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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 자기효능감은 음악학습에서의 능력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라 ‘자기 믿음의 정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능력 수준의 정도가 아니
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뛰어난 음악적 능력을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음악을 더 잘 학습할 수

지녔다고 해도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있을까. 이는 음악교육자뿐 아니라 음악에 관련

이 부족하다면 긍정적인 성취 결과를 내는 것이

된 사람들이라면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문 음악가가 되는 일

일 것이다. 이러한 음악 학습, 음악 교육과 관련

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학교 음악 수업, 일반적인

하여 사람들은 흔히 음악성, 음악적 능력 등을

음악 활동들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단지 능력의

언급하곤 한다. 즉 음악은 타고난-때로는 어느

유무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느

정도 학습을 통해 습득된- ‘음악적 능력’이 높은

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사람이 더 잘 학습한다는 자명한 결정론으로 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높은 학문적 수행을

명한다는 것이다. 물론 음악적 능력이나 음악성

보인다는 것은 많은 경험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

이 높은 사람이 음악을 보다 잘 학습한다는 것이

어 왔다(Pajares

사실이겠지만, 선천적인 의미가 강한 능력의 정

학생은 도전적인 과제에 응하고 끈질기게 노력

도로만 음악 학습을 설명한다는 것은 교육의 의

하고 더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며(Eccles,

미를 간과하는 것이다.

Wigfield, & Schiefele 1998),

이런 점에서 음악 활동 및 과제에서 자신의 능

1996).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음악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은 연습 수준 및 음악적 성취와 높은 상관

력의 믿음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이 음악 학

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McPherson

습 수행 및 성취를 설명하는데 보다 설득력이 있

McCormick 1999;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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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음악 학습 수행 및 성취

ㆍ

배경에 대한 고려 역시 부족하였다(신종호 신

에 유의미하기 때문에 음악교육자들은 학생들로

태섭

하여금 어릴 때부터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음악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음악적 자

적 경험, 음악 학습에 대한 타인의 인식, 그리고

기효능감의 형성 원리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

음악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2006).

따라서 음악 교육 분야에서 음악적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관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음악 학습을 보다 잘

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하도록 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구인인 음악적 자

연구는 더욱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다양한 변인들의 역할에

교육학 및 심리학에서 논의되어 온 자기효능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음악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고 이를 음

경험, 타인의 자신에 대한 인식인 부모 및 교사

악 학습에 적용하여 그 역할을 검증하는 연구가

의 기대와 지지, 그리고 그 학생이 속한 가정 및

절실히 필요하다.

학교의 음악적 환경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며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관한 변인들을 살
펴봄에 있어서 크게, ‘특정 과제에서의 성취 경
험, 즉 음악적 경험’, ‘주변인의 기대와 지지’, 그
리고 ‘음악적 환경’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일반
적으로 과제 관련 경험은 특정 분야에 대한 자기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지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가정 및 학교음악환경이 음악적

효능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여러 연구
들을 통해 언급되어 왔다(Kitsantas,
& Cleary 2000; Sichivits 2002).

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많은 영

ㆍ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

Zimmerman,

또한 자기효능감

향을 받는다는 점에서(신종호 신태섭

2006),

떠한가?
연구문제

간접적인 영향 간에는 차이가 나

대와 지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

타나는가?

기효능감의 형성은 개인이 속한 환경과의 상호
가정 및 학교의 환경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가정 및 학교음악환경이 음악적
영향과 다른 변인들을 매개로 한

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높은 기

(Bandura 1997),

2.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주

작용을 통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음악적 경험, 교사기대, 부모지지,

3. 용어의 정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이란 음악 활동 및 과제를

하지만 학생의 자기 인식과 타인의 자신에 대

수행할 때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

한 인식의 두 가지 심리 변인을 복합적으로 살펴

한다. 여기서 음악 활동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본 연구는 교육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도 제한되

등 일반적으로 학교 음악 수업에서 행해지는 활

어 왔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자기효능감으로 대

동을, 음악 과제는 음악 활동 및 학습과 관련하

표되는 자기 인식과 부모 및 교사로 대표되는 타

여 음악 수업에서 주어지는 과제들을 일컫는다.

