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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래 사회는 지구촌 사람들이 국가를 초월하여 자유롭게 교류하는 지

식기반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는 서로 소통하고 자신을 관리하기 위한

협력과 자기조절 능력이 중요하다. 음악교육에서도 학생들이 미래 사회

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협력학습과 자기조

절학습이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고, 이러한 학습을 기반으로 고차적 사고

와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음악 활동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본 연구는 음악교육에서 협력학습과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의미

와 역할을 고찰하였다. 기악 앙상블은 여러 성부들의 조화로운 관계속에

서 음악이 만들어지기에 협력적이고 자기조절적인 연주형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통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연주 성취 수준에 따

른 자기조절학습과 협력학습 행동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목표이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학습을 주도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Zimmerman, 1989)하는 것으로, 음악교육에서 학업성취를 위해 중

요한 요인이다. 이 능력은 특히 기악학습에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기악학

습에서 일정한 수준의 연주를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많은 양의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며, 연습과정 속에서 학습자 개인의 인지, 동기, 행동 그리

고 그가 처한 환경이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기조절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을 관리하고 계획하며, 자신의 전략

을 선택, 수정 및 적용할 수 있다(Pintrich, 2000).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둘째, 성취 수준에 따라 자기

조절학습 및 협력학습 행동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 연

구를 위해 2017년 경기도 A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서양악기탐구반’에

지원한 2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며 협력학습이 자기조절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다섯 모둠으

로 나누고, 학생들이 선택한 과제곡을 협력하여 연주 발표 준비하는 과



- ii -

정을 연구자가 직접 참여 관찰하였고, 자기조절학습 측정도구로 사전, 사

후 검사를 실시하여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향상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t-검증으로 알아보았다. 모둠 중 촬영에 지원한 두 모둠은

비디오 두 대로 4주간 실시된 협력학습과정을 모두 촬영하였고, 지원자

10명을 대상으로 개인 면접도 실시하였다. 수업에서 협력을 촉진하기 위

해 실시한 동료평가지, 도움 나누기 활동지, 그리고 협력과정을 스스로

성찰해 보는 자기보고식 평가지를 학생들에게 작성하게 하여 기악 앙상

블을 통한 협력학습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조절학습을 하는지 실제

경험에 대한 질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첫 번째 연구 결과,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은 자기조절학습 능

력의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대한 사전, 사

후 검사를 t-검증한 결과,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인지전략의

정교화, 조직화, 메타인지전략의 점검, 동기조절의 성취 가치, 그리고 행

동조절의 행동통제와 시간관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또한 학생

들의 협력과정에 대한 질적 자료 분석 결과,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과정

은 ‘과제이해’, ‘계획하기’, ‘연습전략 세우기’, ‘과제와 연습에 대한 반성’

의 단계로 나타났다.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은 다음과 같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향

상시켰다. 첫째, 활발한 인지조절을 촉진했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반복

연습은 흥미를 유발했고, 협력학습에서의 풍요로운 음악적 환경은 학생

들의 오디에이션(audiation)을 촉진하여 학습내용의 정교화 능력을 향상

시켰다. 또한 학생들은 기악 앙상블 협력학습을 통해 소리의 조화를 경

험하며 성부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조직화 능력이 향상되었

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심미적 경험을 보고하였다. 둘째, 협

력학습에서의 그룹조절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점검하고 수정하

는 메타인지전략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친구들과 협력하

며 본인들이 선택한 과제곡을 연습하는 과정은 학생들이 성취가치를 깨

닫게 해서 동기조절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넷째, 협

력학습에서의 책임감은 행동조절에 도움이 되었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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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협력과제에 더 많은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연구 결과, 사전 연주 수준에 따라 자기조절학습 및 협력학습

행동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협력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모둠들이 선택

한 과제곡의 앞부분을 다 함께 배워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연주

실력과 평소 실기점수를 기반으로 사전 연주 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중

간값을 기준으로 상 집단과 하 집단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연주 성취 수

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및 협력학습 행동의 차이를 질적으로 분석하였

다. 성취 수준에 따라서 ‘과제를 이해하기 위한 행동’, ‘목표지향적 행동’,

‘연습전략을 실행하는 행동’, ‘학습 내용에 대한 몰입도’, ‘동기를 유발하

는 요인들’, 그리고 ‘자기반성 행동’에서 모두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패턴들이 연주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새로운 곡을 배우는 것을 의

미 있다고 생각했다. 질적으로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학생들은 친구들과

잘 협력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연습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성공적인 연주 성취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연주기능

(technique)보다는 음악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가치있게 여기는 태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악기를 잘 연주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기악 앙상블 연주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습자의 상

호작용을 촉진하다보니 친구들이 학습에 방해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

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

습은 학생들이 다양한 악기의 음색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심미적 경험이 가능한 학습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은 음악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유

발하여 연주 능력과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주므로, 본 연

구는 효과적인 기악학습을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

다. 또한 연주 성취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및 협력학습 행동을 발견

함으로써, 연주 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심리적, 물

리적 요소들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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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식과 기능의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기악학습에서는 자기조절학습

(Self-regulated learning)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기악학습에서 일정한

수준의 연주가 가능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많은 양의 꾸

준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습은 대부분 장시간의 개인 연습

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랫동안 지속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의

지루함과 연습 중 겪는 수많은 좌절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난관을 극

복하지 못한 많은 학습자들이 결국 중도에 악기학습을 포기하고 만다.

따라서 악기학습자는 장시간에 걸쳐 기술의 습득에 집중하고, 연주에서

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

는 심리적, 행동적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Martin, 2008).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학습자의 전략을 자기조절학습에서 찾는

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에서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고된 연습과정 때문에, 음악을 좋아함에도 불구

하고 도중에 기악학습을 포기하는 상황을 자기조절학습 능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악학습에서 자기조절학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기를 유지하며

효과적인 연습전략을 세워 연주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었다(McPherson & Zimmerman, 2001; Miksza, 2007; Pitts, Davidson,

& McPherson, 2006). 따라서 음악교육자들은 기악학습에서 자기조절학

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그들은 기악학습에서 자기조절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효과적인

모델을 개발하였다(Nielsen, 1999; McPherson & Zimmerman, 2002). 닐

슨(Nielsen, 1999)은 연습과정은 기본적으로 문제인식(problem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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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d), 연습전략(the musician’s strategy use), 연주수행(the

performance of the piece), 자기평가(the level of self-evaluation)의 단

계로 자기조절학습이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과정을 기본으로 네

종류의 대체과정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기악학습에서는 동기(motive),

방법(method), 행동(behavior), 시간관리(time management), 환경(social

influence)의 요인들이 상호관계를 맺으며 자기조절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둘째,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초급과 중급 기악학습자들의 자기조절

연습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Miksza, 2012; Ritchie

& William, 2013). 이와 같은 설문지 측정을 통해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부족한 초급과 중급 기악학습자들의 연습을 학습자별로 구체적으로 도와

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기초 단계부터 자기조절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기초

단계 어린이들의 연습과정을 사례연구하며 연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조절 행동 패턴을 발견하였다(McPherson & Ranwick, 2010; Austin

& Berg, 2006). 연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조절학습 행동은 오류의

발견 및 수정, 행동통제, 부모로부터의 도움 구하기 요인들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학습이 심화됨에 따라 자기조절 행동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초 단계에서도 학생들의 자기조

절 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와같은 연구를 통해

연주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찾는 데 시사점을 얻었다.

넷째, 연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연습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 연

주가들의 연습과정을 질적으로 연구하였다(Duke etc, 2009; Gruson,

1988; Miksza, 2007). 연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연습전략 행동은 ‘곡

을 전체적으로 반복연습하기’, ‘whole-part-whole 과정으로 연습하기’,

‘단락들을 연결하기’, ‘연습곡의 중요한 부분으로 건너뛰기’, ‘악보에 표시

하기’, ‘메트로놈 사용하기’,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기’라는 것을 발견하

였다. 연습전략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효과적인 교수법을 설계하는 데

일조하였다.



- 3 -

이렇듯 기악학습에서는 자기조절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조절학

습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 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악학습에서의 자기조절학습 연구에서 발견된 연습전략과

연주 성취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은 예전부터 연주자들이 해 오던 연습방

법일 뿐,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성향의 학습자들이 기악학습에

대한 흥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학습을 지속해 나가며 음악적 성장을 이루

게 하는 데에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좀 더 다각적인 차원에서 기악

학습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연습’ 과정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개별 학습자의 ‘연

습’ 자체는 표면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의 활동처럼 보이지만, 교사와 부모

의 조력, 그리고 동료 학습자는 기악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

하면 학습자는 악기를 연습할 때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외부의 자원들로

부터 도움과 지원을 받아야 하며, 부모가 연습의 시간이나 환경을 제공

해 주고, 동료 친구들의 연주를 보거나 들으면서 사회학습을 통해 음악

적 영감이나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악학습에서 ‘연습’

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

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악학습에서 지속적인 연습을 가

능하게 하는 중요 요인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를 위한 새로운 학습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스와닉(Swanwick, 1994)은 그룹 기악학습의 효과에 대한 논의에서 여

럿이 함께 배우면 다른 친구들을 자유롭게 모방하고 나와 비교하며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MENC 기준(standards)에서도,

앙상블에서의 연주는 고차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높이기에 동료와 함께

하는 협력적 음악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반두라(Bandura, 2001)는 개인의 내적 기제, 행동 패턴, 그리고 행동과

학습을 형성하는 환경이 독립적인 것들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

며 학습이 일어난다고 하였고. 반두라의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맥퍼슨과

짐머만(McPherson & Zimmerman, 2002)은 학습이 사회적으로 구축된

현상으로서 사회적인 학습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조절을 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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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행동은 환경, 인지 및 행동 간의 상호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였

다.

21세기에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키

워주기 위하여 OECD는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

는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OECD DeSeCo 보고서, 2005). DeSeCo 보고

서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은 첫째,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상호

작용 역량(인간관계 역량, 갈등 관리 및 해결 역량), 둘째, 자율적인 행동

역량(전체 조직내에서 협력적,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역량, 자신의

인생계획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하는 역량, 자신의 권리, 필요 등을

옹호 주장하는 역량), 셋째,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언어, 상징, 텍스트 등 다양한 소통 도구 활용 역량, 지식과 정보를 상

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새로운 기술 활용 역량)이다(한국교육학술

정보원, 2013, p. v).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는 사회 속에서 협력하고 자기

조절을 통해 주변의 자원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에 음악교육에서도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기악학습에서는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학생들이 어떻게 서로 도와

가며 함께 학습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캠펠(Campell, 1995)과 델로렌조(Delorenzo, 1989)의 연구와 같이

기악 앙상블에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곡을 해석하며 연주를 잘

하기 위해 어떻게 문제해결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음악교육에서도 협력 능력과 같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

고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효과적인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

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종모(2012)는 음악교육에서 밴드, 오

케스트라와 같은 음악 활동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성을 향상

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문제해결력, 도전정신과 같은 성취감을 발

달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정문성 외(2012)는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음악 활동을 한 학생들은 음악 표현력, 효능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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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리더십과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밴드와 오

케스트라와 같은 음악 활동은 청소년기 정서와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Hallam & Price, 1998; Sawan, 1999;

Montello & Coons, 1998).

협력학습은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다

(Schunk & Zimmerman, 1997; Hadwin, Jarvela, & Miller, 2011). 특히

중학생들은 또래 집단의 관계가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기이기

에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학습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 시기는 신체와 인지 발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른 학습 동기의 저하는 학업에 대한

자신감 저하,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의 7-8학년 시기는 학생들의 수업이탈이나 무단결석 등 부적응

행동의 빈도가 급격히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Eccles & Midgley,

1989). 그리고 시몬스와 블리스(Simmons & Blyth, 1987)의 연구에서도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자기통제에서 어려

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학생들의 심리적 불안과 자기통제

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르노와 맨디나치(Corno &

Mandinach, 1983)와 바인슈타인과 마이어(Weinstein & Mayer, 1986)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학습 행동을 지속하게 하여 여러 분야에서의

적응과 수행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

들은 모두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협력학습의 대상을 중학생으로 삼은 것

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학생들은

또래집단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관

계 속에서 제공되는 긍정적인 지원은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악학습에서는 협력학습을 통해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에 관하여 학생들의 학습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을 탐색한

기초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중학교 시기의 협력학습은 학업성취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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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학습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기악학습의 협력학습형태인 기악

앙상블이 중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기악학습의 방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기악학습에서 협력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 교사는 성취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협력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

고, 둘째, 연주 성취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과 협력학습 행동의 차이

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기악학습에서 학생들이 자기조절

학습을 하게 되는 학습 상황에 대해 다각적으로 알아보는 기초 연구이

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성공적인 기악학습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촉진하고 키워줄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을 설

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문제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수업에서 양적,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아래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탐구하였다.

1.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2. 성취 수준에 따라 자기조절학습 및 협력학습 행동에서 어떤 차이

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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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에서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통

해 자기조절학습을 하는지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시사점을 얻는 것이 목

적이다. 즉, 이 연구는 탐색적 연구이지만 향후 기악학습에서 협력학습

수업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

론적·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협력학습을 통해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어떻게 향상되

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자기조절학습을 설계하

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악학습에서 자기조절학습

을 알아보는 기초 연구는 개인별 연습과정을 연구 참여자가 직접 촬영하

면 연구자가 이를 분석하며 연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조절학습 요

인들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교수법에 적용하기에는

데이터의 타당도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지 모르는

기초 단계의 학생들이 자신의 연습과정을 모니터하고 보고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음악 교과에서 실제적인 맥락

을 반영한 자기조절학습 기반의 기악학습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협력학습을 개발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이다. 음악교육에서 직소(Jigsaw), 집단 탐구(Group Investigation)와 같

이 교사의 주도적인 설계에 의한 협동학습 수업개발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악학습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며 문제

를 해결하는 협력학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악학습에서는

연주기술이 기반이 되어야 연주가 가능하기에 연주기술이 부족한 학생들

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업을 설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모델링을 제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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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사나 연주를 잘하는 학생들이 연주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도움

을 주었으며, 연주기술이 부족한 학생들은 소리 좋은 오르프 악기로 연

주곡의 효과를 높이게 하는 협력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기악학습에서 모델링을 통한 관찰학습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기

반으로 하는 협력학습이 기초 단계의 학생들도 스스로 학습을 구성해 나

갈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조절학습에서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환경의 중

요성을 부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이다. 기악학습의 지속성을 위해서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일차적으로 이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은 선행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협력학습이라는 학습형태를 통해 기악 연주

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 책임감, 협력이 자기조절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는 자기조절학습과정에

서 개인적인 요인들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둔 기존의 자기조절학습 접근

법과는 달리, 자기조절학습을 위해 사회적 요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새

로운 기악학습 방법에 대한 탐색 가능성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주 성취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행동과 협력학습 행동을

발견함으로써, 연주 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심리적,

물리적 요소들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조절

학습과 협력학습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학습자의 심리적, 물리적

요소들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악

기 연주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좋은 소리로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오르프

악기들을 통해 누구나 연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악학습에서

기초 단계의 학생들에게 연주 발표는 부담되는 활동이지만 학교생활에서

친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학교 학생들이기에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연주 발표를 준비하며 심리적 안정을 얻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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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연구에 들어가기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간

략한 정의를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기조절학습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인지, 메타인지, 동기,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

며 자발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서(Zimmerman, 1989), 학습

자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그들

의 인지전략과 동기, 행동을 모니터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적극적이고

구성적인 과정이다(Pintrich, 2000).

2) 협력학습

협력학습이란 학생들이 소그룹에서 학습 활동을 하고 그룹별로 보상이

나 인정을 받는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Slavin, 1980). 협력학습에서는 둘

이상의 동료들로 조직되어 서로를 도와 문제를 해결한다(Johnson,

Johnson, & Holubec, 1988). 즉, 협력학습은 공동의 지식 생성을 목표로

두 명 이상의 학습자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논쟁이나 토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형태의

학습 방법이다(Dillenbourg, 1999).

3) 앙상블

앙상블(ensemble)은 ‘함께’ 라는 뜻으로 두 사람 이상의 중창 또는 중

주를 의미한다. 성악에 있어서는 오페라, 오라토리오 등의 합창 또는 3,

4, 5중창 등을 말하고, 기악에 있어서는 현악기, 관악기, 피아노 등의 여

러 가지 혼성에 의한 중주를 말하는데 각각 독립된 성부를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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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Havard Dictionary of Music). 앙상블에서 음악을 연주할 때

연주자는 자기 파트와 다른 파트 연주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할 수 있으며, 각 파트와 작품 전체와의 연계성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층적 관계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연습하고

상호간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 터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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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토대가 되는 개념들을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

다. 우선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향상에 주축이 되는

협력학습을 개괄한 후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에 대한 고찰

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협력학습에

서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두 개념

이 기악학습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

다.

1.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려와 나눔, 공생이 강조된

다. 따라서 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이러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시된

다. 이러한 시대에 복수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학습하는 협력학습은 학생

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1) 협력학습의 개념

협력학습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형

태’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두 명 이상의 학습자가 공동의

지식생성을 목표로 하여 동일한 주제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수집하

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습자들은 논쟁이나 토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Johnson, Johnson, & Holubec, 1988). 협력학습

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공동으로

생성하는 것이다(Dillenbourg, 1999). 이러한 학습의 과정 속에서 구성원

들은 상호간의 능력을 존중하게 되고 집단에 기여하게 되며 그 과정 속

에서 상호존중과 집단에의 기여에 입각한 개인의 가치관과 철학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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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Panitz, 1999). 이 외에도 협력학습에 대한 정의로서 옥스퍼

드(Oxford, 1997)는 협력학습을 “학생들이 이미 소속되어 있는 일반적인

지식공동체의 속성과 다른 지식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데 도움을 주

는 재문화변용 과정”(p. 144)이라고 하였다. 또한 브루피(Bruffee, 1984)

는 “학습자들이 대화의 상호작용성에 기반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학습방법”(p. 641)이라고 설명하

였다.

그렇다면 협력학습은 유사한 개념인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과

어떻게 다른가? 협동학습이 교수자의 설계와 통제 하에 목표를 위해 역

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다소 피동적인 성격이라면 협력학습은 논쟁이나

토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보다 능동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

다(Panitz, 1999). 또한 협동학습이 일정한 분량의 노동이 어느 정도 균

등하게 나누어진 것이라면 협력학습은 개인마다 기여도가 다르며 상호작

용 속에 새로운 결과물을 탄생시킨다. 따라서 양에 있어서는 구성원간의

기여가 불균등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 노력’과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Dillenbourg, 1999; Williams & Sherdan, 2010).

또한 협력학습에서는 학습자간 다양하고 심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보고

서, 과제, 실험 등을 공동으로 생산해내는 과정을 유의미하게 본다. 즉,

협력학습에서는 전체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학습자와 상

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인지적 확

장을 경험하게 된다(임규연, 김희진, 박하나, 2014; Orr, 1997).

협동학습과 협력학습 간의 차이점은 각기 다른 구성주의적 관점1)을

취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협동학습은 피아제(Piaget)의 인지적

구성주의(Cognitive Constructivism)에 기반한다. 이는 공동의 목표 아래

과제를 개별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개인적 차원의 학습이다. 그러나

협력학습은 비고츠키(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협력학습은 학습자들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학습 방식

1) 구성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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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공동의 지식

생성을 목표로 하는 협력학습은 어떠한 원리에 따라 진행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카네브, 키무라, 오르(Kanev, Kimura, & Orr, 2009)와 딜렌부

르크(Dillenbourg, 1999)의 연구가 있다. 오르는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대

화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력학습이 개별학습보다 폭넓은 이해

를 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협력학습에서의 유연성을 언급하

며, 협력학습에서 학습전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성을 가진 열린

것이며 학습자들에게 허용된 자유의 정도에 따라 그 접근방식도 달라진

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의 폭이 늘어나

는데 이는 비일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요소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논한

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교사는 ‘지도자’가 아닌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편, 딜렌부르크는 협력학습의 원리를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논

의의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그는 수준이 약간씩 다른 구성원들이 비

슷한 지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협력학습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며, 이때 지도보다는 협상이 상호교류를 촉진시킨다는 점을 언

급하였다. 또한 협력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개인의 인지 활동을 축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동료가 함께

학습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미진한 부분을 도와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협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설명은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춘 의사소통의 중요성도

논의되었다. 딜렌부르크는 이 과정에서 지식의 차이와 관점의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상호 존중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 협력학습 관련 이론

협력학습을 통한 성취는 구성원 개개인 능력의 합보다 더 높게 나타난

다(Johnson, Maruyama, Johnson, Nelson, & Skon, 1981;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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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 Maruyama, 1983).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수

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협력학습 관련 이론을

고찰해보았다.

(1) 듀이의 이론

듀이(Dewey)는 인간의 학습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함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교사는 학습을 촉진하는 상황과 조건을 제공해야 하고, 학습은 교

사가 학생들에게 정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

해 교사와 다른 동료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 과정에 의해 이루

어진다(Phillips & Soltis, 1991; Schunk, 2008)고 설명하였다.

그는 개인, 공동체, 세계의 사회적 구성을 삼각 관계로 설명했다. 또한

지식이 의미 있는 경우를 첫째,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이론의 일부일

경우, 둘째, 긍정적인 행동을 창출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경우,

셋째, 사회에서 특별히 구성된 경우, 넷째, 사회가 제공하는 기준점 또는

기준점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시켰다. 이러한 학습의 경우, 학습자가 속한

사회에 의해 추진되는 훈련과 반성은 체계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겉

으로는 불안정하고 아무것도 성취되는 것 같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창출한다는 것이 듀이의 입장이다. 학습자 공동체, 반성 학습과 같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학습을 강조하는 학습형태들은 이러한 듀이의 이론

에 토대를 두고 있다.

듀이는 소규모 문제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보다는 내용이 풍부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이유

로 듀이는 ‘프로젝트 수업의 선구자’ 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주요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개별 프로젝트는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

이었다. 듀이의 학습이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가족’, ‘우정’,

‘권력’, ‘감정’, ‘건강’, ‘기술’ 등에 관한 주제중심 수업은 21세기의 사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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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 교육을 위해 개정된 최근 교육과정에서도

발견된다.

(2) 비고츠키의 이론

비고츠키(1978)는 개인의 사고 발달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다고 주장하며,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수준에서의 학습은 성인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제공하는

멘토링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고츠키는 학습의 필수

적인 요소로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을 강조

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학습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행 수준과 타인의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수행 수준간의 사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고츠키는 아

동은 자신보다 성숙한 부모, 교사,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높은

발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수준의 학습이 개인 수준으로 이동하기 위해 언어가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내적 언어는 개인의 내적, 외적 행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발달한다(van der

Veer R, 1996). 따라서 동료들과 협력하면 생각, 추론, 문제해결과 같은

정신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비고츠키의 주장이다

(Wertsch, 1984).

비고츠키는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은 자신의 근

접발달영역에서 직접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

문에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음악교사는 동료 멘토링,

부분 연습 시간, 또는 그룹 작업 시간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근접발달영역에서 파트너와 협력할 때 파트너는 작업 관리, 질문

제기 및 학습을 함께하는 책임을 맡으며 과제를 함께 수행한다. 비고츠

키는 또한 아동의 학습 능력은 정신 연령과는 별개로 발달할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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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동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또한 이러한 형식으로 교사는 수업 시간에 수행한 작업을 관찰

하고 학생들의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홈즈- 데이비스

(Holmes-Davis, 2015)에 의하면 음악학습에서 근접발달영역의 대표적인

학습과정인 개인 레슨은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 레슨을 받는 어린 학습자들에게서는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

보다 음악학습 행동. 연습 방법의 사용, 시간 사용법, 자기 통제와 같은

자기조절학습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3) 구성주의 학습이론

협력학습은 학습자 개인의 출발점 행동이 다르다. 학습자 개인은 각각

서로 다른 선행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

학습의 차이는 협력학습 과정에서 학생들 상호간의 교류와 반성을 통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구성주의의 기반이 된다. 구성주의는 급진적 구성

주의(Radical Constructivism), 인지적 구성주의(Cognitive

Constructivism),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로 구분할 수

있다. 급진적 구성주의는 글레이저펠트(von Glaserfeld)에 의해 대표된다.

이는 객관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의 지식은 사고의 주체가 자

신만의 고유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고 주장하며 모

든 지식은 주관적이라고 하였다(김판수, 1999). 급진적 구성주의자들은

인간 간의 상호작용보다 개인의 내적 지식 구성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

았다. 급진적 구성주의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개인이 내적 생각을 재

고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여 지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외부 환경

의 하나로 인식한다(Doolittle & Hicks, 2003).

급진적 구성주의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

한 비판으로 사회적 구성주의가 출현했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비고츠키

의 영향을 받은 관점으로 지식의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핵심

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전통적 입장에서 교사는 객관적 지식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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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고, 이러한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교사와 학생 모두 대화에 참여하여 지식을 생산해야 하는 주

체로 본다. 학습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맥락적인 활동이라고 인식되는 추세이다(Bruning, Schraw, & Ronning,

1999; Lave & Wenger, 1991). 즉, 사회적 구성주의자인 져젠(Gergen,

1995)은 교육에서 협력과 대화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협

력학습을 강조했다.

(4) 반두라

반두라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에 의한 학습이론들의 설명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러한 이론들은 인간의 선택이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반두라는 인간의 활동에 개인

의 선택, 욕구 및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을 주장했다. 반두라의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내적 기

제(인지)와 과거의 행동은 문화 및 사회 규범(환경)과 상호 작용한다.

반두라의 사회인지이론의 토대는 개인의 발달과 기능을 위한 구조인

개인적 요인, 행동 양식, 환경적 영향이 비록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이

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Bandura,

2001). 개인적인 요인에는 사고 과정, 감정 및 생물학적 사건이 포함되고

환경적인 영향요인은 저절로 부과된 것이거나, 개인이 선별하여 구축한

것이다. 반두라에 따르면, 개인의 내적인 요인과 환경적 영향은 궁극적으

로 행동 패턴을 사회 구조적 행동 효과를 내기 위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게 한다(Bandura, 2001). 반두라는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만일 어떤 아동이 학교에서 잘못된 행동을 보인다면, 이로 인

해 동료 및 교사가 해당 아동을 싫어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

아동이 동료, 교사 및 학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음악 연

습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불만이 생긴 아동은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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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학습 도구 모두에서 자극을 받고, 자극은 행동이 되고, 행동의

영향은 학생들의 인지, 환경 및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반두라의 보보인형 실험(Bobo doll experiment)2) 결과는 사회인지이론

의 필수적인 3가지 구성요소는 대리인, 관찰학습, 자기조절(Bandura,

1977)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보보인형 실험 결과, 사회인지이론의 첫 번

째 필수 구성요소는 대리인(agent)이라고 할 수 있다(Bandura, 2001). 여

기서 대리인은 학습자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의 감각,

운동 및 대뇌 시스템에 삶의 의미와 만족을 주어 과제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p. 4). 예를 들어, 보보인형 실험에서 아이

들에게 관찰된 행동을 모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과 인센티브가 주어졌

을 때 학습자들의 결정이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동들의 내부적

생각(인지)은 한 가지 결정을 하게 했지만, 사회적 압력(환경)은 그들이

다시 생각하도록 유도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동은 인지와 환경 사이

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되었음이 발견되었다.

사회인지이론의 두 번째 필수 구성요소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을 모방하는 관찰학습이다. 인간은 목적, 행동 및 결과를 위해 행동하며

자기조절이 가능하다(Motl, 2007). 반두라(1977)는 행동은 직접적인 경험

이나 관찰을 통해 습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관찰은 교육적인 것

만 학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도 학습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음악학습에서도 성공을 위해 직접적인 경험의 결과에만 의

존하면 이는 연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악가들이 개인

연습 시간에 하는 일은 그가 속한 음악문화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는 것

들이다. 이것은 교사 주도의 사회적 형태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음악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또는 전통적인 교육체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연습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음악적 활동은

자신들이 속한 음악문화의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된다. 음악 수업을 듣는

2) 아이들이 ‘모방’을 통해 많은 것을 학습한다고 보고, 1961년 반두라가 3∼6세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을 설계하여 인간은 직접적인 경험과 보상을 통해

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관찰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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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연주자는 라이브 공연을 하거나 다른 비전통적 학습자와 공동 작

업을 하고 웹 자원의 도움을 받는다. 연주에서 직접적인 교육을 받지 않

아도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것은 음악 문화 내에서

연주를 배우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 왔다.

반두라(1965)는 보보인형 실험을 통해 관찰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의력, 유지력, 운동 재생산 및 동기 부여 등 학습자의 네 가

지 기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첫째, 관찰학습은 학습자가 주의를 기울일 때만 모델이 유용하다. 따라

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델이 학습자들에게 흥미로운 것이어야

한다. 반두라의 보보인형 실험에서 이를 증명하였다. 학생들은 이 실험에

서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의 모든 행동을 모방하지는

않았다. 이는 그들이 모델에 대해 완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

이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통해 정보노출이 반드시 학습으로 이어지지

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는 모델링된 정보를 코드화

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Bandura, 1997). 반두라(1965)의 보보인형

실험은 모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학생들 중 일부는 정보를 충분

히 빠르게 코딩할 수 없으며 또한 향후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만큼 오

랫동안 그 정보를 저장하지 못했다. 학습자의 청력 및 시력 문제, 학습

장애 및 졸음은 모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습

자가 모델의 예를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습의 외형적 발현을 위해서는 운동 재생이 필요하다(Bandura,

1997). 어린 아이들은 말하기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반두라(1965)의

보보인형 실험은 행동을 모델링하도록 설계되었다. 아이들은 구두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재생산하는 데 아이들의 발달단계보다

높은 연설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과 공

유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행동에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Bandura, 1997). 보보인형 실험에서 일부 아동들은 모델의 공격적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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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모방하지 않았지만 인센티브가 주어지자 아동들은 따라하기 시작했

다. 이는 아동들이 어떻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았기에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홀

랜드와 코바시가바(Holland & Kobasigawa, 1980)는 학습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기까지 학생들의 동기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델

링을 통한 반응은 학습될 수 있으나 그 수행조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

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p. 381).

사회인지이론의 세 번째 필수 구성요소는 자기조절이다. 많은 학습이

론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한 통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회인지

이론은 인간의 전사고 능력3)과 성공을 위해 동기 부여 되는 행위자로서

의 인간의 능력을 강조한다. 통제이론과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한

통제 시스템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은 기준에 일치하려는 노력을 통해 학

습자의 개선을 유도하지만 긍정적인 피드백은 학습자가 이미 문제의 기

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없다(Bandura, 2001). 부정적인 피

드백 시스템에서는 과제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그만 두겠지만, 새로운 요구 사항이 생기

면 신속하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균형을 회복하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거시적 과정은 음악 앙상블 리허설에서도 나타난다(Jagow,

2007). 거시적 수준에서 밴드는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합주한다, 그 후

지휘자는 틀린 부분을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미시적 수준에서 연습을

시킨 다음, 최종적으로 그룹이 전체를 다시 연주하게 한다. 이러한 리허

설은 부정적인 피드백에 의해 진행되기에 앙상블이 지휘자의 요구를 수

행하는 것 외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왜냐

하면 감독의 관심이 오류 수정에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두라(2001)는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 이론에 동의하지 않았

다. 인간의 전사고 능력은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을 기반으로 행동을 수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이 좋고 나쁜 피드백의 의미가 아니라

결핍에 대한 반응으로 학습의 유용성에 관계없이 무언가에 대한 흥미로

3) 학업수행을 위한 노력을 할지 결정하기에 앞서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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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음악 전공자가 아니

더라도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음악으로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 준다. 대리인이 효과적으로 창조하고 성공한 경험은 사람

들에게 기준으로서 행위를 시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본 연구가 주제로 삼은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에서도 다양한 관

찰학습이 학생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즉, 학생들은 동료들을 관

찰하며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었고,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이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의 이해수준에 맞는 모델을 제공하

였다. 이를 통해 유용한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결과는 연구결과에서 보고될 것이다.

(5) 동기적 관점

동기적 관점에서는 협력학습이 학생들 개인의 업적과 동료들의 성취를

존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한다. 즉, 공동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면 개인들의 동기를 북돋아 학습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학습은 인지 능력뿐 아니라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는지를 포함한다(Cantwell & Andrews, 2002). 전통적인 방식의 경

쟁에서는 다른 학습자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구조를 취하게 되므로 학생

들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lavin,

1996).

이와 달리 협력학습에서 학습자들은 서로 학습 결과에 대한 책임이 공

유되고 동등하게 보상 받는다(Dillenbourg, 1999). 이것은 수행이 우수한

학생이 칭찬받는 경쟁학습 구조와는 대조적이다. 존스와 아이스로프

(Jones & Issroff, 2005)의 연구에서는 협력학습은 개별적 학습과정을 비

롯하여 사회적 학습 과정을 포함한 여러 측면의 장점을 결합하고 있는

데, 특히 그룹 구성원들이 학습에 참여하도록 강력한 동기 부여를 제공

하여 학습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고 언급하였다.

협력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 관점과 관련된 또다른 이론은 사회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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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이론(Social Interdependence Theory)이다. 동기 이론가들의 관점과

는 달리, 사회적 상호 의존 이론에서는 협력이 인센티브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집단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사

람들은 학습을 위해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협력학습의

효과가 그룹의 응집력에 의해 강하게 매개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반 덴 보셰, 지셀래와 세거(Van den Bossche, Gijselaers, & Seger,

2006)에 의하면 그룹 응집력은 협력학습 동기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또한 존슨과 존슨의 연구(Johnson & Johnson, 1994)에서는 집단 응집력

이 집단 발달 수준의 지표이며, 동료 상호 작용과 학습 성과를 결정한다

고 주장하였다. 결국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데, 다른 사람

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협력에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

난다는 것이 동기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3) 협력학습의 특징

(1) 협력학습의 촉진 요인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협력학습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효과가 더욱 극대

화될 수 있다. 협력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이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요인들은 7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협력학습은 그룹 구성원들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며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촉진될 수 있

다.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은 공동의 목표가 수립되어 그것이

달성되어야 개인의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고 인식할 때 발생한다

(Johnson & Johnson, 1999). 구성원들이 운명을 공유하고 그룹의 성취가

곧 자신의 성취라는 것을 인식할 때 서로의 성과에 영향을 주고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협력학습은 역할분배와 그 수행이 잘 이루어질 때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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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된다. 역할분배는 다른 그룹 구성원이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 즉 학

생이 해야 할 일과 보완적인 역할을 가진 다른 그룹 구성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맡은 역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우선 그

룹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 혹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구성원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역할을 할당받을 수 있으

며, 구성된 그룹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감당하도록 돕는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다. 나중에는 학생들 상호간의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역할을 담당

할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인지와 사회적 역할이 융합된다. 존슨 앤 존

슨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나선형 교육과정4)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Johnson & Johnson, 1989).

셋째, 협력학습은 보상이 잘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다. 보상은 수행을

높이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Slavin, 1977). 보상에는 ‘상호의존

적 보상(interdependence reward)’과 ‘경쟁적 보상(competitive reward)’

이 있다. 상호의존적 보상구조에서는 같은 반에 속한 동료의 수행 결과

가 개인의 보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 상대평가와 같은 경쟁적 보상

구조에서 한 학생의 성공은 상대방의 상대적 실패를 필요로 한다. 그러

나 상호의존적 보상구조에서도 보상이 상호 부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수행이 우수한 학생들도 협력과정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결국 수행 결과가 좋지 못해 보상이 없을 수 있는데 이를 ‘부정적 상호

의존적 보상(negative reward interdependence)’이라고 칭한다(Michaels,

1977). 이에 반해, 협력과정의 ‘긍정적 상호의존적 보상(positive reward

interdependence)’구조에서 한 학생의 성공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Michael, 1977). 수행이 우수한 학생은 좋은 결과를 얻어 보

상을 받기 위해 다른 친구들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 친구들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개별적 보상 구조에서는 보상의 독

4) 브루너(Bruner)가 『교육의 과정』에서 주장한 나선형 교육과정은 발달단계에 따

른 지식의 구조를 제시하는 것으로, 지식의 구조는 발달단계에 따라 계속적·연속적

으로 반복 제시되는데 발달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질적으로 심화되고 양적으로 넓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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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 또는 개별화이다. 협력적, 경쟁적 또는 개인적 보상 구조의 혼합은

학업 성취와 사회적 관계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중요한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협력학습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협력학습에서 구성원들 간 개인적인 추론과 정보를

공개하려면 상황과 관련된 다른 개인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잘 듣

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신뢰는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

는 핵심 동력이다. 이러한 신뢰는 협력적인 상황에서 개발되고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며,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상황에서는 부재하고 파괴되는

경향이 있다(Johnson & Noonan, 1972).

다섯째, 협력학습은 수행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성

취될 수 있다. 피드백은 실제 수행과 기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이다.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들인 노력에서 성취한 수행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서로의 수행에 상호간 의견

을 주거나 기준에 비교하여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반성이 될 수 있

다. 피드백은 정답과 오답의 수행에 대한 질적인 정보일 수 있고 수행자

의 답과 정답 간에 얼마나 많은 불일치가 있는지에 대한 양적 정보의 형

태가 될 수도 있다. 즉각적이면서 빈번한 피드백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

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Fishback, Eyal, & Finkelstein, 2010).

여섯째, 논쟁은 협력학습에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 그룹 구성원들은 각

기 상이한 정보, 인식,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추론과정

및 결론을 달리할 수 있다. 이때 갈등의 요인을 지닌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활한 협력학습을 위해 협력자는 논쟁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절하여 논쟁이 긍정적인 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

한 그룹이 목표를 달성하고 그룹의 의견에 구성원들이 따르도록 하기 위

해 개인이 스스로 조절하고 노력하도록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Johnson

& Johnson, 1999).

일곱째, 정보교환은 협력학습을 촉진한다. 개인은 자신의 생산성과 성

취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이디어와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서로의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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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다. 이것은 협력자들이 서로의 생각과 결론을 고려하고 노력을 조

정하는 상호 영향을 주게 된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의 처리는 경

쟁적 또는 개인적 상황에서보다 협력적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밝혀졌다

(Schoor, Narciss, & Korndle, 2015). 과제를 완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물적 자원이 교환되어야 할 수도 있지만, 협력적 노력

에서 공유되고 교환되는 가장 일반적인 자원은 정보이다.

(2) 협력학습의 장점

다수의 연구들이 협력학습이 지닌 장점을 언급하였다. 우선, 협력학습

은 자존감을 높이고 대인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아처 케이트

등(Archer-Kath, et. al. 1994)의 연구에 의하면 협력은 경쟁적 또는 개

인주의적인 노력보다 자존감을 높여준다(Archer-Kath, et. al. 1994;

Johnson & Johnson, 1999). 또한 협력학습에서의 집단적 노력은 자존감

수준뿐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존슨과 노렘 헤베이센(Johnson & Norem-Hebeisen, 1981)은 중서부

교외 지역 사회에서 821명의 백인, 중산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협동적 경험이 기본적인 자기 수용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경쟁적 경험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

로 만족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은 쉽게 인정하고 수용하지

만 부정적인 면은 회피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이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조건부 자기 수용

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개인주의적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에 대한 염려를 포함하여 스스로를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기본

적인 자기 거부와도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협력학습에서는 인지와 도덕

적 의사 결정에 대한 판단이 성숙해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다

른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하는 경향이 커진다. 구성원이 많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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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협력학습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고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지식을

교육과정이라고 간주해 왔다(Hobbs, 1980). 수 년 동안 내용/지식을 전

달하는 것을 지지하는 교육자들은 교육자의 주요 임무는 학생들에게 중

요한 사실과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Hirsch, 1987). 그러나 과

정 지지자들은 학생들이 획득한 정보를 구성하고 내재화하여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되도록 도식(schema)을 구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교육내용으로 보았다(Costa, 1991; Day, 1981). 이들은 교육의 기본 사명

을 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사고 능력의 발달로 본다.

