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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한 결과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고,

특히 실패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 자신의 부족함이나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 교육적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학생들은 성공과 실패에

따라 자신의 학습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히려 한다. 이처럼 어떤 사건에

대한 특정한 결과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한 지각된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을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이라고 한다.

귀인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개인이 지각하는 귀인양식에 따라

사람들의 다음 행동, 정서, 기대, 성취 등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귀인패턴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어떠한

요인들이 귀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귀인이론에 대한 활발한 교육학적 연구에 비해 음악교육에서는

연주상황에 대한 귀인을 다룬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음악에서의 성공과 실패 결과도 학생들의 후속학습과 결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귀인에 대한 주제가 중요하게 연구되어야하며,

연주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음악적 상황에서도 무엇이 학생들의

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연주자들의 일반적인 귀인양식을

알아보고(연구1),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서의 귀인양식 차이(연구2)와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서 자기효능감에 따라 나타나는 귀인양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연구3).

연구결과, 음악연주자들은 실패 결과에 대해 노력귀인을 많이 하였다.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서 모두 노력, 과제난이도, 운, 능력,

타인귀인의 순서대로 귀인성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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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비경쟁적 연주상황은 실패에 대한 귀인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이 능력귀인과 타인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에는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 따른 능력귀인과

타인귀인양식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의 경우,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 따라 능력과 타인귀인양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비경쟁 연주상황보다

경쟁 연주상황에서 실패 결과를 능력과 타인에게 더 많이 귀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음악전공생에게 자기효능감에 따라 다른 연주상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의 경우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상황이나 자신의 연주가 평가 받는 상황에서의

연주보다는 이러한 경쟁적인 요소가 없는 연주상황을 안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주요어: 귀인양식, 연주상황, 자기효능감

학 번: 2012-2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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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귀인이란 어떤 사건에 대한 특정한 결과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한 지각된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이다(Weiner, 1979). 일반적으

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성을 가지

고 있으며, 개인이 지각한 원인은 그 다음 행동이나, 정서, 기대 등에 영

향을 미친다. 즉 결과와 관련하여 지각된 원인이 개인의 기대신념을 어

떻게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어떤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지를

귀인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Weiner, 1979, 1986).

교육적 상황에서의 귀인은 어떤 과제에 대한 성공과 실패 상황에 초점

을 맞춘다. 성공 혹은 실패의 결과를 얻었을 때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예

를 들어, 피아노 전공생이 실기시험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을

때, 이러한 결과를 연습량 부족, 심리적인 긴장감, 실기 곡의 어려움, 손

가락 길이, 레슨 선생님과의 관계 등 다양한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여

러 원인들 중 학생이 어디에 귀인 하는지에 따라 수행에 따른 심리적 결

과와 행동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성공과 실패경험에 따른 귀

인이 다음과제에 대한 성취 기대와 자기효능감, 정서 뿐 아니라 앞으로

의 행동 지속성, 노력정도, 성취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Weiner,

1979, 1985, 1986). 예를 들어, 과제에 대한 성공을 꾸준한 연습 때문이라

고 생각한 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과제 곡에 대해서도 더 노력할 것이고,

자신이 노력했을 때,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과제에 대한 성

공을 운에 귀인 한다면 다음과제에 대해 동일한 성공결과를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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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되고, 과제를 지속하기 쉽지 않다.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귀인은 학생들의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중요한 동기유발 변인으로서 교육적으로 중요하다. 특별히 성공 상

황보다는 실패 상황에 대한 귀인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

패 상황일 때 어떻게 귀인하는지에 따라 학생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고, 그에 따른 교육적 처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

패 상황에서 학생이 자신의 실패를 능력 부족이라고 귀인하면, 후속 학

습에서 무기력에 빠질 경향이 높을 것이고(Covington & Omelich, 1981),

정서적 반응으로 실패에 대한 수치심, 당황, 혐오감, 절망감을 갖게 하며,

미래도 현재처럼 가망이 없다는 기대를 유발시킨다(Brown & Weiner,

1984). 이러한 정서는 개인의 과제몰입이나 수행 수준을 감소시킬 뿐 아

니라,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 동기화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Weiner, 2000).

실패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다음 과제 수행을 지속시키

기 위해서 불안정하고 통제 가능한 원인(ex. 노력)에 귀인하게 한다. 노

력귀인은 통재 소재 차원에서 내부 요인, 안정성 차원에서 불안정적 요

인, 통제가능성 차원에서 통제 가능한 요인으로 분류된다. 즉 실패 상황

을 노력에 귀인하는 학생은 결과가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

고 믿으며, 이에 대해 학생들은 동일한 과제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노력으

로 귀인하는 것이 이번 수행에서 실패를 경험했다하더라도 다음 과제에

대해서 더욱 노력할 수 있게 한다.

귀인이론은 음악적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선행연구에서 대

부분의 학생들은 음악적 성공과 실패상황에서 내부적 요인, 즉 능력과

노력으로 귀인하는 경향을 보였다(Asmus, 1986; Legette, 1998; Sch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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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음악전공생은 연주 결과에 대한 귀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부분 무

대에서의 성공상황보다는 실패상황에 대한 귀인을 많이 하게 된다. 이것

은 실패상황에 대해 어떻게 귀인하느냐에 따라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과

정과 다음 연주에 대한 기대나 성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

히 음악전공생에게 연습은 절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며 무대를 준비하

는 중요한 과정인데, 연주 결과에 대한 귀인을 내적-안정적 요인(능력)

으로 할 경우, 음악적 성취와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Asmus, 1986). 또한 연주 실패에 대해 능력 부족이나 가족의 부정적 영

향으로 귀인할 경우 낮은 성취와 낮은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된다(Austin

& Vispoel, 199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

들이 연주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동기를 형성하는 것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음악적 상황에서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연주경험이 대표적이

고, 개인적 요인으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연주경

험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변인으로 연주불안, 연주자

신감, 음악성취, 귀인패턴 등과 높은 상관을 가진다(최효식 외 4명, 2013;

Harrison, Asmus, & Serpe, 1994; Schmidt, 2005).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연주경험에 대한 속성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연주경험(ex.

전공을 시작한 시기, 무대를 서는 횟수, 앙상블을 한 경험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효식 외 4명은 연주경험의 속성을 구분하여 연

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주경험을 경쟁적인 요소에

따른 두 가지 연주상황, 즉 경쟁적인 상황에서의 연주(ex. 콩쿨)와 비경

쟁적인 상황에서의 연주(ex. 연주회)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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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각 연주상황에서 나타나는 연주자들의 귀인양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쟁적 요소로 구분된 연주상황을 환

경적 요인으로 보고자 한다.

개인적 요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귀인양식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고, 과제 선

택, 노력, 지속성, 회복력, 성취 등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귀인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수행에

대한 실패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낮추고, 낮은 자기효능감은 귀인에 영

향을 주어 낮은 동기와 행동을 하는데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평가 상황이나 이전 성취 경험에 따라 영향을 많

이 받기 때문에(Kitsantas, Zimmerman & Cleary, 2000; Sichivitsa,

2002)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경쟁적 연주상황과

비경쟁 연주상황에서의 귀인 양식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음악전공자들의 일반적인 실패 귀인 양식을 확인하고, 경

쟁적인 연주상황과 비경쟁적인 연주상황에서 자기효능감에 따라 나타나

는 학생들의 귀인 양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음악전공자들의 후

속 연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악전

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에 따라 나타나는 음악

전공자들의 귀인양식을 확인해봄으로써 음악전공자들의 후속 연주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적인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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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효능감에 따른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서의

귀인양식을 시나리오 실험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연주상황의

경우 경쟁 연주상황과 비경쟁 연주상황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구분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은 집단-내 변인(within-subject)으로,

자기효능감은 집단 간 변인(between-subjects)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음악전공생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실패귀인양식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 2.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 따라 실패귀인양식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서 자기효능감에 따라 실패귀인

양식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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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본 연구에서는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서 자기효능감에 따라

귀인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귀인양식,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 연주 자기효능감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변인들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귀인(Attribution)

귀인(attribution)이란 “학생들이 학습결과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지각하는가”를 뜻한다(Weiner, 1986). 이러한

귀인양식(attribution style)은 소재성 차원, 안정성 차원, 통제가능성

차원으로 분류되며, 종종 귀인성향(attribution tendency) 혹은

귀인패턴(attribution pattern)으로 혼용되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귀인의 유형을 5가지, 즉 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

타인으로 보았으며, 연주 결과에 대한 실패의 원인을 능력 부족, 노력

부족, 과제의 어려움, 운 부족, 타인의 도움 부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나.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

연주상황은 경쟁 연주상황과 비경쟁 연주상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연주상황의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연주 이후 연주자에게

돌아오는 결과, 즉 개인 간의 상대적인 순위와 서열, 점수나 평가 등의

피드백이나 청중의 성격에 따라 경쟁적인 경험과 비경쟁적인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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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최효식 외 4명, 2013; Hendricks, 2014; Yoshie, Kudo,

Murakoshi, & Ohtsuki, 2009). 본 연구에서는 경쟁 연주상황은 개인

간의 상대적인 서열, 점수, 평가를 중요시하는 콩쿠르 상황을, 비경쟁

연주상황으로는 개인 내적인 성장과 개선에 초점을 두는 연주회 상황을

제시하였다.