인의 자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음악적

경험’(음악경험)은 음악 수업 시간 중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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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내 외 음악반 및 특별 활동 등을 통한 다양

구성된다(Bandura

한 음악 활동 경험을, ‘지각된 교사의 기대’(교사

용해 보면, 자신감은 음악 학습 상황에서 자신의

기대)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그들의 음악 학습에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

대한 담당 음악 교사의 기대를, ‘부모의 음악적

도를, 과제수준선호는 음악 학습 및 과제를 선택

지지’(부모지지)는 아이들의 음악 학습 및 활동

하고 선호하는 정도를, 그리고 자기조절효능감

에 대하여 부모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심리적 지

은 음악적 목표 달성에 있어 자기조절적 기제를

지를, 그리고 ‘가정 및 학교음악환경’은 가정이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나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악기, 음반, 음악적 공

음악 활동에 대한 자신의 가치 및 능력에 대한

간 등 음악 관련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확신이 있을수록 그 능력을 요하는 행위를 할 때

1997).

이를 음악 학습으로 적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효능성에 대한
판단이 높아지고, 음악 과제를 선호할수록 음악

Ⅱ. 이론적 배경

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특히 도전적이고 어려
운 음악적 목표를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자기효

1. 음악적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반두라(Bandura

2004),

션크(Schunk

2004)에

능감이 더 높고, 자기관찰, 자기평가, 자기반응
등의 자기조절 기제를 잘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의

하면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특정한 과제수행
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
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비
추어 볼 때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가창, 기악, 창

효능감도 높아진다.

2.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작, 감상 등의 음악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자기효능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에 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향을 받게 된다. 먼저 자기효능감은 비슷한 과제

믿음, 신념의 정도라 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에서의 성과, 즉 성취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자기 자신의 효능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Kitsantas, Zimmerman, & Cleary 2000).

비슷한

것으로, 앞으로 수행할 행위가 성공적일 것이라

과제에 대한 과거의 성과 및 경험은 자기효능감

는 데 대한 신념이기 때문에 특정 행동 후의 결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과에 대한 기대와는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내

하였다(Bandura

가 피아노 연주나 노래를 잘 할 수 있는가, 악보

능감은 가창 및 기악 활동 등 이전의 음악적 경

를 분석할 수 있는가 등과 같이, 음악 활동이나

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Sichivits

과제를 함에 앞서 이러한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

라서 음악 활동 및 과제에서의 성공적인 음악적

신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성취경험은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긍정적인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자신감(self-confidence),
과제수준선호(task

efficacy)의

또한 음악에서의 자기효
2002).

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조절

이와 함께 교사와 같이 학생에게 중요한 사람

세 하위 요소로

의 지지나 기대 역시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증진

difficulty preference),

효능감(self-regulatory

1997).

시킨다(Eggen

& Kauchak 2007).

교사가 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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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기대는 교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학

면 자기효능감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적 맥

생에게 전달되며, 이러한 교사의 기대를 지각한

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

학생은 그 기대에 따라 학습활동을 전개하게 된

기효능감은 특정 과제, 특정 상황에서의 활동에

다(Kuklinski

또한 교사가 학

대한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상황,

생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면 학생들은 자신의 능

학습 환경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음

력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Murdock

& Mille

악 학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학교의 음악적 환경,

즉, 교사의 기대는 학생들에게 특정 과제

그리고 가정의 음악적 환경은 음악적 자기효능

2003).

& Weinstein 2001).

