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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 고학년 학습부진 아동의 학습동기 증진을 목적으로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동기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김창대
(2011)의 개발 모형에 따라 1단계 목표 수립, 2단계, 프로그램 내용 구성, 3단계, 예비
프로그램 실시, 4단계, 프로그램 완성의 단계를 거쳤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습부진 아동이면서 학습동기가 낮은 16명을 선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8명씩 배정하고,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험집단에 본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2회, 40분씩, 10회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 김아영(2002)의 학
업동기검사를 사용하여 각 집단 사전, 사후 검사를 하고 분산분석으로 효과를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학습동기와 학습동기 하위 요
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 주제어: 프로그램 개발, 학습동기 프로그램, 학습부진 아동, 음악치료

Ⅰ

. 서 론

학습부진 아동은 일반 아동들과는 다른 특성들로 인해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에 주목한 정부는 2008년부터 기초학력책임제를 도입하여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책임지도를 강조하였으며 학력 향상형 창의경영학교를 선정하여 지원을
하여왔다. 또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온라인 기초학력진단 보정 시스템, 그리고 두
드림 사업까지 학습부진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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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2016).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부진 아동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학습부진의 요인이 다양한 데 기인한다. 학습부진의 요인
은 환경적 요인과 학습자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권영배, 2012; 김계현, 1995;
문은식, 박선환, 정미경, 2007), 이 요인들은 또 여러 하위 변인들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가정환경 요인만 해도 양친의 상태, 가옥 상태, 가족 구성, 사회경제적 지위, 문
화적 상태, 영양 및 위생상태, 주거지의 생태적 환경, 집단 특성, 가치지향성, 학습체
제, 강화 체제, 심리적 특성, 언어 모형(구병두, 1996) 등 매우 다양한 변인들로 이루
어져 있다.
이처럼 학습부진의 요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파악하
여 학습부진 아동을 지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환경적 요인에서
사회, 경제, 문화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지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도 있다. 만약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여 학습부진 아동을 지도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
마도 학습부진 아동을 지도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 현장이나 상담 실제에서 다룰 수 있고 학습부진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 의미 있는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에 황매향, 김영빈, 함은혜, 오상철(2012)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가
운데 학습부진에 대한 설명력이 크면서 지도와 지원을 통해 변화 가능한 변인으로 학
습동기를 선정하였고 황매향(2008)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영역의 변인
중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은 학습동기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도 학습
동기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다(김영진, 2003; 김
태은, 김영빈, 2013; 윤미선, 2008; 이옥형, 채영신, 200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따
라서 학습동기는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학습부진을 감소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 의미 있는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학습동기에 주목하였다. 학습동기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며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해 나가는 힘을 말한다. 학습동기가 높은 아동은 학
생으로서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 경제,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공
부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습부진 아동은 학습동기가 대체로 낮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잦은 학업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학업 실패 경험은 낮은 자기효
능감과 학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부진 아동의
학습동기를 증진 시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
습부진 아동 지도 시 결손된 특정 과목 지도 외에 학습동기를 증진시켜 주는 프로그
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평생에 걸쳐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시기(김태은, 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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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이며 초등 6학년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 학습부진 상태 그대로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교과목이 많아지고 수업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습부진을 극복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6학년 학습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동기 증진 프로그
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자기조절을 이루는 요인들이 밝혀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초등 학습부진 아동 대상 학습동기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은 학습동기(김창현, 2004; 김태은, 김영빈, 2013; 김택
호, 배숙경, 2014; 이형선, 2012; 이효숙, 2013), 자아개념(김창현, 2004; 이옥희, 2003;
최연실, 2009), 자기효능감(김창현, 2004; 김태은, 김영빈, 2013; 이형선, 2012; 이효숙,
2013; 정수정, 2012), 학습된 무기력(이형선, 2012; 조병곤, 2002), 학업성취(이미경,
2004; 이옥희, 2003; 정수정, 2012; 조병곤, 2002), 학습습관(이미경, 2004)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상기 선행연구들은 프로그램의 성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이 연구
들은 추후 연구의 개선 방향과 내용에 대해 유의미한 제언들을 제시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초등 학습부진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와 주의 집중 및
흥미 유발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추후
연구에서 학습부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하였다(김태
은, 김영빈, 201; 이효숙, 2013). 이에 본 연구는 학습부진 아동들의 특성상 프로그램
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체험하고 흥미를 갖고 집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한편, 음악치료 연구 분야에서는 음악치료가 학습부진 아동의 주의 집중과 흥미
유발을 도우며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켜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
과가 있다고 하였다(강노아, 2009; 고은주, 2004; 이은경, 2008; 이은희, 2007; 이인숙,
2008; 정인선, 2007). 음악은 인간의 정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의
감정을 조절해 주고 흥미를 유발해 주의 집중하게 하며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음악으로 표현하게 하는 의사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또한 음악은 누구나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들로 인하여 치료적 도구로 활용된다. 음악치료는 음악
을 이용하여 학습부진 아동의 역동적인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재의 체계적인 과정이다(정현주, 2005).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학습부진 아동의 주의 집중과 흥미 유발을 도우며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
일으켜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서 음악치료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학습부진 아동의 학습동기와 학습동기 관련 변인에 긍정적
인 효과를 보고하였으나,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서 음악적 활동만으로 내용을 구성하
여 학습동기의 구성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이은
경(2008)이 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습부진 아동이 음악적 상황이 아닌 학습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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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면서 스스로 학습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 학습부진 아동은 상황과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있어서
빈약한 사고 구조를 갖고 있으며 학습전략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특성이 있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음악치료 프로그램만으로는 학습부진 아동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학습동기 증진 프로그램에 음악치료를 적용하
고자 하였다. 이는 학습동기의 구성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학습부
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악치료를 적용함으로써 학습부진 아동의 학습동기 증
진에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치료 적용 시 음악치료 모델 중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달크로즈 음악치료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달크로즈는
마음, 신체 그리고 감정의 종합을 기본으로 하여 음악을 신체로 표현할 때 자기 자신
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정현주, 2005)고 하였으며 음악을 신체감각으로 표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활동 시 흥미 유발과 주의 집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달크로즈 음악치료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에서 달크로즈 기법이 주의집
중력, 사회성, 자기존중감, 스트레스, 자기 표현력 등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김
정림, 2004; 류미정, 2008; 배주희, 2011; 양정희, 2009). 이러한 달크로즈 철학을 바탕
으로 달크로즈의 대표적인 기법인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를 학습동기 증진 프
로그램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창진(1994), 박인우(1995), Sussman(2001)의 모형을 참조하여
각 모형의 장점을 통합하고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실제 개발과정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진 김창대(2011)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에 따라 학습부진 아동의 학습동기를 증
진시키기 위해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동기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프
로그램의 절차는 프로그램 개발 목적과 목표를 수립하여 선행연구와 현장 요구 분석
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고 전문가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하며 수
정된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평가한다. 그 후 프로그램을 수정ㆍ보완하고 전문가
의 피드백을 통해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동기 증진 프로그램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부진 아동의 학습동기 증진을 목
적으로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동기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동기와 학습동기
의 하위 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를 중심
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 고학년 학습부진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동기 증진
프로그램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초등 고학년 학습부진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동기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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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1. 학습동기

