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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한 흥미와 학생이 느
끼는 자기효능감, 음악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및 음악학습에 대한 부모
의 관여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흥미이론과 이
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여 모형 내에서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는 음악흥미
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교사와 부모, 그리고 학생
개인의 인지적 영역의 지원활동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중학교 2곳의 남·여 중학생 총 400명이
며, 학생이 느끼는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효능감’, ‘음
악흥미’의 4가지 영역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수
집은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우편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최
종 40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 시, SPSS for
Windows 22.0와 AMOS 22.0 통계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느끼는 교사-학생관계
는 학생의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서도 음악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교사와의 관계성
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게 가지고, 이러
한 과정에서 개인이 음악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높게 가질 경
우 역시,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게 가진다.
둘째, 학생이 느끼는 부모의 학습관여는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긍정
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면 음악
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음악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여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개인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높게 가질 경우,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게 가진다.
셋째,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개인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높게 가진 학생은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게 가진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교육적 측면에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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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하
며, 부모들이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공감하도록 성인 대상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문화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음
악에 대한 자신감을 지니도록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성취경험의 기회
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음악흥미, 자기효능감,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중학생, 구조방정식 모형
학 번 : 2014-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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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청소년은 과도한 학습 부담과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정
서적·인지적·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부족한 실
정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사회적응, 인간관계, 올바른 가치관 형성
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험 중 음악 경험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음악이라는 교과가 갖고 있는 심미적 특
징을 이해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음악
교육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최혜정,
2007). 하지만 이를 통하여 받는 음악의 외적인 영향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긍정적인 음악활동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정서 순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김혜경, 2000), 자아존중감·유능감·자신감·자기개념(Halla
m, 2006, p. 179-193, 2010 in press), 자기표현능력·자기계발능력을 발달
시키고, 스트레스대처 능력(Beck, Cesario, Yousefi & Enamoto, 2000)과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시킨다(DeNora, 2000; Sloboda, O'Neill & I
valdi, 2001). 또한 청소년기에 접하는 음악은 학생의 인성에도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Furnham & Bradley, 1997). 이와 같이 긍정적인 음악
경험은 학생의 정서적·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최병
철, 2006), 긍정적인 음악적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음악학습과 음악활
동을 수행해야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음악적 가치와 경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며, 음악활
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
소년들의 음악흥미 유발을 위한 연구는 필요하다. 음악흥미와 음악활동
간의 관계는 학생 개인이 생각하는 음악의 기능과 의미를 결정하므로 이
- 1 -

는 음악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된다
(Szubertowska, 2005). 흥미(興味)란 인간에게 동기를 심어줄 수 있는 기
본적인 감정으로서(Izard, 1993), 동기의 종류 중 하나인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와 관련된다(김원식 & 김성일, 2005; 신종호, 진성
조 & 김연제, 2010; Hidi, 2000; Krapp, 2005). 특히 흥미 중 개인적 흥미
는 내재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특정한 활동 그 자체
를 위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특정 활동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원동력을 지니도록 해준다(Deci
& Ryan, 1985; Schunk, Pintrich & Meece, 2008, p. 235-270). 예를 들어
즐거움 외에 어떠한 외재적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활동인 음악 감상이나
독서에 푹 빠져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례에 해
당한다.
이에 따라 흥미는 정서 요소를 띠는 동기의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김성일, 1996). 김성일과 윤미선(2004)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는 포
괄적이고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 과정을 의미하고, 흥미는 특정
활동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흥미를 내재적 동기로 발전시키기
위한 심리적 선행단계로 인식해야 한다(See also Deci & Ryan, 1985, p
p. 28-29; Hidi, 2000). 또한 일반적으로 내재적 동기의 개념적·조작적 정
의를 할 때는 ‘흥미’를 제시한다. Deci와 Ryan(1985)은 흥미를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행동들에 있어서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에 직접적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Schiefele(1991)는 ‘내재
적 동기를 나타내는 내용-특수적인 영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흥미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있어 그 행동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학습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흥미에 근거한 학습과 노력에만
의존한 학습의 결과를 비교하여 흥미의 중요성을 강조한 Dewey(1913, p
p. 1-15)에 따르면 노력에만 의존한 학습은 기계적이며, 목적이나 가치를
상실한 훈련과 지식을 가져오는 반면, 흥미에 근거한 학습은 즐거운 감
정을 수반하고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음악흥미는 음악을 경험하는 그 자체의 즐거움과 같은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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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감정으로 인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미 있는 음악
학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흥미는 내재적 동기를 형성시키는
요인이며 동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음악흥미를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시기를 보낸다
고 할 수 있다. 음악흥미는 다른 영역의 흥미와 달리 좀 더 이른 시기에
형성되어 청소년기에 분명해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Allport,
1961, p. 236), 중학생의 시기에 경험하는 환경 요소와 개인 요소에 근거
하여 음악적 가치와 의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형성된 음
악흥미는 성인이 되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국의 중
학생들은 학령기가 지나면서 입시에 초점을 맞춘 학습을 하기에 음악교
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김주은, 2012). 또한 현재 우
리나라 중학교에서는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실시됨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기반을 둔 학습활동들이 교육과정에 다양하게
편성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된다(교육부, 2013). 이러한 시점에서 학생들에
게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이 제공되려면 학생들은 음악흥미를 많이 가지
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흥미의 유발 과정을 살펴보
는데 있어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흥미는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Sichivitsa,
2007; Wigfield, Eccles, Schiefele, Roeser & Davis-Kean, 1998, p. 950),
개인과 환경 간의 중요한 상호의존성을 지닌다(Ainley & Hidi, 2002). 이
에 따라 음악적 동기요인과 관련하여 개인의 심리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 귀인 등이 주목을 받아
왔다(박지현, 2010; Hallam, 2002; Sandene, 1997). 이는 동기가 개인의
내적·인지적 과정을 통해 행동이나 언어로 표출되기 때문에, 동기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개인의 심리과정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 요소들
도 고려해야한다(박지현, 2013).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동기요인
중 인지 요소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정서 요소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 동기요인인 음악흥미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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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기요인에 관련된 변인의 연구를 살펴보면, 심리변인을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학생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의미
하는 개인의 인지적 변인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이 있으며 이것은 흥미와 상호관련성을 지닌다(Schunk et al., 2008, pp.
208-221). 이에 따라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활동 영역에서의 자기 자
신에 대한 인지적 평가 또는 믿음을 의미하며, 음악학습은 다른 영역에
비해 재능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이 더욱 중요한 개인 요소라
할 수 있다(김주은, 2012).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
르면 자신이 음악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음악흥미의 정도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Roberts, 2012; Sichivitsa,
2007).
둘째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의미하는 환경 변인이다.
Ames(1992)는 학습 맥락 자체의 객관적인 환경과 학생이 실제적으로 지
각하는 주관적인 환경의 차이는 뚜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음악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은 음악 경험과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외부적 조건을 총칭함으로써, 음악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체제, 가
족과 학교 조직, 학급과 친구 집단을 모두 포함한다(Gembris &
Davidson, 2002, p. 18-20). 특히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다양한 환경 변인
중, 음악흥미의 형성과 발달에 있어 부모(가정)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교사가 결정적 변인이 된다(Hallam, 2011; Sloboda &
Davidson, 1996, p. 178-184). 이와 같이 부모와 교사는 학생의 음악흥미
형성과 발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Creech & Hallam, 2003; Sandene, 1997). 학생은 부모의 음악적
관심에 따라 다양한 음악환경에 노출되어 음악흥미를 형성한다(Gembris
& Davidson, 2002, p. 26),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가 음악활동에 어
떻게 관여하는지에 따라 학생이 느끼는 음악 경험의 질과 음악의 친숙함
정도가 달라지고, 이것은 곧 음악흥미를 형성한다(Hallam, 2002).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음악에 대한 태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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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치·동기는 결정된다(Gembris & Davidson, 2002; Sichivitsa, 2007).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와 교사학생관계를 환경 변인으로 설정하고,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개인 변인으
로 설정하여 각 심리변인이 음악흥미에 주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음악흥미와 관련된 연구는 외국에서 많이 시행되어 왔으나, 거의 특정
변인의 영향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실험연구이며 각각의 개별적인 연구
를 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 연
구의 경우, 대부분 음악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모형
을 통하여 동기요인의 하나인 음악흥미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연구이며,
Hallam(2002)의 지적과 같이 실제적으로 흥미를 제대로 반영한 동기에
대한 연구는 적다. 또한 이러한 모형 연구들은 구조방정식 모형보다 경
로계수만을 제시한 모형이 대부분이다. 즉 음악흥미 자체의 독립적인 개
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모형의 연구
는 매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음악흥미의 형성에 있어 개인과 환경의
두 가지 심리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게 다루어져왔으
며, 특히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흥미이론과 음
악흥미의 개별적인 실험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인·환경 심리변인과 음악흥
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
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적 모형을 통해 환경 변인인 교사-학생
관계 및 부모의 학습관여와 개인 변인인 자기효능감과 음악흥미 간의 관
계를 구명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음악흥미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음악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학생의 음악흥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증적
인 자료를 제공하고, 음악흥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지적 영역의 지원활
동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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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의 음악흥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
리변인과 환경 심리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음악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변인을 개인과 환경에 대한 인식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 개인 변인을 대표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이고, 환경
변인을 대표하는 것은 교사-학생관계와 부모의 학습관여이다. 이것을 토
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는 음악흥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는 음악흥미에 직접적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는 자기효능감을 매개
로 음악흥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는 음악흥미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는 음악흥미에 직접
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기효능감을 매
개로 음악흥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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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음악흥미와 자기효능감, 교사-학생관계, 부
모의 학습관여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음악흥미, 자기효능감,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를 설정
하였다

가. 교사-학생관계(Teacher-student relationship)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하는 음악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성을 의미
하는 것으로, ‘학생이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며,
친밀하고, 교사로서 유능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1) 이해공감
교사가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감정과 경험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
는 것을 의미한다.
2) 친밀감
교사가 학생 간의 상호적인 친절·온정·개방적인 의사소통의 정도를 의
미한다.
3) 유능감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의 음악적 지식
및 능력과 교수방법에 대하여 학생이 신뢰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나. 부모의 학습관여(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음악학습 방식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하는 행동 및 심리적 지원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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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성과 추구
학습 성과로 자녀를 평가하지 않고 개인의 실력 향상과 목표에 부합
하는 행동을 이끌기 위해 격려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2) 학습방식 존중
자녀의 음악학습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선택을 허용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3) 학업정보 제공
자녀에게 음악학습 및 음악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조언하는 행
동을 의미한다.

