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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생들의 음악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환경적 요인

으로 ‘교사지지’ 개인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이때 각.

요인들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교사지지와 음악학습동기의 두 요인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교사지지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학생.

이 이를 지지로 지각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학

생에게 실제로 주어진 지지보다 학생이 지각한 지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음악수업에서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와 자기효

능감 음악학습동기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인천에 재학 중인 초.

등학교 학년 학생 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4~6 301 ‘학생이 지각한 교

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를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을 실시하여.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고 교사지지와 음악학습동기 간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

을 실시하였다(bootstrapping) .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지지는 학생의 음악학습동기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서도 음악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교사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은.

음악학습동기 수준이 높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스스로의 음악적 능,

력에 대한 믿음을 긍정적으로 가질수록 학생의 음악학습동기가 높아진다

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지지는 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교사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은 스스로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믿음 역시 긍정적으로 가진다.



셋째 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학습동기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 즉 학생이 스스로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긍정적.

으로 가질수록 음악학습동기 역시 높다.

넷째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 ,

를 보이지 않았고 학년에 따라서는 교사지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음악학습동기는 학년보다. 6 4

학년 학생들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등음악수업 내에서의 음악학습동기에 주목하여 환경적,

요인인 교사지지와 개인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이 음악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음악학습동기를 특.

히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에 근거하여 살펴보았고 두 요인 사이에서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음악학습동기 향상을 위해 학생이 지각하는 교,

사지지 및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

사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사 학생 간의 긴-

밀하고 밀접한 상호관계가 필요하며 학생이 음악활동 수행에 대한 자신,

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스스로 확인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심리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음악학습동기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초등학생 음악수업: , , ,

학 번 : 2020-2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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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

오늘날의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급격한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

서 새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가능성과 역량을 요구한다 지식기반사회에.

알맞은 지식 창출 및 활용 능력이 강조되고 윤정일 외 다양한 경( , 2007),

험을 융합하여 새로운 것으로 확산시키는 창의적 능력이 요구되며 자신,

의 생활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 감

성 능력이 중요시 된다 송주현( , 2014).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음악교육이야말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

다 성경희 오랜( , 2006). 시간 인간의 삶 속에서 그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

으며 사회 문화적으로 완벽히 생활화된 것이 바로 음악이고 그러한 음,･

악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표현하는 높은 수준의 미적 결과물인 음악

작품들은 시대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최고의 창의적 산물이라, ,

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악은 그것을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

상시키고 행복을 창출하며 예술적 인격 완성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강한 영향력을 지녔다 이동규 이렇듯 세기( , 2012). 21

사회에서 미래의 인재에게 요구하는 역량과 능력함양의 관점 및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자아실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음악교육이야말로 가

장 집중하여 계발해야 할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음악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음악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격려할 때 수업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

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동기(Brophy, 2004).

란 어떠한 행동을 유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그 행동을 유지시(motive)

키는 내적인 상태 를 의미한다 즉 행동의 시작(Pintrich & Schunk, 1996) . ,

방향 및 끈기와 강도를 결정하는 힘이자 이전 학습에 대한 행동의 조절,



과 통제 및 새로운 학습을 위한 원동력인 것이다 김아영 그 중( , 2008).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학습동기’이다 학습동기는. “학습자가 학습

활동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학습활동을 통해 의도된 학습,

적 이득을 얻고자 노력하는 경향성”이라고 정의된다(Brophy, 2004, p.16).

학습동기는 학습활동 유도는 물론 이를 지속시켜주고 나아가 학습의 방

향을 알려주며 학습자들이 수업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해나가게 하는 요

소이기 때문에 김소운 교육 상황에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 , 2010)

야 할 필요가 있다 장근주( , 2011).

특히 음악교육에서의 학습동기는 수업 중 이루어지는 음악 활동이나

이론 등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

에서 전체 수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학습자가 음악 교과.

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을 느끼고 실제 수업 내에서 이와 관련된 직접적

인 태도를 내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음악학습동기이기 때문에 최미화( ,

결론적으로 음악학습동기가 학습결과를 결정짓는 연결고리의 역2003),

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음악수업에서 학생들의 음악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음악적 동기는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다양한 환경적 요인 사이의 상호

작용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의 의견과 같이 학습동기는 다수Hallam(2002) ,

의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외부 및 내부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음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의 동기를 어떻게 형성해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Hallam,

음악동기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음악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동2002).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학생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나 문화적 제도적 가족 교육 등과 같은･ ･ ･ ‘환경적 요인’과 학생 내부 요인

인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었다 대표적(Evans et al., 2013; Hallam, 2002).

인 환경적 요인으로는 교사 부모 또래와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권슬, , (

기 문주희 박원재 박지현 봉미미 외 유, 2016; , 2012; , 2019; , 2008; , 2008;

지원 정진원, 2011; , 2009; Hallam, 2002).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음악학습에 흥미와 동기를 갖고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때 이러한 수업 환경을 만들어가며 학생,

들의 수업을 이끌어 갈 책임이 있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초등학생에게 있어 교사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인간관계를 경

험하게 되는 부모 외의 존재가 바로 교사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교사.

를 통해 지식과 기술 가치 태도 사회관 등을 형성하기 때문에 교사는, , ,

학생들에게 있어 절대적인 사회적 지지원이며 윤혜정 교사와 학( , 1993),

생의 관계가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경험한 학생들은 높은 성취 지향

과 학업 수행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지(Pianta et al., 1995),

각하는 교사로부터의 지지가 많을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적응을 잘하게

된다 안광미 실제로 안현진 은 교사의 음악을 대하는 태도와( , 2004). (2018)

지적인 수준이 학생들에게 행해지는 음악 교육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하

였고 박원재 는 청소년기에 유발된 음악적 동기와 경험은 일생에, (2019)

걸쳐 음악활동을 지속시키는 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이

러한 환경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교사라고 하였

다 이렇듯 교사의 바람직한 음악적 역할모델과 학생을 지지하는 태도는.

음악적 활동을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Costa-Gioma

et al., 2005).

이때 중요한 것은 교사가 제공한 지지가 아닌 학생이 인식하고 지각한

교사지지이다 김민성 에 따르면 학생에게 전달되는 교사의 언어적. (1996) ･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해석은 관계 속 당사자인 학생의 주관에 달려있기

때문에 각자의 해석에 따라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실제 학생이

받아들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Clark & Peterson, 1986;

현재 음악교육에서는 음악수업에서 학생이 지각Good & Brophy, 1974).

한 교사지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환경적 요인

을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로 설정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다.

한편 이러한 교사의 적극적인 지지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이끌어낸,



다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

적 요인 이외에 학생 스스로 음악적 정체성을 갖고 학습에 임하고자 하

는 인지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음악학습동기에 영향을(Martin, 2008).

미치는 개인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음악적 기대와 가치,

음악적 자기효능감 음악적 목표 등이 있다, (Burland & Davidson, 2004;

Creech et al., 2009; MacNamara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음악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을 ‘자기효

능감’으로 설정하였다 무엇보다 음악수업은 교사의 교수 뿐 아니라 학.

생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가능해지는데 음악에 대,

한 긍정적인 생각과 자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내재적 동기원

이자 교과에 대한 내적 흥미형성 요인이 바로 자기효능감인 것이다

자기효능(Bandura & Schunk, 1981; Relich et al., 1986; Schunk, 1984).

감은 현대 학습동기이론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으며 활발히 현장연구

가 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로 김아영( , 2004), ‘과제수행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장근주 학습자의( , 2011).

태도 내적동기의 인지 및 정의적 요인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

에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는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는 종속변인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다 김은정 황인주 이숙자 추미애 박아청( , , 2010; , 2010; , ,

2006).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 활동 및 구체적인 음악과제 수행에 요구되

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데 승(

윤희 특히 음악은 다른 영역에 비해 재능이 부각되는 교과이기, 2015),

때문에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진원( , 2009).

학생이 자신의 음악적 가능성에 대해 믿고 그것을 스스로의 음악 활동을

통해 확인해나가는 높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로 하여금 지속적,

인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과제 수행에 임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박지현 이러한 사실들을 통( , 2008; Schmidt & DeShon, 2010).

해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음악수업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음악학습동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학생이 교사의 지지를 의미 있는 것으로

지각하여 교사로부터 받게 되는 기대와 가치를 내면화할 때 학생들의 학

습동기와 학습행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을(Wentzel, 2009),

통해 교사지지가 음악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때 자기효능감은 음악학습활동에 강력한 개인적 인지적 요인으. ･

로 작용하면서 개인이 어떠한 행동과 환경을 선택할 것인지에 영향을 준

다 즉 인간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신할 때 그 상황을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처리하는데 김주남 이것은 음악학습활동( , 2014),

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학습활동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정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행동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곧 음악학습동기를 높,

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학생의 음악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두 변인인 ‘교사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이다 음악.

교사의 말과 격려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박지현 승윤희 즉 음악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영향( , 2009; , 2015).

을 줄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음악교사의 관심과 기대 애정 등이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

지와 음악학습동기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두 변인과 개별적인 인과관계

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원재 따라서 성공적이고 의미 있( , 2019).

는 음악교육을 위하여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의 관계를 파, ,

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 ,

학습동기의 각 변인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이 세 요

인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초등음악수업에서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

기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2.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음악

학습동기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와.

음악학습동기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초등음악수업에서 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지지는 음악학습1.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초등음악수업에서 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지지는 자기효능2.

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초등음악수업에서 자기효능감은 음악학습동기에 영향을3.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초등음악수업에서 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지지와 음악학습4.

동기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Ⅰ 과 같다] .

그림[ -1Ⅰ 연구모형]

자기효능감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
음악학습동기



용어 정리3.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와 자기효능감 음악학,

습동기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기효능감이 두 변인을 매개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를. , ,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변인들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가 교사지지.

교사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한 유형이다 사회적 지지의 정의가. ‘개인

이 속한 사회에서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정

서적 신체적 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긍정적 지원 및 행위･ ･ ’라면 교,

사지지는 지지원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

적 지지 평가적 지지 실용적 지지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제공하는 행위, ,

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때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지지는 교사가 제공한.

지지에 대해 학생이 지각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제공된 교사지,

지라기보다 학생이 받아들인 주관적인 의미 해석 인식 등이라고 할 수, ,

있다.

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거나 주어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 확신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Bandura, 1997). , , ,

음악적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능력과 역

량에 대한 믿음 또는 신념의 정도이다 박지현( , 2009).



다 음악학습동기.

음악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

로 여기도록 하여 결국 효과적인 음악학습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심리

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음악학습동기는 음악학습행위가 유익하다는.

학생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음악학습활동을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으로써 음악수업의 학습효과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 배경.Ⅱ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음,

악학습동기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의 개념과 구성요인에 대해 정, ,

의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각 변인의 관계를 파악할 것.

이다.

교사지지1.

가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개념1)

교사지지는 단일변인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지원 중,

하나가 바로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는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타인의 일부. Cobb(1976)

로 교사를 정의하였다 따라서 교사지지의 개념을 이해하기에 앞서 사회.

적 지지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인간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학교를 거쳐 사회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관

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사회적 지지 라고(social support)

할 수 있다 김남경 에 따르면 이러한(Cohen & Hoberman, 1983). (2019) ,

지지원은 가시적이지는 않으나 심리적으로 필요한 사랑 존중 위안과, ,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일 수도 있다 또, .

한 애정 소속 안정에 대한 개인의 욕구가 될 수도 있으며 타인 집단, , , , ,



지역사회로부터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지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

적 지지는 관련 주체의 대상과 상황 지지 제공자과 수혜자에 따라 다양,

한 모양과 속성을 띠게 된다.

사회적 지지는 에 의해 제안된 사회이론으로써 가족Durkheim(1951) ,

친구 이웃 및 기타 타인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년대 중반. 1970 Cassel, Caplan, Cobb

가 그 토대를 형성하였는데 심승원 이원숙 정신 건강에 대( , 2000; , 1992),

한 관심과 더불어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를 중재하는 사회적 지지 체계

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부터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했다.

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제공하는 사회Cassel(1974)

적 지지는 무질서한 관계로 인한 부정적인 신체적 심리적 결과로부터 개･

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건강문제와 환경적 변화 사

이의 연관성을 제시하였고 박은성 재인용 은 사회적( , 2010 ), Caplan(1974)

지지를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러한 행동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집합체라고 주장하였다 는 애. Weiss(1974)

착 사회적 통합 양육의 기회 가치의 확신 신뢰할 수 있는 유대감 지, , , , ,

도 지침의 획득 등 가지 관계 제공을 사회적 지지로 정의하였다 이후6 .・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기능 및 효과성에 대해 보다 분명한 규정을 정의

한 학자는 로서 유이수 그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각 개인으Cobb ( , 2011),

로 하여금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의미 있는 의사

소통 관계망을 형성해가는 가치 있는 존재로 믿도록 하는 정보라고 하였

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자와 개념정의를 종합해보면 표< Ⅱ 과 같-1>

다.



표< Ⅱ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지지의 개념-1>

연구자 사회적 지지 개념

김남경

(2019)

자신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모나 상사 동료로,

부터 받는 유 무형의 지지자원・

임정연

(2015)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위안･충고･칭찬･지도･물질 및 재정적 지원과 같은 긍정적

인 지원을 포함하며 개인의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욕구, ,

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

김동환

(2014)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애정 수용 관심 등의, ,

모든 긍정적 자원

하희정

(2012)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존경･정보･충고･보살핌 등을

받고 있는 믿음

현채송

(2010)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

이복임

(2006)

가족･친구･이웃･기타 사람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

움과 원조의 의미

Thompson

(1995)

의미 있고 지속적인 대인관계를 통하여 안전 관여 소속, ,

감을 얻게 되는 유용성

Wills

(1991)

개인이 사랑과 보살핌 존중 등의 사회적 관계망에 속해,

있다는 지각

Karasek &

Theorell (1990)

업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상호 보완적인 유용한 사회적

상호작용

House

(1981)

정서적 관심을 포함하여 도움을 베풀거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

Kahn &

Antonucci (1980)

애정 긍정 도움의 요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

포함한 사람들 간의 교류



이렇듯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사회적 지지는 명료한 개념상의 일

치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임정연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 2015).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정서적 신체적 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긍정적, ,

지원 및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2)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은 크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인 지지

원 그리고 제공되는 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먼저 지지원을 강조한 연구들은 지지 제공자에 관심을 두었는데 대표

적인 사회적 지지원으로는 아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모,

교사 또래 등이 있다, (Cauce et al., 1982; Dubow & Ullman, 1989;

등 은 지지 제Furman & Buhrmester, 1985; Harter, 1985). Dubow (1989)

공자로 가족 교사 또래를 제시하였고 등 은 부 모 형제자Furman (1985)･ ･ ･ ･

매 조부모 교사 친구 등을 는 부모 교사 학급 동료 친한 친, Harter(1985)･ ･ ･ ･ ･ ･

구 등을 제시하였다 등 은 청소년이 지각한 지지가 공식적. Cauce (1982)

지지원 가족 지지원 친구 지지원 등의 구성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

하였다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지지 제공자로서 개인과 가장 친밀한 관.

계를 맺는 부 모 및 이들을 포함하는 가족 교사 친구 등의 요인을 제시･ ･ ･

하였다 강성희 김명숙( , 1991; , 1995; Buhrmester & Furman, 1987).