다. 연주 자기효능감

연주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연주’라는

음악적 상황에 한정하여 형성시킨 개념이다. 여기서 자기효능감이란

“수행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지가

지산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된다(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생을 대상으로 연주라는 음악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고자한다. 연주상황에 대한 귀인양식을 측정하기 전 연주자들의

연주 자기효능감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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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

가. 귀인이론의 개념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은 어떤 사건에 대한 특정한 결과가 주어

졌을 때,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 지각된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

러한 원인은 성취행동, 기대,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Weiner,

1979, 1985). 여기서 귀인은 결과에 대한 지각된 원인이라는 것이 중요하

다. 귀인은 실제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즉 귀인이론은 실제

원인보다는 개인이 지각한 귀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미래 행동에

동기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Weiner, 1974). 예를 들어, 어떤 학생

이 자신의 낮은 영어성적을 능력 부족이라고 귀인한다면, 실제원인(실제

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거나 시험문제가 어려웠을 수 있음)과 관계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이 낮은 영어 성적을 능력 부족으로 귀인했고, 이러한

귀인이 학생의 심리적 결과와 행동적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귀인이론은 Heider(1958)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고, Weiner(1985)에 의

해 교육에 직접 적용되었으며, Weiner(1985)에 의하면 개인의 성공과 실

패의 원인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자신의 성취행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였다.

귀인은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소재차원으로 원인이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지각되는지 혹은 외적인 요인으로 지각되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둘째, 안정성 차원은 원인이 상황과 시간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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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변하기 쉬운 불안정적인 것인지에

따라 분류되며, 셋째, 통제 가능성 차원에 따라 통제 가능한 원인인지 아

닌지를 나누어 볼 수 있다(Weiner, 1986).

Weiner의 귀인모형(Weiner et al., 1971)에 따르면 아래의 표와 같이

귀인을 네 가지 원인, 즉 ‘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으로 나눠볼 수

있다.

<표 1> Weiner의 귀인모형(Weiner et al., 1971)

이러한 분류는 통재소재에 따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분류와 안정

성에 따른 안정적 요인과 불안정적 요인의 결합이다. 소재차원에서 보면,

‘능력’과 ‘노력’은 내적 원인으로, ‘과제난이도’와 ‘운’은 외적요인으로 분

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관련되며, 귀인이론에서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Heider, 1958). 안정성 차원에서는 ‘능력’과 ‘과제난이도’가 안정적 원인

으로, ‘노력’과 ‘운’이 불안정적 원인으로 구분된다. Weiner와 동료들

(1971)은 다양한 내적 원인이 안정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통재가능성 차원은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개인이 자신의 의지로 변화시키거나 조절이 가능한가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실패의 원인을 능력부족이나 운이 없는 것에서

찾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겠지만 노력부족 때문이라

고 한다면 후속 상황에서는 노력의 투여 정도를 조절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김아영, 2010). 통제가능성 차원은 특히 실패를 통제 불가

내적 외적

안정적 능력 과제난이도

불안정적 노력 운



- 10 -

능한 원인으로 돌릴 경우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차원으로 포함된다(Dweck, 1975; Covinton & Omelich, 1981).

이에 따라 귀인 요소를 소재성 차원, 통제가능성 차원, 안전성 차원으

로 유형화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귀인 차원에 따른 귀인요소 구분(나승일, 2001)

소재성 차원에서 내부소재는 ‘능력’, ‘노력’ 귀인요소로, 외부소재는 ‘과

제난이도’, ‘운’, ‘타인’ 귀인요소로 구성된다. 통제가능성 차원에서 통제가

능은 ‘노력’ 귀인요소로만 구성되고, 통제불가능은 ‘능력’, ‘과제난이도’,

‘운’, ‘타인’ 등의 귀인요소로 구성된다. 안정성 차원에서는 안정은 ‘능력’,

‘지속적 노력’, ‘과제난이도’ 등으로 구성되고, 불안정은 ‘일시적 노력’,

‘운’, ‘타인’으로 구성된다.

학교 학습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귀인요소를 살펴보았을 때, 위의

5가지 요인(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 타인)이 핵심이 되고, 이러한 귀

인요소는 각각의 차원에 따라 재분류됨으로써 귀인이론이 체계화 되었

다.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학업에서의 성패에 대해 학생 개인이 지각

하는 원인에 따라 능력 귀인은 자신에게 학업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는

지 아니면 없는지에 대한 원인을 돌리는 정도를 측정하고, 노력 귀인은

학업에서의 성패 원인을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정도, 과제

난이도 귀인은 과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정도, 타인 귀인은 학

소재성 차원 내부 외부

안정성 차원 안정 불안정 안정 불안정

통제가능성

차원

통제 불가능 능력 - 과제 운 타인

통제 가능
지속적

노력

일시적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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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성취결과에 대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원인으로 생각하여 측정된 귀

인을 의미한다.

Weiner(1985)는 학생의 내적 귀인성향을 육성하는 것이 학업성취를 촉

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학습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성공이나

실패를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귀인시킬 때보다는 통제 가능한 요인(노

력)에 귀인시킬 때 학습 동기가 증진된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결과에 대

한 학습자의 귀인이 그 다음 학습과 연결되고, 다음 학습을 할 수 있는

동기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취결과 및 귀인에 대한 인과적 추론 후 개인은 각 결과 및

귀인성향에 따라 특정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데 성취와 관련된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개인은 만족감이나 자부심 등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

하게 되며, 부정적 결과의 경우에는 당혹감이나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정서 경험은 추후 행동의 동기원이 되므로 귀

인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Gredler, 2006).

성공과 실패상황에서의 귀인은 다음 과제에 대한 기대와 지속력, 정서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공에 대해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요

인(능력, 과제난이도)으로 귀인한다면 다음 과제에 대한 성공의 기대감이

증가하며, 내부 요인(능력, 노력)으로 귀인했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갖게 된다. 반대로 실패에 대해 안정적인 요인(능력, 과제난이도)

으로 귀인할 경우, 다음 과제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감소시키고, 실패를

내부원인에 귀인할 경우 부정적인 정서를 극대화시킨다. 만약 실패에 대

해 능력부족과 같은 안정적이며, 통제 불가능하고, 내부요인에 귀인한다

면 학습자의 부정적 정서와 다음 과제에 대한 기대감 저하 등 해로운 결

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Hsieh & Schallert, 2008; Pintrich & Schunk,

2002). Weiner의 귀인 모형에 근거한 성패귀인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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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표 3> 귀인 모형에 근거한 성패귀인 패턴

나. 음악적 귀인양식

귀인이론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학업적 귀인양식

에 대한 연구(박영신, 1990; 박영신, 김의철, 1997)와 귀인 유형에 따른

학업적 성취(금정숙, 조옥귀, 2003; 이선경, 임선아, 2014), 주요변인과 귀

인과의 관련성(강혜원, 1998, 이선경, 임선아, 2014; 최영옥, 구봉진, 2000)

등으로 연구되어졌다. 학업 상황에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성공 상황에

대해 내적 요인에 귀인하고, 실패 상황에 대해 외적 귀인을 하였다.

Maehr et al.(2002)는 귀인이론을 소재, 안정성, 통제 가능성의 세 차원

을 고려하여 귀인이론을 중요하게 제안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취를

바람직한 귀인 패턴

성공 ⇒
뛰어난

능력
⇒

긍정적인 존중감 증대

성공에 대한 기대 증가
⇒

성취과제에 대한

접근 증가

실패 ⇒ 노력 부족 ⇒
죄책감 감소

성공에 대한 기대 증가
⇒ 과제지속성 증가

바람직하지 못한 귀인 패턴

성공 ⇒ 운 ⇒
무관심

성공에 대한 기대 감소
⇒

성취과제에 대한

접근 감소

실패 ⇒ 능력부족 ⇒
무력감, 우울 증대

성공에 대한 기대 감소
⇒

과제지속성 감소,

성취과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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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가능하고, 불안정적인 요인 즉 노력, 연습, 전략사용과 같은 요인에

귀인할 때보다 통제 불가능하고, 안정적이며, 외부적인 요인 즉 운이나

과제난이도와 같은 요인에 귀인할 때, 동기가 없어지고, 노력을 하지 않

는다고 밝혔다(West, 2013 재인용).