동기는 인간 행동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말하며 흥미, 가치, 욕구, 포부, 태도, 유인가 등과 함께 쓰이는 개념이다(정종진,
1996). Bandura(1986)는 학습자가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끈기를
보이게 하는 힘의 근원을 학습동기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채택하여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며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해 나가는 힘으로
김아영(2002)의 학업동기검사 하위 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을
측정하여 얻은 점수를 말한다.
이러한 학습동기의 이론적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적 접근이론을 채택하
였다. 사회인지적 접근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자기조절체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다(Bandura, 1977). 자기조절체계는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구
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들어오는 자극을 상징화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
고 다양한 전략들을 계획하고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고 자기반성적으로 사고하는 능
력을 포함한다(김아영, 1998). 사회인지 이론에서는 또한 개인의 지각과 행위 간의 관
계를 중재하는 동기요인으로 자기 참조적 사고를 제시하였는데 Bandura가 제시하는
자기 참조적 사고는 자기효능감이다(김아영, 1998).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학습자가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효능에 대한 신
념은 행동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고과정에 대한 자기조절, 동기, 그리고 감정
적, 생리적 상태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능력 부족으로 보지 않고 노력 부족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어 성공
지향적인 사람으로 보았으며 실패 후에도 빠른 효능감을 회복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
람들이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내는 긍정적인 정서 반응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
키며, 증진된 효능감은 또 목표 설정과 자기조절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고 하였다. 그리고 한 번 증가된 자기효능감은 다른 상황에도 전이가 된다고 하였다.
또 자기효능감은 결정한 행동의 방향을 따라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힘이
있어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학습 상황에서 항상 성공적인 경험만을 하지는 않는다. 특히
학습부진 아동에게서 실패에 대한 경험은 자주 나타난다. 학습부진 아동은 학습에 대
한 잦은 실패 경험으로 학습하려는 동기를 상실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됨으로써 후속 수행에서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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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면 학습부진 아동은 실패에 대한 경험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고 결국 학습무기력에 빠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김아영, 1998).
그런데 한편에서는 모든 실패 경험이 학습자들에게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
하는 것이 아니라는 학습된 무기력 분야의 연구 결과들이 나타났다(Roth & Kubal,
1975). 이 연구들은 실패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 과제에서는 과제 수행 능력을
보였다는 것이다. Kim과 Clifford(1988)는 실패 후에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동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건설적 실패 경험과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개인차
변인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실패에 대한 내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Kim과
Clifford(1988)는 실패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실
패내성이라고 정의하였고 실패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실패내성이 높은 사람은
실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시 행동하게 하고 어려운 과제도 다시 선택
하게 해서 도전해 보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아영, 1998).
이러한 점에서 실패내성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학습부진 아동은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자
기효능감과 실패내성이 낮아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
부진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실패내성을 증진시켜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학
습을 시작하게 하며 또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 행동이 자기조절체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회
인지적 접근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부진 아동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
로서 학습동기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음악