현대사회에서 지식의 증가는 일생 동안 모든 것을 배우거나 심지어 모

으는 능력을 능가했다. 효과적인 정보 처리 기술에 대한 필요성은 그 어

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식’ 전달 지지자들조차도 의미 있는 지

식 습득을 위한 보다 나은 전달 시스템이 효과적인 학습에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따라서 ‘내용’ 또는 ‘과정’ 사이의 인위적이고 부적절한 이

분법이 크게 감소되었다.

교사가 교실에서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학생들의 사고를

관장하여, 학생들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많은 정보를 처리해

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교사의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즉, 정보 제공자로서의 교사가 아니

라 촉진자로서의 교사가 바람직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이를 위하

여 학생들이 지식을 처리하고 자신의 학습 도식(schema)을 만들고, 창의

적으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고, 대안을 찾고, 새

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이

등장했다. 이런 것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고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기여했다.

셋째, 협력학습을 통해 사고발달의 토대가 되는 언어적 표현을 신장시

킬 수 있다. 협력학습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타당하게 설명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많은 양의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그룹은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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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비교하고 정보를 얻고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해야 하기 때

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고 다듬게 된다. 이때의 표현적인

언어는 학생의 언어와 사고의 기초라고 주장되어 왔다(Adams, 1990). 학

생들은 대중들에게 언어를 사용하여 사고에 대한 표현을 하기 전에 이를

개념화하고 언어화하는 데 있어서의 난관을 겪을 수 있다. 즉, 그룹의 구

성원들은 개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도 전달, 확장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의 경험

과 배경 지식에서 출발하여 공유된 그룹 신념과 사고, 의견에 도달할 수

있다.

동료 간 구조화되지 않은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지식의 공유 역시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다. 소그룹에서 협업을 위한 비공식적 대화, 의사

소통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기’

또는 ‘비공식적인 농담’을 통해 학습자는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다른 사

람들의 말을 듣고 수정하고, 질문하고, 계획하고, 의심과 혼란을 표현하

며 나름의 의미를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새로운 언어를 실험하

고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데 자유로울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서 그룹 구성원들의 능력이 서로 간에 다르다

면 이는 협력학습을 촉진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능력이 혼합된

그룹에서 말하는 것은 학습 과정을 촉진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Johnson,

& Johnson, 1999)는 연구결과가 있다. 소그룹토론은 능력이 다른 구성원

들 사이에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으며 상호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개인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아이디어를 그룹 안에서 표현하

는 것은 그룹의 신념을 개인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

라 토론 중 발생한 새로운 정보나 의미가 각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첨부된 정보는 더 오래 기억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넷째, 협력학습은 현시대의 학생들이 키워야 할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트릴링과 페이들(Trilling & Fadel, 2010)은 급변하는 21세기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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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협력과 창의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여기

에는 ‘학습 및 혁신 스킬’과 정보, 미디어,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갖추

는 ‘디지털 리터러시 스킬(digital literacy skill)’, 그리고 유연성, 적응력,

진취성, 자기 주도성, 리더십 등이 포함되는 ‘직업 및 생활 스킬’ 등이 있

다. 이것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의 목표로서 창의·인성을 강조하

고 있는 것과 같다. 창의·인성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학교교육의

목표는 “실천적 인성(적응력, 회복력, 끈기), 도덕적 인성(배려, 존중, 공

감), 협력적 문제해결력(비판․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정보통신

기술 활용 능력” 등이다(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2013). 존중과 협력,

소통이 기본을 이루는 협력학습은 사회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협력학습을 통해 정보를 해석, 보존, 암기하

는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Johnson, Johnson, & Maruyama, 1983; Johnson, Maruyama,

Johnson, Nelson, & Skon, 1981).

다섯째, 협력학습은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전문성은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다

(Lave & Wenger, 1991). 적응력 있는 전문가는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

하고 새로운 절차와 관행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일하고, 창조적인 지식의 발전을

위해 계속 학습하고 도전한다(Bereiter & Scardamalia, 1993).

그렇다면 음악분야에서는 어떻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음악 연

주에서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연습에 투자하며 연주기술

과 해석능력을 키워야 한다. 연습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뚜

렷한 목표로 삼는다(Ericsson & Charness, 1994). 이것은 기계적인 과정

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분석, 개념화 등을 필요로 한다. 연주력 향상

과 미래의 더 나은 연주자로서의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고와 성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미 비슷한 과정을 거쳐 많은 경험을 쌓은 숙

련된 경지에 오른 대가(master)의 지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음악에서

는 모델링을 제공하는 대가가 가진 일종의 체계를 자신의 것으로 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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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여기에 자신의 경험을 반영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3) 협력학습이 중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생들은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

와 관련된 문제들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에 직

면한다. 동료들 간의 협력학습은 이러한 문제들을 잘 관리하는 데 큰 영

향을 미친다. 그러나 동료 학습에 관한 연구 결과, 프로그램의 특성과 구

현 방법에 따라 학생들의 성취와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

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가장 중요한 동

료 학습 프로그램은 많은 사회적 상호의존 이론과 연구들을 기반으로 그

효과가 밝혀진 협력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협력학습이 구체적으로 중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중학생 시기는 무엇보다도 교우관계를 중요시하는 시기이다. 로

제트(Roseth, 2008)가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들의 교우 관계

가 학업 성취도에 33∼40%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청소년 시기의 건

강한 발달은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이고 건설

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달려 있다(Baumeister & Leary, 1995;

Roesser, Eccles, & Sameroff, 2000). 특히 긍정적인 또래 관계는 학급활

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Berndt & Keefe, 1995; Marks, 2000), 사회성

을 향상시키며(Wentzel, 1998), 자존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Barrera,

Chassin, & Rogosch, 1993; Harter, 1996).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학생-교

사 관계는 학생의 학업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Wentzel,

1997), 학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Wentzel 1998), 학교에서의 사회성 발

달(Wentzel, 1998)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중학생 시기는 협력학습이 효

과를 발휘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고 볼 수 있다.

(4) 협력학습의 한계



- 30 -

협력학습은 다수의 장점을 지닌 학습법이지만 이것이 가진 한계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협력학습에서는 학문적 문제와 과제에 대하

여 특정인이 자신의 견해를 지배적으로 제공할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

구성원들은 상위 수준의 추론과 안건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데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구성원들은 다양한 잠재적인 답, 정확한 답을 생성해 낼

수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그룹으로 발전하기 위해 일정 시간과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룹의 결과물은 그룹 구성원들의 개별적 노력의 합으로 결정되

고, 그 후 그룹이 추가 작업을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덜 열심히 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냈다(Kerr & Bruun, 1983). 과제를 분리하는 경우 그룹

구성원들이 그들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느끼거나, 노력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그룹 구성원들은 그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가능성이 적

어진다. 그리고 동질적인 그룹 구성원보다 이질적으로 구성될 경우 다양

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 학습에서도 더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

Johhson & Johnson, 1999).

대인 관계 기술이 부족한 구성원들로 구성된 그룹은 구성원들이 개인

적으로는 유능하더라고 그룹차원에서는 낮은 학업성취를 보인다는 결과

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그룹의 크기가 클수록 구성원들은 자신의 개인

적인 기여도를 덜 인식하게 되어 그룹에의 기여도가 낮아진다. 여기에서

는 그룹 구조가 더 복잡해지면 그룹 활동을 위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

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학습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협력학습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4) 음악교육과 협력학습

음악교육에서의 협력학습은 학습자들이 지식을 생성하는 데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음악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다. 음악교육에서 활용되는 협력학습은 사회적 구성주의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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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음악의 과정’ 에 대한 경험을 강

조하며 학습자가 음악에 대한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 생산자로

서 기능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최은식, 2003). 사회적 구성주의자

들은 사회적 구성주의 분야 중 특히 사회 생태학(social ecology)이 인지

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학습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반두라

와 비고츠키의 연구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협력학습 관련 이론에서 제시하였듯이 반두라는 인간의 학습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모델링할 때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Bandura, 1977). 특히 추상적인 예술에 속하는 음악을 배우는 음악교육

에서는 모델링을 통한 학습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람직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습 활동 및 사회적 행

동에 대한 모범적인 모델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

은 동료들의 행동이나 연주를 보고 듣는 것을 통해 보다 향상된 연주기

술을 배우기도 한다. 음악학습이 일어나는 교실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모

델이 풍요롭게 존재할 수 있으며 소그룹 및 개인 교습에서의 다양한 모

델은 학생들의 연주 성취에 도움을 준다.

비고츠키는 인지 발달을 위해 사회적 상호 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문화로서 가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Vygotsky, 1978). 그는 기술이 아동들에게 너무 어려울 때,

근접발달영역에서의 지도와 격려가 아동들이 점차적으로 더 높은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독립하도록 이끌어 준다고 믿었다. 음악은 본질적으로 협

력적이다. 음악에서는 연주자 간, 작곡가와 연주자 간, 연주자와 관객 간,

교사와 학생 간 등 여러 차원의 협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지

식은 활동 영역에서의 문화, 역사적 진화를 나타내고 초보자들은 전문가

와 교류하며 인지 능력을 습득하고 보완하여 점점 더 복잡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게 된다.

1994년 MENC 기준이 개정된 이래로 “홀로 그리고 함께”(alone and

with others)라는 구호는 음악교육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둥이 되어

왔고 평생교육과 예술 활동 참여를 촉진시켰다(Consortium of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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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Education Associations, 1994). 학교에서의 음악 경험과 평생학습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우선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이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했고,

그 다음으로는 교사가 가르침을 평생의 참여라는 목표로 이끄는 것이라

고 보지 않았다(Larson, 2010)는 점이다. 라손(Larson, 2010)의 연구 결

과, 성인이 되어서도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학교에서

앙상블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학생 때 음악에 대한 의사결정에 기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는

모든 형태의 음악교육에서 상호 작용적이고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이 중

요하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젊은 작곡가 프로젝트(Young Composers Project, 1959), 예일 심포지

움(Yale Symposium, 1963), 탱클우드 세미나(Tanglewood Seminar,

1967), 맨해튼빌 작곡 프로젝트(Manhattanville Music Composition

Project, 1965), 하와이 음악 커리큘럼 프로젝트(Hawaii Music

Curriculum Project, 1968), 연주 프로젝트를 통한 포괄적인 음악성

(Comprehensive Musicianship Through Performance Project, 1974) 등

의 프로그램에서는 청취, 분석, 작곡 및 음악사의 음악 과목 간의 연계를

장려하고 학생들의 연주 활동을 지원하였다. 음악 과목들 간의 연계를

통한 보다 깊은 음악적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국가 기준(National Standards, 1994)을 만드는 토대가 되

었고, 이는 음악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했다.

이러한 기준은 2014년 발표된 국가 핵심 기준(National Core Standards)

인 창의적 과정(creative-process), 연주(performance), 반응(respond)으로

개정되었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음악교육에 있어서 음악을 창조하고 수

행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997년 미국의 NAEP(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 체제의 근

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교육과정은 중요하고, 그

러한 교육은 예술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창조하고 연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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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육의 전반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훌륭한 연주자를 양성하

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음악학습의 심리

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음악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활동이고

(Devroop, 2012; Reimer, 2002),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 함께 상호작용하

고 협력하는 것은 중요한 학습방법으로 작용한다. 협력학습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고 처리하며 친구들에게 말로 표현해야

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교사 주도의 학습으로서

학생들의 음악적 이해의 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전통적인 교육

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Green, 2008). 따라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협

력학습은 학생들간의 다양한 소통이 일어나는 음악교육에서 더욱 효과적

인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력학습을 음악교육

에서 활용하는 구체적인 예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에서는 협동학습과 협력학습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동료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동료학

습(peer learning, peer interaction)’이라는 용어가 협력학습과 같은 의미

로 연구되고 있다. 효과적인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동료들과 함

께 배우는 이러한 학습은 인지적, 정서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학업성취

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Goodrich, 2007;

Wiggins, 1994).

그 실제적인 예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는 동료학습(peer

assisted learning)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 긍정적인 학습 결과가 확

인되었다(Rohrbeck, Ginsburg-Block, Fantuzzo, & Miller, 2003). 이러한

학습현장에서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모든 학습자들이 목적을 위해

공헌하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상호 간 질문을 하

고, 필요시 도움을 요청하는 협력수단이 곧 규칙이 될 수 있다(Johnson,

Johnson, & Taylor, 1993). 또한 학생들은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서로

모니터하고, 칭찬과 격려를 주고받아야 하는 등 일반학습에서보다 더 많

은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Rohrbeck et al., 2003). 원래 협력학습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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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미국 내의 한 교실 안에서 학습해야 하는 상이한 종족의 학생들 간

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Johnson & Johnson, 1981),

최근 동료학습전략은 다민족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교실 내에서 일반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

다. 한편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그룹이 구성될 때, 예를 들어 다양한 수준

의 학업 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섞여 있을 때, 보다 효과적인 학습결과가

나온다는 연구가 있다(GinsburgBlock, Fantuzzo, & Miller, 2006).

음악교육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호프만

(Hoffman, 1991)은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동등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더 우수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뉴 잉글랜드 음악

원(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의 음악이론수업에서 컴퓨터

보조 협력학습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교실에서는 수동적이었던 학생들

이 컴퓨터 보조 협력학습에서는 활발하게 토론을 하며 화성학 문제들을

푼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여기에서의 교사는 돕는 역할만을 감당하였

다. 교사의 역할은 축소되었지만 학생들의 성취감은 높아진 것이 확인되

었다. 이러한 협력학습은 음악교육 커리큘럼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

다.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에게 각각 다른 독립적

인 파트의 연주를 역할로 주어서 상호작용을 통해 동등하게 과제를 수행

하도록 구성하였다.

음악교육에서 이루어진 협력학습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창의성

발달, 심화된 음악적 이해, 정서 함양의 측면에서의 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다.

(1) 창의성 발달

음악교육에서 이루어진 협력학습의 효과로 우선 창의성 발달을 들 수

있다. 카일(Keil, 1987)은 음악은 본래 창조적인 의사 소통의 결과물로서

모든 문화가 협업적이고 공동체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이라고 하였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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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론, 음악학, 연주, 음악 교사 교육 등, 음악교육 분야는 모두 학생들

에게 공동 작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음악교육에서

일어나는 협력학습은 학생들이 지식에 대한 권위를 공유하고, 학습에 대

한 책임을 갖게 하며, 동료들 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활기 있는 음악수

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그루엔하겐의 연구(Gruenhagen, 2017)에서는

6세 오르프 기악수업에서 협력이 학생들의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즉흥연주로 이루어지는 재즈 연주에서 연주

자들 간 협력을 통한 연습이 좋은 연주를 구성하고 창의성을 발달시킨다

고 보고하였다(Wilson & McDonald, 2015). 즉, 연주를 연습하는 과정에

서 동료들과의 협력은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는 감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으로 인정받는 창의적인 연주 능력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기악학습에서 이러한 동료들 간의 상호 작용은 자신의

예술성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주를 비롯하여 자신

의 연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좋은 연주자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Havnes, 2008). 또한, 음악교육에서 동료활동을 촉진

하면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의 음악들을 이해하고 사회성과 창의성

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Hewitt, 2009; Reid & Duke, 2015).

(2) 심화된 음악적 이해

기악학습에서 협력학습은 학습자들에게 보다 심화된 음악적 이해를 제

공할 수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여 노래로 만들어보는 창작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지식

을 자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Baker & Krout, 2012).

굿리치(Goodrich, 2007)는 연주실력이 우수한 A고등학교 재즈 앙상블 동

아리 리허설에서 동료 간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였는

데, 앙상블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주체가 되어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조

언하며 의견을 나누고 악기연주에 대한 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

견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앙상블 연주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앙상블을

위해 동료와 함께 연습하는 과정에서 리듬, 음정, 화성, 성부 간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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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음악을 듣는 능력이 향상되고 인지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연주에

대한 문제해결력이 생겨난다고 보고하였다(Johnson, 2011). 한편, 그린

(Green, 2008)은 협력학습이 일어나는 음악의 공교육과정에서 교사가 되

도록 덜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 즉,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구성하고 필요한 때만 교사에게 도움을 구할 경우에 학생들이 가

진 음악적 이해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는 음악 교

사들이 때때로 뒤로 물러나서 학생들이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는 또한 음악교육에서 학생이 상호 작용하고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때 성취 가능한 항목으로, 동료 간 평가와 규범적 피드백 제

공, 높은 학습 참여율과 학생들의 음악적 필요 충족, 발산적 사고의 촉진

및 질문이나 과제에 대한 여러 해결책 제공, 정교화와 담론을 통해 숙달

에 이르는 이해력 구축 등을 들었다.

이 외에도 음악교육에서의 협력학습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 이러

한 연구들은 주로 그룹연주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개별연주만 경험했던

학생들보다 음악적 소양과 표현력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소이어(Sawyer, 2006)는 그룹 연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 의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자에 속한 학생들

이 다른 그룹 구성원들의 음악적 표현 및 아이디어를 감지하고 예상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룹에서의 연주 경험은 음악가

가 그룹에서 함께 연주해 본 경험이 없이는 발현되지 않았을 영감을 제

공해 주며, 이는 개인의 음악성 개발에도 영향을 미쳐 보다 향상된 연주

를 할 수 있게 해 준다(Sawyer, 2006). 또한 민주적인 음악 활동이 보다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음악청취를 하게 해 준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Todd & Mishra, 2013). 이 연구에서는 비판적인 청취 경험이 지닌 사

회적 함의를 검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적인 음악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학생들이 음악을 선택하고, 경험하고, 음악에 대한 자신

의 신념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민주적인 활동의 기회를 경험하면, 음악청

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활동적인 조건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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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주의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학년일수록 자신의 삶과

관련성이 있는 음악을 접할 때 음악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주의를 집중시키

는 성격의 협력학습이 학생들의 음악청취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그룹에서의 연주평가 활동은 자신의 연주 성취에도 도움을 줄 수 있

다. 버기와 세코니-로버트(Bergee & Cecconi-Riberts, 2002)는 같은 전

공생들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연주평가 활동을 했던 학생들이 개인 레슨

만 받으며 스스로를 평가해 온 학생들보다 더 정확하게 자신의 연주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올슨은 앙상블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연주 성취, 인지, 태도를 측정하였

는데, 그 결과 학생들의 음고, 음정, 박자 변별력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Olson, 1975). 중학생들의 현악 앙상블이 연주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에서는 앙상블 연주에 참여한 학생들이 음정을 정확하게 연주하

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연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Carmody, 198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음악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협력적인 경

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활동으로 소규모 앙상블 활동이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학생들에게 앙상블 활동을 하게 하면, 다양한 음악을 해석해

보는 기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동료와 자신의 기

술적인 문제를 식별하여 음악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정서 함양

음악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협력학습은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어 긍정

적인 정서 함양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브룹(Devroop, 2012)은

중학교 그룹 음악 활동을 통한 협력이 개인의 긍정적인 사고, 자존감, 행

복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 음악을 지속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포스터(Poster, 2014)는 대학교에서 피아노 전공 학생들 간 이루



- 38 -

어지는 멘토링이 연주기술의 향상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교우관계를 향

상시키고 서로 신뢰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위긴스(Wiggins, 2000)는 그룹 내에서 작곡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것

은 학생들의 독립적 사고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

생들은 또래 집단에서 상호 이해의 과정을 통해,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

출하고 표현하는 데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다른 사람들

의 아이디어를 경험하는 것이 본인들의 가능성을 열어 잠재력을 발휘하

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악학습에서 협력학습과 민

주적 행동에 관한 올섭(Allsup, 200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올섭은

음악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민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학생들

이 학습에 대한 친숙함과 호기심이 유발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듯 음악교육에서도 협력학습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음악극 또는 창작 활동이 창의성과 사회성의 발달에 효과적

이라는 것이 보고되었다. 특히 음악 실기교육에서의 협력학습은 창의성

을 개발하고 연주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연주실력의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확인되었다. 학교 음악교육에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한 협력학습은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잠재적 음악 표현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협력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수

동적인 감상자에서 벗어나, 연주가, 비평가, 예술가로서의 경험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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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조절학습 능력

1)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개념 및 특징

(1)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의 개념

자기조절학습이란 한마디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학습을 점검

하고 통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Zimmerman, 1989). 많은 학

자들이 자기조절학습에서 자기조절과 통제를 핵심적인 요인으로 언급한

다. 자기조절이란 개인적, 사회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 인

지와 정서를 조절, 수정, 통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조절을

기반으로 주체로서의 학습자는 학습상황을 분석하고 목표를 세우며 이에

따른 전략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자기조절학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들을 살펴보자. 자

기조절학습 이론은 반두라의 사회인지이론에 의해 발달하였다. 반두라와

짐머만의 두 이론 모두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 학생은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적극적인 구성가로서 개인적 선호, 사회적 교류, 과거 경험을 통해

그들의 학습을 구성해 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Bandura, 1991;

Zimmerman, 1989). 자기조절학습에서 중요한 점은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학습자원을 관리하고 조절, 통제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의 학습자원이

란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뿐 아니라 학습의 환경과 학습자의 학

습 동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에서의 학습자는 학습

의 모든 과정에서 주체가 되어 목표와 동기를 진단하고 자원을 관리한

다. 정미경(1999)은 자기조절학습에 대하여 매우 포괄적인 정의를 내렸

다. 그는 자기조절학습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활동의 주인이 되어

학습목표와 학습동기를 진단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

하며, 학습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결정과 행위의 주체가 되는 학습”이라

고 정의하였다. 박성익과 김미경(2004)의 연구도 이와 유사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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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학

습자가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내재적·외재적 동기를 수시로 부여

하며 적절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원을 관리하는 학습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자기조절학습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인지, 행

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유지한다(Schunk & Zimmerman, 1994). 이

때 이전의 경험이나 유사한 작업을 토대로 적절한 동기 부여를 하며 스

스로 학습을 유지해 나간다. 학습자의 자원 중 환경이 끼치는 영향도 중

대한데, 자기조절에서 상호간의 피드백 환경이 개인의 자기조절능력 획

득에 영향을 미친다(Zimmerman, 2011). 이 외에도 에르트머와 뉴바이

(Ertmer & Newby, 1996)는 학업성취를 위해 다양한 학습전략을 계획적

으로 사용하는 학습자의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자기조절학습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둘째, 자기조절학습 능력은 인지능력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즉, 자기

조절학습이란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최상의 인지

적 형태의 학습전략이며 정보를 획득(knowledge acquisition)하는 능력과

학습내용을 변형(knowledge transformation)하는 능력을 포함하며, 이

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Corno & Mandinach, 1983). 또한 자

기조절학습에서는 메타인지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조

절하며 통제한다(Winne, 2011). 자기조절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활동 조절은 학습자가 학습자료를 지각한 후 조직화하여 장기 기억 속에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포함한다(Pintrich

& DeGroot, 1990). 이때 학습자가 자료를 조직화하여 기억하고 인출하는

것은 일종의 변형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기조절학습을 과정으

로 본 논의는 짐머만과 마티네즈-폰스(Zimmerman & Martinez-Pons,

1988)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이 지능이나

독해력 같은 정신적 능력이나 학습능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학습자가 스

스로 자신의 정신 능력을 학문적 기술로 변형시키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는 자신의 동기와 메타인지, 행동을 활성

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셩크(Schunk, 1989)는 학습자의 집중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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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발적인 참여와 정보의 효율적인 조직화, 생산적 환경의 조성, 자원

의 효과적 활용 외에 자신의 노력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의 경험을 자

기조절학습의 중요한 요소로 설명하였다.

셋째, 자기조절학습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끝까지 유지하며 학습

을 완성해 가는 것을 말한다. 즉, 학습과정에서 목표를 보호해 나가는 행

동들이 수반된다. 목표를 보호하는 행동들은 기한내에 과제를 완성하고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추구하는 등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수하

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이는 학습자가 학습 과제에 의미를 느끼고, 목표

를 설정하고, 전략을 세우는 진행 과정이고, 주어진 학습 상황에서 자신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행동도구이다(Ridley, McCombs, &

Taylor, 1994).5)

아래의 표는 자기조절학습의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II-1> 자기조절학습의 정의

5) 이 외에, 자기조절학습에서의 목표달성에 대해 “자기조절학습자들은 목표달성을
위해 동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인지전략을 계획, 점검, 조절하며 학습을 통제
한다”는 면에 초점을 맞춘 논의도 있다(Schunk & Zimmerman, 2008; Winne,
2011).

연구자 정의
Zimmerman

(1989)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지, 정서, 행동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통제해 나가는 과정
Schmidt &

Newby(1986)
학습과정에서 인지활동을 조절하는 능력

Paris &

Newman(1990)
학습자가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Pintrich &

DeGroot(1990)

학습자가 학습자료를 지각한 후 그것을 구성하여 장기기억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인출해 낼 수 있는 인지능력을 감독하

고 수정해 가는 것
Pintrich 외

(2000)

학습목표를 달성하고자 자신의 동기, 인지, 행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것
Schunk &

Zimmerman

(1994)

학습자들이 학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인지,

행동, 그리고 정서를 실행하고 유지하는 과정

정미경(1998)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학습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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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기조절학습은 흔히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과 혼

용되기도 한다. 이 둘은 서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학습개념이

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학습의 참여 여부에서부터 목

표 설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교육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학습형태로서, 특히 성인교육 맥락에서의 독

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반면, 자기조절학습은 심리학 이론

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사용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데 관

심을 두는 개념이다(박성익, 김미경, 2004).

이처럼 학습자가 학습 환경을 인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학습 환경을 만들고 이를 위해 인지전략과 학습전략을 주체적으로 설계

하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은 높은 학업 성취(Schunk, 1980; Zimmerman

& Martinez-Pons, 1988)와 사회적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Dennis et al., 2007)고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음악교육에서도 성공적인

연주기술의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Gruson, 1988; McPherson

& Zimmerman, 2002; Miksza, 2007, 2009).

자기조절학습은 음악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에 중요

한 학습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특히 연주기술의 습득을 위해 지속적

인 훈련을 요구하는 기악학습에서 더욱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다

(McPherson, 1997; McPherson & McCormick, 2006; Miksza, 2007,

2011; Nielsen, 2004; Schmidt, 2005).

정에서 동기를 유지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관

리하며, 학습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의 주체

가 되는 것

박성익과

김미경(2004)

효과적·효율적 학습을 위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

정하고 내재적·외재적 동기를 수시로 부여하며 적절한 학습환

경을 조성하고 학습자원을 관리하는 학습방법
Ertmer &

Newby(1996)

학업성취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습전략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학습자의 목표지향적인 행동
Corno &

Mandinach

(1983)

최상의 인지적 참여는 자기조절학습으로서 교실에서의 지식습

득과정 중에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일련의 학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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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조절학습 이론의 배경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짐머만(Zimmerman)을 중심으

로 촉발되었다. 그는 처음에 ‘학습자가 어떻게 자신의 학습을 조절해 나

가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학습자의 자기통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자기조절학습이론의 시발점이 되었다

(Zimmerman & Schunk, 1989). 자기조절학습은 처음부터 이론적으로 개

념화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경험을 기반으로 도출된 학습

능력이다.

효과적인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는 것에서 출발한 자기조절학습은 이제 인지적, 동기적 측면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외형적인 행동조절, 학습환경의 통제와 활용을 포함하는 통합

적인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Pintrich, 2000; Zimmerman, 2000). 자기조

절학습의 개념이 정립되는 토대가 되었던 초기의 개념들은 조작주의

(Operationalism) 관점, 사회인지(Social cognition) 관점, 의지적(Volition)

관점, 현상학적(Phenomenology) 관점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조작주의 관점은 행동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기조절학습을 정

의하였다. 즉,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관찰학습이나 외부에서 주어지는 강

화자극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달한다는 주장이다. 조작주의 관점의 연구

로는 스키너의 논의(Skinner, 1979)와 메이스, 벨피오레, 쉐아의 논의

(Mace, Belfiore, & Shea, 1989)가 있다. 전자에서는 주어지는 강화자극

이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자기조절을 하게 하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보았고, 후자에서는 학습에서 학습자의 내면적 요인보다는 환경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자기조절학습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자기점검,

자기교수 및 자기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인지 관점은 학습결과에 대한 기대와 자기효능감이 자기조

절학습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인지이론의 기초를 마련한 반

두라(Bandura, 1977)는 학습은 개인의 내면적 인지과정과 학습 환경, 그

리고 학습 행동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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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에 대한 후속연구(Bandura, 1986)에서 자기조절의 하위과정으로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제시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상호작용한

다고 가정하였다. 반두라의 이론은 그 후 짐머만과 셩크가 자기조절학습

이론을 체계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셋째, 의지적 관점을 들 수 있다. 의지적 관점에서는 자기조절학습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 동기를 학습자의 학습 ‘의지’로 본다(Corno, 1989;

Kuhl, 1985). 코르노는 의지를 자기통제와 외적통제 과정으로 설명하였

는데, 학습의지는 과제를 바꾸어 주거나 과제가 완성되는 상황을 바꾸어

줌으로써 증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협력학습을 하는 동안 다양한

의지통제 전략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쿨은 자기조절에서 유인가(valence)

와 기대(expectancy)의 요소를 언급하였다. 즉, 이 요소들에 의해 구체적

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행위의 통

제를 방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정태지향성

(ruminating), 외적 집중(extrinsic focus), 망설임(vacillating)이다. 정태지

향성이란 실패 경험에 대해 집착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고, 외적 집중이란 즉각적 결과보다는 미래의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며,

망설임이란 행위를 결정할 때 불안정에서 나온다. 의지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집중력에 집중하고 개인적 및 환경적 산만함을 극복하는

노력을 지속하게 한다. 의지 모델에 따르면, 동기란 목표 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 전 과정과 전략실행과 목표달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Corno, 2001). 자기조절학습자는 유해한 인식, 감정 및 동

기로부터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호하기 위해 전략을 세워 대비한

다. 이러한 의지조절 접근은 학습 자체보다는 오히려 학습자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들에 더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상학적 관점을 들 수 있다.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학습하

는 동안에 자기조절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궁극적인 힘은 자신의 자

기개념을 고양시키거나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습을 지속하게

만드는 동기는 개인적으로 학습이 유의미하다고 여겨질 때와 학습활동이

자신의 유능함 및 목표 지각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식할 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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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us & Nurius, 1987).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자기개념의

형성과 자기개념, 자기가치 등을 포함하는 자기체제 구조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유아기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물

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고 발달되며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다(Bandura, 1977; McCombs, 1986; Schunk, 2008).

(3) 자기조절학습의 특징

자기조절학습의 다양한 정의들을 기반으로 특징을 도출해 보면, 첫째,

자기조절학습자는 자신의 학습과정에서 메타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적극 참여한다(Zimmerman, 1986). 많은 연구들에서 성공적인 학습자는

학습을 스스로 조절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다. 자기조절학습자는 학습 활

동을 수행하는 동안 학습 과정을 안내하고 향상시키는 인지적, 행동적,

동기적인 전략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한다(Schunk & Zimmerman,

2008). 그리고 학습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Paris & Newman, 1990). 즉, 자기조절학습자는 학습의 모든 과정에 자

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평가, 수정하며 학습을 지속해 나간다

(Zimmerman, 1989).

둘째, 자기조절학습자들은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의 상황이나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집중성과 수행 지속력을

지니고 있다(Corno, 1993: Kuhl, 1986). 자기조절학습자들은 숙달목표지

향적인 반면,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

과 비교하는 수행목표지향성을 보인다(Pintrich & DeGroot, 1990). 그리

고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Schunk, 1984).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긍정적인 자기반응을 한다(Zimmerman,

2000). 또한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학습에서 높은 내재

적 흥미를 보인다(Pintrich & DeGroot, 1990). 의지조정 이론가들에 의하

면 이러한 학생들은 주변의 상황이나 감정의 영향을 덜 받으며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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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고 수행을 지속하는 능력이 높다(Corno, 1993; Kuhl, 1985).

셋째, 자기조절학습 능력은 학습과 경험에 의해 지속적으로 향상가능

하다. 즉, 환경에 의해 습득되거나 저절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

한 학습과 유의미한 경험을 통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달 궤도의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은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인지적 및 메타인지적

전략을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Schneider & Bjorklund, 1998; Schneider & Pressley, 1997). 그 예로

단순한 기억 과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보다 복잡한 전략(주요 아이디어 식별, 텍스트의 아이디

어 요약 또는 정교화)은 주로 중등 과정에서 이루어진다(Browon,

Bransford, Ferrara, & Campione, 1983; Paris & Lindauer, 1982)는 것을

들 수 있다. 또다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계획 세우기, 주의 집중력,

협응력, 내용 연결하기에서 더 우수한 수행을 나타냈다고 밝혔다(Warick

& Nablier, 1993). 또한 영역에 대한 지식이 심화됨에 따라 자기조절학습

이 향상된다고 보고되었다(Zimmerman, 1989).

음악 연주에서도 학습이 심화됨에 따라 연습에서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Hallam, 2001; Howe & Sloboda, 1991 b;

McPherson & Renwick, 2001). 음악 연주에서 학습이 심화됨 따라 연습

과정에서 자신에게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발견되

었고(Miksza, 2007; Pitts, Davidson, & McPherson, 2000). 동기지향적인

연습을 하게 한다고 밝혀졌다(McPherson & McCormick, 2006; Miksza,

2011).

넷째, 자기조절학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우선 둘 이상의 소

그룹으로 학습할 때가 혼자서 학습할 때보다 자기조절학습에 효과적이

다. 또한 교실 내에서 여러 차시 동안 연장되는 복잡하고 의미있는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효과적이며, 지원대상, 장소, 수준

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질 때,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학습내용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일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 자기조절학습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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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Perry, 1998).6)

대부분의 자기조절학습 이론에서는 학습자의 시간투자와 신중함, 노력

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스스로 매력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

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조절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기 어렵다.

2)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구성요인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자. 스키너(Skinner)와 같은 조작주의 이론가들은 외부에서 주어지

는 강화 자극이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자기조절을 하게 하는 동기 요인

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내적 과

정들은 관찰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서만 정의되며 그런 행동이 어떠한 환

경 속에서 발생했는지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작주의자

들이 취한 환경과의 연합에 대한 관점은 자기조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조작주의 이론에서는

자기조절학습자의 자기점검과 자기기록을 중시한다. 이를 위한 구성요소

로서 모델링, 언어적 지도 및 강화 등의 외적 요인들의 역할이 강조된다.

반면, 코르노(Corno, 1993)와 쿨(Kuhl, 1985)은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

소로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들은 초보 자기조절학습자들은 감정적 상태

와 주변 환경 조건에 더 영향을 받지만 유능한 자기조절학습자들은 학업

수행에 더 집중한다고 밝혔다.

쿨은 자기조절하려는 동기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

성하려는 기대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고, 코르노는 자기조절을

위한 전략으로 주의 통제, 부호화 통제, 정보처리 과정 통제, 정서 통제,

동기 통제, 환경 통제를 들었다. 이는 인간의 의지 관점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이 중시하는 요인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또한 자기조절학습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메타인지전략, 학습전략, 동기전략 등을 들었다.

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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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동기적인 측면에서의 자기지각과 자아 정

체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습을 조절하는 동기는 자아개념을 증가시키

고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박성익, 김미경, 2004). 마콤(MaCombs,

1989)은 자기조절학습을 전략의 사용으로 설명하고 학습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자기평가, 계획, 목표설정, 점검, 정보처리, 부호화, 인출전략을 강

조하였다.

반두라(Bandura, 1982)는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소로서 행동, 개인적

요인(인지적, 정의적, 생물학적), 사회적 환경을 중시했다. 그는 자기조절

학습의 체계 속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요인으로서 중요하게 기능한다

(Bandura 1986, 1991)고 밝혔으며, 개인적 요인이 행동하게 만드는 요인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언급하는 개인적 요인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기술 등의 극복전략, 목표설정, 계획, 자기평가, 자기조절, 자기강화에 대

한 능력을 포괄한다.

짐머만(Zimmerman, 1986)은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소로서 ‘전사고

(forethought)’, ‘수행/의지(performance/volition)’, ‘자기반성

(self-reflection)’을 들었다. 그는 자기조절학습 과정을 이 구성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는 순환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전사고 단계는 수행 노력

을 실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서 목적설정, 전략계획, 과제분

석,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 내적 흥미와 가치, 그리고 목표지향성 등을

의미한다. 둘째, 수행/의지 단계는 학습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발

생하는 과정으로서 자기지시, 영상화, 주의집중, 과제전략, 자기기록, 자

기실험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자기반성 단계는 학습에 대한 노력

을 발휘한 후에 발생하는 과정으로 자기평가, 자기반응, 적용성 등이 작

용한다. 이처럼 자기조절학습은 한순간에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일련의 전략적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짐머만(Zimmerman, 1989)과 짐머만과 마티네즈-폰즈(Zimmerman &

Martinez-Pons, 1986)의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에서 인지와 동기의 상

호작용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개인적, 행동적, 환경적 요소가 자기조절학

습의 구성요소라고 설명하였다. 개인적 요소로는 지식, 상위인지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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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불안, 자기효능감 등이 있고, 행동적 요인에는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이 있다. 또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모방, 언어적 설득, 사회적 지

원과 학습환경의 구조화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핀트리치(Pintrich, 1995)는 자기조절학습의 핵심요인으로 인지적

요인, 자원관리 요인, 동기 요인을 든다. 인지적 요인으로는 할당된 시간

의 관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 분배의 관리, 필요한 도움의 요청이

있으며, 자원관리 요인은 주어진 상황의 환경적 여건 관리를 뜻한다. 동

기 요인으로는 내적 지향, 과제의 중요성, 신념, 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

다.

또한 핀트리치와 드그루트의 연구(Pinrich & DeGroot, 1990)는 자기조

절학습의 동기를 인지와 통합된 과정으로 보고 동기화된 자기조절학습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 구성요인을 동기적 신념과 학

습전략으로 구분하였다. 동기적 신념에는 자기효능감, 내재적 가치, 시험

불안이 포함된다. 또한 유능한 자기조절학습자는 숙달목표를 지향하는

반면, 초보 학습자는 수행목표 또는 자아 관련 목표를 지향한다(Pintrich

& DeGroot, 1990)고 밝혔다.

린더와 해리스(Linder & Harris, 1992)는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으

로 메타인지, 학습전략, 동기, 상황적 민감성, 환경 이용과 통제의 5가지

차원을 주장하였다. 메타인지는 인지조절, 인지에 대한 지식, 자기반성적

인식을 의미하고 학습전략은 학습촉진을 위한 계획과 조직,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의 세분화와 절차를 뜻한다. 또한, 동기란 노력과 결과의 관계

를 인식하기, 성취감, 능력감, 학습욕구를 의미하고, 상황적 민감성이란

과제 요구를 측정하는 능력, 과제 요구를 조절하는 능력, 학습과제와 평

가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며, 환경 이용과 통제란 도움 구

하기, 계획하기, 학습 환경 만들기를 의미한다.

자기조절학습은 행동적 전략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메타인지, 즉

인지적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전략에서 초기의 학습경험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개인이 가진 지적인 잠재력이 부족하더라도 좋은

교사와 부모가 세심하게 학습관리를 해 준다면 학습자는 학습과정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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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에 대한 기본적인 요령을 터득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자는 나이가 들

면서 더 발달된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스스로 더 높은 학업목표

를 세우며 높은 성취수준을 보이는 자기조절학습자가 될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구성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결국 인지조

절, 동기조절, 행동조절의 세 가지 차원으로 압축될 수 있다.

