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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개된 연주 상황에서 연주자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며, 이는 신체적, 인지적 증상 등으로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

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인 음악영재의 경우, 주

변의 과도한 관심과 기대로 인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완벽주의 성향이 연주불안과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전의 단일차원 완벽주의는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

켰다면,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다차원적 완벽주의는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유형에 따라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완벽주의와 연주불안의 관계를 완충시켜줄 요인으로 유의미한

타인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으며, 실제로 받는 객

관적 지지보다 지지를 받는 사람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더 중

요하다. 또한 이는 부정정서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간

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영재를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연주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더불어 영재학생이

유의미한 타인(부모, 동료, 전공강사)으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

지가 이들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

울시 소재 예술고등학교 두 곳과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원 한 곳

에 재학 중인 서양음악, 한국음악과의 작곡 전공을 제외한 기악,

성악 전공의 고등학생 401명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연

주불안,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다차원적 하위유형 중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연주불안

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고, 반면 사회

부과적 완벽주의는 연주불안을 유의하게 높이는 부정적 요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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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지지와 동료지지, 전공강사지

지의 주효과는 연주불안을 직접적으로 유의하게 낮추었다. 조절효

과 검증 결과, 세 가지 지지 요인 중 전공강사의 지지만이 자기지

향 완벽주의와 연주불안을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연주불안을 감소시킬 때, 전공강사의 지

지를 높이 지각할수록 그 효과가 더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음악영재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 연주불안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연주불안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

을 확인하였다. 특히 청소년기 음악영재에게서 나타나는 완벽주의

와 연주불안의 관계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전공실기강사의 지지

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음악영재, 연주불안, 완벽주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학 번 : 2012-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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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단 한 번의 연주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

자하며, 성공적인 연주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취감을

느낀다. 하지만 ‘음악’이라는 시간 예술의 특성상 실수 없이 완벽한 연주

를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관객과 평가자들의 시선으로 인해 공개

된 상황에서의 연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강유선, 유성경,

2012). 이는 연주 전, 후 및 연주상황에서 심박변이(HRV), 구강 건조, 떨

림, 템포(tempo)의 변화와 같은 방해요소들로 나타나며, 이러한 경험의

반복은 연주자에게 ‘무대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Kenny(2009)는 특정 경

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및

행동적 증상의 조합을 연주불안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사회불안장애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연주불안은 무대에 서는 사람이면 아마추어 연주자부터 전문 연주자까

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특히 대학입시, 콩쿠르, 각종 오디션과 같은

경쟁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고등학생 음악영재의 경우 그들이 가진 재능

에 대한 주변의 기대가 일반 학생에 비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주불

안을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적정수준의 연주불안은

연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불안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연주의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주자로 성장하기도 전

에 진로를 포기하게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음악을 전공한 많은 학생들이 연주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Wesner와 동료들의 연구(1990)에서 연주불안을 경험한 16.1%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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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주불안이 앞으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연주

그 자체가 연주자의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기 때문에 연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연주자로의 진로를 포기 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

다.

연주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완벽주의, 연주 동기, 자

신감, 청중 및 전문가로부터의 평가, 부모의 높은 기대, 지나친 연습, 심

리적 혼란과 염려 등을 들 수 있다(강은주, 한주희, 2009; Abel &

Larkin, 1990; Brotons, 1994; Mor et al., 1995; LeBlanc et al., 1997).

다양한 요인 가운데, 완벽주의는 영재성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의적 특성으로, 일반학생들에 비해 영재학생이 완벽주의 성향이 더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민현숙, 양연숙, 2012). 이는 어린 시절 뛰어난 성

적으로 인한 부모, 교사의 피드백으로부터 기인하며, 영재로 하여금 과제

를 끝까지 수행 해내고자하는 긍정적인 결과와 동시에 높은 수준의 성취

를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만들게 할 수 있다(David & Rimm,

1998).

초기 완벽주의에 관한 연구에서 완벽주의는 부정적 개념으로서 다루어

져왔지만, 완벽주의의 개념을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것으로 접근

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 이전 연구를 통해 밝혀진 완벽주의 공통적인 속

성들을 뽑아내 실수에 대한 염려, 높은 개인적 기준, 행동수준에 대한 의

심, 부모의 기대해 대한 지각, 부모의 비난에 대한 의식, 조직화와 같이

6가지로 구분하였다(Frost et al., 1990). Hewitt와 Flett(1991)은 완벽주

의의 대상과 기준이 누구로부터 귀인 했는지에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

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경우 성취에 대한 압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

로 인해 불안, 우울, 지연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

(Juster, Heimberg, Frost, Holt, Mattia, & Faccenda, 1996; 송동림,

2009). 이 같은 연구들은 연주자들이 느끼는 연주불안과 완벽주의의 관

계를 설명 가능하게 하며, 실제로 완벽주의 성향이 연주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두 변인의 상관이 확인되었다(Ke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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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 Day, Flett, & Hewitt, 1995).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사랑, 존중, 인정 등이 포함되며 기본적으

로 인간이 갖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건강한 발달 및 적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한미현, 1996). 사회적 지지는 이전부터 개

인의 심리적 부적응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완충하는 요

인으로 주목받아 왔기 때문에(Zimmerman et al., 2000), 음악영재의 연

주불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었다.

Zhou와 동료들(2013)은 선행연구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완벽

주의 성향이 높은 학생들의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예방

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음악영재가 유의미한

타인 즉, 부모, 동료, 전공강사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연주불안

이 완화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영재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에 따른 연주불안의 차이

를 살펴보고 두 변인 간 관계에서 부모, 전공강사, 동료로부터 얻는 사회

적 지지 유형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주불안에 영

향을 주는 변인들을 밝힘과 동시에 영재의 주요 특성인 완벽주의 성향을

이해하고 영재를 지도하고 상담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한다. 나아가 음악영재들의 연주불안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도

움이 될 만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고 부모, 영재강사교육 및 동료관계

지도 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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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영재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과 연주불안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있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 유형이 두 변인과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고, 연구모형은 [그림 Ⅰ-1]에 나타냈다.

연구문제 1. 음악영재의 연주불안은 완벽주의 유형(자기지향, 사회

부과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음악영재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유형(부모, 동료, 전

공강사로부터의 지지)은 완벽주의와 연주불안 간 관계

를 조절하는가?

[그림 Ⅰ-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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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영재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연주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주불안, 다차

원적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유형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변

인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음악영재

본 연구의 참여자인 음악영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0년 공

포된 영재교육진흥법(1999)에서 제시한 영재의 정의를 음악 분야에 적용

해보았을 때, “음악영재란 음악 분야에 대한 높은 능력 및 창의성, 과제

집착력을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향후 해당 영역에서 높

은 성취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예술고등학교 및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서양음악, 한국음악과의 연주 전공 즉, 기악(관악, 현악, 타악), 성

악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나. 연주불안

연주불안(music performance anxiety)은 공개된 상황에서의 연주에 대

해 연주자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불안 혹은 음악적 재능, 훈련 및

준비 정도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인지적, 신체적 증상으로 정의된다

(Kenny, 2011; Salmon, 1990). 본 연구에서는 Osborne과 Kenny(2005)에

의해 제작된 문항을 서담(2013)이 수정한 척도에서 음악영재가 반응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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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그 기준에 도달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Hewitt와 Flett(1991)은 완벽주의의 대

상과 누구로부터 귀인 하는지에 따라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에 입각하여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 사회부

과적 완벽주의에 중점을 두어 측정하였다.

1) 자기지향 완벽주의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는 완벽의 대상을 스스

로에게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완

벽해지기 위해 지나친 동기부여를 하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수행을 엄격한 잣대로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

미한다.

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는 유의미한 타

인이 자신에 대해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을 세워 완벽하기 원하는

기대를 부과한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타인

이 자신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기준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인정받

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귀인하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 한 것으로 여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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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 지지의 유형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사회에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이는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

고, 개인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인(문은식, 2005)

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이 사랑 받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각

하여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의미한 타인으로는 부모와 전공실기강사, 같은 기관 내의 동료가 해당

된다. 객관적 사회적 지지보다는 이러한 지지를 받는 사람의 지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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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음악영재와 음악영재성

높은 IQ를 가진 학문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아동을 영재로

구분했던 이전과는 달리, Gardner(1983)의 다중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s)을 통해 예술분야의 영재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

다. 이를 통해 음악, 미술, 무용 등과 같은 예술영재교육의 중요성이 대

두되어 국내의 예술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영재에 대한 관심

은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왔지만 그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하나의 개념

으로 획일화 되지 못하였고, 음악분야의 영재 또한 마찬가지로 학자들에

의해 음악영재의 특성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영재(gifted)는 ‘천재(genius)’ 또는 ‘신동(prodigy)’과 같은 용어들과 혼

용되어 사용되지만 각각 모두 다른 개념을 갖는다. 이 두 용어는 선천적

능력에 비중을 더 두는 개념으로, 천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에

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양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신동은

선천적 능력이 뒷받침되어 어린 나이에 성인만큼의 수준에 이르는 비범

한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설명한다. 영재는 천재와 신동을 모두 포괄하

는 개념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뛰어난 수행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잠

재력을 내재한 이들 모두를 영재라 일컫는다(오주일, 2002).