를 하도록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감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여주는 언어적 설득이나 학생에 대한 신뢰가

3.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

중요하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음악교사가 학생
들에게 그들의 음악 학습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
와 관심을 보이는가는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

상기에서 살펴본 관련 변인들은 음악적 자기

에 유의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교사와 함께 음악 학습이나 활동과 가장 많이

효능감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

연관된 주변인으로서 부모의 역할 역시 간과할

니라 이들 변인들 간에 서로 인과관계를 형성하

수 없다. 특히 음악 활동 및 학습은 그동안 부모

며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도 동시에 미친

나 가정의 지지에 많은 중점을 두고 설명되어 왔

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맥펄슨과 맥코믹

다(O'Neill

& McPerson 2002).

부모의 지지는 아

(McPherson & McCormick 2003)은

악기 연주에

이들이 기악 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의지에 많

있어서 연습, 학습전략 등이 자기효능감과 어떠

은 영향을 미치며(Park

한 직 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2005),

부모와 자녀가 함

·

께 음악을 즐기고 음악적 결정과정에 부모가 참

시치비츠(Sichivits

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부모의 지지가 자기효능

형성에 있어 음악경험, 학습, 음악가치,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점에서(Sichivits

감 등이 어떠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한

2002),

2002)는

음악적 의도 및 의지

음악적 자기효능감 역시 부모의 음악적 지지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음악적 자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그

효능감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이 서로 복잡한 인

들의 자녀에게 어떠한 음악적 관심과 지지를 보

과관계를 형성하며 자기효능감을 설명한다는 점

이는가 역시 교사의 기대와 함께 음악적 자기효

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자기효능감을 언급

능감 형성에 중요한 한 요소라 볼 수 있다.

함에 있어 여러 변인들이 설명하는 직접적인 영

마지막으로 환경적 변인들이 음악적 자기효능

향과 함께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

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하여

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야 한다.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

앞 절에서 언급한 여러 변인들 간에 어떠한 영향

나 유능한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라는 점

관계가 있는지를 후술하고자 한다.

에서 상황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왔고(Perterson
& Stunkard 1992),

반두라(Bandura

2004)에

의하

음악 수업은 구비된 학교의 음악적 환경 속에
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는 학교 환경에 영향
을 받게 되고, 학생을 향한 교사의 음악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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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역시 학교의 음악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자유

경은 학생들의 악기 연주에서의 즐거움과 상관

로울 수 없다. 학교가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느냐

이 있다고 하였고(Park

에 따라 교사의 수업과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에

지지와 환경은 학생들의 음악적 참여 및 활동에

서 교사가 학교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Hallam

있다(Roeser,

마찬가

음악적 경험은 학교 및 가정의 음악환경과 부모

지로 가정에서의 부모 역시 가정 내 음악적 환경

의 음악적 지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을 조성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가정에서 마련된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음악적 경험은 교사

음악적 환경에 따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음악적

가 그들의 음악 학습에 대한 기대에도 영향을 미

지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가정에서의 음악을

칠 수 있다. 교사의 기대가 학생들의 성별, 특정

위한 물리적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부모

과목에서의 성적 등과 같은 개별 속성에 영향을

가 음악적으로 더 많이 지지한다는 점은 자명한

받는다고 하였다(Trouilloud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음악환경은 교사의 기

과목과 관련하여 음악경험이 많은 학생에게는

대에, 가정음악환경은 부모의 음악적 지지에 영

교사가 더 높은 음악적 기대를 할 것이라 생각해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것이다.

Marachi & Gehlbach 2002).

2005),

부모의 음악적인
2002).

et al. 2002).

따라서

즉 음악

또한 학생들의 음악적 경험이란 가창, 기악,

요컨대, ‘음악적 경험’, ‘교사의 기대’, ‘부모의

창작, 감상 등의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한 성취

음악적 지지’, ‘학교 및 가정의 음악적 환경’은

경험인데,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려면 환경적 여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의 주된 직접적인 변인

건과 상황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음악적

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변인들 간에 서로

경험 역시 가정 및 학교의 음악환경에 영향을 받

영향을 주고 받으며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영

는다고 볼 수 있다. 우희정(1993)에 따르면, 환경

향도 미치는, 다시 말해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하

적 요소와 부모의 지원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

여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부분도 공존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에 영

한다. 즉 학교음악환경은 교사기대에, 가정음악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의 음악환

환경은 부모의 지지에, 가정 및 학교음악환경과

지각된

학교의 음악환경

교사의 기대

음악적

음악적 경험

가정의 음악환경

자기효능감

부모의
음악적 지지

[그림 II-1]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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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지지는 음악적 경험에, 그리고 음악적 경
험은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형성하며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론에 근거하여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대한 연구모형을 다음 [그림
II-1]과

같이 설정하였다.