다음으로 등 은 제공되는 지지의 유형을 크게 사회관계망Taylor (2000)

의 특성을 함의하고 있는 구조적 측면의 객관적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로 나누

어 개념화하였다 우선 구조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뜻하는

데 두 사람이 관계를 맺어온 평균 기간을 의미하는 안정성 망 안의 사, ,

람들이 서로 아는 정도를 의미하는 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



계를 맺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크기 등을 사회적 지지의 지표로 사용한다

주현정( , 1998; Norbeck, 1982; Walker et al., 1977).

반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라고도 하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

는 사회적 관계의 질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개인이 자신에게 제공되고

있는 지지원에 대해 갖는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기능적 측면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은 구조 안에 존재하는 관계

의 질에 대해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박지원( , 1985),

사회적 지지가 개념적으로 기능적 특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조적 측면

만으로는 사회적 지지 연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원숙( , 1992).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는 단일 차원으로 파악된 사회적 지지의 초

기 개념에서 점차 확장되어 다차원의 구성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학자들

의 주장에 의해 각 연구별로 유사성과 차이점이 제시되는 가운데 공통적

으로 일치하는 구성요인이 생겨났다 가(Cohen & Hoberman, 1983). Cobb

사회적 지지를 도구적 지지 또는 상담 능동적 지지 또는 모성애 물질( ), ( ),

적 지지 또는 물건 봉사와 구별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전적으로 정보( ),

로 이루어진다는 견해를 보이는 반면 박지원 과( , 1985), Kahn

는 사회적 지지를 애정 긍정 도움의 요소 중 하나 또는Autonucci(1980) , ,

그 이상을 포함한 대인관계적 협상이라고 정의하면서 의 사회적 지Cobb

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구적 능동적 물질적 지지에 관한 내용을 도움의, ,

요소에 포함시켰다 등 은 초등학교 시기에 지각된 사회적. Beimers (1981)

지지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 지지원의 설명이나 개

인의 주관적인 평가 및 지지 실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지지 대상과 책임감을 공유하는 것과 조언을 제공하며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김남경( , 2019).

국내에서는 박지원 이 여러 학자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1985)

분석하여 지지적 행위의 속성을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 ,

정서적 지지로써 존경 애정 신뢰 관심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둘째 정. ,･ ･ ･

보적 지지로써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 ･ ･

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 제공을 말한다 셋째 평가적 지지로. ,･ ･



써 칭찬 소질 인정 인격 존중 공정한 평가 가치 고양 의사 존중 등 자기･ ･ ･ ･ ･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지지이다 넷째 물질적 지지로써 필요. ,

시 돈 물건 시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한･ ･ ･

다 임정연 이후 윤희 는 물질적 도움 및 서비스의 교환을 포( , 2015). (1994)

함하여 충고 정보 재정적 도움 과업과 관련된 도움을 의미하는 도구적･ ･ ･

지지 애정 친밀감 신뢰 이해 의사소통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같은 감정적, ･ ･ ･ ･ ･

지원인 사회 심리적 지지 그리고 관계망 내 구성원들 간의 여가 여행, , ,

모임과 같은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의 만남을 의미하는 사교적 지

지로 분류하였다 차주원 은 사랑과 존중감을 제공하는 애정적 지. (2001)

지 신임과 격려를 제공하는 긍정적 지지 돈이나 물건 간호 등을 제공, , ,

하는 물질적 지지로 나누었다 임정연 은 보살핌 애정 관심에 해당. (2015) , ,

하는 정서적 지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

지 객관적인 평가나 칭찬과 같은 평가적 지지 필요시에 제공하는 물건, , ,

시간 서비스 등을 의미하는 실용적 지지로 분류하였다,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

로 구조적 측면에서의 객관적 사회적 지지보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개인

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으며 각 연구들의 공,

통적인 구성요인으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 , ,

지라는 가지 측면의 사회적 지지로 나누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4 .

나 교사지지.

최근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의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인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지지원과 지지유형

을 모두 고려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학교생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교사지지에 초점을 맞추어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가지 측면을 측정한 연구들, , 4

이 있다 박연징 은 교사지지에 따른 초등학생의 수업참여정도를 정. (2019)

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유형으로 나누어 측, , ,



정하였고 임정연 은 교사지지에 따른 초등학생의 교육성취도를 정, (2015)

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실용적 지지 유형으로 나누어 측, , ,

정하였다 박은성 은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지지를. (2010)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행동적 지지로 나누었다, , .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초등학교 음악수업에 있

어서 동기와 흥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지지원으로 교

사에 주목하였고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지지의 유형을 정서적 지지, ,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실용적 지지로 나누었다 먼저 지지원으로 교, , .

사를 선택한 이유는 초등교사는 아동이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으로서 교사의 지지가 아동의 지적 성숙 및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임정연 초등학( , 2015).

교 입학과 동시에 지금껏 가정에만 국한되어 있던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

은 학교로까지 확대되고 이때 학교는 가정을 제외하고 초등학생들이 가

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 된다 그곳에서 학(Feiring & Lewis, 1987).

생들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타인인 교사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작용을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는 약화된 가정의 기능을 보완,

해 줄 수 있는 부모와 같은 성인임과 동시에 학업 성취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변지현 또한 학생들이 환경을 적극적( , 2002).

으로 탐색하고 새로운 학문적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도록 돕는 자원이 되･

어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Howes et al., 1994; Pianta & Steinberg, 1992),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이 사회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 ･

도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있어 절대적･

인 사회적 지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윤혜정( , 1993).

특히 음악수업은 교과의 특성상 교사와 학생의 양방향 소통이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의 음악학습동기 유발에 있어서 서로 간의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다양한 선(O’Neill & McPherson, 2002).

행 연구들이 음악수업에서의 교사 학생 관계가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태-

도 동기 가치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 (Barrett, 2006;

은Gembris & Davidson, 2002; Pitts, 2004; Sichivitsa, 2007). Barrett(2006)



교사가 학생들에게 건설적인 피드백 및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제공할 때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가치와

음악 참여를 지속하려는 전반적인 동기를 향상시켰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역시 자신의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 Pitts(2004)

고 학생들의 성공을 돕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사의

긍정적인 강화와 폭넓은 지원을 이야기하였다.

이렇듯 아동들에게 있어 학교가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

라는 점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동일시와,

모델링 과정을 통해 부모만큼 학생들의 인생진로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교사라는 점 신애현 그리고 음악수업에 있( , 1998),

어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음악학습동기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사를 사회적 지지의 지지원으로 선택하여 연구하는 것

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지지의 유형을 정서적 지지 정보,

적 지지 평가적 지지 실용적 지지로 나누었다 사회적 지지 유형에 대, , .

한 초기 연구에서는 보살핌 애정 관심 등에 해당하는 정서적 지지만을, ,

사회적 지지로 보았다면 이후의 연구에서는 그 범주를 넓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객관적인 평가나 칭찬과 같,

은 평가적 지지 필요시에 제공하는 물건 시간 서비스 등을 의미하는, , ,

물질적 지지도 포함하고 있다 임정연 재인용 음악교과의 경우 음( , 2015 ). ,

악은 그 자체로 인간의 삶을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매개

체 역할을 하며 엄시현 또한 음악수업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음( , 2018),

악 이론이나 개념과 같은 지식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악기연주나 실기.

등과 같은 학생의 음악활동이나 음악적 지식을 평가하고 그것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이나 칭찬을 제공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구성요인으로서의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 .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필요시 돈이나 물건 서비스 시간 등을 제공, ,

하여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물질적 지지 혹은 도구적 지지로 표현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구적 지지 대신 임정연 과 이윤순 이, (2015) (2017)



재정립한 실용적 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실용 적 지지는. ( )實用

기존의 물질적 지지 혹은 도구적 지지라는 구인과 유사하지만 교사가 직

접 학생에게 물질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학생 대신 일을 해준다는

의미가 아닌 필요시에 학생을 위하여 수업활동 이외에 도움을 주기 위,

한 노력과 같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음악교과는 실기 위주의.

수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물질이나 재정적 지원보다는 학생의 음악성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사의 가르침이나 피드백 혹은 음악수업,

과 관련된 자료나 악기 제공 또는 학생들을 위해 실질적인 시간을 내어,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노력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실용적 지지가 더 적절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교사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실용적 지지의 차원에서 측정하려고 한, , ,

다.

이때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지지원인 교사의 입장보다는 학생의 입

장 즉 학생이 교사지지를 어떻게 지각 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써, ( ) ,知覺

이것은 사회적 지지를 기능적인 측면 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보는 학,

자들의 입장과 일치한다 실제로 교사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학생이 이를 사회적 지지로 지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한 지

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실제로 주어진 지지보다는 학생이 지각한 지지를

평가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Cohen & Wills,

또 다른 연구는 무엇보다 학생의 발달과 적응을 예언하는 부분에1985).

있어서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실제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보다

더욱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Demaray & Malecki,

2002).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필요한 보살핌을 잘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다는 학생 스스로의 평가라고 할 수 있

는데 손수덕 이러한 자성적 예언효과에 의하면 아동은 교사의 언( , 2020),

어적 비언어적 행동의 의미를 지각하고 이렇게 지각한 교사 행동은 실,･

제 교사 행동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김혜진 송혜( , 2006).



숙 은 연구를 통해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실제 학생이 받(2000)

아들인 내용이 다를 수도 있으며 학생의 수용 의도에 따라 교사의 긍정,

성이 학생에게는 부정적으로 지각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교사가 부정적이

어도 학생은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사지지가.

음악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교사지지 수준을 확

인하기 보다는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지지가 어떠한가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선행연구 고찰.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교사지지의 영향력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먼저 교사지지는 학생의 학업이나 수업 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데 임정연 의 연구는 학생의 학교 참여를 매개로 학생의 학, (2015)

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교사의 사

회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강명희 등 의 연구에 따르면. (2014)

학생이 지각한 교사태도는 학습태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

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명구 등 의 연. (2012)

구는 사회적 지지 중 부모지지와 교사지지가 학업성취와 높은 관계가 있

는데 그 중 특히 교사지지가 학생의 학업성취와 가장 높은 관계가 있다

는 것을 밝혔다 김혜진 역시 담임교사의 지지가 학업성취도와 밀. (2006)

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담임교사의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교사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경험한 학생들은 보다 높은 성취 지향과 학업 수행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교사지지는 학습을 수행(Howes et al., 1994; Pianta et al., 1995),

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황해익( ,

송연숙 학업 실패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 1995),

행한다(Pianta & Steinberg, 1992).

또 다른 선행연구들은 교사지지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 뿐

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교 스트레스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사지지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감소시키고 완.

화시키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밝힌 연구들 성선진 이재신 하( , , 2000;

현주 외 홍애순 조규판 과 더불어 교사지지가 다른 지지원, 2008; , , 2012) ,

의 사회적 지지에 비해 학교 스트레스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기 때문

에 학교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연구들도 있다 강성희 김승미 박재연( 1991; , 1998; , 2017).

교사지지가 학생의 정서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존

재하는데 교사지지는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사,

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자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 김윤자 를 비롯( , 2004; Deci & Ryan, 1981; Ryan & Grolnick, 1986)

하여 성인의 보호를 비교적 덜 받아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대인관,

계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사의 사회적 지지

가 그들의 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한유(

진 최나야, , 2004).

교사지지는 또래관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사의 지지를 많.

이 받은 학생은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

에서도 적응력이 높으며 놀이에서도 주도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결국 또래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박진옥 정승민( , 2008; ,

결국 교사지지는 교실에서 공동체의 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2005).

교사의 역할을 핵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신뢰감과 유능성

을 증진하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접적인 교사의 행동보다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이 더욱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허은호 는 초등학교 학생들, (2001)

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교사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밝혔다 송.

영숙 과 조광규 역시 교사의 태도에 대한 지각과 학습동기(1985) (1997) ,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면서 교사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

할수록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음악수업과 관련된 교사지지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음악대학생 명을 대상으로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 253

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사이에서 학생들이 지

각하는 교수자의 지지유형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한 백고은

의 연구는 교수자를 통해 얻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주관(2020) , ,

적 안녕감의 부정 요소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

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간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를

유의하게 낮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것은 교수자로부터 애정 존중. , ,

정서적인 안정감 혹은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평가 등을 많이 받는다고 지

각하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일수록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임지해 는 중학생 명을 대상으로 중학생이 지각하는. (2016) 486

교사의 심리적 욕구지지가 음악수업에서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수

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음악교사의 유능성 지지. ,

는 음악 수업태도에 유능성 지지와 관계성 지지는 학생의 자율성 만족,

에 자율성 지지와 관계성 지지는 학생의 관계성 욕구에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쳤다 이것을 통해 음악교사가 학생들을 지지하고 음악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음악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성취,

도 참여도 및 집중도 등의 수업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본바 교사지지는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교과학습은 물론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측, ,

면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연징 최은주( , 2019; , 2001).

하지만 음악수업에 영향을 주는 교사지지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따.

라서 초등음악수업에서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지지와 관련된 변인 파악

및 그 변인들과의 관계 탐색은 학생들의 음악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노력

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효능감2.

가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은 의 사회학습이론에서부터 발전한 것으로Bandura , ‘개인

이 처해진 상황을 극복하거나 주어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로써 한 개인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만의(Bandura, 1997).

신념을 발달시키는데 바로 이러한 신념이 개인이 하게 될 행동을 결정,

하거나 그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그 개인의 실제,

행동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배지희( , 2013).

특히 등 은 자기효능감을Wood (1987) ‘과제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요구

되는 특별한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라고

정의 내리면서 학습자가 과제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전체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초래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천 행. , ,

동 방향을 이끄는 개인 능력에 대한 판단 권슬기 혹은 과제의 성( , 2016),

공적인 실행에 대한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기능을 구조화하여 수행할, ,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Eden & Aviram,

결국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기대를 어떻1993). ,

게 하느냐에 대한 인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각된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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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ctation of self-efficacy)’라고도 부른다 이지영 지금까지 논의( , 2012).

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 와-2>

같다.



표< Ⅱ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개념-2>

연구자 자기효능감에 관한 개념

손혜란

(2020)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특정 행동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서 자신이 잘 이뤄낼 수 있다고 스스로가 가지

는 확고한 신념

이현민

(2020)

어떤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능력에 대한 판단

정영신

(2016)

주어진 능력 안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신

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어진 문제나 구체적 상황에서의,

자신감

이종학

(2014)

자신의 전체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써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요구되는 특별한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개인적 평가

김경아

(2012)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박영미 강충열,

(2010)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

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

취과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 낼지에 대한 판단

Bandura

(1997)

개인이 처해진 상황을 극복하거나 주어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로써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잘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념

Eden & Aviram

(1993)

과제의 성공적인 실행에 대한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기능, ,

을 구조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감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수행의 결과를 유발하는 행동의 주된 근원이

자 김주남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조작하고( , 2014)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정(

희 조한익 학생들의 학습 상황 및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 2006),

수밖에 없다 박지현 따라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 2009).

은 학습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

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신념에 의해 행해지는 실제 행동은 자기효능감의 ‘결과기대

(outcome expectations)’와 ‘효능기대(efficacy expectations)’라는 두 가지

하위요인에 의해 중재된다 효능기대란 어떠한 기대되는 결과를 이뤄내.