치료

음악치료(Music Therapy)는 음악(Music)과 치료(Therapy)의 합성어로서 학자의
치료 철학에 따라 그리고 음악의 치료적인 접근이 어떠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가
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다. Bruscia(1985)는 클라이언트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음악적 경험과 관계들을 통해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체계적인 치료 과정이
음악치료라고 정의하였고 정현주(2005)는 음악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역동적인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목표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
재의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최병철(2003)은 병원에서 의사가 행하는 의술
이 아닌 요법의 개념이며 치료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과학으로서 다양한 임상 현장
에서 일하는 약물이나 수술을 이용하지 않고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음악치료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
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적 관계를 통한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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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의한다. 이러한 음악치료의 대표적인 이론적 접근방법들은 다양하나 본 연구
의 철학적 바탕이 되는 인본주의적 접근과 달크로즈 음악 접근법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Maslow는 인간이 항상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욕구와 목
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만족상태에 이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Maslow는 기본적 욕구 충족이 기본적인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하며 기본
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정신건강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욕구계
층이론에서 음악은 상위 욕구 충족과 연관이 있으며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욕구를 충
족시켜 준다(정현주, 2005). Maslow는 자기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내놓았는데 그 중 하나가 창조성이다. 창조성은 잠재되어 있으며 환경에 따라 발휘되
는데 이때 음악이 예술적 매개체로 창조성을 발휘하게 한다. 음악기법 중 즉흥 연주,
노래 만들기, 즉흥 리듬 만들기, 신체로 표현하기 등은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
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내재된 동기 유발과 자아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음악치료과정에서 치료적 역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달크로즈 음악치료 기법은 치료적 역동을 제공하여 내담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자
아실현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한 도움을 주는 기법이다. 달크로즈의 철학은
마음, 신체 그리고 감정의 종합을 기본으로 배우는 것으로 음악을 신체로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음악 소리에 열중하여 동작의 표현 가능성
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기대치를 넘어선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잠재적
능력 및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Maslow의 자아실현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정현주 외, 2006). 달크로즈 기법은 연령이나 기능 수준이 다른 그룹이나 경험
수준이 틀린 구성원의 그룹에서도 적용될 만큼 어떤 수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달크
로즈는 일반아동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아동까지 달크로즈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주의력을 높이고 신체 관계성을 깨닫게 하며 공간에서 자신
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달크로즈의 대표적인 기법은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이다. 유리드믹스는 좋
은 리듬을 말하며 좋은 리듬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음악의 모든 요소를 신체의 감각을
통한 움직임으로 경험시킨다. 솔페즈는 계이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중요
시 하였으며 이는 집중력과 두뇌의 움직임을 빠르게 한다. 즉흥연주는 연주뿐만 아니
라 즉흥 표현, 즉흥 목소리, 즉흥 동작, 즉흥 표정까지 다양한 의미를 말한다.
이러한 달크로즈 음악치료 기법을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에 적용할 시 학습부진아
동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주의 집중하여 학습동기가 증진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달크로
즈 음악치료를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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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프 램
.

1.

프 램
로그

로그

개발

개발 모형

본 연구에서는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동기증진을 목적으로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
동기증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 개발 모형 중 김창대
(2011)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채택하였다. 김창대(2011)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은 변
창진(1994), 박인우(1995), Sussman(2001)의 모형을 참조하여 각 모형의 장점을 통합
하고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실제 개발과정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청소년 상
담 프로그램 개발에서 일반적으로 따르는 계획, 조직, 실행, 평가의 네 단계(한국청소
년상담원, 2001)와 유사한 단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에게도 적합하다
고 판단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프로그램 개발 절차
1단계
목표수립

2단계
프로그램
구성
3단계
예비연구
4단계
프로그램
완성

목적 및 목표 수립
⇩
요구조사 및 분석
⇩
프로그램 내용 구성
⇩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
측정도구 선정
⇩
프로그램 예비 실시 및
프로그램 수정ㆍ보완
⇩
본 프로그램 확정

주요내용
ㆍ학습동기 관련 문헌고찰
ㆍ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 선행연구 고찰
ㆍ음악치료관련 문헌 및 프로그램선행연구고찰
ㆍ본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수립
ㆍ요구조사를 위한 사전 인터뷰
ㆍ학습동기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ㆍ요구조사 결과 분석
ㆍ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 및 음악치료 프로그
램 선행연구 고찰
ㆍ프로그램 내용 구성
ㆍ전문가 5인의 타당도 검증 후 수정ㆍ보완
ㆍ예비 프로그램 완성
ㆍ프로그램 효과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선정
ㆍ예비 집단 운영
ㆍ예비프로그램 실시 후 프로그램 수정ㆍ보완
ㆍ전문가 검토
ㆍ프로그램 수정ㆍ보완
ㆍ본 프로그램 완성

[그림 1]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 개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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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 램
로그