Asmus(1986)는 음악학생의 성취동기와 음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

인과의 상관을 연구하였다. 기악, 성악 등을 전공으로 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4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 589명을 대상으로 귀

인양식을 측정하였다. 어떤 학생이 음악을 잘하는 이유 혹은 잘 못하는

이유에 대해 5가지 원인을 자유롭게 대답하는 방식으로 질문하였고, 이

에 대해 소재차원과 안정성 차원에서 분류하여 귀인을 측정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적귀인(내적-안정적; 능력 42.92%, 내

적-불안정적; 노력38.65%, 외적-불안정적; 운 9.85, 외적-안정적; 과제난

이도 8.59%)을 하였고, 성공과 실패상황을 나눠봤을 때, 성공했을 때는

안정적 귀인(능력)을, 실패했을 때는 외부-불안정적 귀인(운)을 하였다.

Legette(1998)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학생들이 능력과 노력으로 귀인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더 노력과 능력

으로 귀인하였다. 또한 그는 학생의 귀인이 미래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능력은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에, 즉 성

공했을 경우 미래수행에 대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미래수행에 대해 실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능력이 아

닌 노력에 귀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력에 귀인했

을 때, 다음 과제 수행의 결과가 변화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음악교육

자들은 학생들의 능력이 아닌 노력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을 강조하였

다.

음악전공생의 경우 비음악전공생들보다 노력과 능력, 음악에 대한 정



- 14 -

서에 더 많이 귀인 하는경향성을 보였고(Legette, 1993), 음악영재이거나

고성취집단일수록 능력과 노력에 귀인하는 경향성을 보였다(Evans et

al. 2000; Martin, 2012). 또한 연주경험과 귀인의 관계를 봤을 때, 성공경

험이 많을수록 내적 요인에 더 많이 귀인하고, 실패경험이 많을수록 외

적 요인에 더 많이 귀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handler, Chiarella,

& Auria, 1987).

연습과 관련하여 동기는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연습은 기술

을 습득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동기와 연습과의 관계를 보

는 것은 중요하다(Hallam, 2002). Austin과 Berg(2006)은 실제로 동기와

악기연습간의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히며, 이것은 음악적 기술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노력에 대한 귀인으로 다음 과제에

대한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귀인양식이 악기연습에도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음악전공생의 경우 성공과 실패 상황

에서 능력과 노력에 귀인하는 경향성을 가지고(Asmus, 1986; Legette,

1998; Schatt, 2011), 이러한 귀인 양식은 다음 과제에 대한 기대와 지속

성,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성공의 귀인을 능력으로 보는 학생은 다음

번 과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 즉 성공을 기대하겠지만, 실패의 귀인

을 능력으로 보는 학생은 동일한 과제에 대해 실패로 귀결하게 된다. 또

한 정서적으로 성공에 대한 능력귀인은 학생들의 자부심을 향상시키고,

실패에 대한 능력귀인은 수치심을 줄 수 있다. 음악을 전공한 학생의 경

우 수준이 심화될수록 귀인이 노력귀인에서 능력귀인으로의 점진적인 이

동이 나타나고(Asmus, 1986), 실력이 향상되고 수준이 올라가면서 음악

특수 영역에 있어서의 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 훨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학생들의 귀인 양식을 확인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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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교육학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능력보다는 노력으로의 귀인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중

요한 귀인 양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경쟁적 비경쟁적 상황에서의 귀인

경쟁은 우리 사회와 교육적 상황에서 만연하게 퍼져있는 원리이다. 교

육자들에게 경쟁은 학생들의 동기와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의 효과는 불분명하다

(Maehr, 1983; Nicholls, 1983; Raynor, 1983). 경쟁을 통해 높은 성취를

얻을 수 있으며, 일에 대한 숙달과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게 한다는 측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Kohn, 1986), 복잡한 과제(ex.

창의성이나 비판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과제)가 주어졌을 경우, 경쟁하는

학생들이 경쟁하지 않는 집단보다 더 낮은 수행을 보였다(Clifford,

1972). 많은 연구에 따르면 넓은 의미에서 경쟁은 학생들의 인지와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Ames, 1984; Ames & Ames, 1981;

Ames & Felker, 1979, Ames, Ames & Felker, 1977; Dweck, 1986).

Ames, Ames & Felker(1977)에 의하면 경쟁적 상황은 정서와도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경쟁적 조건에서 성공했을 때, 긍정적 정서와 만족감을

기대하게 되지만, 실패했을 경우 부정적 정서와 불만족의 정서를 증진시

킨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의 수행에 대한 정서반응은 경쟁적

상황에서 부적 상관을, 비경쟁적 상황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Hendricks, Smith & Stanuch(2014)는 경쟁은 학생들의 성취와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경쟁적 요소는 개인적이고 내재적인 욕구보다

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압박, 사회비교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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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은 능력이 고정되고,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여 반복되는 실패에 쉽게 포기해버리게 된다. 때때로 어떤 학생들

은 경쟁적인 교육 환경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특별히

음악전공자의 경우 음악 연주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교육에서의 경쟁적 상황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보상이 제공되는 상

황으로 정의되고, 비경쟁적 상황은 어떠한 보상없이 학생들이 주어진 상

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정의된다(Austin, 1991; Ames, Ames &

Felker, 1977).

Ames, Ames & Felker(1977)는 경쟁적인 상황에서의 성공과 실패경험

은 능력에 더 많이 귀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경쟁적인 상황에서의 성공

은 자아를 강화하는 모습이나 보상의 가치를 높이 측정하는 형태, 실패

한 사람을 능력 부족으로 귀인하는 등의 측면을 보였으며, 실패의 경우

에는 자기 비판적 행동이나 부정적 정서, 성공한 사람들보다 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비경쟁적인 상황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귀인의 차이가 없었고, 개인

의 정서적인 측면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mes(1984)의 연구결과도 동일하게 경쟁상황에서 능력에 더 귀인하는

경향을 보였고, 비경쟁적인 상황에서 노력에 귀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

쟁적 상황에서는 보다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치를 과장되

게 인식한다면,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조건이 없는 비경쟁적 상황에서

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염려를 덜하게 되고, 대신에 과제 숙달

과 과제 해결방안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된다. 즉 경쟁적인 상황에서 학

생들은 “내가 잘했어요?”라고 질문하는 반면, 비경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과제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생각했다. 경쟁적

인 상황보다 비경쟁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수행에 대한 자기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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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모니터링에 전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음악교육의 영역에서 경쟁적 상황은 일반적인 교육 상황보다 더 쉽게

노출되어있다. 그 중 음악 콩쿠르가 가장 핵심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음악 콩쿠르는 학생들에게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고, 그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보상을 주는 형태이며, 음악전공생들

은 콩쿠르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오랜 기간 참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음악 콩쿠르의 발전과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쟁과 비경쟁적 요소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연주경험의 한 유형으로 연구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주경험을 경쟁적 상황과 비경쟁적 상황을 구분하여 봤을 때, 귀인패턴

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2.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가.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련

의 행동을 조직하고 완성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기대 정도 또는 자

신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각된 효능감(perceived

efficacy)’, ‘자기효능성에 대한 신념 또는 기대(belief or expectation of

self-efficacy)’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게 정의되지만 자기효능감은 행위 과

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자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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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oncept)이나 지각된 효능감 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상황맥락적이다

(Pintrich & Schunk, 2002). 즉, 자아개념은 자신의 신체적, 사회적, 지적

능력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의미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은 단순한 자기인

식이나 자기평가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현재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에 관한

판단이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목표를 포함한 특정적 상황을

반영하고, 그러한 상황에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대상영역 및 과제의 종류와 구체성에 따라 학업적 자기

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사회생활효능감 등 다양한 자기효능감으로

나누어지며,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학업에 대한 과학 자기효능

감, 연주 자기효능감 등의 자기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다. Bandura(1986)

는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을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

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작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다

양한 형태의 인지과정, 즉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습자의 과제선택과 과제에 투자하는 노력의 양과 질, 어

려움에 직면했을 때 끈기를 보이는 정도와 실패 후에 얼마나 대처를 잘

할 것인가와 같은 동기과정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김아영, 2007;

Bandura & Schunk, 1981). 즉, 효능에 대한 신념은 행동에 대해 영향력

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사고 과정에 대한 자기 조절, 동기, 그리고 정서

적, 생리적 상태와도 관련되어 있다(김아영, 2007).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동기와 학습, 성취에 영향

을 미친다고 밝혔다(Pajares, 1996; Schunk 1995). 학습자는 실제 수행,

간접경험, 타인의 언어적 설득, 심리적 반응에 의해서 자기효능감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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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행에 대한 성공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반복된 성공을 통해서 자기효능감이

강해지면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효능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한 실패가 노력에 의해 극복되었을 때,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행동 변

화를 유발한다(Bandura, 1977).

또한 자기효능감은 과제선택, 노력, 지속성, 회복력, 성취에 영향을 미

친다(Bandura, 1997; Schunk, 1995; Gist & Mitchell, 1992). 예를 들어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는 학생에 비해서 자신의 학습과 과제수행에 대해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 더 쉽게 참여하고, 열심히 수행하며,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더 오랜 시간 지속하게 되어 높은 수준의 성취를

갖게 된다.