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 이것은 기대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행동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확신 기대 예상 등과 같은 것들을 의미하므로, ,

자신감에 가까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조하슬린 반면 결과기대( , 2018).

란 특정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와

예측을 의미한다 즉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

인지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 평가 및 추측인 것,

이다 배진희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 2007). < Ⅱ 과 같다-1> .

그림[ Ⅱ 효능기대와 결과기대의 관계-1] (Bandura, 1977)

개인 (person) 행동 (behavior) 결과 (outcome)

효능기대

(efficacy

expectations)

결과기대

(outcome

expectations)



는 효능기대와 결과기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Bandura(1997)

다 결과기대는 특정 행동을 한 이후의 결과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후.

견 의 개념이지만 효능기대는 앞으로 수행할 행동에 대한(after thought) ,

성공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선견 의 개념인데 김아영(fore thought) ( , 2004),

사람들은 보통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선견 즉 효능기대를 설정하여 동,

기를 유발시키고 행위를 예상한다 그리고 그 행위를 하고 난 후에 결과.

에 대해 예상하기 때문에 두 가지 기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영, 2012).

특히 는 효능기대가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결과기Bandura

대보다 동기와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특정(1977).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행동이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될지 예측한

다고 하더라도 결과기대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결과기대는 행동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김주(

남 하지만 반대로 효능기대의 인지는 활동 과제의 선택 노력의, 2014). ,

양 힘든 상황에서의 인내심 등과 같은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성취 상황에서 개인이 활동을 선택하고 노력을 투여하(Bandura, 1997),

며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끈기를 보이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주남 즉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능기대가 낮고 부정적( , 2014). ,

인 사람일수록 실수를 능력 부족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어 노력을 줄이

거나 과제 자체를 피하려 하지만 효능기대가 높은 사람은 노력과 끈기,

를 가지고 과제 수행에 임하며 실패하더라도 능력 부족보다는 노력 부족

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지영 따라서 결과기대보다는 효능( , 2012).

기대가 동기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Bandura, 1997).

는 자기효능감 형성에 기여하는 주요 정보원을 다음의Bandura(1986)

네 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는데 성공 경험, (enactive mastery experiences),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vicarious experiences), (verbal persuation),

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 이다 첫(physiological states and emotional states) .

째 성공 경험은 도전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본인의 역량에 대한 신념을 견고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학습자,



의 자기효능감에 가장 신뢰할만하고 영향력 있는 근원이 된다 일반적으.

로 성공경험은 효능감을 높이고 실패경험은 효능감을 낮춘다, (Urdan &

둘째 대리경험은 자신과 유사한 타인의 성공적인 수행을Pajares, 2006). ,

관찰하는 것으로 인간은 경험의 많은 부분에 있어 바로 이 대리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성공경험에 비해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주(

남 학습자는 타인의 성공적인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2014).

상황에 대한 예측성과 통제 가능성을 지니며 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

는다 권상순 셋째 주위 사람들의 언어적 설득 역시 자기효능감을( , 2018). ,

증진시킨다 교사 부모 동료 등 학습자에게 중요한 타인의 언어적 설득. , ,

과 격려를 통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이지영 이러한 언어적 설득은 타인이 학생에 대하여 지닌 기대( , 2012),

에 따라 결정되고 이것은 학생의 지각된 유능감과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권슬기 넷째 개인은 자신의 생리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를( , 2016). ,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다 예를 들어 생리적 흥분상태에 있.

으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을 갖지 못하고 상황에 따른 대처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지영 또한 과거에 높은 불안( , 2012).

상태가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면 수행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

면서 자기효능감이 감소한다 전성연 최병연 불안 긴장 억압 등( , , 1999). , ,

의 상황은 정서적 흥분을 일으키는데 개인은 이러한 정서적 흥분 상태,

보다는 안정되어 있을 때 성공을 기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서숭석( ,

2010).

이때 이러한 정보들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그것이 인지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달려있는데 는 자기효(Schunk, 1985), Bandura(1986)

능감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이야

기한다 자기효능감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개인의 특성이라.

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걸쳐서 과제에 따라 변화하는 과제 특수적 신념-

이기 때문에 김아영 자기효능감을 판단할 때 개인의 행동과 생각( , 2004)

이나 신념과 같은 개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인을 둘러싼 환



경 그리고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까지 모두 고려해야한다 최소영, ( ,

즉 개인의 지각과 능력 과제의 난이도 기울인 노력의 양과 질2021). , , ,

외부로부터 받은 도움의 양 개인의 과거 성취에 대한 성공과 실패 경험,

등을 비롯하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치는 교사 부모 또래 등 환경과, ,

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인지적으로 그 가중치를 다르게 고려하고 평가해

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영( , 2021; Bandura, 1986; Schunk, 1985).

나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단일한 기대나 신념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지영 는 자기효능감을 구( , 2012). Bandura(1986)

성하는 것으로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귀인의 네 가, , ,

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자신감1) (self-confidence)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의미한다(Sherer et al., 1982).

는 자신감을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Bandura(1986)

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는 상황 특수적인 개-

념으로 정의하였다 이기정 이때 자신감은 자기 가치 에( , 2018). (self-worth)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어지는 자존감 과는 구별된다 이지영(self-esteem) ( ,

자기효능감에서의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정2012).

을 통해 성립되고 정서적 반응으로 표출된다 이길수( , 2004).

과제난이도 선호2) (task difficulty preference)

에 의하면 과제난이도 선호란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Bandura

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반영되는 것으로,



학습상황 속에서 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이고 구체적이며 어려운 목표를 선택하는데(Bandura &

이러한 높은 목표는 높은 수행을 가져오고 그 결과는 긍정Wood, 1989),

적인 정서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다시 높은 효능감을 갖게 함으로.

써 긍정적 순환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자기효능감(Schunk, 1984).

이 낮은 학습자는 자신의 능력을 상회하는 과제를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고 그 상황을 회피하려 하며 그들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

황과 과제만을 선택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Bandura, 1977).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의 수행은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지 못하기 때문에 쉬운 과제를 많이 해결한다고 해서 자기효능감이 증

진되지는 않는다(Schunk, 1985)

자기조절효능감3) (self-regulatory efficacy)

자기조절효능감이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는 수행상황에서 개인의 목

표달성을 위하여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포함하는 자기조절적, ,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 혹은 확신의 정도라 할 수

있다 김아영 는 인간의 행동을 이러한 자기조절체계( , 2004). Bandura(1986)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기조절효능감을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인으로 보았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신의 수행을 목표에.

비추어 판단하며 그 판단결과가 긍정적일 때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부정적일 때는 목표 달성을 위한 부가적인 행동을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김재호 이러한 자기조절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 2006).

대한 개인의 효능기대가 성취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 주요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이지영( , 2012).

귀인4) (attribution)

귀인은 어떠한 과제에 대하여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추론하게 한다 오(



한숙 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결과에 대해, 2012). Bandura(1986)

어떠한 방식으로 귀인할 것인가에 영향을 끼치며 그러한 귀인의 차원이,

자기효능감의 증진 유지 또는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권슬기, ( ,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그 성공의 원인을 자신의2016).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것은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되지

만 성공의 원인을 운이나 외부 요인으로 귀인한다면 자기효능감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는 귀인도 자기효능. Bandura

감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다 음악적 자기효능감. (musical 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을 ‘학습자가 특정한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했을 때 오한숙( ,

음악적 자기효능감은2012),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음악적 활동이, , ,

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믿음

또는 신념의 정도’라 할 수 있다 박지현 음악적 자기효능감 역시( , 2009).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의, ,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이것을 음악학습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

다 음악 활동 수행 상황에서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

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과제난이도 선호는 목표 선택과 설정 시,

음악학습 및 과제의 난이도 수준과 선호하는 정도를 그리고 자기조절효,

능감은 음악적 목표 달성에 있어 자기관찰 자기평가 자기반응 등의 자, ,

기조절적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나 확신의 정도를 의미

한다 박지현( , 2009).

특히 음악은 가창 기악 창작 등과 같은 학생들의 실질적이고 활동적, ,

인 음악학습 행위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음악적 수행을 통한 학생들의

실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이 지닌 음악적

능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 과목에 비해 요구되는.

자기효능감 역시 중요하다 정진원 하지만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 2009).



자기효능감이 학생이 지닌 능력 자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자기효능감은 학생이 갖는 자신의 음악적 가능성과 능력에.

대한 믿음 및 확신의 정도이며 그것을 스스로의 음악적 활동을 통해 확

인해갈 때 발생하는 것이다 정진원 박지현 즉( , 2009; , 2008). ‘자신이 음

악활동 수행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지녔는가’ 혹은 ‘자신이 원하

는 음악적 성취를 위해 필요한 음악적 능력을 갖추었는가’가 아닌 그러,

한 능력 수준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과 그 가능성을 얼마나 믿는가’

하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을 투

자하며 과제 수행에 임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박지현( ,

이것이 바로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음악2008; Schmidt & DeShon, 2010).

학습동기와 더불어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음악수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 되는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음악학습동기 증진을.

위해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역할 및 효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양하

고 적절한 교수 학습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라 선행연구 고찰.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자기효능감과 개인의 긍정적인 성과와의 밀

접한 관련성에 대해 증명하였는데 권상순 특히 자기효능감과 학( , 2018),

업성취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황매향 등 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의(2014)

상호예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 년 간격으로 총 회에 걸쳐 학업성취6

도와 자기효능감의 상호 인과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이전 시점의. ,

학업성취가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유의한 교차지연 효과를 보였으며 이전

시점의 자기효능감 또한 다음 시점의 학업성취에 대하여 유의한 교차지

연 효과를 보였는데 이것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간의 상호예언 효과,

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송승민 이유현 은 명의. , (2012) 194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적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을 부분매개로 하여 학. ,



업성적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자신감과 자

기조절효능감이 학업성적을 예측하는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

다 뿐만 아니라 박영신 등 은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 (1999)

로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관계분석 연구를 통

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도 인내심을 가,

지고 스스로 노력하여 높은 성취도를 이루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

였다.

또한 교사 부모 및 또래 등이 자기효능감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들도 있었다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성취목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

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한 봉미미 등 의 연구 결과(2010) ,

학생들은 교사의 말과 행동 중 성적 강조 차별대우 상대적 비교 처벌, , ,

을 특히 싫어하였고 이런 부정적인 동기를 유발시키는 교사의 말과 행동

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이것은 곧 동기구인의.

형성과 관련된 교사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이 기존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주장하는 동기구인의 발생요인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한 박원재 도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정서지능과 음악적 자기효능감(2019)

이 음악학습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들 간의 영향 관

계를 규명하였는데 학생이 교사의 정서지능을 높게 지각할수록 음악적,

자기효능감 특히 자기조절효능감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결과적,

으로 음악학습동기가 긍정적으로 증진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자기효능감과 음악활동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권슬기 는 음악에 대한 흥미와 학생이 느끼는 자기효능감 음악교사(2016) ,

와 학생 간의 관계 및 음악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여 간의 영향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중학생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400 . ,

사와의 관계성 및 학생이 느끼는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기효능감을 매개

로 하였을 때 음악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음악흥미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음악흥미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한 성취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함을 시사

한다 권슬기 또 다른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 2016). ,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다양한 변인들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 박

지현 은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 명을 대상으로 음악적 자기효(2009) 4~6 297

능감과 관련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인 영향 관계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음악환경은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개인의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한 음악,

적 경험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본 바 자기효능감은 많은 다양한 변인들

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특히 학업적 동기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특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학생들의 음악

학습동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 그리고 음악학습동기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음악학습동기3.

가 학습동기의 개념 및 중요성.

동기 란 어떠한 행동을 유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그 행동을(motive)

유지시키는 내적인 상태 를 의미한다 즉 행동의 시(Schunk et al., 2008) .

작과 방향 끈기와 강도를 결정하는 힘이자 이전 학습에 대한 행동의 조,

절과 통제 및 새로운 학습을 위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김아영( , 2008).

인간 행동의 원인과 근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동기인

것이다 박원재( , 2019).

그 중 학습동기 는 이러한 동기의 하위 개념으로써(learning motivation)

학습과 관련된 동기이며 학습자가 특정 학습을 준비하거나 지속할 수 있

도록 만드는 내적 외적 조건을 말한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학( , 1994).･

습동기에 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을 이끄는 힘의 근원이 된

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학습동기는 학습자가 새로운 내용을 학.

습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원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김아영( ,

학생들 개개인의 성취 행동에서부터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학2004),

업 수준에 이르기까지 학습상의 난관에 부딪힐 때에도 인내심을 갖고 학

습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순미 뿐만( , 2004).

아니라 교실 수업상황에서 학생들의 이상적인 학습태도라고 볼 수 있는

수업내용에 대한 흥미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 수업에 대한 준비성 등은, ,

모두 학습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행동들이다 최미화 그렇기 때문( , 2003).

에 학습동기는 교육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학습동기에 대해 연구자들이 정의한 내용을 보면 다음의 표. <

Ⅱ 과 같다-3> .



표< Ⅱ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습동기의 정의-3>

연구자 학습동기에 관한 정의

조하슬린

(2018)
학습상황에서 목표 성취를 향한 학습자의 심리적 상태

이영민

(2017)

학습자들이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노력하는 근원적인 힘

박선정

(2011)

인간을 어떠한 목표로 향하게 하는 동기의 하위 개념 중

하나로 학습자가 학습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지,

속적으로 몰두하도록 이끄는 내적인 심리상태

Brophy

(2010)

학습을 촉진하여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학습활동을 통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

김청자

(2007)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성취하고자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기제나 상태

박영도

(2005)

학습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학습활동을 촉진시켜주

는 동시에 학습의욕을 환기시켜 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요인

Schunk

(1996)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동기를 학습

상황과 연관지어 설명한 개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학습자에게 특정 학습의 준비 또는 일련의 학습을 지속

시키도록 하는 내적･외적 조건

Keller

(1993)

학습과 관련된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목표 달성 때

까지 기울이는 노력의 방향과 세기



나 음악학습동기의 개념 및 중요성.

음악학습동기는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음악수업이나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조하슬린 이( , 2018),

것은 음악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왜냐하면 음.

악학습동기는 음악적 수행과 성취에 영향을 주고 다시 그러한 수행과,

성취가 동기에 영향을 주는 상보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석원( , 2013).

여러 연구자들이 정의한 음악학습동기는 다음 표< Ⅱ 와 같다-4> .

표< Ⅱ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음악학습동기의 정의-4>

연구자 음악학습동기에 관한 정의

조하슬린

(2018)

학습자들이 음악수업이나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그러한 마음의 상태

손현신

(2016)

과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어려운 과제나 상황에도,

끈기를 보이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음악적 성취를 위해,

음악활동에 참여하고 활동을 지속하는 것

승윤희

(2015)

인지와 정서에 모두 관여하는 것으로 음악학습의 과정을 성공

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

장근주

(2011)

음악적 성취를 위하여 음악적 활동에 참여하고 지속하게 하는

학습자의 자세

박지현

(2008)

음악 교육과정에서 선택되고 추구된 목표와 내용을 학습하며,

다양한 학문적 활동의 동기 부여와 그것을 지속하는 과정과 힘

김경아

(2007)

학습자가 음악교과 내용에 대해 흥미와 필요성을 느끼고 학습

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시켜주며 음악 수업에서 학습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

Brophy

(2004)

음악학습활동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음악학습활,

동을 통해 의도된 음악학습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경향성



이렇게 음악학습동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

양한 활동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도록 하여 결국 효과적

인 음악학습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상태이다 즉 음악학습동.