(1) 인지조절

인지조절은 학습자가 자료를 학습하고 기억하며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인지전략과 자신의 인지 과정을 계획, 점검, 수정하는 메타인지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미경, 2008; 양명희, 2000; Pintrich et al, 2000). 우선

인지전략이란 학습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학습자료를 지각한 후에 그것을

조직하여 장기기억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인출해 내는 능력을 의미한

다. 즉, 학습자가 학습하고 기억하며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의

미한다. 자기조절학습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인지전략을 시연(rehearsal),

정교화(elaboration), 조직화(organization)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양명

희, 2000; 정미경, 2008; Pintrich et al, 2000; Weinstein & Mayer, 1986).

시연은 학습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밑줄 긋

기, 소리 내어 읽기, 반복해서 읽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정교

화는 새로운 정보를 사전 지식과 통합시킴으로써 이를 장기기억에 저장

시키는 전략으로서,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 요약하기, 새로운 정보

와 기존 지식간의 관계 설명하기 등의 방법을 통해 나타난다. 마지막 전

략은 조직화인데,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학습내용의 요소를 논리적으로 구

성해 보기도 하고,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거나 관계

를 추론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다음으로 메타인지전략이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자신의 인지과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인지전략을 선택하여 자신의 인지를 통제하고 조절

하는 전략이다(양명희, 2000; Winne, 1996; Pintrich, 2000). 메타인지는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서 사람, 과제수행 및 전략 차원과 상호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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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설명한다. 학습자는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선행경험을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한 다음, 효과적

인 전략을 사용하여 과제에 대처하고 학습 과정과 결과를 최적화한다.

학습자는 일련의 메타인지전략을 차례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인지 활동

을 통제할 수 있고, 인지적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

한 메타인지 과정은 학습 전에 성과를 예측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

(planning)’, 학습 중에 학습전략을 시험하고 수정하는 ‘점검(monitoring)’,

학습의 효과와 효율 등을 평가하는 ‘결과 확인(self-reflection)’ 등의 활

동으로 이루어진다(Brown, 1987; Livingston, 2003). 브라운(Brown,

1987)은 메타인지전략의 하위 요인으로 계획, 점검, 조절(self-control)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는 거의 모든 학습 과제에서 다양한 특징을 점검하고, 각자 다

른 특징을 모니터한다(Winne, 1996). 이때 메타인지 점검에 사용될 타당

한 기준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익숙한 정보에 대해서는

검색과 독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바람직한 이해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Begg et al, 1989). 학습자는 종종 ‘쉬운’ 인지와 ‘올바른’ 이

해와 학습에 대해 오해한다. 메타인지 점검 기준을 검색해야 할 때는 오

히려 어려운 인지가 효과적이다. 경험에서 비롯된 검색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Tesser,

1988).

자기조절학습은 교실 환경에서 학생들의 학업 수행과 성취를 위한 중

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인지, 동

기, 행동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학생들은 자

기조절 과정을 통해 학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Zimmerman, 1989). 교실에서의 자기조절학습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바 있지만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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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조절

자기조절학습에서 동기조절은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에

대한 내적 지향과 과제의 중요성, 신념, 성공에 대한 기대를 유지해 나가

는 것이다.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인지 조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동기적 측면 또한 강조되었다. 핀트리치와 드그루트

(Pintrich & DeGroot, 1990)의 연구에서는 동기와 인지가 통합하여 작동

하는 자기조절학습을 강조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습의 과정에서

동기를 유지하고 조절해야 효율적인 자기조절학습자가 될 수 있음을 밝

혔다(Boekaert, 1996; Pintrich, 2000; Zimmerman, 2000; Zimmerman &

Schunk, 2008). 이 과정의 구성요소는 의지 이론 모델(Corno, 2001;

Kuhl, 1985), 자기동기 이론 모델(Cheng & Ickes, 2009; Dishman, Ickes,

& Morgan, 1980) 또는 자기평가 이론 모델(Tesser, 1988)에서 나타난다.

짐머만(1990)은 기존의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연구가 인지적 측면에 편

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동기와 행동의 차원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핀트리치와 드그루트(1990)도 자기조절학습에서

인지적 요인과 더불어 세 가지 동기적 구성요인을 제시하였다. 그가 주

장한 세 가지 요인은 첫째,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는

기대, 둘째, 학습자의 목표와 학습과제에 대한 흥미 등을 나타내는 가치,

셋째,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정서적 요인이다.

반두라(1986)는 이러한 동기의 하위요소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그가 언

급한 요소는 숙달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성취가치이다.

그의 논의를 바탕으로 양명희(2000)는 자기조절학습 모형을 개발하였

다. 이 모형에서는 자기조절학습에서 학습자의 동기를 촉진하는 요소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숙달을 지향하는 특성, 학습목표달성을 위한 자신

의 인지능력에 대한 믿음과 학업성취의 가치에 대한 지각을 언급하였다.

자기조절학습의 동기에 관한 연구는 학생들의 학습과 연관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초등학생들은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개인적인 학습 활동에

서 감정과 동기를 보다 잘 조절하게 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개인학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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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산만함을 극복하며 어려운 과제에 대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학습할

때 정서적 도전과 동기를 제공하는 도전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의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고생

들은 자기보고를 통해 숙달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성취 가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보고가 학생들이 인지전략을 사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

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Pintrich & DeGroot, 1990; Wolters &

Pintrich, 1998).

(3) 행동조절

행동조절은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을 선정하

고 구조화하며, 학습과정에서 자기교수와 자기강화를 하는 것을 의미한

다(박성익, 김미경, 2004). 양명희(2000)는 행동조절을 행동통제, 도움 구

하기, 시간 관리의 하위요소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지속해 나가는 능력과 학습에 필요한 도움을 생산적으로 요청하

는 능력, 효과적으로 학습시간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능력이다. 실증적 연

구결과에 의하면 행동통제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반응을 보였으며(Brunstein &

Olbrich, 1985), 교사나 동료 학습자에게 빈번히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

역시 높은 성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Zimmerman & Martinez-Pons,

1986). 시간관리 능력 역시 학업성취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밝혀

진 바 있다(Britton & Tesser, 1991). 핀트리치(Pintrich, 2000)도 자기조

절학습의 행동조절 전략으로 행동 및 노력의 계획, 관리와 도움 구하기

를 제시하였다.

3) 음악교육에서의 자기조절학습

기악학습에서의 자기조절학습과 관련된 연구들은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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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들이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기악학습을 위한 자기조절학습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번스타인(Bernstein, 1992)의 논의는 연습에서 사회적인 측면을 언급한

논의를 펼쳤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는 연주를 위한 연습에서

자기통제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자기통제력을 기르기 위해

서는 혼자 있는 시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사회적인 시간을

보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올바른 사제관계를 중시하였다. 이것

이 학생들을 연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결론

적으로 연습과정을 음악의 외적 영역에도 유익하게 적용해야 함을 주장

하였다. 즉, 예술을 향한 노력과 사회적인 삶을 위한 노력이 상호 유익하

게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예술이라고 해도 개인적 의

지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연주를 위한 성공적인 연습을 위해 사

회와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에 음악교육에서 연구된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소들은 맥퍼슨과

짐머만에 의해 논의되었다. 맥퍼슨과 짐머만은 음악학습과 관련된 자기

조절의 6가지 측면을 동기, 전략, 시간 관리, 행동, 물리적 환경,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했다(McPherson & Zimmerman, 2002). 동기적 차원은 학

습을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개발시키고 유해한 요인들

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최대로 끌어 올리는 것

이다. 동기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학생들은 학습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아

니면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다양한 동기 부여 요인 중에서 자기효능

감은 음악교육에서도 학습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McCormick &

McPherson, 2003; McPherson & McCormick, 2006).

미크스자(Miksza, 2012)는 중학교 밴드부에서 학생들의 연습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을 하였는데, 자기효능감, 연습 방법/행동, 시간관리, 환

경적 영향이 연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나타났다. 또한 목표지향

적 내적 동기, 메타인지 중에서 반성(reflection), 그리고 과제집중력이 연

습을 하기 위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

맥퍼슨(McPherson, 2006)은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을 3년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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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결과 악기를 배우고 3년 후부터 연습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연

주수준이 높을 때 메타인지전략을 사용한다고 발견하였다.

맥퍼슨과 렌빅(McPherson & Renwick, 2001)은 7-9세인 7명의 중학교

학생들을 3년간 연구한 결과 학생들은 연습에서 틀리는 것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렌빅과 맥퍼슨(Renwick & McPherson, 2002)은 9세 학생이 클라리넷

을 배우는 과정을 연구한 결과 학생이 연주곡을 선택할 때 높은 수준의

인지활동을 하고 쉽게 몰입하며, 학습 동기에 대한 지속성이 강화되고

학습을 즐기게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어, 핀트리치, 리넨 브링크(Maehr, Pintrich, & Linnenbrink, 2002)는

음악학습에서 과제와 학습활동에 대해 선택할 수 있고 흥미가 수반될 때

학생들은 동기를 부여받게 되며, 이는 곧 높은 성취로 이어진다고 하였

다.

호와 슬로보다(Howe & Sloboda, 1991)는 전문연주자와 비교하여 초보

자들은 연습할 때 메타인지를 덜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연주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 메타인지는 발달 가능

한 능력이라는 점 또한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효과적인 연습을 위한 전략적, 목

표지향적, 반성적인 접근은 장기간에 걸쳐 발달하고, 내재적 요인에 의해

동기 부여되고, 우수한 연주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

다.

홈즈-데이비스(Holmes-Davis, 2015)는 학년 수준과 관찰된 자기 조절

행동 특성에서 고등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자기조절에 더 취약한 행동특

성을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많은 중학생들은 오류 감지 또는 오류 수정

전략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음악을 연주했다. 오류는

세 가지 기본 방법으로 처리되었는데, 첫째, 학생들은 오류를 무시하거나

감지하지 못했고, 둘째, 학생들은 멈추고 다시 시작했으나 실수를 반복하

였으며, 셋째, 새로운 단락으로 옮겨가기도 했다(Miksza, 2007, 2009). 미

크스자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수준에 이르러서야 연습전략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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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했다. 홈즈-데이비스의 연구에서도 역시 중학생들 중 세부적

인 연습전략(다양한 템포로 연주하기, 반복하기,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연습하기 등)을 사용한 학생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등학생

이상일 경우 자기조절 연습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연주 성취

를 보인다는 것이 드러났다.

홈즈-데이비스(2015)의 연구에서는 또한 엄격한 수업 구조 외에도 학

생들에게 연주 과제 목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과제에 집중하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음악 발달에 대한 연구들에서 음악을 학습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기조절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급에서는 학부모가 학

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비계(scaffold)는 점

진적으로 학습자 개인의 내재적인 욕구와 학습자들의 적절한 전략을 선

택하는 능력으로 대체되었다(MacNamara, Holmes, & Collins, 2006). 맥

퍼슨(McPherson, 1997)은 초급 기악학습자들이 처음 3년간 귀로 연주,

즉흥연주, 마음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연습전략이 향상되고 있음을 언급

하였다.

연습에서 동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욕

구를 충족시키고(Hamann et al, 1998; Schmidt, 2005), 레슨을 받은 후

과제를 하기 위해(Miksza, 2009; Schmidt, 2005)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맥코믹과 맥퍼슨(McCormick & McPherson, 2003)은 자기조절학

습 구성요소로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가치, 통제신념, 자기효능감으

로 설명하였고, 특히 자기효능감은 목표 설정, 노력 관리 및 과제 지속과

같은 내재적 동기로서 연습에 시간을 투자하고 연습에 집중하고 연주 성

취에 이르게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연주 능력은 자기조절 행동을 수반한 연습과

관련이 있음이 논의되었다. 미크스자(Miksza, 2007)는 악기 연주에서의

성취는 반복연습, 느리게 연습, 전체 파트 연습, 음악 섹션 연결, 음악의

중요한 섹션으로 건너 뛰기, 음악 만들기 및 메트로놈 사용과 같은 전략

적 행동의 빈도와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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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연구에서는 숙달된 피아니스트일수록 높은 수준의 자기조절학

습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Duke et al., 2009). 그들은 연

습할 때 다양한 템포를 사용하고, 오류를 짚어내고, 오류가 수정될 때까

지 지속적으로 연습한다는 것이다. 초보자와 전문 음악가를 비교할 때

전문가가 메타인지 활동, 정교한 암기 전략 및 연주 불안을 다루는 인지

적 접근법을 더 많이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할람의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Hallam, 2001b).

맥퍼슨과 렌위크의 연구 결과도 이와 상통한다. 그들은 3년간의 연구

에서 초급의 참가자들이 오류를 인식하지 않고 악보를 곧바로 연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숙달을 위해 요구되는 자기조절 연습전략을 피하고 있음

을 발견했다(McPherson & Renwick 2001, 2002). 피트, 데이비드, 맥퍼

슨의 연구(Pitts, David, & McPherson, 2000a)는 기악학습을 중단한 참

가자가 동기 부여 수준이 낮고, 연습할 때 더 혼란스러워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조적으로 오스틴과 베르그(Austin & Berg,

2006)의 연구에서는 중급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학습 도중 어려움에 처

했을 때 도움을 구하는 행동과 전략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음악교육에서의 자기조절학습의 연구들을 통하여 자기조절

학습 여부가 연주 성취와 직결되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즉, 자기조절전

략의 사용 여부를 통해 연주 성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McPherson & McCormick. 2006). 또한 고도의 역량을 갖춘 학생들일수

록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연주에서 자신이 가진 문

제점을 잘 찾아내고, 인지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조직적인 연습을 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Hallam, 2001b; McPherson, 2005). 자기

조절학습과 연습에 투자하는 시간 사이에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증

명되었다. 이 외에도 자기조절학습은 메타인지와 연습전략에 의해서도

촉진되며(Nielsen, 2004),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을수록 높은 자기효능

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McPherson & McCormick, 2006;

Miksza, 2006).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음악교육에서 연구된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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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인들을 정리하면 <표II-2>와 같다.

<표II-2> 음악교육에서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

따라서 음악교육에서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기악학습을 위한 자기조절학습의 주요 요인 중 인지조절은 시

연, 정교화, 조직화, 동기조절은 숙달목표, 자기효능감, 성취가치, 그리고

행동조절은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도움 구하기의 하위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구자 구성요소
자기조절학습

이론
McPherson &

Zimmerman

(2002)

동기(성취 가치, 자기효능감, 숙달목표지향),

전략, 시간관리, 행동, 물리적 환경 전략, 사

회적 요인

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

Hallam

(2001b)

메타인지 활동, 정교한 암기 전략 및 연주

불안을 다루는 인지적 접근법

인지조절(인지,

메타인지),

동기조절
Duke et al.

(2009)
오류의 수정 인지조절

McPherson &

McCormick

(2006),

Miksza(2006)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가치, 통제신념,

자기효능감을 자기조절 구성요인으로 선정

하였고 자기효능감이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확인함

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

Miksza(2012)
자기효능감, 연습방법/행동(통합되어 나타

남), 시간관리, 환경

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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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학습에서의 자기조절학습

학습은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일방적 지식전달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활동이라고 인식되는 추세이다

(Brown et al., 1993; Bruning, Shraw, & Ronning, 1999; Lave &

Wenger, 1991).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조절학습은 매우 중요한 학습요인

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자기조절학습은 개별학습뿐 아니라 협력학습에

서도 발전될 수 있다(Schunk & Zimmerman, 1997; Hadwin, Järvela, &

Miller, 2011). 본 연구는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협력학습이 자기조

절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 앞서 음악교육에

서 이 두 가지를 연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인

다.

1) 협력학습에서의 자기조절학습 과정

협동 및 협력학습 과정에서의 조절은 그룹 구성원의 개인적 자기조절

이상을 포함한다(Hadwin, Järvela, & Miller, 2011). 그룹에서는 개별적

자기조절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의 집단 학습 조절과정이

필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혼자서 학습하거나 교사의 지도를

받을 때보다 둘 이상의 소그룹으로 학습할 때 더 많은 학생들이 자기조

절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rry, 1998; Perry et al., 2002). 이는

학습에서 사회적 환경 등의 맥락이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사람과 학습하는 협력학습의 상황은 학습자에게 일종의 긴장이나

압박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압박감이 오히려 협력학습과 자

기조절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바우마이스터와 쇼웨레스의

연구(Baumeister & Showeres, 1986)에서는 “학습자에게 가하는 적당한

압박(pressure)은 최고와 최선의 수행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p. 362).”고 주장하며 학습에서의 사회적 압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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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부의 압력과 조정이 내적 배움의 가치로 전환되고, 불안정했던 협

력적 환경은 점점 신뢰와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며

개별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을 근거로 자기조절학습 모델도 개인적 구성주의 관점과

더불어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으로도 연구되고 있다(Meyer & Turner,

2002).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의 입장은 비고츠키와 반두라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학습에서 모델링의 사용을 중시한 반두라와 언어를 중요한 요소로

본 비고츠키의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협

력학습의 형태에서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개발되고 학습 잠재력을 성취한

다는 점이 밝혀졌다. 반두라는 학습전략의 습득과 사용이 동료, 부모, 교

사의 모델링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자기조절학습은

모델링을 포함한 관찰학습7)에서 시작하여 자기모방과 자기조절로 이어

진다. 비고츠키는 협력학습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사나 부모의 말

이 내면화되는데, 이러한 내면화가 내적 수준에서 자기조절과 자기주도

적 기능을 수행하게 해 주는 핵심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Diaz,

Neil, & Amaya-Williams, 1990).

이러한 협력학습에서의 자기조절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인지,

메타인지, 행동 및 동기에 대한 개인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와 자아는 과제의 조건을 정의하고 표준, 피드백 및

모델링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조절의 발전을 형성하는 실체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협력학습에서 학습자가 처한 사회적 맥락은 학생들이 자

기조절학습을 구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

계 속에서 자기조절학습이 일어날 때 자기조절학습은 상황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셩크(Schunk, 2001)와 짐머만(Zimmerman, 2000)은

교육에서의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은 사회적 과정을

통해 과제, 내용 및 상황이 요구하는 맥락적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스스

로 조절되는 학습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7) 반두라의 관측학습에는 모델링 뿐 아니라 구두설명, 사회지도와 피드백 등이 모
두 포함된다(Schunk,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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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협력학습에서 일어나는 자기조절학습을 분산 인지(distributed

cognition) 이론에 기반하여 펼친 연구도 있다(Salomon, 1993). 이 연구

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내용과 방법이 사회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이미 자리

잡힌 것이기 때문에, 자기조절학습을 ‘주변 환경을 인식하며 적응하는 과

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학생들은 교실 과제를 완성하고 새로운 학습

환경에 맞는 학습전략을 추출하고 시험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읽기,

쓰기,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에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학습한

다(Brown et al., 1993)고 주장하였다.

협력학습에서의 자기조절학습은 먼저 인지적 자기조절학습전략의 사용

을 통해 개인 수준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개인 차원에서의 내적처리

과정이 집단수준의 상호작용과 관련을 맺으며 발전해 가는 양상을 띤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조절이란 개인의 목표와 효능이 동기 부여에 영향

을 주는 것뿐 아니라 환경적, 대인 관계적 피드백이 자기조절 능력의 획

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과정을 의미한다(Jackson et al., 2000). 학습

자는 자신의 학습 및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학습을 제어하려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Schunk & Zimmerman, 1997). 따라서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학습형태로 연구되고 있는 협력학습

은 많은 부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과 구성요소를 공유한다(이의길, 2005).

즉, 협력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의견과 상충되는 입장에 대해

해결해 가는 자기조절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사용하게 된다(Brandon & Hollingshead, 1999)는 의미이다.

이때 개별 학습자의 메타인지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과 밀접한 상

관관계를 맺고 있음이 밝혀졌다(Travers & Scheckley, 2000).

협력학습에서의 자기조절학습이 이렇듯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요인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드윈과 오시게의 연구(Hadwin &

Oshige, 2011)에서는 이러한 자기조절학습을 공동조절학습(Co-regulated

learning, CRL)과 SSRL8)이라고 칭하였다. 공동조절학습은 타인이 개인

8) 공동조절(co-regulated learning)과 사회적으로 공유된 조절(socially shared

regulation)을 본 논문에서는 그룹조절이라고 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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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과정 조절을 도와주어 개인의 학습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다. 공동조절학습처럼 사회적으로 공유된 조절에서는 학습자가 타인과

함께 학습을 조절한다. 즉, 공동체의 과제나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해결의

과정을 공동체가 함께 조절함으로써 구성원 모두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공동조절

‘공동조절’(Co-regulation)은 집단 내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상황을 살펴보고 서로를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Rogat & Linnenbrink-Garcia, 2011). 즉,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자기

조절을 하는 과정이다. 공동조절의 최종목표는 협력학습을 통해 효과적

인 자기조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드윈, 자벨라, 밀러(Hadwin, Järvelä, & Miller, 2011)의 연구에서는

공동조절을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과도기의 한 과정으로 보았다. 즉 전문

가와 학습자가 공동의 문제해결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기

조절학습 능력이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개별 학습자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골자는 공동조절을 통해 학습자가 자기

조절학습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협력은 학생이 자신의 인지적 목표

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준다. 맥카스린(McCaslin, 2009)은 공동조절의 목표는 자기조절을 발

달시키는 것임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공동조절의 개념에서는 ‘다른’ 자기

조절의 지원을 강조한다(Järvelä & Hadwin, 2013; Järvenoja & Järvelä,

2009). 그러나 여기서의 조절은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목표를

위한 것이다. 즉, 공동조절에서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

음으로써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Järvenoja & Järvelä, 2009).

학습자 개인의 능력과 집단의 능력이 일치하지 않기에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이 성취도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Barron, 2000).

학습자 개인에게 나타나는 특성과 집단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상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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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협력학습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시 개인학습 때와 다른 집단의 특

성이 발생한다(Jackson & Fagan, 2000). 또한, 집단의 조절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자기조절수준이 다른 학습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이현우, 2012). 따라서 협력학습에서의 교육자는 학습을 설계할 때 공동

조절 학습이 일어나도록 효과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Barron, 2000).

공동조절은 일시적으로 조정된 조절 작업(전략, 모니터링, 평가, 목표

설정, 동기)이 통합되어 상호작용한다. 공동조절 학습은 주로 전문적인

동료, 교사, 전문가의 개입이 이루어져 개인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친

다. 협력학습과 자기조절의 이러한 관계는 집단 차원의 메타인지적 관점

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협력학습이 자기조절과 공동조절,

공유조절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며, 광범위한 메타인지적 조절양상의 관

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Winne, Hadwin, & Perry, 2013). 이

연구에서는 메타인지에 대해 학습을 계획하고 점검하며 인지활동에서 발

생하는 오류를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인지 능력으로 설명하며, 협력학습

에서는 함께 계획하고 서로 학습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러한 과

정에서 함께 학습을 수정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성공적인 협력학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각 개인은 자기조절을 통해 협력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학습자들의 진행을 고려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조절능력을 키운다. 둘째, 공동조절을 통한 협력학습의 과정에서 학

습자들 간에 일치된 목표와 기준점에 도달함으로써 성공적인 협력학습이

이루어진다. 셋째, 성공적인 협력학습에서는 학습과정의 공유가 이루어져

야 하며 이는 메타인지적 의식과 협력전략을 포함한다.

3) 사회적 공유조절(SSRL)

사회적으로 공유된 조절(Socially Shared Regulation of Learning, 이

하 SSRL)은 학습자가 공동체의 과제나 문제해결을 위해 타인과 함께 학

습을 조절하며 협력하는 점은 공동조절과 같지만, 상호작용이 평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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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즉, 공동조절에서는 조절을 위한 상호작용

이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SSRL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입

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논의를 통해 협력과정을 조정해 간다는 것

이다(Hadwin, Jarvela, & Miller, 2011).

SSRL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SRL은 협력학

습 상황에서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목표와 기준을 세우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학습을 조절해 나가는 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지

는 학습조절 현상이라고 설명한 하드윈과 오시게의 연구(Hadwin &

Oshige, 2011)가 있다. 또다른 연구에서는 SSRL이 사회학습 이론을 배

경으로 두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인지적 측면, 동기적 측면, 감성적 측면,

행동적 측면 등을 모두 포함한다(Järvenoja & Järvelä, 2009)고 밝혔다.

조절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도 있다. 파나데로와 자블라의 연구

(Panadero & Järvelä, 2015)에서는 협력학습의 조절과정을 관찰한 선행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SSRL과 공동조절을 복수의 학습자가 함께 학습

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협력적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

았다. 위에서의 언급처럼 공동조절과 SSRL의 차이점은 SSRL이 그룹

구성원간의 역할 배분이 더 동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Panadero &

Järvelä, 2015).

자기조절능력을 집단에 맞게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로는 볼렛,

서머, 써만의 연구(Volet, Summers, & Thurman, 2009)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협력학습을 수행할 때 학습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학

습자 개개인의 자기조절 능력을 팀의 학습상황에 맞게 조절해 나가는 현

상에 주목하고, 이를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조절(individual

regulation within group)”과 “집단으로서의 공동조절(co-regulation as a

group)”의 두 형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들은 두 형태의 조절과정

이 만나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SSRL”이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협력

학습에서 나타나는 학습의 양상을 아래의 도표를 통해 설명하였는데, 두

형태의 조절과정이 만나면서 의미가 형성되는 고차원적인 단계의 지식

구성이 가능해지는 접점을 SSRL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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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 SSRL의 이론적 모형(Volet, Summers, & Thurman, 2009)

SSRL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을 비롯하여 상호작용을 통한 조절, 종

합적 전략, 모니터링, 평가, 목표 설정, 계획, 결과물을 향한 신념들을 종

합한 다중적인 개인 조절을 하는 데 있다. 단, 학습 활동은 다수의 자기

조절적 매개체를 결합하기 때문에 SSRL에 대한 연구는 개인과 사회 과

정의 조율에 중점을 둔다(Volet, Summer, & Thurman, 2009).

최근의 협력학습 이론은 협업을 공유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메타 커뮤

니케이션 인식 및 성공적인 전략 조정의 중요성, 협력학습 연구에서 드

러나고 있는 SSRL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Barron, 2000; Dillenbourg,

1999).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협업의 정의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갖

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며 상호교류를 통해 공유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다(Roschelle & Teasley, 1995). 조절에 대한 이러한 정의들은 “나”의 관

점이 아닌 “우리”의 관점이다(Jarvela & Hadwin, 2013; Whitebread et

al, 2007). 자기조절학습에서는 “내”가 조절의 행위자이지만 SSRL에서는

“우리”가 조절의 행위자이다. 그룹은 전체적으로 기능하지만 조절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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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이루어지며(Perry & Winne, 2013, p. 46), 하나의 단일 실체로

작동한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SSRL의 특징은 우선 모니터링, 통제 및 평가

와 같은 조절과정이 공동으로 구성된다(Hadwin & Oshige, 2011; J

arvenoja & Jarvela, 2013)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의 공동의

목표와 기준이 원하는 결과물은 사회적 공유된 인지이다(Hadwin,

Oshige, Gress, & Winne, 2010). 즉, SSRL의 단계는 목표와 기준을 설

정하고, 조절 활동이 일어나고 이를 평가하며, 인지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Hadwin et al., 2011; Jarvela & Hadwin, 2013; Perry

& Winne, 2013).

4) 음악교육 협력학습에서의 자기조절학습에 관한 연구

자기조절학습 구조는 다양한 환경에서 연구되었지만 음악교육에서의

자기조절학습은 항상 개인의 조절 과정과 결과에만 주목하여 왔다. 그러

나 학습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개별 과제부터 협력학습 과

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로 연구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기악학습에서는 ‘사교육, 사립 학습’이 중요한 학습방법으

로 여겨져 왔다. 기악학습은 일주일 한두 시간의 레슨을 바탕으로 개인

의 연습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악학습에서 동

료들과의 협력학습은 연주를 위한 중요한 요인인 자기효능감을 비롯한

소속감, 동기 부여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밝혀졌다. 넬슨, 요

한슨과 죠젠슨(Nielsen, Johansen, & Jorgensen, 2018)이 음악학원, 음악

아카데미, 교회 및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동료는 연습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해 동기, 전략

에 있어서 기악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료와 함께 연습하며 의견을 나누는 것이 혼자서 연습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인식했다. 성별에서 중요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

만, 즉흥 음악/재즈의 학생들이 클래식 전공학생들보다 동료 학습에 더



- 67 -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연습과정에서 친구들과 토론하

는 것이 연습에 도움이 되었고 혼자서 연습하는 것보다 공연자로서 연습

할 때 연습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했다.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동료로부터 배우는 학습은 과제를 수행할 때

개인적 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Bandura, 1997). 특히,

이 견해는 관찰 학습의 영향을 강조하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성공

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은 관찰자의 신념을 고양시켜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한다(Bandura, 1997, p. 87)’고

밝혔다. 이것은 대리 학습(Bandura, 1997)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동료

들과 함께 연습하며 문제에 관해 토론을 하는 과정은 연주에 도움이 되

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코코사키와 할람(Kokotsaki & Hallam,

2007)의 연구 결과, 음악 전공 대학생들은 소속감, 우정, 사회 기술, 자부

심, 만족감을 얻고 동기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적인 음악 활동에 참여한

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데이비드슨과 죠단(Davidson & Jordan, 2007)은 기악학습에서 연습이

란 "학습자가 자신의 실습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적인 작업을 준비하는

것"(Davidson & Jordan, 2007, p. 741)이라고 정의하였고, 많은 연구들에

서 악기를 배우는 것과 개인 연습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Koopman et al., 2007). 그러나 쿱만 외의 연구에서는 개인레슨

과 연습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였다(Koopman et al., 2007). 이 연구

에서는 레슨에서 학생들의 연습전략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는 것을 밝혔다. 개인적인 레슨과 연습이 훈련과정의 거의 전부인 학

생들에게는 연주기술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기 반성과 조절이 학생들

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레슨받은 곡을 연

주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습득할 수 있지만 그러한 기술을 다른 상황

으로 이전하는 법을 배우고 못하고 있고(Mills, 2002),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독립성을 개발하지는 못하고 있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Burwell, 2005). 또한 교사의 강한 영향력으로 인

해 학생들이 다른 출처의 지식을 찾는 것을 방해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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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적되었다(Gaunt, 2010).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악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자

기조절학습 구조는 다양한 환경에서 연구되었지만 음악교육에서 자기조

절학습은 항상 개인의 조절과정과 결과에만 주목하여 왔다. 그러나 협력

학습에서 자기조절학습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

려한다면, 이를 음악교육의 각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기악 앙상블 연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앙상블에서 구

성원들은 동료가 문제 해결 방법을 명확히 하고, 정교하게 만들거나 정

당화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에서 작업하도록 서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 참여 구조와 다른 리허

설 전략 및 음악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학습을 촉진했다. 또한 앙상블에

서 구성원의 역할을 바꿔보고, 앙상블 구성원들의 특징에 맞는 리허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상호간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언급하였을 뿐, 학생들이 실제로 협력하는 과

정 속에서 자기조절학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기

악학습에서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에 실제로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관해 교육현장에서의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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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및 절차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협력학습은 학생들이 서로 동등하

게 상호교류하고 개인의 유용성을 발휘하며 공동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

는 학습형태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

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학교 자유학기에서 협력학습의 기본 원리를 바

탕으로 기악 앙상블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들은 ‘서양악기탐

구반’에 지원한 학생들을 단순무선표집 방법으로 5개의 모둠으로 나누었

다. 그 다음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기악 앙상블

학습에서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요인을 도출하여 자기조절학습 능력 측

정도구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측정도구로 기악 앙상블 협력학습에서 자

기조절학습 능력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연주 발표 후 협

력학습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였다. 더불어 자발적으로 면담에 지

원한 학생들은 개별 면담도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기악 앙상블 협력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이 어떻게 향상되고 연주 성취 수

준에 따라 자기조절학습 및 협력학습 행동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17년도 2학기, 경기도 소재의 A중학교 자유학

기 ‘서양악기탐구반’에 지원한 총 25명의 학생들(남자 10명, 여자 15명)이

다. 이 학생들은 3∼7명으로 이루어진 총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기악 앙

상블 팀이 되어 각자 선택한 악기로 그룹에서 선정한 악곡에 대한 연습

을 하고 연주 발표를 하였다. 연주 발표를 수행한 이후, 자발적으로 면담

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

였다. 면담 의사를 밝힌 학습자들 중에서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한 학생들

을 선정하려고 하였으며, 성취 수준이 상 집단인 학생과 하 집단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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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을 고려하였으나 자발적으로 면담에 지원한 학생들은 대부분 성

취도가 높은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성취 수준이 상인 학생 7명, 하인 학

생 3명으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의 사전 연주 성취 수준은 3-6차시 수업

을 실시하는 동안 학생들이 보여준 연주 실력과 기존의 실기점수를 고려

하여 담당 음악교사와 함께 평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평가된 학생들

의 연주 성취 수준은 중간값을 기준으로 상, 하 집단을 <표 III-1>과 같

이 나누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중학교 1학년 만 12∼13세의 학생들로서 음악시간에

만 악기를 배운 수준에서부터 개인적으로 악기를 5년 이상 배우고 오케

스트라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주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리코더, 실로폰으로 중학교 음악 교과

서 제재곡을 연주할 수 있고, 피아노, 바이올린, 오카리나, 단소 등의 악

기들을 연주할 수 있는 학생들도 참여하였다. 개인적으로 악기를 배우지

않았어도 합창, 중창 등의 노래 부르기로 음악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도

있었다. 많은 학생들은 초등학교까지는 방과 후에도 별도로 악기를 배우

고 음악 연주 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악기를 배

우거나 개인적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그만 두었다고 했

다. 다음의 <표 III-1>은 본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특징이다. 성별,

배운 악기, 배운 기간, 연주 성취 수준, 면담 여부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악기 학습에 대한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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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연구 참여자들의 특징

조 학습자 성별 배운 악기
악기 배운

기간

연주 성취

수준
면담

1조

A 여 없음 전혀 없음 상 N

B 여 피아노, 오카리나, 피페 5년 이상 상 Y

C 여 피아노, 리코더 1∼2년 상 N

2조

D 남 피아노, 바이올린 4∼5년 상 N

E 여
피아노, 바이올린, 리코더, 단소,

오카리나
5년 이상 상 Y

F 여 피아노, 오카리나, 피페 4∼5년 상 Y

G 여 피아노, 리코더, 단소, 오카리나 5년 이상 상 Y

H 남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2∼3년 하 N

3조

I 여
단소, 리코더, 소금, 피아노, 하

모니카
1년 이내 하 N

J 여 피아노, 리코더 1년 이내 상 N

K 여 피아노, 바이올린 4∼5년 하 Y

L 여 하모니카 1년 이내 하 N

M 여 피아노, 리코더, 단소 4∼5년 상 N

4조

N 여 피아노, 리코더, 오카리나, 단소 1∼2년 상 N

O 남 피아노, 바이올린 1년 이내 상 Y

P 여 피아노, 리코더, 단소 2∼3년 하 Y

Q 남
기타, 바이올린, 리코더, 단소,

소금, 피아노
1∼2년 상 Y

R 여
바이올린, 리코더, 하모니카, 피

아노, 단소, 소금, 꽹과리
1년 이내 상 Y

5조

S 남 바이올린, 피아노 1년 이내 하 N

T 남 드럼 2∼3년 하 N

U 남
리코더, 장구, 하모니카, 단소,

소금
3∼4년 하 N

V 남 기타, 피아노, 드럼 1년 이내 하 N

W 남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드럼 1년 이내 하 N

X 남 클라리넷, 드럼, 리코더 1년 이내 하 N

Y 남 없음 전혀 없음 하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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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경기도 A중학교는 혁신학교로서 여러 종류의 국악기와

서양악기를 구비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음

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학습상황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상황과 활동을

선택하며 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자기조절의 중요한 전제가 된

다(Perry, 1998; Wigfield, Klauda, & Cambria, 2011). 자유학기제에는 여

러 강좌 중에서 학생들 스스로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서 참여한다. 본 연

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을 연구하기 위해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운영되는

자유학기제 수업에 참여 관찰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기악 앙상블 연주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서양악기탐구반’

수업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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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본 연구는 기악 앙상블을 통해 어떻게 협력하는지 실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관찰하기 위한 사례연구이다. 학생들이 누구나 협력학습에 잘 참

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협력학습의

원리를 반영하여 기악 앙상블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하였다. 협력학습 수

업원리는 구성주의 학습원리와 마찬가지로 수업목표, 학습환경, 교수-학

습 매체, 교수-학습 활동, 평가의 과정에 적용된다(최은식, 2003). 이러한

원리들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협력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설계되었다.

1)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의 연구 절차

기악 앙상블 협력학습에서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III-1]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연

구절차는 먼저, 협력학습의 기본 원리와 음악교육에서의 협력학습과 관

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기악학습에 대한 협력학습을 설계하

였다. 다음으로, 기존에 있는 연구 도구를 수정한 후 본 연구에 맞는 도

구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즉, 자기조절학습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악학습에서 자기조절학습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학습을 설계하였고, 자기조절학습 능력 측정도구를 기악학습의 맥락

에 맞도록 수정 제작하여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러한 제작도구를 사용

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기악 앙상블 협력학습을 실행한 후, 사후 검

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학생의 행동 변화과정은 통계를 사용한 양적

연구와 학생과 개별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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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학습과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2. 기악 앙상블 협력학습 설계

↓

3. 연구도구 제작 및 타당도 검증

↓

4. 사전 검사 실시 및 사전 연주 성취 수준을 평가

↓

5.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 실시

↓

↓

7. 기악 앙상블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추가 면담 실시

↓

8. 자료분석 및 연구의 논의 제시

[그림III-1]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17년 자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6∼7월, 경기도 A

중학교 음악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유학기 과목 신청서를 학생들에게 배

부하였다. 그리고 음악 교사는 ‘서양악기탐구반’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

으로, 기악 앙상블 연주 수업이고 ‘기악 앙상블 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

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학

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참여 여부를 조사하였다. 지원한 25명의

학생들 모두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하였고, 자유학기가 시작되기 일

주일 전부터 참여 학생들의 부모 동의서를 받았으며, 2017년 8월 21일

학생들에게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2017년 8월 21

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주간 자유학기 ‘서양악기탐구반’에서 매주 1회, 2

6. 연주 발표 및 사후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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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씩 수업을 진행하며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고, 9주째에는 개별 면담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선별된 자유학기제에서는 자기조절학습

능력 사전 검사 후 구체적인 수업을 실시하며 학생들이 협력을 하는 과

정에서의 자기조절학습 진행 양상과 협력학습 행동을 관찰하였다. 협력

학습이 종료된 후 학생들의 연주 발표를 실시하고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대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는지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3-6차시 수업활동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연주 실력과 평소 실기 점

수를 고려하여 사전 연주 성취 수준을 평가하였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

는 과제곡을 편곡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전 연주 성취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협력학습 행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알아보았다. 양적 자료는 t-검증을 사용하였고, 질적 자료는 외형적 체제

를 분석하고 주요 키워드를 추출, 분류하여 코드화했으며, 사례를 추출하

고, 자기조절학습과 협력학습 행동을 분석했다.