학자들 마다 정의내린 음악영재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음

악영재를 Renzulli(1978)의 세 고리 모형(three-ring conception)에 적용

하면 “음악과 관련한 실천적, 지적 지능이 높고, 강한 동기와 호기심과

같은 개인적 성향을 지니며, 음악영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거나 나

타낼 잠재력이 높은 사람”과 같다. 2000년 1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

6215호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하는 영재아의 정의를 음악분야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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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음악영재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

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볼 수 있다. 성경희(1993)

는 음악영재를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높은 성공 가능성

과 잠재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태진미(2006)는 “음악영재란

선천적 음악적 소질을 바탕으로 양질의 음악 환경 속에서 잘 발달된 음

악성과 보편적인 재능이 잘 조화를 이룬 사람으로 단순히 음악적 재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영재성을 성취할 수 있는 품성적 측면과 생산적 성

취 가능성의 조화가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정진원(2011)은 청

각적 변별력, 음악지능, 연주능력, 음악적 창의성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

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음악영재라고 하였다.

음악영재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은 음악영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들을 판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성경희(1993)는 음악적 재능과 일

반적 재능을 음악영재의 특성으로 제시한다. 음악 요소에 대한 변별력과

기억력, 높은 감수성과 직감력, 풍부한 상상력, 유연하고 독창적인 사고,

융통성 있고 확산적인 사고, 강한 집착력, 지속력, 인내력, 높은 의욕, 자

신감, 독립성, 자율성, 리더십, 건강함을 음악영재의 특성으로 간주하였

다. Winner와 Martino(2000)는 소리에 대한 흥미, 음악적 기억력, 절대음

감, 새로운 음의 배열 방식을 고안해내는 음악적 생성력, 음악적 표현 등

을 음악영재의 특성으로 들며, Haroutounian(2002)은 음악적 지각력과

분별력, 창의적인 해석, 연주의 역동성, 전념 및 동기 부여의 네 가지 요

소가 음악영재성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McPherson(2003)은 음악영재성

을 Gagné(2003)의 영재성과 재능 구별 모형(Differentiated Model for

Giftedness and Talent: DMGT)을 적용하여 설명한다. Gagné 모형의 핵

심요인 즉 개인의 잠재적 능력, 개인의 성격적 요인, 발달과 성장과정의

요인, 환경적 촉매 및 위의 요인들을 자극하거나 상호 연계시켜주는 기

회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며, 음악재능이 연주, 즉흥연

주, 작곡, 편곡, 감상, 지휘, 음악교수의 여덟 가지 유형을 통해 나타난다

고 본다. 또한 뛰어난 재능을 보이기 위한 잠재적 요인으로 음악적 지능,

음악적 창의성, 음악적 사회-정서 성향 및 음악적 감각능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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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미(2005)는 러시아 연방 교육과학부(1998)에서 제시한 영재성 작동

개념과 학자들이 제시하는 음악영재성의 다양한 구인을 범주화하여 ‘도

구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표 Ⅱ-1>과 같이 제시하였

다.

<표 Ⅱ-1> 음악영재성 범주화(태진미, 2005)

측면 재능 능력 하위 요인

도구적

측면

음악적 재능

(음악적 지능

+

음악적 창의성)

음고 지각

능력

음높이 식별, 선율 지각, 변별, 재생

능력, 화성, 조성, 라드(лад) 감각

음악적 기억 능력과 변별력

리듬감
소리의 장단 구별, 박 체감,

리듬의 율동성, 변화 체감 능력

음색, 셈여림

변별 및 지각

능력

연주 능력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음악적 표현

능력

음악 창작

능력

창의적 감상 능력 → 이해, 해석

창의적 연주 능력 → 노래, 악기,

신체 표현

창작 능력 → 노래 창작, 즉흥 연주,

작곡

뛰어난 음악적

확산 사고력

음악적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상상력

일반적 재능

뛰어난

기초 능력

주의력, 집중력, 이해력, 통찰력,

사고력, 해석 능력 등

뛰어난

학습 능력

뛰어난 원리 파악, 적용, 질서, 규칙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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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Renzulli(1978)의 영재 세 고리 모형에 기초하여 미국의

TBW(Talent Beyond Word, 1996),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판별도구

(Talent Identification Instrument: TII)가 개발되었다. TBW는 재능의

준거로 ‘기술’ 즉, 리듬과 음의 지각 능력 및 신체와의 협응 능력과, 열정

과 집중력, 인내력을 의미하는 ‘동기’, 표현력과 작곡, 즉흥연주 능력을

포함하는 ‘음악적 창의성’을 들었다. Jacob Javits(1997)의 영재교육 프로

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음악영재성 또한 Renzulli의 이론에 입각한 것

으로 뛰어난 리듬감, 청각, 지각능력, 신체 협응 능력을 의미하는 ‘기능’,

음악 활동에 대한 열의, 집중력, 인내력을 포함하는 ‘동기’, 표현력, 작곡,

즉흥연주를 포함하는 ‘창의성’을 포함한다. 국내 학자인 원영실(2005)도

Renzulli의 영재성 정의에 근거하여 음악영재의 특성을 제시한다. 평균이

상의 높은 음악적 능력, 높은 창의성, 높은 과제 집착력과 동기를 음악영

재의 특성으로 설명하며, 음악성이라는 특정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창의성 및 정의적 특성과 같은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고 본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음악영재성

의 특성으로 음악 지각 능력과 창의성, 동기와 같은 정의적 특성을 포함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적용 능력 능력

정의적

측면

인내력, 의지, 영감, 창조적 동기,

음악 활동에 대한 사랑과 열정, 애착,

일관성, 지속성, 높은 성취동기와

집착력, 적극성, 자발성,

안정되고 풍부한 정서

도구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하위 재능 간 상호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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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주불안

가. 연주불안의 개념

‘불안’이란 특정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할 때 나타나는 두려움

과 불쾌감을 느끼는 정서적 반응을 의미하며, 이는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대개 정상적인 반응으로 간주된다. Freud는 불안을 처음으로 심

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하였으며 신경증에 의해 유발되는 증상으로 불쾌한

정서적 상태로 나타나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정의한다(Raymond &

Danny, 2004).

사회적 또는 공식적 상황에서의 불안은 사회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불안이란 타인에 의해 평가, 관찰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

나는 공포, 불안을 의미하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성화되는

특성으로 간주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 대체로 다른 이들을 비판적이라 여기며 자신

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경향의 사람들은

발표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이전 경험, 다른 이들의 반응, 생리적 증

상 등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며, 부

정적 평가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을 일으킨다고 설명한다. 이는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 땀의 증가와 같은 신체 증상과 회피하려는 행동 증상으

로 드러나며, 이는 다시 정신적 표상에 영향을 미쳐 불안을 야기하는 악

순환이 이루어진다(Rapee & Heimberg, 1997).

이러한 특징은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

험하게 하고, 회피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나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 지장을

준다(최정윤, 박경, 서혜희, 2006). 청중의 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개 연주 상황의 경우 연주자는 연주에 있어 불안을 느낀다는 점

에서 사회불안을 연주불안(Music Performance Anxiety: MPA)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연주불안은 모든 연령층의 연주자들이 경험하는 것으로(Osbo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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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공개 장소에서의 연주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상태

를 의미하며 심리학, 공연예술과 관련된 심리 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문

제로 다루어오고 있다(Spahn, 2015). Salmon(1990)은 연주불안에 대해

공개된 상황에서의 연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불안 혹은 음악적

재능, 훈련 및 준비 정도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낮은 수준의 연주라고 설

명하였으며, Kenny(2011)는 연주불안을 연주자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증상을 통해 나타나는 연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적정수준의 불안과 긴장감은 연주자의 집중력을 높여 연주의 수준을 높

일 수 있지만(Hamann & Sobaje, 1983), 높은 수준의 연주불안은 신체

적, 정신적으로 반응하여 공연에 필요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최미영, 2006).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부터 전문 연주자까지 대부분은 무

대 위에서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

러한 경험의 반복은 연주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극단적인 경우 연주자의 길을 포기하기까지 이를 수 있다.

연주불안은 ‘무대공포’와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전의 연구에서 두 개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Huston,

2011; Salmon, 1990). 연주불안과 무대공포는 연주자가 지각하는 불안의

수준과 시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무대공포는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 순

간에 지각하게 되는 반면, 연주불안은 연주의 결과 등을 예측할 때 발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almon, 1990).

나. 연주불안의 원인과 증상

연주불안의 원인으로는 연주자 개인의 외적, 내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차원으로 설명된다. Steptoe(1989)는 연주를 실패할 것 같다는 염려와 신

념이 연주불안의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Dews와 Williams(1989)는 남

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부모의 압력으로 인해 음악 전공생들에게서 성

공에 대한 부담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

다. Brotons(1994)는 연주자들이 청중으로부터 받는 평가와 완벽한 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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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음악과의 비교를 들고, LeBlanc(1994)은 연주자의 나이, 능력, 태도,

연주 경험, 암보, 소요시간, 준비정도, 건강, 심리, 무대 환경, 청중의 규

모, 악기, 음악의 난해함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Sherman(1996)은 긴

장과 불안이 연주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보고, Osborne과

Kenny(2005)는 호주의 음악영재들의 연주불안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부모와 교사와 같은 유의미한 타인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러

한 불안의 형태는 신체적, 인지적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Maroon(2002)은 연주상황에서 청중으로부터의 시선이 연주불안을 일으

킨다고 설명하였으며, Ryan과 Andrew(2009)는 암보에 대한 어려움과 부

담, 연주의 중요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국내의 음악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진화(2006)

는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연주불안 증상이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내향적 성향의 연주자가 외향적 성향의 연주자보다 연주

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강유선, 유성경(2012)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과 수치심이, 최효식 외 4명(2013)은 연주자가 갖는 연주

동기가 연주불안을 예측한다고 설명하여 개인의 내적 요인이 연주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인 외적 변인 즉, 배경 특성이 연주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영신(2008)은 국내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196명을 대상으로 학년

에 따른 연주불안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학년보다 3학년

의 경우 더 높은 연주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국내 학생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미영(2006)은 음악전공 대학생의 연주불안을 파악하기 위해 서

울 소재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연습부족이 연주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실패에 대한 불안감과 같은 요소들도 포함되었다. 최진호와 정완규

(2011)의 연구에서도 연주불안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가 연습시간

의 부족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연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충분한 연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해 연습시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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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주불안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음악영재 스스로 높은 기준을 부여하는 경우 자신의 실력과 가치를 매

우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 완벽주의와 주관적 평가의 유의한 상관

을 확인할 수 있다(박혜진, 2001). 이 같은 결과는 완벽하려는 성향 뿐

아니라 연주자 스스로를 평가하는 주관적 연주수준 즉, 연주 효능감 역

시 연주불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Craske와

Craig(1984)의 연구에서 연주불안과 자신감의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다.