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본 연구에서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이 음악활
동 및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작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음악활동은 가창, 기악, 창
작, 감상 등 일반적으로 학교 음악 수업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의미하며,
음악과제는 음악활동 및 학습과 관련하여 음악수업에서 주어지는 과제들
을 의미한다.
1) 자신감
학생이 자신의 음악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의미한다.
2) 자기조절 효능감
개인이 음악학습 및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
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를
의미한다.
3) 과제난이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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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 또는 곡을
선호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라. 음악흥미(Music interest)
음악흥미란 음악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음악에
대한 즐거움(enjoyment), 적극적인 태도(attitude), 감정(emotion)을 의미
한다. 또한 음악활동 영역의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으로 나타나는 음
악선호의 정도와 교내·외 음악활동 경험과 교육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는 정도를 포함한다.
1) 개인적 흥미(individual interest)
음악 및 음악활동에 대해 느끼는 비교적 지속적인 선호도를 의미한다.
2) 상황적 흥미(situational interest)
학교음악수업 또는 방과 후 음악활동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단기적
으로 야기되는 흥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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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부모의 학습관여’
및 ‘자기효능감’이 ‘음악흥미’에 미치는 영향력의 인과관계를 구명하기 위
하여 우선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효능감’, ‘음악흥미’의
개념과 구성요인에 대해 정의하고 각각의 측정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음악흥미’와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음악흥미에 미치는 심리변인은 크게 환경 변인과 개인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는 환경 변인은 학
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와 부모의 학습관여가 대표하며, 자신을 어
떻게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는 개인 변인은 자기효능감이 대표한다. 즉 교
사 변인은 학생이 교사와 자신 간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가를, 부모 변인은 부모가 학생의 음악학습 및 활동에 어떻게 관여하
는가를 지각하는 것이고 개인 변인은 음악활동 또는 음악수업에서 학생
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1. 교사-학생관계 (teacher-student relationship)
가. 교사-학생관계의 개념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는다. 태어나자마자 이루어지는
부모-자녀간의 관계, 친구간의 관계, 교사-학생간의 관계 등 다양한 인
간관계는 개인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 관계는 인간
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Baumeister & Leary, 1995; Deci &
Ry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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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과 Powelson(1991)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로서 ‘관계
(relatedness)’를 포함시키고 교육적 맥락에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관계(關係)란 사회적 맥락 내에서 타인에게 신뢰, 관심, 지지
를 받고 싶은 욕구이며 이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의 발달과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학습
과 활동 참여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교사-학생관계는 교육환경에서 중
요한 바탕이 된다.
박연호(1985, pp.97-116)는 교사-학생관계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제시
하였다. 첫째, 세대를 달리하는 질서의 관계, 둘째, 심리적으로서 변화·수
정의 관계, 셋째, 교사와 학생 양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들 관계에 영향
을 주는 학급, 학교, 지역, 국가 사회 안에서의 복수체계 관계, 넷째, 애
정 결합의 관계, 다섯째, 권위와 외경(畏敬)의 관계,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이다. 이와 함께 교사-학생관계는 부모-자녀관계와
달리 비영구적이고, 상호 자의에 의해 선택되어진 관계가 아닌 인위적인
관계이며 교육의 목적을 지니는 공식적인 관계이다. 이처럼 일시적인 기
간 동안 우연히 맺어지는 교사-학생관계는 학생의 학습생활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인격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p. 84).
교사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이 교사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연구된 것이 많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는
자극에 그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부여한 이 의미는 각자의 욕구와 기
대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Deci & Flaste, 1995, p. 242).
따라서 학생은 교사의 행동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각하고 이것
은 곧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Good & Brophy, 1974). 이
처럼 학생은 동일한 교사의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을 보고 각기
다르게 지각하며 이는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성 정도를 결정한다. 또한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와의 관계는 교사의 행동 및 성향과 관련되기 때문
에 그 학급의 분위기와도 관련된다. 예를 들어 교사가 자율적이고 민주
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때 학생은 심적인 만족감을 얻고(Filak &
Sheldon, 2008),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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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berman(1970, p. 373-522)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
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교사의 행동과 태도
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교사가 즐거운 태도로 학생을 대하면 학생
은 교사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얻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Gembris와 Davidson(2002, p. 23)의 연구결과와 같이 교사의 사고
와 태도는 학생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교사의 사고는 행
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학생에게 의미 있는 교사와의 관계와 학습 환경
을 가지도록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의 생각을 수용하고
존중해주며, 주도권을 독려하고, 신뢰와 친밀감을 표현한 교사는 강압적
인 교사에 비해 학생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학생의 호기심
을 증가시키고, 학업에 대한 숙달지향성(mastery-oriented), 자기지각, 가
치, 자기존중감 그리고 학교에서의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Deci &
Flaste, 1995, pp.142-144; Wigfield et al., 1998, pp. 976-977), 학업에 대
한 즐거움, 태도(Fraser & Fisher, 1982), 내재적 가치, 중요성 및 유용성
(Midgley, Feldlaufer & Eccles, 198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
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학생의 흥미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되어왔다. 예를 들어 교사의 행동적·심리적지지(Harter, 1987; Wentzel,
1998), 따뜻함, 친밀함, 편안함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교과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며(Reed, 1961), 교사의 이해공감(Deci & Flaste, 1995, pp.
42-43), 공평성, 존중감, 유능감, 헌신은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가
치 및 흥미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Murdock & Miller, 2003). 특
히 Goodenow(1993)에 따르면 교사의 지지가 또래의 지지에 비해 가치에
매우 유의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학급 내에서의 관계 중 또래 관계보
다 교사와의 관계형성이 학생의 내재적 흥미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Ryan과 Stiller(1991)에 따르면 학생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의
견을 존중하며 이해함으로써 형성된 긍정적인 교사-학생관계는 학생의
흥미와 유능감을 증진시키고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의 가치를 쉽게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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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도록 한다. 이는 학급활동에서 학생의 인지적·행동적·정서적 참여를
유도하며(Eggen & Kauchak, 2007, pp. 334-365; Ryan & Powelson,
1991), 학업흥미, 교육에 대한 가치, 자신감을 향상시킨다(Deci,
Vallerand, Pelletier & Ryan, 1991).
결과적으로 교사-학생관계란 청소년의 시기에 충족되어야할 학생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로써, 학생이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성을 형성하
는 데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수업의 질을 결정하고,
학생의 흥미, 자기효능감,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 교사-학생관계의 구성요인 및 측정
교사-학생관계는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의 정도를
의미함으로써, 학생의 관점에서 교사와의 관계를 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
양하다. 이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한광택(1990)은 교사의 바람직한 특성을 ‘민주성’, ‘지도력’, ‘책임감’,
‘자신감’, ‘창의성’, ‘칭찬’, ‘관심도’, ‘공평성’, ‘친절성’, ‘유머’, ‘융통성’, ‘자
제력’, ‘침착성’, ‘이해심’, ‘일관성’의 15가지로 제시하여 교사-학생관계 척
도를 개발하였다. 이는 ‘학생의 지각’을 기준으로 측정되었으며, 박승우
(2000)는 이 척도를 사용하여 교사-학생관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였고, 이태희(2002)는 학구적 자아개념 및 학습태도와 교사-학
생관계가 지니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은림, 백순근, 채선희와 설현수(2003)는 교사-학생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영역들에 대한 관련문헌들을 토대로 교사-학생관계 척도를 개
발하였다. 이 척도는 ‘이해공감’, ‘친밀감’, ‘신뢰감’, ‘존중감’, ‘유능감’의 5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의 지각’을 기준으로 측정되었
다. 신지혜와 정지혜(2013)는 이 척도를 활용하여 무용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의 학습태도를 매개로 하여 정서에 미치
는 효과를 연구하였고, 김희정(2012)은 교사-학생관계 및 학습동기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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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 척도의 하위요인과 유
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척도로서 백순근과 박경인(2010)은 학생이 지각하
는 교사-학생 관계와 교과성적 및 학교교육만족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
기 위하여 교사-학생관계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친밀감’, ‘신뢰
감’, ‘유능감’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의 지각’을 기
준으로 측정되었다.
Newby, Rickards와 Fisher(2001)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Wubbels와 Levy(1991)의 이론을 토대로 QTI(Questionnaire on
Teacher Interaction)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지도력(leadership)’,
‘우호성(helping/friendly)’, ‘이해함(understanding)’, ‘학생 책임감/자유
(student responsibility/freedom)’, ‘불확실성(uncertain)’, ‘불만족
(dissatisfied)’, ‘훈계(admonishing)’, ‘엄격함(strict)’의 8가지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의 지각’을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그 후 Creech와 Hallam(2011)은 이를 토대로 대인과의 상호작용을 즉
각적 반응(responsiveness)과 통제(control)의 측면으로 나눈 후, 교사-학
생의 상호작용을 총 4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교사-학생관계가
기악학습에 의한 정서적·인지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일치/합의형(accord)’, ‘과묵형(reticence)’, ‘복종형
(deference)’, ‘학생영향형(influence)’이며, ‘학생의 지각’을 기준으로 측정
되었다. 일치/합의형은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고 친밀감을 지니는 관계이
며, 과묵형은 학생과 교사 간의 거리가 있으며 관계에 대하여 비호의적
인 관계이다. 복종형은 교사의 권위가 매우 강한 관계이며, 학생영향형은
학생의 위치가 독립적이고 의사결정의 영향력이 있는 관계이다.
한편 ‘교사의 지각’을 기준으로 측정한 도구를 개발한 Pianta(1991)는
교사-학생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S(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를 개발하였다. 각 문항은 부모-자녀의 애착 이론
(Waters & Deane, 1985)과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제작되었다. 이 척도는 교사-학생 간의 따뜻함과 신뢰의 정도를
설명하는 ‘친밀감(closeness)’,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결여된 관계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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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갈등(conflict)‘, 교사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를 설명하는 ‘의존성
(dependency)’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후 Baker(2006)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척도를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의 긍정적인 관
계가 학생의 태도와 학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다. 교사-학생 관계와 음악적 자기효능감 및 음악흥미의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학생관계는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흥미를
형성시키는데 있어 주요한 요인이며, 이는 음악 영역에서도 주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 음악교사는 학생에게 있어 부모와는 또 다른 특별한 역
할을 지닌다. 왜냐하면 교사는 학생의 음악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음
악적 취향 및 가치에 영향을 주고(Gembris & Davidson, 2002, p. 23),
동기를 유발하는 음악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거나 교사의 탁월한 전문성
과 지도방법을 통하여 음악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관여를 유도함으
로써(Macmillan, 2004), 학생의 음악학습을 의미 있는 학습으로 만드는
중심적 역할을 지니기 때문이다(Sichivitsa, 2007, p. 56). Dewey(1913)도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서 교사는 학생의 흥미를 증진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Wragg(1974)는 학생의 음악흥미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 음악교사는 학생을 이해하고 배려해야한다고 하였으며, 교사
의 악기연주능력과 같은 전문성보다는 음악에 대한 애착·열정·동기를 유
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교사가 음악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면 학생은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를 지니게 되고(Lamont, 2002), 특히 학생이 존경하고, 유능하다고 생각
하는 교사의 칭찬과 인정은 학생의 자기존중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어 왔다(Hallam 2002, p. 232). 결과적으로 학생은 교사를 통하여
음악의 가치 즉, 음악에 대한 중요성, 흥미, 태도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Sichivitsa, 2007, pp. 63-64). 특히 학생이 지각하는 초기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초기 교사의 친밀함과 따뜻함은 음악학습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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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줄여주고 기악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게 해주며(정진원, 2009,
p. 83; Sloboda & Howe, 1991; Sosniak, 1985a), 음악교육의 참여를 지
속시킴으로써(Sloboda & Davidson, 1996, p. 181), 좋은 교사-학생관계와
적합한 교육환경은 음악흥미를 높여주어 음악학습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Davidson, Moore, Sloboda & Howe, 1998).
박지현(2009)은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음악 경험, 부모 및
교사의 기대와 지지, 가정 및 학교의 음악환경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
는지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교사기대와 가정음악환경은 음악적 자기효능
감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인 반면, 부모지지와 학교음악환경은 음악적 자
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높은 상관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효
과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한수정과 한경훈(2014)은 청소년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자기효능감이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에 미치는 인과관계의 효
과를 밝힌 결과, 학생이 지각하는 교우관계는 자기효능감과 음악흥미 및
성취도에 유의한 정적효과로 나타났지만 교사관계는 유의한 부적효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업과 관련된 진로교육을 목적으로 두고 학문위주의
주요교과를 강조하며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배제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
제점을 시사한다. 또한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음
악흥미 및 성취에 간접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음악흥미에
미치는 중요한 매개요인임을 파악하였다.
이처럼 음악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학생의 음악 능력 외에도 음악
흥미, 음악적 자기효능감, 음악에 대한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결정
하는 매우 주요한 개념이다. 이것은 관계의 개념적 특징을 고려해볼 때,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곧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동일
한 의미인 만큼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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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학습관여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가. 부모의 학습관여의 개념
학생들은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정에 속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심리적 인식을 형성한다(박지현, 2013, p. 366). 특히 어머니의 반응성, 자
녀에 대한 개입, 가정환경의 분위기와 적절한 학습자료, 가정으로부터 받
는 자극, 탐구에 대한 격려, 호기심 자극 등과 같은 다양한 가정환경 요
소들은 매우 중요하며(Pressley & McCormick, 2006), 이러한 요소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과 관련된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 중 자녀
의 학습에 관련된 양육행동을 다루는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행동
을 ‘부모의 학습관여’라고 제시한다(Baker & Soden, 1997; Epstein &
Sanders, 2002; Fantuzzo, Tighe & Childs, 2000; Gonzalez-DeHass,
Willems & Holbein, 2005; McWayne, Fantuzzo, Cohen & Sekino, 2004;
Pomerantz, Grolnick & Price, 2005; Suizzo & Stapleton, 2007). 이에 따
르면 부모의 학습관여란 교사와의 면담, 학내행사의 참여와 같은 직접적
인 관여와 학습에 대한 이야기, 가치관 전달, 관심, 지지와 같은 간접적
인 관여를 모두 포함한다.
임은미(1998)는 Deci와 Flaste(1995)가 제시한 자율성을 지지하는 행
동을 바탕으로 부모행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자녀 스스로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부
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악기를 배울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
에 자녀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선택권을 줄 때 자녀에게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에게 적합한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Deci & Flaste, 1995, pp, 34-36). 둘째, 개개인의 권리와 제한점을 가르
칠 때, 자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자녀 스스로 규칙
을 설정하게 하고, 통제하는 언어를 피하고(pp. 197-200), 규칙에 대한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p. 101). 셋째, 학업목표를 설정할 때, 자
녀를 참여시켜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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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생각해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학업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
을 경우 자녀와 함께 토론하여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다(pp. 152-155). 넷
째, 자녀에게 자기유능감을 심어주기 위해 자녀의 성과를 남들의 성과와
비교하지 않고, 자녀가 개선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칭찬해주는 것이다
(pp. 66-69). 마지막으로 자녀의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Pomerantz et al. (2005)는 부모의 관여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첫째, 부모의 관여는 자녀가 유능감을 발달하도록 하는데
돕는 기능을 가진다. 둘째, 부모의 관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형성에 영
향을 미친다. 셋째, 부모의 관여는 자녀 스스로 특정한 활동을 할 때 목
적의식을 가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습흥미와 동기에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학업정보제공, 자율성 지지,
기대수준, 성취압력 등과 같은 관여행동은 학생의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
기, 흥미와 관련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져왔다(김혜연, 2012; 윤미선
& 홍창용, 2006; 이주연, 2015; 이현철 & 김경식, 2012; 조정은, 2013a).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Wigfield, et al. (1998, pp.
968-975)는 어머니의 피드백과 평가가 교사의 피드백이나 학업점수보다
학생의 효능감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한다고 설명하였다(see also Frome
& Eccles, 1998). 또한 부모의 관여와 학습에 대한 자율성의 부여는 학
생의 성취와 적응력, 도덕성(Deci & Flaste, 1995, pp. 142-143), 학업흥
미, 교육에 대한 가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Deci et al., 1991),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심을 보이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행동은 자녀의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책임감, 행복감(pp. 99-102), 즐거움(Anderson,
Funk, Elliott & Smith, 2003), 유능감(Mcwayne et al., 2004), 자기조절
능력(Gonzalez-DeHass et al., 2005), 자신감,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Connell, Spencer & Aber, 1994). 이러한 부모의 행동
외에도 부모의 생각과 가치 역시 학생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Pomerantz et al., 2005). Noack(2004)은 부모의 교육에 대한 가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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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학습에 대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며 지지하는 대상은 학생에
게도 동일하게 이어져 긍정적인 가치를 형성한다(Deci & Flaste, 1995,
pp. 99-102). 또한 Gonzalez-DeHass et al. (2005)는 부모가 자녀의 독서
활동 격려하기, 도와주기, 자녀가 독서를 할 때 잘 들어주기, 적합한 독
서 환경 조성하기 등의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독서 흥미와 자기효능
감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Fletcher, Elder과 Mekos(2000)
가 자녀의 활동을 지지하고 생각을 격려하는 부모의 강화적 행동이 자녀
의 흥미와 사회적 유능감을 향상시킨다고 밝힌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뿐만 아니라 Harter(1987)에 의하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 평가,
도움, 격려 등의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가치
(self-worth)와 같은 개인 변인을 매개로 하여 학습동기와 흥미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인
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Gonzales, Cauce, Friedman과 Mason(1996)은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가정의 물리적 환경(사회적 지위, 교육수준, 가족의
구조)보다 학생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
이 지각하는 부모의 행동에 따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 행동이 객관
적으로는 긍정적인 형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개개인에 따라서 부
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인 한혜리(2014)의 선행연구를
고려해볼 때, 학생이 지각한 행동은 피상적인 행동만을 나타내는 것이며
학생의 심리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학생이 지각한 행동의
형태만으로 학생의 심리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과 특징을 지니는 부모의 학습관여는 음악 영역에서도 적
용되어 연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부모의 음악학습관여가 학생들의
인지와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loane, 1985; Zdzinski, 1992,
1996, in press).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연주회 감상하기, 음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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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기 등의 부모와 함께하는 음악활동은 학생의 음악능력, 음악기술,
음악적 태도, 음악 선호, 음악활동 참여, 음악적 즐거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박지현, 2010; Gembris & Davidson, 2002, p. 21). 이를
통해 자녀의 음악학습에 대해 부모가 보이는 행동은 학생의 인지적 동기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동기 요인인 음악흥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나. 부모의 학습관여의 구성요인 및 측정
부모의 학습관여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즉 이는 다양한 행동을 포함하는 포괄
적인 개념으로, 선행연구마다 다양한 하위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크게 긍
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개인의 긍정적 요인에는 학습
선택권 부여, 민주적인 규칙 제공, 적정성과 추구, 학업진보 격려, 학업정
보 제공 등이 있고 부정적 요인에는 성취압력, 통제 등이 있다.
임은미(1998)는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부모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Deci와 Flaste(1995)가 제시한 자율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를 제작하였다. 그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자율성 증진 행동과 학업정보 제공 행동을 통합하여 ‘부모행동’이란 용어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인 규칙제공’, ‘적정
성과 추구’, ‘학업진보 격려’, ‘학업정보 제공’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 후 김종덕(2001)은 임은미(1998)가 개발한 척도 중 개념이
중복되는 일부 문항을 삭제 또는 통합하여 50문항으로 된 원검사지를 총
3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윤미선과 홍창용(2006)은 이 척도를 사용하여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지각과 교과흥미 및 교과성적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박영신, 김의철과 정갑순(2004)은 자녀의 학업성취 과정에서 지니는
한국인의 토착심리적인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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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착적 부모자녀관계 모형’(박영신 & 김의철, 2004)에서 관련변인을
추출하였다. 이 변인은 ‘사회적 지원’과 부모의 ‘성취압력’이며 여기에 연
구자가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정서인 ‘죄
송함’과 ‘존경함’의 척도를 제작하여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척도는 사회
적 지원, 성취압력, 자녀에 대한 기대, 죄송함, 존경함의 5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옥신과 김영희(2008)는 이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
의 학습관여와 학생의 학습동기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
구하였다.
Gonzalez-Pienda, Nunez, Gonzalez-Pumariega, Alvarez, Roces와
Garcia(2002)는 부모의 관여, 귀인, 학업 적성, 자기 개념, 학업 성취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관여에 대한 관련변인을 Song과
Hattie(1984)의 가정환경 척도에서 추출하였다. 이것은 ‘자녀의 학업성취
에 대한 부모의 기대’, ‘자녀의 목적달성능력에 대한 기대’, ‘부모의 흥미’,
‘자녀의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부모의 만족/불만족’, ‘부모의 도움 유형/수
준’, ‘자녀의 성취에 대한 부모의 강화 행동’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Anderson et al. (2003)는 학생의 활동(스포츠, 음악, 연극, 무용)에 대
한 부모의 관여가 학생의 활동참여 빈도와 활동에 대한 정서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PIAS(The Parental Involvement in
Activities Scale)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지지(support)’와 ‘압력
(pressure)’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내에서 번안되
어 체육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송근과 유진 (2014),
그리고 김인수(2015)는 이 척도를 번안하여 청소년들의 운동참여의도와
부모지지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Zdzinski(1992)는 부모의 음악학습관여와 음악적성, 음악성취, 연주 성
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IM(Parental Involvement Measure)을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학생의 지각’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부모 관여의
빈도, 부와 모의 관여 정도, 특정 관여행동에 대한 유무, 음악적 선행경
험에 대한 내용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Zdzinski(1996)는 기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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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학생의 상황에 맞추어 이 척도를 수정하여 부모의 음악학습관여
가 악기를 배우는 학생의 태도와 학습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이것은 음악학습 맥락에 맞추어 개발된 척도로써 부모의 음악학
습에 대한 관여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음악교육 현
장에서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학습관여를 측정하는 도구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측정하는 하위요인 역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이는 부모의 학
습관여를 개념적으로 살펴볼 때 학습에 관여하는 모든 양육행동을 포함
함으로써, 행동의 하위영역을 뚜렷하게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Radocy와 Boyle(2003, pp. 37-38, 436-437)은 학생의 배경과 문화적 맥
락이 학생의 음악 경험과 음악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
것은 곧 맥락적 요인이 부모가 자녀의 음악활동에 관여하는 행동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부모가 관여하는 자녀의 음악학
습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며, 어떠한 문화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명확
하게 구분하고 이를 반영하여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Fan
과 Williams(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학습관여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따라 영어교과와 수학교과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자기효능감
에 주는 결과가 매우 상이하였다. 이는 교과의 성격에 따라서 부모의 학
습관여 방식이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부모
의 학습관여를 측정 시,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측정하
고자 하는 교과 또는 학습의 성격을 고려하여 부모의 학습관여의 적절한
하위요인을 추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
과 맥락을 잘 이해하고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척도를 사용해야한다는 점
이다. 이러한 두 관점은 부모의 학습관여 도구를 사용할 때에 연구결과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하여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조건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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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의 학습관여와 음악적 자기효능감 및 음악흥미의 관계
음악을 학습할 때 또는 음악 경험을 할 때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학생들의 음악흥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부모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신의 음악
흥미를 형성한다. 가정환경은 음악적 관심과 흥미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
을 하며(Hallam, 2002, p. 234; 2008, p. 147, in press), 그 중 가장 자연
스럽게 음악적인 영향을 받는 환경은 부모이다(조정은, 2013a). Howe,
Davidson, Moore와 Sloboda(1995)에 따르면 부모를 통해 음악환경에 노
출되는 시기가 이르고, 음악 경험이 많을수록 자녀의 음악 능력과 음악
에 대한 선호 및 즐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
라 부모와 함께 하는 연주회 방문과 같은 음악활동도 자녀의 음악 능력
은 물론, 음악활동의 참여와 흥미에 영향을 미친다. Sosniak(1985a)에 따
르면 어렸을 때 지각하는 가정의 음악환경과 음악활동에 대한 부모의 긍
정적인 사고와 행동은 학생의 음악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음악의 가치를 향상시킨다(see also Szubertowska, 2005). 즉 이
러한 가정환경은 자녀가 음악을 이름답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고를
지니도록 한다. 특히 부모의 권유로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음악학습은
자녀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경험으로 인식되어 음악에 대한 자녀의 인
지와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이후 청소년의 시기에 지각되는 부모의 음
악활동에 대한 자율성 부여는 학생의 음악적 동기를 향상시키고
(Davidson & McPherson, 1998; Sloboda & Davidson, 1996), 음악적 지
지는 자녀의 음악적 행복을 유지시킴으로써(Pruett, 2004), 부모변인은
학생이 음악을 지속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정진원,
2009, p.82). 이를 통해 부모 변인은 학생이 가지는 흥미와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깊다고 유추할 수 있다.
Wigfield et al. (1998, pp. 968-975)은 모형을 통하여 자녀의 동기와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행동, 학습참여, 자녀의 능력과 학업에 대한 지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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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모의 행동과 믿음이 자녀의 자기효능감, 학습 및 활동에 대한 가
치, 흥미, 활동의 선택,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녀의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부모의 활동과 학습환경 제공이 학생의 흥미,
동기, 능력을 향상시키듯이(see also Gottfried, Fleming & Gottfried,
1998) 부모와 함께하는 연주회 방문, 음악 정보 공유, 부모의 음악적 관
심 등의 가정환경은 학생의 음악흥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Sloboda
& Howe, 1991; Sosniak, 1985b; Szubertowska, 2005). Sloboda와
Davidson(1996, p. 180-181)은 이러한 가정환경을 부모의 음악학습 관여
에 포함시키고 부모의 관여는 학생의 음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유
무와 자기효능감·자신감의 향상(Sichivitsa, 2003, 2007, p. 62, in press)
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은 부모의 행동과
반응들을 근거로 자신이 얼마나 음악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얼마
나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정진원, 2009, p. 86). 특히
이는 교사보다 부모에 의해 더 강력하게 형성된다(McPherson, 2009).
Creech와 Hallam(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
교사의 각 관계에서 통제와 즉각적인 호응의 적절한 균형이 학생의 음악
적 자기효능감과 음악에 대한 즐거움, 자아존중감, 음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과 부모 및 교사의 관계
에서 교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Corenblum과
Marshall(1998)에 따르면 음악활동이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부모
의 통제를 받는다고 지각한 학생들의 경우, 음악흥미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사와 부모의 자율성 부여와 통제의 적절한 균형이 학생의
음악적 인지 및 정서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Zdzinski(1996)는 부모의 관여가 음악인지능력(음정/음의 길이 식
별, 독보능력 등)과 정서(음악적 태도 등)와 연주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세 가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정서에 높
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ee also Sandvoss, 1969). 여기서
정서의 개념은 음악에 관한 정신적, 정신운동적 행위에 대한 경향을 의
미하고, 음악에 대한 태도와 선호도를 통하여 보여지는데(Rado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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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le, 2003, p. 356), 이는 음악흥미를 향상시키는데 밀접하게 관련된다
(김향숙, 2001). 따라서 이를 통하여 부모가 보이는 음악학습에 대한 관
여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음악흥미에 영향을 준다고 유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Marjoribanks와 Maboya(2004)는 남아프리카의 중고등학
교 학생 625명을 대상으로 음악흥미에 관한 회귀분석 연구를 실시한 결
과, 가정환경(학생의 높은 성취에 대한 부모의 열망, 부모의 사회적 지
위)을 독립변인으로, 학습환경(음악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심 및 관여, 부
모와의 관계)과 목표구조(학습목표, 수행목표)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음악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환경이 음악학습
환경과 목표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관계는 음악흥미를 형성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음악흥미를 보였다.
이를 통하여 음악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여는 학생의 음악흥미 발달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 요인·환경 요인과 음악적 동기 간의 관계를 모형으로 제시
한 Hallam(2002)은 음악적 동기에 음악흥미를 반영하여 측정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자아 개념 중 하나로 보았다. 이 모형에 따르면 환경 변인
중 부모의 관여와 지지 그리고 가정의 음악환경은 음악적 동기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박지현(2010)이 제시한 모형에 따르면 부모의 영향력은 음악적 동기에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만 나타나며, 직접적인 영향을 나
타나지 않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개인적 흥미와 상황적 흥미를 분류하여 부모의 학습관여의 효과
를 살펴본 윤미선과 홍창용(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정도가
교과에 대한 상황적 흥미에 비해 개인적 흥미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부모의 영향력은 개인적 흥미에 더 영향력을 지닌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생의 개인적 음악흥
미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 이는 곧 음악의
내재적 동기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자녀의 음악학습에 대하여 부모가 보이는 관여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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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지각하는 자신감과 유능감을 증진시키고 음악흥미를 향상시킨다
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습
관여가 음악흥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있고 한편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만 준다는 결
과도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학생의 관점으로 측정되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적 배경, 나이와 같은 학생의 특성으로 인한 차
이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