개발 절차

가. 1단계 : 목적 및 목표수립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 및 선행연구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동기
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김아영(2002)의 학업동기 하위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을 바탕으
로 첫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며 둘째, 학업적 실패내성을 증진시키는 것으
로 수립하였다.
목표 수립 후 학습동기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연구
는초등학교 학습부진 담당교사 10명과 6학년 학습부진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요구조
사를 위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학습동기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결과 첫
째, 학습부진의 원인은 학습동기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둘째, 학습부진아동 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학습동기 저하가 가장 많았고 셋째,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는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상자 모두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넷째,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웠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대답으로는 자기효능감, 목표 설정, 학습습관, 시간관리, 공부하는 이유, 주의집중, 성
취동기, 자신감, 자기조절, 스트레스 대처, 진로탐색 등의 11개 요소를 들었다.
이와 같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내용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프로그램에 구성되어
야 할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방법을 선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요구조사 설문지를
제작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로 2015년 12월 14일부
터 12월 28일까지 G지역 초등학교 학습부진 관련교사와 학습전문 상담사, 6학년 학
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학생용 164부와 교사용 설문지 96부를
최종 요구조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대한 요구조사에서 자기효능감(4.13%)이 1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자신감(4.07%), 성취동기(4.05%), 학습습관(3.99%), 주의집중
(3.96%), 자기조절(3.93%), 스트레스 대처(3.87%), 목표설정(3.86%), 진로탐색(3.82%),
시간관리(3.77%), 공부하는 이유(3.73%)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행방법에 대한
요구조사 분석 결과 프로그램 전체 실시 회기는 10회기, 주 실시회기는 2회, 1회 실
시시간은 40분, 실시 시간대는 방과 후 시간, 참여방법은 소집단 상담으로 나타났다.
프 램
본 연구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요구조사 분석 결과로 도출된 자기 효능감,
자신감, 스트레스 대처, 학습습관, 주의집중, 자기조절, 성취동기, 목표설정 등의 8개
나. 2단계 :

로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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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와 친밀감 형성 및 프로그램 종결을 포함하여 10개의 구성요소를 토대로 회
기별 목표를 정하였다. 이렇게 정해진 회기목표들을 도입단계, 준비단계, 작업단계,
종결단계(이형득 외 2002)에 맞추어 회기 순서를 정하였다.
1회기는 도입단계로 프로그램 소개와 참여자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목표
를 정하였고 2회기와 3회기는 준비단계로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4회기∼9회기는 작업단계로 참여자들이 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였으며 마지막 10회기는 종결
단계로 1회기부터 9회기까지 활동을 통해 변화된 나를 만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였
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달크로즈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한 활동내용들을 검토하고 추
출하여 달크로즈 기법을 프로그램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구성된 내용에 대해 전문가 5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전문가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하였으며 학습부진아동에 대한 연구
및 학습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2명의 전문가와 초등학교 현장에서 학습부진아
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부진아동을 지도하고
있는 2명의 학습부진 담당교사, 그리고 달크로즈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프로그램 개
발 및 달크로즈 연구를 하고 있는 1명의 달크로즈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5인의 전문
가 내용타당도는 내용타당도 평정법(Content Validity Index : CVI)에 의해 산출되었
으며 그 결과 본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는 CVI=209/250= .84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
로 밝혀졌다. 그러나 5인의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견을 아
끼지 않았으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수정사항
을 토대로 수정ㆍ보완된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된 프로그램 내용

회기
수정 전
마무리 전 사전검사 실시
1 •1회기
•달크로즈 기법(규칙적인 박)
•장점 모으기 활동 후 모아진 장점
만들기
2 •다으로같이노래장점노래
부르기
•달크로즈 기법(음악 감상)
장점으로 문장을 만들어
3 •자신의
발표하기 후 마무리
기법(주고받기)
4 •달크로즈
•숙제 내기(4회기부터 9회기까지)
5 •달크로즈 기법(음악 감상)

수정 후
•1회기 시작 전 면담 때 사전검사 실시
•달크로즈 기법(규칙적인 박–1박단위)로 수정
•‘열꼬마 인디언’ 노래 부르기 추가
•나의 장점으로 나의 노래 만들기
•나의 장점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기
•달크로즈 기법(배경음악)으로 수정
•자신의 장점으로 문장 만들어 발표 후 우리
가족 강점을 찾아 가족 소개하기 추가
•달크로즈 기법(동작주고받기)으로 수정
•숙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기 때
생각 해 올 것으로 수정(4회기부터 9회기까지)
•달크로즈 기법(배경음악)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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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달크로즈 기법(규칙적인 박)
싫어하는 수업 시간에도 집중
7 •주제:
할 수 있다.

•달크로즈 기법(규칙적인 박–1박 단위)으로 수정
•주제: 자기조절을 통해서 집중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④번 이후에 싫어하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해야
하는 이유 설명하기를 추가
•꿈과 관련된 성공경험 나누기 삭제
8 •꿈과 관련된 성공경험 나누기
•미래의 나의 모습(노래 만들기, 노래 부르기) 추가
•미래의 나의 모습과 관련된 직업 알아보기 추가
•주제: 장ㆍ단기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주제 : 장ㆍ단기 목표에 대해 알 수 있다.
9 •일주일 목표만 세우고 나머지 목표는 •일주일 목표뿐만 아니라 장ㆍ단기 목표를 세우도
세우는 방법으로 설명
록 활동 수정
•달크로즈 기법 ③번 음악 감상은 그대로 음악 감
상으로 하고 ④번은 배경음악으로 수정
10 •달크로즈 기법(음악 감상)
•악기연주, 솔페즈 추가
•추수지도를 위한 계획 나누기 추가