연주불안을 경험할 때 동반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Leitenberg(1990)

는 연주불안이 생리적, 행동적, 인지적 측면의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

한다. 생리적 측면으로 심박변이, 땀의 증가, 목소리와 손의 떨림, 입이

마르는 증상, 현기증, 마비와 같은 생리적 반응을 보인다. 행동적 측면으

로 연주자가 말을 더듬거리거나, 고개를 끄덕거리며, 타인과의 시선 접촉

을 줄인다. 인지적 측면으로는 고통스러운 자아의식을 경험하고 그것이

연주 능력 및 연주 결과에 대한 부정적 생각, 긴장에 대한 염려, 악보를

잊어버리는 현상, 자신감과 집중력 저하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진화(2006)는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증상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신체적 증상은 비교적 관찰이 쉬운 증상으로 화학

적 영향, 심박변이, 호흡의 가빠짐, 식은 땀 증가, 동공이 커지는 형태의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정신적 증상으로 “부정적 자기 암시”와

“비참한 종말적 암시”를 들 수 있다. 연주자가 불안을 느끼게 되면서 부

정적인 연주 결과를 생각하게 되고, 실수를 했을 때의 청중의 비난,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같이 연주와 상관없는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며, 집중력을 분산시켜 연주의 질을 떨어뜨리게 한다. 행동적 증

상은 주로 연주 현장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얼굴 표정의 굳어짐, 입술

에 침을 바르는 행동, 신체의 일부를 일부러 떠는 것과 같은 행동과 건

반을 누르지 못하거나 곡의 일부분을 건너뛰고 연주하는 행동 등이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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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벽주의

가. 완벽주의의 개념

완벽주의는 추상적이고 정의내리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로, 학자들의

접근방식에 따라 단일차원 및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개념으로 분류된다.

Hamachek(1978)은 완벽주의에 대한 심리학적 정의를 내린 최초의 학자

로, 완벽주의를 정상적인 완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다.

정상적 완벽주의란 노력에 따른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으로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것을 의미하

며,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며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

미한다. 신경증적 완벽주의는 이와 반대로 스스로에게 과분한 기준을 세

우고 쉽게 만족하지 못하며,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고통 받는 부정적 특

성을 의미한다.

1980년대에 들어서 완벽주의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특성과

관련된 단일차원의 완벽주의로 보았다. 대표적인 학자는 Burns(1980)로

완벽주의를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압박을 느끼고 밀어 붙이며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생산성과 성취업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을 완벽주의자들의 특성으

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완벽주의적인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 완벽하려고 하며,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압박으로 인해

패배감을 느낀다고 설명한다. Patch(1984) 역시 완벽주의를 부정적인 것

으로 규정하였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

워 놓고 사는 삶의 방식을 가지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성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은 실제로 완벽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이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다고 설명한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기존에 제시되던 단일차원의 완벽주의를 다차

원적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Frost와 동료들(1990)은 개인적 특성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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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6가지 차원의 완벽주의 성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실수에 대한 염

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판, 수행에 대한 의심과 조직화

로 분류할 수 있다. 실수에 대한 염려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적 기준은 스스로 높은 기준을 부여하는 것

을 말한다. 부모의 기대는 스스로에게 거는 부모의 기대가 크다고 인지

하는 것이고, 부모의 비판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부모로부터 비

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수행에 대한 의심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

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조직화는 정리하는 것과 조직화 하는 것을 추구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Hewitt과 Flett(1991)은 완벽주의적인 행동 양상에 기준을 두지 않고

완벽주의의 대상과 그 기준이 누구로부터 귀인 했는가에 따라 다른 사람

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세 가지 차원의 완벽주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포부’, ‘자기 책망’과 유사한 자기 지시적

인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로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완벽해지

기 위해 지나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향이 강한 사

람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수행을 엄격

한 잣대로 평가한다.

둘째,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

준을 적용하고 그들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기대하며 엄격히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

나지만 완벽주의의 방향이 외부로 향해 있다는 점에서 자기지향 완벽주

의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들 수 있다. 이는 자신에게 유의

미한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을 세워 완벽하기

원하는 기대를 부과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그들이 자신을 엄격하게 평가

하고 기준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높은 이들의 경우 무엇보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비난과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한다. 이러한 성향은 외부로부터 귀인하기



- 18 -

때문에 통제 불가능 한 것이라 여긴다. 따라서 우울, 자살 충동, 분노, 불

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동반되며, 이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

을 때 나타나는 자신의 무능력함과 비현실적으로 높은 타인의 기대 모두

에서 기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단일차원과 다차원 완벽주의 개념은 성취나 적응에 있어서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우울, 알코올 중독, 낮은 자존감, 죄책감과 같

은 부정적 정서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비현실적으

로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과, 엄격한 자기 평

가, 온전히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결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리고자 하는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Hewitt &

Flett, 1991).

따라서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양

면적 개념의 완벽주의가 대두된다. Slaney, Ashby와 Trippi(1995)는 완

벽주의를 ‘긍정적 추구(positive striving)’와 ‘부적응적 평가염려

(maladaptive evaluation concerns)’로 구분하였다. 부적응적 평가염려는

완벽주의에 대한 정의보다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게 된 원인이나 결과

에 중점을 두었다. 그들은 완벽주의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스스로 부과

한 기준과 실제 수행에서의 격차가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설

명한다.

Dunkley와 Blankstein(2002)은 적응적 특성의 ‘개인기준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특성의 ‘평가염려 완벽주의’로 분류하였다. 개인기준적 완벽주

의는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여 완벽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며,

자신의 수행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려 한다. 이는 타인의 평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평가염려 완벽

주의는 목표한 수준과 자신의 현재 수준 간 불일치를 인지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타인의 평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서도 자신의 수행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으로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Wei et al., 2004; Soenens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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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악영재의 완벽주의

영재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의적 특성 중 하나로 완벽주의 성

향을 들 수 있다(Emily & Megan, 2015; Neumeister & Finch, 2006;

Silverman, 1994). 대부분의 영재들은 자신의 수준보다 비현실적인 높은

수준의 목표기준을 잡으며(Siegle & Schuler, 2000), 다른 이들로부터 자

신의 능력 이상으로 잘 할 것을 기대 받으며 학습되었으며, 성취수준과

기대수준의 차이로 인한 부조화를 경험하며 심리적 갈등을 느낄 수 있다

(박혜진, 2001 재인용).

영재의 완벽주의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 교사 또는 동료로부터 듣는

‘잘’ 해야 한다는 피드백에서 기인한다고 하며(Davis & Rimm, 2004), 완

벽히 수행할 것에 대한 압박을 지각해왔을 것으로 간주한다(Cross &

Cross, 2015).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빠른 발달로 인해 어린 시절부

터 음악 분야에서 재능을 보여 타인으로 부터 칭찬받는데 익숙했을 것이

다. 또한 지속적인 레슨을 통해 교사의 해석 방향에 따라 지도받고 연주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연주자의 능동적 표현보다는 악보를

정확히 완벽하게 연주해야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불안에 취약하며 이

는 나아가 연주 몰입 및 연주 만족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정인지, 2009).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성취를 보이는 음악영재에 대한 주변의 기대는

매우 높을 것이며, 이 같은 기대감으로 인해 완벽해지고자 하는 성향과

동시에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 즉 우울, 불안, 무기력 등을 동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영재의 완벽주의와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불안 및 낮은 자존감 우울, 절망감 및 지연행

동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이끈다고 보고한다(Brown & Beck, 2002).

Delisle(1990)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영재학생들은 자신의 가치와 성

공을 동일시 여기게 되면서 실패하는 것을 자신의 자긍심에 심각한 타격

을 주는 것으로 여겨 극단적인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Roberts와 Lovett(1994)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한 기준을 영재들이

인지하며 그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해 부적응적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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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을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의 영역별 영재 290명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에 대해 조사한 박혜진(2001)의 연구에서 논리수학영재, 신체운동영재,

음악영재 중 신체운동영재와 음악영재 두 집단의 부정적 완벽주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악영재들이 자신이 세운 높은 기준과 현

실의 격차를 인지하였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다고 보고

한다.