라. 부모의 학습관여와 교사-학생관계의 관계
부모와 교사는 학생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 요인으로서,
부모의 영향력과 교사의 영향력의 관계는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예측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또는 사회적
변인을 교사·부모·또래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연구되며, 연구결과 유의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김도연, 오옥선 & 김성봉, 2012; 최명
구 & 성소연, 2012; 황매향, 2006). 이는 학생을 통하여 부모는 교사의
특성을 알고, 교사 역시 학생의 가정환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관계성을 나타낸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부모변인(부
모의 학습관여, 문화, 관계, 가정환경)은 교사변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고 제시된다(박지현, 2010; 신종호 & 신태섭, 2006; Epstein &
Sanders, 2002; Mcwayne et al., 2004; Sichivitsa, 2007). 이에 대한 이유
는 부모와의 관계가 학생에게 일차적인 관계로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박지현, 2013), 부모가 교사와의 상담과 같은 접촉을 언제든지 할 수 있
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박지현, 2010, p. 52).
이처럼 부모의 학습관여는 교사-학생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교육상황을 고려해볼 때 교
사와 부모 간의 교류는 교과담당 교사보다는 학급의 담임교사와의 교류
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더욱이 입시와 직결되지 않는 음악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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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시와 직결되는 타 교과에 비하여 부모와 학생에게 덜 중요하게 여
겨지기 때문에 음악담당 교사의 영향력과 부모의 영향력 간의 인과관계
를 제시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가.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97). 또
한 과제상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련의 구체적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
한 자기 능력의 개인적인 측정이라 볼 수 있다(Schunk et al, 2008, p.
139-142; Wood & Locke, 1987). 즉 자기효능감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자원, 행동 방향을 이끄는 개인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성
공에 필요한 신체적·지적·감정적인 차원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효능성에 대하여 가지
고 있는 기대 또는 신념을 뜻하는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효능감
(perceived efficacy)’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신종호 & 신태섭, 2006).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택, 노력의 양과 질, 과제 지속력,
사고형태와 정서 반응에 영향을 준다(Bandura, 1986, 1997, p. 14, in
press; Gist & Mitchell, 1992; Schunk, 1995). 강한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지닌 사람들은 어려
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이것을 피하여야 할 위협이 아니라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는 성장의 기회로 삼으며, 실패에 직면해서도 실패의 원인을
불충분한 노력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더 강화한다(Bandura, 1997, pp.
116-130). 반면에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노력을
줄이거나 완전히 포기한다(Bandura, 1977, pp. 193-194).
Bandura(1997)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의 주요한 근원으로 성취경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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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상태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성취경험
(enactive mastery experiences)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
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 일반적으로 성취경험은 효능감을 높이고, 실패경
험은 효능감을 낮춘다.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s)은 자신과 유사한
타인의 성공적인 수행을 관찰함으로써, 대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역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즉 타인의 성공적인 성취를 보거나
상상함으로써 자신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며 상황에
대한 예측성과 통제가능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위 사람들
의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과 격려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다. 교사를 비롯한 학생에게 중요한 사람의 지지나 기대는 학생의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Eggen & Kauchak, 2007, pp. 334-365), 이는 교
사가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기대가 교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이
를 통하여 학생의 지각된 유능감과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Kuklinski & Weinstein 2001).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에게 보이는
관심은 학생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승시킨다(Murdock & Miler,
2003). 마지막으로 개인의 생리 상태와 정서 상태(physiological and
affective states)가 있다. 인간은 신체 상태와 정서 상태를 통하여 자신
의 능력을 평가한다. 이것은 주위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를 통해 나타나
며 이것이 각성된 상태는 긍정적인 촉발 또는 부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한
다. 이를 통하여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타인의 인식과 평가가 중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한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믿음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처한 환경과 상황의 고
려가 매우 중요하며(Peterson & Stunkard, 1992), Bandura(1995) 역시
자기효능감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 특정 상황에서의 활동
에 대한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상황, 학습 환경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박지현, 2009).
자기효능감은 영역 및 과제의 종류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생
활효능감 등 다양한 자기효능감으로 나누어지며, 세부적인 학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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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수학적 자기효능감, 음악적 자기효능감 등을 확
인할 수 있다(구종서 & 류성림, 2015; 박지현, 2010). Bandura(1986, pp.
416-417)는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을 학습자가 학업
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작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습자의 과제선택과
과제수행을 위한 노력의 양과 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끈
기를 가질 것인가, 실패 후에 얼마나 대처를 잘 할 것인가와 같은 동기
유발 과정에 결정적인 핵심요소이다(김아영, 2007; Bandura & Schunk,
1981; Pajares, 1996).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과제나 학습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오랫동안 과제를 수행한다.
음악 영역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 수행을 위한 자신
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기대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활동을 할 때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의 정도이다(Gembris &
Davidson, 2002, p. 43). 학생들은 음악활동을 할 때,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를 한다. 이러한 기대는 자기실현적 암시를 만들
어 냄으로써 음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정진원,
2009, p. 86), 이것은 결과에 대한 기대 즉, ‘결과-기대’와 구분되는 개념
이다. Bandura(1986, p. 391)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결과가 일어난 후에
가지는 믿음인 결과-기대와 달리, 특정한 수준의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다양한 상황과 경험을 통해 형
성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사전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에 대한 수행의
형태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Sherer, 1983) 예를
들어,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이전의 음악활동 경험을 통해 확인한 자신의
음악적 가능성을 통하여 형성할 수 있다고 밝힌 Hallam(2006, pp.
142-154)의 견해는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형성에 있어서
잠재력에 대한 확신 뿐 아니라 활동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능
력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Bandura, 1986, p. 391).
한편 흥미와 자기효능감 간의 상호관계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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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어 왔다(주영주, 정영란 & 이유경, 2011; Lent, Brown, Brenner,
Chopra, Davis, Talleyrand & Suthakaran, 2001; Lopez, Lent, Brown &
Gore, 1997). Bandura(1977, 1982, pp. 133-136, in press)는 인간의 개인
적 특성 중 자기효능감과 유능감(White, 1959)을 흥미와 동기 유발에 있
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간주하였으며, 높은 자기효능감은
활동에 대한 흥미를 형성시키고 유지시킨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내재적
흥미와 가치는 주기적인 자기조절체계 속에서 자기효능감과 상호 관련되
며(Bandura, 1982, pp. 133-136; Bandura & Schunk, 1981; Bong &
Skaalvik, 2003; Schunk & Zimmerman, 1997; Zimmerman, 2000;
Zimmerman & Kitsantas, 1997, 1999, in press), 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
은 직접적으로 동기와 흥미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된다(김아영, 1998).
이와 같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잘 할
수 있다는 음악 능력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의미한다. 즉 음악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써, 음악활동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여 인지적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긍정적
및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인지영역이 정서 영역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박중길과 유진(2012)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자기효
능감은 정서적 동기 요인인 음악흥미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나.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 및 측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1986)의 이론에 입각하여 자신감(self-belief),
자기조절 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 과제수준 선호(task difficulty
preference), 귀인(attribution)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것은 각각 상
이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97). 첫째, Bandura(1986, 1997,
p.11, in press)는 자신감을 상황-특수적인 영역에서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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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여, 자기가치(self-worth)에 대한 평가로 얻어지는 자존감
(self-esteem)과 구분하였다. 둘째, Bandura는 인간의 자기조절체계를 인
간 행동의 기본으로 봄으로써 자기조절효능감이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았다. 자기조절효능감이란 개인이 목표달성을 위해 자
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 또는 확신이라 정의된다. 셋째, Bandura(1993)는 자기효
능감을 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목표와 관련된 과제수준 선호를 포함시
켰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
하며(Bandura & Wood, 1989), 결과적으로 어려운 목표 설정은 높은 수
행 결과를 가져온다(Latham & Locke, 1991).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 중에 표출된다
(Bandura, 1993, p. 135). 넷째, Silver, Mitchell과 Gist(1995)에 의하면 자
기효능감과 귀인의 관계는 상관성을 지닌다. 즉 자기효능감은 결과에 대
한 귀인의 차원(소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귀인의 차원은
자기효능감의 향상 또는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의 교육 분야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기효능감 측
정도구는 크게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대상에 맞추어 개발된 것으로, 2
가지의 측정도구가 주축을 이룬다. 초등학생용 측정도구는 우희정(1994)
이 Hillman(1986)의 아동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와 Wheeler와
Ladd(1982)의 동료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참고로 하여 개
발한 도구로서, 이 척도는 지적 자기효능감, 사회정서적 자기효능감, 신
체적 자기효능감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Chen(2004)
은 이 척도를 참고하여 인지적 자기효능감, 정서적 자기효능감, 동기적
자기효능감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장근
주(2011)는 이 척도를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의 연구에서 사용한 음악적 자기효
능감 측정도구는 인지적 자기효능감, 사회정서적 자기효능감, 심동적 자
기효능감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고등학생용 측정도구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한 학업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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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감이다. 이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3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에 근
거한 자기효능감의 요소 중 하나인 귀인을 제외한 척도로써, 주어진 학
업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일 수 있는 귀인의 특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그들은 타당화 작업을 통하여 귀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
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이 척도는 국내의 연구에 한해서 최근까지 거
의 유일한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다.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음악흥미의 관계
자기 능력에 대한 지각과 믿음은 교과의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내적 요인으로서(Marsh, Trautwein, Lüdtke, Köller & Baumert,
2005), 학습 및 활동의 참여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Bandura,
1993, pp. 134-135). 왜냐하면 학생은 실패를 피하며 자기 가치를 보호하
고 싶은 행동을 하고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Covington,
1984). 즉 자신이 잘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행동과 활동을 하고, 이러
한 과정 내에서 학생은 만족감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음악 영역에서도 동일하다.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활동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며 학생의 음악흥미를 향상시킨다(Hallam, 2002, p. 232).
Sichivitsa(2007)는 비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여와 지지, 이전의 음악경험, 음악적 자아개념(능력에 대한 신념), 학문
적 통합(수업에서의 음악적 성장의 기회, 연주 요구, 교사의 전문성), 사
회적 통합(교사와 학생/또래 간의 상호작용의 만족), 음악의 가치(즐거
움, 성장, 학습기회에 따른 음악 경험에 대한 지각), 음악적 참여의도 간
의 관계를 경로분석모형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는 음악의 범위를 교내/
교외 모두 포함하였고, 음악적 동기와 가치에 음악흥미를 반영하여 측정
하였다. 분석 결과, 음악에 대한 부모의 관여/지지와 음악경험의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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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음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학문적/사회적 통합을 매
개로 하여 음악의 가치, 흥미,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즉 환
경 요인인 부모, 교사, 또래의 영향과 개인의 인지 요인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은 학생의 음악흥미와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oberts(2012)는 새롭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음악경험, 음악적 자
기효능감, 시감각 또는 운동감각을 사용하는 음악수업방식, 창의적인 음
악경험을 음악에 대한 상황적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하고
자 학생들과의 인터뷰와 관찰을 통하여 문화기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교사이며,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높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흥미를 향상시켰고, 창의적인 음악경험과 새로운 활동, 그리고 시감
각 또는 운동감각을 사용하는 수업방식의 제공 역시 음악흥미를 증가시
킴으로써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음악흥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개인의 인지 요소인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정서 요소
인 흥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이 특정한 과제를 수
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은 흥미를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흥미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요소는 모두 동기 요인으로서 인
지적 동기 요인과 정서적 동기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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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악흥미 (music interest)
가. 흥미의 개념 및 구성요소
흥미(interest)는 어원적으로 ‘사이에 있는 것’을 의미함으로써(Dewey,
1913), 많은 연구자들은 흥미를 ‘개인과 환경 또는 대상 간의 상호작용으
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으로 본다(윤미선 & 김성일, 2003; Hidi, 1990). 즉
학교 현장에서의 흥미란 특정 영역과 학생 간의 사이로 관련지을 수 있
다. Gardner와 Tamir(1989)는 흥미를 경향과 선호 그리고 감정적 느낌
또는 상태로 간주할 수 있고, 흥미는 특정한 대상 간의 인지적·정서적
과정을 수반함으로써 인간의 특정한 태도, 행동과 매우 밀접한 상호 관
련성을 가진다고 하였다(see also Krapp, Hidi & Renninger, 1992). 또한
흥미는 학습의 주의집중에 도움을 주며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
발시킨다고 보고된다(schraw & Lehman, 2001). 따라서 흥미는 인간에게
동기를 심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Izard, 1993).
흥미는 일반적으로 크게 개인적 흥미(individual or personal interest)
와 상황적 흥미(situational interest)의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표
Ⅱ-1>참조).
개인적 흥미