2. 검사 도구
양화된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검사 도구를 채택 및 제작하였다. 음악적 자기효
능감 측정은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하여
타당화 연구를 마친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 척
도’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
능감 검사는 일반적인 교육 상황에서의 효능감

Ⅲ. 연구 방법

을 측정하는 것이기에, 여기서는 음악 학습으로
용어를 바꾸어 문항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음악

·

적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에 대한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 변인들 간의 직 간

측정은 본 연구 내용에 부합하는 타당화된 검사

접적인 영향 관계 검증을 통하여, 자기효능감 형

도구가 없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문항을 토대로

성에 있어 여러 변인들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먼저 본 검사에 앞서, ‘음악적 자기효능감’,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설정된 모형의

‘음악적

검증을 위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양

악적 지지’, ‘가정의 음악환경’, ‘학교의 음악환

화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경’ 등 총 6개 변인들에 대한 측정을 위한 설문

다음과 같다.

지를 제작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

1. 연구 대상

사 결과에 대한 변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여 문항을 검토 및 정리하여, 리커르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로 하였

다.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가능한 음악 학습이 행
해지는 초기부터 형성되는 것이 좋은데, 초등학
교 고학년(4-6학년) 학생들은 심리적 및 환경적
인 여러 변인들에 대한 자신들의 지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에 소재한 2개의 초등학교에 재
학 중인 총

297명의

경험’, ‘지각된 교사의 기대’, ‘부모의 음

학생들로, 4학년

95명(32%),

트(Likert) 5점 척도의 총

29문항으로

구성된 본

검사를 확정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본 검사지
의 문항 구성 및 주요 내용은 다음 <표

III-1>

과 같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5.0 for Windows

프로그램과

AMOS 7.0

5학년 86명(29%), 6학년 116명(39%)이며,

남학생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159명(54%),

이들은

관련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여학생

138명(46%)이었다.

·

모두 담임교사가 아닌 음악전담교사에게 음악을

위하여 ‘경로분석(path

배우고 있었으며, 설문조사는 음악 수업 시간에

였다. 경로분석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만을 다루

실시되었다.

는 회귀분석과 달리 매개변인에 의한 간접 효과

analysis)’

방법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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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검사 문항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변인

예시문항

3

나는 다른 과목들보다 음악 과목을 좋아한다.
나는 어려운 음악 과제나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
있다.

3

나는 음악 시간에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음악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지를 잘 안다.

3

음악적 경험

나는 음악 단체에서 노래나 연주 활동을 하였다.
나는 학교 축제, 학예회 등에서 음악 활동을 발표하였다.

4

.85

지각된 교사기대

음악선생님은 내가 음악 과목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
을 것이라 기대하신다.
음악선생님은 내가 음악 활동과 수행평가 과제에 최
선을 다하기를 기대하신다.

4

.83

부모의 음악적 지지

부모님은 내가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음악회를 관람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4

.80

가정음악환경

우리 집에는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이 충분히 있다.
우리 집에는 구입한 음반 및 CD가 많다.

4

.81

학교음악환경

음악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악기와 음반이 충분
히 갖추어져 있다.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과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4

.76

음악적

과제수준

자기효능감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총 문항 수

29

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로분석
모형의

계수는

Likelihood)으로

최대우도법(ML:

추정하였다.

을 분석한 후,   ,
of

RMSEA(Root Mean Square

Approximation),

.86

문항

·

접 간접 효과를 살펴보았다.

