 숙련된 연주 기술과 연주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인해 연주에

대한 몰입이 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음악전공학생의 경험 변인을 전공학습기간, 연주횟수, 연습시간

으로 설정하고, 음악전공생의 경험 변인에 따른 연주 몰입의 차이를 살

펴보도록 하겠다.

나. 음악전공학생의 개인적 특성

몰입 개념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한 Csikszentmihalyi는 몰입을 경험하

는 빈도와 강도가 개인마다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으며, 몰입을 보다 쉽

게 발생시키거나 저해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Csikszentmihalyi, M. & Csikszentmihalyi, I., 1998; Csikszentmihalyi,

1990). 즉 몰입 경험은 도전과 기술의 균형이라는 전제만이 충분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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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Nakamura & Csikszentmihalyi, 2002), 몰입을 자주 경험할 수 있

는 성격을 기질적으로 타고났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특성을 ‘자목적적

성격(autotelic personality)2)’이라 제시하기도 하였다(Csikszentmihalyi,

1990). 또한 몰입을 개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며

몰입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음악전공 학생의 연주 몰입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1) 연주 자기효능감

몰입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 및 인식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Jackson(1992)의 연

구에서 몰입을 경험하기 위한 중요요인으로 밝혀진 긍정적인 정신적 태

도(positive mental attitude)는 자신감, 긍정적인 생각, 잘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같은 하위 요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loom과 Skutnick-Henley(2005)는 음악가들의 몰입 촉진요인으로서 자

신감과 자기신뢰, 자기비판하지 않고 연주하는 능력 등을 언급하였다. 즉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요인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 및 신념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

몰입은 개인의 능력과 행위 기회의 도전 수준이 균형을 이룰 때 일어

나며, 여기서의 능력과 도전은 객관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 지

각된 능력(perceived ability) 및 난이도를 의미한다(Csikszentmihalyi,

1975).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의 몰입 경험은 어떠한 과제에 대해 자신의

2) 자목적적 성격은 어떤 활동에 쉽게 몰두하고 활동 그 자체를 즐기며 특히

복합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기화 되는 성격으로, 위협의 소지가 되는 요인

들도 행동의 기회 또는 즐거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Csikszentmihalyi,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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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지

각된 효능성(perceived efficacy)’라는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을 통해 설명

될 수 있는 것이다3).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몰입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특정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86). 이러

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 및 평가라는 측면에서 자아개

념(self-concept)과 비슷하게 정의되기도 하지만(Pintrich & Schunk,

2002), 자아개념은 기능적인 차원에서 자아에 대한 자신의 전반적인 지

각을 나타내는 반면,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수행 상황에서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신념을 나타냄으로써 구체적이

며 특수한 상황적 맥락을 강조한다. 학업과 관련한 자기효능감은 학습자

의 지식과 수행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로,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

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된다

(Bandura, 1977). 또한 자기효능감은 과제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과 과제

에 투자하는 노력의 양과 질,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끈기를 보이는 정도,

실패 후에 얼마나 대처를 잘할 것인가와 같은 동기 과정에 핵심적인 요

소이며, 수행 및 성취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Bandura & Schunk, 1981).

자기효능감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몰입 수준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몰입 상태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피드백을 즉

각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환경 및 행위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게

된다(Csikszentmihalyi, 1990). 즉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및 판단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며 자신의 상황 및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3) 자기효능감은 과제 수행에 대한 자기 능력의 주관적 판단으로서, ‘지각된 효

능성(perceived efficacy)’ 혹은 ‘자기효능성에 대한 신념 또는 기대(belief or

expectation of self-efficacy)’라고 불리기도 한다(Bandura,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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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1986, 1997)는 인간의 행동은 자기조절체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자기조절에 대한 효능을 어떻게 인식하느

냐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결정된다고 하였다4). 즉 한 개인이 자기효능감

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은 수행에서 자기조절에 대한 효능 기대가 높은

것이며, 이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다(Bandura, 1993).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수행에 필요한 인지

전략 및 통제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함으로써 몰입을 강화시킬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연주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몰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연주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연주 수행 및 결

과를 예측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 연주 수행 및 결과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Cormick &

McPherson, 2003; McPherson & McCormick, 2000, 2006). 또한 Miksza

와 Tan(2015)의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학생들의 몰입이 연습 효율성 및

자기조절 효능감(self-efficacy for self-regulation)과 높은 상관관계를 이

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자신이 잘할 것이라는 인식은 미래의 성공적

인 연주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연주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이 지

각할수록 스스로의 조절 및 통제가 자유롭게 일어나고 연주 상황에 잘

대처함으로써 몰입이 강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주

라는 음악적 활동에 대한 효능감은 연주 몰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4) 자기조절의 과정은 자기관찰, 자기평가, 자기 반응의 하위 기능적 요소들을

포함하며, 이 요소들은 개인이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할 때 인지적 전략들을 사

용하고 초인지적으로 통제하며 행위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Bandur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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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 동기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수행에 대한 동기(motivation to

perform)’를 몰입 촉진 요인(facilitator)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Jackson, 1992, 1995; Russell, 2001), 자기결정감이 높은 방향으로 동기

화 될수록 몰입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owal & Fortier, 1999; 이

은주, 2001; 정수진, 2008). Jackson(1995)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은 몰입

상태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성취를 위해 강하게 동

기화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동기와 몰입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기란 인간의 모든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김아영, 1998). 동기는 인간 행동의 원인이 되며, 방향을 결정하

고 행동의 지속과 강도를 조절하는 힘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동

기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별될 수

있다(Deci & Ryan, 1985). 내재적 동기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의 근원

이 개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과제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흥미로

인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외재적 동기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 동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상 또는 처벌과 같은 외적인 요인 때문

에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몰입은 개인이 내적으로 동기화된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며, 즐거움 및

내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동기 기제로 작용한다(Csikszentmihalyi,

1975). 즉 사람들은 몰입을 통해 내적인 즐거움을 경험하며 수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느끼므로 계속해서 더 높은 차원의 몰입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몰입은 내재적 동기이론에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Deci & Ryan, 1985; 김아영, 2004; 석임복, 2007). 즉 몰입과 내

재적 동기는 어떠한 활동으로 인한 미래의 외적인 보상이 아닌 내재적인

보상을 위해서 행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Jackson, Kimiecik, 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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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sh, 1998),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내부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내

는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 둘은 유사한 심리적 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몰입은 어떠한 상황이나 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