<표 III-2>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 및 자료 처리 방법

측정도구 자료 처리 방법

양적 자료 t-검증, 기술통계

질적 자료

외형적 체제 분석(수업의 차시 흐름이 여기에 해당)

분류의 코드화(주요 키워드 추출 후 재분류하는 작업)

사례 추출(해당사례 추출)

자기조절학습과 협력학습 행동 분석

2)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의 원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해 학습자 스스로 학습

에 참여하도록 하고 자유롭게 과제곡을 선택하고 연습, 연주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 때 도움을 주었다.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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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공동의 학습목표로 학생들에게 유용하며 모든 학생들이 성취 가

능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수-학습 환경은 기악 앙상블의 연주 과

제곡과 악기를 학습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학습목표

와 교수-학습 환경을 바탕으로 한 학습 활동은 상호의존적인 그룹 과제

를 제공하여 구성원들이 각자 원하는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고, 공동으로

연습과정을 계획 및 점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협력학습 과정의 평가는

교사의 평가와 더불어 자기보고서 및 학생들의 상호평가를 통해 통합적

이며 맥락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 III-3>은 기악학습의 설

계 및 시행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협력학습의 수업원리이다.

<표 III-3> 기악학습에서 협력학습의 수업원리

수업요소 협력학습 수업원리 본 수업의 적용 및 차시

학습목표

∙모둠 구성원들 공동의 학습목표 설정

-연주 발표(4주간 협력학습

실시 후)를 한다는 수행목

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함

(1-2차시)

∙모둠 구성원들 모두에게 유용한

학습목표 설정

-학생들이 곡을 선택하게

한 후, 학생들의 수준을 고

려하고 원곡의 느낌을 최대

한 반영하여 편곡한 과제곡

을 제공함(5-6차시)

∙모둠 구성원들 모두가 성취 가능한

학습목표 설정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과

제곡을 편곡함(5-6차시)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신장시

키는 학습목표 설정

-모둠별 협력이 반드시 필

요하도록 편곡하여 과제곡

을 제공하고 모둠별로 연습

하여 연주하도록 함(7-14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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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나 기능을 도구 또는 매개로

하는 학습목표 설정

-모둠별 과제곡 선택(3-4

차시)

-개별 연주악기 선택

(3-4차시)

교수-학습

환경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

-자유로운 협력학습 실시

(7-14차시)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 조성

-과제곡, 악기 등을 모두

학생이 선택(3-6차시)

-학생 주도의 협력학습 과

정 실시(7-14차시)

교수-학습

활동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연주곡을 정함(선택)

-모둠 별 과제곡 선택(3-4

차시)

∙구성원들이 각자 원하는 역할(파

트)을 가짐

-개별 연주악기 선택

(3-4차시)

∙상호의존적인 그룹 과제를 제공함

-모둠별 협력이 반드시 필

요하도록 편곡하여 과제곡

을 제공하고 모둠별로 연습

해서 연주하도록 함(7-14차

시)

∙그룹의 크기는 4명 내외로 함
-모둠의 구성원들은 5명으

로 단순무선표집함

∙그룹내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

음

-동료평가(7-8차시) 및 도

움 나누기 활동(11-12차시)

를 통해 협력과정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분위

기를 조성함

∙공동으로 연습과정을 계획, 점검,

그룹조절하도록 지원함(SSRL)

-협력과정에서 과제 이해를

비롯하여 연습과정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함(7-1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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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도출한 협력학습의 수업원리

를 본 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협력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첫째, 모둠 구성원들 공동의 학습목표는 “협력

학습을 통해 과제곡을 연습하고 10월 24일 연주 발표를 한다.”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학생들 모두에게 유용하고 성취 가능한 목표가 되도록

하기 위해 과제곡과 악기를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연주 수준을 고려하여 과제곡을 편곡하여 제공하되, 원곡의 느낌과 내용

을 최대한 반영하여 4주간의 연습을 통해 완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곡

하여 학생들이 음악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 중심으로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그룹 결과물에 보상을 제공함으로

써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유도함

-협력왕 수상, 결과 평가와

같은 외적 보상 및 훌륭한

연주 수행에 대해 보람을

얻는 내적 보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도구를

제공함

-동료평가(7-8차시) 및 도

움 나누기 활동(11-12차시)

수행

∙교사는 협력과정을 점검하고 지원

하는 역할을 수행함

-교사는 협력과정에서 학생

들에게 모델링을 제공하고

계속 도움

평가

∙학습활동을 통합한 평가

-협력학습을 통해 변화한

학생의 성취와 노력을 지속

적으로 평가

∙학생들의 음악적 배경을 고려한 맥

락적 평가

-학생들의 사전 성취 수준

을 고려하여 과제곡과 악기

선택을 존중하여 평가

∙학습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반성을

반영한 평가

-협력과정을 스스로 성찰해

보는 자기보고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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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기 위해 과제곡과 악기를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협력하며 과제 이해, 연습전략 등을 세우는 등 연습과정을 주

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서로 음악적 지식과 생

각을 활발하게 나누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둠별 협력이 반드

시 필요하도록 편곡하여 상호의존적인 과제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

에서 학생들의 연주 수준이 학습 동기를 낮추거나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악기로 연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곡하였

다. 또한 후속 평가에서도 사전 성취 수준을 참작하고, 향상된 내용을 반

영하여 자유학기 평가 자료로 활용하였다.

모둠별로 그룹조절을 통해 연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그룹의 크기는 5명 내외로 단순무선표집으로 정하였고, 서로를 평

가하는 목적이 아닌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료평가와 도

움 나누기 활동을 실시하여 협력을 통한 그룹조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자유롭게 피드백

을 주고받으며 학생들의 인지적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교사는 예술의 전당과 같은 우리나라 주요 연주홀에서 앙상블 연주에

참여했던 교사 자신의 연주 동영상을 보여주며 전문가로서 학생들의 신

뢰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을 돕기 위해 주입식으

로 가르치기보다는 다양한 모델링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높이고 음악에 대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단편적, 사실적 지식을 암기하는 능력보다는 비판적인 사고능력, 창의

적인 문제해결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협력학습을 통

해 변화한 학생들의 성취와 노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사전 성취 수준과

과제곡 및 악기 선택을 존중하여 학습 과정을 통합한 평가를 실시하였

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학습과정을 성찰해 보고 성취 욕구와 음악적 성

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평가도 실시하였다. 수

업의 모든 과정과 평가는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담당 음악교사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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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학습의 실행

본 연구를 위해 2017년 8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경기도 A중학교

자유학기에서 기악 앙상블 수업을 실시했다. 기악 앙상블 수업명은 ‘서양

악기탐구반’으로서 8주간 매주 2시수씩 총 16차시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무선표집에 의해 5명씩 5개의 모둠으로 나누었고, 모든 학생들은 수업

초에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 중에

는 친구와 같은 모둠에 편성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연구자는 3

명∼7명으로 모둠을 재배정하여 모둠들에게 동일한 협력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과제수행 과정을 참여 관찰하였다.

1) 기악 앙상블 협력학습 수업절차

자유학기가 시작되고 초반에는 3주간 수업을 하며 학생들의 연주실력

과 음악 지식의 수준을 탐색하였고 학생들의 파트를 배정하는 데 참고하

였다. 협력학습이 시작되고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행동, 협력학습 행동

의 특성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앙상블에서의 파트는 본 연구에서 앙상블

연주를 수행하기 위한 연주가로서 개인이 맡은 역할로 설정하였다. 차시

별 학습 내용과 활동은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전체 수업개요

학습 단계 주 차시 학습내용 학습활동

소개 1 1-2

-사전검사,

-수업목표

제시,

-모둠 선정

-수업소개

-동의서 받기

-사전검사 실시

-수업 목표 소개 및 모둠 선정

학습자

이해

2 3-4

-예시곡들을

학습해 보며 모

둠 곡 정하기

-앙상블에 대해 알기

-예시곡들 소개 및 경험하기

-모둠별 연주곡 선택

-개별 연주악기 선택



- 81 -

본 연구의 차시별 구체적인 학습활동과 수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

어졌다.

2) 1-2차시 수업 활동: 목표인식 및 모둠선정

수업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배부하는 동시에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

하였다. 학생들에게 수업목표를 칠판에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학습목표를

3 5-6
-선정한 곡들

익숙해지기

-조별 연주곡들 다 함께 합주해보기

학생들의 연주수준 파악하기

협력학습

4 7-8
-그룹연습 및

동료평가

-악보 받기

-그룹 연습

-희망하는 학생들의 악기 변경

조원 평가

5 9-10 -그룹 연습 -그룹 연습 및 개인별 연습

6 11-12
-도움 나누기

활동

-그룹 연습

도움 나누기 학습지 활동

7 13-14
-그룹연습 및

학습지 작성

-그룹 연습

-연습과정에서의

인지조절(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

동기조절, 행동조절 질문에 답하는

자기보고식 평가지 작성

연주 발표 8 15-16
-연주 발표

-사후검사

-연주 발표

-사후검사

-우수 협력 모둠 선정

개별면담 9 17 -개별 면담 -개별 면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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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하였다. 수업의 목표는 그룹을 나누어 연

주곡을 정해 모둠별로 연습하여 10월 24일 연주 발표를 하는 것이다. 연

습과정과 연주결과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 성적표에 자유학기 평가로 기

재될 것이고 협력왕 모둠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설명하였다. 제비뽑기

로 5개 모둠으로 나누었다. 이 수업 후 3-4차시에 대한 수업을 예고하며

수업을 정리하였다.

<표 III-5> 서양악기탐구반 소개 1-2차시

단계 서양탐구반 강좌 소개

목표 기악 앙상블 협력학습 소개 및 서양악기탐구반 목표 제시

수업

활동

-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전체 동의서 받기

- 자기조절학습 능력(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에 관한 사전

검사

-단순 무선표집을 통한 모둠 선정

-서양악기탐구반 수업 소개

-서양악기탐구반 8주 과정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 소개

3) 3-4차시 수업 활동: 과제곡과 개별 악기 선정

3-4차시에는 교사가 참여한 앙상블 연주 동영상을 감상하며 앙상블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활동을 했고, 교사가 직접 연주해 주거나 피아노 반

주에 맞추어 예시곡들을 함께 노래해 보며 모둠별 연주곡을 선정하였다.

연주곡 선정은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음악실에 준비된

악기들을 경험해 보며 모둠별로 선정한 곡을 연주할 개인별 악기를 선택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음악실에 연주하기 쉬운 다양한 선율악기, 화음악

기, 타악기가 준비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악기 선택의 폭이 넓었다.



- 83 -

<표 III-6> 학습자 이해 3-4차시

단계 학습자 이해

목표 다양한 곡들을 들어보고 불러보며 희망하는 과제곡 및 개별 악기 선택

수업

활동

-교사가 참여한 앙상블 연주 감상하며 앙상블 이해

-예시곡들 소개 및 경험하기

-예시곡들을 경험해보며 모둠 곡 정하기

-학생들 박자개념은 잘 형성되어 있음을 파악: 2/4, 3/4, 4/4박자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연주수준 파악하기

-개별 연주악기 선택

교사는 학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한 앙상블 연

주 동영상을 보여주며 앙상블 연주에 대해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곡을 교사가 직접 연주하는 장면에 대하여 높은 흥미를

보였고 먼저 와서 말을 걸기도 했다. 3-4차시 수업은 과제곡을 선정하고

학생들이 연주해야 할 개별 악기를 선정해야 하므로 기악 앙상블 협력학

습이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차시 수업이었다. 교사는 15개의 예시곡을

직접 연주해 주기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노래 부르는 활동을 하며 학생

들이 원하는 과제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다. 모둠별 과제곡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악 앙상블 협력학습 과제곡의 선정 과정

기악학습의 공동 목표는 모둠별로 원하는 곡을 선정하여 4주간의 협력

을 통해 앙상블 연습을 하고 연주 발표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유롭

게 연주곡을 선택하도록 설계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연주곡은 교

사가 제시한 15개의 곡들, 즉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고향의 봄”, “겨

울왕국 (Let it go)”, “넬라판타지”, “도깨비 OST (beautiful)”, “젓가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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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곡”, “아리랑”, “드라마 화랑 OST”, “아이네클라이네 나흐트뮤지크(모

차르트)”, “오버더레인보우”, “위풍당당행진곡”, “하얀거탑 OST (B

Rossette)”, “오! 샹제리제”, “환희의 송가”, “에델바이스” 중에서 모둠별

로 한 곡을 선택하여 4주간 앙상블 연습을 하고 연주 발표를 하는 것이

다. 4모둠은 일본 에니메이션 “이누야사 OST (시대를 초월하는)”를 연

주하고 싶다고 해서 그 곡으로 선정하였다. 4모둠과 같이 특별히 연주하

고 싶은 곡이 있으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악기 선정 과정

학생들이 연주할 악기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모둠별로 선택

한 연주곡과 구성원들이 선택한 연주 악기는 <표 III-7>과 같다. 모둠별

로 연주곡은 3주간 수업하며 파악한 학생들의 연주 실력과 담당 음악 교

사가 평가한 평소 실기 점수를 기준으로 각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편곡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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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7> 조별 연주곡 및 악기

모둠 연주곡 구성원 및 연주 악기

1모둠 “Beautiful”

학습자A, 핸드벨

학습자B, 실로폰

학습자C, 리코더

2모둠 “B Rossette”

학습자D, 바이올린

학습자E, 피아노

학습자F, 젬베

학습자G, 피아노(선율)

학습자H, 기타

3모둠 “Let it go”

학습자I, 쉐이커

학습자J, 핸드벨

학습자K, 노래

학습자L, 피아노

학습자M, 실로폰

4모둠 “시대를 초월하는”

학습자N, 실로폰

학습자O, 리코더

학습자P, 리코더

학습자Q, 핸드벨

학습자R, 피아노

5모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학습자S, 탬버린

학습자T, 트라이앵글

학습자U, 아고고벨

학습자V, 실로폰

학습자W, 리코더

학습자X, 리코더

학습자Y, 카존

모둠별 구성원들은 각각 다른 악기로 다른 파트를 연주했다. 특히, 악

기 연주가 어렵다고 답한 남학생들로 구성된 5모둠은 카존, 젬베, 트라이

앵글, 탬버린 등 다양한 음색의 타악기 중에서 선택하도록 권하였다. 각

자 연주할 악기는 연주곡의 파트로서 각자 맡은 역할이 될 것이라는 것

을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본 연구가 이루어진 경기도 A중학교 음악실

에는 어쿠스틱 피아노 2대, 디지털 피아노 1대를 비롯하여 바이올린,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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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카존(cajon), 젬베(djembe), 트라이앵글, 탬버린, 실로폰, 핸드벨, 쉐이

커(shaker), 리코더 등 다양한 악기들이 비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선택

권이 넓었다. 피아노, 바이올린을 개인적으로 배운 학생들에게는 그 악기

를 권했고, 악기를 배운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는 음악시간에 연주하고

있는 리코더, 핸드벨, 실로폰, 타악기 중에서 선택하도록 권하였다.

기악 앙상블을 연주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악기들은 어쿠스틱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그리고 다음과 같은 악기들이다.

[그림 III-2] 우드블락, 에그쉐이크, [그림 III-3] 공명실로폰

마라카스, 트리이앵글, 탬버린

[그림 III-4] 카존 [그림 III-5] 아고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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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6] 핸드벨 [그림 III-7] 젬베

(3) 선정된 과제곡의 편곡 과정

과제곡은 모둠별로 선택한 곡을 3-6차시 수업하며 파악한 학생들의

연주실력과 담당 음악교사의 평가를 기준으로 각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편곡하였다. 기악 앙상블 협력학습에서 학습과제는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연주될 수 있도

록 과제곡을 편곡하였다. 활발한 협력학습이 이루어지고 상호의존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각 모둠의 구성원들은 각각 다른 파트들을

연주하도록 편곡하였다. 담당 음악교사로부터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된 15개의 예시곡들 중에서 학생들이 모둠별

로 5곡을 선택하였고, 선택된 5곡은 중학교 제재곡 수준과 6차시까지의

수업활동을 통해 파악한 학생들의 연주 수준을 고려하여 편곡하였다. 학

생들의 연주 수준을 고려하다 보면 원곡과 비교하여 내용이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모둠원들이 협력을 통해 원곡의 느낌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

도록 상호의존적인 특징으로 과제곡들을 편곡하였다. 그리고 기초 단계

의 학생들이라는 이유로 쉽게 편곡하기보다는 4주간의 연습이 필요한 수

준으로 편곡하였다. 그 예로 3명으로 구성된 1모둠의 과제곡 “도깨비

OST (Beautiful)”은 리코더를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는 학생이 원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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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을 리코더의 음역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하였고, 다른 학생은

실로폰으로 화성을 연주하게 하고 나머지 한 학생은 핸드벨로 여린내기

선율에서 리듬의 빈 공간들에 울림을 주어 원곡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표

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2모둠의 과제곡인 드라마 “하얀 거탑 OST (B

Rossette)”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 학생이 속해 있어 원곡

의 피아노 반주와 바이올린 선율을 거의 그대로 연주하게 하였지만 다른

모둠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원곡의 38마디까지만 편곡하였다. 원곡이

매우 드라마틱하기에 타악기 파트를 추가하여 피아노와 함께 협력하여

반주에서의 변화하는 패턴과 당김음을 올바로 표현하도록 하였고, 기타

연주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연주를 해보고 싶어하는 학생에게

는 마디 첫 박에 코드를 연주하도록 하여 화성이 풍성해지도록 하였으

며, 선율을 하나 더 추가하여 바이올린과 함께 협력하여 선율의 어려운

리듬을 바르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각 모둠의 연주에서 각각 다른 파트를 맡아 연주하게

되고, 각각의 파트를 잘 연주해야만 과제곡이 리듬적, 선율적, 화성적으

로 완성될 수 있기에 모둠의 연주를 위해 각자의 파트를 잘 연주하는 역

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잘 설명하였다. 모둠별 연주곡의 특

징은 다음과 같고, 조별 연주곡 악보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① 1모둠

1모둠의 원 과제곡은 대중가요로서 임시표가 많고 리듬이 복잡하여 노

래 부르기가 까다로운 곡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선택한 리코더, 실로폰,

핸드벨의 음역대에서 쉽게 연주 가능하도록 원곡을 편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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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8> 1모둠의 과제곡

모둠별 과제곡 Beautiful (드라마 ‘도깨비’ OST)

구성원 여학생 3명 , 남학생 2명

모둠 구성원의

악기에 따른

편곡과정

-모둠 구성원의 변화: 모둠이 구성되자마자 남학생들이

5조 남학생만으로 구성된 조로 이동

-편곡: 1모둠은 여학생 3명이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

-리코더가 주선율을 연주하고 실로폰으로 화음반주를 하

도록 편곡

-핸드벨은 두 파트 사이에서 주요음을 울리며 소리를 채

워주는 역할을 하도록 편곡

선율은 리코더가 연주하고, 다른 학생은 실로폰으로 화성을 연주하도

록 하였으며, 또다른 학생은 핸드벨로 여린내기 선율에서의 빈 공간들에

울림을 주게 하여 서로의 연주를 들을 수 있도록 하되, 원곡의 환상적인

분위기는 유지하도록 편곡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하나

의 연주곡을 협력을 통해 완성하였다.

② 2모둠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 학생이 속해 있어 원곡의 피아노 반

주와 바이올린 선율을 거의 그대로 연주하게 하였지만 다른 모둠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원곡의 38마디까지만 편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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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9> 2모둠의 과제곡

모둠별 과제곡 B Rossette (드라마 ‘하얀거탑’ OST)

구성원 여학생 3명 , 남학생 2명

모둠 구성원의

악기에 따른

편곡과정

-편곡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바이올린과 리코더로 주선율

을 연주하도록 편곡

-젬베가 피아노 반주와 동일한 리듬으로 반주하도록 편곡.

-주선율은 피아노 반주 중간에 못갖춘 마디로 시작하고 리

듬이 어려워 바이올린과 리코더가 함께 하도록 편곡

-기타는 첫 박에 주요 화음을 넣어 색채가 풍부해질 수 있

도록 드라마틱하게 편곡

-연습과정에 따른 편곡 변화: 처음에는 주선율을 리코더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였으나, 연습이 진행되면서 곡의 분위

기가 드라마틱하여 13차시부터는 리코더보다는 디지털 피아

노와 바이올린이 선율로서 더 어울리는 것 같다고 하며 학

생들 스스로 악기를 교체함

기타 연주에 능숙하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연주를 해 보고

싶어하는 학생에게는 마디 첫 박에 코드를 연주하도록 하여 화성이 풍성

해지도록 하였다. 어려운 곡이지만 잘하는 학생들의 도움으로 나머지 학

생들도 연주를 잘 수행하여 각자 연주하고 싶은 악기로 협력하여 원곡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었다.

③ 3모둠

겨울왕국 OST “Let it go”는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곡이지만 직접 연

주하기에는 어려워 29마디까지만 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하였

다. 원곡의 주선율이 최대한 표현되고 원곡 피아노 반주에서의 주요 패

턴들을 살려 쉽게 편곡하였더라도 원곡의 느낌이 표현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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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0> 3모둠의 과제곡

모둠별 과제곡 Let it go (겨울왕국 OST)

구성원 여학생 4명 , 남학생 1명

모둠 구성원의

악기에 따른

편곡과정

-편곡: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주선율을 노래하고 다른

학생들은 핸드벨, 실로폰, 쉐이커로 화음이 풍부하게 울

리면서 생기있는 리듬으로 겨울왕국의 분위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

-모둠원의 개성에 따른 연주 형태 변화: 노래에 자신

감을 보이는 여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악기 앙상블에 노

래파트를 추가

악기 연주는 서툴지만, 노래를 잘 부르는 학생은 주선율을 노래로 부

르게 하고, 피아노 연주가 가능한 학생에게는 피아노로 반주를 하게 하

였다. 그리고 실로폰으로 피아노 반주의 화성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핸

드벨, 쉐이커로 선율에서의 빈 공간들에 울림을 주어 미해결의 느낌이

있는 프레이즈의 모호한 종지를 표현하며 원곡의 환상적이지만 불안한

느낌도 유지되게 하였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곡이지만 복

잡한 리듬으로 인해 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곡

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협력하여 곡의 세

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며 연주로 잘 표현하였다.

④ 4모둠

이 모둠의 학생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이시야누’ OST인 “시대를 초월

하는”을 학생들이 직접 연주곡으로 택하였고 교사는 이를 편곡해 주었

다. 과제곡을 직접 추천한 만큼 학생들은 첫 수업부터 앙상블 연주에 대

한 열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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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1> 4모둠의 과제곡

과제곡 시대를 초월하는(애니메이션 ‘이시아누’ OST)

구성원 여학생 4명 , 남학생 1명

모둠 구성원의

악기에 따른

편곡과정

-편곡: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리코더로 주선율을 연주

하고 핸드벨, 실로폰으로 화음을 채우고 쉐이커로 효과

를 더하는 형태로 편곡

-편곡의 특징: 서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달라 상호의존

도가 가장 높게 편곡된 곡

-편곡의 변화: 처음에는 피아노로 선율과 반주가 동시

에 연주될 수 있도록 편곡하였으나, 학생들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9차시부터는 선율이 더 필요하다며 다른 조였

던 남학생을 영입해 와서 리코더로 선율 추가

쉽게 편곡하더라도 원곡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화음의 변화가 많아

리코더와 피아노, 그리고 핸드벨로 연주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학

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며 열심히 연습하여 잘 연주하였다.

⑤ 5모둠

5모둠은 모둠 구성원 전원이 남학생으로 구성되었다. 남학생들이 리코

더는 연주할 수 있지만 반복 연습을 힘들어해서 능숙한 연주를 하기까지

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교사는 연주를 지도하기보다는 리코더

와 타악기를 직접 연주해 주어 학생들이 주법과 박자를 시각적으로 따라

하며 연주 실력이 향상되도록 도왔다. 학생들은 연주를 어려워하지만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었기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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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2> 5모둠의 과제곡

과제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구성원 남학생 7명

모둠 구성원의

악기에 따른

편곡과정

-모둠 구성원의 변화: 무선표집 결과 남학생들 5명으

로 구성되었으나 1조의 남학생 2명이 5모둠에서 함께

연주하고 싶어해서 3차시부터는 7명으로 변경

-편곡: 대부분의 학생들이 악기연주를 많이 어려워해서

2명의 남학생들이 서로 도와 주선율을 연주하고, 한 명

이 실로폰으로 화음을 넣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양한

타악기로 리듬반주를 하도록 편곡

-편곡의 변화: 타악기 부분에서 리듬 앙상블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리듬을 연주하게 하였더니 학생들이 어려

워해서 3/4박자의 강박과 약박을 번갈아 연주하도록 쉽

게 편곡

7명의 남학생으로만 구성되다 보니 장난도 치고 돌아다니는 학생들도

있었고 실제 연습과정에 몇 번 참여하다가 연주를 포기한 학생들도 있었

으나, 연주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정박과 주법에서 많은 발전을 보여주었

다.

4) 5-6차시 수업 활동: 과제곡에 대한 개념 형성

자신이 연주하고 싶은 악기를 선택하고 과제곡을 선정하면서 학생들은

과제곡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바

탕으로 5-6차시 수업의 중요한 목표는 과제곡의 처음 시작 부분을 다

함께 정확히 학습하고 연주하는 것이다. 과제곡의 첫 부분을 함께 연주

하며 학습하는 것은 학습자의 연주 능력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과제곡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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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3> 과제곡 배워보기 5-6차시

단계 학습자 이해

목표 과제곡의 앞부분 다함께 연주하기

수업

활동

-선정한 곡들 익숙해지기

-모둠별 연주곡들 앞부분(4∼5마디)을 두 파트 또는 세 파트로 리

듬 및 선율 앙상블하며 여럿이 함께 연주하는 연습을 해 보았음

-학생들의 연주수준 파악하기

전체 학생들이 함께 조별 연주곡들의 앞부분 4∼5마디를 두 파트 또는

세 파트로 나누어 여럿이 함께 연주해 보는 연습을 해 보았다. 학생들은

기본 박자개념(2/4, 3/4, 4/4)은 잘 형성되어 있지만 여러 선율을 합주하

는 것은 어려워했다. 조별 연주곡은 수업시간에 4∼5마디만 다함께 정확

하게 배우고 나머지 부분은 4주 동안 조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합주 연습

을 하며 완성하도록 하였다.

(1) 과제곡의 리듬 이해를 위한 활동

교사는 학생들이 선택한 곡을 동료들과 협력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곡 전체를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이 선택한 5곡의 앞 4∼5마디

만 확실히 가르치고 나머지 부분은 친구들과 협력하여 발전시킬 것을 제

시했다. 앞부분을 학생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리듬 앙상블과 선율 앙상블을 실시했다.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리듬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

선 리듬 앙상블을 실시했다. 먼저 고정박을 연주하다가 두 그룹으로 나

누어 기본 박과 곡의 리듬을 연주하게 하였고, 다음은 세 그룹으로 나누

어 기본 박, 곡의 리듬, 대위 리듬을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룹의

파트를 바꾸어서 연주했다(2-5모둠의 과제곡들 리듬 앙상블 활동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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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참조).

<표 III-14> 1모둠의 곡 “Beautiful” 리듬 앙상블 활동 내용

(2) 과제곡의 선율 이해를 위한 활동

선율을 가르치기 위해 리듬 앙상블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율 앙상블 활

동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 과제곡 조성의 으뜸음, 버금딸림음, 딸림음 중

에서 노래하다가 다른 그룹은 곡의 선율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세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은 근음과 5음을 노래하고, 두 번째 그룹

은 선율을, 세 번째 그룹은 대위 선율을 연주하게 하였다. 리듬 앙상블과

달리 선율 앙상블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으나 앞의 4∼5마디만 연주할 경

우 화성 진행상 곡이 계속되는 느낌을 주고 학생들이 아는 곡들이 많아

다음에 이어질 선율을 예상해서 불러보며 재밌어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1) 1 part

2) 2 part

3) 3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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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5모둠의 곡은 악기로 연주하고 1, 3모둠의 곡은 노래로 부르며 활

동하였다(2-5 모둠의 과제곡들 선율 앙상블 활동 내용은 부록 참조).

<표 III-15> 1모둠의 곡 “Beautiful” 선율 앙상블 활동 내용

5) 7-8차시 수업 활동: 과제곡과 역할을 이해하기

학생들은 과제곡의 처음 시작 부분을 합주하면서 과제곡에 대한 악곡

의 느낌과 분위기를 파악하고 악곡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7-8차시에서는 주어진 과제곡에서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였다. 학생들은 협력학습을 통해 함께 연습하고 또한 개인별로 연습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자기 점검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제곡에서 부분 연습, 또는 심도 있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

1) 1 part

2) 2 part

3) 3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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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학습목표가 “과제곡을 이해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임을 칠판에 시각적으로 명시하며 학생들이 학습 목

표를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하였다.

<표 III-16> 과제곡과 파트 이해 7-8차시

단계 협력학습

목표 과제곡과 파트를 이해하기

수업

활동

-악보 받기

-모둠별 연습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려니 잘 모르겠다며 모둠들이 곡을 다시 들

려달라고 함

-음악 들은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악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

(악보에 박자를 숫자로 메모하고 계이름을 적음)

-7차시 마치고 동료평가 실시

-교사는 모둠을 돌며 박자 맞추기를 도와줌

-주로 파트 연습이 진행됨

-동료평가실시를 알려주자 돌아다니던 학생들이 연습은 안해도 자기

모둠에 앉아 있으려는 노력 보임

-악기 꺼내고 정리하는 데 선생님 도움 필요

교사는 3주간의 수업내용을 기준으로 모둠별 연주할 곡을 학생들의 수

준에 맞게 편곡하고 악보를 만들어 개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고, 그룹

연습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악기를 연주해 보며 흥분하고 들

떠 있었으며 때로는 산만하기도 했다. 수업 종료 전에 동료평가를 실시

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 협력하며 연습하도록 독려

하였다. 동료평가에서는 서로에 대한 의견을 메모지에 적어 친구들 평가

지에 붙여주도록 하였다. 아직은 모둠 구성원들 간에 어색해 하며 대화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둠도 있었다. 대부분의 모둠에서 동료평가에 대

한 내용이 많지 않았고 ‘나의 다짐’ 항목에 ‘열심히 하겠다’는 글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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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 놓았다. 2모둠의 학생 중 한 명은 자신이 선택한 악기가 곡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며 카존에서 젬베로 바꾸었는데, 이와 같이 학생들 중에

는 모둠에서 연주를 해 본 후 자신의 악기가 곡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

는다고 하며 연주악기를 다른 종류로 교체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었다.

[그림 III-8] 동료평가지 앞면 [그림 III-9] 동료평가지 본문

6) 9-10차시 수업 활동: 협력을 통한 연습 방법 찾기

학생들은 과제곡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한 후 모둠별 연습과 개인 연

습을 실시하였다. 9-10차시에 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과제곡

을 잘 연주하기 위해 동료 친구들과 함께 반복 연습을 하면서 자신의 역

할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연주와 친구의 연주와의 관계를

이해하며 연습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이 맡은 파트를 잘 이해하기 위해

개별 연습을 많이 하고 합주를 시도했으나, 혼자서는 잘하는데 여럿이

함께 연주하려니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학생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

다. 교사는 학생들과 친해지려고 리코더를 미리 연습해 와서 모둠을 돌

며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짝이 되어 연주했다. 학생들은 처음에 교사와

가까이에서 연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으나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의하여 이는 곧 극복되었다. 그런데 교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

만 학생들은 여럿이 함께 연주하는 것이 어렵다고 깨닫자 위와 같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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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행동을 보고는 학생들도 짝을 이루어 연습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짝을 바꾸어 연습하다가 합주를 시도했다.

<표 III-17> 협력을 통한 연습 방법 찾기 9-10차시

단계 협력학습을 통한 자기조절학습

목표 모둠별로 협력하여 연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찾기

수업

활동

-학생들은 이해한 과제를 잘 연주하기 위한 연습전략에 대한 계획

을 세우기 시작함

-학생들 행동은 7-8차시보다 차분해짐

-교사는 모둠을 돌며 리코더로 학생들과 짝이 되어 연주해줌

-개별 연습을 하다가 같은 선율끼리 짝 연습

–모둠이 함께 맞추기는 아직 어려워함

–1, 2, 4모둠은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연습

-“Let it go” 모둠 악보 다시 제공. 합주가 어렵다고 하여 노래와 핸

드벨로 합주할 것을 제안함(노래는 잘함)

-돌아다니던 5모둠의 남학생들도 연습하기 시작

구체적으로 각각의 모둠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반복 연습을 수행하였

다.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고 연주가 잘 되어 함께 맞추려고 하였는데, 아

직 어렵다고 느끼자 1, 2, 4모둠의 학생들은 연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교사와의 짝 연습이 있은 후 2, 4모둠은 선율끼리 또는 반주끼

리 짝을 맞추어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파트가 모두 독립적인 1모둠

은 서로 틀리는 부분을 대화를 통해 설명해 주며 맞추었다. 교사는 모둠

별로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며 합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함께 맞추도록 권했다. 연습이 잘 되고 있는 2모둠은 평소 좋아

하는 대중음악을 연주해 보고 싶다고 하면서 노래하며 피아노로 주요 선

율을 연주해 보다가 교사에게 악보를 구해 달라고 교사에게 부탁하는 등

연주를 더 많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였다. 연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돌

아다니던 남학생들도 앉아서 연습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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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12차시 수업 활동: 친구들과 도움 나누며 원곡 분위기

로 연주하기

11-12차시에 교사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서로 원곡 분위기로 연주하기

를 도와주었다. ‘도움 나누기 학습지’에 채울 구체적인 내용은 음악적 지

식과 연주법에 대해 도움을 주었다는 예시를 칠판에 제시하고 그러한 부

분들을 서로 도와주고 학습지에 적도록 안내했다.

교사는 모둠별로 악기들이 연주자에 따라 어떻게 소리가 달라지는지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1모둠에서는 실로폰 연주자가 가슴을 펴고 팔의

힘을 빼고 실로폰 건반을 연주할 경우 소리가 공간으로 멀리 퍼질 수 있

다는 것을 보며, 연주 방법에 따라 원곡 “beautiful”에 어울리는 환상적

인 소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2모둠은, 악보를 잘 보면 리듬

패턴이 반복되다가 당김음들이 나오는 패턴으로 변화하는데 강세의 변화

에 액센트로 표현해 주면 긴장감이 느껴진다는 것을 직접 연주로 보여주

었다. 3모둠은, 프레이즈 끝이 V/V인 부속7화음(Secondary Dominant)으

로 종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종지는 종결되지 않는 느낌을 준다고 설

명해주었다. 이러한 화성의 사용은 “겨울왕국”의 원곡이 가진 환상적이

면서 두려움과 긴장을 표현한 것임을 피아노 연주를 통해 알려주었다. 4

모둠은, “시대를 초월하는”의 피아노 파트가 동일한 패턴으로 상행하며

포지션의 변화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기에, 동일한

패턴들이지만 프레이즈를 길게 보고 공간을 이동하는 느낌을 크레센도와

디미뉴엔도의 셈여림을 활용해 표현할 수 있음을 연주해 주었다. 5모둠

은, 타악기와 리코더로 소리를 가볍게 띄워 가을의 낭만을 표현할 수 있

다는 것을 연주로 보여주었고, 낙엽으로 물든 10월 어느 멋진 날에 어울

리지 않냐고 질문하며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교

사의 이러한 연주 소리에 공감하여 자신들도 그러한 내용을 악기 소리로

표현하기 위하여 연습했다. 많은 학생들이 새롭게 제시된 교사의 연주법

을 관찰한 후 모방하며 연습에 매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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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8> 도움 나누며 원곡 분위기로 연주 11-12차시

단계 협력학습을 통한 자기조절학습

목표 친구들과 도움나누며 원곡 분위기로 연주하기

수업

활동

-도움 나누기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적극적인 상호교류하기

(학습지 기록 내용이 7-8차시 활동에서보다 많아짐)

-학생들이 악기 바꾸어 다른 악기들로도 연습

-교사는 모둠별 악기들을 과제곡의 분위기에 맞는 소리로 연주할 수

있음을 들려줌.

-학생들도 교사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소리에 공감하며 그렇게 연습함

-서로 함께 반복 연습하며 연주곡 외우기 시작

(2모둠-피아노, 1모둠-리코더 등)

-친근하게 먼저 말을 거는 학생들이 많아짐

-마지막에 악기 정리도 스스로 잘 정리하고 감

일부 학생들은 다른 모둠의 연주를 관찰하며 본인들 모둠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악기 정리를 하고 친구들의 정리도 도와주는

등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림 III-10] 도움 나누기 활동지 1 [그림 III-11] 도움 나누기 활동지 2

8) 13-14차시 수업활동: 협력해서 원곡의 빠르기로 연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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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차시에 교사는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서 원곡의 빠르기로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추석 연휴와 중간고사 기간으로 2주간의 휴강 후에

13-14차시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휴강되었다가 다시 만나다 보니 초반에

는 산만한 분위기였으나, 학생들은 연주 발표가 다음 주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연습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교사는 모둠을 돌면

서 합주를 함께 하며 원곡의 빠르기로 연주하려고 시도하고 학생들은 교

사의 박자에 맞추어 따라왔다.

<표 III-19> 협력해서 원곡의 빠르기로 연주 13-14차시

단계 협력학습을 통한 자기조절학습

목표 협력하여 연습해서 원곡의 빠르기로 연주하기

수업

활동

-추석 연휴와 중간고사 기간으로 인해 몇 주 쉬다와서 그런지 다시

좀 산만해진 분위기였으나, 학생들은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하며 다시

연습 시작

-1, 2, 4모둠은 다른 모둠 곡들의 악보 빌려 연습

-모둠들 함께 잘 맞추기 시작

-교사는 모둠별 합주에 참여하며 원곡의 빠르기로 연주를 이끌고

학생들은 맞추어 따라옴

-곡을 외우는 학생들 많아짐

-리듬, 선율 등에서 구체적인 부분 질문

오랜만에 만났으나 학생들은 과제곡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박자도 잘

맞추고 외워서 연주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어느 정도 능숙하게 곡을 연

주할 수 있게 되자, 학생들은 과제곡의 구체적인 리듬과 선율의 표현을

질문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다른 모둠에 가서 그 모둠의

연주곡을 함께 연주하기도 하고, 다른 모둠원들과 서로 악보를 바꾸어

즐겁게 연주하는 등, 모둠을 넘어 전체 학생들이 친해진 분위기였다.

9) 15-16차시 수업활동: 우리는 음악 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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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차시에는 모둠별 연주 발표를 하고 연주를 녹화하였다. 사후 검

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평가지와 학습지에 작성한 내용의 양과 연

주과정의 참여도를 기준으로 우수 협력팀 한 모둠을 선정하여 시상하였

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학습과정의 유용성, 효과, 흥미와 학습결과에 대

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설문을 실시했다.