반면에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유형들이 부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높은

성취동기를 이끌어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이끄는 긍정적 측면을 포함한

다는 상반된 주장(Parker, 1997)도 있다. 황우형과 이유나(2009)는 중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두 집단 간 완벽주의 성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완벽주의의 하위차원인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영재학생에게

서 유의미하게 높이 나타나 영재학생이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부여하여

수행에 있어 완벽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기지

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더욱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학습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일반 학습 영재 외에도 음악영재에게서도 완벽주의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혜진(2001)은 영재를 크게 논리 수학 영재, 신체

운동 영재, 음악 영재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완벽주의, 심리적 적응과 자

아존중감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음악영재의 긍정적 완벽주의, 부

정적 완벽주의가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신이 세운 기준과

현실의 격차를 인지할 때,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박혜옥(2009)은 예술중학교, 교육청 산하 음악영재교육원과 대학부설

예술실기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중학생 음악영재 170명을 대상으로 완벽

주의와 스트레스, 진로 결정 성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예술중학

교 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완벽주의 성향이 유의하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학부설 예술실기아카데미의 학생들 역시 학년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미순(2012)은 예술중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영재를 대상으로 Hew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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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하여 완벽주의, 스트레

스, 그리고 진로결정 유형이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완벽주의 성향 및 부모, 동료, 학교생활

에서 받는 스트레스 모두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기지향 완

벽주의가 음악영재의 합리적 진로결정 유형을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하였

다.

이와 같이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음악영재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와 관

련이 있음을 보이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

주의의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두

요인을 사용하고자 한다.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완벽주의의 초점이 본인

이 아닌 타인에게 향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다. 완벽주의와 연주불안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세우는 완벽주

의 성향을 들 수 있으며(Hewiit & Flett, 1991; Rehm, 1977),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성취에 대한 압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

을 느끼며, 우월성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송동림, 2009). 부정적인 완벽주의 성향은 우울 및 불

안, 도전적 과제를 피하는 등의 부정적 정서와 연관이 있다고 선행연구

들은 보고한다(Frost et al., 1993; Juster, Heimberg, Frost, Holt, Mattia,

& Faccenda, 1996; Cross & Cross, 2015; 박현주, 1999).

연주의 성과 역시 연주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연주 중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다른 이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연주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완벽주의 성향은 연주에 있어 아주 사소하고 민감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연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한다(Liston,

Frost, & Mohr, 2003).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연주자들이 느끼는 연주불안과 완벽주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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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 가능하게 하며, 기존 연구들을 통해 완벽주의와 연주불안, 두 변

인의 상관이 확인되었다.

Kee(1993)는 미국 일리노이의 바이올린 전공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연주불안을 연구한 결과 연주불안의 증상으로 손의 흔들림, 왼손의 힘을

빼지 못함, 악보를 잊어버리는 현상 등을 들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평가와 자신감 결여, 실수에 대한 두려움, 완벽을 추구하

려는 비현실적인 생각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완벽주의

성향이 연주불안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r, Day, Flett와 Hewitt(1995)은 전문 무대 예술가들의 완벽주의와

수행불안과의 상관을 연구하였다. 캐나다의 전문 연주자, 배우, 무용가로

구성된 87명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

부과적 완벽주의 및 낮은 개인 통제가 전문 연주자, 무용가, 배우의 수행

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Kenny, Davis와 Oates(2004)는 호주의 국립 오페라 단원 48명을 대상

으로 연주자의 완벽주의와 연주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연주

자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불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매년 재평

가(re-audition)되는 오페라 단원의 특성상 불안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밝

혀내었다.

정인지(2009)는 평균 이상의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음악전공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즉흥연주가 완벽주의와 연주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학생들은 자신이 달성하기 힘든 수준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그 기준

에 달성하지 못할 때 불안이나 우울, 무력감과 같은 감정을 경험했음을

인식하였으며, 현실적 기준을 세우고 그러한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편안한 감정, 음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었

다고 보고한다.

강유선과 유성경(2012)은 기악을 전공하는 여대생 386명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연주불안의 관계를 연구하

였다. 연주불안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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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지 못한 완벽주의가 연주불안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서담(2013)은 국악전공자 711명을 대상으로 배경적 특성과 완벽주의,

연주불안,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완벽주의는 연주불

안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검증되었고,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연주불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사회적 완벽주의

는 연주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음악전공자의 완벽주의가 연주불안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

해 불안이 높아진다는 부정적인 결과와 동시에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상

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

요인에 따라 연주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앞서 다룬 연구들은 주로 성인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

을 알 수 있다. 연주불안은 음악을 전공하는 어린 학생들부터 전문 연주

자 즉, 모든 연령에 걸쳐 경험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Osborne, 2005). 특히 교육

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국내의 상황과 대학입시라는 현실과 마주하

고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주변의 평가와 기대 등으로 인해 연주 상황에

서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영재 청소년들의 완

벽주의 성향과 연주불안간의 높은 상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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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지지

가.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다양한 사건 속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완충시켜주는 변인 중 하나로 예방심리학과 관련하여 주로 다루

어져 왔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은 복합적인 차원으로 학자마다 접

근하는 개념 및 조작적 정의가 상이하다. 하지만 한 개인이 다른 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 맥락

을 함께 한다.

Cobb(1976)는 처음으로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학자

로 사회적 지지를 스스로를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여기며 보살핌과 사

랑, 존중을 받으며, 사회 관계망 가운데 있다는 믿음을 주는 정보라고 정

의하였으며, 위기 상황에서 적응을 촉진시키는 핵심적 요소라고 하였다.

Nolten(1994)은 사회적 지지를 부모와 친구, 교사 등의 자원으로부터 얻

는 사회적 행위로, 개인의 기능 강화, 다른 이와의 관계 향상을 돕는 요

소라고 설명하였으며, 더불어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

가적 지지의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Kaplan과 Midgley(1997)는 한

개인을 돌보고 사랑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의

존재로 보았다. Malecki와 Demaray(2002)는 사회적 지지란 개인의 기능

을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요인으로, 정서적, 도

구적, 정보적, 평가적 지원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양한 조작적 정의가 나타난다. 성영

혜(1993)는 사회적 지지를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을 일컫는 말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표현, 타인의 행동이나 지각의 인정, 타

인에 대한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의 제공 중 하나나 그 이상을 포함한

대인관계적 거래를 통하여 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

이라고 정의하였다. 한미현(1996)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타인들

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랑, 존중, 인정 등이 포함되는 긍정적 자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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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인간이 갖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건강한 발달 및 적응

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장영서와 현온강(1998)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는 물질적·정

신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박유진과 김재휘(2005)는 인간은 기본적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

를 얻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지, 학교, 직장,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지지라고 하였다. 문은식(2005)은 사회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사회적 지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고, 개인의 신체적 건강, 스트

레스 완화와 같은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정리해보았을 때, 사회적 지지란 유의미한 타인

으로부터 얻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부

정적 요인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인 요인이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분류는 학자들 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내용적 측

면을 살펴보았을 때, 크게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지지 제공자에 따라 공식적 지지와 비공식적 지지

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 지지는 기관,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의 전문적

지지자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비공식적 지지는 주변의 타인으

로부터 오는 자연적 지지와, 자원봉사와 같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지지

를 모두 포함한다(김은정, 2011).

한편, Thoits(1995)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에서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실

제적인 지지 즉, 객관적 사회적 지지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타인으

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구분하였으

며, Herzberg(1998)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실제적 사회적 지지로 구분

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인식되어지는 지지를 의미하고, 실제로 제공받은 지지를 실제적 사회적

지지라고 설명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시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실제적인 지지는 특정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변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26 -

또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적인 효과가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보다는 지

각된 사회적 지지에 주로 의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Dunkel-Schetter & Bennett, 1990),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신체

적 안녕감과 적응을 예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Sarason et al., 1991). 또한 이 두 가지 사회적 지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제공받더라도 그것을 지지로 지각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니라고 설명하여, 개인이 지각

하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김소영, 김진숙, 2014; 추이현,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나. 사회적 지지의 유형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아닌 다른 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구

인이므로,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떠한

사회적 지지를 누구로부터 제공받았는지 알 때 비로소 개인의 적응에 있

어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지지원의 유형은 매우 중

요하지만, 지지를 주고받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양돈규, 임영식, 1998). 청소년 시기의 경우 다양한 주체에 의해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발달심리학적 측면에 따라 의미 있는 사회

적 지지의 지지원을 가족, 친구, 교사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양돈규,

1997; 추이현, 2002), 본 연구에서는 지지원의 유형을 부모, 같은 기관 내

친구(동료)와 전공강사로 좁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모는 자녀의 출생부터 유아·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

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대부분의 청소년은 애정, 물질적, 정서적 도움 등

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길 원한다고 하였다(Lempers, 1998). 부모로부

터 충분한 애정과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 및 성

취동기,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불안과 우울의 수준을 감소시킨다

(Kostelecky & Lempers, 1998; 박영신, 김이철, 2000). 부모로부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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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긍정적인 자원은 스트레스를 받는상황에서 심리적 부적응이 일어나

지 않도록 보호하며(한미현, 1996), 반대로 지지가 부족하거나 조건적인

애정의 경우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인다(Harter, Marold, Whitesell, &

Cobbs, 1996). 태진미(2006)는 부모가 음악영재의 재능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부모의 음악적 지지는 자녀가 느끼는

음악적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Pruett, 2004), 음악 동기를 향

상시키므로(Sichivitsa, 2004),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교사는 청소년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이들을 가르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지적능력의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취,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Hamre &

Pianta, 2005; 유봉애, 옥경희, 2013),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적응능력을

높이기도 하지만 좋지 못한 관계일 경우 문제행동을 확대시킬 수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인 음악전공은 특성상 음악영재와 학급 담당 교사와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재학생의 음악성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전공강사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학교 안과 밖

에서의 음악 경험을 돕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뛰어난 전문성과 교수

방법을 통하여 음악학습을 의미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Sichivitsa, 2007). 또한 전공강사를 통해 학생들이 제공받는 전반적인

음악적 지지는 학생들의 동기를 높이며,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Pitts, 2004).