기는 음악학습행위가 유익하다는 학생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음악학습활동

을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으로

써 음악수업의 학습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음악교과는 대부분 가창 기악 창작 등 학생들의 직접적이, ,

고 실질적인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여된 교사의 일방적인 교수 학습만으로는 의미 있는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음악수업을 통한 심미적 경험 음악적 과업에 대한. ,

수행의 즐거움 활동 자체에 대한 만족감 음악수업에 대한 기대 및 흥, ,

미 등과 같은 긍정적인 반응들은 음악수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학습목표나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음악적 흥미 욕구, , ,

가치 태도 포부 유인가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 바로 음악학습, , ,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고세환 따라서 음악 교과에 있어서 어떠한( , 2001).

음악적 성취를 위해 기대되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는 타 교과목에 비해 높

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는.

음악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여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

로 음악학습에 대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욕구와 의지를 지니고 수업에

참여할 때 형성되며 이를 바탕으로 음악활동에 임할 때 비로소 발달되는

것이다 김상미 따라서 의미 있고 성공적인 음악수업을 경험하고( , 2015). ,

음악학습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음악학

습동기 증진을 위한 교사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 및 수업 계발과 실

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악학습동기의 중요성은 본 연구의 연구 문제에 관한 시사

점을 제공한다 동기는 학습 전 혹은 학습의 과정에서 활동에 영향을 주.

며 끊임없이 변해 간다 송상호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Keller & , 1999).

적절한 수업 계획을 세워 학생들을 가르치더라도 학습 결과가 늘 성공적

인 것은 아니며 김지원 음악수업에서의 동기는 학습자 개인마다( , 2014),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음악학습동기 유발 및 유지에 영.

향을 끼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교육적으로 매

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다 학습동기의 유형.

실제 음악수업에서의 학습동기는 다양한 양식과 형태로 표출되고 학자

들은 그것이 표출된 양상에 따라 학습동기 유형을 분류한다 그 중 대표.

적인 것이 동기 유발의 목적과 자발성에 따른 분류로써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는 것이다 내재적 동기는 학습을 유발시키는 힘의.

근원이 개인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개인의 욕구나 흥미 호기심 즐, ,

거움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한 동기를 의미한다 내재적 동기는 과.

제수행이나 활동행위 그 자체가 보상이 되며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키거

나 목표를 성취하는 것으로 동기가 유발된다.

반면 외재적 동기는 학습을 유발시키는 힘의 근원이 외부에서 오는 것

으로 과제수행이나 활동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그것에 수

반되는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것이다 이러한 외재적.

동기는 학습에 대한 외적 보상이나 칭찬 혹은 처벌 사회적 압력 부모, ,

나 교사 친구와 같은 또래집단 등의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 구성된다, ･

이중환 외 정진원 외재적 동기는 학생들의 가시적이고 직( , 2004; , 2009).

접적이며 즉각적인 목표 행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수

업 상황 속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지만 사용되는 빈도에 비해 그것이

지니는 효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어 왔다 김청자 이경민( , 2005; ,

이학순 조하슬린 최병연2015; , 2004; , 2018; , 2002; Deci & Ryan, 1985).

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습상황에 따라 보상과 동기에 대한 절대적1990

기준을 내적 외적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에 대한 연구는 통합적 해석,

으로 개념화되었다 노아영 강화물 보상 등은 성공적인 학습활동( , 2005). ,

과 과제 수행에 분명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



며 손소영 내재적으로 동기유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적절하게 주( , 2015),

어지는 외재적 보상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내재적 동기를 유도할 수 있

다 한송의 즉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상이한 개념이고 각( , 2012). ,

각의 고유한 특징을 지니지만 서로 배타적일 수 없고 보완적이기 때문에

효율적 학습을 위해서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성일 따라서 학습행동을 효과적으로 유발하고 유지시키( , 2008).

기 위해 학습자 개인의 학습 필요와 욕구에 따른 동기의 유형을 파악하

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조성일( , 2008).

최근에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뿐만 아니라 Rotter(1954)의 사회

학습이론 와(Social Learning Theory), Heider(1958) 의 성취동Atkinson(1957)

기이론 와 의(Theory of Achievement Strivings), Kelley(1967) Weiner(1985)

귀인이론 와 의 자기결정성 이론(Attribution Theory), Deci Ryan(1985)

등 다양한 동기학습이론들이 연구되어 왔다(Self-determination theory)

박순애 재인용( , 2019, ).

라 의 이론. Keller ARCS

동기이론의 개념1) ARCS

는 동기를Keller(1987) ‘학습과 관련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

표 달성 때까지 기울이는 노력의 방향과 세기’로 정의하면서 지금까지,

연구된 동기와 관련한 수많은 개념과 여러 유형의 이론들을 수정 보완하･

여 ‘ 동기이론ARCS ’을 개발하였다 이전의 동기 이론들이 특정 동기 요.

소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의 동기이론은 여러 동기이론에서Keller ARCS

나온 부분적인 연구 결과물을 포괄적으로 통합하여 일반적 학습동기 측

정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써 동기의 정의 및 특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한 것이다 김지원( , 2014).

기본적으로 교수이론이나 교수모형이 지향하는 교수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된다 첫째 학습자의 학업성취 수준을 의미하는 수. ,

업의 효과성 둘째 학습자가 학습을 위해 사용한 시간이나 비용 등을, ,

학업성취도로 나누는 수업의 효율성 셋째 학습자가 교과 내용에 흥미, ,

를 느끼고 학습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의 매력

성이 그것이다 이 중 학습동기와 관련된 것이 바로 매(Reigeluth, 1983).

력성인데 매력성은 지금까지 수업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

는 것을 교사의 직관이나 선천적 재능의 영향으로 간주하는 경향 등으로

인하여 수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

다 조성일 는 이렇게 수업설계에서 동기가 간과되고 있음에( , 2008). Keller

주목하여 매력성과 관련된 학습환경의 동기적 측면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동기이론을 제안한 것이다ARCS .

에 따르면 동기의 방향과 세기는 네 가지 동기요소인 주의집중Keller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의(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것을 각각의 영문자 첫 자를 사용하여,

‘ 동기이론ARCS ’ 혹은 ‘ 모형ARCS ’이라 한다.

동기이론의 가지 전략2) ARCS 4

앞서 설명한 네 가지 동기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의집중(attention)①

의 주의집중은 동기의 요소이며 학습의 선수조건이다 동기 요소Keller .

로서의 주의는 어떻게 학습자의 주의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가에 관심이

있고 학습의 선수조건으로서의 주의는 어떻게 학습자의 관심을 학습의,

필수적인 자극에 집중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때의 주의는 단.

순히 감각적인 것으로 관심을 끄는 것만이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을 동시

에 유발하여 교수 학습 과정 동안 학습에 대한 주의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경아( , 2007).



관련성(relevance)②

관련성은 학습자와 수업내용을 관련시키는 것이다 즉. ‘내가 왜 이것

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써 내적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이라고 할 수 있다 는 관련성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방식을 세. Keller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듯이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수행하는데 학습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 둘째 학, ,

습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고 가치를 알도록 도와주는 방식 셋째 결과보, ,

다 학습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 가장 중요시Keller

하는 방식이다 김경아( , 2007).

자신감(confidence)③

자신감은 학습자가 성공적인 학습을 하도록 돕는 것으로써 는Keller

자신감의 여러 측면 중 지각된 능력 지각된 조절감 성공에의 기대를, ,

중요 요소로 이야기한다 이 요소들은 곧 학습자가 스스로 어떤 일을 성.

공시키기 위한 능력이 있다고 느낄 때 높은 동기를 가질 수 있으며 학습

자의 선택과 노력이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믿을 때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보다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족감(satisfaction)④

만족감은 자신의 학습 경험에 만족한 학습자가 유발된 동기를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써 학습 초기에는 직접적 동기유발을

하지 않지만 학습자가 음악에 대한 동기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요소이다 변영계 이 요인에는 도전감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 1998).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다.



마 선행연구 고찰.

이미 음악학습동기와 학생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존재한다 음악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장.

근주 의 연구는 초등학생 학년 남녀 명을 대상으로 음악 특(2011) 3~6 341

기 적성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의 관・

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음악 특기 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이면서 특. , ･

히 여학생일수록 그리고 참여기간이 길고 학년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

과 음악학습동기가 높았으며 자기효능감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심동적, ,

영역은 모두 긍정적 내적 외적동기에 심동적 영역은 부정적 내적 외적,･ ・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또한 정진원 과 박지현 은. (2009) (2008) ,

과 의McCormick McPherson(2003) 자기효능감과 실기시험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 및 의Yoon(1997) 기악음악에서의 음악동기 연구 와 같은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학습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여 학업성취 정도 및 미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업기법 등을 통해 음악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알아보는 논문들도 존재했는데 이혜승 은 연구에서 자율적, (2017)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음악수업이 학생들의 음악학습동기와 학업적 자

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음악학습동기. ,

의 사전 사후 검사에서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영역 모두 긍, , ,･

정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상 하위권의 음악학습동기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하위권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인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박미란 은 동기전략을 적용한 음악감상수업을 개발하고 이를(2011) ARCS

초등학교 학년 수업에 적용하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5

연구를 진행하였다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분석 결과 동기전략을. , ARCS

적용한 음악감상수업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

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악학습동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다 현재 음악교육에서 음악학습동기와 교사지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

를 규명한 논문은 아직 없으나 비슷한 맥락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먼저 조하슬린 이 진행한 연구는 중학교 음악교사의 음악교수효능(2018)

감과 중학생의 음악학습동기 수준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학. ,

생들의 동기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외적요인으로 교사의 영향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음악교사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음

악학습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이 학생들.

의 음악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실태조

사를 하고 그에 따른 교수 전략을 제시한 조성일 의 연구가 있다(2008) .

연구 결과 학습동기유발 전략에 대해 학생들은 교사 구체적으로 교사, ,

의 목소리 톤 변화나 교사의 위치이동 등이 주의 집중을 위해서 효과적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음악학습에 대한 만족감을 유발시키기 위해,

서는 교사의 칭찬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것은.

김영은 이 진행한 음악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중학생의 음악학습동기(2017)

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김영은의 연구.

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음악학습동기 중 외적동기에서는 교사의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많은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교사의 수업내.

용과 교수방법 등이 학생들의 음악수업에 대한 학습효과 및 태도 호감,

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음악학습동기를 향상

시키기 위한 교사의 역할이 보다 중요시 되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음악 수업에서 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조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실제 교사가 학교음악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단서를 제공한다 학습자 각.

자의 성향과 환경 및 음악적 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들의

학습동기 역시 같을 수 없고 학습을 수행함에 따라 학습동기가 증가 혹,



은 감소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사는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Abeles et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음악학습동기와 학생들이 인식한al., 1990).

교사지지에 대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음악학습동기와 학생들이 인식한 교사지지 및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이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하고 그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장기적인 음악교육 발전에 있어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연구방법.Ⅲ

연구대상1.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와 인천시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년 학생4~6

명이다 이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 첫째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은301 . , 1~2

교육과정상 통합교과를 통해 음악을 배우고 있으므로 음악 교과 혹은 음

악 수업 그리고 음악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범위를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음악 교과를 배우.

는 학생들로만 제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년 학생. , 3~6

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학년의 경우 총 문항의91 , 3 62

설문을 정확히 이해하여 집중력 있게 수행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초등학.

교 학년 학생을 제외한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3 4~6

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 Ⅲ 과 같다-1> .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55 51.5

여자 146 48.5

학년

학년4 71 23.6

학년5 76 25.2

학년6 154 51.2

전체 301 100.0

표< Ⅲ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1>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성별은 남자 명, 155 (51.5%),

여자 명 으로 거의 균등하게 조사가 되었고 학년은 학년 명146 (48.5%) , 4 71

학년 명 학년 명 으로 학년이 조사에 상대(23.6%), 5 76 (25.2%), 6 154 (51.2%) 6

적으로 많이 참여하였다.

측정도구2.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는 모두 선행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

된 도구들 중 연구자가 본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적절한

것들로 선정하였다 측정도구는 전문가 검토 교수 인 박사 과정 연구원. ( 1 ,

인 현직 중등 음악교사 인 현직 초등 음악교과 담당교사 인 를 바탕1 , 1 , 2 )

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년 학생 명을 대상으로 예비O 3~6 91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대상.

및 기존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검사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식 단계 평정척도를 사용하여Likert 5 ‘ 전혀 그렇지 않①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② ③ ④ ⑤ ’로 구성되었고

실제 검사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가 교사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 이 여러 학자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1985)

의를 분석하여 지지적 행위의 속성을 크게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의 네 가지 구성요인으로 분류한 것 중, ‘도

구적 지지’ 대신 임정연 과 이윤순 이 재정립한(2015) (2017) ‘실용적 지지’

로 구성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 이 외국의 척도를 토대. (1985)

로 개발한 한국형 사회적 측정도구를 기초로 하여 임정연 이 개발(2015)

한 척도를 박연징 이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 것(2019)

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학생에게 미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실제로 주어진 지지보다는 학생이 지각한 지지를 평

가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Cohen & Wills,

설문 문항을 지지원인 교사의 입장이 드러나는 교사 보고식 측정1985),

이 아니라 학생의 자기보고식으로 구성하였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

지지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검사 문항은 총 문항으로 연구에서 사용된 학생이 지. 24

각하는 교사지지 척도의 하위영역 및 문항은 다음의 표< Ⅲ 와 같다-2> .

표< Ⅲ 교사지지 측정 도구 문항-2>

하위요인 교사지지 측정 도구 예시 문항

정서적 지지
음악선생님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신다.・

음악선생님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신다.・

평가적 지지

음악선생님은 내가 행동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바르게・

평가해 줄 것이다.

음악선생님은 내가 음악활동을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보적 지지

음악선생님은 음악수업에서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것이다.

음악선생님은 음악수업에서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

는 사실에 대해 잘 알게 해준다.

실용적 지지

음악선생님은 내가 꼭 필요로 하면 음악수업에 관련된 물・

건 악기 악보 음악책 등 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줄 것이( , , )

다.

음악선생님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위해 시・

간을 내 줄 것이다.



나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의 자기효능감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으로써 사용된 음악,

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전반적인 학업 상황에서 학습자의 학문적 수행 및

성취 수준을 보다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개발하여 타당화 검증을 마친

김아영 박인영 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지를 토대로 한 것이다, (2001) .

이 척도는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의 가지 하위3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의 자기효능감의 요소 중 하나, Bandura

인 ‘귀인’을 제외한 척도이다 귀인 요인을 제외한 까닭은 학업적 자기효.

능감이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인 것에 비해 귀인은 주어진 학업상황에 따

라 매우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김아영 박인영 의 척도 타당화, , (2001)

작업을 통해 귀인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권슬기 이러한 척도를 이지영 이 음악과( , 2016). (2012)

의 특성을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수준에 알맞은 표현으로 바꾸어 음악적

자기효능감 검사지로 수정한 것을 본 연구자가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음악적 자기효능감 척도 역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같은 가지3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효능감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

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본다 검사 문항은 총 문항으로 연구에서 사용. 16

된 학생의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영역 및 문항은 다음의 표< Ⅲ 과-3>

같다.