<표 III-20> 우리는 음악 연주자! 15-16차시

단계 연주 발표

목표 협력하여 준비한 과제곡 잘 연주하기

수업

활동

-연주 발표

-사후 검사

-우수 협력 모둠 선정

-연습과정에의 인지조절(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 동기조절, 행동

조절 질문에 답하는 자기 보고식 학습지 작성

담당 음악교사와 ‘서양악기탐구반’의 지도교사인 연구자도 학생들의 연

주 발표를 관람하며 연주결과와 성취과정을 고려하여 수행평가에 참여하

였다. 그리고 16차시 마지막에 학생들이 그동안의 연습과정에 대해 스스

로 성찰해 보는 자기보고식 평가지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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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2] 자기보고식 평가지 1 [그림 III-13] 자기보고식 평가지 2

10) 17차시 추가 활동: 개별 면담

지원한 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10분간 보충 면담을 실시하였

다. 연주 성취 상, 하 수준을 골고루 면담하려고 하였으나, 면담에 지원

한 학생들은 연주 성취 수준 상 집단의 학생들이 많았기에 상 집단 7명,

하 집단 3명을 각각 10분씩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협력학습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과 과정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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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1> 개별 면담

단계 개별 면담을 통한 학생들의 태도 변화 관찰

목표 개별 면담을 통해 구체적 자료 수집

수업

활동

-개별면담은 총 10명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

-개별 면담을 통해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연주 성취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과 과정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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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도구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연주 성취 능력에 따른 자기조절 및 협력 행동패턴의

차이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도구들은 자기조절학습 능

력, 연주 성취, 협력학습의 변인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외부적 측정

도구로서 자기조절학습 능력 측정도구는 양명희(2000)가 개발한 문항들

을 기악학습에 맞게 수정했고, 협력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정혜원,

김혜정(2012)이 협력부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문항들을 수정해서 제

작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세 변인들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설문지와 면담

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도구로서 동료평가

지, 도움 나누기 학습지, 자기보고식 평가지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자기

조절학습 능력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제작하여 전문가 3인

(교육학 전문 2인, 음악교육 1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증받고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협력학습을 통한 자기조절학습 행동과 협력학습 행동

을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기 위해 면담지를 사

전에 제작하였다.

음악교육에서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구성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특히 기악학습에서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구성요인은 인

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 능력 구성

요인의 하위요인으로 인지조절은 시연, 정교화, 조직화를, 동기조절은 숙

달목표, 자기효능감, 성취가치를, 그리고 행동조절은 행동통제, 시간 관

리, 도움 구하기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구성요인들은 측정하기 위하여 양

명희(2000)가 개발한 자기조절학습 측정도구를 선정하여 기악학습에 맞

도록 문항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기악 앙상블 협력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혜원, 김혜정(2012)이 협력부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

한 문항들을 기악학습에 맞도록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협력과정에

서 특징적인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수행한 학생들의 인지조절, 동기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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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묻는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을 제작하

였다.

1) 학습도구

수업과정에서 상호교류를 통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과 자신의 연습과

정에 대한 성찰을 촉진하기 위해 3개의 학습지 활동을 실시했다. 이러한

학습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협력하기를 독려하였

다. 동료평가지는 협력학습 시작단계에 동료평가를 통해 모둠에서 과제

를 위해 서로 책임이 있음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 제작하였고, 도움 나누

기 학습지는 모둠원들이 서로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재능

을 나누며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그리고 자기보고식 평

가지는 협력학습과정에서의 연주 성취를 이루기 위해 인지조절, 동기조

절, 행동조절의 노력을 성찰해 보도록 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1)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동료평가지

본 연구에서는 모둠별로 기악 앙상블 연습을 진행하며 모둠원들 간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표 III-22>과 같이 동료평가 문항을 만들었다.

문항별로 친구들에 대한 평가를 작은 메모지에 자유롭게 적어 친구들의

평가지에 서로 붙여주는 활동을 통해 상호교류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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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2> 동료평가 문항

동료평가 문항

(친구에게 바라는 점)

∼∼해서 좋아요.

∼∼하면 좋겠어요.

(나의 다짐)

조금 아쉬워요.

앞으로는 ∼∼게 할 거에요

(2)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도움 나누기 학습지

본 연구의 협력학습이 진행되면서 모둠별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

안으로 ‘도움 나누기’ 활동을 진행하며 활동내용을 <표 III-23>의 학습지

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표 III-23> 학생별 도움 나누기 활동을 위한 학습지

친구에게 도움을 준 내용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내용

도움 나누기 활동을 위한 학습지에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요인인 인

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의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기록

될 수 있도록 <표 III-24>와 같이 질문에 대한 예시 답안을 칠판에 제

시하고 학생들이 학습지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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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4> 도움 나누기 활동지 예시

친구에게 도움을 준 내용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내용

-친구를 칭찬해 주었다.

-잘 모르는 부분을 피아노로 연주해

주었다.

-친구가 연주하는 동안 박자를 세 주

었다.

-친구랑 함께 연주하니까 연주에 자

신감이 생겼다.

-친구가 연습계획표를 만들어 주었

다.

(3) 자기 보고식 평가지

본 연구에서는 협력학습의 결과인 연주 발표를 마치고 기악 앙상블 학

습이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성찰해 보는 자기보고식 평가지를 작성하도

록 하였다. 학습지의 문항은 <표 III-25>와 같다.

<표 III-25> 기악 앙상블 학습과정을 성찰하는 자기보고식 평가지

1.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았나요?

2. 친구들과 연습할 때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3.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이 혼자서 연습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4. 앞으로도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을 계속 하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

가요?

이러한 지원도구들은 학생들의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한 협력

을 촉진하고 기악 앙상블 학습과정에 대해 스스로 성찰해 보며 자신에게

효과적인 학습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악 연주에 대한 자신감을 높

이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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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1) 자기조절학습 설문지

본 연구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양명희(2000)가 개발한

자기조절학습 측정도구의 52문항을 기악학습과 중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인지조절 18문항, 동기조절 14문항, 행동조절 9문항으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조절은 그 하위요소로 시연, 정교화, 조

직화의 인지전략 사용과 계획, 점검, 조절의 메타인지전략 사용으로 구분

하였고, 동기조절은 그 하위요소로 숙달목표, 자기효능감, 성취 가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행동조절은 그 하위요소로 행동통제, 학업시간의 관

리, 도움 구하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하위요소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조

절학습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

다. 검사의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① 인지조절 구성요소 및 측정도구

i) 인지조절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구성요소에서 설명하였듯이 인지조절이란 학습자

가 자료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핵심적 전략으로 인지전략과

메타인지전략으로 구성된다. 인지전략은 시연, 정교화, 조직화 전략이 해

당되며, 메타인지전략은 자신의 인지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서, 계획, 점검, 조절 전략을 포함한다(Pintrich, 2000)

기악학습에서 시연이란, 반복해서 연습하고, 기교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외워서 연습하고, 악보에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단기

기억에 있는 정보들을 장기 기억으로 전이하기 위한 인지전략이다. 본

연구에서 시연을 측정하기 위해 “공부를 할 때 교과서, 노트를 읽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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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다.”의 문항을 “나는 반복해서 연습한다.”로와 같이 수정했다. 기악

학습에서 정교화는 레슨 내용 요약하기, 조성 또는 박자 파악하기, 주제

의 변화 파악하기, 연습할 곡의 주요 선율을 노래해 보기 등의 활동으로

서 학습 내용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정교화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관련성을 찾아본다.”의 문항을 “새로운 리듬을 연습할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리듬과 관련성을 찾아본다.”로 수정하였다. 기악학습에서 조직

화는 레슨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연주하기, 악곡의 주제들 또는 형

식의 관계를 정리하기, 성부의 관계 파악하기 등의 활동으로 중요한 개

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

조직화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 공부할 때 나름대로 내

생각을 정리해 본다.”의 문항을 “나는 어떤 곡을 연습할 때 나름대로 내

생각을 정리해 본다.”로 수정하였다. 자기조절학습 능력 중에서 인지전략

측정도구 문항 수정 과정과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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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6> 자기조절학습 능력 중에서 인지전략 측정도구

차

원

구성

변인

하위

변인
수정된 문항 본 문항

인

지

조

절

인

지

전

략

사

용

시

연

나는 연습하는 곡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11. 나는 공부할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내용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반복해서 연습한다.
18. 공부를 할 때 교과서,

노트를 읽고 또 읽는다.

연습곡을 될 수 있으면 외우려고

한다.

21. 공부를 할 때 될 수

있는 한 많이 외우려 한다.

연습할 곡의 주요 리듬을

몸동작이나 노래로 풀어본다.

4. 나는 중요한 개념이

있으면 쉬운 말로 풀어

본다.

정

교

화

나는 새로운 곡을 배울 때는 그

곡을 연주하는 상황을 머리

속으로 상상해보면서 이해한다.

7.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는 그것과 관련된 상황을

머리 속으로 상상해보면서

이해한다.

새로운 리듬을 연습할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리듬과

관련성을 찾아본다.

19.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관련성을 찾아본다.

조

직

화

나는 어떤 곡을 연습할 때

나름대로 내 생각을 정리해본다.

3.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

공부할 때 나름대로 내

생각을 정리해 본다.

연습할 때 중요한 내용을 따로

정리한다.

13. 나는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을 따로 정리한다.

연습한 내용은 내 방식대로

정리해 놓는다.

8. 공부한 내용은 내

방식대로 정리해 놓는다.

ⅱ) 메타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은 계획, 점점, 조절로 구성된다. 기악학습에서 계획은

연습 시간 정하기, 연습할 내용 파악하기, 연습할 순서 정하기 등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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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습에 어떠한 정보처리 과정을 사용할지 미리 생각하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계획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공부 시작 전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 미리 머리속으로 생각해본다.”의 문항을 “나는 연습시

작 전에 무엇을 어떻게 연습할지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본다.”로 수정

하였다. 기악학습에서 점검은 연습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연습하

며 리듬과 박자 확인하기 등의 활동으로 학습내용을 확인하며 이해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점검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공부하는 도중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곤

한다.”의 문항을 “나는 연습하는 도중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

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곤 한다.”로 수정하였다. 기악학습에서 조절이란

시간이 모자라면 중요한 부분만 연습하기, 틀리는 부분 천천히 연습하기

등의 활동으로 자신의 인지 활동을 점검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

를 줄이거나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조절을 측정

하기 위해 “나는 책을 읽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공

부한다.”의 문항을 “나는 연습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연습한다.”로 수정하였다. 자기조절학습 능력 중에서 메타인지전

략 측정도구 문항 수정 과정은 <표 III-27>과 같다.

<표 III-27>자기조절학습 능력 중에서 메타인지전략 측정도구

차원
구성

변인

하위

변인
수정된 문항 본 문항

인지

조절

메타

인지

전략

사용

계획

나는 연습시작 전에 무엇을

어떻게 연습할지 미리

머리속으로 생각해 본다.

3. 나는 공부시작 전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 미리

머리속으로 생각해 본다.

나는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연습할지를 미리

생각한다.

9. 나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할지를 미리

생각한다.

나는 무엇부터 연습할 것인지

순서를 정한 후에 시작한다.

16. 나는 무엇부터 공부할

것인지 순서를 정한 후에

시작한다.

점검 나는 연습하는 도중에 내용을 17. 나는 공부하는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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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기조절 및 연구 도구개발

동기조절은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는지, 목표지향적 의지가 얼마나 높은지를 의미한다. 기악학습에서

동기조절을 위한 전략은 숙달목표, 자기효능감, 성취가치로 구분될 수 있

다. 숙달목표란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며 도전을 추구하고, 외적인 보상보

다는 학습과정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지식 습득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숙달목표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새로운 것

을 알았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의 문항을 “나는 음악에서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로 수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의도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곤 한다.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곤

한다.

나는 연습에 집중하다가도 잠깐

멈추어서 현재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20. 나는 공부에 집중하다가도

잠깐 멈추어서 현재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나는 연습하는 도중에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25. 나는 공부하는 도중에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조절

나는 연습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연습한다.

10. 나는 책을 읽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공부한다.

나는 연습할 때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건너뛴다.

14. 나는 책을 읽을 때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건너뛴다.

나는 연주회를 앞두고 시간이

모자라게 되면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연습한다.

25. 나는 시험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게 되면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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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학습, 수행을 해내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이다(Bandura,

1982).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수업시간에 주어

지는 문제나 과제를 모두 잘 풀 수 있다.”의 문항을 “음악연주에서 나에

게 주어지는 곡을 모두 잘 연주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성취가치는

주어진 학습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성취가

치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학교공부가 재미있다.”의 문항을 “나는 음악

연주가 재미있다.”로 수정하였다. 자기조절학습 능력 중에서 동기조절 측

정도구 문항의 수정 과정은 <표 III-28>와 같다.

<표 III-28>자기조절학습 능력 중에서 동기조절 측정도구

차

원

구성

변인
수정된 문항 본 문항

동

기

조

절

숙달

목표

지향

성

나는 음악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그 자체를 그

중요하게 생각한다.

28. 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음악에서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

39. 나는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

나는 쉬운 곡보다는 어려운 곡을

연습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

43. 나는 쉬운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재미있다.

자기

효능

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연주를 잘

하기는 어렵다.

51.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를 잘 하기는 어렵다.

우리 반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나의 연주방법은 효과적이고 뛰어난

편이다.

44. 우리 반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나의 공부방법은

효과적이고 뛰어난 편이다.

음악연주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곡을

모두 잘 연주할 수 있다.

40. 나는 수업시간에

주어지는 문제나 과제를

모두 잘 풀 수 있다.

나는 앞으로도 악기연주를 잘 할 35. 나는 앞으로도 공부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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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동조절 및 연구 도구 개발

행동조절이란 인지적 전략과 동기적인 전략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외에 부족한 부분을 행동적으로 통제하여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이다.

행동조절을 잘하는 학습자는 본인의 행동을 자신의 의지로 적절히 통제

할 수 있고, 학습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다른 사람이나 자료를 통

하여 적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동조절의

하위요인은 행동통제, 시간관리, 도움 구하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기악학

습에서 행동통제는 연습하는 과정이 힘들어도 참고 계획한 연습행동을

지속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 행동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공부

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해놓고 논다.”의 문항을 “나는 연습

이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해놓고 논다.”로 수정하였다. 기악학

습에서 시간 관리는 연습이 잘 되는 시간을 정해서 연습하거나 몰아서

연습하기보다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연습하는 것과 같이 학습자가 주어

진 시간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 시간 관리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공

부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다.”의 문항을 “나

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연습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연습

을 시작한다.”로 수정하였다. 기악학습에서 도움 구하기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잘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련자료를 찾아보는 전략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에게 질문을

것이다. 할 것이다.

성취

가치

음악 연주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0. 학교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음악 연주에서 배우는 내용이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52.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나는 음악연주가 재미있다.
45. 나는 학교공부가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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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움 구하기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시험에 나올만한 것을

아는 친구가 있으면 물어보거나 같이 공부한다.”의 문항을 “나는 같은

연주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모르는 것을 물어보거나 같이 연습한다.”로

수정하였다. 자기조절학습 능력 중에서 행동조절 측정도구 문항의 수정

과정은 <표 III-29>와 같다.

<표 III-29> 자기조절학습 능력 중에서 행동조절 측정도구

차원
하위

변인
수정된 문항 본 문항

행

동

조

절

행동

통제

나는 연습하고자 결심하면 곧

실천하는 편이다.

57. 나는 공부하고자

결심하면 곧 실천하는

편이다.

나는 연습이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해놓고 논다.

65.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해놓고 논다.

나는 하던 연습을 끝낼 때까지는

거기에 집중한다.

66. 나는 하던 공부를 끝낼

때까지는 거기에 집중한다.

시간

관리

나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연습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연습을 시작한다.

55. 나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다.

나는 효율적으로 연습하기 위해

시간시간 계획을 세워 연습한다.

58.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시간

계획을 세워 공부한다.

나는 연주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연습한다.

73. 나는 시험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부한다.

도움

구하

기

나는 같은 연주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모르는 것을 물어보거나

같이 연습한다.

70. 나는 시험에 나올만한

것을 아는 친구가 있으면

물어보거나 같이 공부한다.

내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쭈어 본다.

64.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쭈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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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족도 설문지

협력학습의 유용성과 효과, 흥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혜원, 김혜

정(2012)이 협력부하를 측정하기 위한 구인을 도출하기 위해 개발한 문

항들을 기악학습에 맞도록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만족도 측정도구는 사

후 검사에 만족도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협력학습에 대한 유용성 4

문항, 효과 3문항, 흥미 2문항, 그리고 연주결과 만족도에 대한 3문항을

악기학습자들에게 맞게 제작하였다. 유용성에 대한 문항은 “그룹연습은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효과에 대한 문항은 “그

룹연습으로 음악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흥미에 대한 문항은 “그

룹연습으로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것은 흥미로운 학습

경험이었다.”,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나는 음악 공연에 만족한

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제작된 검사 도구의 구인별 문항 내용

은 <표 III-30>과 같다.

<표 III-30> 협력학습의 유용성, 효과, 흥미, 만족도 측정 문항

요인 문항

협력학습의

유용성

그룹연습은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룹연습은 연주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룹연습은 박자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룹연습은 친구들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었다.

협력학습의

효과

그룹연습으로 친구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룹연습으로 음악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연습하다가 잘 모르면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찾아본다.

84. 숙제나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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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담지

본 연구에서는 협력학습이 종료되고 면담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학생들

10명에 대한 추가 면담을 실시했다. 개별 면담은 개인별로 약 10분씩 총

100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개별 면담을 통해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

습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변화와 연주실력의

변화에 대한 맥락적, 과정적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양

적 자료 결과와 참여 관찰한 자료들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개별 면담의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표 III-31>과 같다.

<표 III-31> 개별 면담 질문내용

그룹연습으로 연주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흥미

그룹연습으로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것은 흥미로

운 학습 경험이었다.

그룹연습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학습 경험

이었다.

만족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룹연습을 권하고 싶다.

나는 연습결과에 만족한다.

나는 음악 공연에 만족한다.

영역 내용

인지조절

1.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동안 알고 있는 리듬이나 선율이 떠올랐어

요?

2.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것은 연주하는 음악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3. 어떤 방법으로 연습했어요?

4. 어떤 순서로 연습했어요?

5. 연주하다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연습했어요?

6. 친구들하고 연습하면서 얻은 지식은 무엇인가요?

7. 앞으로 연주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연습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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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결과물로 앙상블 연주 발표를 하고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 검사에는 협력학습에 대한 유용성(4문항), 효과(3문항), 흥미(2문

항), 그리고 연습과정과 연주결과에 대한 만족도(3문항)를 측정하는 12문

항을 추가하였다.

동기조절

1. 연습이 힘들지 않았어요?

2. 앞으로도 악기 연주하고 싶어요?

3. ‘서양악기탐구반’ 수업 마치고 연주에 대한 태도가 변했어요? 어떻

게요?

4. 연주가 재밌었어요?

행동조절

1. 연습하는 거 지루하지 않았어요?

2. 친구들과 연습하다가 놀고 싶지 않았어요?

3. 연습하다가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4. 연습은 원하는 만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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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의 역할

연구자는 ‘서양악기탐구반’의 지도교사로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며 참

여 관찰하였다. 교사는 연주가이자 음악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보

다는 학생들이 동료들과 협력하여 지식을 구성해 나가며 연주과제를 완

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그리고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고 대화하는 친구같은 교사가 되기 위

해 노력했다.

<표 III-32> 협력학습을 위한 교사의 역할

수업 원리 교사의 역할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학습 목표 설정

-모둠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편곡하여 과제곡 제공

-지식이나 기능을 도구 또는 매개로

하는 학습목표 설정

-과제곡과 개인별 악기를 학생들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게 함

-모둠 구성원들 모두가 성취 가능한

학습 목표 설정

-상호의존적인 그룹과제 제공함

-학생들의 연주 성취도 수준을 3-6차시

수업 활동과 평소 실기점수를 기반으로

담당 음악선생님과 의논하여 사전 연주

수준을 평가 한 후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과제곡을 편곡함

-모둠 구성원들 모두에게 유용한

학습목표 설정

-과제곡의 편곡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더라도 원곡의 느낌과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함

-공동으로 연습과정을 계획, 점검,

그룹조절하도록 지원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

-그룹내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음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 조성

-동료평가, 도움 나누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고, 과제 이해, 연습전략

수립 등 협력학습의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고 지원함

-교사는 협력과정을 점검하고 -교사는 가르치기보다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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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가로서의 교사

교사는 학생들과 처음 만난 사이지만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3-4차시 기악 앙상블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시간에 동영상 자료로서 교

사가 연주에 참여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앙상블을 설명하기 위한 연주

동영상은 교사가 참여한 앙상블 연주 중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곡들을 선별하여 조금씩 감상하였다. 2악

장이 유명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No. 21”,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피아노, 첼로, 대금, 북을 위해 편곡한 곡, 드뷔시

의 교향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을 피아노 8 Hands로 편곡한 곡을

감상하였다.

[그림 III-14] [그림 III-15]

피아노 협주곡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모델링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음악적 성장을 도움



- 123 -

[그림 III-16] 피아노 8 Hands

교사가 제시한 15개의 곡을 학생들이 잘 이해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동영상과 더불어 피아노로도 연주해 주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선별한 곡들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편곡하였고 악보를 제

작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② 교육자로서의 교사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학습목표를 반영하여, 교사는 학생

들이 선택한 곡을 동료들과 협력해서 연습한 후 연주 발표할 기회를 주

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곡 전체를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

이 선택한 5곡의 앞 4∼5마디만 완벽하게 지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친구

들과 협력하여 발전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앞부분을 확실히 이

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리듬 앙상블과 선율 앙상블을 실시했다.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선 리듬 앙상블을 실시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본 박, 곡의 리듬을

연주하게 하였고, 그리고 세 그룹으로 나누어 기본 박, 곡의 리듬, 곡의

대위 리듬을 연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룹이 파트를 바꾸어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율 앙상블도 실시했다.

③ 지원자로서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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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부터 6차시까지는 교사주도의 수업이 이루어졌지만 7차시부터는

학생들의 모둠 별 협력학습이 시작되고 교사는 학생들의 연습에 참여하

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연주법, 감상하고 싶어하는 곡 들려주기, 궁금해

하는 질문에 답하기 등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연주에

흥미를 갖고 시작했지만 과제를 이해하고 함께 연주하는 과정에서 학생

들은 문제상황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교사는 나서서 가르치고 해결

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방법을 찾기 위해 질문하고 도움을 청할

때 자료를 찾아주고 연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III-17] 교사와 함께 1 [그림 III-18] 교사와 함께 2

교사는 돕는 역할을 하며 과제의 이해부터 연습전략을 세우고 과제곡

을 연주할 수 있게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연주에 있어

서 기초 단계의 학생들이어서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교사는 4주간의 협력과정 동안 연주 발표를 앞두고 무엇을 연습해야 하

는지 계획을 세워주고 연습할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자연스

럽게 연주로 보여주었다. 교사는 학생들의 4주간의 협력과정을 4단계로

도와주었다.

첫째, 협력학습이 시작된 첫 주인 7-8차시에는 학생들에게 편곡한 악

보를 나누어주고 학생들이 과제곡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앙상블

에서 구성원들은 ‘파트’를 맡아서 연주한다고 하지만 본 수업에서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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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라고 강조하였다. 3-4차시 악기를 정하는 시간에 학습목표로서 ‘모

둠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기’라는 점을 칠판에 명시하여 시각적으로 강조

하고, 학생들이 연주를 위해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

도록 했다. 교사는 학생들이 과제곡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시 듣기

를 원하면 인터넷으로 찾아서 들려주기도 하고 교사가 직접 연주해 주기

도 했다. 교사는 모둠을 돌며 모둠 구성원들이 먼저 박자를 잘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탬버린을 가지고 모둠을 돌며 학생들의 박자 맞추기

를 도와주었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반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라 서로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여서 서로 잘 협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동료평가를 준비했다. 서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기에 서로 격려하고 스스로 다짐해 보기 위한 친근

한 내용으로 동료평가지를 제작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이 맡은 파트

연주를 어려워하면 좀 더 쉽게 수정하여 다시 악보를 만들어서 협력학습

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렇게 교사는 학생들의 협력학습 과정을 함께하며 실시간 학생들을

관찰하고 문제상황을 파악하면서 도와주었다. 학생들이 악보를 분실하면

다시 제작해주는 사소한 작업에서부터 연주법, 곡의 이해 등을 돕는 고

차원적인 부분을 아우르면서 전폭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였다.



- 126 -

6. 자료수집

본 연구의 협력학습 실행과정에서는 중학교 음악 협력학습에서의 상호

작용이 자기조절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성취와

연관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사전, 사후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 그리

고 동영상 촬영한 자료와 관찰, 설문지, 면담의 질적 연구를 병행한 동시

적 혼합 연구로 실시되었다.

1) 설문 조사

음악 기악학습에 맞도록 수정 제작한 자기조절학습 능력 측정도구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유학기 ‘서양악기탐구반’을 수강하는 25

명의 학생들(남자 10명, 여자 15명)을 대상으로 첫 수업인 8월 21일 사

전검사를 실시하였고 8주 후 연주 발표를 한 뒤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약 20분간 실시되

었다. 연구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되거나 설문지 문항이 이해가 안가는 부

분은 연구자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도록 하였다. 25명의 참여자 중에서 연

습과정에 불성실했고 연주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의 남학생들은 양적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조절학습 검사도구는

크게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이다.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 계수)는 전체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인지조절

은 .78∼.87, 동기조절은 .76 ∼.86 행동조절은 .78∼.87의 신뢰도이다. 하

위요인들의 신뢰도(Cronbach’s a 계수)는 <표 III-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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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33> 자기조절학습 능력 검사도구의 신뢰도

협력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유용성, 용이성, 흥미, 학생 스

스로 인식하는 만족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만족도를 검사하기 위해

제작된 문항들의 신뢰도(Cronbach’s a 계수)는 .88∼.95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협력학습의 유용성, 용이성, 흥미, 연주

만족도검사에 대한 신뢰도는 <표 III-34>와 같다.

<표 III-34> 협력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 검사도구의 신뢰도

차원(문항수) 하위요인 신뢰도

인지조절

인지전략

시연

정교화

조직화

.87

.78

.80

메타인지전략

계획

점검

조절

.87

.81

.86

동기조절

숙달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성취가치

.85

.86

.76

행동조절

행동통제

도움 구하기

학업시간의 관리

.78

.85

.86

차원(문항수) 신뢰도

유용성 .95

용이성 .88

흥미 .94

만족도 .95



- 128 -

2) 참여관찰

본 연구자가 16차시 수업을 진행하며 1-6차시까지는 수업을 진행하고

7-14차시는 학생들의 협력과정을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협력학

습을 주로 모니터링하였으나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직접 연습

과 연주 시범을 통해 학생들을 도와주었다. 동영상 촬영에 지원한 2모둠

은 비디오 카메라 두 대를 각 모둠 근처에 설치하고 매주 2차시씩 4주간

7-14차시의 협력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각각 총 320분이다. 영상자

료는 전사하여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에서의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협력학습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수업에 대한 필드노트를 작성하였다.

3) 학습지

학습지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학습을 촉진하기 위

해 실시된 학습활동으로서 동료평가지, 도움 나누기 학습지, 그리고 협력

학습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성찰해 보며 자유롭게 서술한 자기보고식 평

가지를 모두 수집하여 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수집한 학습지들을 문항별로 정리하여 A4 용지 총 24장의 분량의 내용

으로 기록하였다. 정리한 내용은 여러 번 읽으며 키워드로 코딩하고 주

제로 분류하며 분석 자료로 삼았다.

4) 면담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원한 10명의 학생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

였다. 면담은 반 구조화된 질문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한 명당 10분씩 개

인별로 진행되었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

한 후 전사하였고, 전사자료를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에서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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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 능력과 협력학습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은 연구자 1인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 분석 결과

는 본 연구과정 내내 관찰을 함께 한 담당 음악교사에게 확인 및 수정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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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양적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3의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분석 방

법은 다음과 같다.

1) t-검증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

력학습 전과 후에 자기조절학습 능력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협력학습이 자기

조절학습 능력의 변화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사전 연주 성취 수준의 차이에 따라 협력학습에 대한 유용성, 효과, 흥

미,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

하였다. 3-6차시 동안 수업을 실시하며 학생들이 보여준 연주 실력과 학

생들의 평소 실기점수를 기반으로 음악 선생님과 의논하여 사전 연주 성

취 수준을 평가하여 협력학습 과정 동안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알

아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연주 성취

수준에 따라 협력학습에 대한 유용성, 효과, 흥미, 만족도 결과와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2) 연주 평가

본 연구의 협력학습은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따라 단편적·사실적 지식

을 암기하는 것보다 음악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능력,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서양악기탐

구반’ 수업은 자유학기 프로그램으로서 자유학기 프로그램은 진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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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활동/예술·체육활동/동아리 활동의 4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프로그램

이 기술되고 각 프로그램은 교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융합교과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서양악기

탐구반’은 그 중 예술·체육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성

적은 반영되지 않지만 프로그램 특성상 음악과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성

취기준<표 III-35>과 <표 III-36>의 <음악개념 및 요소표>의 음악적

요소들을 반영하여 본 수업의 평가를 위한 <표 III-37>의 루브릭을 제

작하였다.

<표 III-35>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 중

학년군별 성취기준 발췌

영역 내용체계 중학교 1∼3학년군

표현

1-1. 바른 자세로 표

현하기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중학교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악곡의 특징을 살려 개성 있게 노래 부

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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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36>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 중

[음악요소 및 개념체계표]

중학교 1∼3학년군

-여러 가지 박자

-장단(중모리, 엇모리, 가곡), 장단의 세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

-여러 가지 장단의 장단꼴

-말붙임새
-여러 가지 음계

-여러 지역의 토리

-여러 가지 시김새
-딸림 7화음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종지
-형식(연음형식, 엮음형식, 한배에 따른 형식, 푸가, 론도, 소나타, 변주곡,

ABA 등)

-빠르기의 변화/한배의 변화

-여러 가지 음색

<표 III-37> 음악개념 및 요소표를 반영한 분석적 채점방식 루브릭

본 연구가 실시된 학교가 속한 경기도 교육과정지침에 근거하여 수행

평가의 최소 기준점수(해당 영역 만점의 40%)를 기본적으로 부여하며

모든 학생들의 연주 성취를 분석적 채점방식9)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9) 범주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부분별 채점기준이 명시되
어야 하며 그에 따른 부분별 점수 부여 기준을 설정하여 채점하는 것이 총괄적
채점 방법과 다르다(경기도 교육연수원 연수자료, 2014).

평가영역 세부기준
배점

상 중 하

표현영역

1. 바른 자세로 표현하였는가? 10 7 4
2. 정확한 주법으로 연주하였는가? 10 7 4
3. 과제곡의 고정박을 숙지하여 정확한

템포로 연주하였는가?
10 7 4

4. 셈여림의 특징을 살려 연주하였는가? 10 7 4
5. 악곡의 느낌을 살려 연주하였는가? 1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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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43>에서와 같이 각 점수 구간은 하에 해당하는 최소점수가 4

점이고, 급간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하는 수행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상중

하 각각 10점-7점-4점으로 설정하였고, 각 세부 채점항목(음악 개념 및

요소표)의 총합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의한 음악과 성취등

급(A∼C)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최근 일선학교의 교육흐름은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절대평가를 기준으

로 점수를 산출하는데,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

적이 산출되지 않는데도 학생의 점수 총합이 얼마인가에 초점을 두어

교육하는 것은 프로그램 성격에 맞지 않는다. 이에 실제 산출된 점수는

<표 III-38>와 같이 학생들의 서술형 평가기록을 작성하는 참고자료로 의

미가 있기에 연구자는 담당 음악교사와 함께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III-38> 음악개념 및 요소표를 반영한 분석적 채점방식 루브릭과

채점결과 서술문항 예시

평가기준 서술문항 예시

자세·주법·고정박·셈여

림·느낌

자세와 주법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하여 박자를 지키

고 여린내기 샘여림의 특징을 살려 악곡의 특징을 개

성있게 연주할 수 있음

자세와 주법을 대체로 바르게 하여 박자를 지키고 여

린내기 샘여림의 특징을 살려 악곡의 특징을 개성있게

연주할 수 있음

자세와 주법을 부분적으로 바르게 하여 박자를 지키

고 여린내기 샘여림의 특징을 살려 악곡의 특징을 개

성있게 연주할 수 있음

3) 질적 분석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질적 자료는 분석

자료로 삼았다. 연구 참여자 중에서 지원한 두 모둠의 연습과정은 촬영되

었고 지원한 1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악 앙상블 학

습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학습지 작성을 하였다. 촬영 내용과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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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사하였고 학습지 내용과 함께 질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틀은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의 자기조절학습 구성요인과 음악적 내용에

대하여 전사한 내용과 학습지 내용을 읽으며 오픈코딩을 하였다. 수업관

찰 내용과 면담, 학습지 내용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코딩하여 범주화하

여 분류하고, 해당 범주를 위한 사례를 추출하고 사례별 주제를 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음악교육 전문가 1인과 담당 음악교사로부터 연구자와 동

일한 방식으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삼각검증으로 타당도를 검증받

았다. 질적 데이터 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표 III-39>와 같

다.

<표 III-39> 질적 자료 타당도 검증 전문가

전문가 직업 학력

A 대학 강사 박사수료

B 교사 석사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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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본 논문의 목표는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 능력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결

과에서는 첫째, 협력학습이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둘째, 연주 성취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및 협력학습 행동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들은 양적 연구인 대응표본 t-검증, 독립표

본 t-검증, 그리고 질적 연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질적 자료들은

지원한 두 모둠(2모둠, 4모둠)의 4주간 협력학습과정을 촬영한 동영상과

자발적으로 지원한 10명의 학생들 면담자료, 교사의 필드노트, 그리고 학

습도구로 사용된 학습지들이다. 오픈코딩을 통해 키워드 중심의 분석 작

업을 거쳐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해당 사례를 도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연주 성취 수준에 따

라서 자기조절학습 및 협력학습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

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선행연구에 따르면 협력학습은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을 통해 협력학

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질적 자

료들의 분석을 통해 협력학습이 어떠한 이유로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양적 자료 분석 결과

기악 앙상블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의 양적 자료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대해 사전, 사후 측정한 결과를 대응표본 t-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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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이다. 자기조절학습 능력 검사에서 불성실하게 답한 3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22명의 학생들의 사전, 사후 검사를 t-검증으로 분석하

였다.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악 앙상블 학습에서 협력학습이 중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지조절의

인지전략 중에서 정교화(t=2.39, p=.026), 조직화(t=2.74 p=.012), 메타인지

전략 중에서 점검(t=3.24, p=.004), 동기조절 중에서 성취가치(t=2.19,

p=.038), 행동조절 중에서 행동통제(t=2.61, p=.016), 시간관리(t=2.80,

p=.01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서 평균이 상승하는 차이를 보였

다.

<표 IV-1> 대응표본 t-검증 결과 (n=22)

*p<.05, **p<.01, ***p<.001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대응표본 t-검증 결과,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

자기조절

학습 요인
하위요인

전 사후
t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인지

조절

인지

전략

시연 3.59 .75 3.58 .64 .14 .892
정교화 2.88 1.01 3.26 .58 2.39 .026*
조직화 2.65 .94 3.24 .61 2.74 .012*

메타

인지

전략

계획 3.20 1.00 3.45 .83 1.42 .172
점검 2.62 .97 3.29 .71 3.24 .004**

조절 3.16 1.04 3.25 .93 .49 .627

동기조절

숙달목표 3.44 1.04 3.80 .56 1.97 .061
자기

효능감
3.20 1.07 3.36 .96 1.00 .329

성취가치 3.26 .88 3.56 .79 2.19 .038*

행동조절

행동통제 3.15 .87 3.68 .80 2.61 .016*
시간관리 2.92 .94 3.32 .83 2.80 .011*
도움

구하기
3.47 1.07 3.65 .98 .78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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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선행지식과 연결하거나 학습내용들 간에 연

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위 성부들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데 효과적이

라고 발견되었다. 또한 기악 앙상블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과정이 올

바로 진행되고 있는지 유의미한 점검을 한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은 학생들이 새로운 곡을 접하고 익히는 것에 대

하여 보람을 느끼고 이러한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해 주었다. 또한

연주를 배우는 과정을 흥미롭게 생각하는 성취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었다.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에서 학생들은 친구들과 협

력과제를 함께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며 주어진 시간 안에

연습을 끝내고 목표달성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행동은 t-검증

결과에서도 행동통제와 시간관리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t-검증 결과는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중학생들의 자기조절학

습 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조절, 계획, 숙달목표,

자기효능감, 도움 구하기 요인들도 평균값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2) 질적 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된 협력학습 과정에 대한 관찰 결과와 동료평가지를

비롯한 학습도구, 교사의 필드노트, 개별 면담 등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

과, 본 연구에서 친구들과의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관찰할 수 있었다. 수집한 질적 자료 분석

을 통해서는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에서 자기조절학습 행동이 어

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수집한 질적 자료들을 분석하여 결과를 살펴보

고자 한다.

(1) 협력학습은 자기조절학습 과정을 촉진

홈즈-데이비스(Holmes-Davis, 2015)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 학생들



- 138 -

은 고등학생들에 비해 개별적인 기악 연습과정에서 연습전략을 세우고

자신의 연주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자기조절적 행동을 잘 나타내지 않는

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맥퍼슨과 렌빅(McPherson & Renwick, 2001)

의 연구에서 기초 단계의 학생들은 연습과정에서 자신의 연주를 점검하

고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와 다르게 협력학습에서는 기초 단계의 학생들도 연습전략을

세우며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다각적으로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연주를 잘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

고,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반복연습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며 수

업시간 안에 연습을 마치고 목표 달성에 이르는 자기조절적 행동을 많이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기악 앙상블 협력학습에서 학생들의 자기조절학

습과정은 1. 과제이해, 2. 계획하기, 3. 연습전략 세우기, 4. 과제와 연습

에 대한 반성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1. 과제 이해

↓

2. 계획하기

↓

3. 연습전략 세우기

↓

4. 과제와 연습에 대한 반성

[그림 Ⅳ-1] 협력학습에서 자기조절학습과정

첫째,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모둠별 연주곡

을 선별할 때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정한 곡을 들어보고 곡을 선택하였

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가 만들어 온 악보를 받고 친구들과 함께 연주해

보았다. 이러한 경우 악보를 보며 잘 연주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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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악보 읽기를 어려워하며 악보에 계이름을 적고 박자를 숫자로 표기

하였다. 모둠에서 연주를 잘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자신의 파트가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연주해 보며 이해하였다. 기초 단계의 학생

들이 많고 여럿이 함께 연주하는 거라 함께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파트 외에 과제곡 전체를 이해하려고 곡을

여러 번 들어보는 등 과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보냈다.

둘째, 과제를 이해한 후, 학생들은 악보를 보며 자신의 파트를 연주해

보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 스스로 연습계획을 세우고 친

구들과 함께 의논하였다. 그 중에서도 개별 면담에서 학생G에게 구체적

인 연습계획과 전략을 세우게 된 계기를 질문하였을 때 학생들은 문제에

부딪히자 연습계획을 세운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 1: “문제에 부딪혔어요.”

교사: 연습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

학생G: 계획을 세웠어요. 선생님하고 짝 연습한 것이 도움이 되어서,

둘씩 짝 맞추어 연습하고, 잘 안되는 부분을 표시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연습하고요.

교사: 아주 잘했어. 그런데 선생님이 계획 세우라고 안했는데 어떤

계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

학생G: ◯◌가 피아노를 잘 쳐서 피아노에 맞추어 연습하면 합주도

잘 될 줄 알았는데 개별 연습을 잘 해도 함께 맞추려니 잘 되

던 부분도 헷갈려서 계획을 세워 연습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요.

교사: ◌◯모둠은 모두 곡을 잘 외워서 연주하던데 어떻게 외우게 된

것 같아?

학생G: 혼자 연습할 때에는 잠깐 연습하고 지나가서 기억에 잘 남지

않는데, 같이 연습할 때는 작은 거 하나하나 맞춰서 연습해서

기억에 잘 남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 잘 맞추려면 내 파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른 파트와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

자신들 파트의 박자, 선율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노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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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힘들었겠다. 그럼 그러한 과정을 통해 특별히 어떤 태도가 변

했어?

학생G: 힘들었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

연습했는데 문제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부분이 변했어요.