개인의 총체적인 의식 및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적 경험’의 측

면에서 이해되어야한다5). 따라서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개인은 몰입의 경

험이 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Csikszentmihalyi(1990)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처음에는 강요로 인

해 시작한 것이라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재적으로 보상 받는 결과

를 낳기도 한다고 하였다. 즉 주의가 필요한 도전적인 활동에 첫발을 딛

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동기가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은 처음에는 내키지

않는 노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

차 즐기게 되며, 피드백이 제공되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남으로써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외재적 보상이 주어지는 생산 활동(job)이

라 해도 개인의 능력으로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발견하고 기술을

개발해 나가면서 복합적 활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몰입을 창출할 수

있다(Csikszentmihalyi, 2004). 이는 심리적 에너지가 투자됨에 따라 마치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일을 하는 것처럼 지각하게 됨으로써 몰입의 경

험으로 변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일에 대해 외재적으로

동기화 되었어도 행위의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 및 능력에 따라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주에 대한 내재적 동기는 연주를 하는 이유가 개인 내부

에 있는 것으로 연주하는 것 자체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감에 가치를

두는 것이고, 외재적 동기는 연주로 인해 얻게 되는 외재적인 보상을 위

해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최효식 외 4명, 2013). 내재적 동기는 음악에

대한 선호와 흥미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음악 학습과 음악적 성취

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내재적 동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외재

적인 동기 요소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정진원, 2009).

5) 몰입은 내재적 동기의 실제적 예로서 제시되기도 한다(Deci & Rya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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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악에 대한 내재적 가치 인식은 노력의 지속과 음악적 성취에 있어

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보상 및 자극은 내재화 되

어 음악 활동을 지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재적 및 외

재적 연주 동기는 연주에 대한 몰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연주 불안

스포츠 영역의 몰입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부적절한 주의력

(inappropriate focus)’을 몰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요인에 대한 하위요소로 수행과 관련한 걱정 및 불안한 심리 상태를 언

급하고 있다(Russell, 2001; Jackson, 1995). Russell(2001)은 운동 경기와

관련한 걱정 및 부정적인 생각들-실수에 대한 두려움, 자신보다 더 잘하

는 경쟁자로 인한 불안, 관중에 대한 부담감 등-을 몰입을 저해하는 요

소로 제시하였다. 또한 자신감 결여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경쟁자나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염려 등은 수행에서 주의력을 잃게 함으로써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Jackson, 1995). 따라서 어떠한 활동과 관련한 개

인의 불안한 심리는 몰입을 약화시킬 것으로 볼 수 있다.

Csikszentmihalyi(1990)는 기질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능력이 떨어

지거나 자극에 의해 무분별하게 주의력이 분산된다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즐거움, 즉 몰입을 경험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보았

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

하며 나쁜 인상을 주지는 않을까 혹은 남이 못 마땅해 할 일을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몰입을 경험하기 어렵다. 이는 주의력이 자신

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고정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을 지

나치게 의식하거나 수행과 관련한 걱정으로 인한 개인의 불안한 심리는

수행에 대한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통제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몰입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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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주에 대한

불안이 연주 몰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주 불안(music performance anxiety)이란 연주에 대한 염려로부터

기인하는 행동 및 정서적인 어려움이라고 정의된다(Salmon, 1990). 즉

연주를 하는 환경에 대한 특정한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이며,

연주와 관련한 현저하고 지속적인 불안의 표현으로서 정서적·인지적·신

체적·행동적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을 수반하기도 한다(Kenny, 2008). 이

러한 연주불안은 연주자의 음악적 재능, 훈련, 준비된 정도에 비해 비정

상적으로 낮은 수준의 연주 결과를 가져온다(Salmon, 1990). 연주불안은

흔히 무대 공포(stage fright) 등과 혼용되기도 하며, 연주불안의 개념은

사회적 공포증(social phobia)6)과 상태-특성불안(state-trait anxiety)7)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다. 사회적 공포증의 측면에서 연주 불안은 대중에

게 개방된 ‘연주’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겪게 되는 불안을 의미하며

(Steptoe & Fidler, 1987), 모든 연주상황에는 평가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음악가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실수를 예상함으로써

연주불안이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Cox & Kenardy, 1993).

선행연구들을 통해 연주 불안과 몰입은 부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고 보고되고 있다(Fullagar, Knight & Sovern, 2013; Kirchner, Bloom,

& Skutnick-Henley, 2008). Fullagar et al. (2013)의 연구 결과, 연주자

에게 지각된 자신의 기술과 연주곡의 난이도(challenge) 간 균형이 몰입

및 연주 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몰입과 연주불안은 양립할 수 없

는 정반대의 경험임을 입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음악적 기술과 연주

6) 사회적 공포증이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또는 수행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보

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창피하고 당황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

다(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94).

7) 불안은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특성불안은 평소 개인

의 일반적 성향으로서의 불안을 의미하고 상태불안은 특정한 상황으로부터 느

끼는 일시적인 불안을 의미한다(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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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난이도 간의 불일치가 작을수록 몰입이 높았으며, 그 차이가 클수

록 연주 불안이 높았다. 또한 숙련된 음악가들은 몰입 수준이 가장 높을

때 연주 불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irchner et al. (2008)의 연

구에서도 몰입이 연주 불안과 강한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불안이

조절 및 극복되어야 하는 과제로서, 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연주 조건을

만드는 것이 불안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주자의 불안이 높을수록 연주에 대한 몰입이 낮게 나타날 것

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4) 부적응적 완벽주의

몰입을 유발하는 활동은 명백한 목표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수행자

로 하여금 ‘내면화된 기준’을 부여한다(Csikszentmihalyi, 2004). 즉 규칙

및 목표가 구조화 되어있는 활동은 개인에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드백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활

성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화된 기준 및 목표는 개인의 완벽추구 성

향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배현주와 양난미(2013)의 연구에

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몰입이 부적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완벽주의 성향은 몰입과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완벽주의라는 심리적인 성향은 완벽을 추구하는 정도와 그로 인한 특

성에 따라 부정적 및 긍정적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완벽주의를 부정적인 심리적 성향으로 설명하였

다. Burns(1980)는 완벽주의를 자기 능력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기준

을 세우고, 이러한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쉴 새 없이 자신을 혹사시키며

자신의 가치를 전적으로 생산성과 성취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성향으로

보았다. Pacht(1984)는 완벽주의에 대해 완벽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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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존재하지 않는 완벽을 추구함으로써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일으