표< Ⅲ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문항-3>

역채점 문항*

하위요인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예시 문항

자신감

음악 평가를 치루기 전 나는 평가를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음악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 *

과제난이도

선호

나는 음악시간에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해결하・

지 못하는 학습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음악시간에 쉬운 활동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활동을 해내는 것이 더 좋다.

자기조절

효능감

나는 음악 수업 중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잘 마칠 수 있다.

나는 음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다 음악학습동기 척도.

본 연구에서는 와 송상호 가 제시한 의Keller (1999) Keller(1993) Course

도구를 바탕으로 음악학습동기를 측정하였다 이 검Interest Survey(CIS) .

사도구는 구체적인 학습상황에서 학생의 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로써 모형의 이론적 기초에 근거하여 설계된 검사도구이다 윤수ARCS (

영 이것을 유미숙 이 번안하고 김경아 가 의 각 문, 2013). (2004) (2007) CIS

항을 초등학생 수준에 맞추어 재구성한 척도를 연구자가 단어 및 문장

등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음악학습동기 척도는 동기이론의 네 영역 즉ARCS , ‘주의집중’, ‘관련

성’, ‘자신감’, ‘만족감’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학습동기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음악학습동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본다 검사.

문항은 총 문항으로 연구에서 사용된 음악학습동기 척도의 하위영역20

및 문항은 다음의 표< Ⅲ 와 같다-4> .



표< Ⅲ 구성요소별 측정 도구 문항-4> ARCS CIS

역채점 문항*

하위요인 음악학습동기 측정 도구 예시 문항

주의집중

음악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문제들은 종종 나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나는 종종 음악 수업 시간에 다른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

관련성

음악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한다.

음악 수업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감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음악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선생님께서 나의 음악수행평가 점수나 음악과제 점수를 몇・

점 주실지 예측하기 어렵다. *

만족감

음악 수업에서 선생님이 나를 다른 친구들보다 더 칭찬해・

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공정한 일이다.

나는 음악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잘・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



라 척도의 신뢰도 분석.

척도의 신뢰도란 척도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가 다른 유사한 상황 속

에서도 일관되며 또한 재현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 즉 측정의,

오차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각 요인들의 신.

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인 값을 통한Cronbach's α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조건은 값이 을 기준. Cronbach's 0.6α

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의 값이 이(Hair et al., 1998). 0.6α

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Ⅲ 와 같다 먼저 교사지-5> .

지의 신뢰도 분석 결과 는 로 나타났고 이를 구성하, Cronbach's .962 ,α

는 정서적 지지는 평가적 지지는 정보적 지지는 실용적.900, .876, .879,

지지는 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교사지지 측정도구의 신뢰도는.803

양호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분석결과 는 으로 나타났고, Cronbach's .893 ,α

이를 구성하는 자신감은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기조절효능감.787, .871,

은 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846 ,

하였다.

음악학습동기의 신뢰도 분석결과 는 로 나타났고, Cronbach's .898 ,α

이를 구성하는 주의집중은 관련성은 자신감은 만족감은.640, .753, .638,

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음악학습동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686 ,

호하였다.



표< Ⅲ 신뢰도 분석 결과-5>

변수 문항수 Cronbach's α

교사지지 24 0.962

정서적지지 7 0.900

평가적지지 6 0.876

정보적지지 6 0.879

실용적지지 5 0.803

자기효능감 16 0.893

자신감 4 0.787

과제난이도 선호 5 0.871

자기조절효능감 7 0.846

음악학습동기 20 0.898

주의집중 5 0.640

관련성 5 0.753

자신감 5 0.638

만족감 5 0.686



연구절차3.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초등음악수업에서 학생이 지

각한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의 관계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 ,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교사지지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그리고 음악학, ,

습동기 척도를 사용하여 년 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학년 학2021 9 O 3~6

생 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91 .

의 목적에 맞게 연구대상 및 기존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검사 문항을 최･

종적으로 확정 년 월에 서울시와 인천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2021 10~11

학년 학생들 명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수집한4~6 301 .

자료의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 그림[ Ⅲ 과 같다-1] .



구 분 연구절차

단계[1 ]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사전 면담

2021. 5. ~ 2021. 8.

교사지지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1.

자기효능감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2.

음악학습동기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3.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면담 및4.

예비 검사 문항 확정 및 수정

단계[2 ]

척도 제작

및 검사 실시

2021. 9. ~ 2021. 11.

예비검사 실시 및 결과분석5.

연구 대상 및 설문 척도 수정6.

본 검사 실시7.

단계[3 ]

자료 분석

및 논문 작성

2021. 12.

자료 분석 및 해석8.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논문 작성9.

논문 수정 및 보완10.

그림[ Ⅲ 연구절차-1]



자료분석4.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 계수를 확인s α

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의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 수준을 파악하, , ,

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의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 간 상관성을 확, , ,

인하기 위해 의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Pearson (correlation analysis) .

다섯째 연구대상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 , ,

습동기가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검정t- (independent

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을 실시하였고 유sample t-test) (one-way ANOVA) ,

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의 사후검증 을 실시하Scheff (post-hoc test)é

였다.

여섯째 연구대상의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 간 구조적인, , ,

관계를 검증하기 전에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의 잠재변인, , ,

과 이를 구성하는 관측변인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일곱째 연구대상의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 간의 구조적, , ,

인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을 실시하였고 교사지지와 음악학습동기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analysis) ,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 을 실시(bootstrapping)

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와 를 활용하였고 유의수준IBM SPSS 25 AMOS 25 , .05

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연구모형5.

본 연구는 초등음악수업에서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그, ,

리고 음악학습동기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

라 여러 관련 이론들과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초등음악수업에서 학생,

이 지각한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의 관계 및 자기효능감의, ,

매개효과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르면 초등음악수업에서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는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음악학습동,

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형은 다음의 그림. [ Ⅲ 와 같다-2] .

그림[ Ⅲ 연구모형-2]



연구결과.Ⅳ

본 연구에서는 초등음악수업에서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가 자기효능

감을 매개로 음악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4~6 .

이에 대한 연구결과로 먼저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 간의 상관을 분, ,

석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

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가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관련된 변인들의 전반적인 추이와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교사지지 자기효. ,

능감 음악학습동기와 주요 변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Ⅳ 과 같다-1> .

교사지지에 해당하는 측정 변인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

지지 실용적 지지이다 교사지지의 평균은 표준편차 이며 높은, . 3.82( 0.75)

순서대로 정렬하면 정보적 지지가 표준편차 평가적 지지가4.03( 0.75),

표준편차 실용적 지지가 표준편차 정서적 지지가3.88( 0.76), 3.75( 0.78),

표준편차 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의 값이 높을수록 학생이 교사3.63( 0.88) .

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학생이 교사를 통한,

정보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해당하는 측정 변인은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

자기조절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표준편차 이며 자기. 3.18( 0.76)

조절효능감의 평균이 표준편차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과3.30( 0.80)

제난이도 선호 표준편차 자신감 표준편차 의 순으로3.15( 1.04), 3.00( 1.04)

나타났다 이 변인의 값이 높을수록 학생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학생이 자기조절효능감을 다른,

요인들에 비해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학습동기에 해당하는 측정 변인은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 , ,

감이다 음악학습동기의 평균은 표준편차 으로 나타났으며 만족. 3.36( 0.67)

감이 표준편차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신감이3.43( 0.77) .

표준편차 관련성이 표준편차 주의집중이 표준3.38( 0.75), 3.38( 0.83), 3.27(

편차 로 나타났다 이 변인의 값이 높을수록 학생이 음악수업이나0.69) .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흥미 즐거움 가치 등을 높게 지각, ,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학생이 음악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1>

잠재변인 측정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교사지지 전체 1.42 5.00 3.82 0.75

교사지지

정서적지지 1.29 5.00 3.63 0.88

평가적지지 1.50 5.00 3.88 0.76

정보적지지 1.67 5.00 4.03 0.75

실용적지지 1.20 5.00 3.75 0.78

자기효능감 전체 1.25 5.00 3.18 0.76

자기효능감

자신감 1.00 5.00 3.00 1.04

과제난이도 선호 1.00 5.00 3.15 1.04

자기조절효능감 1.00 5.00 3.30 0.80

음악학습동기 1.30 4.95 3.36 0.67

음악학습동기

주의집중 1.00 5.00 3.27 0.69

관련성 1.00 5.00 3.38 0.83

자신감 1.00 5.00 3.38 0.75

만족감 1.00 5.00 3.43 0.77

이와 더불어 측정 변인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

도 와 첨도 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왜도는 분포의 비(Skewness) (Kurtosis) .

대칭도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분포의 좌우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값이

다 첨도는 도수분포 중심에서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관측지.

들이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중심에 몰려있는가를 측정할 때 사용한다.



자료가 어느 한 쪽으로 지나치게 집중되면 통계 결과가 과장될 수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의 정도가 크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양병화( ,

일반적으로 왜도는 절대값 미만 첨도는 절대값 미만이면 자2006), 2 , 7

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분석결(Curran et al., 1996).

과 본 연구의 모든 변인은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변, .

인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는데 있어 자료의 분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결.

과는 표< Ⅳ 와 같다-2> .

표< Ⅳ 측정변인의 왜도 및 첨도-2>

잠재변인 측정변인 왜도 첨도

교사지지 전체 -0.59 -0.12

교사지지

정서적지지 -0.55 -0.20

평가적지지 -0.58 -0.11

정보적지지 -0.72 0.04

실용적지지 -0.40 -0.15

자기효능감 전체 0.01 -0.09

자기효능감

자신감 0.02 -0.59

과제난이도 선호 -0.11 -0.64

자기조절효능감 -0.07 -0.15

음악학습동기 -0.31 0.35

음악학습동기

주의집중 -0.19 0.49

관련성 -0.36 0.15

자신감 -0.39 0.19

만족감 -0.20 0.23



나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 상관분석Pearson

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이란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두 변인의 관련 관.

계를 찾아내어 한쪽 것으로 다른 쪽 값을 예측하는 통계적 분석을 말한

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행렬은 표< Ⅳ 과 같다 먼저 교사지지와 자기-3> .

효능감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 (+)

를 보였다(r=.358, p 그리고 교사지지의 모든 하위영역은 자기효능<.001).

감의 하위영역과 대체로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자기효능(+) ,

감의 하위영역 중 자신감은 상대적으로 상관계수가 낮고 교사지지의 실,

용적 지지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교사지지와 음악학습동기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493, p 교사지지의 모<.001).

든 하위영역과 음악학습동기의 모든 하위영역 간에도 유의한 정 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음악학습동기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769, p 자기효능감의<.001).

모든 하위영역과 음악학습동기의 모든 하위영역 간에도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변인 1 1-1 1-2 1-3 1-4 2 2-1 2-2 2-3 3 3-1 3-2 3-3 3-4

교사지지1. 1

정서적지지1-1. .959
***

1

평가적지지1-2. .943
***

.880
***

1

정보적지지1-3. .937
***

.853
***

.849
***

1

실용적지지1-4. .912
***

.829
***

.810
***

.823
***

1

자기효능감2. .358
***

.335
***

.350
***

.339
***

.320
***

1

자신감2-1. .124
*

.116
*

.120
*

.138
*

.089 .669
***

1

과제난이도 선호2-2. .289
***

.271
***

.275
***

.282
***

.259
***

.869
***

.389
***

1

자기조절효능감2-3. .416
***

.390
***

.416
***

.370
***

.388
***

.863
***

.343
***

.665
***

1

음악학습동기3. .493
***

.455
***

.483
***

.488
***

.427
***

.769
***

.398
***

.680
***

.739
***

1

주의집중3-1. .542
***

.520
***

.501
***

.533
***

.477
***

.626
***

.284
***

.562
***

.624
***

.858
***

1

관련성3-2. .403
***

.368
***

.387
***

.408
***

.354
***

.668
***

.328
***

.601
***

.647
***

.924
***

.752
***

1

자신감3-3. .340
***

.292
***

.368
***

.347
***

.277
***

.728
***

.403
***

.624
***

.698
***

.835
***

.595
***

.684
***

1

만족감3-4. .461
***

.433
***

.452
***

.442
***

.403
***

.684
***

.385
***

.606
***

.634
***

.898
***

.694
***

.797
***

.658
***

1

표< Ⅳ 측정변인의 상관관계-3>

* p<.05, ** p<.01, *** p<.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인의 차이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이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 ,

악학습동기의 수준 차이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는 독립표본 검정을 실시하였고 학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t- ,

검증하기 위해 세 집단 이상 간 평균을 비교하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성별에 따른 교사지지.

성별에 따른 교사지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교사지지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교사지지의 하위영역도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결과는 다음. 의 표< Ⅳ 와 같다-4> .

변인 성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p

교사지지 전체
남자 155 3.79 0.73

-0.632 .528
여자 146 3.85 0.77

정서적지지
남자 155 3.60 0.88

-0.595 .552
여자 146 3.66 0.88

평가적지지
남자 155 3.86 0.75

-0.589 .556
여자 146 3.91 0.77

정보적지지
남자 155 4.02 0.71

-0.390 .697
여자 146 4.05 0.80

실용적지지
남자 155 3.71 0.77

-0.833 .406
여자 146 3.79 0.80

표< Ⅳ 성별에 따른 교사지지 차이-4>



나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도 모두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 Ⅳ 와 같다-5> .

변인 성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p

자기효능감 전체

남자 155 3.15 0.75

-0.722 .471

여자 146 3.21 0.77

자신감

남자 155 3.06 0.97

1.165 .245

여자 146 2.92 1.11

과제난이도 선호

남자 155 3.05 1.04

-1.800 .073

여자 146 3.27 1.04

자기조절효능감

남자 155 3.27 0.81

-0.767 .444

여자 146 3.34 0.79

표< Ⅳ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5>



다 성별에 따른 음악학습동기.

성별에 따른 음악학습동기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음악학습동기는 성,

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음악학습동기의 하위영역도 모,

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 Ⅳ 과 같다-6> .

변인 성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p

음악학습동기 전체

남자 155 3.36 0.66

-0.252 .802

여자 146 3.37 0.68

주의집중

남자 155 3.32 0.68

1.345 .180

여자 146 3.21 0.70

관련성

남자 155 3.35 0.82

-0.685 .494

여자 146 3.42 0.84

자신감

남자 155 3.33 0.72

-1.264 .207

여자 146 3.44 0.78

만족감

남자 155 3.42 0.77

-0.121 .903

여자 146 3.43 0.79

표< Ⅳ 성별에 따른 음악학습동기 차이-6>



라 학년에 따른 교사지지.

학년에 따른 교사지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교사지지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교사지지의 하위영역도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 Ⅳ 과 같다-7> .

변인 학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교사지지 전체

학년4 71 3.85 0.76

0.142 .868학년5 76 3.82 0.68

학년6 154 3.80 0.79

정서적지지

학년4 71 3.56 0.90

0.308 .735학년5 76 3.64 0.81

학년6 154 3.66 0.90

평가적지지

학년4 71 3.94 0.78

0.556 .574학년5 76 3.92 0.68

학년6 154 3.84 0.79

정보적지지

학년4 71 4.15 0.71

1.483 .229학년5 76 4.06 0.70

학년6 154 3.97 0.80

실용적지지

학년4 71 3.81 0.82

0.355 .701학년5 76 3.70 0.70

학년6 154 3.74 0.81

표< Ⅳ 학년에 따른 교사지지 차이-7>



마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10.457, p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001),

과제난이도 선호(F=16.103, p 자기조절효능감<.001), (F=6.157, p 자신<.01),

감(F=3.295, p 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05) .