상황적 흥미

대상

특정 주제나 활동

특정 자극이나 상황

발생 원인

개인적 성향

자극의 정보처리 결과

발생 시기

사건의 결과를 알기 전

사건의 결과를 알고 난 후

발생 속도

점진적

즉각적

개인차

개인차 심함

개인차 적음

지속정도

지속적

일시적

정적 정서 수반 여부

수반함

반드시 수반하지 않음

가치체계와의 관계성

밀접함

별로 없음

<표 Ⅱ-1> 개인적 흥미와 상황적 흥미의 비교(김성일,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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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흥미’는 특정 주제(topic)나 활동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인 개
인적 특성이며(Urdan & Turner, 2005), 이는 구체적인 주제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선호로 나타난다(Hidi, 1990; Prenzel, 1988;
Wigfield et al., 1998, p. 944). 개인적 흥미를 가진 사람은 흥미의 대상
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흥미를 직접 유발하는 상황이 없어도 다음 행동
에 영향을 받으며, 흥미가 일어날 때 유쾌한 감정(pleasingness)을 수반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개인적 흥미와 흥미대상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가치체계에 반영되어 개인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게 한다(김성일, 1996).
반면에 ‘상황적 흥미’는 상황적 자극으로부터 형성되는 감정적인 상태
(Hidi, 1990; Hidi & Baird, 1986, 1988, in press)이며 비교적 일시적이고
주제에 대한 상황 특수적인 주의를 나타낸다(Urdan & Turner, 2005).
또한 상황적 흥미는 맥락 의존적이며 개인의 지식이나 가치에 많은 영향
을 주지 않지만, 이것은 지속성을 띠는 개인적 흥미로 발전할 수 있다
(Hidi, 1990; Schunk et al., 2008). 이처럼 개인적 흥미와 상황적 흥미는
구분될 필요가 있으나,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관계이
다. 예를 들어, 축구에 개인적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축구에 개인적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월드컵 축구 경기 상황에 더욱 강하
게 반응할 것이다.
개인적 흥미는 개인의 기질적(latent) 특성의 흥미와 실현된 상태로서
의 흥미(actualized interest)로 비교할 수 있으며(Krapp et al., 1992), 기
질적 특성은 특정 주제나 활동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개인
적 특성이며, 느낌-관련 요소(feeling-related components)와 가치-관련
요소(value-related components)로 나뉜다. 느낌 요소는 활동에 대한 내
재된 긍정적인 감정, 즐거움, 몰입 등으로 나타나며, 가치 요소는 활동에
대한 개인적 의미, 중요성, 태도로 나타난다(Schiefele, 1992). 이와 같은
요소로 구성되는 개인적 흥미는 특정 과제나 수행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
므로 활동 그 자체를 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를 형성시키고 발전시킨다
(김아영, 2010; schunk et al., 2008).
상황적 흥미는 상황에 대한 주의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으로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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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i & Baird, 1986), 유발(triggering)과 유지(maintaining)의 형태로 나
뉜다(Hidi, 2000; Hidi & Renninger, 2006; Krapp, 2002;
Linnenbrink-Garcia, Durik, Conley, Barron, Tauer, Karabenick &
Harackiewicz, 2010; Mitchell, 1993). 유발의 형태는 상황으로부터 나온
정서를 고조시키는 단계로, 개인적 흥미를 포착하여 활성화시킨다
(Linnenbrink-Garcia et al., 2010). 반면에 유지의 형태는 상황적 흥미를
더욱 강하게 발달시킨다. Hidi(2000)는 유발의 형태를 초기에 일어나는
흥미의 단계로 나타내고, 유지의 형태는 이미 경험된 상황적 흥미를 전
환시키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Ⅱ-1] 참조)

[그림 Ⅱ-1] 흥미의 종류
(Schraw & Lehman, 2001; Wiśniewska, 2013)

Schiefele(1991, pp. 301-302)는 일반적인 동기이론과 차별되는 흥미의
개념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흥미는 내용특수적인 개념으로서 항상 특정 주제, 과제, 혹은 활동과 관련된다. 둘째,
흥미는 직접적인 힘으로서 질 높은 수행의 추구 또는 내재적 동기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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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있어서 해당 영역에 대한 학습자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흥미는 교사나 교육가들의 주관적 이론에 있어 설명력 있는 요인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한다. 넷째, 흥미는 주제나 활동에 수반되는 요소들로 구
성되어 있다. 이것은 흥미가 행동에 대한 다른 동기요인들과 같은 개인
적 특성이 아님을 설명한다. 다섯째, 흥미를 내용-특수적인 개념으로 이
해한다면 흥미는 지식 습득에 대한 현대의 인지이론들에 적합한 개념이
다. 여섯째, 교과목-특수적인 흥미는 교육상황에서의 영향력에 대하여
일반적 동기 또는 동기적 성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Renninger와 HIdi(2011)는 다양한 흥미이론을 토대로 흥미의 특
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흥미는 구체적인 내용 또는 대상이다.
둘째, 흥미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정한 상호관계를 지니며 이러한 상호관
계를 통하여 지속된다. 셋째, 흥미는 인지 요소와 정서 요소를 모두 지닌
다. 넷째, 흥미는 그 대상에 참여할 때, 항상 인지되기보다 참여를 통해
흡수되는 것이다. 다섯째, 흥미는 생리학·신경학적 근거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흥미는 개인과 특정 대상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경
향, 선호,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것
도 아니고 개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형성되어 개인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흥미가 특정한 대상 간의 인지적·정서적
과정을 수반함으로써 이를 통해 흥미가 개인의 인지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음악흥미의 형성 및 발달
음악흥미는 음악활동의 능동적 참여와 음악적 관여에 관한 감정이며
(Radocy & Boyle, 2003, p. 356), 음악성(musicality)과 음악능력(musical
ability)에 기초하여 음악 감상과 음악활동 그리고 학습으로 인하여 음악
을 수용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음악적 유능감, 음악적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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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의지로 설명되기도 한다(조정은, 2013a). 따라서 음악흥미가 높으
면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적극적이고 음악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음악활동 및 음악학습의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조정은,
2013b).
한편 이러한 음악흥미의 정도는 유전적인 재능과 환경을 통한 선행경
험으로 발달하는 음악 기술(skill)과 음악 성취(accomplishment)에 따라
달라진다(Radocy & Boyle, 2003). 이는 문화화에 의한 비의도적인 교육
환경 또는 의도적인 교육환경이 음악흥미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
인임을 알려준다.
인간은 어린 시기에 음악에 대한 감정의 인식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
한다(Hallam, 2006, 2011, p.51, in press). 피아제(J. Piaget)의 인지발달이
론을 예술 영역에 맞게 맞추어 제시한 음악심리학자 Hargreaves(1996)의
모형에 따르면 감각운동기(0–만2세) 단계에 유아는 자기 입으로 소리를
만들어 내는 행위에서 본성적인 즐거움을 느끼고 음악적 반응에 열중한
다고 제시하고 있다(박유미, 2009, p. 195). 또한 피아제(J. Piaget)의 인
지발달이론을 기초로 음악능력의 발달 단계를 연구한 Zimmerman(1982)
도 감각운동기(0–만2세)에 유아는 음악적 반응을 보이며, 특히 구체적
조작기(만7–11세)에 다양한 음악경험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음악적 선호
도가 결정된다고 하였다(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 함희주, 2013). 이처
럼 인간 개인의 정서 요소인 음악흥미는 유아기에 접하는 음악환경에서
부터 토대가 되어 형성되며, 이는 가정으로부터 접하는 음악환경과 음악
자극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결과적으로 음악흥미는 음악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악에 대
한 태도와 가치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
렸을 때부터 접하는 음악 경험과 환경이 학생의 음악흥미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제시한 변인은 성격상 현재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으로
써, 과거의 음악 경험에 대한 배경은 측정할 수 없다. 한편 이는 또 다른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어렸을 때의 음악적 선행경험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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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음악흥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기에 지각하는 환경 변인
과 개인 변인으로 음악흥미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음악교육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 음악흥미의 구성요인 및 측정
일반적으로 음악흥미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악흥미 측정
도구는 하위요인을 제시하지 않고 ‘음악을 좋아한다.’, ‘음악을 들으면 즐
겁다.’ 등의 음악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과 생각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국외 연구에서 많으며, 국내 연구에서는 음악흥미
의 하위요인을 제시하고 흥미와 관련된 2-3가지의 도구를 기초로 재구
성한 척도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하위요인을 분류하여
제시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향숙(2001)은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정서지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 음악흥미를 Shaw와 Tomcala(1976)가 제작한 음악적 태도 척
도를 기초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음악적 태도’, ‘음악적
선호’, ‘음악 경험’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음악적 태도’는
음악에 대한 개인의 일관성 있는 감정적인 반응을 의미하며, ‘음악적 선
호’는 태도보다 외적인 행위로써, 대상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행위와 관련
된다(Radocy & Boyle, 2003, pp. 356-357). ‘음악 경험’은 인간의 인지적,
정서적 상태를 조절하고 변화시켜 표출하도록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한
국음악지각인지학회, 2005). 조정은(2013a)은 이 척도를 사용하여 가정환
경, 정서지능, 음악흥미 간의 관계와 음악흥미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였다.
Linnenbrink-Garcia et al. (2010)는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측정하기 위
해 학업 영역의 개인적 흥미와 상황적 흥미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개
인적 흥미는 Motivati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MSLQ;
Pintrich, Smith, Garcia & McKeachie, 1993) 중 과제가치 척도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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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작하였으며, 상황적 흥미는 흥미유발(triggered-SI) 요소와 흥미유
지(maintained-SI) 요소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작하였다. 그 후
Linnenbrink-Garcia, Pugh, Koskey와 Stewart(2012)는 개인적 흥미 척
도를 사용하여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흥미, 학업적 자기효능감, 선행지식
을 3번의 시기로 나누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였다. 한
편 Ferrell과 Barbera(2015)는 상황적 흥미 척도를 사용하여 화학교과 영
역에서의 자기효능감, 흥미, 노력에 대한 신념(effort beliefs)을 측정하고
척도의 적합도를 위하여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윤미선(2005)은 교과흥미의 개인적 흥미 척도와 상황적 흥미 척
도를 분류하여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교과흥미라는 점에서 음악영역의
경우,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교과의 흥미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교과흥미는 학생 개개인의 교과 관련 자아개념, 적성, 유능
감, 자기관여, 정서 요소 등이 결합된 심리 변인을 의미하며, 개인적 흥
미는 교과에 대한 ‘내용’, ‘가치’, ‘유능감’으로, 상황적 흥미는 ‘주도성’, ‘관
련성’, ‘이해성’, ‘신기성’으로 각각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는 교과흥미 척도를 과학교과의 성격에 맞추어 타당화하였고, 그 후 윤
미선과 홍창용(2006)은 이 척도를 사용하여 중학생의 부모 학습관여 지
각과 교과흥미 및 교과성적의 관계를 영어교과에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라.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음악적 자기효능감, 음악흥
미의 관계
음악흥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음악흥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속성을 크게 ① 환경에 대한 인식, ② 자신에 대한
인식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이 환경과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였는지에 대한 해석으로 형성된 상호작용이 음악흥미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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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ng과 McPherson(2011)은 홍콩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학생의
개인 요인(자기효능감, 미적 느낌, 귀인)과 환경 요인(부모, 교사, 학교,
또래, 성취경험)이 음악적 동기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환
경 요인 중 부모변인은 음악학습에 대한 관여와 지지의 정도로 설명하
고, 교사변인은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행동과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연
구결과, 학생의 음악 연주 기술에 대한 자신감, 부모의 음악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관여와 지지,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음
악흥미를 증가시켰고, 이 외의 개인 및 환경 요인들도 음악흥미와 음악
적 동기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환경 요인 중에서는 부모와 교사의 영향
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Creech와 Hallam(2003)은 교사변인, 부모변인, 개인변인이 음악
적 맥락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모형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음악학습 맥락에서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각 변인은 학습관여, 양육방
법, 태도, 가치, 역할 기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모, 교사,
학생이 각각 지니고 있는 변인 간의 상호작용 즉 교사-부모, 교사-학생,
부모-학생의 관계와 상호작용 내에서의 행동이 학생의 음악 성취, 음악
의 즐거움, 개인적 만족감과 음악적 만족감, 자기효능감과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타인(교사, 부모)의 행동이 학생의 행동을
결정하고 학생의 행동 역시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과정은
계속적으로 순환하여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모형은
음악을 학습할 때에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음악적 즐거움이 높아진다는 것을 제시하여 이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후 Creech와 Hallam(2011)은 337명의 바이올린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변인(대인관계의 상호작용)과 심리 변인
간의 관계를 중다회귀분석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
한 교사-학생 상호작용(일치/합의형, 과묵형, 복종형, 학생영향형), 부모
지지를 환경 변인으로 설정하였고, 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동기,
음악학습에 대한 만족, 음악의 즐거움, 음악성취를 심리 변인으로 설정하
였다. 분석 결과, 음악의 즐거움과 음악학습에 대한 만족에는 교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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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일치/합의형과 부모의 지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음악
의 즐거움에는 교사변인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한편 음악학습에
대한 만족에는 부모변인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기효능감
에 교사-학생간의 복종형이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다음으로 과
묵형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부모의 지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
였다. 이 외의 자아존중감, 동기, 음악 성취도 교사와 부모의 영향에 모
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교사변인과 부모변인은 음악과 관
련된 학생의 정서 요소와 인지 요소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음악흥미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
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환경에 의해 인지 요소인 자기효능감이
형성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흥미가 향상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여
기서 주목할 점은 음악흥미를 발달시키는 데에 있어 ‘환경에 대한 개인
의 지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이며 이
러한 해석으로 형성된 인지 요소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정서 요소인 음악
흥미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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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A 중학교와 종로구에 위치한 B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총 408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
하였다. 이 중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8명을 제외한 총 40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
-1>과 같다.
<표 Ⅲ-1> 표본의 일반적 특성
(n=400)
학교
중학교
총합