키는 성향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완벽주의의 개념은 공통적으로 비현실

적인 높은 수준의 목표, 목표 달성에 대한 경직된 추구, 비판적으로 편향

된 자기평가 과정 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인지과정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한효정, 2012), 완벽주의는 부적응적 및 병리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완벽주의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 상태와 밀접

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된다.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1990)

는 완벽주의를 인지, 행동, 발달적 측면에서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및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의 6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 요인이 강박,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Frost et

al., 1990). Hewitt과 Flett(1993)는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주체와 그 대상

이 누구인지에 따라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지향 완벽주의의 3가지 차

원으로 나누었으며, 이 중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우울 및 성취 스트레

스(achievement stress)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적

인 고통, 불안, 두려움, 슬픔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은 사람들

의 마음속에 심리적 엔트로피8)를 조성하여 주의를 분산시키고 자아 기

능의 효율성 및 심리적 에너지를 감소시키므로(Csikszentmihalyi, 2004)

몰입을 저해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

날수록 부정적인 심리적 문제들을 야기하며 의식의 무질서 상태를 초래

하여 몰입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완벽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수행에 대한 높은 개인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기준과 수행 간의 불일치를 인식함으로써 부적응적

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Slaney & Ashby, 1996; Slaney et al., 2001).

8) 심리적 엔트로피란 관련 없는 정보들이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때 경

험하게 되는 의식의 무질서를 의미하며, 몰입은 심리적 반(反)엔트로피 상태

로 ‘네겐트로피(negentropy)’라고 하며 의식이 질서를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Csikszentmihalyi,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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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ney와 Ashby(1996)는 완벽주의자들이 완벽주의를 정의할 때 공통적

으로 수행과 성취에 대한 ‘높은 기준(high standard)’을 언급하며, 완벽주

의로 인한 스트레스로서 높은 기준과 수행 간의 ‘불일치(discrepancy)’를

지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완벽주의자들은 그들의 수행에 대해

쉽게 만족하지 않으며, 비합리적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Hollender, 1965). 따라서 지나친 완벽 추구로 인한 높

은 목표와 실제 수행 간의 격차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불만족을 일으키

며 몰입을 약화시킬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음악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연주자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연주 불

안 및 스트레스 등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성향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적

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연주자의 경우 관객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

하고, 완벽한 연주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

을 받는다(강유선, 유성경, 2012). Mor, Day, Flett, & Hewitt(1995)는 완

벽주의 경향이 강한 연주자 일수록 연주에 대한 통제력이 낮고 연주 불

안을 더 쉽게 느끼며 만족감이 낮다고 하였다. 또한 Stoeber와

Eismann(2007)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완벽을 위한 노력은 불완벽함에 대

한 부정적 반응(negative reactions to imperfection)과 높은 상관을 이루

며,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연주 불안과 신체적 통증 및 피로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주자의 지나친 완벽 추구로 인한 심

리적 압박감은 연주에 대한 불만족 및 연주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을 유발함으로써 연주에 대한 몰입을 방해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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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5곳(A, B, C, D, E)의 4년제 음악대학교에

서 2016년 1학기 연주 수업에서 연주를 수행한 음악전공생을 연구 참여

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지각된 기술 및 도전 수준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서 균형을 이룰 때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음

악 영역에 적용하였을 때, 전공자 수준의 음악적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도전적인 음악 활동 및 과제를 할당받는 음악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연

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몰입 경험

을 통해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고 발전되도록 이끌어 복합적

자아로 성장시키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전문적인 예술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생들의 음악적 경험에 있어 몰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

므로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였다.

연주 수업은 음악대학의 학생들이 2학기부터 6학기 혹은 7학기까지 수

강해야하는 전공 필수과목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주 수업의 모든 조건이

동일한 학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주 수업은 주 1회 수업으로 진

행되며 학생들은 학기 당 1회의 개인 독주를 수행하여야 하고, 연주 소

요시간은 15분 내외로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준비한 곡을 연주하게 된

다. 청중은 각 음악대학의 교수, 수강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체 참여자 185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을 제외한 총 176명(남

43명, 여 133명)의 자료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불성실 참여자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첫째, 총 두 번의 설문 중

한 번만 참여한 경우(5명), 둘째,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문

항으로 응답한 경우(4명)이다. 연구에 참여한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는 아래와 같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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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43 24.4

여자 133 75.6

전체 176 100

전공

피아노 70 39.8

성악 49 27.8

관현악 57 32.4

전체 176 100

학년

2학년 76 43.2

3학년 79 44.9

4학년 21 11.9

전체 176 100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전체의 24.4%, 여자가 75.6%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 3배 이상 많았다. 전공은 일반적으로 음악대학에서 분류하

는 기준에 따라 피아노, 성악, 관현악으로 구분하였으며, 전공에 대한 분

포는 피아노 39.8%, 성악 27.8%, 관현악 32.4%로 나타났다. 또한 연주

수업 수강대상자인 음악대학교 2, 3, 4학년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

며, 학년별 설문 참여자의 분포는 2학년 43.2%, 3학년 44.9%, 4학년

11.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연구 도구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을 정리한 표로 주요 변인과

해당 문항 수를 제시하였다<표 2>. 모든 변인의 측정은 모두 자기 보고

식(self-report) 설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1=전혀 아니다’에서 ‘5=매우 그

렇다’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경험 변인은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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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요인 문항수

경험

변인

전공학습기간(1)

3연주횟수(1)

연습시간(1)

개인적

특성

연주 자기효능감(5)

27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동기(8)

연주불안(7)

부적응적 완벽주의(7)

연주 몰입 18

합계 48

개인적 특성은 27문항, 연주몰입은 18문항으로 총 48문항이 설문에 사용

되었다.

<표 2> 설문지 구성

가. 음악전공 학생의 경험 변인

본 연구에서는 음악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봄에 따라 음악전공 학생의

경험 변인을 전공학습기간, 연주횟수, 연습시간으로 설정하였다.