친구관계는 가족과 같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관계가 아닌 자발적 성격

에서 맺어진 것으로 부모로부터 얻는 지지와는 다른 성질을 갖는다고 하

였다(윤혜정, 1993). 청소년기에서의 친구 지지는 동기와 같은 정서적 기

능을 향상시켜주어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Ahmed et al., 2010).

한미현(1996)은 동료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 및 적응능력

및 사회적 기술 등을 배우며 소속감을 취하게 된다고 하며, 청소년의 불

안, 위축행동과 우울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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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재들의 경우 일반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상황에 쉽게 노출

되기 때문에 서로를 경쟁상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의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기관 내 동료의 지지가 연

주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 사회적 지지와 연주불안

사회적 지지는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

며(Hipkins, Whitworth, Tarrier & Jayson, 2004), 특히 청소년의 경우

부모, 교사, 동료와 이웃으로부터 얻는 지지로 인해 문제에 대한 불안 및

해결 방법 등의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Holt & Espelage, 2005).

Schneider와 Chesky(2011)는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

609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연주불안을 비교 연구하였다. 연주불안

은 정도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고, 부정적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음악대학생들은 연주불안이 부정적 결과

를 낸다고 보고하였다. 연구결과 음악대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사

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며, 연주불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

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연주불안의 정도가 낮음을

밝혔다. 또한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음악대학생들의 특성 상

가족 또는 동료지지보다는 음악능력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타인(전공

강사)의 지지가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한다.

Zhou와 동료들(2013)은 중국의 음악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사회

적 지지가 완벽주의 성향,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17

세부터 26세까지의 학생 426명을 대상으로 긍정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완

벽주의 및 불안,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우울성향

및 불안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완벽주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

며,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완벽주의 학생들은 높은 불안을 예측

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 경우 그럴 가능성이 낮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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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한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생들의 우

울 및 불안의 경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전의 연구

들의 경우 완벽주의 하위요인 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포함한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Zhou와 동료들(2013)의 연구는 긍정적 차원까

지 포함하였다. 긍정적 완벽주의 성향의 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높이

지각할 경우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더 나은 성과를 내

야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음악영재의 완벽

주의 유형에 따라 연주 상황에서의 불안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지

지원의 유형에 따라 완벽주의와 연주불안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

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해 탐색하여 음악영재의 연주불안을 감소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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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예술고등학교 두 곳과 대학부설 영재교

육원 한 곳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음악전공생 401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양음악과 한국음악 전공생을 모두 음악전공생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양음악과 한국음악 분

야의 영재성 구분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연주를 할 때 요

구되는 능력 즉, 소리 및 리듬에 대한 지각과 인지능력에서 공통된 부분

을 지니기 때문이다(원영실, 2009).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공개된 장소에

서의 연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악(현악, 관악, 타악), 성악 전공의

학생들로 참여를 제한하였고, 상대적으로 무대 경험이 적은 작곡 전공

학생들은 제외되었다.

고등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한 이유는 입시 결과를 중요시 하는 우

리나라의 교육 상황에서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며, 음악영재의 학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스트레스와 연주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이미순, 2012) 고등학

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표 Ⅲ-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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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99 24.7

여 302 75.3

학년

1학년 139 34.7

2학년 132 32.9

3학년 130 32.4

소속기관
(다중응답)

예술고등학교 390 97.3

영재교육원 35 8.7

전공

서양음악-기악 212 52.9

서양음악-성악 35 8.7

한국음악-기악 140 34.9

한국음악-성악 14 3.5

연주경력

1년 이상-3년 미만 73 18.2

3년 이상-5년 미만 114 28.4

5년 이상-10년 미만 145 36.2

10년 이상 69 17.2

연습시간

3시간 미만 141 35.2

3-4시간 미만 120 29.9

4시간 이상 140 34.9

콩쿠르 경험
있다 281 70.1

없다 120 29.9

주관적
연주 효능감

상 82 20.4

중 263 65.6

하 56 14.0

전체 4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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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의 분포를 보면 여자가 전체의 75.3%, 남자가 전체의 24.7%로 여

자가 3배 정도 더 많았고, 학년은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포함하여 1학년

34.7%, 2학년 32.9%, 3학년 32,4%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소속기관은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97,3%, 영재교육원 재

학생이 8.7%를 차지했으며, 예술고등학교와 영재교육원에 모두 재학 중

인 학생은 24명으로 확인되었다.

전공은 일반적으로 음악 분야에서 구분하는 기준을 사용하였고 서양음

악과 한국음악의 큰 틀로 분류하였다. 이를 관악, 현악, 타악으로 구성된

기악 전공과 성악 전공으로 세분화하였다. 분포를 보면 서양음악 중 기

악 전공이 52.9%로 가장 많았고, 한국음악 기악 전공이 34.9%, 서양음악

성악 전공이 8.7%, 한국음악 성악 전공이 3.5%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

지했다. 기악 전공이 성악 전공에 비해 많은 세분전공으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동등한 비율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음악영재의 연주경력은 다음과 같다.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18.2%,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28.4%,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36.2%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학생은 17.2%

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생들의 하루 평균 연습시간은 기입형으로 측정하였으며, 3시간 미만

35.2%,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29.9%, 4시간 이상 연습하는 학생이

34.9%로 나타났다. 도, 시, 전국, 국제 단위 콩쿠르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 학생은 70.1%, 없는 학생이 29.9%로 많은 학생이 콩쿠르 경험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음악영재 스스로 느끼는 연주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그 결

과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20.4%, 중간 수준이라고 여기는 학

생들이 65.6%로 가장 많았으며, 낮은 수준이라고 지각한 학생은 14%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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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가. 예비조사

본 연구에 앞서 음악영재의 완벽주의, 연주불안,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

기 위한 척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4월에 예비검사를 실시

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친

후 시행되었다. 예비조사에는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분석 결과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 완벽

주의가 연주불안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연주불

안 사이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조절효과 검증에서 유의

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표본수의

부족이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차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수의 데

이터를 수집한 후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본조사

본 연구는 예비조사 이후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생명윤

리심의위원회(IRB)의 변경심의 승인을 거친 후 시행되었다. 본조사를 위

한 자료의 수집은 2018년 5월 초 실시되었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문항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

후 연구자가 각 학교와 영재교육원을 방문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 연

구 목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후, 설문지 414부를 배포하였으며 응답이

끝난 후 직접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총 414명의 연구 참여자 중 무응답

5명, 불성실한 답변으로 간주되는 8명의 응답지는 제외되어 총 401명의

응답지가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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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가. 연주불안

음악영재의 연주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Osborne과 Kenny(2005)가

청소년의 연주불안 측정을 위해 제작한 Music Performance Anxiety

Inventory for Adolescents(MPAI-A)를 서담(2013)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다시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인지

적, 행동적 증상과 관련된 15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 참여자가

재학 중인 영재교육원 강사 1인의 안면타당도 검사를 바탕으로, 구체적

인 상황을 명시하기 위해 향상음악회, 독주회, 연습과 같은 상황을 예를

들어 제시하였다. 연주불안 측정도구는 리커트식 척도(Likert scale)를 사

용하였다. 리커트 척도는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의 연속성 상에서

진술문의 척도 값을 구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황은희, 2007). 기존 측정

도구에서는 리커트식 7점 척도로 되어있지만,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5점

으로 재구성 하여 측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적재값이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문

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99로 나타났다.

<표 Ⅲ-2> 연주불안 측정도구 문항

연주불안 척도 예시 문항

· 청중들 앞에서 연주를 할 때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뛴다.

· 부모님 또는 선생님이 내 연주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

· 연주를 할 때 근육이 경직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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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완벽주의

음악영재의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한기연(1993)이 번안, 수정한 것을 홍혜영(1995)이 재구

성한 척도를 본 연구의 연구자가 연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타당도와 신뢰도 모두 검증된 이 검사 도구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자

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타인지향 완벽주의

(other-oriented perfectionism)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음악 전공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항을 수

정 및 보완하였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완벽주의 성향을 묻는 대신

본 연구에서는 연주 상황으로 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홍혜영이

재구성한 척도는 본래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이지 않거나

대상이 불분명한 2개 문항은 제외하였다. 삭제된 문항은 ‘나는 평범한 사

람을 좋아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한 경우 그 일이 완벽하게

되어있기를 기대한다’로 자기지향 완벽주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

다. 이 과정에서 음악교육전공 박사과정 1인과 영재교육원 강사 1인의

안면타당도 및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본래 문항은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21문항 중 3번, 4번, 11번, 19번은 역채점 문항이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 구성한 21개 문항을 바탕으로 베리맥스 회전방식

을 활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1번, 11번,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19번 문항은 타당도를 저해하여 분석

에서 제외되어,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11개 문항,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7개 문항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866,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86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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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완벽주의 전체 신뢰도는 .831로 나타났다.

<표 Ⅲ-3> 다차원적 완벽주의 측정도구 문항

다. 사회적 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한미현(1996)의 척도를 본 연구의 연구자가 수

정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ubow과 Ulman(1989)이 고안한

SSAS(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 Cohen과 Hoberman(1983)이 제작한 ISEL(International

Support Evaluation List), 그리고 Lemper와 그의 동료들(1989)이 제작한

PQ(Parenting Questionnaire)를 한미현이 번안하고 국내의 성영혜(1993),

윤혜정(1993), 김명숙(1995)의 척도를 참고로 한 문항을 재구성한 척도이

다. 각각의 문항은 부모지지 8문항, 교사지지 8문항, 동료지지 8문항으로

부모, 교사, 동료가 학생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의 신뢰도와 변별도는 모두 확인되

었으며, 도구의 안면타당도 및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 참

여자가 재학 중인 영재교육원의 강사 1인 및 음악교육전공 박사과정 1인

이 검토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모지지 문항 중 ‘우리 가족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와 같이 애매하다고 여긴 문항은 삭

제되었다.