이상과 같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ㆍ보완 후 본 프로그램
의 효과에 대한 측정을 위해 김아영(2002)의 학업동기검사를 측정도구로 선정하였다.
학업동기검사는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학습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인 학업성취와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개
발된 표준화 검사이다. 학업동기검사는 크게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으
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의 목적과 목표 달성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절
한 측정도구라고 할 수 있다.
다. 3단계 : 예비연구

본 연구는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 여부와 진행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수정ㆍ보완하기 위해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집단은 교사
와 부모의 동의를 받고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학습부진아동 중 학습동기
가 낮은 8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40분씩 총 10회기를 실시하
였다. 예비 집단을 운영하기 전 면담시간을 가지고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사
는 10회기 때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뿐만 아
니라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활동 내용에 따른 참여자들의 반응을
확인하였고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였다. 예비 실시 후 참여자
들은 학습동기와 학습동기 하위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에 긍정
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소감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다.
라. 4단계 :

프 램완
로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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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단계 예비 실시 후 프로그램을 수정ㆍ보완하고 보완된 프로그램에 대
해 다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그 후 전문가 검토에서 나타난 의견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수정ㆍ보완 하여 본 프로그램을 최종 완성하였다.
3.

프 램
로그

내용 및 구성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최종 완성된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동기증진 프로그
램의 내용 및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

회 구성 주 목표
기 요소 제

소 프로그램
친밀 중 소개 및
1 감 한 친밀감을
형성 만 형성 할
남 수 있다.

매
장
자기 력 나의
찾
2 효능 있 점을
을
수
감 는 다. 있
나
난
할
자신
3 감 수
있
어

자신 있
게 발표
를할수
있다.

긍
스트 정적
4 레스 으
대처 로
인

실수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활동내용(달크로즈 기법)
①인사 나누기 및 프로그램 소개
②명찰 만들기
③상담사 소개(규칙적인 박)
•리듬: ♫♩ ︳♩ ♩ ♩ ♫ ︳♩ ♩ ♩ ♫ ︳♩ ♩ ♩ ♫ ︳♩ ♩ ♩＊‖
④구성원 자기소개(규칙적인 박)
⑤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싶은 목표 나누기
⑥자신이 듣고 싶은 음악 작성하기
⑦규칙 정하고 다지기(규칙적인 박, 악기연주)
⑧다음회기 안내
⑨1회기에 대한 소감 적고 나누기
①인사 나누기 및 오늘의 목표 이야기하기
②장점에 대해 소개하기
③자기 장점 찾기 및 친구장점 찾아주기(배경음악)
④작성한 자신의 장점을 그룹별로 소개하기
⑤열꼬마 인디언 노래 부르기(1박, 노래 부르기)
⑥장점 노래 만들기(즉흥연주 -노랫말 창작)
⑦나의 장점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
⑧다음 회기 안내
⑨2회기에 대한 소감을 적고 나누기
①인사 나누기 및 오늘의 목표 이야기하기
②장점 노래 부르기(노래 부르기)
③악기연주하며 발표하기(노래 부르기, 즉흥연주)
④자신의 장점으로 문장 만들기
⑤문장 발표하기(큰소리, 솔페즈
⑥우리가족 소개하기(큰소리, 솔페즈)
⑦다음 회기 안내
⑧3회기에 대한 소감 적고 나누기
①인사 나누기 및 오늘의 목표 이야기하기
②스트레스에 대해 나누기(상담사의 경험 나누기)
③가정에서,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을 각각 글이나 그림으로
그리고 나누기
④스트레스 대처법 한 가지씩 소개하기(규칙적인 박-1박단위)
⑤학교에서 실수했던 경험과 그 때의 감정 나누기(표현하기, 주고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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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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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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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실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손뼉치기. 악기 연주, 솔페즈)
⑦나만의 스트레스 대처법 찾기 및 소개하기
⑧타악기로 스트레스 날려 버리기(즉흥연주)
⑨다음 회기 때 생각 해 올 것 안내하기
⑩4회기에 대한 소감 적고 나누기
①인사 나누기 및 지난 시간 경험 나누기, 오늘의 목표
②방과 후부터 잠자기 전까지 일과 적어보기(배경음악)
③일의 우선순위 알기
④학교 숙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⑤숙제에 대한 성공경험 나누기(즉흥 노래, 즉흥 동작, 솔페즈)
⑥마음 다지기(즉흥노래, 노래 주고받기)
⑦다음 회기 때 생각해 올 것 안내하기
⑧5회기에 대한 소감 적고 나누기
①인사 나누기 및 지난 시간 경험 나누기, 오늘의 목표
②주의집중에 대해 알기
③집중이 필요한 이유(규칙적인 박-1박 단위)
④집중력 기르기 훈련
⑤나만의 집중 방법 찾기(규칙적인 박-1박 단위)
⑥자기와 대화하기: 난 할 수 있어(악센트 동작, 악기연주, 즉흥표현)
⑦다음 회기 때 생각해 올 것 안내하기
⑧6회기에 대한 소감 적고 나누기
①인사 나누기 및 지난 시간 경험 나누기, 오늘의 목표
②싫어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레가토 스타카토)
③수업시간 나의 모습(즉흥 동작)
④싫어하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해야 하는 이유(배경음악, 솔페즈)
⑤집중방법 소개하기(규칙적인 박-1박 단위)
⑥싫어하는 수업 시간에 집중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찾기
(악기연주, 규칙적인 박-1박 단위)
⑦다음 회기 때 생각해 올 것 안내하기
⑧7회기에 대한 소감 적고 나누기
①인사 나누기 및 지난 시간 경험 나누기, 오늘의 목표
②꿈에 대해 나누기(악기연주)
③성공한 인물들의 꿈 이야기 들려주기
④꿈 리스트 작성하기(배경음악)
⑤미래의 나의 모습(노래 만들기, 노래 부르기)
⑥미래의 나의 모습과 관련된 직업 알아보기
⑦나의 꿈 찾기
⑧나의 꿈 소개하기(솔페즈)
⑨다음 회기 때 생각해 올 것 안내
⑩8회기에 대한 소감 적고 나누기
①인사 나누기 및 지난 시간 경험 나누기, 오늘의 목표
②목표의 중요성 및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 세우기
③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을 때, 1년 후, 한 달 후 목표 세우기
(배경음악)
④목표 발표하기(즉흥노래, 즉흥동작)
⑤일주일 목표, 하루 목표 세우기(배경음악)
⑥목표 발표하기(즉흥 노래, 즉흥 동작, 악센트, 솔페즈)
⑦다음 회기 때 생각해 올 것 안내
⑧9회기에 대한 소감 적고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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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 나누기 및 지난 시간 경험 나누기, 오늘의 목표
②변화된 나를 소개하기(즉흥 동작)
③친구에게 용기 주는 말 전하기(음악감상, 즉흥 동작)
변 변 화 된 ④축하편지 쓰기(배경음악)
만 ⑤핸드벨 탐색 및 즉흥연주(즉흥연주)
10 종결 화된 나를
날 수 있 ⑥낭독하기(배경음악)
나 다.
⑦강화해 주기(솔페즈, 악기연주)
⑧상장 받기
⑨전체 회기 소감 적고 나누기
⑩추수지도를 위한 계획 나누기