Maximum

연구모형에 기초하여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

Error

신뢰도
문항수 (Cronbach
a)

음악 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나는 음악 시간만 되면 우울해진다.

자신감

159

NNFI(Non-Normed Fit

Ⅳ. 연구 결과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

등의 적합도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영

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음악적 경험, 지각된 교사

그리고 모형의 적합성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

기대, 부모의 음악적 지지, 가정음악환경, 학교음

제를 해결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

악환경을 선정하여 각 특성에 대해 측정하였다.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

하여 연구모형의 변인 간 계수 추정치, 전체 직

160

음악교육공학(제8호,

2009. 2. 16)

<표 IV-1>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음악적 자기효능감

291

1

5

3.101

0.763

음악적 경험

295

1

5

3.025

0.943

지각된 교사기대

292

1

5

3.006

0.834

부모의 음악적 지지

297

1

5

2.152

0.916

가정음악환경

290

1

5

3.072

1.065

학교음악환경

292

1

5

2.808

0.761

2. 모형 적합성 평가 결과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통계치 및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교음악환경 변인들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

여러 변인들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이 자료의 구조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표준편차 등을 분석한 기술통계치 결과는 다음

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모형의 적합성을 다음

<표 IV-1>과

과 같은 지수들로 평가하였다(다음 <표

음악적 경험, 교사기대, 부모지지, 가정 및 학
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하였던 연구 모형

같다.

IV-3>

참조).

음악적 자기효능감, 음악적 경험, 지각된 교사

  값이

기대, 부모의 음악적 지지, 가정음악환경, 학교음

5.521,

유의수준 p값이

.356으로

나타

악환경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모형에 투

나 연구 모형의 변량-공변량 행렬이 자료의 구조

입된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6가지 변

와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들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구자가 설

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다음 <표

정한 모형이 자료의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IV-2>

참조).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일반적인 연구에서 사
례수가 클수록   값이 영가설을 기각하는 경우

<표 IV-2>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 음악적경험
자기효능감

교사기대

부모지지 가정음악환경 학교음악환경

1.000

음악적경험

0.784 ***

교사기대

0.482 ***

0.407 ***

부모지지

0.446 ***

0.457 ***

0.269 ***

가정음악환경

0.495 ***

0.503 ***

0.234 ***

0.478 ***

학교음악환경

0.226 ***

0.238 ***

0.226 ***

0.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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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1.000
1.000
1.000
0.193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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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 음악적 경험, 교사기대, 부모지지, 가정 및 학교음악환경, 자기효능감 경로모형의 적합
도 지수


값

자유도

p

5.521

5

.356

RMSEA

NNFI

CFI

.019

.996

.999

가 많은 데에 비추어 볼 때 모형이 이론적 배경

험, 교사기대, 부모지지, 가정 및 학교음악환경이

에 기초하여 제대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결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과라고 할 수 있다.

.05이하이면

을 해결하기 위하여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

경우 괜찮은 적합도로 평

는 여러 변인들의 직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좋은 적합도,

RMSEA의

.05-.08인

경우

가되는데, 본 연구모형의 지수는

좋은 적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2>-‘가정 및 학교

NNFI와 CFI는 1에

음악환경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임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

인 영향과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

모형의 지수는 각각

나타나 역시 좋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총,

이론모형은 자료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직접, 간접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음악적 자

수 있다.

기효능감에 대한 경로모형분석 결과는 [그림

3. 관련 변인들의 총, 직접, 간접 효과 비
교 분석 결과

IV-1],

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996, .999로

.019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1>-‘음악적

· ·

그리고 여러 변인들의 총 직접 간접 효과

결과는 다음 <표

IV-4>와

경

[그림 IV-1]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경로모형 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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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 음악적 경험, 교사기대, 부모지지, 가정 및 학교음악환경, 자기효능감 간의 경로모형의 효과
계수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전체

부모지지

음악적
경험

교사기대

자기효능감

위 [그림

효과
효과
효과
효과
효과
효과
효과
효과
효과
효과
효과
효과

및 <표

IV-1]