하위요인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예시 문항

자기지향

완벽주의

· 나는 가능한 한 완벽하려고 애쓴다.

· 나는 공부를 할 때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나는 연주를 할 때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내가 실수했을 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나에게 매우 실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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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본 연구에서는 교사문항

을 음악영역에 맞게 전공강사 선생님으로, 가족문항에서 우리 가족을 부

모님으로, 친구를 동료로 명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적재값이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

고, 신뢰도(Cronbach's α)는 동료지지 .934, 부모지지 .954, 전공강사지지

.966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전체 신뢰도는 .930으로 나타났다.

<표 Ⅲ-4>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문항

하위요인 사회적 지지 척도 예시 문항

부모지지 · 우리 부모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전공강사지지
· 전공강사 선생님은 내 기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동료지지 · 내 동료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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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음악영재의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연주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사

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음악영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 및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고, 음

악영재의 완벽주의, 연주불안,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음악영재의 완벽주의 하위요인이 연주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완벽주의 성향이 연주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

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위

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음악영재의 완벽주의가 연주불안에 영향을 미칠 때 지각된 사회적 지

지의 조절효과를 보기 위해 연주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학년,

전공, 연주 효능감)을 통제한 후, 조절변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

력이 1단계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보았다. 3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완벽주의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데, 분석 결과 3단계의 설명력이 2단계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면 조절변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조

절한 것으로 보며, 이 과정에서 각 변인의 평균중심화 작업

(mean-centering)을 실시한 후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version

21.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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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

가.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였고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는 <표 Ⅳ-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평균 산출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

의는 4.06, 표준편차는 .48,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3.22, 표준편차는 .73,

완벽주의 전체 평균은 3.73, 표준편차는 .42로 나타났다. 음악영재가 지각

하는 사회적 지지는 동료지지 4.04, 표준편차 .64, 부모지지 4.28, 표준편

차 .81, 강사지지 3.11, 표준편차 1.14, 사회적 지지 전체 평균은 3.79, 표

준편차 .64로 나타났다. 연주불안의 평균은 3.69, 표준편차는 .64이다.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산출

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모두 2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모두 7 미만으로

나타나 자료는 정규분포에 근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1> 변인별 기술통계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기지향 완벽주의 2.18 5.00 4.06 .48 -0.51 1.0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00 5.00 3.22 .73 -0.04 -0.36

완벽주의 전체 2.33 5.00 3.73 .42 0.18 0.15

동료지지 1.00 5.00 4.04 .64 -0.71 1.91

부모지지 1.43 5.00 4.28 .81 -1.29 1.12

강사지지 1.00 5.00 3.11 1.14 0.14 -1.22

사회적 지지 전체 2.09 5.00 3.79 .64 -0.13 -0.58

연주불안 1.27 5.00 3.69 .64 -0.73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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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인 간 상관

완벽주의, 사회적지지, 연주불안 간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Ⅳ-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친구지지(r =.

204, p < .01), 부모지지(r = .189, p < .01), 연주불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 = -.120, p < .016).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친구지지(r = .112, p

< .025), 연주불안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 = .112, p < .024). 친구

지지와 연주불안(r = -.175, p < .01), 부모지지와 연주불안(r = -.270, p <

.01), 강사지지와 연주불안(r = -.417, p < .01) 모두 유의한 부 상관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2> 변인 간 상관

변인 1 2 3 4 5 6

1. 자기지향 완벽주의 1

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087 1

3. 친구지지 .204** .112* 1

4. 부모지지 .189** -.007 .332** 1

5. 전공강사지지 .002 .057 .231** .302** 1

6. 연주불안 -.120* .112* -.175** -.270** -.417** 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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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영재의 완벽주의와 연주불안의 관계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연주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

요인 중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독립변인으로 투입

하였고, 연주불안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 변인 가운데 학년, 전공,

연주 효능감을 더미 변환하여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종속변인에는

연주불안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F = 10.791,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학년, 전공, 연주 효

능감이 모두 연주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β = .205, p < .001), 3학년(β = .356, p < .001)이 1학년보다 연주

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은 서양음악의 성악전공과

비교하여 한국음악의 기악전공 학생들의 연주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β = .286, p < .001). 또, 연주 효능감을 낮게 지각하는 학생

보다 높게 지각하는 학생들의 연주불안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β = -.247, p < .001).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연주불안을 유의

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β = -.100, p < .046), 반면 사회부과적 완

벽주의는 연주불안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137, p < .013). 즉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낮을수록, 사회부과적 완

벽주의가 높을수록 연주불안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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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완벽주의가 연주불안에 미치는 영향

변인 β t p R2
adj

R2
F

학년

.20 .18 10.79***

1학년(참조범주)

2학년 .21 3.87*** .000

3학년 .36 6.75*** .000

전공

서양음악-성악(참조범주)

서양음악-기악 .14 1.69 .092

한국음악-성악 .02 0.44 .664

한국음악-기악 .29 3.46** .001

연주 효능감

하(참조범주)

중 -.13 -1.95 .052

상 -.25 -3.60*** .000

(상수) 　 12.25*** .000

자기지향 완벽주의 -.10 -2.01* .046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4 2.98** .003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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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영재의 완벽주의와 연주불안의 관계에서 지각

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완벽주의와 연주불안 간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4>에 나타내었다. 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인들의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작업을 실시한 후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영향을 확인하는 1단계에서 부모지지

가 연주불안을 완화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 =

-.179, p < .001), 부모지지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의 지지를 높이 지각할수록 연주불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간 상호작용 변인이 추가된 2단계에서는 자

기지향 완벽주의와 부모지지의 상호작용 변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부

모지지 간 상호작용항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R제곱 변화량 또한 유의

하지 않아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지지는 완벽주의와 연주불안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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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완벽주의와 연주불안 간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β t p R2 ⊿R2 adj R2 F

1

학년

.23 .21 11.53***

1학년(참조범주)

2학년 .20 3.81*** .000

3학년 .33 6.28*** .000

전공

서양음악-성악(참조범주)

서양음악-기악 .12 1.42 .156

한국음악-성악 .00 0.01 .993

한국음악-기악 .24 2.97** .003

연주 효능감

하(참조범주)

중 -.11 -1.74 .083

상 -.23 -3.38** .001

자기지향 완벽주의 -.07 -1.35 .178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3 2.90** .004

부모지지 -.18 -3.84*** .000



- 45 -

** p<.01, *** p<.001

2

학년

.23 .00 .21 9.59***

1학년(참조범주)

2학년 .20 3.81*** .000

3학년 .33 6.23*** .000

전공

서양음악-성악(참조범주)

서양음악-기악 .12 1.44 .151

한국음악-성악 .24 2.95** .003

한국음악-기악 .00 -0.01 .995

연주 효능감

하(참조범주)

중 -.11 -1.77 .078

상 -.23 -3.39** .001

자기지향 완벽주의 -.07 -1.30 .193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3 2.89** .004

부모지지 -.18 -3.86*** .000

자기지향 완벽주의 × 부모지지 -.02 -0.48 .635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부모지지 -.02 -0.39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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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료지지의 조절효과

완벽주의와 연주불안 간 관계에서 동료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5>에 나타냈으며, 마찬가

지로 변인들의 평균중심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영향을 확인하는 1단계에서는 동료지

지가 연주불안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 =

-.100, p < .035), 동료지지의 주효과는 확인되었다. 즉 동료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연주불안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간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2단계에서는 각

변인 간 상호작용항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R제곱 변화량 역시 유의하

지 않아 동료지지 역시 조절적인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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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완벽주의와 연주불안 간 관계에서 동료지지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β t p R2 ⊿R2 adj R2 F

1

학년

.21 .19 10.25***

1학년(참조범주)

2학년 .20 3.74*** .000

3학년 .34 6.45*** .000

전공

서양음악-성악(참조범주)

서양음악-기악 .12 1.47 .142

한국음악-성악 .02 0.31 .758

한국음악-기악 .27 3.22** .001

연주 효능감

하(참조범주)

중 -.11 -1.69 .092

상 -.23 -3.36** .001

자기지향 완벽주의 -.08 -1.64 .103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5 3.18** .002

동료지지 -.10 -2.12*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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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2

학년

.21 .00 .18 8.54***

1학년(참조범주)

2학년 .20 3.73*** .000

3학년 .34 6.39*** .000

전공

서양음악-성악(참조범주)

서양음악-기악 .12 1.44 .151

한국음악-성악 .02 0.29 .772

한국음악-기악 .27 3.23** .001

연주 효능감

하(참조범주)

중 -.11 -1.71 .087

상 -.23 -3.34** .001

자기지향 완벽주의 -.08 -1.65 .100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5 3.18** .002

동료지지 -.10 -2.00* .046

자기지향 완벽주의 × 동료지지 -.02 -0.50 .617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동료지지 .02 0.49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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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공강사지지의 조절효과

완벽주의와 연주불안 간 관계에서 전공강사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Ⅳ-6>와 같다. 마찬

가지로 모든 변인의 평균중심화 작업을 실시한 후 분석하였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영향을 확인하는 1단계에서는 전공강사지지가