Ⅳ 프 램 효 검증
.

로그

의

과

1. 연구 방법
가.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학습부진아동이며 학습부진의 기준은 학기 초
시ㆍ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과목에서 한 과목 이상 60%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다. 또한 6학년 학습부진아
동이면서 김아영(2002)의 학업동기검사에서 하위척도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점수가 백분위 24%이하에 해당되어 검사 결과 해석이 ‘낮음’으로 해석되
는 학생들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 중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며 부모의
동의를 받은 신청자 16명을 각각 8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선 배정하였다. 배
정 후 실험집단에는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
았다.
나.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김아영(2002)의 학업동기검사는 총 44문항이며 학업적 자기효
능감 26문항과 학업적 실패내성 18문항이고 각 문항은 Likert식 6점 척도로 1점은
‘전혀 아니다’에서 6점은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역채점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동기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α)는 .84로 나타났으
며 하위 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85, 학업적 실패내성은 .82로 나타나 신뢰할 만
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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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프 램
본 연구는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을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험집단에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40분씩 일주일에 2번, 총 10회기 동안,
방과 후에 실시하였으며 참여대상은 학습부진아동이면서 학습동기가 낮은 6학년 남
자 3명과 여자 5명으로 총 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에는 프로그
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평소처럼 정규 수업을 진행하였고 참여대상은 실험집단과
동일하였다.
가.

로그

실시

나.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동기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 21.0을 활용
하였으며 한 피험자 간(집단유형 2: 실험집단/통제집단)-한 피험자 내(측정시기 2: 사
전/사후) 설계에 따라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수집한 자료에 대한 반복
이원 분산분석을 통해 측정시기와 집단유형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정하였다. 분산분
석 결과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날 경우는 단순 주 효과
를 검정을 한 후 각 집단(실험, 통제) 별로 시기(사전, 사후)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반복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효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이 초등 고학년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동
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습동기 하위 요인별 사
전, 사후검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집단과 시기에 따른 학습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결과
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요인
학습동기
전체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실패내성

과

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n=8)
M
SD
77.22
9.08
76.50
8.63
38.88
2.80
39.54
3.14
38.33
6.94
36.96
7.39

사후(n=8)
M
SD
110.76
9.13
76.41
10.26
56.18
5.27
39.00
3.52
54.58
5.84
37.41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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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습동기의 경우, 실험집단은 사전점수(M=77.22)에
비해 사후점수(M=110.76)가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사전점수(M=76.50)에 비해 사
후점수(M=76.41)가 증가하지 않았다. 학습동기 하위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
우, 실험집단은 사전점수(M=38.89)에 비해 사후점수(M=56.18)가 증가하였으나 통제집
단은 사전점수(M=39.54)에 비해 사후점수(M=39.00)가 증가하지 않았다. 학습동기 하
위요인인 학업적 실패내성의 경우, 실험집단은 사전점수(M=38.33)에 비해 사후점수
(M=54.58)가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사전점수(M=36.96)에 비해 사후점수(M=37.41)
가 증가하지 않았다. 즉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은 학습동기를 증
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유형(2: 실험/통제)과 측정시기(2: 사전/사
후)에 따라 학습동기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이원 반복측정을 통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집단유형과 측정시기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학습동기
전체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실패내성