사후검증 결과 자기효능감은 학년보다 학년이 높았고 과제난이6 4, 5 ,

도 선호와 자기조절효능감 수준도 학년보다 학년이 높았으며 자신6 4, 5 ,

감은 학년보다 학년이 유의하게 높았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5 4 . < Ⅳ-8>

과 같다.

변인 학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 )é

자기효능감 전체

학년4 a 71 3.45 0.68

10.457*** .000
(c<b,a)

학년5 b 76 3.30 0.71

학년6 c 154 3.00 0.77

자신감

학년4 a 71 3.27 1.11

3.295* .038
(b<a)

학년5 b 76 2.88 1.09

학년6 c 154 2.93 0.97

과제난이도 선호

학년4 a 71 3.53 0.95

16.103*** .000
(c<b,a)

학년5 b 76 3.44 0.89

학년6 c 154 2.84 1.05

자기조절효능감

학년4 a 71 3.49 0.71

6.157** .002
(c<b,a)

학년5 b 76 3.44 0.82

학년6 c 154 3.15 0.80

표< Ⅳ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8>

* p<.05, ** p<.01, *** p<.001



바 학년에 따른 음악학습동기.

학년에 따른 음악학습동기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음악학습동기는 학,

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11.414, p 음악학습동기의 하위<.001),

영역인 자신감(F=8.129, p 주의집중<.001), (F=9.850, p 만족감<.001),

(F=6.906, p 관련성<.01), (F=10.522, p 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001) .

사후검증 결과 학년보다 학년의 음악학습동기 수준이 높았고 하위6 4 ,

영역인 자신감 주의집중 만족감도 학년보다 학년이 높았으며 관련성, , 6 4 ,

은 학년보다 학년이 유의하게 높았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5, 6 4 . < Ⅳ

와 같다-9> .



변인 학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 )é

음악학습동기

전체

학년4 a 71 3.64 0.55

11.414*** .000
(c<a)

학년5 b 76 3.43 0.59

학년6 c 154 3.20 0.72

주의집중

학년4 a 71 3.52 0.52

9.850*** .000
(c<a)

학년5 b 76 3.35 0.65

학년6 c 154 3.11 0.75

관련성

학년4 a 71 3.74 0.74

10.522*** .000
(c,b<a)

학년5 b 76 3.41 0.74

학년6 c 154 3.21 0.86

자신감

학년4 a 71 3.64 0.64

8.129*** .000
(c<a)

학년5 b 76 3.44 0.66

학년6 c 154 3.23 0.80

만족감

학년4 a 71 3.66 0.76

6.906** .001
(c<a)

학년5 b 76 3.52 0.69

학년6 c 154 3.27 0.79

표< Ⅳ 학년에 따른 음악학습동기 차이-9>

* p<.05, ** p<.01, *** p<.001



확인적 요인분석3.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타당성과 인과관계를 함

께 고려해야한다 이때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상위 개념을 타당하게 설명.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고 인과관계 확,

인을 위해 경로분석이 이루어진다.

가 측정모형의 적합도.

확인적 요인분석은 변인들 간의 기존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고 요인분

석을 통하여 그 관계를 입증하는 데 사용한다 김춘경 본 연구에( , 2016).

서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의 구조적인 관계를 검증하기 전, ,

에 잠재변인과 관측변인의 구성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구성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에서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를 잠, ,

재변인으로 구성하였고 각각의 하위영역을 관측변인으로 하여 측정모형,

을 구성하였다 교사지지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실. , , ,

용적 지지의 네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과, ,

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의 세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음악, .

학습동기는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네 개 하위요인으로 구, , ,

성하였다 그림. <Ⅳ 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을 나타낸다-1> .



그림 <Ⅳ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1>



이렇게 구성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0>

과 같다 카이제곱 검증에서 통계량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2( ) 2χ χ

여야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값은, 2(df=41)χ

로 나타나 권장기준인 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134.629(p<.001) p>.05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값은 표본의 크기 및 모형에 따른 복. 2χ

잡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본수가 이상이 되면 대체로 유의200

한 결과를 보이는 단점이 있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백순근 박경인1998). ( , ,

2010).

이에 따라 통계량을 대신하여2χ SRMR, TLI, CFI, RMSEA 등의 적합

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SRMR은 미만이면 적합한 것으로 보는데.08 .049

로 나타났고, TLI와 CFI는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보는데.90 TLI=.954,

CFI 으로 나타났으며=.966 , RMSEA는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지수로서

미만이면 수용 가능한 적합도로 판단하는데 로 나타났다 결과적.10 .087 .

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의 기준치를 만족하여 본 측정모형의 잠재변인과

관측변인 구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은 연구 자료의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χ2 df p SRMR TLI CFI RMSEA

측정치 134.629 41 .000 .049 .954 .966 .087

권장기준 >.05 <.08 .90≥ .90≥ .10≤

표< Ⅳ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10>



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관측변인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p 요인 적재값은 대부분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001), .50 .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자신감만 로 에 근사한 요인.447 .50

적재값을 보여 관측변인들은 대체로 해당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결과는 다음의 표. < Ⅳ 과 같다-11> .

잠재변인 관측변인 β B SE C.R. p

교사지지

정서적지지 .939 1.000

평가적지지 .930 0.857 0.028 30.447*** .000

정보적지지 .916 0.839 0.029 28.931*** .000

실용적지지 .883 0.839 0.033 25.752*** .000

자기

효능감

자신감 .447 1.000

과제난이도 선호 .789 1.767 0.237 7.465*** .000

자기조절효능감 .841 1.438 0.189 7.596*** .000

음악학습

동기

주의집중 .821 1.000

관련성 .890 1.293 0.069 18.787*** .000

자신감 .779 1.024 0.066 15.465*** .000

만족감 .868 1.178 0.065 18.121*** .000

표< Ⅳ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11>

*** p<.001



다 수렴타당도 검증 및 판별타당도 검증.

수렴타당도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

정한 값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수렴타당도. ,

는 해당개념을 측정하는 복수문항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CR 와 평균분산추출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을)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념신뢰도는 이상 평균분산추출값은. .70 , .50

이상이면 수렴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우종필 모든( , 2012),

잠재변인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본 측정모형은 수렴타당도가 충족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과는 다음의 표. < Ⅳ 와 같다-12> .

표< Ⅳ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12>

변수 CR AVE

교사지지 .971 .895

자기효능감 .747 .512

음악학습동기 .944 .809



한편 잠재변인 간 유사성이 지나치게 높지 않고 어느 정도는 독립적인

개념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타당도인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

변인 간 상관계수와 이의 신뢰구간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95% .

계수의 신뢰구간이 또는 을 포함하지 않으면 판별타당도를 만95% 1 1–

족하는 것으로 보는데 배병렬 모든 변인 간 상관계수의 신뢰( , 2014), 95%

구간 안에는 과 을 포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잠재변인 간 상관관1 1 .–

계는 지나치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측정모형은 판별타

당도를 확보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 < Ⅳ 과 같다-13> .

잠재변인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

교사지지 - (.347~.539) (.458~.596)

자기효능감 .443 - (.804~.992)

음악학습동기 .527 .898 -

표< Ⅳ 판별타당도 검증-13>

대각선 아래 상관계수 대각선 위 상관계수의 신뢰구간* : , : 95%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을 바탕으로 한 판별타당도 검증에서 판별타당도

를 확보하였는데 측정모형에서 자기효능감과 음악학습동기 간 상관계수,

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상관관계가 측.

정모형의 판별타당도를 유의하게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즉 판별타당도,

가 확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와 가 제안한 판별타당도Bagozzi Yi(1988)

검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자기효능.

감과 음악학습동기를 단일요인으로 통합한 모형 과 자기효(Merge model)

능감과 음악학습동기를 분리한 기존의 모형 의 통계(Original model) 2χ



량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과 음악학습동기를 통합한 모형의 통계량은2χ

으로 나타났고 자유도는 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모형의 통159.483 , 43 . 2χ

계량은 자유도는 로 나타나 기존 모형 대비 통계량은134.629, 41 , 2χ

자유도는 만큼 차이를 보이는데 자유도가 인 경우 통계량24.854, 2 , 2 2χ

의 임계치는 이다 즉 두 모형의 통계량 차이는 임계치를 크게5.99 . 2χ

상회하여 두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와야 좋은 모형으로 판단하는 TLI와 CFI는 기존 모

형이 높고 낮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판단하는, SRMR과 RMSEA는 기존

모형이 낮기 때문에 자기효능감과 음악학습동기를 분리한 기존 모형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음악학습동기는 한.

요인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과는 다음의 표< Ⅳ 와 같다-14> .

모형 χ2 df ⊿χ2
⊿df SRMR TLI CFI RMSEA

기존

모형
134.629 41 .049 .954 .966 .087

통합

모형
159.483 43 24.854 2 .053 .945 .957 .095

표< Ⅳ 와 가 제안한 판별타당도 검증-14> Bagozzi Yi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Ⅳ 와 같다-2> .

그림< Ⅳ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2>



구조모형 분석4.

가 구조모형의 적합도.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의 구조적인 관계를 검증하기 위, ,

해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성하였다 교사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음.

악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교사지지를 독립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음악학습동기를 종속변인으로 구성하였다, .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구성한 구조모형은 다음의 그림< Ⅳ

과 같다-3> .

그림< Ⅳ 구조모형-3>



위 모형은 초등음악수업에서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음악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

계되었다.

그 결과 구조모형은 앞서 확인한 측정모형과 잠재변인 및 관측변인이

동일하고 모든 잠재변인 간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동일한 수치로 확인되었고 결과는 아래의 표< Ⅳ 와 같다-15> .

SRMR은 미만이면 적합한 것으로 보는데 로 나타났고.08 .049 , TLI와 CFI

는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보는데.90 TLI=.954, CFI 으로 나타났으=.966

며, RMSEA는 미만이면 수용 가능한 적합도로 판단하는데 로 나.10 .087

타났다 결과적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를 만족하였기에 본 구조모형은 적.

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χ2 df p SRMR TLI CFI RMSEA

측정치 134.629 41 .000 .049 .954 .966 .087

권장기준 >.05 .08 .90≥ .90≥ .10≤

표< Ⅳ 구조모형의 적합도-15>



나 경로분석.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검증하기, ,

위해 경로계수와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Ⅳ 과 같다-16> .

교사지지에서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는 정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β=.443, p 이것은 음악수업에 있어 교사의 지지를 높게 인<.001).

식할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의 지.

지가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

설이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에서 음악학습동기로 가는 경로 역시 정 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보였다(β=.161, p 즉 교사지지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음악학<.001).

습동기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지지가 음악학습동기.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음악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도

정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β=.827, p 이는 자기효능감이<.001).

높은 학생들일수록 음악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즉 자기효능감이.

음악학습동기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역시 채택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측변인 β B SE C.R. p

교사지지 음악학습동기→ .161 .114 .033 3.477*** .000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443 .442 .063 6.982*** .000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 .827 .587 .051 11.446*** .000

표< Ⅳ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결과-16>

*** p<.001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Ⅳ 와-4>

같다.

그림< Ⅳ 경로분석 결과-4>



다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변인 간 관계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분해하여 각 변인 간의, ,

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교사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음악학습,

동기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는 표< Ⅳ- 과 같은데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지지가 음악학17> ,

습동기에 미치는 직접효과 크기는 이다 반면 교사지지가 자기효능.161 .

감을 매개하여 음악학습동기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으로 나타났.366

고 이의 신뢰구간은 로 나타났다 신뢰구간이 을 포함하, 95% .246~.492 . 0

지 않아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교사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음악학습동기에 간접적으로 정 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사지지가 음악학습동기에 미치는 직접효과.

크기가 이었던 것에 비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음악학습동기에 미.161

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효과와 간,

접효과를 합산한 총효과는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527 .

즉 초등학생이 느끼는 교사지지는 음악학습동기를 직접적으로도 높여

주고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높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β 95% CI p

교사지지 음악학습동기→ .527** .161** .366** .246~.492 .001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443** .443**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 .827** .827**

표< Ⅳ 변인 간 효과 분해 및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17>

** p<.01



라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별 매개효과 검증.

교사지지와 음악학습동기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신

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중 어떤 변인이 가장 큰 매개역할, ,

을 하고 어떤 변인이 가장 적은 매개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

기 위해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을 각각의 잠재변인으로 구분하여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이것을 구조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 Ⅳ 와 같-5>

다.

그림< Ⅳ 자기효능감 하위영역을 구분한 구조모형-5>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Ⅳ 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지지-18> . ,

에서 자신감(β=.145, p 과제난이도 선호<.05), (β=.329, p 자기조절<.001),

효능감(β=.444, p 으로 가는 경로는 모두 정 적으로 유의하였다<.001) (+) .

즉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수준, ,

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감(β=.126, p 과제난이도 선호<.01), (β=.278, p 자기<.001),

조절효능감(β=.441, p 에서 음악학습동기로 가는 경로도 모두 정<.001) (+)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 , ,

능감이 높을수록 음악학습동기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의 모든 영역이 교사지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

을 받고 음악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표,

준화 계수(β 를 비교해보면 특히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자기조절효)

능감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측변인 β B SE C.R. p

교사지지 자신감→ .145 .164 .075 2.194* .028

교사지지 과제난이도 선호→ .329 .431 .080 5.401*** .000

교사지지 자기조절효능감→ .444 .313 .048 6.526*** .000

교사지지 음악학습동기→ .223 .158 .032 4.990*** .000

자신감 음악학습동기→ .126 .079 .030 2.603** .009

과제난이도 선호 음악학습동기→ .278 .150 .041 3.647*** .000

자기조절효능감 음악학습동기→ .441 .443 .090 4.940*** .000

χ2=544.284(df=242, p<.001), SRMR=.060, TLI=.926, CFI=.936, RMSEA=.065

표< Ⅳ 교사지지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음악학습동기 간 구조적 관계-18> , ,

* p<.05, ** p<.01, *** p<.001



교사지지가 자기효능감의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

각각을 매개하여 음악학습동기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 Ⅳ 와 같다 교사지지가 자신감을 매개하여 음-19> .

악학습동기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로 나타났는데 이의 신.018 95%

뢰구간은 .001~ 로 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교사지지가 과제난.041 0 .

이도 선호를 매개하여 음악학습동기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로.091

나타났는데 이의 신뢰구간은, 95% .021~ 으로 을 포함하지 않아 유.130 0

의하였다 교사지지가 자기조절효능감을 매개하여 음악학습동기에 미치.

는 간접효과 크기는 으로 나타났는데 이의 신뢰구간은.196 , 95%

.071~ 로 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237 0 .

결과적으로 교사지지는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을 매개하여 음악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에서도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고 자신감은 가장 낮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로

간접효과

β 95% CI p

교사지지 자신감 음악학습동기→ → .018* .001~.041 .033

교사지지 과제난이도 선호 음악학습동기→ → .091** .021~.130 .005

교사지지 자기조절효능감 음악학습동기→ → .196** .071~.237 .001

표< Ⅳ-19>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별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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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Ⅴ

논의1.