나. 자기효능감과 귀인의 관계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수행에 대한 실패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낮추

고, 결국 낮은 동기와 행동으로 연결된다(Bandura, 1986). 이전 경험에

대한 자기효능감 역시 사람들이 행동에 대한 원인을 귀인하는데 영향을

미친다(Schunk, 1991). Bandura(1988)에 의하면, 주관적인 귀인요인과 자

기효능감은 양방향적인 원인으로 나타난다. 즉 자기효능감은 수행에 대

한 귀인에 영향을 주고 귀인 역시 이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

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보면 학습자들의 귀인유형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달라질 수 있다. Bandura(1986)는 성공이 외적 요인보다도

자신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각될 때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게 되

고, 반대로 실패가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기인하

는 것으로 기대될 때, 자기효능감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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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노력부족에 귀인하는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었다(Hsieh & Schallert, 2008).

학생들이 성공적 수행을 어떻게 귀인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귀인이라

도 귀인의 정도나 수준에 따라 다른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많은 노력보다는 적은 노력으로 성공적 수행을 했을 때, 강한

자기효능감이 형성되고, 성공적 수행의 원인을 내적으로 귀인하는지, 외

적으로 귀인하는지에 따라 다른 자기효능감이 형성하였다.

반대로 자기효능감에 따른 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어떤 상황적 요구에 대해 자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어려운 상황이나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더 열심히 하거나 더 오래 지속

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운 과제에 대한 실패

귀인을 불충분한 노력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Lee & Bobko,

1994).

학습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과 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보다 학습결과에 대해 내적이고, 통

제 가능한 요인에 더 많이 귀인하고, 실패결과에 대해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통제 가능한 귀인에 더 많이 귀인한다

(Bandura, 1997; Bond et al, 2001; Dweck, 1975; Hsieh & Kang, 2010;

Lee & Bobko, 1994).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자기가 능력있다고

지각하여 성공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에 귀인할 것이고, 실패의 원인을

노력부족에 귀인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 성공

을 해도 능력귀인보다는 운이 좋았다고 귀인할 것이고, 실패를 하면 자

신의 능력 탓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Bandura, 1997; Chase,

2001; Sherman & Smith, 2002; Weiner, 1979).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쉽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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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자신의 유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일

것이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습자들은 과제수행 결과에 민감하여

실패를 경험하면 과제를 회피하려 하고,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기 보다는

쉬운 과제를 선택하려는 태도를 보인다(소연희, 김성일, 2006).

표내숙, 박종태, 최상신(2003)의 연구는 초등학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이 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운동수행 결과에

대해 성공한 집단 중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성공의 원인을 능력에

귀인하였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외적 요인인 운에 귀인하려

는 성향을 보였다. 운동수행 결과가 실패한 경우에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부족이나 노력부족이 아닌 운귀

인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반하여,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

의 경우 운동수행에 있어서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내적 요인인 능력부족

이나 노력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Silver, Mitchell, & Gist(1995)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공상황에서의 귀인양식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실패 상황에서는 두 집단의 귀인이 상당한 차

이를 보였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집단은 그들의 실패 행동을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집단보다 운이 나빴다고 귀인했고, 반대로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집단은 그들의 실패 행동을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집단

보다 능력 부족으로 귀인했다. 즉 자기효능감에 따라서 실패상황에서의

귀인양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실패 상황에

서 자기위주의 귀인(ex. 불운)을 하였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자신

을 내세우지 않는 귀인(ex. 능력부족)을 하였다. 소연희, 김성일(2006)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공에 대해 능력으로 귀인하고, 실

패에 대해 운으로 귀인하였고,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실패에 대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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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귀인하는 경향성을 보여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귀인의 관계

‘음악적 자기효능감’이란 음악 활동 및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신

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박지현, 2009) 이전의 성취경험이나 동일

한 과제의 음악적 경험이 있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며, 이는 학생

이 연주에 대해 귀인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별히 음악

적 자기효능감은 일반교육학 영역에서와 같이 동기적 차원에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여겨짐과 동시에 목표설정, 노력의 시간, 지속성 등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McPherson & McCormick, 2006). 또한

자기효능감은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고, 악기를 연습하는 시간, 연습의

강도, 연주에 대한 성취와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McCormick

& McPherson, 2003; McPherson & McCormick, 2006).

McPherson과 McCormick(2000)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연

주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즉 자기효능감이 얼마나 높은

지에 따라 미래의 수행과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 동일한 실력이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보다 음악

실기 시험과 같은 어려운 연주상황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연주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효능감은 학생의 동기와 과제 선택에도 영

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학생의 연주결과에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효능

감은 연주에 대한 성공 가능성, 연주결과에 대한 귀인, 연주 이후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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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음악교육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연주경험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설

명하였는데, 특별히 McPherson & McCormlck(2006)은 음악경험의 다른

유형(ex. 리사이틀이나 연주회)과 연결하여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더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제언하였다. 연주경험도 속성에 따라 다양

하게 나누어볼 수 있는데 특별히 경쟁적 연주와 비경쟁적 연주를 나누어

생각해 볼 때, 순위를 가르는 오디션이나 연주 순서를 마지막 번호로 뽑

은 경우,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그들의 능력을 비교하게 되고 이를 인식

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신보다

능력이 낮은 연주자를 인식했을 경우에 자신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지

만, 자신보다 능력이 높은 연주자를 인식했을 경우 자기효능감을 저하시

킨다(Brown & Inouye,1978). 또한 연주자는 결과점수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McPherson & Schubert, 2004), 학생들은 그들이 인식한 대로

성취와 능력을 지각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개인의 실제 능력인식과

다른 사람에 의한 간접경험 사이에서 잠재적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Hendricks, 2014).

3.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실패에 대한 귀인양식은

연주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경쟁

연주상황에서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유발되는 불안과 비교에 대한

두려움, 전문가의 평가 상황에 대한 압박 등이 높게 형성되는 반면

비경쟁 연주상황에서는 비교나 평가요소에 대한 외부적 요소가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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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특별히 실패상황의 귀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실패에 대한 연주상황적 두려움의 정도 차이에 따라 귀인의

발생 경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자기효능감 역시 귀인의 경향성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실패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내부적 귀인이 아닌 외부적 귀인을 통해 혹은 통제 가능한 귀인을

함으로써 더 열심히 수행하여 높은 성취를 갖게 될 것이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실패상황을 능력에 대한 부정적 귀인으로

귀결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은 실패 귀인양식에 대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비경쟁 연주상황에서는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귀인양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비경쟁

연주상황에서는 무엇보다 타인과의 경쟁이 강요되지 않으며,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자신의 연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와 비교, 경쟁에 대한 위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기효능감의 정도 차이가 실패 귀인양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수행이 타인의 수행과 비교되고 평가되는

경쟁적 연주상황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귀인양식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경쟁과 비경쟁적 상황과 자기효능감에 따라 귀인성향의 차이가 나타나

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경쟁적 연주경험과 비경쟁적 연주경험에서 자기

효능감에 따라 귀인양식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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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4곳(A, B, C, D)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80명(남성: 40명)의 음악전공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학생

이상의 음악전공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많은

연주경험과 콩쿠르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음악전공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대학 진학과 동시에

전공영역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부한 음악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이는 연령의 대학생 이상의 음악전공생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였다. 이 중 A대학과 B대학의 참여자들은 각각

서양음악사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이었고, C대학과 D대학의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에 의해 모집되었다. 전체 참여자 중

불성실 참여자 58명1)의 설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22명이 분석에 활용되었고,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아래 <표 4>와 같다.

1) 불성실 참여자는 다음의 세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첫째,

두 번의 설문 중 한번만 참여한 경우(49명), 둘째, 음악연주전공생이 아니거나

콩쿠르 경험이 없는 경우(5명), 셋째, 모든 설문의 응답을 동일한 문항에 체크한

경우(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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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전체의 18%, 여자가 82%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 4배 더 많았다.

전공은 일반 음악대학에서 구분하는 기준(건반, 성악, 현악, 관악, 타악

등)을 사용하였으며, 세부적인 구분은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기타로

구분하였다. 설문결과 타악 전공생이 없었기에 타악은 세부

전공영역에서 제외하였고, 기타영역에는 국악기 전공생들과 콩쿠르

경험이 있는 지휘전공생을 추가하였다. 전공 분포를 보면 피아노 27.9%,

성악 25.4%, 현악 30.3%, 관악 5.7%, 기타 10.7%이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 1-3학년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였으며, 학년별로

2014학번이 1학년을 기준으로 2013학번 2학년, 2012학번 3학년, 2011학번

<표 4>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2 18

여자 100 82

소계 122 100

전공

피아노 34 27.9

성악 31 25.4

현악 37 30.3

관악 7 5.7

기타 13 10.7

소계 122 100

학년

1학년 22 18.0

2학년 49 40.2

3학년 39 32.0

4학년 4 3.3

기타 8 6.6

소계 12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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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2010학번 이상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학년별 설문 참여자의

분포를 보면, 1학년 18%, 2학년 40.2%, 3학년 32%, 4학년 3.3%, 기타

6.6%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연구 도구

가. 시나리오 설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크게 두 영역, 즉 연구 참여자가 직접

읽게 될 시나리오와 귀인검사 설문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나리오의

경우 연구 참여자가 시나리오에 제시된 연주상황을 잘 인식하고, 본인의

실제적인 경험과 유사한 상황임을 가정하여야 하고, 귀인검사 설문의

경우 시나리오의 상황에 대한 개인의 귀인을 설문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연구에 활용한 시나리오는 연주상황에 따라 경쟁적 연주상황은 콩쿠르

참여 상황으로, 비경쟁적 연주상황은 연주회 공연 상황으로 제시되었다.