학생G와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예상 외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문

제해결을 위해 계획과 전략을 세우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통해 과제곡의 완성이라는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발

견하였다. 연습계획을 세울 때, 음악을 감상하고 자신이 연주해야 할 부

분을 반복해서 들으며 곡에 대한 분위기와 연주에 대한 느낌을 익히는

것이 실제 연주기술 습득만큼 학생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었다.

셋째, 학생들은 파트 연습을 하고 자신의 파트를 연주할 수 있게 되자

합주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파트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도 여럿이 함

께 맞추는 합주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자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학생

들은 초반에는 무작정 함께 연주해 보고 악보를 보며 자신의 파트를 연

주해 보았다. 그리고 해당곡을 여러 번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무엇을 연

주해야 할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함께 연주하려니 혼자서 잘 하던

부분도 혼동스러워 하였다. 학생들은 서로 박자를 맞추기 어렵다든가 하

는 문제상황에 직면하자, 원활한 합주를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파트 중 어려운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했고, 학생Q는

친구들과 맞추기 전에 항상 “시∼작”하며 기준박을 암시했으며, 자신의

파트와 비슷한 친구들끼리 짝이 되어 따로 연습하였다. 그 후 다른 파트

의 친구들과 함께 합주 연습을 하였다. 2, 4모둠의 학생들은 합주가 어려

울 때 개별 연습과 파트 연습도 중요하지만 합주를 구성하는 작은 단위

로 맞추며 성부를 확장해 맞추어가는 연습을 시도했다. 다음은 피아노를

맡은 학생E와 젬베를 맡은 학생G의 대화이다. 이 두 학생의 악기는 서

로 다르지만 같은 리듬을 연주하기 때문에 이 두 악기가 먼저 리듬을 맞

춘 후, 선율악기를 맞추어 보자고 제안하는 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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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짝을 지어서”

학생G: (학생E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계속 연습해 보다가 학생E에게

질문)(악보를 가리키며) 여기는 딴딴 따라라가 아닌 것 같은

데

학생E: 어디?

학생G: 여기 한번 해볼래?

학생E: (피아노로 리듬을 연주해 주다가 G에게로 가서 젬베로 연주해

봄)

학생G: (변화된 리듬을 잘 맞추게 되자 기뻐하며) 오∼ (박수) 아∼

여기는 빰빰 빠라 빠라라라 였구나. (계속 기뻐하고 손을

쥐락펴락하며) 손이 좀 아프다. (하지만 표정은 기쁨)

학생G: ◯◯야 다 적었어? 이제 우리랑 같이 맞추자.

학생F: 아직, 너희 둘은 잘 맞아?

학생E: 응, 이제 멜로디랑 맞추어 보자.

위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과제곡을 이해하였지만 함께 맞추어 연주하

는 것은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자, 학생들은 비슷한 파트끼리 짝을 맞추

어 연습하였고, 그것이 잘 되자 또 파트를 추가해서 함께 맞추려고 하였

다. 이때 교사가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 리코더를 미리 연습해 와서 학

생들과 짝 연주한 것이 학생들이 연습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기악 연습과정에서는 악기 연주를 반복하다 보니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

지는 않았지만 협력학습에서 학생들은 연습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대화를 통해 연습전략을 계획하며 그룹조절을 하고 있었다.

넷째, 학생들은 적극적인 점검과 수정을 통해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발

휘하였다. 음악을 들어보고, 악보를 이해하고, 파트 연습을 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자신이 연주해야 할 곡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연주를 점검해야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함께 합주를 하며 부족한 부분

은 반복연습하고, 도움 구하고, 다시 들어보고, 박자와 선율이 잘 맞는지

수정을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 연주 점검을 통해 오류가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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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정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박자에 맞추어 연주하게 되

었고 친구의 연주와 자신의 연주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연습과정 중에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연주도 잘 마친 한

학생은 연주결과 만족도에서 ‘4점’을 표기했다. 이에 대해 지도 교사가 ‘5

점’을 줘도 되지 않느냐고 하니 학생이 “아니에요, 4점 줄 거에요. 그래

야 다음에 더 열심히 하죠.”라고 답하며 악기 연주에 대한 높은 숙달

목표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2) 활발한 인지조절을 촉진

기악 앙상블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악기 소리, 선율, 리듬, 모델링 등의

풍요로운 음악적 환경은 학생들의 지각을 자극하고 주의집중을 끌기에

충분히 흥미로웠다. 이러한 자극은 학생들의 인지활동으로 이어졌다. 스

스로의 학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연주를 위한 다양한 기준들을 외부로부

터 소리로 접하며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지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연주하고

싶은 곡을 선택하여 연습이 이루어졌기에 학생들은 높은 과제몰입도와

자기조절학습이 이루어졌다. 자신들이 선택한 곡을 친구들과 함께 잘 연

주하기 위해 반복연습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활동이었고 이러

한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음악 소리들이 의미있게 되면서 음악을 머릿속

으로 상상할 수 있는 오디에이션 능력이 향상되었다.

① 반복 연습에 대한 흥미 유발

연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반복 연습은 매우 중요한 학습 방법이지만

학생들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지루해 하고 힘들어하여 기계적

으로 반복하는 습관이 형성되거나 연주에 흥미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되기

도 한다. 그런데 ‘서양악기탐구반’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반복

연습을 지루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재미있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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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은 시연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여 자기조절학습을 촉진했

다.

 사례 3: “함께하는 반복은 재미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것은 어떠한 도움이 되었나요?’ 라는 학습지

질문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반복연습은 재미있다고 답했다.

학생B: 친구들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니 어느새 곡을 외울 수 있게

되었어요.

학생G: 반복은 좋은거에요.

학생E: 친구들 맞추어주려고 여러 번 반복해도 재미있었어요.

이러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반복연습하는 것을 즐기고 반복을 통

해 악곡을 외우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인지구조가 확

장되는 것을 학습의 과정이라기보다는 놀이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며 시

연을 통한 학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② 오디에이션이 학습내용의 정교화를 촉진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에서 음악을 지속적으로 듣고 반복연습을

하면서, 음악을 상상하고 머릿속으로도 시연할 수 있는 오디에이션 활동

이 촉진되어 학습내용을 연결시키고 선행 지식들과 관련짓는 정교화 능

력이 향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학생들은 모둠 활동을 통해 친구들의 연주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의 연주 소리가 반복되어 기억 속에 저장되고, 장

기 기억 속에 저장되었던 선율과 박자, 화성 등이 떠오르게 하는 단서가

되어 연습하는 곡들의 내용을 알고 있는 지식들과 관련짓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학습지 자료에 따르면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

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대답 속에서 기악 앙상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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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협력학습과정은 학습내용을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학습을 통해 더 정교화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사례 4: ”이제 더 잘 알아요!“

학생G: 혼자 연습할 때 했던 연습곡은 잠깐하고 지나가서 기억에 잘

남지는 않고 같이 연습할 때는 작은 것 하나하나 서로 맞춰

서 연습해서 기억에 잘 남았어요.

학생M: 도레미파솔라시도... 젓가락 행진곡도 떠오르고요, 다른 모둠

이 연습하는 곡들도 흥얼거리게 되고요.

학생K: 렛잇고 노래는 예전부터 알았는데, 애들이랑 함께 부르다보니

노래를 더 잘 알게 되었어요.

학생P: 다른 애들이 연주하는 것을 들으면서 연습하니까 내 파트가

더 잘 이해되었어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곡들로 만들어진 풍부한 음악적 환경은 연주 성취

가 낮은 학생들에게도 흥미로운 자극이었다. 학생들은 과제곡을 즐기며

곡의 리듬을 몸동작과 노래로 표현하며 악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와

목소리를 통해 표현하면서 학습내용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 예로 3모둠의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높은 연주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과제 이해도와 연주실력이 크게 향

상된 것을 발견하였다. 학생들 중에는 연습에 몰입할 태도를 보여주지

않아 오디에이션이 인지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연습과정에서 관찰할

수 없었지만 연주를 잘하는 친구들의 연주를 구경하고 그 악기들을 직접

연주해 보며 흥미를 나타냈다.

③ 조직화

기악 앙상블을 통해 친구들의 연주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파트와의

관련성을 이해하며 연주하는 행동을 보여준 학생들이 높은 연주 성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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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했다. 다음은 학생O와 학생Q 사이에 서로의 파트를 설명하며 관계

를 이해하는 과정의 대화이다.

사례 5: “우리는 무슨 관계?”

학생O: 누구한테 맞춰? 네 소리 들으며 내가 맞추는 거야?...

학생Q: 아니 소리 들으며 같이 맞추는 거야...

(계이름으로 노래하며) 너는 레파 솔 파 솔시라파 레...

여기 해보자 시∼작!”

학생O: 너는 두 박자로 시, 도, 시, 도..

학생O, Q: (연주해보다가...)

학생Q: 어... 이상하다 왜 소리가 안 맞지?

(계이름으로 노래하며) 레파 솔 파 솔시라파 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맞는데?

학생O: 우리 피아노랑 맞춰보자.

이처럼 학생O와 학생Q의 대화에서는 함께 맞추다가 문제에 접하게 되

자 대화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서로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해하

는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

는 과정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대화를 통해 다른 파트들의 특

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조직화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개별 면접에서 학생E는 혼자 연주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여러 성부의

어울리는 소리가 좋아서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사례 6: “함께 울리는 소리가 좋아요.”

교사: 피아노를 잘 치지만 친구들 반주해 주며 도와주기 힘들지 않

았어? 다음에는 멋진 독주곡을 연주해 보고 싶지는 않아?

학생E: 아니요, 제 피아노 반주 위에 친구들의 선율이 연주되니까

소리가 더 풍요롭고 듣기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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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학습에서 소리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조직화 능력을 촉진함에

따라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3) 그룹조절을 통해 메타인지전략을 촉진

학생들은 서로 모델링이 되어 주며 관찰을 통해 학습내용을 올바로 이

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연주 속도를 조절하고, 부분 연습이 필요한 부

분을 따로 연습하는 자기조절학습 행동을 보여주었다. 기악 앙상블 협력

학습에서 서로 도움을 주는 그룹조절은 모든 학생들에게 유용했는데, 연

주 성취 수준 상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기본 연주법과 음악 개념의 습득

과 더불어 메타인지전략을 촉진했고, 하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기본 연주

법과 음악 개념을 익히고 동기를 유지하는 데 유익했다.

이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악 앙

상블 연습과정에서 연주실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학습환경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데 효과적

이었다. 학습지 내용 분석 결과 학생들은 협력학습과정에서 박자, 선율,

연주법, 악보 읽기 등 모르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쉽게 얻을 수 있었는

데, 이러한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은 학습자들이 서로의 학습에 영향을

주며 메타인지전략이 촉진되는 데 도움이 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상호교류를 통한 그룹조절이 메타인지전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 것

으로 관찰되었다. 기악 앙상블 연습에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고 연주를 맞추는 과정은 그룹조절을 촉진하여 연주능력의 향상과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자기보고식 평가지 분

석 결과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았어요?’라는 질문에 많

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선생님이 악기 주법을 가르쳐주고 직접 연주해 주

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학습내용에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

였다.

둘째, 사례 7에서와 같이 기악 앙상블 협력학습은 자신이 연주하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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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외에도 친구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악기들의 연주법도 자연

스럽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사례 7: “서로서로 배워가며”

학생O: 리코더로 시♭이런 것들이 나오는 곡은 연주하기 어려웠는데

◌◯의 연주를 보니 도움이 되었어요.”

학생G: 선생님∼, 제 파트 리듬이랑 좀 헷갈려요. 피아노로 연주해

주세요.

학생C: 저는 리코더를 연주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여러 악

기들의 연주법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고고벨은 처음봐요.

이와 같이 기악 앙상블에서 학생들은 혼자서 연습하기보다는 함께 연

습하는 것을 즐기고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함께 협력하며 도와주는 학습은 연습을 위한 동기 유지에 도움

이 되었다. 다음의 사례 8에서는 친구와 함께 연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예들을 모았다.

사례 8: “혼자말고 함께요”

교사: 이 수업에서 한 활동들이 앞으로 혼자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학생K: 아니요... 혼자서 말고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고 싶어요. 서

로 단합하여 노래를 악기로 바꾸어서 연주 하는 것이 좋았

어요. 혼자하면 외롭지만 같이하면 웃으면서 연습할 수 있

어서요.

넷째,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룹조절은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를 형성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학생G에게 ‘연주를 잘하니까 이제 혼자

서 멋진 곡을 연주해 보면 어떨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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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친구들과 연주하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재미있

어서 계속 함께 연습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해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은 중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과 노래로 부르고 춤을 추면서 리듬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를 보여주는 학생들도 있었다. 개별 면담에서 학생K는 다음과 같이 말

하며 리듬을 정확히 연주하기 위해 어떻게 연습했는지 설명했다.

“함께 연주를 하며 내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어

요. 처음부터 렛잇고를 알아서 잘될 줄 알았는데 친구들과 박자를 맞

추며 연주하다보니 잘 맞지 않아서 함께 춤을 추면서 노래로 불러보

고 서로의 몸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함께 연주를 하니까 잘 맞게 되었

어요.”

이렇게 협력학습을 통한 그룹조절은 모든 학생들의 동기 유지에 도움

을 주었지만, 특히 협력을 잘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점검하고, 어

려운 부분에서 학습 속도를 조절하고, 오류가 있는 부분을 감지해서 그

부분을 더 연습하려고 시도하는 메타인지전략을 보여주었다.

① 점검

학습자들은 앙상블 연습과정에서 서로의 연주를 들으며 본인들의 박자

와 선율이 정확한지를 점검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연주가 틀린

점을 수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의 연주

와 자신의 연주를 비교하며 점검하고 수정하는 메타인지 활동을 활발하

게 하고 있었다. 개별 면담에서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

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점검을 통해 자신의 연

주를 수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한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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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아! 고쳐야겠다.”

학생F: 서로 알려주고 배워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틀렸

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학생G: 아닌 것 같던 음이 친구들과 함께 연주해보니까 맞는 음인걸

알게 되었고, 내 연주실력을 알게 되었어요.

학생J: 함께 맞추면서 틀린 점을 깨달았어요.

학생E: 저 혼자 연습할 때는 박자가 빨라진다고 느끼지 못했고 특별

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과 연습하며 제가 빨라진

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렇게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며 리듬과

선율, 연주기술 등에 대한 점검과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제일 많이 답하

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 음악의 구성요

소들에 대한 지식이 습득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즉, 학생들은 새로 학

습하는 음악적 기술과 지식에 대한 이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

고 수정하는 데 서로 기준이 되어주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② 조절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는 부분은

따로 개별 연습하고, 합주에서 잘 안 맞는 부분은 천천히 맞추어 보거나

곡의 중간부터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례 10: “속도를 늦춰서”

학생E; 선율 쉬다가 들어오는 부분 잘 안되니까 우리 천천히 연습

해 보자.

(연주하던 속도보다 2배 늦추어) 하나, 둘, 셋, 넷, 이런 박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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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 피아노로 칠께 맞추어 들어와 봐

학생G: (학생D에게 고갯짓하며) 우리 선율 들어갈 때 내가 머리 이렇

게 올리며 신호할게.

학생D: 알았어. 우리 좀 만 더 천천히 하자.

학생E: 그래∼

이렇게 기악 앙상블에서의 그룹조절은 연주를 잘하기 위한 연습에서

중요한 활동인 자신의 연주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메타인지 활동에 도움

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4) 협력학습은 동기조절을 촉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본 연구에

참여하였기에 수업 초반에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연주 발표를 잘해보

고 싶다는 강한 목표의식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연습과정에서 여럿이 함

께 연주하고 장시간 연습하는 것을 어렵고 힘들어 하기도 했다. 협력학

습과정에서의 다양한 요인들이 학생들이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

었는데, 특히 모둠원들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기에 열심히 참여

했고,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는

책임감이 숙달목표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오히려

개인들에게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학습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위

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본 수업에서는 연주하고 싶은 과제곡을 선

택했기에 학생들은 연습과정을 가치 있는 과정으로 인식했다. 무엇보다

도 협력학습을 통해 경험한 심미적 경험이 학생들의 내적 동기를 높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학생들이 목표달성을 위한 각자의 역할

에 책임감을 느끼며 높은 숙달목표지향적 행동을 보여주었다. 수업을 관

찰하며 가장 오랜 시간 연습한 모둠으로 확인된 4모둠 구성원들과의 면

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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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목표달성을 위해”

교사: 4조는 쉬는 시간에도 놀지 않고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어

요?

학생Q: 우리가 연주하고 싶었던 곡이고 우리끼리 알아서 계획해서

연습했기에 더 잘 하고 싶었어요.

학생P: 네,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니까 재미있고... 10월 24일 연주를

잘해야 하니까요.

이와 같이 학생들은 연습과정에서 힘들어 하기도 했으나 친구와 함께

연습하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발견되었다.

학생들은 음악을 잘 모르지만 연주를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의지를 갖

고 수업에 참여했으나, 친구들과 앙상블 학습을 하는 동안 음악을 이해

하고 몰입하게 되면서 심미적 경험을 표현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이 학

생들이 4주간 흔들리지 않고 몰입해서 연습하게 한 원동력인 내적 동기

를 높인 것으로 발견되었다.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주를 잘

들으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면담에서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동안 연주 태도가 어떻게 변했어요?’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 학생들이 반

복연습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더불어 자신의 연주와 친구들의 연주 소

리를 잘 들으려고 연주를 하는 동안 집중했다고 답변하였다. 자기보고식

평가지의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이 혼자서 연습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

었나요?’라는 질문에 학생C와 학생G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연주 소리

를 열심히 듣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과정이 학생들의 심미적 경

험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2: “노력하니 음악이 들려요.”

학생C: 친구들과 제 악기 소리가 잘 어울리는지 생각하며 제 연주 소

리를 들으면서 연주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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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G: 제 연주가 친구들과 잘 맞아야 하니까 다른 파트도 열심히 들

으려고 노력했어요.

학생B: 한 악기로 하는 것보다 여러 악기들이 같이 하니 아름다운 조

화가 이루어져 소리가 더 좋았고 화음이 듣기 좋았어요.

학생E: 제 파트에 다른 선율과 리듬이 함께 연주되니 듣기 좋았어

요.

이렇듯 기악 앙상블 연주는 자신의 소리와 더불어 다른 파트가 연주하

는 소리를 듣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 12에서처럼 심미적

경험을 보고한 학생들은 특히 반복연습을 많이 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

다. 반복하다 연습하다 보면 기교가 향상되어 연주 소리를 듣지 않고 기

계적인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협력학습을 하는 모둠 내에서

친구들과 잘 맞추어 연주하기 위해 내 파트와 친구들의 파트를 귀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음악을 듣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특히 자신의 파트를 이해하고 친구들과 연주를 잘 맞추기

위해 다른 파트와 어떤 관계로 연주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조직화

능력이 학생들의 심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음악교육 철학자 리머

(Reimer)가 주장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심미적 경험은 학생들의 음

악연주에 대한 가치와 흥미를 높여주어 동기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협력학습을 통해 촉진된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① 숙달목표

학생들은 연습과정에서 여럿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목표를 위해 친구들과 함께 과제곡을 연습하는 것을 즐겁

게 생각했다. 이에 참여 관찰한 지도 교사는 개별 면담에서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 연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냐’

고 질문했을 때 학생F와 학생O의 사례에서 높은 숙달목표 행동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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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사례 13: “목표달성을 위해”

학생F: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애들이랑 같이 하다보니까 연주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4주 동안 열심히 연습했어요.

학생O: 친구들과 연습해서 연주 발표를 잘 하고 싶었어요. 애들이 계

속 연습만 해서 힘들었지만 저도 참고 같이 연습해서 뿌듯해

요.

모든 학생들은 모둠의 일원으로서 친구들과 함께 결정한 과제곡을 잘

완성시키겠다는 숙달목표를 갖고 있었다.

② 자기효능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기초 단계의 학생들이 많았다. 악기 연주를 눈

에 띄게 잘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 첫 날 “연주

잘 못하는데 이 수업 들어도 돼요?”라고 질문하며, 의지는 높으나 자기

효능감 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악기 연주를 시작할 때 자신

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연주실력이 부족해도

협력을 잘한 모둠의 학생들은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 있게 연주를 하는

행동을 보여주었고 자기보고식 평가지에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이 혼자

서 연습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사례

14는 이와 같이 자기보고식 평가지에 자기효능감을 표현한 대표적인 내

용들이다.

사례 14:  “나도 할 수 있어.”

학생P: 친구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어서 박자를 더 잘 맞추게 된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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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앞으로 혼자서도 잘 할 것 같아요.

학생S: 저는 혼자하는 것이 힘들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포기하지 않

고 연습하는 부분이 변했어요. 이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사례는 참여한 학생들이 친구들의 격려로 자신감이 생겼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모둠의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

가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고 자기효능감이 상승한 학생들은

좋은 연주결과로 이어졌다.

③ 성취가치

본 연구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곡을 친구들과 협력하여 연

습하며 연주를 완성했기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수행결과에 뿌듯해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수한 연주 발표를 했기에 학생들은 더 큰

기쁨과 보람을 표현하였다. 수업을 마친 소감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학생들은 스스로 연습을 하고 연주를 발표한 것에 대한 높은

성취가치를 보여주었다.

사례 15: “함께해서 좋아.”

학생O: 어려워서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 힘으로 연습한 거라서 공연

끝나고 뿌듯해요.

학생N: 열심히 연습하고 연주해서 기쁘고 뿌듯해요.

학생E: 친구들과 열심히 연습했는데 잘 마치고 나니까 많이 뿌듯

해요.

학생K: 친구들과 학교에서 연습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연습하니까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에도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아 혼자

하는 연습이었지만 즐거웠어요.

이와 같은 학생들의 반응은 기악학습에서 친구들과의 협력이 과제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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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높은 성취감을 갖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

한 성취가치는 반복연습을 통해 좋은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

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기악 앙상블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한 연주 경험은 학생들이 혼자 연습할 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령 학생이 혼자 연습할 경우에도 같이 연습한 경험을 회상하며 연습을

재밌어 하게 되고 친구들의 소리를 귀기울여 들으며 연습하였기에 혼자

서 연습할 때에도 소리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연습 효과를 극대

화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협력학습에서의 책임감은 행동조절에 도움이 됨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을 수행하며 친구

들과 잘해보려고 자신을 조절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돌아다니던 학생들도 소소한 동료평가와 도움주기 활용에도 긴장하고,

돌아다니다가도 앉아있는 학생들의 표정과 행동에서 중학교 학생들에게

친구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압박(pressure)이고 친구와 함께 하는 과제는

책임감을 갖게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압박은 본 연구의 기악 앙상블 연주에서 모둠원들 모두 각자

맡은 파트를 연주해야 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4모둠의 학생들이 협력학습과정에서 나눈 다음 대화 내용은 학생O가

힘들어 몸을 비틀어 가면서도 참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기

는 아직 연주가 미흡하여 여럿이 함께 맞추기는 힘들며, 짝을 맞추어 연

습하거나 개별연습이 이루어지는 단계였다.

사례 16: “나도 잘해야 하니까 참아야지.”

학생Q: 우리 소리가 이상한데... (계이름을 불러보며) 계이름 맞나?

학생O: (악보를 보다가) 맞는데... 왜 소리가 이상하지?

(몸을 비틀며) 아이고 힘들어... ....

학생Q: 플랫이 빠졌나? 여기서부터 내가 혼자 연주할테니까 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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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있나 악보 보고 확인 좀 해봐.

학생O: 알았어.

이처럼 각자의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그룹에서의 책임을 강화

시켜 서로 점검해 주고 힘들어도 참고 연습을 지속하는 행동의 통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① 시간관리

기악 앙상블은 동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연주이기 때문에 모였을 때

연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다. 협력학습이 시작되

고 초반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악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들떠 있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즐거워 노래 부르고 놀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의 파트를 잘 연주하기 어렵고 친구들과 함께 맞추

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자 수업시간 동안 집중해서 연습을 하

였고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연습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사례 17 연습

장면은 자신들이 평소 연주해 보고 싶었던 곡을 과제곡으로 선택한 4모

둠인데, 어려운 곡이었으나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열심히 연습한 결과

주어진 시간 안에 연주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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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7:  “이번 시간안에”

[그림IV-2] 연습장면 1 [그림IV-3] 연습장면 2

[그림IV-4] 연습장면 3 [그림IV-5] 연습장면 4

② 행동통제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잘 완성하기 위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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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서로 연습하자고 친구들을 부르기도 하고 다른 악기로 연주하자고 하며

연습을 독려하였다. 특히 학생E는 친구이름 대신 악기이름을 부르며 바

이올린을 연주하는 친구에게 실로폰을 추천하며 연습을 권유했다.

사례 18: “연습하자!”

“바이올린∼ 너도 와서 연주해 봐... 어려우면 실로폰으로 해 봐”

학생E는 연습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를 불러 함께 연습했다. 또한 학생

O는 3모둠에 있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모둠을 옮기게 되어 자신의 역할

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그 때문에 학생O는 이전에 자신이 속한 모둠보

다 더 열심히 연습하는 모둠에 가게 되어 연습과정에서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리코더님∼”으로 불러주며 함께 연습에 참여하도록 배

려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O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것은 어떤 점에

서 좋았나요?’라는 학습지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며 친구들이 자신

의 역할을 존중해 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표현하였

다.

힘들었지만... ... 친구들이 내 역할을 많이 알려주었어요.

학생O의 사례는 친구들의 배려가 행동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학생들은 협력학습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

고 연습과정에서의 힘든 일들을 보다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③ 도움 구하기

학생들은 잘 모르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자원을 활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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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시간 안에 연습을 마치고 좋은 연주결과를 보여주었다. 기악 앙

상블을 통한 협력학습 과정에서는 친구, 교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풍부했고 친구들이 연주하는 소리도 학습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을 주었다. 개별 면담에서 ‘친구들과 연습한 것이 어떤 점에서 좋았나

요?’라는 질문에 서로 도와가며 연습한 방법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는

데 서로 도와주는 활동은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서로 도와주며 연습한 내용들은 관찰, 학습지, 면담을 통해 드러났

고 사례 19는 대표적인 예를 정리한 것이다.

사례 19:  “함께 도와가며”

학생J: 연주하다가 서로 헷갈리면 같이 노래 불러보고, 인터넷으로

노래 찾아서 들어보기도 하고요.

학생F: 제 선율을 잘 몰라서 ○○한테 피아노로 연주해 달라고 하여

들어보고 리코더로 연주했어요. 함 들어보니까 리코더로 연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그룹원들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한 도움 나누기 활동

지에도 학생들은 연주에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받았

다고 보고했다.

학생L: 친구들이 계이름을 알려주었어요.

학생G: ◌◯가 박자를 같이 세어 주었어요.

학생P: ◌◯가 리코더 c#, f# 연주법을 알려주었어요.

이처럼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여 서로 도움을 주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도움을 주고 받는 과정은 연주에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습득하고 점검하

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C와 학생F는 친구가 박자를 맞추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함께 연



- 160 -

주해 주거나 고정박을 함께 연주해주며 연습을 수행해 나갔다. 이는 기

악 앙상블 학습과정에서 다양한 상호교류와 대화가 이루어져 리듬, 선율

등 연주 시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도움

구하기와 행동조절은 공동의 목표와 상호간의 의존적인 학습과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사용해야 할 자기조절학습 요소였다.

이처럼 기악 앙상블 협력학습에서는 상호의존적인 학습과제를 학생들

이 함께 수행해야 한다. 학생들은 협력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 다각적

인 자기조절 행동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학습을 점검하고 동기조절에서

숙달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친구들과 함께 악기 연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했

다. 더 나아가 행동조절인 자기행동통제와 학습을 위한 도움 구하기를

통해 함께 연주를 잘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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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주 성취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및 협력학습

행동의 차이

연구결과 1에서 발견되었듯이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은 다양한

기준과 점검을 통해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를 수정하고 심화시키는 인지

활동을 도왔다. 또한 중학교 학생들에게 심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대

상인 친구들과 협력해야 하기에 학습과정에서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효

과적이었다. 또한 협력학습과정에서 동료와 교사 등의 자원과 도움을 활

용하고 친구와 함께 연주하는 음악을 통한 심미적 경험은 학생들의 동기

유지에 도움을 주어 자기조절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

제 2에서는 연주 성취 수준에 따라 기악 앙상블을 통한 자기조절학습 행

동과 협력학습 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 양적 분석 결과

(1) 사전 연주 성취 수준과 협력학습 만족도와의 관계

3-6차시 동안 수업을 실시하며 학생들이 보여준 연주 실력과 학생들

의 평소 실기점수를 기반으로 담당 음악선생님과 의논하여 협력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연주 성취 수준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평가점수는

협력학습과정 동안 학생들의 행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학생들의 사전 연주 성취도 점수는 50점 만

점에 평균 23.72이고 표준편차는 6.00이다. 그리고 중간값 23을 기준으로

연주수준 상 집단 13명, 하 집단 12명으로 나누었다. 학생들의 사전 연주

성취 수준의 차이에 따른 협력학습에 대한 유용성, 효과, 흥미, 만족도

차이를 독립표본 t-검증 실시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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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 사전 연주 성취 수준에 따른 협력학습에 대한 유용성, 효과,

흥미, 만족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만족도

성취 상

n=13

성취 하

n=12
t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유용성 4.50 .58 3.35 .82 3.93 .001**

효과 4.44 .64 3.33 .71 4.07 .000***

흥미 4.46 .69 3.17 .83 4.24 .000***

만족도 4.54 .60 3.31 .81 4.35 .000***

*p<.05, **p<.01, ***p<.001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사전 연주 성취 수준에 따

른 학생들의 협력학습에 대한 유용성, 효과, 흥미, 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유용성(t=4.50, p=.001, 효과(t=4.07, p<.001), 흥미(t=4.24, p<.001), 만족도

(t=4.35, p<.001)로 유의미한 범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사전 연주 성취 수준이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에 대한 유용

성, 효과, 흥미, 만족도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

(2) 사전 연주 성취 수준과 자기조절학습 능력과의 관계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연주 성취는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긍정적인 관계

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연구문제 1의 결과, 학생들 대부분이 친구들과 협

력을 잘하기 위해 자기조절을 열심히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주

성취 수준에 따라 자기조절학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었는

지 알아보기 전에 본 연구의 학생들 사전 연주 성취 수준이 사전 자기조

절학습 능력과 관련이 있는지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학

생들의 사전 연주 성취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능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는 <표 IV-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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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 사전 연주 성취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p<.05, **p<.01, ***p<.001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 연주 성취 수준에 따른 학생들

의 사전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대한 차이는 인지조절에서 시연(t=2.83,

p=.009), 계획(t=2.66, p=.014), 조절(t=2.92, p=.008), 행동조절에서 행동통

제(t=2.07, p=.049)가 유의미한 범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과정에서 이러한 사전 연주 성취 수준과 사전 자

기조절학습 능력의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자기조절학습 능

력의 향상과 더불어 연주 성취를 달성했다. 연주 성취도 수준에 따라 학

생들이 어떠한 자기조절학습 및 협력학습 행동을 하며 성공적인 연주 성

취를 이루어 가는지 질적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조절학습 능력

성취 상

n=13

성취 하

n=12
t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인지

조절

인지

전략

시연 3.85 .59 2.94 .97 2.83 .009**

정교화 3.08 .97 2.44 1.02 1.59 .126

조직화 2.85 .97 2.31 .87 1.46 .157

메타

인지

전략

계획 3.56 .83 2.58 1.01 2.66 .014*

점검 2.51 1.01 2.67 2.67 -.39 .700

조절 3.67 .77 2.60 1.04 2.92 .008**

동기조절

숙달목표 3.81 .79 3.05 1.17 1.92 .068

자기

효능감
3.21 1.08 2.89 1.17 .70 .489

성취가치 3.56 .67 3.08 1.05 1.38 .181

행동조절

행동통제 3.41 .71 2.69 1.01 2.07 .049*

시간관리 3.00 .97 2.69 .96 .79 .437

도움

구하기
3.49 .91 3.25 1.29 .54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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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를 위해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학습목표를 제

시하고, 학습자 중심의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학습환

경을 조성하였으며, 과제곡, 악기, 파트 등 모든 것은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도와야만 완성된 곡이

연주될 수 있도록 과제곡을 편곡하였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연습해

서 과제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편곡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연습과정을 수행하며 일어나는 문제를 서로 협력해서 공

동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교사는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학생

들의 모든 학습 활동을 평가에 반영하였고, 학생들의 음악적 배경을 고

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반성해

보는 자기보고식 평가도 함께 수행했다.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사전 연

주 성취 수준에 따라 협력학습에 대한 유용성, 효과, 흥미,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사전 연주 성취 수준은 자기조

절학습 능력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사전 연주 성취

수준이 협력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사전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상호

작용하였다. 그리고 사전 연주 성취 차이에 따라 자기조절학습과 협력을

하는 행동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악 앙상

블에서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및 협력학습 행동이 연주 성취 수준에 따

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질적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1) 과제이해를 위한 행동의 차이

성취수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 협력학습을 통해 나타난 행동의 차이

는 과제수행을 위해 전략을 세우는 행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주

수준 상 집단에는 모두 연주실력이 좋은 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연주기술이 부족해도 과제곡을 잘 이해하는 학생은 연주를 잘하기 위한

전략을 매우 효과적으로 세웠다. 모둠 2의 학생G와 모둠 4의 학생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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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자신은 악기 연주를 잘 못하지만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친구는 피

아노를 치게 하고 그 위에 연주법은 쉽지만 소리 좋은 악기들로 선율을

더해서 과제곡의 소리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워 자신들의 모

둠이 우수한 연주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연구문제 1의 사례 16에서도 수업 관찰 결과 연습 시간이 제일 길었던

4모둠의 학생Q가 개별 면담에서 이번 기악 앙상블 학습이 이전에 경험

해 본 합주수업과 다른 점은 친구들과 연습전략을 세워 연습한 거라고

얘기하며 그러한 과정으로 연습한 연주 결과에 대해 높은 성취가치를 표

현한 바 있었다.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술(technique)이 강조된다.

그러나 학생Q와 F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주를 잘하기 위해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악적 지식과 사고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연주 성취 상 집단의 학생들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과제를 정확

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하 집단의 학생들은 자신의 파트만 이해하려

고 했다. 사례 20에서는 성취도 수준에 따라 과제를 이해하려는 학생들

의 태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성취도 상 집단의

학생들은 과제를 이해하기 위해 모르는 부분을 여러 번 들어보려고 노력

했다.

사례 20: “우리의 과제이니까”

교사: 선생님이 앞에 4마디만 가르쳐 주었는데 ◯◯는 뒷부분

은 어떻게 배웠어?

학생G: 제 연주가 친구들과 잘 맞아야 하니까 다른 파트도 열

심히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가 피아노를 잘 쳐서 피아

노 반주를 여러 번 들어보고 거기에 제 파트를 맞추면 되겠다

싶었어요.

연주 성취 상 집단의 학생들은 교사에게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달라고

도움을 많이 요구하였는데, 교사가 직접 연주해 줄 때면 교사를 열심히

관찰하고 연주법을 따라하며 자신의 행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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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1: “모르면 따라해야지!”

학생P: 선생님∼ 피아노 치다 보면 팔이 아파요. 왜 그런지 좀 알려

주세요.

교사: 선생님이 연주하는 것을 잘 봐봐.

(교사 연주해 줌...) 선생님 팔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아?

학생P: 팔꿈치가 왔다갔다 하는 거 같아요..

교사: 맞아, 짧은 패턴이 동형진행할 때 손목을 돌리지 말고 팔

꿈치를 움직여야 해.

헉생P: (교사 옆에 앉아 교사의 연주행동을 따라해 보다가)

와... 편해지는 거 같아요.

교사: 선생님이 핑거링 적어줄게..

이렇게 연주 성취가 높은 집단의 학생들은 연주를 잘한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의 악기를 연주해 보고 싶어 했고 연주하는 행동을 따라해 보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연주 성취 하 집단의 학생들은 연주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흥미를 나타냈지만 모방을 하는 행동은 보여주지 않았

다. 사례 22의 면담에서 발견되었듯이 연주 성취가 낮은 집단의 학생들

은 대부분 자신이 맡은 파트만 연주하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22: “내 파트만 하면 돼.”

교사: 선생님이 앞에 4마디만 가르쳐 주었는데 ◯◯는 뒷부분

은 어떻게 배웠어?

학생P: ◯◌가 제 파트를 잘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사전 연주 성취 수준이 낮아도 모둠에서 자신이 연주할 부분을

‘파트’로 인식하는 학생들과 ‘역할’로 인식하는 학생들 간에 연주 발표의

성취도 점수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4모둠의 학생O는 힘들어도 행동을 잘

통제하며 4주 동안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사례 23에서처럼 협력학습에서 본인의 연주를 역할로 인식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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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주 성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23: “내 역할이니까!”

자기보고식 평가지: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서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학생O: 친구들이 내 역할을 알려주었어요... 10월 24일!

학생O는 자신이 연주할 ‘파트’를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10월

24일’ 연주 발표 날짜까지 학습지에 기재하며 연주 발표를 위한 강한 책

임감을 표현하였다. 학생들의 이러한 각오는 힘들어도 행동을 통제하며

열심히 연습한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5-6차시 협력학습이 시

작되고 학생들에게 모둠에서 연주해야 할 “역할”을 정한다고 강조한 것

이 ‘파트’로 인식하는 것보다 연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켜 주었다는 것

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목표지향에서의 차이

협력학습에서는 연주 성취 수준의 차이에 따라 학생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연주 성취 상 집단의 학생

들은 4주간 지속적인 연습을 유지하였고, 하 집단의 학생은 미리 연습을

포기한 학생들도 있었고, 3주째에 연주 발표가 수행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연습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행동의 내용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연주 성취 수준 상 집단의 학생들은 많은 시연을 통해 자

신들이 세운 연습전략을 실행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성취도 하 집단의

학생들은 한 번 맞추고 나면 힘들어 하며 놀다오고 다시 맞추어보고 하

는 행동을 이어갔다. 즉, 성취도 하 집단의 학생들은 시연 능력을 유지하

는 것을 힘들어 했으나, 상 집단의 학생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친구들과

함께 반복을 이어갔다. 2, 4모둠의 연습과정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특히

4모둠의 학생들이 매 동영상마다 45-60분 동안 쉬지 않고 연습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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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힘들어 보였으나 학생들은

어려움을 참고 즐겁게 연습하였다. 여기에서 높은 목표지향적 행동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면은 연구문제 1의 사례 17의 학생들이다. 문

제 1의 사례 13 “나도 할 수 있어”에서 발견되었듯이 연주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높은 숙달목표를 나타내며 협력학습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우수한 자기조절학습 태도를 보여주었다. 사례 24는 개별면담

에서 “친구들과 함께 맞추기 어려웠을텐데 어떻게 잘 맞추게 되었어?”라

는 질문에 연주 성취 상, 하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상반되는 반응을

비교하였다.

사례 24: “나도 할 수 있어.”

학생E: 반주하며 신호를 주었어요. 친구들과 맞추어 박자세기

연습도 하구요.

학생G: 처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했는데 잘 맞지 않아 계속 멈

추고 그래서 다음으로는 안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습했

어요.

그러나 연주수준 상 집단의 학생과는 달리 연주수준 하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연습전략에 대해 대부분 관심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은 연주수준 하 집단에 속하는 한 학생과의 면담 내용의 일부이다.

교사: 친구들과 순서를 정해서 연습했어요?

학생D: 아니요. 그런 거 잘 모르고 애들할 때 따라서 맞추었는데

요.