IV-4>에

가정
음악환경

부모지지

학교
음악환경

음악적
경험

교사기대

.48

-

-

-

-

-

-

-

-

-

.48

-

-

-

-

.36

.26

.13

-

-

.13

-

-

-

-

.49

.26

.13

-

-

-

-

.14

.38

-

.18

.10

.05

-

-

.18

.10

.19

.38

-

.14

-

-

.63

.19

.34

.18

.12

.07

-

.48

.18

.12

.70

.19

나타난 경로계

수의 값을 최종 준거변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경로모형의 간

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음악적 경험 -> 자기효능

접 효과 계수를 살펴보면, 가정음악환경은

감의 경로계수는

.63,

경로계수는

.19,

경로계수는

.14로

교사기대

가정음악환경

->

자기효능감의

부모의 지지는

.18,

학교음악환경은

->

자기효능감의

음악적 경험은

.07로

.12,

.34,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간접 효과를

나타났다. 이 계수들은 표준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직접 효과가 나

된 계수이므로 음악적 경험, 교사기대, 가정음악

타나지 않았던 부모의 지지와 학교음악환경은

환경 순으로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 효과를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음악적 자기

분석되었다. 게다가 가정음악환경은 자기효능감

효능감은 각자의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한 음악

에 직접적인 효과(.14)보다는 간접적인 효과(.34)

적 경험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를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음악적 지지와 학교음악
환경은 연구모형([그림

이렇게 간접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최

참조)에서 설정했던

종 분석변인인 자기효능감 변인을 설명함에 있

것과는 달리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어서 하나의 변인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연구에

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표 IV-2>

사용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통해 분석하는

의 상관분석에서 부모의 지지 및 학교음악환경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과 자기효능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상

가정음악환경은 직접적으로 자기효능감을 높인

관이 나타났음에도 경로분석에서는 직접 효과가

다기 보다는 가정음악환경이 좋은 학생들이 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 변인들이 자기효

모의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부모의 지지가 높은

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개연성을

학생들은 음악적 경험을 하게 될 확률이 높으며

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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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음악적 경험을 많이 하게 된 학생들은 결

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음악적

국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다는 것이다.

경험, 교사의 기대, 가정음악환경 변인들이 자기

이러한 간접 효과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음

효능감에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악적 경험의 직접 효과(.63)를 설명하는 데에도

다. 이 중에서도 음악적 경험이 가장 큰 효과를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가정음악환경이 자

보였다. 반면 부모의 지지, 학교음악환경 변인들

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다소 낮았지만

은 직접적으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음악적 경험에는 .36의 직접 효과를 보여주고 있

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는 음악적 경험이 자기효능감에 큰 영향을

이러한 결과는 시치비츠(Sichivits

2002)의

경로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음악적 경험은 음악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음악적 경험을 많이 한 학

환경과 부모의 지지에 또 큰 영향을 받기 때문

생일수록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으

에, 결국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설명함에 있어서

로서, 음악교육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적 경

가정 및 학교의 음악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이러한 가정 및 학교

시사한다. 또한 교사의 기대가 자기효능감에 영

의 음악환경은 음악적 경험을 매개로 하여 자기

향을 미친다는 것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음

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악

악 학습과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을 표시

적 경험의 역할 역시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할수록 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음악학습 수행 및 성취에 중요한 심
리적 구인인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 및 향상에
유의미한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고, 이 변인들

·

간의 직 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었
다.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음악적 경험, 교사의 기대, 부모의 음악적 지
지, 가정 및 학교의 음악환경을 선정하였고, 이
들 변인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하여 이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음악적 경험, 교사의 기대, 부모의 지지,
가정음악환경, 학교음악환경 변인들이 자기효능

(Murdock & Miller 2003)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결과이다.
변인들 중에서 부모의 지지가 직접적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은 부모의 지지와 가정음악환경
사이에 중복된 설명량이 많기 때문에 초래된 결
과로 보인다. 이는 가정음악환경이 부모의 지지
에 미치는