두 유형의 상황은 최대한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소한의 단어

변경과 상황 변경으로 서술되었다. 시나리오의 전반적인 흐름은

일반적인 음악 연주자의 상황에 맞게 연구자가 새롭게 각색하였고,

각색한 이야기는 음악전공자 3명에게 확인을 받고 3번의 수정 후

설문으로 사용되었다. 자세한 시나리오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두 상황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의 슬라이드를

제시한다. “당신은 현재 OO대학교 음악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전문

연주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콩쿠르에 입상하는 것과 연주회 경력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말과 함께 콩쿠르와 연주회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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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학 입학 후 개인적으로 콩쿠르 혹은 연주회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졸업하기 전에 꼭 도전해볼 것을

강조하였다. 이후 콩쿠르와 연주회를 준비하게 되고, 열심히 준비하여

무대에 오르지만 예기치 않은 실수를 해버린다.

[그림 1] 경쟁 연주상황인 콩쿠르 참여 상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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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상황에서의 실패 제시 후 귀인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별로 각기 다른 두 상황에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고, 이때 첫

번째 설문에서 경쟁 연주상황을 한다면 두 번째 설문에서는 비경쟁

연주상황을, 반대로 첫 번째 설문에서 비경쟁 연주상황을 한다면 두

번째 설문에서는 경쟁상황을 제시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과제

순서에 따라 두 개의 집단을 동일한 비율로 설계함으로써 과제 순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이월효과(carry-over effect)를 통제하였다.

나. 귀인양식

귀인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einer(1979)의 귀인모형에

입각하여 박영신(1990)이 만든 귀인측정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그림 2] 비경쟁 연주상황인 연주회 공연 상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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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본래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경우 그 원인을

묻는 4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세부적인 귀인 유형으로 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 타인귀인으로 구성된다. 본래의 40문항은 유형마다

8문항씩 제시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40개의 문항 중 음악적 상황이나

연주상황에 부합하는 문항을 추출하여 각 귀인 유형마다 6문항씩, 총

3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끔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각 귀인요소를 중복하여 배치할 경우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응답할 것에 대비하여 각 귀인요소를 순서를 달리하여 배치하였다. 문항

전체에서 각 유형별로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특정 유형에 더 많이

귀인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의 신뢰도는

능력귀인, 노력귀인, 과제난이도귀인, 운귀인, 타인귀인 순으로 각각

Cronbach’s α= .888, .933, .864, .797, .76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검사 도구의 예시 문항은 아래 <표 5>와 같고 전체 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5> 귀인 측정 도구 문항

귀인유형 문항번호 예시문항

능력귀인
1, 6, 11, 16,

21, 26

Ÿ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Ÿ 평소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노력귀인
2, 7, 12, 17,

22, 27

Ÿ 꾸준하게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Ÿ 열심히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제난이도귀인
3, 8, 13, 18,

23, 28

Ÿ 이번 연주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Ÿ 실기곡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운귀인
4, 9, 14, 19,

24, 29

Ÿ 이번 연주에서 운이 나빴기 때문이다.

Ÿ 이번에 연주 운이 없었기 때문이다.

타인귀인
5, 10, 15, 20,

25, 30

Ÿ 주위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Ÿ 주위 사람들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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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주 자기효능감

연주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Pintrich & De Groot(1990)의 연구에서 활

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만든 문항을 활용하였다. MSLQ(a manual for

the use of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에서

동기적 믿음(motivational beliefs) 중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해당하

는 문항 중 이유경(2012)이 추출한 일부 문항을 연주 영역에 대한 내용

으로 수정하여 이를 활용하였다. 연주에 대한 효능감 문항은 5점 척도(1

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

용한 5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2로 나타났다.

<표 6> 연주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문항

문항

Ÿ 나는 연주 수업 때 다루어지는 내용을 잘 이해할 자신이 있다.

Ÿ 나는 연주를 매우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Ÿ 나는 연주 수업 때 주어지는 악곡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Ÿ 나는 연주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Ÿ 나는 연주 수업 때 다루어지는 내용을 잘 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4년 10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설문은 1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총 두 번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설문에서 설문지 155부, 2차 설문에서 155부의 설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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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 및 회수하였다. 본 연구는 한 참여자가 음악전공생의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의 설문을 두 번 다 참여하여야하기에 1차와 2차의

설문을 모두 실시한 참여자 131명의 설문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131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으로 간주되는 설문지 9부를 제외한 총

122명의 설문지를 통계 처리 하였다.

모든 설문 절차는 연구자가 제작한 9페이지 분량의 검사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첫 회기는 설문 안내와 배경변인, 자기효능감 측정,

시나리오를 읽은 뒤 귀인양식 측정 순서로 약 10분이 소요되었고, 두

번째 회기에서는 배경변인, 시나리오를 읽은 뒤 귀인양식 측정 순서로

약 5분이 소요되었다. 구체적인 실험절차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설문 안내


자기효능감 측정


A : 경쟁 상황 제시 B : 비경쟁 상황 제시


귀인 측정


일주일 후


B : 비경쟁 상황 제시 A : 경쟁 상황 제시


귀인 측정


실험목적 보고(전체 실험 종료일 이후)

[그림 3]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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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두 번째 연구문제와 세 번째 연구문제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의 평균을 기준으로 집단을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나누어

배치한 후 각 집단 내부에서 경쟁 연주상황에서의 실패 귀인과 비경쟁

상황에서의 실패 귀인을 측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집단

간 변인이며, 연주상황은 집단 내 변인이다. 이에 따라 연주상황(경쟁적

연주상황 vs. 비경쟁적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고집단 vs. 저집단) 간에

귀인양식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반복설계(repeated design)는 동일한 연구대상에게 다른 처치를

반복적으로 가하여 그 처치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설계방법이다(성태제, 2014). 반복설계에서는 모든 실험조건에 할당되는

피험자들이 동일하므로 개인차에 따른 오차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으므로 통제해야 할 매개변수가 많을 경우에 적합하다. 그러나

반복설계의 경우 사전 처치가 주는 잔존효과와 기억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습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즉, 반복 측정 설계는 설계의 특성상 참가자들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므로 한 시행에서 다른 시행으로의 이월효과(carry-over

effect)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가령, 참가자가 초기 시행에서

무엇인가를 학습한 것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각 피험자마다 참여하는 실험조건의

순서를 다르게 해주는 교차균형화(cross-balancing)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처치 간에 충분한 시간 간격을 주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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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성태제, 2014). 교차균형화란

실험과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습효과를 균등하게 만들도록 설계한

처치 조건들의 배열을 일컫는 용어로서 구체적으로 절반의 참가자는

처치 A를 받은 후에 처치 B를 받고, 나머지 절반의 참가자는 처치 B를

받은 후에 처치 A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차균형화가

이월효과를 완전히 제거시킬 수는 없지만 두 처치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측정 설계 시에는 이러한 방법을

함께 검토하도록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월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 내 변인으로 설계된

연주상황의 경우 연주 참여자의 반은 경쟁 연주상황의 시나리오를 먼저

읽게 하고, 나머지 반은 비경쟁 연주상황의 시나리오를 먼저 읽게 하여

설문에 응하게 하였다. 또한 두 설문 사이에 1주일 정도의 시간 간격을

주어 결과가 최대한 왜곡되지 않도록 그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21.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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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주요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평균이 3.59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귀인양식의 평균, 표준편차는 연주상황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였다. 경쟁

연주상황에서의 능력 귀인 평균은 1.95, 표준편차는 .86, 노력 귀인

평균은 2.99, 표준편차는 1.09, 과제난이도 귀인 평균은 2.39, 표준편차는

.75, 운 귀인 평균은 2.30, 표준편차는 .73, 타인 귀인 평균은 1.40,

표준편차는 .45이다. 비경쟁 연주상황에서의 능력 귀인 평균은 1.91,

표준편차는 .85, 노력 귀인 평균은 2.93, 표준편차는 1.05, 과제난이도

귀인 평균은 2.49, 표준편차는 .86, 운 귀인 평균은 2.27, 표준편차는 .79,

타인 귀인 평균은 1.41, 표준편차는 .46이다.