학년

성별

총합

남

여

빈도(명)

백분율(%)

1학년

116

112

228

57.0

2학년

60

112

172

43.0

빈도(명)

176

224

400

백분율(%)

44.0

56.0

100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학생은 17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4.0%를
차지하고 여학생은 224명으로 56.0%를 차지하였다. 학년에 따른 분포를
보면 중학교 1학년은 22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7.0%를 차지하고 2학년
은 172명으로 43.0%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1, 2학년 중학생으로 설정한 이유는 음악흥미
와 자기효능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음악흥미는 다른 영역의
흥미와 달리 이른 시기에 형성되어 청소년기에 분명해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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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port, 1961, p. 236), 고등학생보다 더 이른 나이인 중학생의 시기에
흥미가 변화되기 쉽고 이에 따라 중학생의 교사와 부모의 역할에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음악흥미는 그 이후 학생의 태도,
생각,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자
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신념으로써, 결과에 대한 기대와 구분된다. 이
는 성취경험 또는 실패경험의 결과를 가지기 이전에 가지는 자기 인식이
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성과에 많이 노출된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자
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또한 현재 중학교는 집중이수제
를 적용하여 중학교 3학년을 제외한 1, 2학년 학생들만이 음악수업을 받
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중학교 1, 2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검사는 각 학급의 음악교과 담당교사의 지도에 따라 15분 동안 진행
되었으며, 검사도구는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효능감, 음
악흥미로 구성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예비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척도의 문항들은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의 5
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내
외이다. 척도의 안면타당도 및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교수 3인에게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받았으며, 경기도에 소재한 G중학교
1학년 학생 87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이 연구에서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는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
계’ 척도(15문항),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17문항), ‘자기효능감’ 척도(14
문항), ‘음악흥미’ 척도(14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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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학생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 ‘교사-학생관계’는 학생이 지각하는 음악교사와 학생 간
의 관계로 정의되었다. 이에 대한 척도는 지은림 등(2003)이 제작한 ‘교
사-학생관계척도’를 수정한 김희정(2012)의 척도를 음악에 맞추어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5요인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예비 검사 응답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6문항이 제외
되고 15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검사의 각 문항은 학생의 음악학습에 대
하여 음악선생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묻는 것으로, 5점 Likert 척
도로 제시되어 교사-학생관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구성되었
다.
척도는 예비 검사 응답 결과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바탕
으로 ‘이해공감’, ‘친밀감’, ‘유능감’의 3가지 하위요인이 추출되어 제시되
었다. 문항 수는 이해공감 6문항, 친밀감 5문항, 유능감 4문항으로 총 15
문항이다. 세 하위영역별 내용 및 해당 문항은 <표 Ⅲ-2>와 같으며 실
제 검사지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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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교사-학생관계 척도
변인

문항

이해
공감

교사-학생
관계

(n=400)
문항
번호

1. 음악선생님은 우리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신다.

1

2. 음악선생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관
심을 가지고 계신다.

2

3. 음악선생님은 우리의 행동을 잘 이해해주신다.

3

4. 음악선생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잘 이해
해주신다.

4

5. 음악선생님은 우리의 생각을 인정해주시는 경
우가 많다.

5

6. 음악선생님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도 잘 이해해
주신다.

6

7. 음악선생님은 우리에게 애정을 갖고 계신다.

7

8. 음악선생님은 우리에게 칭찬을 잘 해주신다.

8

친밀감 9. 음악선생님은 함께 지내고 싶은 분이다.

9

10. 음악선생님은 우리에게 자상하시다.

10

11. 음악선생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신다.

11

12. 음악선생님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12

13. 음악선생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잘 설명하신다.

13

유능감 14. 음악선생님은 학생들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
주신다.

14

15. 음악선생님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신다.

15

1) 교사-학생관계 척도의 신뢰도 분석
척도의 신뢰도란 척도를 이용하여 수집한 점수가 얼마나 정확하고 일
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 즉 측정의 오차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백순근, 2004). 이에 따라 각 요인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를 제시하였다(<표 Ⅲ-3> 참
조).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s  는 .960으로 높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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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였으며 각 요인별 Cronbach's  는 .948, .922, .850으로 나타났다.
<표 Ⅲ-3> 교사-학생관계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
(n=400)
교사-학생관계 척도 전체
.960

하위변인별
이해공감

친밀감

유능감

.948

.922

.850

2) 교사-학생관계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어떤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하는 가상적인 하위개
념을 의미하며,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은 특정한 심리적 특
성을 설명하도록 개발된 측정도구가 실제적으로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
는지를 이론적 가설을 토대로 경험적·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백
순근, 2004).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각 변인들에 대한 개념화가 타당한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①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② 하위요인들 간 그리고 각 하위요
인과 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척도의 내적 구조의 타당성, 즉 구인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교사-학생관계 척도가 이해공감, 친밀감, 유능감의 3가지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식은 주성분 요인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회전은 추출된 요인 간에 상관이 있다고 가정하므로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 간에 상관관계가 있
는 경우 자료를 통해 분석한 실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Direct oblimin 방식을 사용하였다(이순묵, 2003). 이에 대한 결과는 <표
Ⅲ-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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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교사-학생관계 척도의 요인분석
변인1

변인2

(n=400)
변인3

이해공감

친밀감

유능감

3

.910

.018

-.014

2

.904

.043

-.071

4

.892

-.025

.015

5

.859

.009

.025

6

.818

.006

.090

1

.814

.080

.023

9

-.014

.964

-.108

11

.061

.785

.112

8

.100

.751

.069

10

.083

.693

.188

7

.300

.459

.174

15

-.142

.133

.848

12

.127

-.155

.800

13

.101

.081

.734

14

.101

.160

.667

Eigen Value

8.761

6.630

7.701

문항번호

<표 Ⅲ-4>를 보면 3개의 구인별 요인적재량은 이해공감 .735-.787,
친밀감 .562-.818, 유능감 .691-.768로 나타남으로써 3가지의 요인으로 묶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사-학생관계 척도는 의도했던 3가지
하위요인 즉 이해공감, 친밀감, 유능감으로 구성되며 이를 적절히 측정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3개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교사학생관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의
하위요인 간 그리고 각 하위요인과 총점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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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교사-학생관계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총점 간의 상관
이해공감

친밀감

친밀감

.824**

유능감

.726**

.717**

총점

.947**

.934**

유능감

.858**
**p<.01

교사-학생관계의 각 하위요인 간에 그리고 하위요인과 총점 간의 상
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각 하위요인과 총점
간의 상관을 보면 이해공감, 친밀감, 유능감 순으로 상관이 높으며, 각
하위요인들과 전체 총점 간의 상관이 양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개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교사-학생관
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습관여’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음악학습 및 음악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제공하고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 및 심리적 지원으로 정의되었다. 이에 대한 척도
는 임은미(1998)가 제작한 ‘부모행동검사’를 수정한 김종덕(2001)의 척도
를 음악학습영역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인 부모의 학습
관여형태(김종덕, 2001)는 5요인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예비 검사 응답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13문항이 제외
되고 17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검사의 각 문항은 학생의 음악학습에 대
하여 부모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묻는 것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제시되어 부모의 학습관여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구성되었다.
척도는 예비 검사 응답 결과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바탕
으로 ‘적정성과 추구’, ‘학습방식 존중’, ‘학습정보 제공’의 3가지 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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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출되어 제시되었다. 문항 수는 적정성과 추구 6문항, 학습방식 존중
5문항, 학습정보 제공 6문항으로 총 17문항이다. 세 하위영역별 내용 및
해당 문항은 <표 Ⅲ-6>과 같으며 실제 검사지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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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
변인

(n=400)
문항
문항
번호
1.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음악을 하지 못할 때 부
6
모님은 화부터 내신다. *
2.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과 경쟁하여 이길 것을 강조하
신다. *
3. 부모님은 내 능력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높은 음악성적 만을 기대하신다. *
적정
성과 4. 부모님은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악보 읽기, 악
추구
기 연주하기 등의 음악활동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신다. *

부모의
학습
관여
척도

7
15
9

5. 부모님은 음악공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누구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 *

11

6. 부모님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신다. *

3

7. 부모님은 내가 음악활동을 할 때 할 수 있는 한 최
선을 다해 하라고 격려하신다.

2

8. 부모님은 음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나에게
택권을 주신다.

1

선

학습 9. 부모님은 내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감상하기 등의 음악활동을 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방식
하도록 하신다.
존중
10. 부모님께 음악에 관한 내 의견을 말씀드리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편이다.

17

11. 부모님은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
가 하고 싶은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13

12. 부모님은 음악 공연, 음악 CD, 음악 서적 등에 대
하여 나에게 말씀해주시곤 한다.

12

13. 부모님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감상하
기 등에 관한 음악정보를 내게 알려주시곤 한다.

4

14. 부모님은 왜 음악을 배워야 하는지 설명해주시곤
한다.

14

학업
정보
제공 15. 부모님은 방과 후 음악활동(학교 내/외의 활동 포
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내게 알려주시곤 한다.

5

8

16. 부모님은 음악에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하시는 것
같다. *

16

17. 부모님은 내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악보
읽기 등의 음악공부를 어려워하면 그 문제를 어떻
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해주신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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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채점

1)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의 신뢰도 분석
척도의 신뢰도란 척도를 이용하여 수집한 점수가 얼마나 정확하고 일
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 즉 측정의 오차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백순근, 2004). 이에 따라 각 요인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를 제시하였다(<표 Ⅲ-7> 참
조).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s  는 .846으로 양호한 신
뢰도를 보였으며 각 요인별 Cronbach's  는 .842, .859, .806으로 나타났
다.
<표 Ⅲ-7>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
(n=400)
하위변인별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
전체

적정성과 추구

학습방식 존중

학업정보 제공

.846

.842

.859

.806

2)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어떤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하는 가상적인 하위개
념을 의미하며,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은 특정한 심리적 특
성을 설명하도록 개발된 측정도구가 실제적으로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
는지를 이론적 가설을 토대로 경험적·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백
순근, 2004).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각 변인들에 대한 개념화가 타당한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①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② 하위요인들 간 그리고 각 하위요
인과 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척도의 내적 구조의 타당성, 즉 구인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가 적정성과 추구, 학습방식 존중, 학업정
보 제공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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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식은 주성분 요인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회전은 추출된 요인 간에 상
관이 있다고 가정하므로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자료를 통해 분석한 실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Direct oblimin 방식을 사용하였다(이순묵, 2003). 이
에 대한 결과는 <표 Ⅲ-8>과 같다.
<표 Ⅲ-8>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의 요인분석
(n=400)
변인3

변인1

변인2

적정성과 추구

학습방식 존중

학업정보 제공

6

.773

.124

-.103

7

.764

.070

-.057

9

.728

.003

.147

15

.726

.178

-.108

11

.711

-.125

-.198

3

.663

.089

.035

1

.058

.804

-.019

2

.047

.799

.067

5

.091

.764

.005

17

.060

.752

.083

13

-.040

.751

.006

12

-.102

-.102

.747

4

-.048

-.048

.701

14

-.171

-.171

.691

16

.534

.534

.667

8

-.170

-.170

.654

10

.094

.094

.452

Eigen Value

3.765

4.397

3.669

문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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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을 보면 3개의 구인별 요인적재량은 적정성과 추구
.669-.783, 학습방식 존중 .726-.791, 학업정보 제공 .536-.752로 나타남으
로써 3가지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학습
관여 척도는 의도했던 3가지 하위요인 즉 적정성과 추구, 학습방식 존중,
학업정보 제공으로 구성되며 이를 적절히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3개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부모의
학습관여’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의
하위요인 간 그리고 각 하위요인과 총점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Ⅲ-9>와 같다.
<표 Ⅲ-9> 부모의 학습관여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총점 간의 상관
적정성과 추구

학습방식 존중

학습방식 존중

.244**

학업정보 제공

.016**

.560**

총점

.582**

.816**

학업정보 제공

.753**
**p<.01

하위요인과 총점 간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1). 단 적정성과 추구의 경우, 다른 하위요인들과 낮은 상관을 보이
며, 학업정보 제공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적정성과 추구가
부모의 학습관여라는 구인을 형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하위요인임을 의
미한다.
적정성과 추구의 경우, 개념적으로 학생의 관점에서 부모가 자녀의 개
인적인 실력 향상과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이끌기 위해 격려하는 행동
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녀가 적정성과에 대한
부모의 격려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매우 주관적일 것이라
판단된다(한혜리, 2014). 실제 적정성과 추구를 측정하는 문항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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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음악학습에 대하여 부모가 격려하는 행동 방식을 묻는 문항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음악학습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선행경험과 사고에
따라 학생들에게 동일한 부모의 행동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자녀의 주관적인 지각의 차이로 인해 부모의 학습관여
를 구성하는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
다.
이 외의 하위요인과 총점 간의 상관을 보면 학습방식 존중, 학업정보
제공 순으로 상관이 높으며, 각 하위요인들과 전체 총점 간의 상관이 양
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정성과 추구를 제외한 2개의 하위
요인인 학습방식 존중과 학업정보 제공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서 ‘부모의 학습관여’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자기효능감 검사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으로써, 학생이 음악활
동 및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작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
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되었다. 이에 대한 척도는 김아영과 박
인영(2001)이 개발하여 타당화 연구를 마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음악학습영역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 검사 응답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4문항이 제외되고 14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검사의 각 문
항은 학생이 음악 학습 및 활동을 할 때 각자의 음악능력을 얼마나 믿고
조절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제시되어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구성되었다.
척도는 예비 검사 응답 결과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바탕
으로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가지 하위요인이
추출되어 제시되었다. 문항은 자신감 6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5문항, 과
제난이도 선호 3문항으로 총 14문항이다. 세 하위영역별 내용 및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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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표 Ⅲ-10>과 같으며 실제 검사지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Ⅲ-10> 자기효능감 척도
(n=400)
문항
문항
번호
1. 음악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8
불안하다.*

변인

자신
감

자기
효능감
척도

2. 친구들과 같이 노래를 부를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
봐 내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

6

3. 음악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 *

10

4. 나는 수행평가 시기만 되면 우울해진다. *

13

5.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 *

2

6. 음악시험을 보기 전에는 시험을
이 든다. *

4

망칠 것 같은 생각

7.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음악적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7

8. 나는 음악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14

자기
조절 9. 나는 음악에 대하여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효능
감
10.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악을 배울 때에도 주의집중
을 잘 할 수 있다.
11.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음악 과제를 잘 마
칠 수 있다.
12.
과제
난이
도 13.
선호
14.