이렇게 연주수준 상 집단의 학생들은 연습전략을 실행하며 4주간의 협

력학습과정 동안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기보고

식 평가지에서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았냐고 질문했을

때 사례 25에서와 같이 재미있는 반복연습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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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5: “함께 하는 반복은 재밌어요”

학생Q: 친구들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학생E: 친구들과는 아무리 연습해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특

히 친구들 악기 소리가 다르고 파트도 달라서 여러 소

리로 반복하니까 더 재밌었던 거 같아요.

학생F: 악기 바꾸어 가며 연습했어요.

이렇게 연주 성취 상 집단의 학생들은 친구들과 반복하는 것을 재밌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동영상 분석 결과 ‘안 되는 부분 집중연습’, ‘짝

맞추어 연습’, ‘악기 바꾸어 가며 연습’ 등 연습전략을 활용하며 반복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협력학습 행동들은 우수한 연주 성취로 이어졌

다.

기악 앙상블 연습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연습 시간도 많았지만 서로 대

화하는 시간도 많았다. 학생들 상호 간에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통하여

연주 수준 상, 하 집단에 따른 메시지 빈도 분석 결과, 상 집단 학생들의

경우 활발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 집단은 많은 메

시지를 전달하는 입장이었고 하 집단의 경우는 주로 메시지를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그 예로, 4모둠 학생Q는 악기를 사적으로 많이 배우지 않았

어도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나고 높은 숙달목표를 지닌 성실한 학생

이었다. 협력학습과정 동안 모둠원들을 잘 챙기고 연주할 악기를 배정하

는데 기여한 학생Q는 연습과정에서 모둠원들에게 연습진행 방법과 전략

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례 26: “메시지 전달자”

학생Q: 우리 자꾸 틀리니까 따로 연습하고 다시 맞추자.

피아노 틀려도 계속 쳐줄래? 우리가 곡에 익숙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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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성취가 높은 집단의 학생들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

하며 그룹조절을 이끌었다. 그리고 연주 성취가 낮은 학생들은 대화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연습 도중에 다른 모둠에 가서 놀다오느라 연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2모둠의 학

생D가 다른 모둠에 가서 놀고 있자 같은 모둠 학생E가 학생D와 나눈

대화내용이다.

사례 27:  “메시지 수용자”

학생E: 야∼ 바이올린! 너는 이름이 뭐야?

학생D: 나? ◌◌야.
학생E: 너도 와서 같이 연습하자. 바이올린이 어려우면 실로폰

으로 해봐.

학생D: 잠시만, 그럴까? 잠시만 바이올린으로 한 번 해보고!

이렇게 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협력학습과정에서 연습을 게을리하는 친

구에게 함께 연습을 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성

취도가 높은 학생들과 함께 하는 그룹의 학생들은 모두 그런 메시지를

잘 수용했다. 연주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모인 모둠은 서로 요구사

항을 전달하고 수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갈등이 생겨 연습을 등한시

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약한 목표지향적 행동을 보여주었다.

연주 성취가 높은 학생들은 본인들의 모둠 과제곡을 어느 정도 잘하게

되자〔그림 IV-6]과 같이 다른 모둠에 가서 놀기보다는 그 모둠의 과제

곡을 연주해 보며 새로운 곡을 배워보려는 높은 숙달목표지향적 행동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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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6] 다른 모둠의 과제곡 연습 장면

(3) 연습전략을 실행하는 행동에서의 차이

연주 성취 수준에 따른 학생들의 협력학습 행동의 차이는 연습전략을

세워 실행하는 행동에서 관찰되었다. 연습전략을 세워 실행한 예는 연구

문제 1에서 제시한 사례 1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이 기초 단계의 연주 실력을 갖고 있어서 악기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 그렇지만 연주 수준 상 집단의 학생들은 대부분

이 처음에는 음악을 여러 번 들어보며 음악적인 느낌이나 악곡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감상을 연습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악곡을 이

해하고 개인 파트를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맞추어 연주한다는 것

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자 서로 협력을 하며 연습을 계획하고 효율적인

연습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연주 성취 하 집단의 학생

들은 연습전략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친구들의 결정에 의존했다.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 원리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나누는 대화의 내용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연주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연주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대부분 사적인 얘기로 떠드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 연

주 수준 상 집단인 학생들은 기악 앙상블 연습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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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모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친구가 어느 부분에서 연주해야 하는지 헷

갈려 하거나 어려워할 때면 자신의 파트를 연주해 주며 구체적으로 설명

도 해 주었다. 혹은 학생들이 서로 함께 박을 세며 시작하자고 제안하거

나, 몸짓으로 함께 연주해야 하는 부분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사례 28은

연습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이다.

사례 28: “연주에 관한 대화”

학생D: 여기 중간에 내가 언제 들어가는지 헷갈린다.

학생E: 어디?

학생D: 25마디!

학생E: 선생님 여기가 좀 헷갈려요.

교사: 여기는 B파트로서 피아노 반주에서 당김음으로 반주패턴이 바

뀌며 시작되니까 24마디가 끝날 때 피아노가 숨을 쉬고 강박에

악센트를 줘. 선생님이 해볼께. (피아노를 치며) 이렇게... 24마

디가 끝나면 ◯◯는 피아노에서 악센트와 함께 새로운 패턴

을 듣고 하나, 둘, 셋에서 들어가면 돼. B파트가 시작되기 좀

전 21마디부터 해보자.

학생D: 네... (연습을 하다가)... 그리고 29마디도 헷갈려요.

교사: 28마디 하나, 둘, 셋, 넷 음빠바 바 빠바 하고 들어가면 돼... 빠

에 들어가. 악보에 적어. 28마디에 1, 2, 3, 4 적어 넣고 29마

디 16분 쉼표에 음! 8분쉼표에 빠! 그리고 연주하다가 28마

디가 되면 하나, 둘, 셋, 넷을 세고 들어가는 거야. 27마디 28

마디 우리 같이 말로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음빠 바 바 빠

바!

교사, 학생D, 학생E. 학생F, 학생G: 하나, 둘, 셋, 넷, 음빠바 바빠바!

학생G: 오. 이렇게 하니까 알겠어요. 우리 한 번 더 해 보자.

학생D, 학생E. 학생F, 학생G: 하나, 둘, 셋, 넷, 음빠 바 바 빠바!

교사: 잘했어. 그럼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함께 해 보자. 27마디

선율들은 “하나, 둘, 셋, 넷”을 세고 다음 마디 연주하는 거야.

학생들: 네..

이처럼 학생들은 모르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질문한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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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대화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대화에 참여했다. 이러

한 대화는 연습에서의 흥미를 높이고 그룹조절과 자기조절을 함께 이끌

어내는 방법이 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악기 연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계획하는 데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하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행동에서 연주 성취 수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연주 성취 상 집단의 학생들은 모르는 리듬

이나 선율, 연주법 등에 대해 친구들에게 질문하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교사에게 질문을 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카존은 음고를 갖고

있는 타악기라서 학생들이 다루어 보고 싶어 하는 인기 있는 악기인데,

다음은 2모둠에서 카존으로 연주하다가 교사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는 장

면이다.

사례 29: “자유롭게 질문해요.”

학생F: 선생님∼ 악기 바꾸어도 돼요?

교사: 어∼ 무슨 악기로 바꾸고 싶어?

학생F: 젬베로요.

교사: 왜?

학생F: 카존은 친구와 소리가 안맞는 거 같아요.

교사: 그래 좋아∼

학생F: 젬베가 들고 연주하기도 더 편해요.

교사: (학생E와 학생F를 바라보며) 그럼 젬베가 음악에 어울리는지 피

아노하고 함께 연주해 볼까?

학생들은 연습을 하면서 악기들 간의 조화와 자신이 흥미롭게 여기는

악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자유롭게 질문하며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연주 성취 수준 하 집단의 학생들은 질문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거의 하지 않았다.

상호의존적인 그룹과제를 제공하고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학습환경은 또한 협력학습에서 서로 도움 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4∼5마디만 학습한 상태라서 뒷부분은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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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연주하기 위해 악보를 보며 이해하였다. 연주 수준 상 집단의

학생들은 협력학습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구하였다. 과제곡에 대

한 이해를 더 하고 싶다고 인터넷을 검색해 음악을 찾아 듣거나 교사에

게 연주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연주 수준 상 집단의 학생에 관한 사례

30과 연주 수준 하 집단의 학생에 관한 사례 31에서 모두 도움 구하기

행동을 발견할 수 있다.

사례 30: 도움 구하기 1

학생R: 선생님∼ 시대를 초월하는 피아노 어려워요. 선생님이 피아노

로 함 연주해 주세요.

교사: 리듬 패턴은 반복되지만 포지션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어려운

거니까 선생님이 핑거링 적어 줄께. 선생님이 적어 준 핑거링

보고 연주해 봐.

학생R: 네..

또한 연주 수준 하 집단의 학생들도 도움을 구하기도 했지만 주법과

계이름, 박자와 같이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위한 도움을 구할 뿐 과제곡

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거나 연주를 잘하기 위한 도움 구하기는 없었다.

그리고 그 횟수는 적었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가려고 했다.

사례 31: 도움 구하기 2

학생 W: 선생님∼ 리코더 잘 못하겠어요.

교사: 옆에 친구 리코더 잘하니까 ◯◌ 리코더 연주 좀 도와줄까?

학생 X: 네∼

활발하게 도움을 주고받은 모둠의 학생들은 연주결과에서도 우수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은 시간 안에 연습을 마치고 목표를 달

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모둠 구성원들 모두가 성취 가능한 학습목표를 설정한 원리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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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금은 어려워도 될 때까지 하면 된다는 태도를 반복연습하는 행동으

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연주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반복연습을 많이 하였다. 연주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는 친구가 어

려워하는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연주해 주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힘

들어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리에 다른 소리가 함께 연주되니 소리가 더 좋

다고 흥미로워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협력학습과정 동안 잘 연주하지

못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였다. 반복연습이 숙달목표지향적인 행

동이기도 하기에 학생들이 반복연습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

데, 크게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는 악보를 이해하고 반복하는 것

이었고, 둘째는 반복을 통해 악보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① 악보를 이해하고 반복

사전 검사에서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 파트를 연습

하고 악보에 박자와 계이름,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며 반복연습을 이어나

갔다. 쉬는 시간에도 계속 연습하고 자신이 연주하는 악곡에 대해 연구

했다.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들과 같은 모둠인 학생들은 함께

연습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친구가 연습

하고 있으면 쉬는 시간에 잠시 쉬고 곧바로 연습에 잘 합류했다.

4모둠의 특징은 악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맡은 파트를 연주하려

고 노력했고 다른 모둠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서로 그 부분만 피아노

로 연주해 주거나 계이름으로 노래 부르며 도와주었다. “아휴... 힘들어!”

라는 말을 반복하며 연습을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서로 도와주며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여 연주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연습하다가 선

율이 더 필요하다며 옆 모둠의 친구를 한 명 더 섭외해서 리코더 연습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모둠은 본인들이 원하는 곡을 스스로 선택

해서 연습한 모둠으로서 협력학습 만족도 검사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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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7] 악보 이해 장면 1 [그림 IV-8] 악보 이해 장면 2

② 반복연주를 통한 악보 이해

악기 연주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는 같은 악곡을 다양한 악기로 반복하

여 연습하기도 했다. 이 학생들은 다양한 악기를 직접 경험하며 자신이

맡은 파트를 연습하고 연주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악

기를 연주해 보고 학생 스스로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악기를 선

택하여 연주하였다. 예를 들어 젬베를 연주하기로 한 학생은 악기를 바

꾸어 디지털 피아노로 선율을 연주하고, 리코더 연주에 어려움을 느낀

학생은 악기를 젬베로 바꾸어 자신 있게 연주를 마쳤다. 다양한 소리를

통해 반복연습을 하다보니 ‘반복학습이 좋은 것이다’라고 인식하며 반복

연습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연주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높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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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9] 여러 악기로 반복 1 [그림 IV-10] 여러 악기로 반복 2

그러나 연주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반복연습을 힘들어했다. 이 집단의

학생들은 한두 번 연습하고 나면 힘들어하며 산만함을 보였다.

(4) 학습 내용에 대한 몰입도에서의 차이

모둠 구성원들 모두가 자기주도적으로 연주곡을 정하고, 구성원들이

각자 원하는 파트를 갖도록 하는 원리를 적용함에 따라 학생들은 높은

동기를 갖고 협력학습을 시작했다. 연주 수준이 높은 그룹의 학생들은

협력학습 동안 변함없이 높은 몰입도를 보여주었는데, 악보를 이해하고,

곡을 들어보고, 반복 연습하고, 선생님이 무슨 연주를 해 주는지 들어보

고, 소리의 변화를 악기로 표현해 보는 등 협력과정 동안 매우 바쁘게

학습했다. 이러한 학생들은 과제곡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표현이 매

우 향상되었음을 연습과정 동안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연주 성취가 낮은 학생들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노래와 같은

언어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몰입했다. 악보를 이

해하고, 곡을 감상해 보고, 연주로 표현해 보고 하는 학생들은 내면적인

사고의 발달과정을 그 행동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악보, 음악 등

다양한 도구를 통해 지식을 내면의 사고로 변화시키고 다시 외부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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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교화하여 표현하는 과제몰입도가 높은 행동이었다. 반면 연주 성

취 수준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은 몰입이라기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외적

인 활동을 개념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아직 머

릿속에 지식은 사고로 전환되지 못하고 외부적인 활동이 정교화된 표현

이 아닌 탐색에 가깝다.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노

래를 부르며 연습한 학생들은 연주 성취 결과에서 중간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같이 연주를 못해도 음악을 적극적으로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다

양한 활동 없이 악보만 보고 연주해 보려고 한 학생들은 연주 발표에서

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모둠 구성원들 모두에게 유용한 학습목표를 설정한 원리는 협력학습에

서 학생들 모두가 과제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연주 성취 상 집단의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의 반복연습을 이어

갔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사가 가르쳐준 짧은 모티브를 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들을 활용하여 곡의 나머지 부분을 잘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동안 자신이 틀리는 부분을 따로 반복연

습하며 오류를 수정하거나 악보를 다시 보며 점검하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연주 성취 수준 하 집단의 학생들은 협력학습과정에서 주로 개념

이해가 이루어졌다. <표 IV-4>은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 어떤 면

에서 도움이 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자기보고식 평가지에 보고한 연주 성

취 수준 상 집단과 하 집단 학생들이 자기보고식 평가지에 답변한 내용

을 비교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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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 협력학습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연주 성취 수준

상 집단과 하 집단의 학습지 내용 비교

협력학습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지 내용 분석 결과, 연

주 성취 상 집단의 학생들은 개념의 이해와 더불어 자신이 고른 박자로

연주하고 있는지와 같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

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또한 연습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존의

지식과 연결시키는 도움도 받았으며, 음악의 대위 선율들을 이해하는 조

직화 능력도 발현되고 있는 등 다양한 학습 활동에서 도움을 받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연주 성취 하 집단의 학생들은 대부분 박자를

알게 되거나, 자신이 연주할 선율을 알게 되고, 또는 기본적인 연주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얻었다고 보고하여 협력학습을 통해 기본개념을 익히

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주 성취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에 교사의 연주를 관찰하는 몰입도에

서 행동의 차이를 나타냈다. 교사는 협력과정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

상 집단 하 집단

학습

지

내용

-박자가 빨라지는 것을 느꼈

다(학생P).

-다른 소리들도 들어가며 연

주할 수 있게 되었다(학생

C).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알

수 있었다(학생F).

-소리를 더 열심히 듣게 되

었다(학생H).

-연습하다보니 모차르트 이

런 것도 떠올라 친구들과 피

아노로 쳐 봤다(학생E).

-같이 협력해서 연주가 더

쉬웠어요(학생O).

-◌◯가 박자를 알려주었다

(학생H).

-◌◯가 피아노를 쳐주며 선

율을 알려주었다(학생L).

-박자를 셀 수 있게 되었다

(학생K).

-리코더 C플랫을 배웠다(학

생J).

-박자감각이 생겼다(학생S).

-내가 어디에서 연주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학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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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는 원리를 적용하여 학생들의 연습에 참여하며 연주 발표를 위

해 필요한 연습을 도와주었다. 첫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신뢰도

를 쌓기 위해 교사가 참여한 앙상블 연주 장면을 보여주며 앙상블 연주

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했고, 협력학습이 시작되고 모둠을 돌며 고정박에

맞추어 학생들이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고정박을 세어 주었다. 그리고

학생들과 친해지려고 과제곡들의 주요 선율을 리코더로 미리 연습해 와

서 모둠을 돌며 학생들과 짝이 되어 연주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원곡의

느낌을 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 연주법을 보여주었고, 원곡의 빠르기로

연주해 주면서 빠르기가 원곡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연주로 보

여주었는데, 연주 성취 수준 상 집단의 학생들은 이러한 교사의 행동을

따라하며 곡을 잘 표현하기 위한 연주법에 흥미를 보이며 연습을 이어갔

다. 활발한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나타내며 연습하던 학생들도 자신의 파

트를 잘 연주하게 되자 자기조절 행동이 멈추고 친구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휴식을 갖다가도 교사의 새로운 모델링에 흥미를 갖고 따라해 보

며 연주소리가 달라짐을 인식하고 자신의 연주 행동으로 습득하기 위해

다시 반복연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연주 성취 수준 하 집단의 학생들은 교사가 함께 짝이 되어 연

주해 주고 연주법에 대해 가까이에서 연주해 주자 내적인 동기 유발보다

는 교사가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에 더 흥미를 보였으며, 짧게나마 연습

하려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학교 학생들에게 교사의

관심이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

었다.

(5)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차이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에서 연주 성취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학

습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들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주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수업과정 동안 배우고 연습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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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높은 성취가치를 나타냈다. 교사가 제시하는 학습자료와 악보들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배우겠다는 강한 의욕을 표현하였다.

사례 32는 자기보고식 평가지에서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이 어떤 점에

서 좋았나요?’라는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한 활동들에 대해 가치있

게 생각한다는 보고를 한 사례들이다.

사례 32: “배우는 건 늘 좋아요.”

학생A: 한 곡을 색다른 여러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좋았다.

학생P: 새로운 곡을 배워서 좋았다.

학생C: 여러 가지 악기의 연주법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학생E: 오랜 기간에 걸쳐 연습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서 재밌었

고 곡을 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다양한 활동들을 모두 ‘좋았다’고 보고한 학생

들은 대부분이 연주 성취 수준 상 집단의 학생들이었다.

연주 성취 수준 상 집단의 학생들의 성취가치를 갖는 태도가 동기로

작용한 자기조절학습 행동은 면접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매주 2

시간씩 4주 동안 한 곡을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

은 힘들고 지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례 33의 학생G와 같이 재밌는 과

정으로 여기며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을 가치있는 과정이라고 인

식했다.

사례 33: “오래 연습해서 도움 되었어요.”

교사: 친구들과 오랜 기간 동안 연습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

학생G: 아니요. 재밌었어요.

교사: 선생님이 새로운 거 가르쳐주는 것보다 친구들과 연습을 많이

해서 다음에는 음악에 대해 배우는 활동을 해보고 싶지않아?

학생G: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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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먹었던 지식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떠오르게 되었어

요. 화성, 박자 이런거.

수업 활동을 비롯해 협력학습과정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G와의 인터뷰

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연습한 것이 힘들었다기보다는 과거에 배웠던 지

식들을 떠오르게 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연주 성취 하 집단의 학생들은 학습과정에서 감정에 의해 학습

동기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학생X는 리코더를 맡고

연습과정에 종종 참여하였으나 연주 발표를 2주 앞두고는 힘들다고 하며

다른 모둠의 친구들이 연주하는 걸 구경하고 돌아다니며 연주 발표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사례 34는 학생X와 개별 면담을 통해 동기가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대화를 한 내용이다.

사례 34: “기분에 따라서!”

교사: ◯◯는 리코더 잘 연주하던데 연주 발표 안해서 선생님이 너무

아쉽다.

학생X: 그러게요.

교사: 그럼 다음에 연주 발표할 때는 연주하는 거다!

학생X: 그때 가서 기분이 좋으면 하구요.

교사: 왜 기분이 안좋아지는데?

학생X: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안좋아져요.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서양악기탐구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연주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곡을 원

하는 악기로 선택해서 연주한다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협

력학습과정에서 학생X와 같이 연습하다가도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안좋

다며 연습을 안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친구들과 장난치기도 하는 행동

을 나타냈다. 이렇게 연주 성취 하 집단의 학생들은 감정에 따라 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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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변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감정에 따라 동기가 흔

들리는 사례는 학생들의 자기보고식 평가지에서도 발견되었다.

사례 35: “기분이 중요해요”

자기보고식 평가지: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은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학생W: 기분 나쁨!

학생V: 애들이 떠들어서 기분이 안좋았다.

자기보고식 평가지: 선생님은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학생V: 선생님이 재밌게 해 주셨다.

학생W: 편하게 해 주셨다.

이렇게 연주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음악과 배움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며 학습과정 동안 동기를 유지하였다. 또한 성취 수준이 높은 학

생들은 ‘선생님이 모르는 부분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학생

R)’, ‘선생님께서 합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다(학생 E)’와 같

이 선생님의 도움이 학습을 위해 도움이 된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사례 35에서와 같이 선생님의 도움이 감정

을 순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연주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감정에 의해 학습동기가 자주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감정

의 변화는 교사의 노력에 의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이 본 연구에

서 발견되었으므로 교사는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흥미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

다. 그리고 학습의 동기 유발을 위해 흥미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가치있다고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

었다.

연주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 간의 행동의 차이는 적

극적으로 즐겁게 협력하는 행동과 친구들을 원망하며 협력을 잘하지 못

하는 행동에서도 나타났다. 연주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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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해 학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즐기고 있었다. 이러한 차

이는 학생들의 자기보고식 평가지 분석 결과에서 발견되었다.

학생C는 리코더를 아주 잘 연주하는 학생이지만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모둠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연습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었다. 그런

데 학생C는 협력학습과정에서 친구들의 연주를 도와주어 같은 모둠원들

이 학생C가 연주법을 가르쳐주어서 좋았다고 많이 표현하기도 했다. 또

한 다른 모둠에 가서 피아노를 함께 연주해 보기도 하는 등 연주를 통해

서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학생C가 자기보고

식 평가지에 보고한 내용에서 기악 앙상블 연습과정에서 즐겁게 협력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 36은 학생C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

다.

사례 36: “협력은 즐거워요”

학생C: ‘서양악기탐구반’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서로 알려주고 배워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

었는지 어디서 틀렸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혼자할 때 보다

더 많은 걸 서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친구들과 함께 연습

하니 여러 가지 악기의 연주법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혼자서

리코더 연주할 때보다 여러 악기들과 함께 연주하는 것이 재밌

고 소리가 좋았다.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연주해 보고 싶다.

사례 36에서 밝혀졌듯이 연주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주 수준이 높은

학생들 중에는 혼자서 연주하며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 욕구도 있

을 텐데, 기악 앙상블을 연주하니 자신들의 연주 소리와 다양한 악기 소

리들이 함께 울리는 것이 더 좋다며 함께 협력하는 연주를 더 해보고 싶

어했다. 이러한 모습은 학생R과의 면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R

은 협력과정 중 가장 많이 연습한 4모둠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학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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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7: “친구들과 함께 할래요”

교사: ◯◯는 연습과정 동안 피아노파트 연습하고 친구들 연습 도와

주려고 반주해주느라 많이 힘들었지? 친구들과 잘 맞추기 위

해 검은색 도화지에 악보 페이지들 연결해서 붙여와서 보면서

연습하고...

연주도 잘하고, 친구들에 대한 배려심도 뛰어나고,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거 도움이 많이 되었어?

학생R: 히히... 평소 이야기 안하던 친구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하

게 되어 좋았어요. 선생님과도 친해져서 좋았구요. 수업때마다

피아노 연주 가르쳐 주셔서 좋았어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악

기 연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닌 것 같던 음이 친구들과 함께 하니 맞는 음인걸 알게 되

고 하면서 친구들과 연습하는 동안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협력해서 연습하여 잘 맞았던 거 같아서 보람있고, 그래서 힘

들지 않아요.

교사: 다음 번에는 혼자서 더 멋진 독주곡 연주해볼까?

학생R: 글쎄요... 그것도 좋은데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는 거 더 해

보고 싶어요. 다양한 악기들과 함께 연습하는 거 넘 좋아요.

이렇게 연주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

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배워가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도 기여하며 협

력과정을 즐겼다. 연주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 대부분은 친구들과 장

난치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외향적인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의 연습은 회피하려고 해서

교사는 이 학생들이 친구들과 잘 협력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연습과정에

서 많은 개입을 하였다. 사례 38에서와 같이 학생들이 협력을 어려워한

다는 것을 면담과 자기보고식 평가지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 38: “친구들보다는 선생님과 함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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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친구들과 연습하는 거 어려웠어?

학생V: 네. 애들이 떠들고 방해해서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함께 연습해 주셔서 재밌었어요.

사례 39에서와 같이 자기보고식 평가지에도 친구들과 협력해서 문제해

결을 하기보다는 교사에게 의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39: “친구들보다는 선생님과 함께 2”

자기보고식 평가지: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았나요?

학생S: 도움 안되었다. 선생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

학생U: 친구들과는 안맞았다. 선생님이 함께 연주해 주셔서 악기 연주

가 잘 된 거 같다.

연주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교사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협력하여 전략을 세우고 연습하는 과정을 즐겼다. 그리고 같은 모둠에

연습을 안하는 친구가 있으면 사례 18에서와 같이 친구가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연주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친구들

과의 협력을 어려워했고 교사에게 많이 의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교사는 연주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이러한 성향을 이해하고 무조

건 협력을 강요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학생들 스

스로 협력하며 독립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6) 자기반성에서의 차이

연주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 간에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정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에서도 다른 행동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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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1]과 [그림 IV-12]에서와 같이 자기보고식 평가지에 보고한

내용의 양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 IV-11] 연주 성취 수준 〔그림 IV-12〕연주 성취 수준

상 집단의 자기보고식 평가지 예 하 집단의 자기보고식 평가지 예

〔그림 IV-11]에서와 같이 연주 성취 수준 상 집단의 학생들은 협력

과정을 즐기고 열심히 참여하였고 자기보고식 평가지에도 많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연주 성취 수준 하 집단의 학생들은 〔그림 IV-12]

에서와 같이 보고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

연주 성취 수준에 따라 자기반성 행동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학생들이

자기보고식 평가지에 보고한 내용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표 IV-5>에

서 볼 수 있듯이 자기보고식 평가지에서 연주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과정을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연주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연습과정을 성찰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협력에 불성실했던 행동을 친구들 때문이었다고 인식하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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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많이 하였다.

<표 IV-5> 연주 성취 수준에 따른 자기보고식 평가지 내용 비교

자기보고식 평가지
연주 성취 수준 상 집단의

보고 내용

연주 성취 수준 하 집단

의 보고 내용

1.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

았나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더

편리하였다(학생P).

-같이 협력하여 어려운 문제

를 풀 수 있었다(학생E).

-여러 악기들도 연주해 보고

함께 협력해서 한 노래를 색

다른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좋았다(학생A).

-애들이랑 연습하니까 승부

욕이 더 넘쳤고 단합돼서 좋

았다(학생D).

-없다(학생U).

-좋은 점이 없었다

(학생V).

2.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어

려웠나요?

-혼자서는 잘 되었는데 함께

박자를 맞추기가 어려웠다

(학생G).

-함께 음을 맞추기가 어려웠

다(학생A).

-합주를 오랜만에 해서 좀

어려웠다(학생D).

-애들이 못함(학생V).

-애들이 연습하는 거 방

해함(학생V).

-좁은 공간이 아닌 모두

와 함께 있는 공간이라

우리끼리 협력이 잘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학

생L).

3.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이 혼자서 연습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

나요?

-서로 알려주고 배워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

틀렸는지 알 수 있었다(학생

C).

-이제 혼자 연주해도 박자가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게

연주할 수 있을 거 같다(학

생G).

-도움 안됨(학생X).

-도움이 전혀 안되었어

요(학생V).

-그런 생각 안해봤다(학

생U)..

-없음(학생W).

4. 앞으로도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을 계속하

고 싶은가요?

-네, 혼자할 때 다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학생C).

-네, 재밌었고 친구들과 친

-힘들어서 싫다(학생V).

-No, 재미없다(학생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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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인의 성격과 관계없이 연주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자

기반성에도 적극적이고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

보다는 연습을 잘하지 못한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여주었

다. 특히 피아노로 반주해주며 같은 모둠의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도와

준 학생E는 사례 40에서와 같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바라기보다

는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며 친구들에 대한 높은 배려심을

나타냈다.

사례 40: “나도 잘해야지”

자기보고식 평가지: 친구들과 연습할 때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학생E: 안되는 부분에서 친구들에게 미안했다. 그래서 안되는

부분은 집에 가서 다시 연습했다.

이렇듯 사례 40에서와 같이 연주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과정

에서 수시로 자신을 반성하며 학습을 향상시켜 나간 것을 알 수 있었고,

학습과정을 구체적으로 성찰해 보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실망하

기보다는 배워나가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주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연주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이유, 재미없다는 이유 등 다양한 이유를 표현하며 연습과 학습을 회피

하려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례 41에서와 같이 사전 연주 성취

도 수준이 낮았고 친구들과 협력과정에서 갈등도 있었으나 자신의 학습

에 대해 반성하고 학습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학생

들 중에는 연주 발표에서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좀 더 노력하면 앞으로

연주 수준 상으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학생도 있었다.

해질 수 있어서 좋고, 여럿이

연습하는 게 더 재밌었다(학

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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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1: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교사: ◯◯는 악보도 잃어버리고 친구들이 너무 노래만 해서 힘들었

지? 선생님이 걱정했는데 연주 발표 준비는 언제 그렇게 연습해

왔어?

학생 L: 저는 그런 거 싫은데 친구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해서

협력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연주 발표 전날 따로 만나서 연습

했어요.

교사: 친구들 맞추어 준다고 고생했어! 연습과정이 많이 힘들었겠다.

학생 L: 그래도 함께 하니까 즐거웠어요. 친구들하고 맞춰본 뒤에 혼

자 연습하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연주해 보고 싶었던 곡을 연주 과제곡으로 선택하고 연주해 보고

싶은 악기를 스스로 선택했지만 4주 동안 악기를 연습하는 것은 학생들

에게 지루하고 힘든 과정일 수 있었다. 또는 4주 동안 자유가 주어졌기

에 친구들과 맘껏 놀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협력학습에서

자신이 맡은 파트가 있고 친구들과 함께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책임감

은 학생들이 4주간의 자유를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음악적 성

장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 때로는 친구가 방해요소로 작용했지

만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 모두 학습과정에 친구들이

있었기에 흥미가 있었다. 질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학생들은 4주 동안 스

스로 학습의 모든 것을 관리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기에 연주에 대

한 자신감을 얻고 높은 성취가치를 얻었다는 것을 수업에서의 관찰과 개

별 면접, 그리고 학습지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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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A중학교 자유학기에서 ‘서양악

기탐구반’ 수업을 진행하며 사례연구를 하였다.

홈즈-데이비드(Holmes-David, 2015), 셩크와 짐머만(Schunk &

Zimmerman, 1997) 등의 선행연구들에서 협력학습은 자기조절학습에 도

움이 된다고 밝혀졌듯이, 본 연구에서도 기악 앙상블이 자기조절학습 능

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학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

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곡은 모둠 구성원

들이 각각 다른 파트를 연주하고 여럿이 함께 연주해야 완성이 되도록

편곡한 상호의존성이 높은 곡들이었다. 또한 모든 모둠별 연주곡은 교사

가 처음 4∼5마디만 가르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둠별로 친구들과 연습해

서 연주 발표를 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 협력을 잘하는 모둠은 자연스

럽게 리더가 된 학생이 기본 박을 암시하는 리듬으로 ‘시∼작’을 말하며

연주자들 간에 공통된 고정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학생들은 처음

에 함께 맞추어 연주하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연주를 잘하는 학생을 모

델링하고, 시연과 점검, 그리고 대화를 통해 협력하며 효과적으로 연주

발표를 준비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의 연주를 돕기 위해, 가르치기보다는

직접 연주해 주며 모델링을 제공했고 함께 짝이 되어주어 파트 연습을

도왔다. 학생들은 교사가 곡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연주법으로 연주

해 주자 흥미를 가지고 연주 행동을 모방하며 연습에 대한 동기를 표현

하였다. 반두라(1977)의 보보인형 실험에서 학습자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관찰한 것을 외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본 연구

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연주 행위를 따라하는 행동을 나타낸 것을 보면,

다양한 느낌을 악기소리로 표현하는 것은 음악학습에서 학생들의 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앙상블에 출연한 연주자들은 타이밍에 있어 특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앙상블 연주는 전체 그룹이 통일된 연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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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가지고 하나의 몸체로 간주되어야 함을 나타낸다(Gabrielsson,

1999). 밴드, 합창, 오케스트라의 구성과 같이 지휘자가 있고 다수의 연

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경우에는, 연주에 대한 합일된 의견을 가지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 달리 소규모 앙상블 연주는 연주에 대해 구성원들

의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하므로 상호간 협력과 의견조정의 과정이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기악 앙상블은 효과적인 협력학

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도 기악 앙상블에서 학생들은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다각적으로 나타냈고, 협력학습 행동을 많이 나타

낸 학생들은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향상되었고 우수한 연주 성취를 보여

주었다.

1) 협력학습과 자기조절학습 능력

본 연구에서의 사례들을 통해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자기조

절학습 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양악기

탐구반’에서는 과제곡과 악기를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학생들은

협력학습 동안 과제곡에 대한 높은 흥미와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렌빅과

맥퍼슨(Renwick & McPherson, 2002), 그리고 마에, 핀트리치, 리너브링

크(Maehr, Pintrich, & Linnerbrink, 2002)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연주곡

과 학습 활동을 직접 선택할 때 높은 인지활동과 집중력을 발휘한다고

보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과제곡과 악기를 선택하여 학습을

하면서 시연, 정교화, 조직화, 점검, 조절, 행동통제, 도움 구하기 등 다각

적인 자기조절학습 행동을 나타내었음을 연구문제 1에서 발견할 수 있었

다.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은 다음과 같이 자기조절학습을 촉진하

였다.

첫째, 협력학습은 학습자 간 신속하고 친밀하게 도움을 주고 서로의

학습을 조절해 주는 그룹조절이 이루어져 기악 연주와 음악에 대한 이해

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연습은 흥미를 높여 학습

의 동기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협력학습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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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바르게 연주하고 있는지, 학습 내용을 잘 이

해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졌고,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함께

모인 시간 동안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에 완성

하기 위해 행동을 잘 조절하고 있었다.

둘째, 협력학습에서 여럿이 함께 연습하는 과정은 지속적인 점검과 반

성이 이루어지게 했다. 특정 작품이나 공연의 준비과정을 연구한 결과

계획된 연습이 수행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Jorgensen, 2002; Lehmann & Ericsson,

1997; Nielsen, 1997; Williamon & Valentine, 2000). 연주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에 대해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구성된 지

식을 연주의 기준으로 갖고 있지만 그 기준이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어떤 학생들은 음악적 배경이 풍부하여 음악 요소들에 대한

비교적 적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기준

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연주를 하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학습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지에 대해 학생들은 서로 기준이 되어 주었고, 또는 교사에게 연주해 달

라고 하거나 질문하고, 인터넷에서 음악을 찾아 감상해 보며 어떻게 연

주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자기조절학습이란 자신의 학습이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준과 비교

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

(Zimmerman & Schunk, 1997). 연주가가 되기 위해 메타인지 또는 모니

터링 기술이 필요하므로, 연습하는 법을 배우는 것 자체가 습득해야 하

는 기술이다(Barry & McArthur, 1994). 하오와 슬로보다(Howe &

Sloboda, 1991)의 연구에서와 같이 연주에서 기초 단계의 학생들은 자신

의 연주를 모니터하며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메타인지 활용을 어려

워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많지만, 협력학습에서는 기초 단계의 학생들

도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연주

성취도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모둠은 연주를 잘하는 학생부터 기초 단계

의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혼합되어 있었는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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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함께 연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모니터하며 연주를 수정해 가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고 면접과 학습지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의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모니터링은

자기조절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문제상황에 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기회를 주는 것은,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자기조절학습이 일어

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서양악기탐구반’에서 교사는 과제곡들

앞 4∼5마디만 리듬 앙상블, 선율 앙상블 활동을 하며 가르치고, 뒷부분

은 학생들이 협력해서 완성하는 협력과제를 제공하였다. 모차르트의 ‘아

이네클라이네 나흐트뮤지크’, ‘오버 더 레인보우’, ‘위풍당당 행진곡’ 등의

클래식에서부터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교사가 제시한 다양한 연주곡 중

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곡은 드라마 “도깨비 OST(beautiful)”, “겨울왕국

OST(let it go)” 와 같이 유명한 곡들이라 학생들이 잘 아는 곡들이었지

만,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편곡하였음에도 앞부분만 배우고 그

것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곡을 연주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었다. 학생들은 교사가 쉽게 편곡해 주어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연주해 보니 함께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과제를 이해하기 위해 곡을 여러

번 들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교사에게 직접 연주

해 달라며 교사의 연주장면을 관찰하면서 과제곡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했다. 기악학습에서 대부분의 레슨에서는 교사로부터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만 연주할 수 있다고 보고 연주곡을 이해하기 위

해 학생들은 교사에게 많이 의지한다. 이러한 습관은 연주곡을 스스로

이해하고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스스로 사고해 보는 데 장애가 된다.

감상하고, 연주법을 관찰하고, 여러 악기들로 탐색하고, 악보로도 이해하

고, 친구들과 토론도 하는 등, 학생들은 과제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시

도를 하면서 과제곡을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러한 과

정을 통해 과제곡을 잘 이해하니 연습전략도 세우고 협력을 통해 배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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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부분을 매우 잘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한

학생들은 우수한 연주 발표를 하였고 자기보고식 평가지와 면담에서도

높은 성취 가치를 표현하였다.