본 연구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초등음악수업에서 학생이 지.

각한 교사지지가 음악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학생이 지각,

한 교사지지가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음악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와 음악학습동기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동기는 성별에 따라 유, , ,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년에 따라서는 교사지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학년보다 학년이. 6 4, 5

높았으며 음악학습동기는 학년보다 학년이 유의하게 높았다6 4 .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및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가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와 음악학습동기의 관계.

본 연구 결과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는 음악학습동기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음악학습동기 또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학생이 음악수업에서 교사,

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음악교과에 대해･

흥미와 필요성을 느끼고 학습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의지가 높아

짐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생이 교사로부터 주어지는 애정 관심 칭찬 및 평가 등을, ,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교사 학생 간 긴밀한 상호관계가 형성될 때 음악- ,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한다는 기



존의 선행연구 권슬기 김고은 박원재 정유경( , 2016; , 2013; , 2019; , 2011)

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사지지의 하위요인은 모두 음악학.

습동기와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교사지지의 하위요인 중 특히 평가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학,

생의 학습동기와 높은 상관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

의 음악적 수행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음악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음악적 성취를 공정히 평가하며 학생의 음악적 인식과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같은 평가적 지지 그리고 학생들이 실기나 연주 등의 과업을 성공,

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적 요구에 적절한

레슨 혹은 정보 충고 조언 등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보적 지지는 학, ,

생들로 하여금 교사로부터 긍정적으로 지원받고 수용된다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결국 학생의 음악학습동기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

것이 음악교과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까닭은 음악은 실기 위,

주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있어서는 교사가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인정해주는 것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며 박진(

옥 음악 교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지와, 2008),

같은 음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학습을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ichivitsa, 2007).

그 동안의 많은 연구들은 학생이 교사의 관심 이해심 유대감과 같은, ,

정서적인 부분을 지각할 때 학습동기가 향상됨을 입증하였다 박원재( ,

하지만 본 연구2019; Hamre & Pianta, 2005; Rust, 2014; Spergel, 2010).

에서는 음악수업에 있어서 교사의 평가적 지지나 정보적 지지가 정서적

지지보다 음악학습동기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사의 시범을 요구하고 도제식으로 진행된다는 음악 과목의 특성상 무

엇보다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시된다는 점과 관련있다 정진원 은 어. (2009)

린 학생의 경우 교사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학습의 지속과 동기부여 측면

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높은 연령일수록 그리고 높은 단계의,



음악적 수준을 지닌 학생들일수록 교사와의 인격적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교사의 연주능력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

다(Howe & Sloboda, 1991).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음악학습동기를 높이기 위

한 교사 역할의 방향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음악.

적 수행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학생들의 음악적 의견을 적극

적으로 경청하며 필요 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악적 전문성을 지

니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이 음악수업시간 내에.

수행해야하는 가창 연주 감상 등에 있어 학생이 음악적으로 성장할 수, ,

있도록 실질적이고도 분명한 지침 및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제공하는 교

사의 평가가 중요할 것이다 이것은 음악적 성취의 극대화를 통한 학생.

의 실력향상으로 이어지고 그 자체가 다시 학생에게 중요한 보상이 되,

는 순환적 고리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음악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정진원 뿐만 아니라 학생의 불안정한 심리적 환경적( , 2007). ,

여건 속에서도 교사를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애쓰는 노력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너그러운 평가와 판단 등도 학생이 수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음악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욕구를 생성시킬 수 있다 김(

효림, 2020).

하지만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지지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긍정적

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이 교사의 지지를 의미 있는.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배경이 먼저 형성되어야만 그러한 유대감과 상,

호존중 위에서 행해지는 교사의 말과 행동이 비로소 학생의 음악학습동

기를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높은 수준의 교사지지가 음악학습동기를 향상시키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교사지지가 강력한 외재적 동기원으로 작용하면서 내,

재적 동기원과의 결합 시 더 큰 수업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고은 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태도와 내재적 동기에 대해(2013)



연구하였는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보이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생의 내재적 동기가 높아지게 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것은 교사지지가 학생의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유인.

원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역시 외재. Cameron(2001)

적 보상이 내재적 동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입증하였는데 칭찬과 같,

은 긍정적인 언어적 강화에 의한 외재적 동기 부여는 학생에게 유능감을

심어주고 자기결정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내재적 동기를 강화시킨

다고 하였다 조하슬린( , 2018).

음악 수업에 있어 내재적 요인 즉 음악자체로 인한 학생들의 동기유,

발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지만 학습상황(Skinner & Belmont, 1993),

에서 내재적 동기가 나타나지 않는 학생에게는 외재적 강화물을 사용하

여 다양한 음악적 행동의 목표를 동기화시킬 수 있고 민경훈 외( , 2010),

이것이 결과적으로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조하슬린( ,

이때 교사야말로 학교 수업 현장에서 학생의 내재적 동기가 유발2018).

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는 것이다(Cocks & Watt, 2001).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교사가 수업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따,

라 동기부여 받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상(Spergel, 2010),

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외재적 동기 유발을 해야 한다 정진.

원 은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친밀함과 같은 정서적 지지(2009)

가 음악학습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음악을 즐거운 것으로 느끼도

록 함으로써 동기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승윤희 는, (2015)

학생들에게 외재적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예로 칭찬을 이야

기하였다 음악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칭찬 즉 학생의 노력을 통. ,

한 성취 및 실기영역 등에서 향상된 음악적 능력에 대한 언어적 칭찬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는 이와 같은 부분을 염두에 두어 학생.

의 음악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외재적 동기원으로서의 교사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며 수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강조한 것은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지지이다 학생, .



이 지각하는 교사지지가 실제 교사의 행동이나 태도보다 더욱 중요한 의

미를 갖기 때문이다 허은호 개인의 지각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 , 2001).

에 동일한 대상이라도 그 대상에 대한 각자의 지각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김고은 실제로 김생균 은 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교사( , 2013). (1997)

와 학생의 지각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교사는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역,

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학생은 오히려 교사의 역할 수

행에 대한 낮은 지각을 나타냈다 류하문 역시 담임교사의 태도에. (1996)

대한 교사 학생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 학생에 대한 공정하고 인간적인- ,

대우 상담요청과 학생면담시의 태도 실수했을 때의 처리 태도에 대하, ,

여 교사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학생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의 역할수행이 학생들의 요구.

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이렇게 교사에 대한,

학생의 역할기대가 높은 것에 비해 역할지각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

람직하지 못한 까닭은 상호작용 하에 있는 구성원간의 역할기대가 서로,

일치할 때 구성원들은 만족감을 느끼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는 문제 상황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Getzels, 1958).

따라서 학생의 음악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 교사지지가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지지를 높여야한다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추미경 은 한 번 형성된 지각은 인지적으. (2001)

로 변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있지만 불일치성이 분명하거나 이것이 다른

상황적 요인으로 설명되지 못할 때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교.

사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교사 학생, -

간의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교사의

모습을 일관성 있게 보여줄 때 효과적인 지각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옥복녀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 , 2010).

치는 일련의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교사 학생 간의 상호관계가 수립되, -

고 이렇게 형성된 상호관계 속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

이때 학생은 교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좋고 싫은 감정을 경･

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교사의 태도를 판단하며 이



에 대한 지각을 형성하게 된다 김고은 그러므로 음악수업에 있어( , 2013).

서도 교사와 학생의 상호관계 수립의 시작점에서부터 학생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들에게 지원적이고 협조적인 교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

사 학생 간의 긍정적인 지지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해야 한다 결국 이것- .

이 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가치와 음악 참여를 지속하려는 전반적인 동기

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Sichivitsa, 2007).

나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 ,

기조절효능감의 관계를 통해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것은 곧 학생이 음악수업에서 교사의 지지를 높게 인식,

할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학생이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는

다고 느낄 때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

다 박지현 이지영 즉 교사의 사회( , 2009; , 2012; Murdock & Miller, 2003).

적 지지가 학생의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이지민 동기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 , 2008),

와 같다 손병수 이수진 김국환 김유리 하지만 김소영( , 2021; , , , 2017).

의 교사의 공감적 지지가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2021)

대한 연구에서 교사의 공감적 지지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초등학생들이

교사의 공감적지지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초등학생들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와

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이와 같은 결과는 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네 가지, Bandura(1977)

주요 요소인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학생은 롤 모델로서의 교사. ,



의 역할 수행을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 음악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한

다 정진원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교( , 2009).

사의 피드백 등의 상황적 요소가 자기효능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은 자신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맺(Schunk, 1985).

으며 언어적 설득 및 격려를 통한 인정과 지지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

같은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으로써 자기효능감을 형성해나간다 박원재 뿐만 아니라 공정한( , 2019).

평가와 칭찬 인격 존중과 의사 존중 등과 같은 가치 고양의 경험이 많,

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를 통해 원희정 학생이 의( , 2006),

미 있게 생각하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학습을 수행하는 과

정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을 알 수 있다 김민정 이는 다시 한 번 자기효능감 증진에 있( , 2018).

어 교사지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학생이 제공받은 지지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학습에 대한 단순한 언어적 설득으로 인한 기대의 형태일 때는 그것으로

인해 형성된 자기효능감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반면 지지자가 신뢰, ,

권위 전문성을 가지고 지지를 제공할 때는 그 지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그렇기(Petty & Cacioppo, 1986).

때문에 무엇보다 교사 학생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가 음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학생의 학습에 대한 권위 있는 지지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실제로 교사지지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특히 자기,

조절효능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 박영신 등 에 의하면 자기조절효능감은 자기효Zimmerman(1989) (2000)

능감의 동기적 측면을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선행연구들,

을 통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자기효능감의 개념

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다른 변인들 간

의 관계 설명량이 다른 요인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금순 유성모 박외영 박진아 이신숙 이 중학( , , 2010; , 2017; , 2014). (2008)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교사와의 애착이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박원재 의 연구에, (2019)

서도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정서지능은 자기효능감 중 특히 자기조절효

능감과 가장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기조절효능감은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계획 실행 점검 평가･ ･ ･

하는 일련의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지각된 통제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으로써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업 수행을 수시로(Bandura, 1997),

점검 조절 평가하는 능력에 대한 주관적 믿음으로 정의될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교사지지가(Usher & Pajares, 2008; Zimmerman, 1989).

자기조절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곧 교사지지가 학생의 능력

이나 수행 결과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음악학습 상황,

속에서 학생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때 스스로 학습 환경 및 상황을 효

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성,

공적인 음악 학습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 자체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원재( , 2019).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학습에 대한 자기조절을 통해 스스로 누적,

한 숙달 경험 및 성공 경험과 더불어 교사지지로 대표되는 외부로부터의

사회적 지원과 모델링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

로 작동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 , , 2004; Usher &

그렇기에 과 의 주장대로 교수 학습Pajares, 2008). Eggen Kauchak(2015) -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학생의 긍정적인 자기효능감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음악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수

과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데 음악학습을 시작하기 전 관련 음악,

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 경험의 기회 제공 이를 통해 다양한 성공 경험,

의 유도 교사를 통한 관찰 경험의 기회 확대 및 음악학습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자극하는 지속적인 피드백의 제시 등을

통한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요구되,

는 음악적 수행 목표를 결국 성취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다 자기효능감과 음악학습동기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음악학습동기의 관계에 대해 검증하였는

데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자기효(+) .

능감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음악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음악활동 및 과제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은 음악학습 수행 및 성취를 설명하는데 있어 높

은 수준의 달성을 위한 보다 설득력이 있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자들은 자기효능감과 음(McPherson & McCormick, 1999, 2006).

악학습동기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 학생은 자신이 가진,

음악적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신뢰 자신의 음악적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닌 강화될 수 있다는 경험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환경의 순환을 통,

하여 학습을 이어가는 동기를 발전시킨다고 이야기한다(Hallam et al.,

그리고 본 연구 결과2012; Jorgensen, 2004; Jorgensen & Hallam, 2009).

는 이러한 주장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과 같은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해본 바 다른 요인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음악학습동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학생의 성취동기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은진 의 연구 자기효능감이 학습동기에 의의 있는 영향(2007) ,

을 미친다고 주장한 유효현 의 연구 및 많은 선행연구 김주년(2000) ( , 1994;

정갑순 황경숙 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무엇보다 정원식, 2002; , 2002) .

은 주어진 문제나 행동이 학생의 욕구와 일치하고 그것에 대해 흥(2001)

미가 있다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면 동기가



약화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자. .

기효능감은 행동 뿐만 아니라 정서와 사고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다면 심리적으로 불완

전할 수밖에 없다 이은진 이러한 심리적 불안 상태는 자기효능감( , 2007).

을 낮추는 요인으로써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음악목표를(Bandura, 1986)

실제보다 어렵게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음악적 행

동으로 표출되어 결과적으로 그 목표를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낮출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음악은 성취해야하는 음악적 수행과제가 대부. ,

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실기 영역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때 이러한 실기,

를 성취해나가는 데 있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음악학습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낮아질 것임은 분명하다 이은진 따라( , 2007).

서 교사는 학생의 음악적 강점을 찾아 자신감을 키우고 격려할 수 있는

학습과제 제시 혹은 동일한 음악활동에 대한 개개인의 목표 수준을 다르

게 설정하고 자신의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점검할 수 있도

록 하는 자기조절능력 향상 등의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음악학습동

기 증진에 위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기효능감이 음악학습동기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곧 자기효능감이 동기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내재적 동기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자기효능감이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려.

는 동기를 증가시키는 내재적 동기원으로 작용하고 학업성취 및 교과목,

들에 대한 내적 흥미 발달 등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

한다 이들(Bandura & Schunk, 1981; Relich et al., 1986; Schunk, 1984).

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학생이 성공과 실패의 상황을 분석적으로 이해하

고 그 이유를 스스로 조절하려는 태도인 자기효능감은 지속적인 학습이

나 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되어 음악학습동기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

져 올 수 있다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재능 혹은 능력으로 결.

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고 그 과정을 조절해나가는 전략이,

나 노력 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자기효능감의



역할이다 학생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

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결과적으로 학생으로 하여금 음악을,

배우고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박(

원재, 2019).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음악수업에서의 ‘무동기’ 현상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주제이자 교육적 측면의 문제가 바로 학생들의 무동기 현상으로써

김아영 오순애 조현철 많은 연구들이 학습에 대한 학생들( , , 2001; , 2013),

의 동기가 감소하고 무동기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아영( ,

김의철 황인주 이은주 학습상황에서 무동기란 외부2002; , , 2008; , 2015).