경험 변인에 대한 문항의 구분 기준은 이진화(2006)의 연구 결과 분석

에서 제시된 집단의 구분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는 이진화의 연

구 대상이 서울시 소재 4년제 음악대학교의 재학생으로 본 연구의 대상

과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였으며, 연주라는 음악적 활동의 맥락에서 연구

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학생

들의 배경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전공학습기간, 연습시간, 연주횟수에

대해 개방형(open-ended) 문항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수집된 자

료의 분포 비율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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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공학습기간’을 전공을 배우기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

로부터 현재까지로 보고, ① 10년 미만, ② 10년-15년 미만, ③ 15년 이

상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제시하였다. ‘연주 횟수’는 교내·외 연주를

포함하는 연평균 연주 횟수로서 공개적인 개인의 독주(solo) 경험에 초

점을 맞추고 측정되었으며, ① 5회 미만, ② 5회 이상-10회 미만, ③ 10

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습시간’은 하루 평균

연습시간으로서, ① 2시간미만, ②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③ 3시간이상

-4시간 미만, ④ 4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나. 음악전공학생의 개인적 특성

(1) 연주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음악전공생들의 연주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Pintrich & De Groot(1990)의 연구에서 활용된 MSLQ(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에서 동기적 요인(motivational

beliefs) 중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해당하는 문항을 연주 영역에 대

한 내용으로 수정 및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MSLQ의 자기효능감 문항은

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과 수업에서의 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대

해 묻는 내용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주에 대한 자기효능감 문항은 총 5문항으로 아

래 <표 3>와 같고,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

다)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연주에 대한 효능감이 높

은 것으로 해석되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9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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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l 나는 다른 학생들 보다 연주를 더 잘 할 것 같다.

l 내 실력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탁월하다.

l 나는 연주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l 나는 연주 수업에서 주어진 악곡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고 확신한다.

l 나는 연주를 매우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표 3> 연주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문항

(2)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동기

본 연구에서 음악전공생들의 연주에 대한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최효

식 외(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연주 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Vallerand et al. (1992)에서 사용한 동기 척도를 연주 영역에 대한 내

용으로 수정한 것으로 연주에 대한 동기가 연주 그 자체에서 유발되는

흥미와 즐거움으로부터 기인하는지, 연주함으로써 얻게 되는 외적인 보

상으로부터 기인하는지에 따라 내재적 연주 동기와 외재적 연주 동기로

구분되며, 각각 4문항씩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동기 문항은 아래 <표 4>

와 같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재적 연주동기와

외재적 연주동기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α= .902, .81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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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

호
문항

내재적

동기

1 l 연주를 하는 것은 나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3 l 연주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다.

5
l 연주하는 것은 다른 것을 잊을 정도로 열중할 수 있는 일

이기 때문이다.

7 l 연주하는 것이 즐겁고 흥분되기 때문이다.

외재적

동기

2
l 연주를 함으로 인해 미래의 경제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

이다.

4
l 연주를 함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

다.

6
l 연주를 통해 나의 미래 경력을 준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

기 때문이다.

8 l 연주를 함으로 인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동기 측정 도구 문항

(3) 연주 불안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대학생들의 연주불안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Nagel, Himle, & Papsdorf(1989)가 개발한 Performance Anxiety

Inventory(PAI) 중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PAI는 총 20문항으로

Spielberger’s Test Anxiety Inventory(STAI)에 기초하여 개발되었으며,

음악가들의 연주와 관련한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불안 요소들을 포괄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주불안 문항은 총 7문항으로 아래 <표 5>와 같

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연주 불안

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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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l 연주가 잘 준비 되었음에도 나는 매우 불안하다.

l 중요한 연주가 다가오면 나는 공황 상태에 빠진다.

l 만약 중요한 시험이나 연주를 앞두고 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매우 걱

정한다.

l 연주를 망칠 것 같다는 나의 생각이 연주를 방해하곤 한다.

l 나는 중요한 연주를 할 때 매우 조마조마해 한다.

l 나는 중요한 연주를 진행하는 동안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l 연주에서 받게 될 평가에 대한 생각이 연주를 방해하곤 한다.

<표 5> 연주불안 측정 도구 문항

(4) 부적응적 완벽주의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대학생들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

하여 Slaney et al. (2001)이 고안한 Revised Almost Perfect

Scale(APS-R) 중 불일치(discrepancy)에 해당하는 문항을 본 연구의 맥

락에 맞게 수정 및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APS-R는 Slaney와

Johnson(1992)이 개발한 APS(Almost Perfect Scale)를 개정한 것으로,

완벽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APS-R는 완벽주의를 높은 기준(high standards), 정돈(order), 불일치

(discrepancy)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완벽주의의 긍정적

측면으로서 높은 기준과 정돈을, 부정적 측면으로서 불일치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불일치는 개인의 높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지

각으로, 개인의 기준과 실제 수행 간의 차이 및 불일치를 의미한다

(Slaney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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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l 나는 내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해 종종 좌절감을 느낀다.

l 나는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l 내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나는 결코 흡족해 하지 않는다.

l 나는 내 기준에 부합할 만큼의 연주를 한 적이 거의 없다.

l 나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까봐 종종 걱정한다.

l 나는 내 연주에 대해서 만족해 본 적이 거의 없다.

l 나는 좀 더 잘 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연주를 끝낸 뒤에도 낙담할 때

가 종종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APS-R의

불일치에 해당하는 12문항 중 7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문항은 아래 <표 6>과 같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

되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3로 나타났다.

<표 6> 부적응적 완벽주의 측정 도구 문항

다. 연주 몰입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생들의 연주에 대한 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Jackson과 Eklund(2002)가 고안한 Flow State Scale-2을 연주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FSS-2는 Jackson과 Marsh(1996)이

스포츠 및 신체적 활동에서의 몰입 상태를 측정하고자 개발한 FSS의 새

로운 버전으로 기존의 문항들을 수정한 것이다. FSS-2는 몰입 상태를

도전-능력의 균형, 명확한 목표, 명확한 피드백, 시간의 왜곡, 행위-의식

의 통합, 통제감, 과제 집중, 자의식 상실, 자목적 경험의 9가지 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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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하위요인 당 4문항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음악 영역에서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Jackson, Martin, & Eklund, 2008; Sinnamon, Moran & O’Connell,

2012; Wrigley & Emmerson, 2013).

본 연구에서는 몰입 척도를 시간의 왜곡, 행위-의식의 통합, 통제감,

과제 집중, 자의식 상실, 자목적 경험의 여섯 가지 요인의 측정을 위한

문항만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몰입에 빠져들게 하는 조건과 몰입 상태의

경험 특성을 구분할 것을 강조한 학자들의 관점(Csikszentmihalyi, M.,

& Csikszentmihalyi, I., 1988; Mundell, 2000; 이화선, 2010)을 반영하였

기 때문이다. 즉 몰입의 아홉 가지 요인 중 도전-능력의 균형, 명확한

목표 및 피드백은 몰입의 전제 조건(precondition)이며, 나머지 여섯 가

지 요인은 몰입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특성으로, 몰입의 핵심요소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9).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주 몰입 측정도구의 예시 문항은 아래 <표 7>

과 같고 전체 문항은 [부 록]에 제시하였다. 사용된 문항은 총 18문항으

로 각 문항은 ‘1=전혀 아니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연주 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1로 나타

났다.