넷째, 협력학습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여 목표지향적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맡은 파트를 ‘파트’라고 명시하지 않고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는데, 그들

의 ‘역할’이라고 명시해 주니 학생들은 모둠에서 연주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했다. 매주 2시간씩 4주간의 연습과정 동안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관

찰되었으나, “힘들다”고 하며 몸을 비틀고 하다가도 참으며 친구들과 함

께 연습한 학생은 면담과 자기보고식 평가지에서 “친구들이 내 역할을

알려줬고... 10월 24일!”이라고 연주 날짜를 늘 얘기하고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학습에서의 외적인 역할보다는 학습 내용 안에서 역할을 갖게 하

는 것이 학생들이 학습에 책임감을 갖게 하여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다

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악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음악 안에

서의 역할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

발하는 다양한 동기를 지원하였다. 지금까지 기악학습 영역에서 이루어

진 자기조절학습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인적인 연습전략을 촉진하거나

개인의 연주기술의 습득에 도움을 주는 연주 성취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연주기술의 습득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훈

련을 해야 하기에 어려움을 수반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극복하고

기술의 습득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절학습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

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절학습 학습을 지속하기 위한 동기에 영

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본 연구

에서는 친구들과의 협력과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흥미를 유

발하여 연주를 위한 동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

고, 연습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미적 경험이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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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심미적 경험은 음악교육의 중요한 목표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경험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

학습 능력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대다수 학생들의 점수가 향상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연주 발표를 잘하기 위해 자기조절을 하며 열심히 연습했

지만, 질적 분석 결과 그 과정에서 경험의 내용과 수준은 다양했다. 기악

앙상블은 여럿이 함께 연주함으로써 다양한 흥미와 음악적 경험을 제공

하지만 인지조절 중에서 조직화 능력이 향상된 학생들이 심미적 경험에

이르고 있었다. 기악학습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학습 상황에서 조

직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적용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풍부한 심미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은 기초 단계의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연습전략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의 학

생들은 대부분이 연주에서 기초 단계의 학생들이라 연습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음악을 들어보며 악보의 내용을 어떻게

연주하는지 이해하려고 하였고 자신이 무엇을 연주해야 하는지 머리속으

로 소리를 기억하고 악보를 이해하며 연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학

생들은 1) 과제이해, 2) 계획하기, 3) 연습전략, 4) 반성의 단계를 거치며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것은 자기조절학습 모델 중에서 Winne와

Hadwin(1998)의 모델에서 제시된 1) 과제 정의, 2) 목표/계획, 3) 학습전

략, 4) 메타인지 적용의 과정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자신들

이 연주하는 곡이 무엇인지 과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과

제를 이해하고 난 후, 학생들은 연주를 잘하기 위해 부족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서로 의논하여 어떻게 연습할지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이 원하

는 연습전략을 적용하였다. 원활한 연주가 어려운 부분은 따로 연습하다

보니 곡에 특징적인 음악적 요인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잘 표현

하기 위해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협력하며 연습하는 과정은 정보처리를 위한 인지활동이었다. 이러한 인

지활동에 학생들의 노력이 수반되었고 자기조절학습이 이루어졌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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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와 같이 음악교육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학습은 학생들의 자

기조절학습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에서는 연주 기술의 습득을 위해

필요한 반복 연습이 재밌게 이루어졌다. 반복 연습을 많이 하면 무의식

속에서도 기계적으로 잘 연주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학습자들이 기교

적인 어려움이 수반되는 부분에서 박자가 부자연스러워지고, 쉬운 부분

에서 자신도 모르게 빨라지는 등 연주는 유창해도 음악적인 사고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신체만 움직이는 기계적인 연주는 습관이 될 수

있기에 기초 단계에서부터 음악의 내용을 이해하며 연습하는 계획된 연

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자기조절학습을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반복학습의 효과도 성취되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잘 맞추려고 연습과정 동안 반복 연습을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자

신의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하며 보다 완성도 높은 연주를 하게 되었다.

음악학습은 생성적이고 감각 운동 과정이다. 언어학에서 유래한 "생성적

(Generative)"이라는 용어는 언어 학습과 마찬가지로 음악학습이 개인이

소리/시간 현상이 발생하는 대로 구성하는 적극적인 과정임을 의미한다

(Bamberger, 1991). 소리/시간의 조직은 제스처, 시간적 움직임의 반복,

평형, 긴장 및 이완과 같은 감각 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동작의 순서는 느낌의 경로가 되는데, 이러한 경로는 기억을 통해 복잡

한 음악 구절을 연주하는 연주자의 능력이 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

한 기억과 동작의 경로가 학습자에게 내면화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은 반복 연습을 통해 음악을 내면화 하는

데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친구들과 연습하는 시간이 흥

미 있고 유쾌했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를 통해 연주 기술의 습득을 위해

협력학습이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악학습에서 협력학습은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촉진해 주는 효

과적인 학습형태가 될 수 있다. 협력학습에서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유형의 훈련이 학생들의 연주능력의 발달을 촉

진시킬지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기록하고 전략을 찾으려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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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기악학습에서 학습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기조절학습 상황에서도, 학습자의 동기를 보호하고 학습자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학습전략과 도움을 제공하는 학습 환경은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기악학습에서 협력학습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기악학습에서 협력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의 긍정적 관계와 그룹조절을 위한 지원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2회에 걸친 동

료평가 활동을 실시하였다. 초반에 실시된 동료평가에서 학생들은 자신

들의 의견을 작은 메모지에 적어 친구들의 평가지에 붙여주었다. 그 후

에 진행된 도움 나누기 활동에서는 친구로부터 도움 받은 내용, 친구에

게 도움 준 내용을 적게 하였는데, 학생들은 처음의 동료평가보다 더 상

세한 내용을 기재하였고 더 많은 대화로 활발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특히 연주 발표를 마친 후, 연습과정에 대한 인지조절, 동

기조절, 행동조절 과정과 학습전략에 대한 자기보고식 평가지를 작성하

게 하였는데, 학생들은 다양한 내용을 적었고,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참

여했다. 협력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전략, 즉 목표달성을 위한 긍정

적인 관계와 공동조절을 촉진하는 지원전략의 투입으로 보다 효과적인

결과물이 산출된 사실은 지원전략이 유효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습으로 이어진다”(Mead, 1934; Miller &

Dollard, 1941)는 선행연구의 원리에 입각하여,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

들과 상호작용할 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역할을 맡으며 각 구성원은

서로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배움을 얻는다. 즉, 기악 앙상블에서 음악

을 연주할 때 연주자는 자신이 맡은 파트와 다른 파트의 연주 관계에 관

한 지식을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고, 자신의 파트와 작품 전체와의

관계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음악적 성부의 어울림에 대한 학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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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에 대한 연습의 동기를 높이고 동료 학습자와의 의사소통 과정 중에

터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협력과정과 연주결과에 높은 만족도를 보

고하고 연주 발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활발한 상호작용

을 경험한 학생들이었다. 즉, 모둠 구성원들끼리 서로 어려운 부분을 함

께 연주하고 그룹 내에서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등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이 연주 성취도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학생들은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파트들의 연주도 주의 깊게 들으며 여러

파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연주하는 파트의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실제 학생G를 비롯한 협력을 잘한 학

생들 대부분이 협력과제를 위해 친구들과 연습하며 합주할 수 있게 된

것을 뿌듯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체험한 심미적

경험을 기쁘게 표현하며 협력과정에 대한 높은 성취가치를 보여주었다.

즉, 음악교육의 본질인 음악에 대한 심미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때의 심미적 경험은 단순

한 패턴의 연주를 넘어서 학생들이 상호 간 음악적으로 교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주를 통해 얻은 음악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음

악에 대한 느낌의 통찰을 통해 심미적인 체험으로 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상호작용은 과제곡에 대한 대화, 친구를

위한 설명, 연주 시연, 멜로디를 노래로 들려주는 행동, 몸짓으로 신호주

기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교사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

어, “당김음으로 변화하는 부분을 잘 표현하려면 어떻게 연주하는 것이

좋을까요?” 등의 질문이 있었다. 이는 과제곡에 대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음악적으로 잘 이해하고 연주로 표현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리겔스키가 자신이 경험한 음악

에 대하여 대화하고 음악에 대한 이해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음악 인지

능력의 발달에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한 이론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라고 보인다(Regelski, 2005).

리겔스키는 아동의 음악교육에서 아동 스스로 음악에 대한 의미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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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음악을 내적으로 체화하고 음악에

대하여 깊이 반성(reflection)하는 것을 학습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여겼

다. 따라서 음악교육에서는 다양한 리듬, 음색, 음악적 표현을 경험하고

음악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에 대한 경험과 토론이 학생들의 음악인지 능

력을 발달시킨다는 것이 그가 주장한 핵심이다. 그의 주장처럼 본 연구

에서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음악적 이해를 동반한 연주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환경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음악적 반성과 사고에 대해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

다. 사고의 표현이 상위 수준의 신경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청각과 구

강의 순환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렇게

형성된 음악적 역량은 지배적이고 절차적이며 함축적이다(Elliott, 1995).

이런 종류의 지식이 확립되면 단어와 마음속에 형성된 음악적 상징을 연

관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주로 명시적인 지식으로 이어지는데, 명시

적인 지식이란 특정 작품이나 특정 장르의 음악에 대하여 알려진 내용을

정의, 설명, 표기, 복사, 분석, 반영하는 것이다. 음악가를 비롯해 비음악

가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도 음악 스타일이나 작품에 대해 구두로 의사소

통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음악과 상호 작용할 수 있으면, 연주 또는 공

연 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음악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음악적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며 의미를 내면화하는 것은 음악 지식

의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

악 앙상블의 협력학습과 같이 음악적인 표현과 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이 소유하게 되는 지식이 단지 그가 처한 시점의 환경이나

개인과 환경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순한 상호작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견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비고츠키에 의하면

인간의 인지구조는 학습자보다 수준이 높은 교사, 동료 학습자와의 역동

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달한다. 지식은 개인의 문화와 도구, 개념 및



- 201 -

기호체계의 사회적, 언어적, 물리적 역사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협력학습 행동을 통하여 리겔스키와 비고츠키의 주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음악적 배경에서 생성된 지식

을 바탕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교류를 하였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이 학생들의 음악적 인지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이 발견되었

다. 학생들은 연주방법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리듬, 선율, 화성, 연주 기술

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연주를 통해 드러났다.

둘째, 협력학습은 음악적 예측능력도 향상시켰다. ‘서양악기탐구반’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든 과제곡을 앞의 4∼5마디만 학습하고 나머지는 친

구들과 협력해서 과제곡을 연습하고 연주 발표를 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흥얼거리다가 다음에 올 부분을 예측하는 행동을 많이 나타냈다. 흥얼거

리다 악보를 보고 연주해 보며, 잘 모르겠으면 감상을 다시 하며 과제곡

을 이해하고 연주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문제해결과정에

서 학습한 앞부분을 기반으로 다음을 예측하는 행동을 통해 과제곡의 이

해도가 높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개별 면접과 평가지 내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밤버거(1991)는 인간은 음악을 들으며 자신이

습득한 음악적 지각을 기반으로 다음을 예측할 수 있고, 음악을 듣고 지

각된 내용으로부터 변화되고 새롭게 나타나는 내용들을 인식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연구를 위한 참여 수업에서, 각 그룹의 과제곡을 다 함께 4∼

5마디씩 학습하고 그 나머지는 모둠에서 친구들과 협력하여 완성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중학교 학생들이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악기를

직접 배우지 않았어도 학교수업 외의 다양한 장소에서 음악을 많이 접했

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3-6차시의 수업 동안 학생들의 머릿속에 2/4,

3/4, 4/4박자에 대한 다양한 리듬 패턴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

었다. 또한 몇 명을 제외한 학생들은 음계에 대한 패턴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곡에 제시된 다양한 패턴들을 가르치고 그

러한 패턴들을 모아서 연주를 완성하도록 수업을 계획하기 보다는, 앞부

분을 리듬, 선율, 화성적으로 정확하게 학습하고 그것을 스키마로 활용하

여 과제곡을 듣고, 그 음악을 이해하고 연주로 표현해 주기를 기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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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들은 과제곡을 열심히 찾아서 들어보고, 서로 노래를 불러주고,

질문하고, 대화하며 자신들의 머리속에 있는 패턴들을 정교화시키며 연

주를 준비해 나갔다. 기악학습에서 기초 단계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매우 구조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직접 들어보고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면 기초 단계의 학생들도 선행지식을 바

탕으로 음악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셋째, 협력학습에서 비교적 능숙한 연주 기술을 가진 학생들은 모둠의

문제해결을 이끌며 다른 동료를 이끌어 준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리코더 연주를 잘하는 학생들은 혼자만 잘하

려고 하기보다는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며 모둠의 문제해결을 이끌

어 주었다. 그리고 다른 파트의 친구가 어디에서 들어와야 할지 헷갈려

할 때 자신의 파트를 적극적으로 들려주며 친구의 파트와의 관계를 이해

시켰다. 솔로곡을 연주할 때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연주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틀리지 않고 유창하게 연주

하는 데 집중하다가 연주소리가 잘 울리지 않고 연주자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연주를 서로 들려주는 활동이

연주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져 보다 완성도 높은 소리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주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연주를 어려워하고 독

보가 용이하지 않은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며 음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

는 모습을 보였다. 데이비드슨과 스크립(Davidson & Scripp, 1988)은 노

래 가사를 통한 어린이들의 음악 인지 과정을 관찰한 결과 어린이들이

음악뿐만 아니라 단어에 의해 정의될 때 소리의 음악적 진행을 더 쉽게

따른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곡을 익힌 학생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곡이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며 곡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음악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의미 있는 음악 자료를 즐기

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표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엘리엇(Elliott, 1995)이 인간은 행위를 통해 사고가 발달하고 인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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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인간의 행위 속에 존재하기에 음악학습은 “음악하기(musicing)”, 즉

연주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듯이 음악을 듣기만 하는 것보

다 연주를 하며 음악을 직접 경험하면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 단계에서의 연주는 음악적 의미를 표현하기보다는 기술을

익히는 패턴들을 훈련하는 데 집중된다.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연주를 통해 많은 음악적 의미가 담긴 작품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발견되었듯이 기악 앙상블 연주를 통해 혼자서 연주하기 어

려운 음악적 내용들을 여럿이 함께 연주하면 기초 단계에서도 풍요로운

음악 소리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연주를 완성하기 위해 서

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대화는 음악적

사고의 발달과 지식을 생성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주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연주기

술의 향상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파트에서

기법이 부족하면 친구들과 교사에게 질문을 하며 연주 기술에 익숙해지

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더라도 처음 접

하는 악보를 바로 이해하고 연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친구들과 잘 맞

추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 연주기술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연주기

술이 늘었다고 해서 음악에 대한 이해력과 표현력이 발전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협력을 잘한 모둠의 학생들은 서로 대화하고, 어떤 박자로

어떻게 곡을 연주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과제곡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발달했고 연주를

통한 표현력이 신장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과정에

서의 모든 학습내용을 가치있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연주

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모인 모둠은 그러한 과정은 생략되었고 단순히

박자에 맞추어 패턴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리겔스키(2005)가 주장했

듯이 연주가 단순히 음악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면 효과적이지 못하고 음

악의 개념들에 대해 학생들이 내면에 구성한 의미를 표현하는 과정이 수

반될 때 학습에서 연주가 의미있게 된다는 주장이 본 연구에서도 발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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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협력학습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는 사실도 본 연구를 통

해 증명되었다. 연구자는 연주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차후 솔로곡의 연주

를 제안해 보았다. 그 제안에 대해,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는 것이

더 흥미롭고 보람이 있다고 답하였다. 연주기량의 향상을 위해 좋은 교

사로부터 레슨을 받고 효과적인 연습으로 훈련을 하는 개인연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협력학습과 같은 다양한 학습이 지원될 때 학생들의

학습동기는 더욱 향상되어 학습의 질이 더 높아지고 훈련의 어려움을 극

복하며 학습을 지속하려는 힘도 생겨날 것이다. 연주는 시간을 투자해야

향상된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악기를 연주하고자 ‘서양악기탐구반’

에 지원했기에 모든 학생들이 악기를 연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업

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반 친구들과도 모이다 보니 연습하

는 동안 친구들과 떠들고 놀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연주가 어려워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들도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이 맡은 파트에 대한

책임감과 격려 등을 받으며 학생들의 연주실력은 향상되어 갔고 친구들

의 연주를 통해 자극을 받기도 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집중하였다. 이 과

정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경험하며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져 연습에 대

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재정비되었다.

코르노와 쿨(Corno & Kuhl)과 같은 의지론자들에 의하면 자기조절학

습에서의 중요한 요인은 의지이다. 코르노(2001)가 주장했듯이 학습에

대한 의지는 유해한 인식, 감정 및 동기에 의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전략적 지원이 필요함을 본 연구에서 발견

할 수 있었다. 협력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동료평가와 도움 나누기 활동

을 실시했는데 동료평가는 서로에게 바라는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 친구

들의 활동지에 붙여주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간단한 도움 나누기 활동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긴장했고

떠들고 돌아다니다가도 자리에 앉아 악기를 들고 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

주었다. 즉, 중학교 청소년 시기에는 교사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친구들로

부터의 평가도 학생들의 수업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즉,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과 함께 피드백을 주며 학습하는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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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악학습에서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음악 연주는 행동적, 심리적, 사회적인 것이다. 즉, 소리와 자아, 그리

고 "시간적 흐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것이다. 사회는

음악 제작이 이루어지는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제작과 연주의 기본 구성

요소이다. 이런 방식으로 볼 때,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하

는 방법이고, 즉, 연주는 결코 음악 자체가 아니고 혼자만의 활동도 아니

다. 음악 연주는 기술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조작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리고 자기 발달과 자기 지식도 아닌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

되는 창작의 일부이다. 즉, 기악학습에서 연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

양한 의미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협력학습이 일어날 때 그룹 구성원의 적절한 수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를 구성할 때 5모둠은 남학생들이 한 모둠이

되기를 희망해서 7명이 한 조가 되었다. 선행연구에서 효과적인 협력학

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5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야 각자의 역할을

확실히 인식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역

시 구성원들의 수가 가장 많은 조가 협력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이 다른 모둠에 비해 적었다. 특히 이 모둠의

학생들 중에는 악기연주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들에게는 같은

성부를 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교사가 지속적으로 함께 연주해 주었

다. 이 집단의 학생들은 악기 연주가 어려워도 나름 열심히 자기조절을

하며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협력학습에 대한 만족도에서 5개 모둠

중 최하위점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연주를 포기한 학생들도 3명이 있었

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른 구성원과 자신의 역할이 겹쳐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방해요소들이

많았으며, 교사가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도 과제가 학생들의 수준

보다 높거나 그러한 과정에서 흥미가 떨어져서 협력을 잘 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여섯째,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다양한 능력의 구성원들이 한 모

둠이 될 때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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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은 집단의 구성원들은 모두 남학생들이었고

대부분이 악기연주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었다. 악기 연주를 잘 못하는

학생들 중에는 잘하는 친구들과 한 조가 되어 좋은 연주결과를 낸 경우

도 있었다. 연주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수준의 연주실력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조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

루어지고 협력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자신의 노력이 좌절되거나 방해받으면 협력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협력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았던 집단의 구성

원들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자기조절을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장난치고 방해하는 동료들에 의해 연습과정에서 더 어려움을 겪었다. 이

그룹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투여한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

에, 협력학습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구성원들이 자

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키거나 방해하면 그룹 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심적 집중이 그 사람에게 전가되어 싫어하고 거절

하게 된다(Johnson, Johnson, & Roseth, 2010)고 보고되었듯이, 본 연구

에서도 목표달성을 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에 긍정적인 심적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4주간의 협력학습은 학생들에게 힘들고 지루한 시

간일 수도 있었다. 자유로운 협력학습이었지만 학생들은 모둠에서 친구

들과 함께 과제를 하기 위해 놀고 싶은 욕구를 조절하며 자신이 맡은 파

트를 잘 연주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행동들

은 친구들과 잘 협력할 수 있게 했고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시간을 조절하며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 연주는 인지와

행동조절이 필수적이다. 즉, 음악 연주는 그 자체가 자기조절이라고 할

수 있다. 연주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자기조절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

고, 이러한 연주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심미적 경험을 통해 음악의 내

적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필요하다. 음악교육에서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협력학습에는 자기조절학습 요소들이 내재되

어 있다. 일반 음악시간에도 협력학습과 같은 효과적인 학습방법들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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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음악을 직접 경험하며 내적 의미를 깨닫고 풍

요로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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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경험을 사례연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기악 앙상블 학습에서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요인을 도출하여 자기조절학습 능력 측정도구를 수정 제작하였다. 그리

고 협력학습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기악 앙상블 학습 절차를 설계하였

고 이를 경기도 A중학교 자유학기 ‘서양악기탐구반’에 적용하여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이 협력하는 사례를 참여 관찰하였다. 기악 앙상블

을 통한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

기 위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연주

발표 후에는 협력학습과 연주결과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였다. 더

불어 지원한 학생들 10명은 개별 면담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미치

는 영향

연구문제 1을 위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실시

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

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화,

조직화 능력이 유의미한 범위에서 평균이 상승하였는데,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은 학습한 음악적 지식을 선행지식과 연결시키는 정교화

능력과 악보의 내용을 연주로 표현하고 악곡에서 여러 성부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조직화 능력이 향상된 것을 질적 자료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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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타인지전략인 점검이 유의미한 범위에서 평균이 상승하였는데 학

생들이 협력학습에서 박자, 템포 등의 학습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 활동을 많이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동기

조절은 성취 가치에서 유의미한 범위에서 평균이 상승했는데, 이러한 동

기는 학생들이 4주 동안 열심히 연습하여 우수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심미적 경험을

하고 학습에 대한 높은 동기를 이어갔다.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친구들을 배려하고 행동을 통제하며 협력을 잘하여 음

악적 성장을 이루었다. 따라서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자기조절

학습 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연주 성취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및 협력학습 행동의

차이

연구문제 2를 위해 3-6차시 동안 수업을 실시하며 학생들이 보여준

연주 실력과 학생들의 평소 실기점수를 기반으로 사전 연주 성취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간 값을 기준으로 상 집단과 하 집단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연주 수준의 차이에 따른 협력학습에 대한 유용성, 효

과, 흥미,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전 연주 성취 수준의 차이에 따라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및

협력학습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기에 사전 연주 성취 수준의 차이

에 따라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과 협력학습 행동의 차이를 질적으로 비

교하였다. 연주 성취 수준에 따라 ‘과제이해를 위한 행동에서’, ‘목표지향

적 행동에서’, ‘연습전략을 실행하는 행동에서’, ‘학습 내용에 대한 몰입도

에서’,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에서’, ‘자기반성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

냈다.

평소 연주해 보고 싶었던 곡을 연주 과제곡으로 선택하고 연주해 보고

싶은 악기를 스스로 선택했지만 4주 동안 악기를 연습하는 것은 학생들

에게 지루하고 힘든 과정일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결과를 발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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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책임감으로 학생들은 자기조절학습을 하였다. 연주를 잘 못해도

음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춘 학생들은 전략을 잘 세워 모둠에서 친

구들과 협력하여 좋은 연주를 하도록 이끌었다. 즉, 연주를 잘하기 위해

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음악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협력학습 과정에서 때론 친구가 방해요소로 작용했지만 성취 수준

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 모두 이러한 과정에 친구들이 있었기에

학습은 더욱 흥미로웠다고 자기보고식 평가지와 면담에서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음악을 직접 연주해 주고, 학생들과 함께 연습하고 교감하고자 했던 교

사의 노력도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기악학습에서 교사는 갑작스러운 신체적 변화로 정서가 불안정

한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이 무엇인지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이 좋아

하는 악기나 과제곡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고, 특별한 지도와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학습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우선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협력

학습은 악기들의 앙상블 연주이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는 몇몇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워하기도 했다. 또한 중학생이라는 시기

적 특성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회피하거나 수업에 대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소수의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러 난점에도 불구하고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에서 학

생들이 자기조절학습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사례를 연구하여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음

악이 끼치는 사회적인 유익을 개인과 사회가 공유하는 것에서 본 연구의

궁극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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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악 앙상블을 통한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협력학습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실제로 어떤 도

움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생들의 연주 성취도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및 협력학습 행동의 차이를 밝혀보았다. 그

결과 협력학습은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나타났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기악 앙상블 발표를 하기 위해 함께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연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연습과정에서 음악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하

고 심미적 경험은 다시 학습을 지속하게 하며, 자기조절을 하게 하는 중

요한 요소라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다. 더불어 그룹과제를 완

성하기 위해 서로의 욕구를 조절하며 열심히 연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은 친구들과 합주 연습을 하기 위해 긴장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

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연주를 위해서 반복 연습은 좋은 거다”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자기조절학습을 통한 연습과정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기조절학습의 본질을

탐구하는 연구의 본보기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요구되는 교육 현실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습자의 특성과 관심도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악교육에서 학생들이 경험해야 하는 중요한 본질은 음악에 대한 심미적

경험이다. 지금까지 많은 음악교육 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성공

적인 연주기술의 성취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그 사

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기악 앙상블

협력학습을 통하여 음악교육의 본질인 심미적 경험이 학생들의 학습 동

기의 내적 강화물이 되고, 나아가 심미적 경험을 하기 위해 학생들의 자

기조절학습 능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능력임을 발견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자기조절학습 능력은 학생들의 학습 내용과 방법에 대한 선택

이 주어지고, 교사의 끊임없는 관심과 학생들이 가치있게 여기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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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제시할 때에만 비로소 향상된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

다. 즉, 학생들이 자기조절학습을 지속하기 위한 동기조절을 유지하는 데

교사를 비롯한 환경적 지원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많은 학생들은 기초 단계의 연주 수준이지만 과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학습에 대한 친구들과의 대화, 과제몰입과 점검, 동

기 유지, 자기반성과 같은 자기조절학습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

었듯이 기초 단계의 학습자들도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교

육환경이 제공된다면 자기조절학습 행동을 통해 연주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음악교육에서 자기조절학습 능력은 연주

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는 인식을 확장하여 공교육의 음악 수업상황에

서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어야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제

안한다.

본 연구에서 연주 성취 수준에 따라 자기조절학습 및 협력학습 행동에

서 구체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듯이 학생들의 이러한 차이를 이해한다면

학생들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악학습에서 학생들의 연주 수준에 따라 과제

곡을 제시하고 그 수준을 고려하여 결과를 평가하는 것만이 올바르고 공

정한 평가방식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주 성취 수준에 따라 나타

나는 학생들의 행동의 차이에는 연주기능에서 비롯된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와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들도 있다고 발견되었다. 학생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흥미를 고려한 과제와 올바른 학습방법을 제시해 준다면 더 효

과적인 기악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기도 A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음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다면 연주 성취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행동과 협력

학습 행동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자기조절학습

및 협력학습과 더 큰 사회 문화적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행동

패턴을 산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한다. 더불어 초등학교와 고등학

교 학생들에 대한 기초 연구가 후속연구로 이어진다면 자기조절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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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기악 앙상블 협력학습에서 자기조절학습

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효과적인 자

기조절학습과 협력학습을 설계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하

며 연구를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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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자기조절학습 사전검사 설문지

나의 연습 방법
(사전검사)

개인적인 정보를 조사하는 것은 성별, 연령과 같은 개인적인 요소가 자기조절학

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중학교 학년 반

성별: □남 □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지는 기악연주를 위해 여러분이

어떤 연습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자신의 연습에 얼마나 만족하는 지를 알아보고

자 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한 문항에 너무 오래 시

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오니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답해주신

하나 하나의 문항은 아주 귀중한 연구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응답요령

➀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해 주십시오.

➁ 의문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201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임 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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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또는 현재 배우는 악기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

2. 있다면 악기를 배운 기간은?

□1년 □2년 □3년 □4년 □5년

3. 부모님은 나의 음악학습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많다 □중간 □적다

그럼 지금부터 설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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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문항들은 여러분이 악기연주를 할 때의 연습방법들을 묻는 것입니다.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연습하는 곡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2. 나는 반복해서 연습한다.
3. 나는 연습곡을 될 수 있으면 외우려고

한다.
4. 나는 연습할 곡의 주요 리듬을

몸동작이나 노래로 풀어본다.
5. 나는 새로운 곡을 배울 때는 그 곡을

연주하는 상황을 머리 속으로

상상해보면서 이해한다
6. 나는 새로운 리듬을 연습할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리듬과 관련성을

찾아본다.
7. 나는 어떤 곡을 연습할 때 나름대로

내 생각을 정리해본다.
8. 나는 연습할 때 중요한 내용을 따로

정리한다.
9. 나는 연습한 내용은 내 방식대로

정리해 놓는다.
10. 나는 연습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연습할지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본다.
11. 나는 무엇부터 연습할 것인지 순서를

정한 후에 시작한다.
12. 나는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연습할지를 미리 생각한다.
13. 나는 연습하는 도중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곤 한다.
14. 나는 연습에 집중하다가도 잠깐

멈추어서 현재 내용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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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악기연주 연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

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15. 나는 연습하는 도중에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본다.
16. 나는 연습곡을 반복해서 연습한다.
17. 나는 연습할 때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건너뛴다.
18. 나는 연주회를 앞두고 시간이

모자라게 되면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연습한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9. 나는 새로운 연주를 배우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한다.
20. 나는 악기학습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그 자체를 그 중요하게

생각한다.
21. 나는 악기연주에서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
22. 나는 쉬운 곡보다는 어려운 곡을

연습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
24. 우리 반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나의 연주방법은 효과적이고 뛰어난

편이다.
25. 음악연주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곡을

모두 잘 연주할 수 있다.
25. 나는 앞으로도 악기연주를 잘 할

것이다.
26. 악기 연주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7. 악기 연주에서 배우는 내용이



- 253 -

♣ 다음은 악기연주 연습할 때 여러 가지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행

동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33. 나는 연습하고자 결심하면 곧

실천하는 편이다.
34. 나는 연습이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해놓고 논다.
35. 나는 하던 연습을 끝낼 때까지는

거기에 집중한다.
36. 나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연습할

것인지 37. 나는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연습을 시작한다.
38. 나는 효율적으로 연습하기 위해

시간마다 계획을 세워 연습한다.
39. 나는 연주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연습한다.
40. 나는 같은 연주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모르는 것을 물어보거나 같이

연습한다.
41.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쭈어 본다.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28. 나는 악기연주가 재미있다.
29. 나는 악기연주를 하는 동안 긴장해서

내용을 잘 기억할 수가 없다.
30. 나는 악기 연주할 때 걱정스럽고

당황스럽다.
31. 나는 악기 연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32. 나는 악기 연주를 할 때 내가 연주를

얼마나 못할지에 대해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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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나는 연습하다가 잘 모르면 인터넷을

검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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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자기조절학습 사후검사 설문지

나의 연습 방법
(사후검사)

개인적인 정보를 조사하는 것은 성별, 연령과 같은 개인적인 요소가 자기조절학

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중학교 학년 반

성별: □남 □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지는 기악연주를 위해 여러분이 어

떤 연습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자신의 연습에 얼마나 만족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한 문항에 너무 오래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오니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답해주신 하나

하나의 문항은 아주 귀중한 연구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응답요령

➀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해 주십시오.

➁ 의문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201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임 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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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또는 현재 배우는 악기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

2. 있다면 악기를 배운 기간은?

□1년 □2년 □3년 □4년 □5년

3. 부모님은 나의 음악학습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많다 □중간 □적다

그럼 지금부터 설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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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문항들은 여러분이 악기연주를 할 때의 연습방법들을 묻는 것입니다.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연습하는 곡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2. 나는 반복해서 연습한다.
3. 나는 연습곡을 될 수 있으면 외우려고

한다.
4. 나는 연습할 곡의 주요 리듬을

몸동작이나 노래로 풀어본다.
5. 나는 새로운 곡을 배울 때는 그 곡을

연주하는 상황을 머리 속으로

상상해보면서 이해한다
6. 나는 새로운 리듬을 연습할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리듬과 관련성을

찾아본다.
7. 나는 어떤 곡을 연습할 때 나름대로

내 생각을 정리해본다.
8. 나는 연습할 때 중요한 내용을 따로

정리한다.
9. 나는 연습한 내용은 내 방식대로

정리해 놓는다.
10. 나는 연습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연습할지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본다.
11. 나는 무엇부터 연습할 것인지 순서를

정한 후에 시작한다.
12. 나는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연습할지를 미리 생각한다.
13. 나는 연습하는 도중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곤 한다.
14. 나는 연습에 집중하다가도 잠깐

멈추어서 현재 내용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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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악기연주 연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

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15. 나는 연습하는 도중에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본다.
16. 나는 연습곡을 반복해서 연습한다.
17. 나는 연습할 때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건너뛴다.
18. 나는 연주회를 앞두고 시간이

모자라게 되면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연습한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9. 나는 새로운 연주를 배우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한다.
20. 나는 악기학습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그 자체를 그 중요하게

생각한다.
21. 나는 악기연주에서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
22. 나는 쉬운 곡보다는 어려운 곡을

연습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
24. 우리 반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나의 연주방법은 효과적이고 뛰어난

편이다.
25. 음악연주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곡을

모두 잘 연주할 수 있다.
25. 나는 앞으로도 악기연주를 잘 할

것이다.
26. 악기 연주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7. 악기 연주에서 배우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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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악기연주 연습할 때 여러 가지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행

동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33. 나는 연습하고자 결심하면 곧

실천하는 편이다.
34. 나는 연습이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해놓고 논다.
35. 나는 하던 연습을 끝낼 때까지는

거기에 집중한다.
36. 나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연습할

것인지 37. 나는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연습을 시작한다.
38. 나는 효율적으로 연습하기 위해

시간마다 계획을 세워 연습한다.
39. 나는 연주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연습한다.
40. 나는 같은 연주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모르는 것을 물어보거나 같이

연습한다.
41.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쭈어 본다.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28. 나는 악기연주가 재미있다.
29. 나는 악기연주를 하는 동안 긴장해서

내용을 잘 기억할 수가 없다.
30. 나는 악기 연주할 때 걱정스럽고

당황스럽다.
31. 나는 악기 연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32. 나는 악기 연주를 할 때 내가 연주를

얼마나 못할지에 대해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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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악기연주 연습의 협력학습에 대한 흥미와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세요.

42. 나는 연습하다가 잘 모르면 인터넷을

검색해 본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43. 그룹연습은 리듬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4. 그룹연습은 연주방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5. 그룹연습은 박자를 맞추는데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46. 그룹연습은 재미있었다.
47. 그룹연습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좋은 학습

경험이었다.
48. 그룹연습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좋은 학습 경험이었다.
49. 그룹연습 덕분에 친구들을 더 잘 이

해할 수 있어서 좋다.
50. 그룹연습은 음악 내용을 더 잘 이해

할 있게 되어 좋다.
51. 그룹연습은 음악 내용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게 도와주어서 좋다.
52. 그룹으로 연습하니 연주가 더 흥미있

다.
53. 그룹연습을 한 후 음악시간이 더 재

미있다.
54.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룹연습을 권하

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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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5-6차시 기악 앙상블 활동 내용

2모둠의 곡 “B Rossette” 리듬 앙상블 활동 내용

1 part

2) 2 part

3) 3 p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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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둠의 곡 겨울왕국 “Let it go” 리듬 앙상블 활동 내용

1) 1-part

2) 2-parts

3) 3-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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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모둠의 곡 “시대를 초월하는” 리듬 앙상블 활동 내용

1) 1-part

2) 2-parts

3) 3-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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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모둠의 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리듬 앙상블 활동 내용

1) 1-part

2) 2-parts

3) 3-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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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둠의 곡 “B Rossette” 선율 앙상블 활동 내용

1) 1-part

2) 2-parts

3) 3-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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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둠의 곡 겨울왕국 “Let it go” 선율 앙상블 활동 내용

1) 1-part

2) 2-parts

3) 3-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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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모둠의 곡 “시대를 초월하는” 선율 앙상블 활동 내용

1) 1 part

2) 2-parts

3) 3-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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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모둠의 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선율 앙상블 활동 내용

1) 1-part

2) 2-parts

3) 3-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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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모둠별 과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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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society is a knowledge-based society in which people around the

world freely interchange with each other. In these societies, collaboration and

self-regulation ability are important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to

manage oneself. Music education has carried out various studies about

collaborative learning and self-regulated learning in order to develop

students' ability to live successfully in future society. In this vein, this

study explored how collaborative learning through a music instrumental

ensemble, which stands as an activity for improving the capabilit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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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influences self-regulated learning by

analyzing a relevant case. Then, distinguished behaviors on self-regulated

learning and collaborative learning based on musical performance level.

In general, self-regulated ability is a significant factor for achievement in

music education, especially in the realms of instrumental learning, which

requires sufficient time and assiduous practice to attain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skill. Self-regulated learning refers to “the process where a

learner proactively composes learning” (Zimmerman, 1989). In this process,

one’s individual cognition, motivation, behavior, and environment harmonize

and develop the quality of learning. As such, it is possible through

self-regulated learning to plan and manage one’s learning while selecting,

revising, and applying his/her strategy to learning (Pintrich, 200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rst to find out how collaborative learning

through the instrumental ensemble affects self-regulating learning ability and

second, to identify how self-regulated learning behaviors and collaborative

learning behaviors different depending on performance achievement level.

The case study pertaining to this research examined twenty-five students

from a middle school in the Gyeonggi province, who enrolled in ‘western

musical instrument class’ for the 2017 free learning semester, for eight

weeks. In assorted five groups, the preparation process in which students

selected, practiced, and performed musical piece was explored qualitatively.

With pretest and posttest as an assessing tool for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the paired T-test was used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collaborative learning on self-regulated learning. Two video cameras were

present to film the four-week collaborative activity of two volunteer groups

among five groups, and ten volunteer students were interviewed additionally.

Worksheets, which facilitated peer review, help-sharing activity, and

self-reporting for reflecting the collaborative process, were provided to

describe how students carried out the process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consequently, those worksheets provided the qualitative data to prove their

practical experience.

First resul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collaborative learning by an



- 287 -

instrumental ensemble was effective for enhancing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For example, the result of the T-test indicated that collaborative

learning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mproving the elaboration and

systematization of cognitive strategy, the achievement value of

meta-cognitive strategy, and the behavior control and time management of

behavior regulation,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qualitative data on the

students’ collaborative process demonstrated that ‘assignment comprehension’,

‘planning’, ‘establishing practice strategy’, and ‘reflection on assignment and

practice’ manifest in the self-regulated learning process.

Then, collaborative learning prompt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of

self-regulated learning. First, cognitive regulation was enhanced. Repeated

practice with friends triggers excitement. Also the rich musical environment

through collaborative learning promoted the students’ audiation and improved

the elaboration ability of learning contents. In addition, such form of learning

allowed the students to experience the harmony of sound, and their effort to

comprehend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ts in an ensemble piece enhanced

systematization ability. Students who experienced this process reported

aesthetic experiences. Second, group regulation in collaborative learning

enhanced the students’ meta-cognitive strategy to monitor and revise their

learning. Third, practice of the selected piece by students in collaboration

with friends was helpful in sustaining motivation management, such as

mastery goal,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value. Fourth, responsibility in

collaborative learning contributed to behavior control. In particular,

middle-school students demonstrated more responsible stance to the

collaborative assignment with colleagues.

This study also identified the difference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nd collaborative learning behaviors based on performance achievement level.

Students are categorized into high level and low level groups by their

performance level, which is based on evaluation, during the process of class

activity to learn few beginning measures of the assigned pieces selected by

groups before starting the collaborative learning. Then,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self-regulated and collaborative learning behaviors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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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achievement levels were observed and analyzed qualitatively.

The level of the achievement radically differentiated ‘the behavior to

understand the assignment’, ‘the goal-oriented behavior’, ‘the behavior to

carry out practice strategy’, ‘the behavior of immersion in learning’, ‘the

behavior of motivating’, and ‘the behavior of self-reflection’. These behaviors

influenced the outcome of the performance. Most students, however, tend to

consider learning a new musical piece in collaboration with friends

meaningfully. In spite of the qualitative difference in collaborative learning

among students, they practiced collaboratively and effectively within a

predetermined time frame. It was found that understanding music and

valuing on learning are more important to achieving a successful

performance, rather than technique.

Now, some students possessing immature playing skills experienced a

difficulty in properly joining an ensemble, where their peers play a role as

obstacles in free atmosphere learning which was designed to promotes

interactions among learners. Nonetheless, it is remarkably illustrated in this

study that collaborative learning through an ensemble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students to learn surroundings through aesthetic exploration

and encounter various instruments and sounds. Furthermore, collaborative

learning encourages a learner’s internal motivation for learning music while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performing instrument and self-regulated

learning. As such, this study creates significant implications to design

effective instrumental learning. After all, through the discoveries of

self-regulated and collaborative learning behaviors based on the level of

achievement, this research is highly expected to make a noteworthy

contribution in facilitating a learner’s psychological and physical factors to

positively affect musical performance achievement.

Keywords: collaborative learning, self-regulated learning, instrumental

ensemble, socially-shared regulated learning, instrumental

learning, musical performance achievement

Student Number: 2012-3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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