.48의

영향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교음악환경 변인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학교에 어떤 음악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가 만으로는 학생의 자기
효능감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변인들 간의 총효과를 전체효과, 직접효
과, 간접효과로 각기 나누어 각 효과 간의 차이
를 분석해본 결과, 부모의 지지, 가정음악환경,
학교음악환경 등의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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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

부모의 지지는 음악적 경험의

음악환경 변인은 직접효과(.14)보다도 간접효과

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과관계라고는 볼 수

(.34)가

없지만, 음악적 경험을 높일 수 있는 변인들이라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직접적 효과가 적었던 가정음
악환경 변인이나 직접적 효과가 없었던 학교음

33%만을

설명하

는 점에서 음악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이유가 충
분한 요소들이다.

악환경 변인의 중요성을 고려하게 한다. 학교음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교육 상황에서 환경

악환경이 좋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자기효능감이

과 부모의 지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경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음악환경이 좋으

험을 하여 결국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면 학생들이 음악적 경험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

우희정(1993)의 결과가 음악 교육 상황에도 그대

지며 이렇게 높아진 음악적 경험의 가능성은 자

로 적용됨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모의 음악적 지

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 및 환경이 학생들의 음악적 참여에 영향을 미

학교음악환경은 학생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교

친다는 할람(Hallam

사의 기대를 높이고 그에 따라 자기효능감을 높

이다. 사실 가정에서의 음악적 환경은 쉽게 변화

이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시키기 어렵지만, 학교의 음악환경은 정책적인

2002)의

이론을 검증하는 것

마찬가지로 가정음악환경도 그 직접적인 효과

노력을 통해 충분히 변화 및 개선이 가능한 부분

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가정음악환경이 좋은 학

이라는 점에서, 음악교육자들의 관심이 보다 집

생들은 음악적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엇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또는 부모의 적

보다 학교 학습을 통하여 음악적 경험을 하게 하

극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음악적 경험

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

을 많이 하게 되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도 있는

는 결과이다.

것이다. 많은 음악 관련 선행 연구들(O'Neill
McPherson 2002; Park 2005)에서

&

음악 학습에 있

이상의 결론에서 도출 가능한 논의점 및 시사
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어 가정환경이 늘 주된 요소로 언급되었던 것은

첫째, 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이러한 차원에서 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기효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 간접적으로 여러 가

능감 형성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음악적 경

지가 있으므로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

험뿐만 아니라 그 환경적 요소와 부모의 지지도

져야 한다. 가정 및 학교의 음악환경을 좋게 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

주는 것과 더불어 음악적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과라고 할 수 있다.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가 학

·

셋째, 음악적 경험 변인은 학교 및 가정 음악

생의 음악적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표

환경과 부모의 지지를 자기효능감으로 매개해주

시해주는 것도 비용이 들지 않는 매우 효과적인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적 효과를 갖지

방법의 하나이다.

않는 학교음악환경과 부모의 지지는 음악적 경

둘째, 음악교과에 투입될 수 있는 지원과 관심

험을 매개로 하여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효과

이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면서

를 가지게 되었다. 가정 및 학교의 음악환경과

도,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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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musical experience, teacher expectancy, parental
support and environment in enhancing musical self-efficacy

Ji-Hyun Park
This article explored a variety of factors that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musical self-efficacy of
elementary students. Factors related to musical self-efficacy included previous musical experience, perceived
teacher expectancy, parental support in music, home and school musical environmen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among factors by using the path analysis. The summary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Musical experience, teacher expectancy, and home environment were the variables that directly influenced
on self-efficacy. Especially, musical experience was the strongest direct predictor of self-efficacy. Parental
support and school environment by itself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impact on musical self-efficacy.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support, school environment and self-efficacy were medicated by musical
experi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ed the notion that musical self-efficacy was determined by complex
interactions among parental support, teacher expectancy, musical experience, home and school environment.

KEY words:

musical

self-efficacy,

musical

experienc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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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al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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