<표 7> 변인별 기술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기효능감 3.59 .71 2.00 5.00

경쟁
연주상황

능력 1.95 .86 1.00 4.83

노력 2.99 1.09 1.00 5.00

과제난이도 2.39 .75 1.00 4.33

운 2.30 .73 1.00 4.17

타인 1.40 .45 1.00 3.17

비경쟁
연주상황

능력 1.91 .85 1.00 4.50

노력 2.93 1.05 1.00 5.00

과제난이도 2.49 .86 1.00 5.00

운 2.27 .79 1.00 4.67

타인 1.41 .46 1.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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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경쟁

연주상황의 귀인양식과 비경쟁 연주상황의 귀인양식끼리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경쟁_능력 귀인과 비경쟁_능력 귀인, 경쟁_노력

귀인과 비경쟁_노력 귀인, 경쟁_과제난이도 귀인과 비경쟁_과제난이도

귀인, 경쟁_운 귀인과 비경쟁_운 귀인, 경쟁_타인 귀인과 비경쟁_타인

귀인 간의 상관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것은 한 개인 내에서

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귀인과 비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귀인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연주상황에 따른 귀인의 상관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정리한 내용은 <표

8> 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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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변
인
간
상
관

　
1

2
3

4
5

6
7

8
9

10
11

1
.
자
기
효
능
감

1

2
.
경
쟁
_능
력

-
.2
4
7*
*

1

3
.
경
쟁
_노
력

.0
81

.2
86
*
*

1

4
.
경
쟁
_과
제
난
이
도

-
.0
83

.3
85
*
*

.3
7
4*
*

1

5
.
경
쟁
_운

.0
13

.2
48
*
*

.0
57

.5
23
*
*

1

6
.
경
쟁
_타
인

-
.1
8
7*

.4
55
*
*

.0
36

.3
64
*
*

.2
60
*
*

1

7
.
비
경
쟁
_
능
력

-
.1
69

.8
39
*
*

.3
1
6*
*

.3
31
*
*

.1
25

.3
50
*
*

1

8
.
비
경
쟁
_
노
력

-
.0
35

.2
15
*

.7
0
6*
*

.3
45
*
*

.0
47

.0
0
7

.3
32
*
*

1

9
.
비
경
쟁
_
과
제
난
이
도

-
.1
55

.2
62
*
*

.2
4
3*
*

.6
87
*
*

.3
90
*
*

.3
08
*
*

.3
87
*
*

.4
2
0*
*

1

1
0.
비
경
쟁
_운

-
.1
48

.2
11
*

-
.0
33

.3
22
*
*

.6
96
*
*

.2
44
*
*

.1
88
*

.0
49

.4
51
*
*

1

1
1.
비
경
쟁
_타
인

-
.0
35

.3
41
*
*

.0
94

.1
89
*

.1
43

.5
27
*
*

.4
25
*
*

.0
38

.2
80
*
*

.2
6
8*
*

1

*
p
<
.0
5
,
*
*
p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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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전공생들의 일반적인 귀인양식(연구문제1)

귀인양식은 검사도구(설문)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6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이 때 평균이 높을수록 귀인의 경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체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이 상황에 상관없이

귀인양식 중 노력에 가장 많이 귀인 하였고, 노력, 과제난이도, 운, 능력,

타인 순으로 귀인성향을 보였다. 각 귀인성향에 대한 평균 그래프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주요 종속변수 별로 전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경쟁-능력 귀인=.98, p>.05, F경쟁-노력

귀인=1.09, p>.05, F경쟁-과제난이도 귀인=2.43, p>.05, F경쟁-운 귀인=.24,

[그림 4] 음악전공생들의 일반적인 귀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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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F경쟁-타인 귀인=2.36, p>.05, F비경쟁-능력 귀인=.91, p>.05,

F비경쟁-노력 귀인=1.16, p>.05, F비경쟁-과제난이도 귀인=2.25, p>.05,

F비경쟁-운 귀인=.67, p>.05, F비경쟁-타인 귀인=.16, p>.05).

3. 자기효능감에 따른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서의

귀인양식(연구문제 2, 3)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이 자기효능감에 따라 실패귀인양식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Repeated

Measure 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능력 귀인양식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능력귀인을 자기효능감에 따라 분석한

기술통계는 <표 9>과 같다.

<표 9> 자기효능감에 따른 연주상황의 능력귀인양식에 대한 기술통계

자기효능감에 따른 각 연주상황의 능력귀인양식에 대한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 능력귀인 경쟁 연주상황 비경쟁 연주상황

고집단
(70명)

평균 1.77 1.81

표준편차 .74 .80

저집단
(52명)

평균 2.20 2.05

표준편차 .96 .90

합계
(122명)

평균 1.95 1.91

표준편차 .8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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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고집단의 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능력귀인양식의 평균은 1.77,

표준편차는 .74, 비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능력귀인양식의 평균은 1.81,

표준편차는 .80이다. 한편, 자기효능감 저집단의 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능력귀인양식의 평균은 2.20, 표준편차는 .96, 비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능력귀인양식의 평균은 2.05, 표준편차는 .90이다.

자기효능감을 구획변수로 하여 능력귀인양식이 자기효능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피험자 간-1피험자 내 설계에

의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표 10>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능력 귀인양식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p<.05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집단에 따라 능력

귀인양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14, p<.05). 피험자

내에서 경쟁 연주상황과 비경쟁 연주상황 간 능력 귀인양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68, p<.05),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46, p<.05).

연구문제 2에서의 연주상황에 따른 능력귀인양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피험자 간 　 　 　 　

자기효능감 6.69 1 6.69 5.14*

오차 156.17 120 1.30

피험자 내

연주상황 .19 1 .19 1.68

연주상황×자기효능감 .51 1 .51 4.46*

오차 13.74 120 .11 　



- 41 -

않았지만 연구문제 3에서의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서 자기효능감에

따라 능력귀인양식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실패에 대해 능력으로 귀인하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선행연구(소연희, 김성일, 2006; Silver, Mitchell, & Gist,

1995)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상호작용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해 단순효과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능력귀인 단순 효과 검증

[그림 5] 능력귀인 단순효과 검증

자기효능감 집단 평균 표준편차

경쟁 상황
고집단 1.77 .74

저집단 2.20 .96

F=7.755(p<.05)

비경쟁 상황
고집단 1.81 .80

저집단 2.05 .90

F=2.453(p>.05)



- 42 -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쟁상황에서 자기효능감 집단에

따라 능력 귀인양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755,

p<.05). 반면 비경쟁 연주상황에서 자기효능감 집단에 따라 능력

귀인양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453,

p>.05). 즉,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 실패에 대한 능력귀인이

비경쟁상황에서보다 경쟁상황에서 훨씬 커지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는 그러한 변화가 없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노력 귀인양식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노력귀인을 자기효능감에 따라 분석한

기술통계는 <표 12>와 같다.

<표 12> 자기효능감에 따른 연주상황의 노력귀인양식에 대한

기술통계

자기효능감에 따른 각 연주상황의 노력귀인양식에 대한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 고집단의 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노력귀인양식의 평균은 3.07,

표준편차는 1.13, 비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노력귀인양식의 평균은 2.97,

자기효능감 노력귀인 경쟁 연주상황 비경쟁 연주상황

고집단
(70명)

평균 3.07 2.97

표준편차 1.13 1.07

저집단
(52명)

평균 2.89 2.88

표준편차 1.05 1.02

합계
(122명)

평균 2.99 2.93

표준편차 1.09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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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는 1.07이다. 한편, 자기효능감 저집단의 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노력귀인양식의 평균은 2.89, 표준편차는 1.05, 비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노력귀인양식의 평균은 2.88, 표준편차는 1.02이다.

자기효능감을 구획변수로 하여 노력귀인양식이 자기효능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피험자 간-1피험자 내 설계에

의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노력 귀인양식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p<.05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집단에 따라 노력

귀인양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52, p>.05). 피험자

내에서 경쟁 연주상황과 비경쟁 연주상황 간 노력 귀인양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56, p>.05),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36, p>.05). 이러한

결과는 경쟁상황과 비경쟁상황의 연주 귀인양식을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던 선행연구(Ames, 1984) 결과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가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 간 　 　 　 　

자기효능감 1.03 1 1.03 .52

오차 235.54 120 1.96

집단 내

연주상황 .19 1 .19 .56

연주상황×자기효능감 .12 1 .12 .36

오차 40.79 12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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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논의부분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다. 과제난이도 귀인양식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과제난이도귀인을 자기효능감에 따라

분석한 기술통계는 <표 14>과 같다.

<표 14> 자기효능감에 따른 연주상황의 과제난이도귀인양식에 대한

기술통계

자기효능감에 따른 각 연주상황의 과제난이도귀인양식에 대한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 고집단의 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과제난이도귀인양식의

평균은 2.31, 표준편차는 0.70, 비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과제난이도귀인양식의 평균은 2.38, 표준편차는 .86이다. 한편,

자기효능감 저집단의 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과제난이도귀인양식의

평균은 2.48, 표준편차는 .81, 비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과제난이도귀인양식의 평균은 2.64, 표준편차는 .85이다.