9) Fullagar et al. (2013)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연주에 대한 몰

입을 9가지 요인 중 도전-능력의 균형, 명확한 목표 및 피드백을 제외한 여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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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l 의식하지 않아도 연주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았다.

l 나는 완전히 연주에 집중했다.

l 내가 마음먹은 대로 연주한다고 느꼈다.

l 연주 중 나는 내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지 않았다.

l 시간이 평소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l 연주는 나에게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한다.

<표 7> 연주 몰입 측정 도구 예시 문항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2016년 3월 약 2주간 본 조사와 동일한 조건 및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본 조사에 사용할 문항을 수정하였다. 음악교육전공 교수 2인에게 본 연

구에 활용될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본 조사는 2016년 4월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1주일의 간격을 두고 1

차와 2차로 나누어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한 참여자가 경

험 변인 및 개인적 특성과 연주 몰입에 대한 설문에 모두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총 185명의 설문지 중, 1차와 2차의 설문을 모두 응답한 참여자

180명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되는 설문지 4부를 제외하여

총 17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환경과 활동에서의 연주 몰입을 측정하고자 음

악대학의 연주 수업에서 연주라는 특정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다. 여러 몰입관련 선행연구는 온라인 수업 수강생들을 대상

으로 온라인 학습 활동 이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몰입을 측정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Chen, Wigand, & Niran, 2000; 김미경, 2012; 박성익,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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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예비조사 실시

최종 문항 설정 자료 분석 및 문항 수정

1차 설문 경험 변인 및 개인적 특성 측정 (10분)

2차 설문 (1주일 후) 연주 몰입 측정 (5분)

자료 분석 자료 분석 및 해석

연경,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대학의 연주 수업에서 연주를 수

행한 음악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주가 이루어진 직후에 설문지를 이

용하여 연주 몰입을 측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차

설문에서는 음악전공 학생들의 경험 변인 및 개인적 특성이, 2차 설문에

서는 연주 몰입이 측정되었다. 즉 연주가 이루어지기 1주일 전 수업에서

경험 변인 및 개인적 특성이 측정되었으며, 연주 몰입에 대한 측정은 연

주 수업에서 진행된 연주 직후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연주 직후에 연주

몰입을 측정한 이유는 회상으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10). 연

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경험 변인 및 개인적 특성이 3장, 연주 몰입이 1

장으로 총 4장 분량으로 구성되었다. 경험 변인 및 개인적 특성에 대한

설문 응답은 약 10분, 연주 몰입에 대한 설문 응답은 약 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아래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연구 절차

10)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연주가 일어난 직후’에 연주

에 대한 몰입이 측정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Fullagar et al., 2013;

Wrigley & Emmers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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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첫째, 음악전공 학생의 경험 변인에 따른 연주 몰입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음악전공 학

생의 경험 변인 및 개인적 특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

관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

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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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경험

변인

전공학습기간 1.30 .57 1.00 3.00

연주횟수 1.60 .75 1.00 3.00

연습시간 2.04 1.05 1.00 4.00

개인적

특성

연주 자기효능감 2.83 .84 1.00 5.00

내재적 연주동기 3.56 .93 1.00 5.00

외재적 연주동기 3.06 .83 1.00 5.00

연주불안 2.99 .99 1.00 5.00

부적응적 완벽주의 3.27 .77 1.00 5.00

연주 몰입 3.10 .55 1.17 5.00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별 기술 통계치는 <표 8>에 제시하였다. 경험 변

인의 경우, 전공학습기간의 평균은 1.30, 표준편차는 .57, 연주횟수의 평

균은 1.60, 표준편차는 .75, 연습시간의 평균은 2.04, 표준편차는 1.05로

나타났다.

연주몰입의 평균은 3.10, 표준편차는 .55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특성의

경우 연주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2.83, 표준편차는 .84, 내재적 연주동기의

평균은 3.56, 표준편차는 .93, 외재적 연주동기의 평균은 3.06, 표준편차는

.83, 연주불안의 평균은 2.99, 표준편차는 .99,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평균

은 3.27, 표준편차는 .77로 나타났다.

<표 8> 주요 변인별 기술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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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n) M(SD) F(p)

전공학습기간

10년미만(134) 3.11(0.51)

.383(.683)10년이상-15년미만(32) 3.04(0.58)

15년 이상(10) 3.20(0.99)

연주횟수

5회미만(99) 3.10(0.52)

2.200(.114)5회이상-10회미만(49) 3.25(0.54)

10회이상(28) 3.28(0.57)

연습시간

2시간미만(73) 3.06(0.54)

1.754(.158)
2시간-3시간미만(43) 3.25(0.52)

3시간-4시간미만(40) 3.26(0.46)

4시간이상(20) 3.21(0.65)

2. 경험 변인에 따른 연주 몰입의 차이(연구문제1)

경험 변인에 따른 연주 몰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표 9>. 분석 결과, 전공학습기간

(F=.383, p=.683), 연주횟수(F=2.200, p=.114), 연습시간(F=1.754, p=.158)

에 따른 연주 몰입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9> 경험 변인에 따른 연주 몰입의 차이 검정 결과

3. 음악전공학생의 개인적 특성 및 연주 몰입의 관계

(연구문제2)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및 연주 몰입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0>. 상관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연주 자기효

능감,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동기, 연주불안, 부적응적 완벽주의)은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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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 연주 자기효능감 1

2. 내재적 연주동기 .425** 1

3. 외재적 연주동기 .453
**

.627
** 1

4. 연주 불안 -.370** -.275** -.200** 1

5. 부적응적 완벽주의 -.311
**

-.074 -.175
*

.599
** 1

6. 연주 몰입 .425** .460** .447** -.404** -.286** 1

몰입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특성

내에서는 내재적 연주동기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간 상관을 제외하고는

요인 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개인적 특성 및 연주 몰입의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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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주 몰입은 자기효능감, 내재적 연주동기, 외재

적 연주동기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이루었으나,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연

주불안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적 특

성 내에서는 연주 자기효능감,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동기는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었고, 연주 불안과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정적 상관관계

를 이루었다. 또한 연주 불안은 연주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및 외재적 연

주동기와 각각 부적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연주 자기효능감 및 외재적 연주동기와 각각 부적 상관관계

를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내재적 연주동기와 외재적 연주동기

(r=.627), 그리고 연주불안과 부적응적 완벽주의(r=.599)는 다소 높은 상

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음악전공 학생의 연주 몰입에 대한 개인적 특성의 예측력을

확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연주 몰입이며, 연주

자기효능감,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동기, 연주불안,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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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485 .256 9.709 .000

연주 자기효능감 .098 .049 .148 1.984 .049

내재적 연주동기 .127 .050 .213 2.535 .012

외재적 연주동기 .129 .055 .193 2.321 .021

연주 불안 -.121 .046 -.217 -2.646 .009

부적응적 완벽주의 -.043 .057 -.060 -.759 .449

5개의 독립변수가 동시입력 방식(enter)으로서 투입되었다. 연주 몰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11>.