연주불안을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47,

p < .001). 즉 음악영재가 전공강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연주불안

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간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2단계에서는

R제곱 변화량이 .044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

다(⊿R2 = .044, p < .001). 즉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모형 2는 상호작용

변인이 없는 모형 1에 비해 모형 설명력이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완벽주의와 연주불안 간 관계에서 음악영재가 지

각하는 전공강사의 지지가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한편, 상호작용 변인 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전공강사지지 간 상호

작용 변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전공강사지

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β = -.207, p < .001). 즉 자기

지향 완벽주의가 연주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전공강사지지가 더 높여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전공강사지지는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연주불안

을 낮춰주는 정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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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완벽주의와 연주불안 간 관계에서 전공강사지지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β t p R2 ⊿R2 adj R2 F

1

학년

.31 .29 17.54***

1학년(참조범주)

2학년 .16 3.19** .002

3학년 .26 5.21*** .000

전공

서양음악-성악(참조범주)

서양음악-기악 .11 1.37 .170

한국음악-성악 .01 0.27 .790

한국음악-기악 .22 2.80** .005

연주 효능감

하(참조범주)

중 -.09 -1.46 .145

상 -.22 -3.46** .001

자기지향 완벽주의 -.10 -2.07* .039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5 3.56*** .000

전공강사지지 -.35 -7.9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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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2

학년

.35 .04*** .33 17.73***

1학년(참조범주)

2학년 .14 2.83** .005

3학년 .25 5.07*** .000

전공

서양음악-성악(참조범주)

서양음악-기악 .14 1.84 .067

한국음악-성악 .02 0.40 .687

한국음악-기악 .22 2.92** .004

연주 효능감

하(참조범주)

중 -.11 -1.79 .073

상 -.24 -3.89*** .000

자기지향 완벽주의 -.08 -1.71 .088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7 4.08*** .000

전공강사지지 -.34 -7.87*** .000

자기지향 완벽주의 × 전공강사지지 -.21 -4.95*** .000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전공강사지지 -.05 -1.11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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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지각된 전공강사지지의 평균을 기준으로 낮은 집

단과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연주불안에 대한 수준을 그래프로 표현한

결과를 [그림 Ⅳ-1]에 나타냈다. 전공강사지지가 낮은 집단에서는 자기

지향 완벽주의가 낮든 높든 간에 연주불안 수준은 큰 차이가 없으며, 전

공강사지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은 경우 연주불안

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1]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연주불안 간 관계에서

전공강사지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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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음악영재를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

위요인 중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연주불안의 관계

를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주불안에 영향을 끼치는 요

인가운데 이들이 지각하는 부모, 동료, 전공강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그 관계를 조절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유형과 연주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연주불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스로 완벽하려는 성향이 강할수록 연주불안을 상대적

으로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연

주불안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유의미한 타인으

로부터 완벽하기 원하는 기대를 높게 지각할수록 연주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연주불안은 감소하고, 사회부과

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연주불안 수준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서담, 2013)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단일요인으로의 완벽주의 혹은 자기

지향,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모두 연주불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

존의 연구결과와 달리(강유선, 유성경, 2012; 정인지, 2009; Kenny,

Davis & Oates, 2004; Mor, Day, Flett & Hewitt, 1995),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부정적 측면 뿐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음악영재

의 높은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연주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

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고

등학생 음악영재의 경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더 잘 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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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으로 인해 많은 집중과 노력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바쁜 학기 중에 학업과 실기

연습을 병행해야하는 상황이지만 64.8%의 많은 학생들이 하루 평균 3시

간 이상의 연습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충분한 연습시

간이 연주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임을 밝혀낸 선행연구(최미영,

2006; 최진호, 정완규, 2011)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결국 꾸준

한 연습으로 인해 연주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안을 덜 느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의미한 타인으로부터 부과 받는 기대와 완벽주의 성향이 연주

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재능을 발견한

음악영재의 경우 주변의 과도한 기대와 관심 속에서 자라온 경우가 대부

분일 것이다. ‘영재’라는 꼬리표로 인해 ‘잘’해야 한다는 성취압력과 주변

의 피드백으로 인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에(Davis

& Rimm, 2004; Cross & Cross, 2015)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학생의 경우 자신에게 유의미한 타

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지 못했을 경우,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Hewitt & Flett, 1991). 대부분의 음악영재는 아주 어린 시절에 부

모를 통해 재능을 발견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얻는 피드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부정적 평가가 지속될 경우 학생들을 이

를 성취압력으로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음악영재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부모, 동료, 전공강사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완벽주의와 연주불안 사이를 조절하는지 살펴보

았다. 이에 앞서 부모와 동료, 전공강사지지와 연주불안에 미치는 주효과

를 살펴보았을 때, 세 가지 유형의 지지 모두 연주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음악영재가 부모, 동료, 전공강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연

주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와 연주불안의 유의한 상관을 밝힌 선행연구(Z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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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u, Zhang, & Cai, 2013)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이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연주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를 완화시켜주는 긍정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불안을 증

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유의미한 타인의 평가와 피드백 등이 중요

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반대로 긍정적 피드백과 평가, 그리

고 지지가 연주의 불안 정도를 낮추는 긍정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는 것

이다. 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고등학생 영재이므로 부모, 동료와의

관계에서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주로 도

제식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음악 전공의 특성상 전공강사와의 관계가 매

우 긴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전공강사의

지지만이 완벽주의와 연주불안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전공

강사의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할수록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연주불안을 감

소하는 영향을 더욱 강화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 외에 완벽주의와 부모 및 동료지지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높은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연주불안 수준을 감

소시킬 때, 전공강사의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할 경우 불안이 더욱 낮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에 관계없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전공강사의 정서적 지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연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음악전공생들의 연주불안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전공강사의 역할

이 매우 결정적이므로(이진화, 2006),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능력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유의미한 타인 즉, 전

공강사의 지지가 연주불안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

(Schneider & Chesky, 2011)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나, 음악전공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음악을 전공하는 고등학생 역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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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는 국내 대학 입학시험에서 실기 능력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입학시험에 가까운 고등학생들이 전공실기 강사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연주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반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성향의 완벽주의는 자신으로부터 귀인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용하기 때문에 통제되기 어렵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연주불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이나 주변 사

람과의 관계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연주불안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자기지

향 완벽주의는 연주불안을 감소시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사

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외부, 특히 유의미한 타인으로부터 귀인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낮추어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고등학생 음악영재들은 아직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어

린 학생들이므로, 모든 연주 상황에서 완벽할 수 없다. 연주 수준에 상관

없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예기치 않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경쟁상황에

서 매번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입시 경쟁과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국내 상황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성과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환경으로 인해 음

악전공생의 경우 연주 불안을 동반할 수 있다(최예은, 2015). 이를 완화

하기 위해 결과 보다는 노력해온 과정에 더 초점을 두고 격려해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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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특히 경쟁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음악영재들은 전공강사의 평가

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음악 전

공의 특성상 전공강사와 학생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파가 형성되어 있는 한국음악 전공의 경우는 더욱 선생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서담, 2013). 따라서 전공강사의 평가와 피드백은 학생에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연주에서 한 번 실패를 경험한 후

부정적 피드백을 얻고, 이는 다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작용하여 연주

불안을 느끼고 또 실패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

해 부정적 피드백과 평가 대신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부과

받는 완벽주의 성향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음악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영재성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서 어려움과 슬럼프를 겪는데, 각각의 단계마다 요구되는 적합한 지원과

교육의 내용이 상이하다(Sbotnik & Jarvin, 2005). 음악적 재능이 영재성

으로 성취되는 과정에서 음악성 신장 뿐 아니라, 정의적 측면 또한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태진미, 2009). 청소년기에 경

험하는 좌절감과 어려움에 대해 전공강사의 진정한 격려와 실제적인 조

언이 뒷받침된다면, 학생이 가진 기량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음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같은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모인

예술고등학교 혹은, 영재교육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학생들 간

에 더욱 높은 동질성을 인식할 수 있다(이소연, 2009). 이와 같이, 비슷한

환경의 학생들 간의 지지가 연주불안과 같은 부정정서를 완화시키는 요

인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반면, 콩쿠르, 실기고사와 같은 경쟁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환경으로

인해, 친구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다.