분산원
집단 간(A)
집단 간 오차
집단 내(B)
A×B
집단 내 오차
집단 간(A)
집단 간 오차
집단 내(B)
A×B
집단 내 오차
집단 간(A)
집단 간 오차
집단 내(B)
A×B
집단 내 오차

SS
2460.511
2327.449
2237.805
2261.281
93.894
546.978
339.067
561.963
636.353
66.509
687.278
1339.352
556.945
498.490
67.729

df
1
14
1
1
14
1
14
1
1
14
1
14
1
1
14

MS
2460.511
166.246
2237.805
2261.281
6.707
546.978
24.219
561.963
636.353
4.751
687.278
95.668
556.945
498.490
4.838

F
14.800
333.667
337.168
22.585
118.291
133.950
7.184
115.123
103.040

p
.002
.000
.000
.000
.000
.000
.018
.000
.000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동기 전체 점수에서 집단유형과 측정시기의 상호
작용 효과(F=337.168, p<.05)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
습동기의 하위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도 집단유형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
과(F=133.950, p<.05)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실패내성에서도 집단유형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F=103.040, p<.05)가 .0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유형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유형별, 측정시기별 단순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초등 고학년 학습부진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적용 학습동기 증진 프로그램 개발 447

<표 5> 집단유형과 측정시기별 단순 주효과 검증 결과
종속변수

학습동기
전체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실패내성

분산원
집단@사전
오차
집단@사후
오차
시기@실험집단
오차
시기@통제집단
오차
집단@사전
오차
집단@사후
오차
시기@실험집단
오차
시기@통제집단
오차
집단@사전
오차
집단@사후
오차
시기@실험집단
오차
시기@통제집단
오차

SS
2.102
1099.235
4719.690
1322.107
4499.056
81.119
.031
12.774
1.690
123.847
1181.641
281.729
1197.160
60.040
1.156
6.469
7.563
719.898
1178.206
687.184
1054.626
58.289
.810
9.440

df
1
14
1
14
1
7
1
7
1
14
1
14
1
7
1
7
1
14
1
14
1
7
1
7

MS
2.102
78.517
4719.690
94.436
4499.056
11.588
.031
1.825
1.690
8.846
1181.641
20.123
1197.160
8.577
1.156
.924
7.563
51.421
1178.206
49.085
1054.626
8.327
.810
1.349

F
.027
49.978
388.235
.017
.191
58.719
139.576
1.250
.147
24.004
126.651
.601

p
.872
.000
.000
.901
.669
.000
.000
.300
.707
.000
.000
.464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동기 전체 점수에 대하여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
유형 간 차이를 살펴보면 사전검사(F=.027, p＞.0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
후검사(F=49.978, p<.05)에서는 집단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
습동기 점수에 대하여 집단유형에 따른 측정시기 간 차이를 살펴보면, 실험집단
(F=388.235, p<.05)은 측정시기 간에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통제집단(F=.017, p＞.05)은 측정시기 간에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습동기가 증가하였
다.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에 대하여 사전검사(F=.191, p＞.05)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검사(F=59.719, p<.05)에서는 집단유형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유형에 따른 측정시기 간 차이에서 실험집단
(F=139.576, p<.05)은 측정시기 간에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통제집단(F=1.250, p＞.05)은 측정시기 간에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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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학업적 실패내성 점수에 대하여 사전검사(F=.147, p＞.05)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사후검사(F=24.004, p<.05)에서는 집단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집단유형에 따른 측정시기 간 차이에서 실험집단(F=126.651, p<.05)은
측정시기 간에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통제집단(F=.601,
p＞.05)은 측정시기 간에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실험집
단은 프로그램 실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인 학업적 자기효
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이 증가하였다.