1
5
12

만약 수업시간에 배울 수 있는 음악 중 몇 가지만
을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음악만을 선택할 것이
다. *

9

음악은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

11

가능하다면 어려운 음악은 피해가고 싶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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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채점

1)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분석
척도의 신뢰도란 척도를 이용하여 수집한 점수가 얼마나 정확하고 일
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 즉 측정의 오차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백순근, 2004). 이에 따라 각 요인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를 제시하였다(<표 Ⅲ-11> 참
조).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s  는 .879로 양호한 신뢰
도를 보였으며 각 요인별 Cronbach's  는 .818, .825, .792로 나타났다.
<표 Ⅲ-11>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
(n=400)
하위변인별

자기효능감
척도 전체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879

.818

.825

.792

2) 자기효능감 척도의 구인타당성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어떤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하는 가상적인 하위개
념을 의미하며,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은 특정한 심리적 특
성을 설명하도록 개발된 측정도구가 실제적으로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
는지를 이론적 가설을 토대로 경험적·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백
순근, 2004).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각 변인들에 대한 개념화가 타당한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①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② 하위요인들 간 그리고 각 하위요
인과 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척도의 내적 구조의 타당성, 즉 구인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자기효능감 척도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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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식은 주성분 요인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회전은 추출된 요인 간에 상관이 있다고
가정하므로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 간에 상
관관계가 있는 경우 자료를 통해 분석한 실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Direct oblimin 방식을 사용하였다(이순묵, 2003). 이에 대한 결과는
<표 Ⅲ-12>와 같다.
<표 Ⅲ-12> 자기효능감 척도의 요인분석
(n=400)
변인3

변인1

변인2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8

.843

.012

-.087

6

.838

.017

-.104

10

.653

.035

.028

13

.576

-.002

.205

2

.559

-.035

.266

4

.474

.111

.350

14

.115

.802

-.128

7

-.163

.792

.118

1

.036

.732

.117

5

-.102

.732

.083

12

.148

.717

-.089

11

-.008

-.012

.828

9

.052

.061

.815

3

.139

.161

.652

Eigen Value

3.956

3.956

3.695

문항번호

<표 Ⅲ-12>를 보면 3개의 구인별 요인적재량은 자신감 .556-.801, 자
기조절 효능감 .695-.769, 과제난이도 선호 .679- .797로 나타남으로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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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 척도는
의도했던 3가지 하위요인 즉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로 구성되며 이를 적절히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3개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효
능감’이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의 하
위요인 간 그리고 각 하위요인과 총점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
한 결과는 <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총점 간의 상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406**

과제난이도 선호

.595**

.516**

총점

.867**

.759**

과제난이도 선호

.815**
**p<.01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 간에 그리고 하위요인과 총점 간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각 하위요인과 총점 간의
상관을 보면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순으로 상관이
높으며, 각 하위요인들과 전체 총점 간의 상관이 양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개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
기효능감’이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 음악흥미 검사
본 연구에서 ‘음악흥미’는 음악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음악에 대한 즐거움(enjoyment), 적극적인 태도(attitude),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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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으로 정의되었다. 이에 대한 척도는 Linnenbrink-Garcia et al.
(2010)가 제작한 학업 영역의 상황적 흥미 검사와, Motivati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Pintrich et al., 1993) 중 과제가치 척도를 기
초로 Linnenbrink-Garcia et al. 가 제작한 개인적 흥미 검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개인적 흥미 척도는 느낌(feeling)과 가치(value)의 요소를
포함하며, 상황적 흥미 척도는 유발(triggered-SI)과 유지(maintained-SI)
의 요소를 포함한다. 검사의 각 문항은 학생이 학교 정규 음악수업 시간
에 배우는 음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것으로, 5점 Likert 척
도로 제시되어 흥미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구성되었다.
척도는 ‘개인적 흥미’와 ‘상황적 흥미’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제시된다.
문항 수는 개인적 흥미 6문항, 상황적 흥미 8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
성된다. 두 하위영역별 내용 및 해당 문항은 <표 Ⅲ-14>와 같으며 실제
검사지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Ⅲ-14> 음악흥미 척도
변인

문항

1.
2.
3.
개인적
흥미 4.
5.
6.
음악
흥미

나는 평소에 음악을 좋아한다.
음악은 나를 즐겁게 한다.
음악은 내가 즐거워하는 교과이다.
음악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나는 노래를 듣거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일상생활에서 음악은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
다.
7. 음악 선생님은 매우 재미있는 분이시다.
8. 음악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고 집중한
다.
9. 음악수업 시간에 자주 즐거움을 느낀다.
상황적 10. 음악수업 시간에 주의 집중이 잘 된다.
흥미 11. 음악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나에게 중요하다.
12. 음악수업 시간은 나를 즐겁게 한다.
13. 음악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흥미롭다.
14. 음악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매우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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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음악흥미 척도의 신뢰도 분석
척도의 신뢰도란 척도를 이용하여 수집한 점수가 얼마나 정확하고 일
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 즉 측정의 오차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백순근, 2004). 이에 따라 각 요인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를 제시하였다(<표 Ⅲ-15> 참
조).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s  는 .945로 높은 신뢰도
를 보였으며 각 요인별 Cronbach's  는 .919, .922로 나타났다.
<표 Ⅲ-15> 음악흥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
(n=400)
음악흥미 척도 전체
.945

하위변인별
개인적 흥미

상황적 흥미

.919

.922

2) 음악흥미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어떤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하는 가상적인 하위개
념을 의미하며,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은 특정한 심리적 특
성을 설명하도록 개발된 측정도구가 실제적으로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
는지를 이론적 가설을 토대로 경험적·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백
순근, 2004).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각 변인들에 대한 개념화가 타당한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①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② 하위요인들 간 그리고 각 하위요
인과 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척도의 내적 구조의 타당성, 즉 구인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음악흥미 척도가 개인적 흥미, 상황적 흥미의 2가지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식은 주성분 요인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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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요인의 회전은 추출된 요인 간에 상관이 있다고 가정하므로 사각
회전(oblique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자료를 통해 분석한 실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Direct
oblimin 방식을 사용하였다(이순묵, 2003). 이에 대한 결과는 <표 Ⅲ
-16>과 같다.
<표 Ⅲ-16> 음악흥미 척도의 요인분석
(n=400)
변인1

변인2

개인적 흥미

상황적 흥미

5

.878

-.069

2

.859

.054

1

.853

.038

6

.778

.072

4

.734

.166

3

.517

.433

11

.115

.795

7

-.263

.778

14

.100

.775

13

.182

.772

12

.211

.767

9

.231

.723

10

.181

.698

8

.048

.633

Eigen Value

6.493

7.013

문항번호

<표 Ⅲ-16>을 보면 3개의 구인별 요인적재량은 개인적 흥미
.629-.842, 상황적 흥미 .616-.788로 나타남으로써 2가지의 요인으로 묶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음악흥미 척도는 의도했던 2가지 하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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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즉 개인적 흥미, 상황적 흥미로 구성되며 이를 적절히 측정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개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효
능감’이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의 하
위요인 간 그리고 각 하위요인과 총점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
한 결과는 <표 Ⅲ-17>과 같다.
<표 Ⅲ-17> 음악흥미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총점 간의 상관
개인적 흥미
상황적 흥미

.723**

총점

.912**

상황적 흥미
.943**
**p<.01

음악흥미의 각 하위요인 간에 그리고 하위요인과 총점 간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각 하위요인과 총점 간의
상관을 보면 상황적 흥미, 개인적 흥미 순으로 상관이 높으며, 각 하위요
인들과 전체 총점 간의 상관이 양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
개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음악흥미’라는 하나
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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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그림 Ⅲ-1]과 같다.
구분

[1단계]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사전 면담
2015. 9. -2016. 4.

연구 절차

1. 음악흥미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2. 자기효능감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3. 교사-학생관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4. 부모의 학습관여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5. 예비 검사 문항 개발 및 수정

[2단계]
6. 예비검사 실시 (4월 중순) 및 결과분석
척도 제작
및 검사 실시

7. 자기효능감,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척
도 수정
8. 본검사 실시 (4월 말-5월 초)

2016. 4. – 2016. 5.

[3단계]
자료 분석
및 논문 작성

9. 자료 분석과 해석
10.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논문 작성
11. 논문 수정 및 보완

2016. 5. – 2016. 6.

[그림 Ⅲ-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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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22.0 프
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실증적인 인과관
계의 추론을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사용된 자
료의 표본은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8명을 제외한 총 400명이
다.
1차적으로 기초적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for Windows 22.0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다음 설문지의 측정문항을 적절한 문항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타당도에 관련된 변인들 간
의 다중공선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별타당도를 위하여 상관분석과 사각회
전 방식 중 하나인 Direct oblimin 방식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뢰도의 확보를 위해서 측정문항들 사이의 문항 간 내적일치도를
확인하는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2차적으로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증적인 인과관계의 추
론을 위한 경로분석과 회귀분석을 동시에 Graphic으로 실시하였다. 다음
잠재변수들 간의 측정모형의 확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고,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5.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학생의 음악흥미와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
효능감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이들의 관계를 밝히고자 여러 심리학자들이 제시한 흥미이론과 이
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그림 Ⅲ-2]와 같은 구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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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르면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와 부모의 학습관
여가 자기효능감과 음악흥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기효능감
을 매개로 음악흥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해공감

친밀감 유능감

교사-학생
관계

+
+
자신감
자기조절

+

자기효능감

효능감

음악흥미

개인적 흥미
상황적 흥미

과제난이도
선호
+
+

부모의
학습관여

학습방식

학업정보

존중

제공

환경적 변인
[그림 Ⅲ-2]

개인적 변인

학생의 음악흥미와 자기효능감, 교사-학생관계 및 부모의 학습관여의
인과관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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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자료의 일반적 특성
가. 측정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효능
감, 음악흥미와 이에 대한 측정변인의 기술적 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교사-학생관계에 해당하는 측정변인은 이해공감, 친밀감, 유능감이다.
측정변인들의 척도상의 산술값을 기준으로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
관계는 이해공감(3.71), 친밀감(3.79), 유능감(4.07)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
은 수준이었다. 이 변인의 값이 높을수록 학생이 교사와의 관계성을 긍
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학생들이 교사의 유능감을 높게 지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습관여에 해당하는 측정변인은 학습방식 존중, 학업정보 제
공이다. 측정변인들의 척도상의 산술값을 기준으로 학생이 지각하는 부
모의 학습관여는 학습방식 존중(3.91), 학업정보 제공(3.04)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이 변인의 값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로부터 행
동 및 심리적으로 학습에 대한 관여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
을 의미하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학습방식에 대한 존중을 다소 높게 지
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해당하는 측정변인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
이도 선호이다. 측정변인들의 척도상의 산술값을 기준으로 학생의 자기
효능감은 자신감(3.33), 자기조절 효능감(3.27), 과제난이도 선호(3.22)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이 변인의 값이 높을수록 학생이 자신
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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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신감을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흥미에 해당하는 측정변인은 개인적 흥미, 상황적 흥미이다. 측정
변인들의 척도상의 산술값을 기준으로 학생의 음악흥미는 개인적 흥미
(3.91), 상황적 흥미(3.73)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이 변인의
값이 높을수록 학생이 음악에 대한 즐거움, 가치, 유용성을 높게 지각하
고 있음을 의미하여 학생들이 음악 자체를 즐거워하며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n=400)
잠재변인
교사-학생
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효능감

음악흥미

측정변인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이해공감

6

3.71

.75

1.00

5.00

친밀감

5

3.79

.78

1.00

5.00

유능감

4

4.07

.68

1.00

5.00

학습방식 존중

5

3.91

.81

1.00

5.00

학업정보 제공

6

3.04

.84

1.00

5.00

자신감

6

3.33

.86

1.00

5.00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개인적 흥미

5

3.27

.75

1.00

5.00

3

3.22

.96

1.00

5.00

6

3.91

.83

1.00

5.00

상황적 흥미

8

3.73

.77

1.13

5.00

나. 측정변인의 다변량 정규성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의 다변량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측정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활용하여 단병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적합
도 지수인 카이자승 값이 측정변수의 첨도 및 왜도 수준에 따른 정규성
이탈 정도에 민감하기 때문이다(양병화, 2006). 따라서 다변량 정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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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일변량 정규성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조
합된 변수들의 결합분포가 정규성을 이루어야 하며, 셋째, 모든 이변량
산점도는 선형이며 등분산성을 가져야 한다(배병렬, 2006). 그러나 조합
된 변수들의 결합분포의 정규성 판단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측
정변수가 이용되었으므로, 이 모든 분포에 대한 검토는 쉽지 않은 작업
이라 판단되어 일변량 분포의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측정변인의 왜도 및 첨도의 분석결과는 <표 Ⅳ-2>와 같다. 경험적 기
준에 따르면 왜도의 경우 절대값 지수가 3.0이내, 첨도의 경우 절대값 지
수가 8.0-20.0이내일 때 구조방정식 모형은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본다(Curran, West & Finch, 1996).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자료는 왜도의
절대값 지수가 .003-.656, 첨도의 절대값 지수가 .020-.389로서 단변량 정
규성을 확보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다변량 정규성의 확보를 확인하였다.

<표 Ⅳ-2> 측정변인의 왜도 및 첨도
(n=400)
잠재변인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효능감

음악흥미

측정변인

왜도

첨도

지수

C.R.

지수

C.R.

이해공감

-.003

-0.027

.020

.081

친밀감

-.147

-1.2--

-.148

-.603

유능감

-.461

-3.765

.283

1.154

학습방식 존중

-.569

-4.649

.027

.110

학업정보 제공

.002

.017

-.258

-1.055

자신감

-.089

-.730

-.371

-1.514

자기조절효능감

-.100

-.817

.389

1.588

과제난이도 선호

-.297

-2.429

-.331

-1.351

개인적 흥미

-.656

-5.360

.152

.620

상황적 흥미

-.107

-.870

-.387

-1.580

31.614

18.694

Multi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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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각 측정변인들 간의 판별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설정
한 잠재변인들을 측정하는 10개의 측정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행렬은 <표 Ⅳ-3>과 같다.
각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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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n=400)
변인

1

2

3

4

5

6

7

8

9

10

M

SD

3.71

.751

3.79

.778

4.07

.681

3.91

.809

3.04

.842

3.33

.856

3.27

.751

3.22

.959

3.91

.830

3.73

.769

교사-학생관계
1. 이해공감
2. 친밀감
3. 유능감

1.00
.824
**
.726
**

1.00
.717
**

1.00

.219
**
.214
**

.216
**
.153
**

.240
**
.134
**

1.00
.560
**

1.00

.202
**
.338
**
.198
**

.193
**
.281
**
.168
**

.185
**
.318
**
.168
**

.237
**
.395
**
.207
**

.171
**
.380
**
.209
**

1.00
.406
**
.595
**

1.00
.516
**

1.00

.340
**
.533
**

.311
**
.509
**

.335
**
.527
**

.292
**
.268
**

.246
**
.276
**

.362
**
.366
**

.529
**
.569
**

.439
**
.390
**

부모의 학습관여
4. 학습방식 존중
5. 학업정보 제공
자기효능감
6. 자신감
7. 자기조절효능감
8. 과제난이도 선호
음악흥미
9. 개인적 흥미
10. 상황적 흥미

1.00
.723
**

1.0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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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의 분석
가.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주로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얻기 위해 설정되는 측정모형 중의 하나이다. 각 측정변인들은
이론적 개념(잠재변인)의 다중지표로 사용되어 구성되었으며, 이렇게 설
계된 측정모형이 과연 이론적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Ⅳ-1]과 같다.
.84

이해공감

1.257(.914)***

.80

친밀감

.64

유능감

.61

학습방식 존중

1.046(.781)***

.51

학업정보 제공

1.000(.717)***

.37

자신감

1.278(.897)***
1.000(.801)
.100(.303)
***
.140(.387)
***

.217(.542)
***

.236(.604)
***

.791(.612)***
.62

자기조절 효능감

.48

과제난이도 선호

.60

개인적 흥미

.87

상황적 흥미

.890(785)***
1.000(.691)

.893(.774)***
1.000(.935)

- 72 -

.173(.399)
***
.344(.723)
***

측정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상관행렬이 표본상관행렬에 얼마나 부합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
구에서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x², SRMR, GFI, CFI, TLI, NFI, PNFI,
RMSEA의 총 8개로서 이를 확인하면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x²
적합도

측정값
수용
기준

x²

df

132.
708 29
(p=.000)

SRMR

GFI

CFI

TLI

NFI

PNFI

RMSEA

.050

.937

.948

.919

.935

.602

.095

≤.10

≥.90

≥.90

≥.90

≥.90

>.60

<.10

RMSEA
LO
HI
90
90
.079

.111

<표 Ⅳ-4>를 살펴보면 x² 검증에서 p값이 .00으로 「모형이 자료에
합치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조현철(2003)에 의하면 x²값

응

은 표본의 크기(sample size)에 민감하게 반 하여 대개 표본수가 200이

“p값< ”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 영가설이
기각되기 쉽다. 따라서 x²값은 추정된 공분산행렬과 표본 공분산행렬이
부합되지 않는 정도를 가늠하는 참고 지표로만 사용되고,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x²값을 제외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SRMR(.050),
상으로 증가하면 x²검정은

GFI(.937), CFI(.948), TLI(.919), NFI(.935), PNFI(.602), RMSEA(.095)의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잘 설명하도록 제시하여 본 모형이 생산하는
모형상관행렬은 표본상관행렬과 매우 부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측정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 73 -

뢰도 분석

나. 측정모형의 타당도 및 신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모형은 여러 개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뢰

측정하는 방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요인계수와 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통해 수렴타당도
성 있고 타당성 있게 측정하는지를

를 판단하고 잠재변인 간 상관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측정변인의 다중상관자승(R²)을 통해 측정모형의 신뢰도를
였다.