자기효능감을 구획변수로 하여 과제난이도귀인양식이 자기효능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피험자 간-1피험자 내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 귀인 경쟁 연주상황 비경쟁 연주상황

고집단
(70명)

평균 2.31 2.38

표준편차 .70 .86

저집단
(52명)

평균 2.48 2.64

표준편차 .81 .85

합계
(122명)

평균 2.39 2.49

표준편차 .7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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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의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과제난이도 귀인양식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p<.05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집단에 따라 과제난이도

귀인양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65, p>.05). 피험자

내에서 경쟁 연주상황과 비경쟁 연주상황 간 과제난이도 귀인양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69, p>.05),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63, p>.05).

라. 운 귀인양식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운 귀인을 자기효능감에 따라 분석한

기술통계는 <표 16>과 같다.

<표 16> 자기효능감에 따른 연주상황의 운 귀인양식에 대한 기술통계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 간 　 　 　 　

자기효능감 2.86 1 2.86 2.65

오차 129.69 120 1.08

집단 내

연주상황 .77 1 .77 3.69

연주상황×자기효능감 .13 1 .13 .63

오차 24.98 1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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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에 따른 각 연주상황의 운 귀인양식에 대한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 고집단의 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운 귀인양식의 평균은 2.30,

표준편차는 .80, 비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운 귀인양식의 평균은 2.21,

표준편차는 .81이다. 한편, 자기효능감 저집단의 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운 귀인양식의 평균은 2.30, 표준편차는 .64, 비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운

귀인양식의 평균은 2.35, 표준편차는 .76이다.

자기효능감을 구획변수로 하여 운 귀인양식이 자기효능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피험자 간-1피험자 내 설계에

의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운 귀인양식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p<.05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 간 　 　 　 　

자기효능감 .26 1 .26 .27

오차 117.68 120 .98

집단 내

연주상황 .03 1 .03 .15

연주상황×자기효능감 .25 1 .25 1.42

오차 21.04 120 .18 　

자기효능감 운 귀인 경쟁 연주상황 비경쟁 연주상황

고집단
(70명)

평균 2.30 2.21

표준편차 .80 .81

저집단
(52명)

평균 2.30 2.35

표준편차 .64 .76

합계
(122명)

평균 2.30 2.27

표준편차 .7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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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집단에 따라 운

귀인양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7, p>.05). 피험자

내에서 경쟁 연주상황과 비경쟁 연주상황 간 운 귀인양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5, p>.05),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42, p>.05).

마. 타인 귀인양식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타인 귀인을 자기효능감에 따라

분석한 기술통계는 <표 18>과 같다.

<표 18> 자기효능감에 따른 연주상황의 타인 귀인양식에 대한

기술통계

자기효능감에 따른 각 연주상황의 타인 귀인양식에 대한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 고집단의 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타인 귀인양식의 평균은

1.32, 표준편차는 .38, 비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타인 귀인양식의 평균은

1.42, 표준편차는 .49이다. 한편, 자기효능감 저집단의 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타인 귀인양식의 평균은 1.52, 표준편차는 .51, 비경쟁 연주상황에

자기효능감 타인 귀인 경쟁 연주상황 비경쟁 연주상황

고집단
(70명)

평균 1.32 1.42

표준편차 .38 .49

저집단
(52명)

평균 1.52 1.41

표준편차 .51 .43

합계
(122명)

평균 1.40 1.41

표준편차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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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타인 귀인양식의 평균은 1.41, 표준편차는 .43이다.

자기효능감을 구획변수로 하여 타인 귀인양식이 자기효능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피험자 간-1피험자 내 설계에

의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타인 귀인양식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p<.05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집단에 따라 타인

귀인양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7, p>.05). 피험자

내에서 경쟁 연주상황과 비경쟁 연주상황 간 타인 귀인양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5, p>.05),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42, p>.05).

상호작용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해 단순효과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20>과 같다.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 간 　 　 　 　

자기효능감 .56 1 .56 1.74

오차 38.25 120 .32

집단 내

연주상황 .00 1 .00 .01

연주상황×자기효능감 .63 1 .63 6.65*

오차 11.40 1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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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타인 귀인 단순 효과 검증

[그림 6] 타인귀인 단순효과 검증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쟁상황에서 자기효능감 집단에

따라 타인귀인양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035,

p<.05). 반면 비경쟁 연주상황에서 자기효능감 집단에 따라

타인귀인양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006,

p>.05). 즉, 경쟁상황에서 실패에 대한 타인귀인이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이 훨씬 커지는 반면, 비경쟁 상황에서는 그러한

자기효능감 집단 평균 표준편차

경쟁 상황
고집단 1.32 .38

저집단 1.52 .51

F=6.035(p<.05)

비경쟁 상황
고집단 1.42 .49

저집단 1.41 .43

F=.006(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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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 실패에

대한 타인귀인이 비경쟁상황에서보다 경쟁상황에서 훨씬 커지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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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서 자기효

능감에 따라 귀인양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즉 2(경쟁 연주상

황 vs. 비경쟁 연주상황) x 2(자기효능감 고집단 vs. 자기효능감 저집단)

반복측정 설계가 실패 귀인양식(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 타인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 별로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음악연주자들의 귀인성향은 노력귀인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노력, 과제난이도, 운, 능력, 타인의 순서로 귀인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귀인성향은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 모두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

다.

둘째,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은 어떠한 귀인양식에도 유의미한 결과

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연주상황은 실패에 대한 귀인양식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경쟁적 요소가 있고 없고의 차

이보다는 모든 연주에서의 실패결과의 귀인은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확인된다.

셋째,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서 자기효능감에 따라 실패 연주결과

에 대한 귀인성향은 귀인양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자세히 살

펴보면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서 자기효능감에 따라 능력귀인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앞선 연구결과와 유사하

게 연구 참여자들의 능력귀인 성향은 비경쟁 연주상황에서보다 경쟁적

연주상황에서 자기효능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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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그 차이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

러났다. 구체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

서의 능력귀인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에는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의 차이가 능력귀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

따라 능력귀인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비경쟁 연주상황보다

경쟁 연주상황에서 실패 결과를 능력에 더 많이 귀인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경쟁과 비경쟁 연

주상황에 따라 능력귀인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귀인의 경우,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의 각각의 주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서 자기효능감에

따라 타인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연주

상황과 자기효능감에 따라 타인귀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비경쟁적 연주상황보다 경쟁적 연주상황

에서 자기효능감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기효능

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경쟁적 연주상황에서 타인에게 더 많이 귀인하려

는 성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고, 비경쟁 연주상황에서는 자기효능감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에서 타인에게 귀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능력과 타인귀인 이외의 노력, 과제난이도, 운 귀인에 대한 주효

과와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53 -

2. 논의 및 교육적 시사점

가. 결론 논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들에 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음악연주자들의 일반적인 귀인성향은 노력귀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잇따라 과제난이도, 운, 능력, 타인귀인의 순서로 귀인성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생들은 성패지각에 관계없이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노력에 귀인한다는 선행연구(강혜원, 1998; 금정숙,

조옥귀, 2003; 박영신, 김의철, 1997)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 연주상황에서 나타나는 노력귀인은 선행연구(Asmus, 1986;

Legette, 1998; Schatt, 2011)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하지만 외국연구의 경우 개인 내적 귀인인 노력과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면 한국의 경우 내적 귀인 중에서도 노력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박영신, 김의철(1997)의 연구 결과를 통해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경향이 한국사회에서 두드러지며,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노력귀인성향은 음악연주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며,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노력귀인양식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적

요소인 자기효능감과 환경적 요소인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보다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내재되어있는 노력에 대한 가치와 귀인성향이 더욱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결과로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서 자기효능감에 따라

능력귀인양식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주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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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이 연주실패 상황에서 능력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특별히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연주상황에 따라 능력귀인의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주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연주불안을 낮추고, 연주자신감, 음악성취 등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최진호, 정완규, 2011; 최효식 외 4명, 2013;

Harrison, Asmus, & Serpe, 1994; Schmidt, 2005)가 있지만 연주상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경쟁과 비경쟁적 연주상황을 구분하여 진행한

본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에게 비경쟁 연주상황에서의 연주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능력귀인을 낮추는 중요한 시사점임을 알 수 있다.