향상음악회, 연주 시간을 통해 동료의 연주를 들을 때, 음악에 몰입해서

진정으로 즐기는 경우도 있지만, 동료를 경쟁상대로 여기고 때로는 연주

에 대해 평가하기도 한다. 아직 성장하고 배우는 단계에 있는 고등학생



- 58 -

의 경우,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는 연주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격려하고 서로의 음악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공강사의

개입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학생들이 연주하는 상황에서 외부적 요인의 영

향을 받지 않고 연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연주의 목적이나 결과에 대해 강조하기 보다는 연주 그 자체에 흥미를

갖고 음악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최예은,

2015). 또한 실기고사나 콩쿠르 같이 경쟁을 목적으로 한 연주보다 상대

적으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비경쟁 상황에서의 연주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낮춰 불안을 완화시키고 연주의

즐거움을 찾아가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 외에도 연주불안을 완화하도록 돕는 상담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

다. 미국의 줄리어드 음악학교(Juilliard School)와, 이스트만 음악대학

(Eastman School of Music)과 같은 기관을 선두로, 이미 각국의 음악학

교에서 음악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주불안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추세이다(이진화, 2006). 이와 같이 국내의 음악영재학생들도 성장하고

훈련하는 청소년기 시절부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연주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재기관 전공실기강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행 영재교육 전문교원을 위한 직무연수는 공식적인 영재교

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음악영재교육의 특수성을 고

려해보았을 때, 전공실기강사의 중요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

서 영재교원 직무연수에 영재교사와 전공실기강사를 모두 포함하는 제도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영재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공강사의 적합한 지지와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음악성 신장 뿐 아

니라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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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음악영재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대상에

따라 부모, 동료, 전공강사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하지만 단순히 대

상으로 구분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 지지의 또 다른 유형인 물질적 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 지지 등의 구체적인 하위요인이 존재한다. 세부적으

로 살펴본 후 사회적 지지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유형에 따라 구

체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주불안 측정도구에 관한 것이다. 모든 연

구 참여자에게 동일한 연주상황을 제시 후 불안 수준을 측정하여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을 간과할 수 있는 데에서 한계가 있다. 연주

자가 처한 상황과 배경에 따라 연주불안의 수준이 다를 수 있는데, 구체

적으로 콘서트홀(concert hall)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연주나, 음반

(recording) 작업, 청중의 규모, 콩쿠르와 같은 경쟁상황 등의 상황에 따

라 불안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시나리오를 통해 상황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제한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내의 음악영재교육기관은 영재교육에 대한 철학, 대상자, 연령

및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며, 크게 시·도 교육청 산하 음악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과 예술중·고등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그 외 예술의전당 부

설 아카데미 등의 기타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태진미, 2009). 본 연구

의 참여자는 서울시 소재 예술고등학교 두 곳과 국립 예술영재교육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 두 기관 외에도 국내에 다양한

음악영재교육기관이 존재하며, 각 기관에 따라 음악적 수준의 차이를 보

일 수 있으므로 기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과 중

학생 음악영재는 고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전공을 한 기간이 길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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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음악영재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예

술고등학교와 영재교육원이 존재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연령의 학생들의 표집을 통해 더욱 확장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주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이 존재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성별이나 전공(김영신, 2008), 콩쿠르 입상 경험(최효식

외, 2013) 등이 연주불안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초점을 두어 진행

하였으나,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 확인을 통해 음악영재의 연주불안 완

화를 돕는 구인들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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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지

설 문 지

Ⅰ.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O표 해주십시오.

1.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여러분은 현재 고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현재 여러분이 음악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중복체크 가능)
① 예술고등학교 ② 영재교육원

4. 여러분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서양음악-기악(악기: ) ② 서양음악-성악
③ 한국음악-기악(악기: ) ④ 한국음악-성악

5. 여러분의 음악연주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① 1년 이상~3년 미만 ② 3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6. 여러분의 하루 평균 개인 연습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시간

7. 시, 도 주최 콩쿠르, 대학콩쿠르, 국제콩쿠르에 참가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 여러분의 연주 실력이 현재 기관 내 같은 학년 사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➀ 상 ➁ 중 ➂ 하

안녕하세요?
바쁜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 입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은 물론
연구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정성껏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서울대학교 음악교육전공 석사과정 백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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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 문항은 연주에 임하는 여러분의 평소 태도와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O표 해주십시오.

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단 연습을 시작하면 마칠 때까지 쉬지 않는다. 1 2 3 4 5

2 나의 목표는 연주를 완벽하게 마치는 것이다. 1 2 3 4 5

3 나의 연주를 할 때 완벽을 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4 나는 완벽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거의 없다. 1 2 3 4 5

5 나는 가능한 완벽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6 연주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7 나는 모든 연주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 1 2 3 4 5

8 나 자신이 완벽하기를 바란다. 1 2 3 4 5

9 나는 목표를 완벽하게 세우려고 한다. 1 2 3 4 5

10 나는 연주 하는데 있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2 3 4 5

11 나 자신에게 매우 높은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1 2 3 4 5

12 내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부여한다. 1 2 3 4 5

13 나는 연주에 있어서는 항상 성공해야 한다. 1 2 3 4 5

14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가 어렵다. 1 2 3 4 5

15
내가 연주를 잘하면 잘 할수록 사람들은 내가 더 잘할

것을 기대한다.
1 2 3 4 5

16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연주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1 2 3 4 5

17
나는 사람들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내가 연주 중 실수를 하면 사람들은 비록 나타내지는

않지만 매우 실망을 할 것이다.
1 2 3 4 5

19
부모님은 내가 하는 모든 연주에서 뛰어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1 2 3 4 5

20 내 주변 사람들은 내게 완벽함을 기대한다. 1 2 3 4 5

21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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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부모님, 전공강사선생님, 동료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번호에 O표
해주십시오.

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 문항에서 ‘내 동료들’은 같은 기관에서 배우는 동료들을 의미합니다.

1 내 동료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1 2 3 4 5

2 내 동료들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1 2 3 4 5

3 내 동료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1 2 3 4 5

4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동료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같다.
1 2 3 4 5

5 나와 내 동료들은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다. 1 2 3 4 5

6 내 동료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7 내 동료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1 2 3 4 5

8 내 동료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1 2 3 4 5

9 부모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10 부모님은 나를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1 2 3 4 5

11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1 2 3 4 5

12 내가 힘들어 할 때 부모님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1 2 3 4 5

13 부모님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1 2 3 4 5

14 부모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1 2 3 4 5

15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이 문항에서 ‘전공강사선생님’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의 전공실기 레슨선생님을 의미합니다.

16 나는 전공강사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1 2 3 4 5

17 전공강사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1 2 3 4 5

18 나는 전공강사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9
전공강사선생님은 내 기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1 2 3 4 5

20 전공강사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1 2 3 4 5

21 전공실기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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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 문항은 여러분이 연주할 때 느끼는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평소 여러분의 연주에 대해 느끼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번호에 O
표 해주십시오.

성의 있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2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전공강사선생님은 날

걱정해주시는 것 같다.
1 2 3 4 5

23
전공강사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1 2 3 4 5

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연주하기 전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1 2 3 4 5

2 가끔 연주 능력에 대해 걱정한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혼자서 연주하는 게

더 편하다.

(예, 연습의 경우)

1 2 3 4 5

4 연주하기 전에 떨리거나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1 2 3 4 5

5 청중들 앞에서 연주할 때 실수할까봐 두렵다. 1 2 3 4 5

6 청중들 앞에서 연주할 때 심장이 매우 빨리 뛴다. 1 2 3 4 5

7 청중들 앞에서 연주할 때 음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8 연주 중 실수를 하게 되면 공황상태에 빠진다. 1 2 3 4 5

9 청중들 앞에서 연주할 때 손에 땀이 난다. 1 2 3 4 5

10 연주를 마치면 보통 나의 연주에 대해 만족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11
혼자 연주하는 연주회를 피하려고 노력한다.

(예, 독주회 또는 향상음악회 등)
1 2 3 4 5

12 연주하기 직전에 긴장이 된다. 1 2 3 4 5

13
부모님이나 전공선생님, 동료들이 나의 연주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
1 2 3 4 5

14
혼자서 연주하는 것보다 단체나 앙상블로 연주하는 것이 더

좋다.
1 2 3 4 5

15 연주할 때 근육이 경직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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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fectionism and Music
Performance Anxiety:

Understanding the Function of
Social Support in Lessoning the
Impact of Performance Pressure

Goeun Baek
Major in Music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musicians feel anxious in open performance situations, which

could result in physical and cognitive symptoms. In particular, for

gifted students who have demonstrated talent in music at an early

age, the pressure for perfect music performance is high. In addition,

undue attention and expectations from people in the performers

personal and professional networks can increase a desire for

perfectionism which, studies have shown, correlate with increased

music performance anxiety.

Perfectionism has been shown to negatively impact performance.

Since the 1990s, scholars have studi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a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ccording to these

scholars, understanding the subtypes and nuanced character of

perfectionism can reveal both its influences and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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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dimensional consideration of perfectionism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self-oriented perfectionism, in which the

individual sets excessively high standards for his/herself;

other-oriented perfectionism sets excessively high standards for

others;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rests in the belief that others

impose excessively high standards on oneself.

One factor that would ease u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music performance anxiety is social support from

significant others. Self-perceived social support is described as a key

factor more than objective support received, which was considered to

be a positive factor in reducing negative emotions associated with

perfectionism.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gifted students in music to

identify how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tendencies influence

music performance anxiety. Moreover, the research verifies whether

social support, which is perceived by gifted students from significant

others (parents, peers within the same institution, and instructor),

impacts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The study targeted 401 students

attending two arts high schools in Seoul and a national institution for

the gifted in art.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major in instrumental

and vocal music performanc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music

performance anxiety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were measured,

The study outcomes show that self-oriented perfectionism serves

results in positive outcomes that significantly reduce music

performance anxiety, wherea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negatively impacts the students and increases music performance

anxiety.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asured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parents peers and instructo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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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aled such perceived support to significantly and directly reduce

music performance anxiety. In addition, only support from instructors

significantly control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music performance

anxiety. In other words, while self-oriented perfectionism curtails

music performance anxiety, the greater the perception of the support

of the instructor, the stronger its effect.

This study contributes to studies of performance anxiety by tak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the impact of

perfectionism on young performers. The perception of the students

regarding the source of pressure for perfection directly impacted the

level of anxiety experienced by students. In addition, social support

appears to be a primary factor in mitigating music performance

anxiety. This study provides information which will help in

developing support systems for gifted students. The goal would be to

mitigate and/or greatly reduce the level of music performance anxiety

through appropriate peer guidance and instructor training. The end

goal would be to enable to the students to become well-adjusted and

healthy musicians.

keywords : musically gifted students, perfectionism,

music performance anxiety, perceived social support

Student Number : 2012-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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