<표 11> 연주 몰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중회귀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 중 연주 불안,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

동기, 연주 자기효능감은 연주 몰입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주 자기효능감은 연주 몰입을 정적으로 예측하

며(β연주 자기효능감=.148, p=.049), 내재적 연주동기는 연주 몰입을 정적으

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내재적 연주동기=.213, p=.012). 또한 외재적

연주동기는 연주 몰입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외재적 연주

동기=.193, p=.021). 반면 연주 불안은 연주 몰입을 부적으로 예측하였으

며(β연주불안=-.217 p=.009),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연주 몰입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부적응적 완벽주의=-.060, p=.449). 따라서 연주 불

안이 높을수록 연주 몰입이 낮아지며, 연주 자기효능감, 내재적 및 외재

적 연주동기가 높을수록 연주 몰입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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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음악전공 학생의 연주 몰입을 예측할 수 있는 경험 변인 및

개인적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으

로써 음악전공 학생들의 경험 변인을 전공학습기간, 연주횟수, 연습시간

으로 설정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을 연주 자기효능감,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동기, 연주불안,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5가지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주 수업에서 연주를 수행한 음악전공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연주가 이루어지기 1주일 전 경험 변인 및 개인적 특성을, 연주

직후에 연주 몰입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험 변인에 따른

연주 몰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인

적 특성 및 연주 몰입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 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 학생들의 경험 변인(전공학습기간, 연주횟수, 연습시간)

에 따른 연주 몰입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 전공학생의 개인적 특성은 연주 몰입과 모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특성 내에서는 내재적 연주동기

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개인적 특성 내에서는 연주 자기효능감, 내

재적 및 외재적 연주동기는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었고, 연주 불안

과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었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

주의는 연주 자기효능감, 외재적 연주동기와 각각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으며, 연주 불안은 연주 자기효능감,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동기와

각각 부적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내재적 연주동기

와 외재적 연주동기 간, 그리고 연주불안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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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주 몰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 중 부적응적

완벽주의만을 제외하고 연주 자기효능감,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동기, 연

주 불안은 연주 몰입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적으로, 연주 자기효능감, 그리고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 동기는 연주 몰

입을 각각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연주 불안은 연주 몰

입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연주 불안이 높을수록

연주 몰입이 낮아지며, 연주에 대한 자기효능감,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

동기는 높을수록 연주 몰입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논의 및 교육적 시사점

가. 논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들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 학생의 경험 변인에 따른 연주 몰입의 차이는 모두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전공 학생의 전공학습

기간에 따른 몰입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Miksza & Tan, 2015; Wrigley & Emmerson, 2013)의 결과를 통해 뒷

받침될 수 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연습시간과 몰입이 유의한 상관관계

를 이루며(Miksza & Tan, 2015), 연주 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몰입 경

험의 유무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Montanez, 2011)와는 상반된 맥락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악전공학생들의 경험 변인과 연주 몰입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개인적 특성은 연주 몰입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이루었으며,

개인적 특성 내에서는 내재적 연주동기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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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고 요인 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연주 불안과 완벽주의 성향이 정적 상관관계를 이룬

다는 선행연구(Kenny, Davis, & Oates, 2004; 강유선, 유성경, 2012), 내

재적 연주동기와 외재적 연주동기는 정적 상관을 이루며 내재적 연주동

기와 행동 및 심리적 연주불안은 부적 상관을 이룬다는 선행연구(강은

주, 한주희, 2009), 음악기술 효능감과 연주 불안이 부적 상관을 이룬다

는 선행연구(이소라, 2014) 등의 결과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적 특성 간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한 개인 내에서 연주와 관련

한 심리적 요인을 측정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연주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및 외재적 동기, 연주불안, 부적응적

완벽주의 등과 같은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 관계를

고려하여 연주를 지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적 특성 중 연주 불안,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동기, 연주 자

기효능감은 연주 몰입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

다.

먼저, 연주 불안은 연주 몰입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연주 불안과 연주 몰입이 부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밝힌 선행

연구들(Fullagar et al., 2013; Kirchner et al., 2008)이 있지만, 이러한 연

구들은 연주상황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몰입을 동시에 측정하고 분석함으

로써 연주 불안과 몰입은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심리적 경험임을 입증

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주일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측정하여,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연주 불안은 연주 상황에서의

몰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교육적 시사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즉 연주 불안이 높을수록 연주 몰입이 낮아

지므로, 연주 몰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주 불안이 인식되고 극복되어

야하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연주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연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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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연주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매우

섬세하고 복합적인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연주 행위에서 불안한 감

정으로 인해 근육의 경직이나 가슴 두근거림 등 부적절한 신체적인 증상

이 나타난다면 실제적인 연주 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Lehrer, 1987).

또한 평가 및 실수에 대한 두려움 등 연주와 관련한 부정적인 심리는 연

주에 대한 주의력과 통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주

불안이 높을수록 연주 몰입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내재적 연주동기는 연주 몰입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상황에서 내재적 동기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성익, 김연경, 2006; 이은주, 2001)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연주 활동과 같은 음악적 상황

에서도 연주자들의 내재적 동기는 연주 몰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내

재적으로 동기화된 사람들은 그들의 수행에서 기인하는 즐거움과 만족으

로 인해 행위에 몰두되며, 흥미를 느끼며 자유롭게 수행이 일어나고, 어

떠한 압박감 없이 의지로 가득 차게 된다(Deci & Ryan, 1985; Deci,

Vallerand, Pelletier, & Ryan, 1991). 즉 연주에 대해 내재적으로 동기화

될수록 연주를 통해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며 자신의 연주 행위에 대한

자율성을 지각함으로써 연주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주에 대한 내재적인 동기가 높을수록 연주 몰입

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연주에

대한 내재적인 동기를 높여주는 것이 연주 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

한 시사점임을 알 수 있다.