능력귀인은 개인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차원의 귀인으로

자신의 의지로 변화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능력에 귀인할 경우 과제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Dweck, 1975; Covinton & Omelich, 1981).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낮은 음악연주자들에게 연주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연주경험을 많이 하게 하는 것보다는 비경쟁적인 연주상황에서의

연주경험을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비경쟁 연주상황에서는 타인과 비교하는 것, 본인의 연주를

점수화하는 것, 순위를 매기는 것 등의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쟁상

대는 오로지 자신일 뿐이며, 자신이 준비한 것을 마음껏 선보이면 되는

자리이다. 또한 일반적인 비경쟁 연주상황에서는 연주를 보러오는 사람

들의 시선이 매섭지 않으며, 마음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다. 즉 평가하고

비평하기 위해서가 아닌 연주자의 음악을 공유하기 위해서 연주를 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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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혹여 연주를 하는 동안 연주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의

음악적 능력이나 재능이 없음에 귀인하는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반면 경쟁 연주상황에서는 타인과의 비교와 순위, 점수화되

어지는 결과 등의 경쟁적 요소로 인해 연주에서 실패를 했을 경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구나, 능력이 없구나’와 같은 귀인을 더욱 많이 하

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실패상황에서 보다 능력

귀인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연주상황이냐는 이들에

게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에 따라 귀인성

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귀인을 결정하는데 중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경쟁적

연주상황이든 비경쟁적 연주상황이든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크게 영향

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에는 연주상황에 따

라 능력귀인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남들보다 더 잘 해야 하는

상황, 연주를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타인’이라는 비교기준이 생기므로 그

기준에 자신의 능력수준을 맞춰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은 본인의 능력보다 더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연주상황과 자기효능감이 타인 귀인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서 자기효능감에 따라 타인귀인양식이 다르게 나타났고,

특별히 경쟁 연주상황에서 타인귀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의 경우 경쟁상황에서 더욱 타인에게 귀인하려는

경향이 강하였고, 비경쟁 상황에서는 자기효능감의 집단에 따라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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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일반적으로 비경쟁상황보다는 경쟁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능력부족이 아닌 다른 원인을 찾으므로 실패결과에 대해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즉 실패한 결과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감을

부인하는 경향인 자기보호 편향(self-protective bias)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보호 편향은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실패상황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실패결과를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에게 원인을 돌리려는 결과를 보였다(Silver, Mitchell & Gist, 1995).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가 존재하는 경쟁상황에서

자기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손상화(self-handicapping)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자기손상화란 수행 전 불확실한 결과를 예상하여 수행실패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전략이다(Jones & Berglas, 1978). 즉 학업실패가

능력부족에 기인한다는 평가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수행의 방해유인을

만드는 전략을 뜻한다. 특별히 성공기대 수준이 낮고,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학생들, 즉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 자기손상화

수준이 높으며(Gartia, Lissi, Mantula & Harris, 1996; 김지경, 2008;

한희진, 윤미선, 2013), 실패를 하더라도 본인의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리한 상황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므로

타인에게 실패원인을 두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연주상황에 따른

귀인양식의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연주상황에 대한 선행연구(Ames, Ames & Felker, 1977; Ames, 198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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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의

음악적 연주 환경과 본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 특성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음악전공생들이 경쟁과 비경쟁의 구분 없이 모든 연주상황을 연주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특수한 음악적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음악 전문 연주자가 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무대에서의 연주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음악전공생들이

연주경험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제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지 않아 원하는 만큼 연주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연습 상황이나

곡의 수준에 맞게 연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주상황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무조건 참여해야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기보다는 실패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에 응답하였을

것이라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 대한 귀인양식의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연구 대상의 표집 과정에 있어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특성 중 연주에 대한 성취 수준이 일반적인 음악대학생의 평균 수준보다

대체로 높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높은

실기성적을 가지고 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설문의 마지막 응답을 확인한

결과, 자신의 실수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하려는 성향이

강하였고, 어떤 연주상황이던지 연주경험의 기회로 생각하고 실력을

쌓아가기를 선택하였다. 또한 결과와 상관없이 도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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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있었고, 연주자체의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참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의 차이는

음악연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과 한계들은 이후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제안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외에 과제난이도, 운 귀인에 대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음악연주자들의 실패귀인성향은

외적인 귀인이 아닌 내적인 귀인으로 많이 치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음악전공생들이 성패귀인에 있어서 능력과

노력으로 귀인하는 경향성을 보여준 선행연구(Asmus, 1986; Legette,

1993, 1998; Schatt, 2011)를 더욱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주상황이나 자기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나.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 및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서 자기효능감에 따라 능력귀인양식이

다르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고려하여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을 다르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이

능력귀인양식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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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비경쟁적 연주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경쟁적 연주상황을

제시하는 것보다 실패의 원인을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낮을 경우, 연주상황을 제시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타인과의 비교나 평가

기반의 연주와 같은 경쟁적 연주상황을 제시하기 보다는 자신의 연주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연습한 것을 부담 없이 발휘할 수

있는 연주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과 상관없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따라 능력귀인 성향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 능력귀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의 경우 연주상황에

따라 능력귀인의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능력에 귀인하는 성향을 낮춰주며 이것은 다음 연주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듯 연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학생들의 귀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고민해 보아야할

것이다.

첫째, 음악전공자들의 연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음악적 활동을 많이 제공하고, 지원해야할 것이다. 현재 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는 무대가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주의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무대에

서야겠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연주의 기회가 제공되어야할 것이다. 다양한 연주활동이나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직접적인 성취경험을 통해 개인의 연주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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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연주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므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의

동기원으로 언어적 설득(Bandura, 1997), 즉 교사나 부모가 해준 제안,

격려 및 칭찬 등의 언어적 피드백이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록 학생들이 연주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교사와

부모가 긍정적인 피드백과 학생의 연주 능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다음 연주에 더욱더 노력하고자 하는 의욕과

자신감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연주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기대, 신뢰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교사는 학생이 연주에 임할 때,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본인의

연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할 것이다.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음악적 경험 자체에

가치를 두어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곡을 준비하고 연주를 하면서 연주결과보다는

곡 자체를 배우고 익히는 것, 연습했던 곡을 연주하는 것 자체에

만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학생들의 연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교사의 태도와 행동이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한다. 교사로

인해, 학생들은 도전받고, 위험을 감내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기신념, 효능감, 자유, 목적 등을 심겨줄 수 있는

방법이므로(Hendricks, Smith & Stanuch, 2014) 학생들이 교사를



- 61 -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다섯째, 교사는 학생들이 노력에 귀인할 수 있도록 돕고, 노력에 대한

귀인을 칭찬하고 격려해야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바람직한

귀인패턴을 형성할 수 있고, 자신의 노력과 결정으로 인해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뿐 아니라 내재적 동기를

가지게 되어 앞으로의 수행에 있어 스스로 결정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될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에 따라 귀인양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논의에서 밝혔듯이 한국의 특수한 음악적 배경으로 인해

연주상황을 구분 없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내에서의 경쟁과 비경쟁 연주상황을

제시할 때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참여자의

인식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험 설계와 처치를 더욱 정교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연주상황 설정에 따른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경쟁과 비경쟁 요소들이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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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 상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른 제한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음악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표본이 우리나라

음악전공생의 평균적인 학업수준보다 높다는 점에서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할 여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 평균이 3.59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을 통하여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별, 학교급별 표집을

통하여 폭넓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음악연주자의 귀인성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의 실패상황이 아닌 반복적인 실패상황에서의 귀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중 한 번의 실수로

‘이번에 떨어졌다고 다음에 또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음, 실패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한다.’, ‘한번 실패라고 계속 실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있었는데,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여러 번의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의 귀인을 측정하고, 추가적으로 그에

따른 후속 행동이나 정서도 함께 확인한다면 교육적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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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most people try to establish a cause behind their

achievement, especially when trying to find the root cause of a failed

attempt or to fulfill a deficiency. Similarly, students have a tendency to

ascertain the causation behind a success or failure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process by which individuals explain the causes of

behavior and events is called attribution. Attribution theory is the study

of various models that attempt to explain those processes.

Previous research has shown that human achievement behavior,

expectation and affect depends on individuals attribut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ttain positive attribution pattern and to find out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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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 attribution. In academic areas, researches about attribution

theory are still actively studied but only a handful of studies have been

undertaken on musical education. In music, one needs to study what

influences a performer’s attribution during special situations, such as

music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ttributional

perspectives of general musicians in competitive and uncompetitive

performance situations, and whether the type of performance situation

and self-efficacy influences attributional perspectives.

As a result, music students attribute failure to mostly effort.

Student attributions are seen to form in the order of effort, task

difficulty, luck, musical ability, and help from others, respectively.

The attributional perspective was not influenced by performance

situations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However, the type of

performance situation and self-efficacy together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ttributional perspective. Specifically, participants with a

high sense of self-efficacy were not influenced by the type of

performance situation. On the other hand, participants with a low

sense of self-efficacy were influenced by the type of performance

situation, and thus attributed their failure to their lack of ability. This

shows that students with low self-efficacy are more likely to

attribute their musical abilities in regarding failure during competitive

rather than uncompetitive situation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important to give relevant types

of performance situations to students in consideration to the lev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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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fficacy. For students with low self-efficacy, it is more effective

to provide them with an uncompetitive performance environment

rather than a competitive one in which evaluations are made

according to musical ability and comparisons between p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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