에서 어떤 강화나 처벌이 주어져도 학생 내부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

이 생기지 않은 상태로써 학교 부적응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학습

적 교육적 지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명주 양지웅( , , 2018).･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무동기의 주된 특성으로 자기효능감의 결핍을

이야기하는데 이형선 조은애 이것은 본 연구 결과와도 맥( , 2012; , 2012),

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교육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본 연구가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은진 과 성은현 의 연구가 학생의 내재적 동기와 자기효능(2017) (2006)

감의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에 대해 보고한 것과 같이 학생들의 개인적, ･

심리적 인지적 동기요인인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려는 노력 즉 음악 활,･

동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의 제공 및 그로 인한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대

한 높은 성공 기대 그리고 음악 활동 과정에 있어 적극적인 자기조절,

및 수행능력은 음악학습활동을 이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결국 음

악학습동기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특히 자기조절효능감,

과 과제난이도 선호가 음악학습동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음악적 목표가 있는 수행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

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조절전략이나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확신을 가질수록 그리고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선호할수록 음악학습동기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

적 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과제,

수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지적 전략들을 사용하고 통제하며

행위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동기가 보다 증진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과제난이도 선호에 비하여 자기조절효능감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난 본 연구결과는 실제 음악적 수행이 이루어지는 학습과정

에서 자신의 목표와 관련된 환경에의 주의집중 달성해야 할 목표를 기,

준으로 객관적인 자신의 수행능력 평가 및 성공적인 자기조절적 기제에

대한 확신 등의 인지적 과정이 학습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는 음악수업 시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을.

뛰어 넘는 수준의 과제를 적절히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을 계획하고 조절하며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켜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성공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원조하

면서 학생의 음악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학생 스스,

로 음악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충족됨과 동시에 음악에 대한 흥미

와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서 음악학습동기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 학생이 지각한 교사지지와 음악학습동기의 관계에서 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 결과 교사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음악학습동기에 미,

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사지지가 자기.366 ,

효능감을 매개하여 음악학습동기에 간접적으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사지지가 음악학습동기에 미치는 직.

접효과 크기는 이었던 것에 비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음악학습.161 ,

동기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곧.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지지는 음악학습동기를 직접적으로도 높여주고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높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사지지는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을 매개하여 음악학습동

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효능감의 하위영,

역 중 교사지지가 자기조절효능감을 매개하여 음악학습동기에 미치는 간

접효과 크기는 과제난이도 선호를 매개하여 음악학습동기에 미치.196,

는 간접효과 크기는 그리고 자신감을 매개하여 음악학습동기에 미.091,

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로 나타났다 이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018 .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신감은 가장 낮은 매개역,

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타교과 및 일반교육에서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행동과 동기부여 수행 능력 향상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강조한 많은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Heslin & Klehe, 2006;

뿐만 아니라 음악교육에 있어서도 학생이Linnenbrink & Pintrich, 2010).

지각한 교사의 정서지능이 음악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음악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박원재 의 연구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2019) ,

학생관계 및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음악흥미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한 권슬기 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도출(2016)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음악학습동기의 형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지지가 음악학습동기에 직접효과 보다는, (.161)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366)

드러났다 즉 교사지지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음악학습동. ,

기를 가장 크게 높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음악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음악학습동기 향상에 있어

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인이 자기효능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다 이는 자신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 성공적인 음악 수행을 위. ,

한 지속적인 노력 및 까다로운 음악적 활동과제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



러한 과제 상황에서 요구하는 일련의 구체적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

해 음악학습동기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은진( ,

음악교과는 타 교과목에 비해 학습 목표가 뚜렷하며 구체적이고2017).

가시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자신의 음악적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 및

긍정적인 심리상태는 제시된 목표의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음악학습동기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에서도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사지지가 자기조절효능감에 긍정,

적 영향을 주어 학생의 자기조절효능감이 올라가면 그것이 음악학습동기

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긍정적.

이고 수용적인 지지가 학생으로 하여금 음악적 학습에 대한 자신의 능력

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여 음악 목표를 이루기 위한 특정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영향,

이 결국 음악활동을 즐겁고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음악학습동기,

의 형성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어느 하나의 변인으로만 해석하기 보다는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의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분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박지현 그리고 이것은 본( , 2009).

연구에서 각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한 연구 목적과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 ,

이 지각한 긍정적인 교사지지는 학생들이 음악학습에 필요한 행위를 조

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높은 기대와 확신을 갖게 만

들고 이러한 신념은 음악활동에 대한 흥미 관심 애착 등으로 나타나, ,

결국 음악학습동기를 높여주기 때문에 교사지지 자기효능감 음악학습, ,

동기가 모두 상관관계에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한 간접효과는 음악학습동기에 미

치는 교사지지의 직접효과를 설명하는 데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자기효.



능감이 음악학습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또한,

교사지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음악학습동기를 설명함에 있어 교,

사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교사지지는 자.

기효능감을 매개로 음악학습동기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효능

감 역시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이 된다.

따라서 동기가 유발되는 과정은 인지 요소와 환경 요소 간의 통합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박지현 과 권슬기 의 견해와(2008) (2016)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 교사지지 과 개인적, ( )

요인 자기효능감 이 음악학습동기를 직접적으로도 높이고 또한 개인적( ) ,

요인인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했을 때에도 환경적 요인인 교사지지가 음

악학습동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을 통해 어느 한 요,

인만이 아니라 각 요인들이 서로 긴밀히 영향을 주고 받는 구조적 관계

에서 음악학습동기를 바라보고 이해해야함을 말해준다.

셋째 학생의 음악학습동기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교사지지와 자,

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사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음악학습동기를 높여주기 위해 학생의 음악

적 활동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지지를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와 더,

불어 학생들의 음악학습동기를 발달시키기 위해 직접적 차원에서나 환경

적 차원에서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는 것 역시 요구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 실천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

용 및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배진광 교사 학생 간의 긍( , 2017). -

정적이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은 학생으로 하여금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어떤 어려운 수준의 과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효

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양.

한 음악활동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여 결국 지속적

인 음악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음악학습동기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 것이

다 박원재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학생이 지각한 교사( , 2019).

지지와 자기효능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보다 의

미 있고 효과적인 음악수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제언2.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학습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에 관한 것이다 본, .

연구에서는 교사지지와 자기효능감만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교사지지의 영향력이 감소할 가

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까닭에 대해 윤선영 등 은 중학교는 초등, (2013)

학교에 비해 개별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감소하여 학생들이 긍정적

인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적어지고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자기효능.

감이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와 는 초등. Pajares Schunk(2001)

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원인을 제시

하였는데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자신의 수행결과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

할 기회가 많아지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이 되며 상급학교

로의 전환에서 학생들이 받은 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 외에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

은 또 다른 변인이 음악학습동기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에 덧붙여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 관계를 다.

른 학교급에 적용하여 분석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수에 따른 성별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유의,

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 관.

한 인식이나 그에 따른 결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의 연구가 존재한다 또한 역시 음악 수업에Rudolph(2002) . Sandene(1997)

서의 관심과 태도에 있어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기대가 학생들의 성별 특정과목에서의 성적 등과 같은,

개별 속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 등 의 주장도 존재한다Trouilloud (2002) .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악학습동기의 형성 과정도 남녀 학생이 갖는,

심리적 발달적 특성에 따라 변인들의 영향력이 충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연구과.

제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교육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사,

용된 도구를 음악 학습으로 바꾸어 활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문 문항.

중에는 음악교육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 음악교육에서 해당 요인을.

타당하게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연.

구에 보다 적합한 측정도구를 선정하기 위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연령대와 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

연구는 연구대상이 서울과 인천의 일부 지역에 한정된 초등학생 명인301

데 이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고 대상의 지역

분포가 한정적이다 또한 학교급이 달라지면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연령의 학생들을.

표집하여 더욱 확장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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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

※ 다음은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하나의 번호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남 여1. ① ②

학년 학년 학년 학년2. 4 5 6① ② ③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음악수업에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내용은 1) 교사지지 2)자기효능감 3)음악학습동기

이렇게 총 가지이고 응답 시 걸리는 시간은 약 분 분 정도입니다3 , 15 ~20 .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므로 각 문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을 잘 읽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

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음악수업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데 소중한 자

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오직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되어 개인정보유출이나 정보보안 등의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10.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범대학 음악교육전공 연구자

박 송 이



※ 다음은 학생들이 느끼는 음악선생님에 대한 교사지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하나의 번호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선생님이 따로 계시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직접 음악을 가르,

쳐주시는 담임선생님을 생각하며 표시하면 됩니다.

국악 선생님 방과 후 음악선생님 피아노학원 선생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 ,

다.

문

항
질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음악선생님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

신다.
5 4 3 2 1

2
음악선생님은 내가 행동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바

르게 평가해 줄 것이다.
5 4 3 2 1

3
음악선생님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5 4 3 2 1

4

음악선생님은 내가 꼭 필요로 하면 음악수업에 관

련된 물건 악기 악보 음악책 등 을 최선을 다해( , , )

마련해 줄 것이다.

5 4 3 2 1

5
음악선생님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5 4 3 2 1

6
음악선생님은 내가 음악활동을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5 4 3 2 1

7
음악선생님은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다.
5 4 3 2 1

8
음악선생님은 내가 어려운 고민거리가 있을 때 털

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5 4 3 2 1

9
음악선생님은 내가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 준

다.
5 4 3 2 1

10
음악선생님은 음악수업에서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

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것이다.
5 4 3 2 1

11
음악선생님은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

히 도와준다.
5 4 3 2 1

12
음악선생님은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려워

할 때 용기를 줄 것이다.
5 4 3 2 1



13
음악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체적으로

잘 받아들인다.
5 4 3 2 1

14
음악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가깝게 느껴진

다.
5 4 3 2 1

15
음악선생님은 음악수업에서 내가 한 일을 인정해

주며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5 4 3 2 1

16
음악선생님은 음악수업에서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잘 알게 해준다.
5 4 3 2 1

17
음악선생님은 나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하신다.
5 4 3 2 1

18
음악선생님은 내가 기분이 좋지 못할 때 나를 이해

하여 줄 것이다.
5 4 3 2 1

19
음악선생님은 내가 음악수업 중 어려워할 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것이다.
5 4 3 2 1

20
음악선생님은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

람이라고 생각한다.
5 4 3 2 1

21 음악선생님은 나를 존중해 주며 대접해 준다. 5 4 3 2 1

22
음악선생님은 내가 음악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

록 좋은 충고를 해준다.
5 4 3 2 1

23
음악선생님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위

해 시간을 내 줄 것이다.
5 4 3 2 1

24
음악선생님은 내가 아플 때 대신해 줄 수 있는 일

은 대신해 줄 것이다.
5 4 3 2 1



※ 다음은 여러분들이 음악수업시간에 느끼는 개인적인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하나의 번호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

다.

문

항
질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음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5 4 3 2 1

2
나는 음악시간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5 4 3 2 1

3
나는 보통 음악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

고 거기에 맞추어 공부한다.
5 4 3 2 1

4
나는 음악시간에 가능하면 어려운 활동은 피하고

싶다.
5 4 3 2 1

5
음악시간에 내가 싫어하는 활동을 할 때에도 주의

집중을 잘 할 수 있다.
5 4 3 2 1

6
음악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
5 4 3 2 1

7
나는 음악시간에 배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

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5 4 3 2 1

8

나는 음악시간에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학습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

다.

5 4 3 2 1

9
음악시간에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때 나는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 .
5 4 3 2 1

10
음악 평가를 치루기 전 나는 평가를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5 4 3 2 1

11
나는 음악시간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다.
5 4 3 2 1

12
나는 음악시간에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오랫동안

연습하는 활동이 더 재미있다.
5 4 3 2 1

13
나는 음악수업 중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잘 마칠 수 있다.
5 4 3 2 1

14
음악시간에 모둠토의를 할 때 나는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다.
5 4 3 2 1

15
나는 음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5 4 3 2 1

16
나는 음악시간에 쉬운 활동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활동을 해내는 것이 더 좋다.
5 4 3 2 1



※ 다음은 여러분의 음악학습동기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하나의 번호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질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음악 공부를 잘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5 4 3 2 1

2
선생님은 우리가 음악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

법을 알고 있다.
5 4 3 2 1

3
나는 음악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열심히 노력

해도 잘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4
음악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4 3 2 1

5
나는 음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쉽지도 않고 어,

렵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
5 4 3 2 1

6
선생님과의 대화 행동 등을 통해 음악 수업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5 4 3 2 1

7
우리 반 친구들은 음악 수업 시간에 호기심을 갖고

참여한다.
5 4 3 2 1

8 음악 수업에서 내가 공부할 분량은 적절한 양이다. 5 4 3 2 1

9
나는 음악수업에서 좋은 평가점수를 얻는 것을 목

표로 열심히 공부한다.
5 4 3 2 1

10
나는 종종 음악 수업 시간에 다른 생각에 잠길 때

가 있다.
5 4 3 2 1

11
선생님께서 나의 음악 수행평가 점수나 음악과제

점수를 어떻게 주실지 예측하기 어렵다.
5 4 3 2 1

12
음악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문제들은 종종 나의 호

기심을 유발한다.
5 4 3 2 1

13 나는 즐겁게 음악 수업 내용을 공부한다. 5 4 3 2 1

14
나는 음악 수업에서 내가 배우고 알게 되는 것에

만족한다.
5 4 3 2 1

15
음악 수업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은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4 3 2 1

16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음악 공부를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
5 4 3 2 1

17
선생님은 흥미롭고 다양한 수업방법을 사용하여 음

악을 가르치신다.
5 4 3 2 1

18
음악수업에서 선생님이 나를 다른 친구들보다 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공정한 일이다.
5 4 3 2 1

19
나는 음악 수업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어

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5 4 3 2 1

20
나는 음악 수업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

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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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at the factors that affect students' motivation to learn music,

the environmental factor is 'teacher support' and the personal factor is

'self-efficacy'.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understand the

individual relationship between each factor, but also to check what role

self-efficacy plays between the two factors of teacher support and

music learning motivation. In addition, even if support was actually



provided by the teacher,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support

perceived by the student rather than the support actually given to the

student, because true support cannot be obtained if the student does

not perceive it as suppor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support perceived by students, self-efficacy, and

motivation for music learning in the elementary music classroom,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For this purpose, 301

elementary students in grades 4-6 from Seoul and Inchon were

surveyed using three types of test tools: 'teacher support perceived by

students', 'self-efficacy', and 'motivation for music learn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Bootstrapping’ was

perfor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support and motivation for music learning.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nd presented as follows:

First, teacher support perceived by students directly and positively

affects students' motivation for music learning, and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motivation for music learning through self-efficacy as a

medium. In other words, students who perceive the teacher's support

positively have a high level of motivation for music learning, and in

this process, the more positive the individual has in his/her own musical

ability, the higher the motivation for music learning.

Second, teacher support perceived by students directly and positively

affects students' musical self-efficacy. In other words, students who

perceive the teacher's support positively also have positive beliefs

about their own musical ability.

Third, students' musical self-efficacy directly and positively affects

their motivation for music learning. In other words, the more positive



the student's belief in his or her own musical ability, the higher the

motivation to learn music.

Fourth,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in some subdomain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Teacher support, self-efficacy, and music

learning motivation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and teacher suppor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ge. However, self-efficacy and music learning motivation

according to grade were higher in fourth graders than in sixth graders.

In this study, after dividing the factors affecting students' motivation

for music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 music classes into

environmental factors and indivisual factors; motivation for music

learning was examined based on the teacher's support perceived by the

students in particular, and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eacher support and musical self-efficacy

perceived by students are important to improve students' motivation for

music learning. Therefore, a close and close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s necessary so that students can experience the

teacher's positive and supportive relationship. It can be said that

musical experience and opportunities are necessary.

Keywords : Motivation for Music Learning, Teacher Support,

Self-efficacy, Elementary School Music Class

Student Number : 2020-2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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