외재적 연주동기도 연주 몰입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상황에서 외재적 동기가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이은주, 2001; 정수진, 2008)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주 활동과 같은 음악적 상황에서도 연주자들의 외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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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는 연주 몰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음악을 전공하는 많은 학생들은 미래에 성공적인 음악가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술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어렸을 때부

터 각종 콩쿠르 및 연주에 참여하며 음악가로서의 경력을 쌓아나간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연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상

(受賞)이나 대중으로부터의 인정, 음악가로서의 미래에 대한 보장 및 성

공 등과 같은 외재적인 보상을 성취하기 위해 연주하게 되는 경우도 생

기게 된다. 이러한 외부적인 보상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가 강화

될수록, 즉 연주에 대한 외재적인 보상에 의해 동기화가 될수록 성공적

인 연주를 하고자 하는 강력한 목표 및 의지를 불러일으켜 연주에 대한

몰입이 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공적인 연주에 대한

강력한 목표 및 의지는 연주에 대한 주의 집중과 피드백 인식 및 판단을

촉진시킴으로써 몰입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주에 대한 외재적인 동기가 높을수록 연주 몰입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주 몰입을 강화시키기 위해

서는 내재적 동기 뿐 만 아니라 외재적인 동기도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함

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주 자기효능감은 연주 몰입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박경숙, 2015; 배종찬, 2011; 이은주, 2009)의 결

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연주 활동과 같은 음악적 상황에

서도 연주자들의 자기효능감은 연주 몰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결

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자신의 기술 및 자기조절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

으로 수행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Bandura, 1986,

1997). 즉 연주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연주 기술 및 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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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과적으로 발휘된다고 지각함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

주에 임하게 되어 몰입이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연주 능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연주 몰입이 높아지

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연주에 대한 효

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연주 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연주 몰입을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연주 몰입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나,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연주 몰입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상황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몰입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진 기존의 선행연구(배현주, 양난

미, 2013)와는 상반된 결과이며,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연주 몰입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음악가들이 더 높은 예술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높은 목표와 수행 간의 불일치를 인식하고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학생들이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클래식 음악연주가들을 비롯한 전문적인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Mor et al. (1995)의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

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3가지 요인 중 자기지향적 완벽주의1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음악가들이 완벽주의 성향을 높

게 인식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음악적 완벽성을 추구하고 엄격한 잣

대로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음악가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추구하

는 이상적인 예술적 수준과 실제 연주 수행 간의 불일치를 인지하고 수

용하여, 보다 더 고차원적인 예술을 추구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11)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자기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며 비판하는 경향을 말한다(Hewitt & Flet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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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연주 몰입을 예측하

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의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영역에서 몰입의 중요성에 대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몰

입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몰입은 주로 학습 상황이나 스포츠 활

동 등에서 연구되었으며 음악 영역에서 몰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었다. Csikszentmihalyi(1975, 1990, 1996)는 음악 및 예술

활동에 대해 몰입을 유발하고 내재적 보상을 제공하는 자목적적 활동으

로 제시하였다. 또한 음악 활동에서의 몰입은 높은 음악적 수행과 발전

을 이루게 하며 내재적인 즐거움 및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음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음악에서 몰입이 추구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음악 영역에서 몰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연주와 관련한 개인적 특성 간 상호 관련성에 대해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중 동기적 측면을

반영하는 요인으로서 연주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동기는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며, 병리적 측면을 반영하는 요인으로서 연주

불안과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주 불안은 연주 자기효능감, 내재적 및 외재적 연주동기와 각각

부적 상관관계를,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연주 자기효능감 및 외재적 연주

동기와 각각 부적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도

내재적 연주동기와 외재적 연주동기 간, 그리고 연주불안과 부적응적 완

벽주의 간 상관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

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 관계를 고려하여 연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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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주 몰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

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음악전공 학생들의

경험 변인에 따른 연주 몰입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개인적 특성 중 부적응적 완벽주의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요인들이

연주 몰입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주 몰입을 예측하는 중요

요인은 ‘개인적 특성’임을 알 수 있으며, 연주 불안이 낮을수록, 반면에

연주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및 외재적 동기는 높을수록 연주 몰입

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연주 불안은 감

소시켜 주고, 연주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및 외재적 동기는 증진

시켜주는 것이 연주 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연주 몰입

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에 대한 제한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서울

소재 음악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표본

이 서울 지역에 한정되어있다는 점에서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할 여지

를 보여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성비가 상대적

으로 여학생에게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비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집을 통하여

보다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 및 경험적 요인과 같은 개인적 측면

에 초점을 두고 몰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Csikszentmihalyi(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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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정환경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

하였고, 많은 연구들을 통해 몰입 관련 요인으로서 가정 및 학교의 도전

과 지원(Hektner, 1996; 석임복, 2007), 과제 특성 요인(김미경, 2012; 박

성익, 김연경, 2006) 등 다양한 요인들이 밝혀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음악활동에서의 몰입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환경적인 요인 등

보다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교내 연주 수업의 연주회 상황에 입각하여 진행되었

으며, 연주 횟수에 대한 측정은 공개적인 개인의 독주(solo) 경험에 초점

을 맞추고 이루어졌다. 연주 상황은 연주 이후 연주자에게 돌아오는 결

과, 즉 개인 간의 상대적인 순위와 서열, 점수나 평가 등의 피드백이나

청중의 성격에 따라, 콩쿨 및 시험 등과 같은 ‘경쟁적 연주상황’과 연주

회와 같은 ‘비경쟁적 연주상황’으로 구분될 수 있다(최예은, 2015; 최효식

외 4명, 20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다 다양한 연주상황에서의 몰입이

확인되어야 할 필요성 있으며, 연주 횟수에 대해서도 이러한 연주의 상

황적 요소가 구분되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다양한 연주 상황의 맥락에서 연주 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을 밝히

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연주’라는 음악적 활동에서의 몰입을 살펴보았다. 이

는 후속 연구에서 음악 감상 및 창작, 작곡 활동 등 보다 다양한 음악적

활동에서도 몰입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욱 넓은 범위의 음악적 활동에서 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

점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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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개인적인 정보를 조사하는 것은 연주 몰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전공을 배우기 시작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10년 미만 ② 10년 이상-15년 미만 ③ 15년 이상

2. 귀하의 연평균 연주 횟수는? (독주, 협연, 공개 레슨 등 교내·외 연주를 포함)

① 5회 미만 ② 5회 이상-10회 미만 ③ 10회 이상

3. 귀하의 하루 평균 연습시간은?