Ⅳ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 고학년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총 4단계의
개발절차를 통하여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초등 6학년 학습부진아동에게 실시한 후 학습동기와 학습동기 하위요인
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규명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를 연구 문제에 1에 비추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개발모형이론 채택에서부터 최종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
동기증진 프로그램이 완성되기까지 체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 모형 채택이 중요한데 김창대(2011)의 개발모형은 본 연
구와 가장 적합하였다. 채택된 개발모형에 따라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
고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와 선행
연구를 토대로 요구조사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설문지로 현장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였다. 현장 요구조사는 요구분석을 통해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송병국,
2007)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프로그램
내용구성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내용구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 내용은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 구성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전문가 5인의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쳤다. 검증
결과 점수(CVI=.84)와 전문가 5인의 전문영역과 전문성에서 내용구성의 타당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다시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프
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을 예비집단에 실시하였으며 예비
실시 후 참여자의 의견과 프로그램 효과 반영 및 프로그램 실시 동안 연구자의 관찰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램 내용을 다시 수정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예비집
단을 통한 실제 경험적인 자료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정 후 전문가의 검토과정을 다시 거치고 이에 따라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프로그
램 내용을 구성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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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용 구성에서 달크로즈 기법을 적용하여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신체 움직임과 규칙적인 리듬, 즉흥연주를 통해 주의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류미정(2008)은 달크로즈 음악치료 기법
이 참여 대상자의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고 양정희(2009)는 달크로즈 기법
이 참여대상자의 자기 표현력과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
램 내용 구성에 적용된 달크로즈 기법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하여 스트레스 해
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김희중, 2013) 본 연구의 개발목적인 학습동기증
진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체계적인 개발과정에 따라 개발된 본 프로그램을 초등 6학년 학습부진동에
게 실시하여 학습동기와 학습동기 하위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
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 사후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본 프로그램에 참여
한 연구대상자들은 학습동기와 학습동기 하위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실
패내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연구
문제 2에 비추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은 통제집
단에 비해 학습동기가 증진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이 초등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동기를 증진시켰다는 연구(김
창현, 2004; 김태은, 김영빈, 2013; 오은주, 2014; 이형선, 2012; 이효숙, 2013)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실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프로그
램을 진행하는 동안 학습부진아동이 주의집중과 흥미유발이 어렵고 정서적인 부분에
서 어려움을 보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가 대단히 힘들었다고 밝힌 선행연구(김창현,
2004; 김태은, 김영빈, 2013; 이미경, 2004; 이옥희, 2003; 이형선, 2012; 이효숙, 2013;
조병권, 2002; 최연실, 2009)와 달리 연구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지고 주의
집중하며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개발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본 연구
가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에 달크로즈 음악치료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
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달크로즈 음악치료는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고 규칙적
인 리듬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집중력이 높으며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즉흥연주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상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여 진다. 연구
대상자들은 달크로즈 기법인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를 통해 안정된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였으며 활동에 주의집중하여 프로그램 진행 동안 연구자와 연구 대상
자 그리고 연구 대상자 간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달
크로즈 음악치료가 주의집중력과 표현력, 사회성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김정림, 2004; 류미정, 2008; 배주희, 2011; 양정희, 2009; 한주연,
2015). 이처럼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은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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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진시키는데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학습동기의 하위요
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다
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김태은, 김영빈, 2013; 김택호, 배숙경, 2013; 정수정, 2012;
이효숙, 2013). 이는 연구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안 자신의 장점을 찾고
그 장점으로 장점 노래 만들기를 해 봄으로써 자신의 장점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장점노래를 완성하였다는 점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긍
정적인 결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 진다.
셋째,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학습동기의 하위요
인인 학업적 실패내성이 증진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김택호, 배숙경(2013)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학업적 실패내성이 단기간에 생성
되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보고한 권영배(201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실패
내성은 실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감정과 행동을 함께 작업해야 한
다는 어려움과 또 학습부진아동은 잦은 실패경험으로 인해 대체로 실패내성이 낮다
는 점을 감안하면 학업적 실패내성이 단시간에 생성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구성요소와 과제해결, 주의집중, 자
기조절에 대한 구성요소를 통하여 실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즉흥연
주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악기를 이용하여 즉흥연주를 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준비단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어 이를 통한 긍정적인 감정이 실패내성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동 지도 시 어려움을 보
완하여 학업적 실패내성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은 학습부진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동기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
습동기증진 프로그램은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동기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 프로그램이며 기존의 학습동기증진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진행 시 연구 대상자들 중 학업성취와 관련된 집단상담
에 참여했던 경험 유무에 따라 자신감과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다르게 표현됨을
볼 수 있었다.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세부적인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학업성취와 관련된 유사한 집단상담에 참여했던 경험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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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교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추후연구에서는 학업성취와 관련된 유사한 집단상담 경험유무를 살펴 동일한 조건을
고려한 집단을 구성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에서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집단구성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만 구성하여 효과를 검증하
였다. 그러나 보다 타당한 효과 검증을 위해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본 프로그램의 효
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학습부진아동이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끝까
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종결된 이후에도 학습동기증진 효과
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프로그램이 종료 된 후 추수검사를 통해 효과지속성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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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of Learning Motivation Program
based on Music Therapy for

H

igher-grade

U

nderachievers

in Elementary School

Kim, YeongLee(Yeungnam University)
Lee, YoonJoo(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velop a learning motivation program based on music
therapy in order to increase learning motives of high-grade underachievers in
elementary school. Program development process was composed of four development
step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model by Changdae Kim(2011). The 1st step is
establishment of goal. The 2nd step is organization of contents of the program The 3rd
step is complimentation of a pilot program. The 4th step is completion of the program.
In order to verify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program, 16 students with
underachievement and low motivation were selected, 8 student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8 students were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 and this program
was implemented for the experimental group for 40 minutes twice a week from Mar 28
to Apr 27, 2016. A pretest and a posttest were carried out using learning motivation test
by Ayeong Kim(2002) as a measuring instrument and effectiveness was analyzed using
ANOVA. As a result of this study, learning motive, learning efficacy and learning
failure tolerance as subordinate elements of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 than those of control group. Some suggestions were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or discussions and following studies.
Key words: program development, academic motivation program,
underachievers, music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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