렴

란

수 타당도

각 측정변인이 하나의 잠재변인을

잘

확인하

측정하고 있는가

를 의미하고 이것은 요인계수의 크기 및 통계적 검증을 통해 확인

할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표 Ⅳ-5>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B
(비표준화)

ß
(표준화)

S.E.
(표준오차)

C.R.
(t값)

교사-학생관계→이해공감

1.257

.914

.060

교사-학생관계→친밀감

1.278

.897

.062

교사-학생관계→유능감

1.000

.801

-

20.818
***
20.616
***
-

부모의 학습관여→학습방식 존중

1.046

.781

.134

부모의 학습관여→학업정보 제공

1.000

.717

-

자기효능감→자신감

.791

.612

.072

자기효능감→자기조절효능감

.890

.785

.086

자기효능감→과제난이도 선호

1.000

.691

-

.893

.774

.056

경로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7.825
***
-

자기효능감
10.300
***
10.936
***
-

음악흥미
음악흥미→개인적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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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5
***

Bagozzi와 Yi(1991)에 따르면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요인
계수(표준화 계수)가 .50≤ ß ≤.95 일 때 수렴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모든 측정변인의 요인적재량이 .612-.9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란

변별타당도

볼 수 있다.

각 측정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다른 잠재변인과 적절

하게 구별하여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하고 이것은 잠재변인 간의 상관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표 Ⅳ-6>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교사-학생관계 ↔ 부모의 학습관여
교사-학생관계 ↔

.303

자기효능감

.387

음악흥미

.604

자기효능감

.542

음악흥미

.399

교사-학생관계 ↔
부모의 학습관여 ↔
부모의 학습관여 ↔

자기효능감 ↔ 음악흥미

.723

추정된 상관계수는 .303-.723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경험적 기준(Rea & Parker, 2005)에 따르면, 잠재외생변인 간
의 상관은 .303을 나타냄으로써 강한 상관관계(.6-.8)를 보이지 않고, 외
생변인과 내생변인 간 그리고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은 매우 강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한 상관관계(.8-1.0)에 미치지 않으므로 본 측정모형은 양호한 정도의 변

니
신뢰도는

할 수 있다.

별타당도를 지 고 있는 것으로 판단

잘 설명되고 있는가
를 의미하고, 이는 다중상관자승(R², 설명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다음으로

잠재변인이 측정변인에 의해

에 대한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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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측정모형의 측정변인 다중상관자승(R²)
변인

다중상관자승(R²)

교사-학생관계
이해공감

.835

친밀감

.805

유능감

.642

부모의 학습관여
학습방식 존중

.610

학업정보 제공

.514

자기효능감
자신감

.375

자기조절효능감

.616

과제난이도 선호

.477

음악흥미
개인적 흥미

.599

상황적 흥미

.874

외
측정모형은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자신감의 경
우,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Bandura(1986)의 자
분석 결과, 자신감을 제 한 모든 측정변인이 .4 이상으로 나타나 본

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하여 자신감이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

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신감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측정변인으로
서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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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84

이해공감
.914***

.80

친밀감

.897***
.801

.64

유능감
.246***
.37

자신감

.385***

개인적

.612
***
.303***

.62

자기조절
효능감

.774
.596
***

.785
***

.935
***

.691
.48

과제난이도

.35

선호

.65
-.040

.468***

.61

학습방식
존중

.51

학업정보

.781***
.717

제공

[그림 Ⅳ-2] 구조방정식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주 1) 지표변인이므로 통계적 검증이 불가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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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흥미
상황적
흥미

.87

가.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
본 연구는 학생의 음악흥미와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 부모
의 학습관여,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모형이 실증자료

예측에 적합한지

를 검증하기 위하여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적
합도 지수는 x², SRMR, GFI, CFI, TLI, NFI, PNFI, RMSEA의 총 8개
로서 이를 확인하면 <표 Ⅳ-8>와 같다.

<표 Ⅳ-8>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x²
적합도

측정값

x²

df

132.
708

29

SRMR

GFI

CFI

TLI

NFI

PNFI

RMSEA

.050

.937

.948

.919

.935

.602

.095

≤.10

≥.90

≥.90

≥.90

≥.90

>.60

<.10

RMSEA
LO
HI
90
90
.079

.111

(p=.000)
수용
기준

=

df=29, p=.000으로 「모형이 자료에 합치한
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x²값은 표본의 크기(사례수>200)와
x² 검증에서 x² 132.708,

다변량 정규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크고 측정변수가 많을

평

때 모형을 과대 가하는 경
적절한

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x²값은

평가지수가 되지 못한다(조현철,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x²값을 유의미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x²값을 제

외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SRMR(.050),

GFI(.937),

CFI(.948), TLI(.919), NFI(.935), PNFI(.602), RMSEA(.095)의 모든 적합

즉 본 구조방정식 모형이 제시하
부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도 지수가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는 모형상관행렬은 표본상관행렬과
SRMR은

잔차공분산 정보를 모형의 부합도로 계량화한 지수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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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로, 해석하기 어

RMR을 표준화한 값이다. 경험적 기준에 따르면

SRMR<.05면 적합한 모형으로 보며, .05<SRMR<.10이면 양호한 모형으

평가되는데(문수백, 2009), 본 연구에서는 .050으로 적합한 모형에 근
접한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본 모형은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예측하기
로

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구조방정식 모형의 요인계수 및 경로계수 분석
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된 것을

았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요인계수

와 경로계수를 살펴보 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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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구조방정식 모형의 요인계수 및 경로계수
B
ß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요인계수

S.E.
(표준오차)

C.R.
(t값)
20.818
***
20.616
***

교사-학생관계→이해공감

1.257

.914

.060

교사-학생관계→친밀감

1.278

.897

.062

교사-학생관계→유능감

1.000

.801

-

-

부모의 학습관여→학습방식 존중

1.046

.781

.134

7.825
***

부모의 학습관여→학업정보 제공

1.000

.717

-

-

자기효능감→자신감

.791

.612

.072

자기효능감→자기조절효능감

.890

.785

.086

자기효능감→과제난이도 선호

1.000

.691

-

-

음악흥미→개인적 흥미

1.000

.774

-

-

음악흥미→상황적 흥미

1.120

.935

.071

15.865
***

교사-학생관계→음악흥미

.453

.385

.059

교사-학생관계→자기효능감

.298

.246

.073

부모의 학습관여→음악흥미

-.043

-.040

.068

부모의 학습관여→자기효능감

.513

.468

.082

자기효능감→음악흥미

.578

.596

.090

10.936
***
10.300
***

경로계수
7.680
***
4.111
***
-.631
6.283
***
6.410
***
***p<.001

먼저 요인계수의 경우, 모든 관찰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의 경우, ‘부모의 학습관여→음악흥미’의 경로
를 제외한 모든 경로의 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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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구조방정식 모형의 잠재변인 다중상관자승(R²)
변인
다중상관자승(R²)

편

음악흥미

.647

자기효능감

.349

교사-학생관계

-

부모의 학습관여

-

봄 써
재내생변인이 잠재외생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
었다.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은 R²과 비슷한 것으
로, 각 모형에서 내생변인이 외생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R²이 높다는 것은 외생변인들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음을
한 , 이러한 경로계수들과

함께

다중상관자승을 확인해 으로 , 잠

의미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Ⅳ-10>와 같다. 음악흥미의 경우, 자기

약 64.7% 설명되고 있
고, 자기효능감의 경우 교사-학생관계와 부모의 학습관여에 의해 34.9%
설명되고 있다.
효능감,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에 의해

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구조적 경로에 대한 효과 분해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
와 총효과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효과분해(effects decomposition)란
총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로 분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표준화 경로
계수를 통해 특정 잠재변인이 다른 잠재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
악할 수 있다(배병렬, 2011).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경로계수의 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이 때 총효과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붓스트레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붓스
트레핑은 모든 모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모수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이 가능하다(문수백, 2009, pp.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잠재변인들의

48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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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효과 분해를 통한 변인 간 영향관계 분석결과
직접효과
경로

간접효과

총효과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C.R.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붓스트렙
추정 p값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교사-학생관계→음악흥미

.385***

.453

7.680

.147***

.172

.001

.531***

.625

교사-학생관계→음악흥미

.385***

.453

7.680

-

-

-

-

-

-

-

.147***

.172

.001

-

-

부모의 학습관여→음악흥미

-.040***

-.043

-.631

.279***

.296

.001

.233***

.245

부모의 학습관여→음악흥미

-.040***

-.043

-.631

-

-

-

-

-

-

-

-

.279***

.296

.001

-

-

.596***

.578

6.410

-

-

-

.596***

.578

교사-학생관계→자기효능감→음악흥미

부모의 학습관여→자기효능감→음악흥미
자기효능감→음악흥미

-

***p<.0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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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관계의 경우, 교사-학생관계와 음악흥미 간의 표준화

회귀

계수(  )는 .385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에 따라 교사-학생관계는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향

칠

정적인 영 을 미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즉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
는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교사-학생관계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음악흥미에 미치는 간접효과
는 .147(.246 × .596)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이에 따라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음악흥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구
체적으로 교사-학생관계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246,
p<.001), 자기효능감은 음악흥미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596,
p<.001). 또한 교사-학생관계는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385, p<.001), 간접적으로도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146,
p<.001). 즉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음
악흥미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습관여의 경우, 부모의 학습관여와 음악흥미 간의 표준화 회
귀계수( )는 -.04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났다. 이에 따라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는 음악흥미에 직접적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즉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는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
것이다의

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음악흥미에 미치는 간접효

× .596)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이에 따라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음악흥미에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
의 학습관여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468, p<.001), 자
기효능감은 음악흥미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596 p<.001). 또한 부모
의 학습관여는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040, p=.518), 간접적으로는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79 p<.001). 즉
과는 .27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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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기효능감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로

음악흥미를

자기효능감의 경우,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음악흥미의 표준화

회귀계수

(  )는 .596으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에 따라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음악흥미에

칠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즉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음악흥미
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것이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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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1. 학생의 음악흥미와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효능감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음악경험을 하도록 음악흥미의

필

히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긍정적인 음악경험은 학
생들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음악흥
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심리적 과정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선
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흥미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며
특히 환경 변인으로는 교사와 부모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
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부모의 관련 변인을 환
요성을 제시하였다. 특

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환경 변인을 설정하는데 있어 학생의 관점에서
느끼는 관계와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
신이 지각하는 자극에 그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미는 개인의
상황과 기대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Deci & Flaste,
1995). 즉 학생들은 부모와 교사의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을 서로
다른 형태로 받아들이며 이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관계와 상호작용의 정
도는 각자 다르게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 환경 변인으로 설정한 교사-학
생관계와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생이 느끼는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성된 것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의 관점에서 음악학습에 관여하는 부모의

떠

떠

봄 써

행동이 어 하고 음악교사와의 관계가 어 한지를 살펴 으로 , 이것이

할 수 있는 선행변인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음악흥미를 향상시키는 개인 변인을 설정
하는데 있어서 동기 요인에 주목하였다. 동기 요인은 활동에 대한 참여
를 유도하며 흥미를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동기 요인
음악흥미의 정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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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중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써 활동에 대한 흥미를 높일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음악흥미를 이끌어내는 동기 요인으로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설
정하였고 높은 자기효능감은 음악흥미를 향상시킬 것이라 가정하였다.
것으로

이와 같은 가정에 따라 모형을 설정하였고, 모형에 제시된 각 변인은 모
두 학생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 따르면,

또는 부모가 음악학습에 대한 관
여를 많이 할 경우에 음악에 대한 흥미는 높아지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
서 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역시 음악에 대한 흥미는 높
아진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교사-학생관계는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음악흥미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편 부모의 학습관여는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는 유의
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음악흥미에 간접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자기효능감은 교사-학생관계와 음악
흥미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로 작용하였고, 부모의 학습관여와 음
악흥미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로 작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음악흥
미의 형성 과정에서 개인의 인지적 특성인 자기효능감의 역할은 두 가지
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자기효능감은 음악흥미를 높이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은 음악흥
미를 형성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효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긍정적이거나

능감은 교사-학생관계 및 부모의 학습관여와 음악흥미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적인 차원에서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
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학습관여가 음악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개인 요인인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만 나타남으로써, 자기효능감은 음악흥
미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학습관여가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영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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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잘 설명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음악흥미는 교사, 부모와 같은 환경 요인
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영향
력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악흥미를 향상시키는 요인인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효능감이 음악흥미를 64.4%를 설명한다
고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모형은 음악흥미를 통계적으로 절반 이상 설
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사-학생관계와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효능
감을 37.5%를 설명하여 환경 요인과 음악흥미를 매개하는 자기효능감의
설명량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와 방 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해 대체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흥미이론들을 통해 해석

될 수 있다. 이 이론들에 따르면 흥미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정한 관계
를 지니며 이러한 상호관계를 통하여 형성되고 지속되는 현상이다(Hidi,
1990; Renninger & Hidi, 2011; Schiefele, 1991). 이러한 가정은 본 연구
에서 설정한 환경 요인(교사-학생관계와 부모의 학습관여)이 개인 요인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음악흥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과 부합한
다. 또한 동기가 유발되는 과정은 인지 요소와 환경 요소 간의 통합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박지현(2008, 2010, in press)의 견해와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음악에 대한 정서적 동기 요인인 음악흥미에 주목하며, 환
경 요소인 교사와 부모 변인이 개인 요소인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음악흥

향

미에 미치는 영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
이 음악흥미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향

국내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단지

음악적 동기에 영 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 모형을 통하여 동기에

함축된 음악흥미의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박지현, 2008, 2010, in press).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음악흥미를 형
성시키는 요인을 개인과 환경으로 나누어 각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
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

키 평소에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이 음악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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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도록 적합한 음악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음악학습에 관여를 할 때, 자녀
개인이 음악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가질수록 음악에 대한 흥미가 높
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논의를 토대로,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
부모의 학습관여, 자기효능감이 음악흥미에 주는 영향관계를 개별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수행에 대해 자신감을 가

2.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와 음악흥미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가 음악흥미에

향

직접적

칠 것으로 가정하였고, 또한 학생의 자기효능감
을 매개로 하여 음악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교사-학생관계가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
며,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는 학생이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따뜻함, 친밀감, 이해공감, 존중감, 유
능감, 헌신 등을 느끼면, 학습에 대한 즐거움·가치·중요성을 느끼고 흥미
를 높게 가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Deci & Flaste, 1995;
Fraser & Fisher, 1982; Midgley et al., 1988; Murdock & Miller, 2003;
Reed, 1962).
또한, 본 연구는 학생이 생각하는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의 자기효능감
을 통하여 음악흥미를 예측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학생이 교사
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Bandura(199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4가지
요인인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상태를 경험하여 자기
효능감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곧 음악흥미를 높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와 일치하는 것이다(박지현, 2009; Murdock & Miller, 2003). 즉 음악교
사에게 친밀감, 이해공감, 교사로서의 유능감을 많이 느끼는 학생은 학습
과 관련된 교사의 칭찬과 학생 개인이 만족하는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으로 긍정적인 영 을 미

- 88 -

아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높 지며,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음악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사-학생관계는 음악흥미에

접

향

직접적인 영향과

자기효능감

히 간접

을 통한 간 적인 영 에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고, 특

비하여 직접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
악흥미를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음악교사와 학생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됨을 시사한다. 즉 교사가 음악을 지도
할 때, 학생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학생과의 친밀함을 중요시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의 음악수
행능력을 이해하며 지도하기, 음악활동 또는 수행평가 등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기, 음악학습에 관한 학생의 고민이나 질문에 관심을 가지
기 등과 같은 행동을 보임으로써 학생은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
게 되고 이는 학생의 음악흥미를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부록 1] 문
항 참조).
효과에

3.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와 음악흥미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음악흥미에

향

직접

칠 것으로 가정하였고, 또한 학생의 자기효능
감을 매개로 하여 음악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
다. 연구결과, 부모의 학습관여는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주지 않았으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주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
가 자녀의 음악학습을 관여할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음악적인 문화를
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음악흥미가 높아지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한 선행연구(Sloboda & Howe, 1991; Sosniak, 1985b;
Szubertowska, 2005)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가정 관련 요인
이 자녀의 음악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지만, 자기효능감을 통
적으로 긍정적인 영 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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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향

박

하여 간 적인 영 을 준다고 제시한 선행연구( 지현, 2008, 2010, in

;

v

press Sichi itsa, 2003, 2007, in press)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만

학습관여 으로는 음악흥미를

즉 부모의

향상시키기 어렵고, 부모의 학습관여가 있

는 상황에서 자녀가 개인의 음악적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음악흥미를

육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부모의 학습관
여가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김주은(2012)의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부모의 음악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
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는 청소년들이 가정보다 방송매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부모의 관여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대개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
교 또는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직접적으로 받
는 영향력이 적다는 점에서 기인할 수 있다(Schunk et al., 2008).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자
녀의 음악적 영향력을 제공하는 부모의 역할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
이것은 교 적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음을 보여준다.