① 2시간 미만 ②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③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④ 4시간 이상

[부 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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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학생들 보다 연주를 더 잘 할 것 같다. 1 2 3 4 5

2 내 실력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탁월하다. 1 2 3 4 5

3 나는 연주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연주 수업에서 주어진 악곡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1 2 3 4 5

5 나는 연주를 매우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1 2 3 4 5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연주를 하는 것은 나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2
연주를 함으로서 미래의 경제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

다.
1 2 3 4 5

3 연주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다. 1 2 3 4 5

4 연주를 함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2 3 4 5

5
연주하는 것은 다른 것을 잊을 정도로 열중할 수 있는 일

이기 때문이다.
1 2 3 4 5

6
연주를 통해 나의 미래 경력을 준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

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7 연주하는 것이 즐겁고 흥분되기 때문이다. 1 2 3 4 5

8 연주를 함으로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2 3 4 5

1 -------- 2 -------- 3 -------- 4 -------- 5

전혀 아니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 다음 문항들은 ‘연주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읽으시고 연주 능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해당 란에 표시(√)해 주

십시오. 자신과 비교하여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면 5에,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

하면 1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거나 좋고 나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

로 평소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쪽으로 편안하게 표시하십시오.

◆ 다음 문항들은 ‘연주 동기’에 대하여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읽으시고 연주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해당 란에 표시

(√)해 주십시오. 자신과 비교하여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면 5에,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1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거나 좋고 나쁜 답이 있는 것

이 아니므로 평소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쪽으로 편안하게 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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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연주가 잘 준비 되었음에도 나는 매우 불안하다. 1 2 3 4 5

2 중요한 연주가 다가오면 나는 공황 상태에 빠진다. 1 2 3 4 5

3
만약 중요한 시험이나 연주를 앞두고 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매우 걱정한다.
1 2 3 4 5

4
연주를 망칠 것 같다는 나의 생각이 연주를 방해하곤 한

다.
1 2 3 4 5

5 나는 중요한 연주를 할 때 매우 조마조마해 한다. 1 2 3 4 5

6
나는 중요한 연주를 진행하는 동안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

다.
1 2 3 4 5

7
연주에서 받게 될 평가에 대한 생각이 연주를 방해하곤 한

다.
1 2 3 4 5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해 종종 좌절감을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1 2 3 4 5

3 내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나는 결코 흡족해 하지 않는다. 1 2 3 4 5

4 나는 내 기준에 부합할 만큼의 연주를 한 적이 거의 없다. 1 2 3 4 5

5 나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까봐 종종 걱정한다. 1 2 3 4 5

6 나는 내 연주에 대해서 만족해 본 적이 거의 없다. 1 2 3 4 5

7
나는 좀 더 잘 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연주를 끝낸 뒤에도

낙담할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 다음 문항들은 ‘연주 불안’에 대하여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읽으시고 연주 불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해당 란에 표시(√)해 주

십시오. 자신과 비교하여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면 5에,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

하면 1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거나 좋고 나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

로 평소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쪽으로 편안하게 표시하십시오.

◆ 다음 문항들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대하여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읽으시고 완벽주의로 인한 부적응적 측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해

당 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자신과 비교하여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면 5에,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1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거나 좋고 나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쪽으로 편안하게 표

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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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었다. 1 2 3 4 5

2 내 주의력은 온통 내 연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1 2 3 4 5

3 나를 완전히 조절할 수 있었다. 1 2 3 4 5

4
연주 중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쓰지

않았다.
1 2 3 4 5

5 시간이 느리거나 혹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1 2 3 4 5

6 나는 정말로 연주를 즐겼다. 1 2 3 4 5

7 연주가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1 2 3 4 5

8 나는 연주에 쉽게 몰두할 수 있었다. 1 2 3 4 5

9 내가 마음먹은 대로 연주한다고 느꼈다. 1 2 3 4 5

10 연주 중 나는 내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신경쓰지 않았다. 1 2 3 4 5

11 시간이 평소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1 2 3 4 5

12 연주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 1 2 3 4 5

13 의식하지 않아도 연주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았다. 1 2 3 4 5

14 나는 완전히 연주에 집중했다. 1 2 3 4 5

15 연주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연주했다. 1 2 3 4 5

16
연주 중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았다.
1 2 3 4 5

17 정상적인 시간에 대한 인식을 상실하였다. 1 2 3 4 5

18 연주는 나에게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한다. 1 2 3 4 5

◆ 다음 문항들은 ‘연주 몰입’에 대해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전 연주상황

에서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쪽으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자신

과 비교하여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면 5에,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1에 표

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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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is an optimal and positive state of mind during which

individuals are highly motivated and engrossed in an enjoyable

activity. Musical activities designed to experience flow give intrinsic

rewards and it focuses on providing steps for continuing flow. Flow

experience pursued through musical experience is often studied and

emphasized by researchers. Flow is especially very import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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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students. Flow is an intrinsic motivational mechanism that can

keep students focused, feel relaxed, and allow experience joyfulness

and accomplishments in musical activities. In academic areas, research

about flow theory is still active but only a handful of studies have

been undertaken on musical education. Moreover, previous research

about musical flow emphasized only the positive effect of musical

flow exper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impact of each music students’ personal experiences of playing

musical instruments (number of daily practicing hours, total number

of years of private studies, and number of yearly live music

performances) on music performance flow(Research Question 1).

Further analysis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music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music performance anxiety,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music performance flow(Research Question 2).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176 students from

university of music in Seoul.

As a result, there was no significant finding in the impact of music

students’ varying personal experiences on music performance flow.

However,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 music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revealed th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ratings of students’ music performance flow. While correlation

was found significant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intrinsic

motivation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were found non significant.

The study also found that self-efficacy,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 music performance anxiety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music performance flow - self-efficacy, and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 positively influence while music performance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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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ly influence music performance flow.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important to instruct playing

music in perception and also in consideration of music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Personal characteristic factors can be

managed to strengthen intensity of music performance flow by

increasing the level of self-efficacy, and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 and by reducing the level of music performance anxiety.

Keywords : music performance flow, personal characteristics,

performance experiences, music students

Student Number : 2014-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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