편 부모의 학습관여를 통해 자녀의 음악흥미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
서 자녀 개인이 가지는 음악적 능력에 대한 판단은 중요한 요인임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
할 수 있다. 첫째로 평소에 자녀가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높게 가지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보이는 음악에 대
한 호기심과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녀의 음악활동을 적절하
게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부모는 음악학습에 대한 관여를 할 때, 자녀가 음악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지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음악학습과 음악활동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며 정보를 제공할 때,
자녀는 음악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음악학습에 필요한 조절과 판단
을 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관여 행동으로는
부모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자녀가 하고 싶은 음악활동을 할 수
한

- 90 -

허용하기, 음악에 관한 자녀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주기, 음악
관련 서적이나 음반 또는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등과 같은 행동
이 이에 해당한다([부록 1] 문항 참조).
있도록

4.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음악흥미의 관계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이 음악흥미에 직접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적 자기효능감
을 가진 학생은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
게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Hallam, 2002; Roberts, 2012)와 일치하며, 음
악에 대한 자기개념이 높을수록 음악에 대한 가치와 흥미를 높게 가진다
는 결과(Sichivitsa, 200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기효능감과 음악흥미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있어 Bandura(1982)의
사회인지이론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흥
미와 동기 유발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요인이며 자기효능감을 높게
가질수록 활동에 대한 흥미가 높게 형성되며 유지된다. 특히 내재적 흥
미는 인간의 주기적인 자기조절체계 속에서 자기효능감과 상호관련성을
지닌다고 밝혀지고 있다(Bandura, 1982, pp. 133-136; Bandura &
Schunk, 1981; Bong & Skaalvik, 2003; Schunk & Zimmerman, 1997;
Zimmerman, 2000; Zimmerman & Kitsantas, 1997, 1999, in press). 따
라서 학생이 자신의 음악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믿음을 지니면 유능감
이 충족되고 음악에 대한 즐거움과 열정을 느껴 음악흥미가 높아지는 것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음악흥미에

이다.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이 가지는 음악능력에

향상시키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즉 학생이 기악 연주, 가창, 음악이론학습 등을 할 때
집중을 잘 할 수 있는가 또는 음악학습방법을 잘 파악할 수 있는가와 같
대한 자신감과 음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기조절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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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게 가진다. 또한 쉬운 음악과제
만 고집하지 않고 어려운 음악과제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게 가진다([부록 1] 문항 참조). 따라서 학생의 음악흥미
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은 음악학습에 대한 성취감을 많이 경험
하고 주변으로부터 음악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적절하게 받아야
은 기대를

한다.

편

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개인
의 인지 영역이 정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지적 동기 요인인 자기효능감이 흥
미를 유발시키는 심리상태인 몰입감에 영향을 준다는 박도영(2005)이 제
시한 모형을 지지하며, 자기효능감이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인지영역이 정서 영역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선행연구
(박중길& 유진, 2012)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에 동기 변인과 관련된 기타 인지 변인과 정서 변인
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시사한다.
한 , 자기효능감은 음악흥미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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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한 흥미와 학생이 느

끼는 자기효능감, 음악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및 음악학습에 대한 부모
의 관여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흥미이론과 이와 관
련된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
여 모형 내에서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는

향

칠 것이다. 둘째,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는 음악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학생의 자기
효능감은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음악흥미에 긍정적인 영 을 미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은 교사와의 관

떻 느끼는지에 따라서 음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거나 떨어
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이 자기효능감을 어느 정도 가지
는지에 따라서도 음악에 대한 흥미의 정도가 달라진다. 즉 교사와의 관
계성을 어 게

계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게 가지고,

질
경우에도 역시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게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학생이 가지는 자기효능감의 정도와 상관없이 교사와의 관계성을 긍정적
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 음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는 직접적인 효
과는 자기효능감을 통해 음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는 간접적인 효과에
비하여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
의 향상보다 교사와 학생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
하여 교사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음악적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음악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높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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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끊임없이 연마하여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가 자녀의 음악학습에 얼마나 관여하는가 자체만으로는 음
악에 대한 자녀의 흥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지만, 부모가 자녀의 음
악학습에 관여를 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음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거나 떨어질 수 있다. 즉 음악학습에 대
자 을

한 부모의 관여를 많이 받는 학생일지라도 개인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질 경우에만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게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평소에 자녀 개인이 음악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음악성과에 대한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적절하게 하며, 특
히 음악학습에 대한 관여를 할 경우에 칭찬과 격려를 함께 해주어야 한
긍정적인 믿음을 높게 가

다.

느

셋째, 학생은 음악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어

아

따라 음악에 대한 흥미가 높 지거나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떨어질 수 있다. 즉 개인의 음악능

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은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게

진
스스로 음악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지니고, 음악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 자신만의 학습법이나 연주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교내·교외의 모든 음악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이 음악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신체적 발달과 음악능
력수준에 맞는 음악학습법을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
개인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발성법 또는 연주법을 설명하기, 방과 후 오
케스트라 수업의 경우에 교사는 학생의 신체에 맞는 악기를 추천하기 등
이 이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나 강사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가 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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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2. 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언

후속 연구 및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제 을 하고자 한다.

법

가. 연구방 의 측면

명확히 하여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인이 환경 변인을
지각하는 내용에 따라 개인의 인지 및 정서의 심리 변인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경 변인을 지각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태를 지각한다는 의미로써 지각 내용에 대한 내적인 해
석과 판단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첫째, 부모의 학습관여 측정 시 부모의 학습관여 개념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학습관여 측정도구의 경우, 학생이 지각하는

태 묻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개인의 심리
변인인 자기효능감과 음악흥미를 예측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
다. 실제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의 측정변인 중 ‘적정성과 요구’는
부모의

피상적인

행동의 형 를

각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항

객관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모의 관여
임에도 학생들이 주관적으로는 간섭이라고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
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구를 본 연구에서와 같
이 심리 변인과 함께 사용할 경우,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신뢰성 있
게 측정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 과정을 구명하는 연구의 경우,
현존하는 부모의 학습관여 측정도구들의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심리
상태를 측정하기에 부합하는 도구를 선택해야한다.
적정성과 요구를 측정하는 문 에서

국
육 상황과 음악교과의 성격을 반영한 부모의 학습
관여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적 맥락을 고려
둘째, 한 의 음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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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청소년들에게 인식되어지는 음악교과는 입시와 직결되지 않는 교
과로써 당위성과 의무성이 아닌 자율성을 띠고 있는 과목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부모의 학습관여 측정도구의 많은 수는 일반적으로 성과와 성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학업의 성격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도구를 음악학습에 사용할 경우 적정성과 추구, 성과에 대한
기대, 성취압력 등과 같은 측정변인은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신뢰성 있
게 측정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음악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여에 대한 심
층적인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상황에 맞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교과의 성격에 따라 부모의 학습관여가 미치
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었다(Fan & Williams, 2010).
음악교과는 수학이나 과학교과와 같이 정확한 답을 요구하기보다 자유로
운 표현과 아름다움의 추구를 중요시하고 정서와 직접적인 관련을 지닌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것은 예술교과의 하나로써 학업과제나
적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의미가 타 교과와 다르다. 그러나 다수의 부모의 학습관여

맞추어 개발된 것으로 음악학습에 대한 관
여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학습관
여에 있어 음악교과의 고유한 속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연구의 의도에 부
합되는 검사 도구가 개발되어야한다.
측정도구는 일반적인 학습에

환경 및 개인 변인과 음악흥미 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구
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 변인, 개인 변인 이외의 다른 환
경 변인과 개인 변인을 추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음악흥미를 절반 이상 설명하는 것(64.7%)으로 나타났으
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35.3%)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흥미를 예측하는 환경 변인을 부모와 교사로 제한하였
고, 개인 변인을 자기효능감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음악영역이 아닌 타
교과의 흥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생의 흥미를 설명하는데 있
어서 환경 변인으로는 교우관계, 학교환경 등의 요인도 제시되며 개인의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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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 자기결정성 등의 요인도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경숙, 2015; 어윤경, 2014; 조홍식, 2016).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음악흥미의 향상에 있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변인들을
함께 탐색하여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의 음
악흥미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더욱 풍부한 논의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
동기 변인으로는

다.

넷째, 모집단을 잘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중학교 2곳에 재학 중인 1, 2
학년 학생 400명이다. 이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연구대상의 수가
적고, 대상의 지역 분포가 한정적이라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추
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
한 초등학생, 고등학생 등 다른 학교급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학교급이 낮아지거나 올라감에 따라 환경 변인이 음악흥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어떻
게 변하는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각 변인의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

나. 음악교 적 측면

질

본 연구의 본 은 학생의 음악흥미를 높이기 위한 심리적 과정을 구

명한 후,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흥미를 지니고 음악의 가치
와 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의 음악흥미를 향상시키기 위해 ① 학교, ② 가정, ③ 사회적 차원에
서 방안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장
질
운영될 수 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
계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첫째, 학교현 에서 실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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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학생과 교사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
감이 높은 학생은 음악흥미를 높게 가지며, 자기효능감의 수준과 상관

만

없

이 학생이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도 음악흥미를 높게

접

향
직접적인 영향이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남으로써,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
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긍정적인 관
계형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음
악교과 담당교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친밀한 관계형성을 하는데 있
어 음악교과 담당교사는 수업 시수가 많은 타 교과 담당교사에 비하여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 음악교육의 목적과 교사관
계의 필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음악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 및 교
육과 긍정적인 모델링을 통해 교사-학생관계 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루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 적인 영 보다

어져야한다.

육 프로그램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부모들이 음악교육
의 필요성과 목적을 공감하도록 성인 대상의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음악학습에 대한 관여
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음악에 대한 흥미 역시 높
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음악흥미를 향상
시키기 위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음악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판
둘째, 자녀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부모교

단을 높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음악

목적과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자녀에게 필요한 음악교육의
문화를 형성시키고 생활화시키도록 이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경험의

되어야 한다.

회

니

셋째, 사 문화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자신감을 지 도록

취
회
어려워하기 쉬운

또한 음악교
독보 방법을 쉽게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성 경험의 기 를 제공해야 한다.

육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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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론,

또는 강사를 위한 음악지도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 입시위주의 교육문화 내에서 학생들이 음악 경험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한 차례의 음악 경험으로 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과제로 판단된다.
학습하도록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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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음악흥미에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설문내용은 1) ‘음악흥미’, 2) ‘음악적 자기효능감’, 3) ‘음악교사-학생 관계’, 4)
‘부모의 음악학습에 대한 관여’이므로 총 4가지이며, 이것은 다음과 같이 2개의
범위로 구성됩니다.
w 학교 정규 음악수업 관련 : 흥미, 교사
w 학교 내/외 음악(방과 후 음악수업, 개인레슨 포함) 관련 : 자기효능감, 부모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므로 각 문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읽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음악흥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오직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는 총 2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6. 4.
공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연구자
권

슬

기

(연락처: 010-4190-8452)

※ 개인 정보를 조사하는 것은 성별, 연령과 같은 개인적인 요소가 음악흥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1.
2.

중학교
□ 남자

□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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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반

※ 학교 정규 음악수업 시간에 음악선생님께서 하시는 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에서 제시하는 ‘음악선생님’은 방과 후 활동이 아닌 학교 정규 음악수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 문항도 빠짐없이 각자가 솔직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
호
1
2

질 문 내 용
음악선생님은 우리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신다.
음악선생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3

음악선생님은 우리의 행동을 잘 이해해주신다.

4

음악선생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잘 이해해주신다.

5

음악선생님은 우리의 생각을 인정해주시는 경우가 많다.

6

음악선생님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도 잘 이해해주신다.

7

음악선생님은 우리에게 애정을 갖고 계신다.

8

음악선생님은 우리에게 칭찬을 잘 해주신다.

9

음악선생님은 함께 지내고 싶은 분이다.

10

음악선생님은 우리에게 자상하시다.

11

음악선생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신다.

12

음악선생님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13

음악선생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잘 설명하신다.

14

음악선생님은 학생들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주신다.

15

음악선생님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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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매우
아니 보통 그렇
아니
그렇
다 이다 다
다
다

※ 각자의 음악공부 및 음악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에 대하여 한 문항도 빠짐없이 각자가 솔직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 표시를 해주
십시오.

번
호
1

2
3
4

5

6
7
8

9

질 문 내 용
부모님은 음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나에게 선택권을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음악활동을 할 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라고 격려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신다.
부모님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감상하기 등에
관한 음악정보를 내게 알려주시곤 한다.
부모님은 내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감상하기
등의 음악활동을 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하도록 하신다.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음악을 하지 못할 때 부모님은
화부터 내신다.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과 경쟁하여 이길 것을 강조하신다.
부모님은 방과 후 음악활동(학교 내/외의 활동 포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내게 알려주시곤 한다.
부모님은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악보 읽기, 악기
연주하기 등의 음악활동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악보 읽기 등의

10

11

12

13
14
15
16
17

음악공부를 어려워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해주신다.
부모님은 음악공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누구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
부모님은 음악 공연, 음악 CD, 음악 서적 등에 대하여 나에게
말씀해주시곤 한다.
부모님은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부모님은 왜 음악을 배워야 하는지 설명해주시곤 한다.
부모님은 내 능력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높은
음악성적만을 기대하신다.
부모님은 음악에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하시는 것 같다.
부모님께 음악에 관한 내 의견을 말씀드리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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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음악공부 및 음악활동을 할 때 각자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에서 제시하는 ‘음악선생님’과
‘음악수업 시간’은 학교 정규 음악수업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활동 또는 개인레
슨과도 관련된 것으로 학교 내/외의 음악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에 대하여 한
문항도 빠짐없이 각자가 솔직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
호
1

2

질 문 내 용
나는 음악에 대하여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

3

가능하다면 어려운 음악은 피해가고 싶다.

4

음악시험을 보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5

6

7
8
9

10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악을 배울 때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친구들과 같이 노래를 부를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음악적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음악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만약 수업시간에 배울 수 있는 음악 중 몇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음악만을 선택할 것이다.
음악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

11

음악은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12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음악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

13

나는 수행평가 시기만 되면 우울해진다.

14

나는 음악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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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정규 음악수업 시간에 배우는 음악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
니다. 문항에서 제시하는 ‘음악수업 시간’과 ‘음악선생님’은 학교 정규 음악수업
과 관련된 것으로 이외의 방과 후 활동 또는 개인레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에 대하여 한 문항도 빠짐없이 각자가 솔직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 표시를 해주
십시오.

번
호

질 문 내 용

1

나는 평소에 음악을 좋아한다.

2

음악은 나를 즐겁게 한다.

3

음악은 내가 즐거워하는 교과이다.

4

음악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5

나는 노래를 듣거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6

일상생활에서 음악은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7

음악 선생님은 매우 재미있는 분이시다.

8

음악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고 집중한다.

9

음악수업 시간에 자주 즐거움을 느낀다.

10

음악수업 시간에 주의 집중이 잘 된다.

11

음악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나에게 중요하다.

12

음악수업 시간은 나를 즐겁게 한다.

13

음악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흥미롭다.

14

음악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매우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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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

The purpose of this stu 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tu 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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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v d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on music interest through musical self-efficacy.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hich is based on Interest theory and some empirical studies on
school stu ents percei e

music interest.

d was

d
d g two
middle schools.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It was consisted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self efficacy and musical
interest scale. The data were collected by mail from April 25th to
May 11st 2016.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SPSS
22.0 and AMOS 22.0 programs.
Major conclusion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student relationship had direct effects and indirect effects on
music interest, which are mediated by self efficacy. Second,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had no direct effects but indirect effects on
music interest, which are mediated by self efficacy. Third, Self
efficacy had direct effects on music interest.
Based on the finding of the study, Some recommendations in music
educational aspect were suggested: First, there should be researches
and developments of a program to operate in schools in terms of
improving teacher-student relationship. Second, it is vital to study a
parental education program in order to enhance students’ self-efficacy
in music, and it is also necessary to create a musical education
program for adults in that they can see the point in its need and
purpose as parents. Third, any social and cultural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offer students opportunities to accomplish and encourage
their confidence in studying music throughout various musical
activities.
The population of this stu y

the 400 stu ents atte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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