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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 연주와 관련해 정신적 연습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고, 연주불안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미국의 텍사스 테크 주립대학교에서 음악 연주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교양수

업으로 수강하는 비음악전공자, 음악 연주전공 대학원생, 그리고 미국 텍사스 주에 위치한 제일장로교회와 

뉴멕시코 주에 위치한 동 뉴멕시코 대학에서 취미로 성악을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n=123)으로 정신적 연습

을 통한 연주불안 극복방안에 관한 의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정신적 연습에 대한 인식이 음악 연

주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과 취미로 배우는 학생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신적 

연습과 연주불안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r=0.346,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적 연습이 

연주자들의 연주불안 극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음악 연주, 연주불안, 정신적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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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심리학적, 생리학적, 그리고 행동학적으로 음악에서의 연주불안(music performance 

anxiety)은 음악가들 사이에 아주 흔한 경험이다(Boucher & Ryan, 2011). 이러한 연주불

안의 경험은 전문 연주자의 길을 가려는 전공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취미로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성인 연주자뿐 아니라 음

악을 배우는 아이들(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게도 음악 연주불안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낮은 자존감과 부족한 연습, 좋은 연주결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 등에 많

은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선 학교

의 선생님들이나 학원 등에서 음악 연주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충분하게 다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oucher & Ryan, 2011; 최미영, 1999).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체적(physical)인 면과 감정적(emotional)인 면을 동시

에 다루며 이를 적절히 조절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기술이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오

래 전부터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대책

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Lehrer, 1987). 앞서 언급했듯이 연주자의 몸의 컨디

션과 감정적인 상태는 연주 시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습으로 연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주를 할 때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에는 

성공적인 연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연주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비관적 또는 낙천적)에 

따라서도 연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비관적인 성향을 가진 연주자는 낙천적

인 성향을 가진 연주자보다 연주에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LeBlanc, 1994). 또한 어린 

연주자는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연주불안이 더 커지고, 더욱이 이 문제는 평생을 가기 

때문에 음악 교육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질 수 있는 연주불안 문제를 미연에 방

지해주기 위해 학생들이 어릴 때 좋은 연주경험을 더 많이 가지도록 장려해야한다

(LeBlanc, 1994). 이처럼 음악 연주가 감정적인 부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음악 연

주불안이 연주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개인적 문제로 비춰

지며 구체적인 연구에 따른 해결방안이 충분하게 다루어 지지 않고 있다(최미영, 1999).

많은 연주가들은 반복적인 신체적 연습(physical practice)이 연주를 준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기술적인 면이나 음악적

인 면을 발전시키고, 암기하고, 최종적으로 연주하는 과정을 거치며 연주기술의 향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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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하여보면 신체적인 연습과 정신적 연습

(mental practice)을 함께 했을 때, 신체적인 연습만을 강조 하였을 때 보다 효과적인 결과

가 나타났다(Coffman, 1990; Sisterhen, 2004). 정신적 연습이란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

확한 이미지를 창조하는 과정이다(Freymuth, 1994). 따라서 정신적 연습은 운동이나 인지

적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특히 연주를 준

비하는 과정에서 곡의 암기 시 사용될 수 있다(Sisterhen, 2004). 어떠한 구체적인 생각이 

결여된 습관적인 반복 연습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높은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하며, 연

습에서 오는 몸의 손상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음악 연주는 반복적인 연습의 결과물

인 동시에 신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의 통합된 기술이다(Bernardi, Schories, Jabusch, 

Colombo, & Altenmuller, 2013).

음악을 배우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기쁨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연습방법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

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몸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학생들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연주불안과 긴장감, 그리고 두려움에

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최진호와 정완규(2011)의 연구에서 연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연습이 도움이 된다고 언급되었으며, 최미영(1999)의 연구에

서는 연주 불안에 관한 치료법 중 하나로 부정적인 상상이 아닌 긍정적인 상상이 제안 

되었다. 하지만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의 ‘정신적 연습’에 관한 인식정도나 정신적 연습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악 연주를 전

공하는 학생(n=89)과 취미로 배우는 음악 비전공 학생(n=34)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연습

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고, 음악 연주불안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형상화 (Imagery)

정신적 연습은 일반적으로 ‘형상화’의 범주 안에 속해 있다. ‘형상화’의 사전적 해석

을 살펴보면 ‘형상화’는 정신적 이미지들의 형성이며 여러 이미지들의 집합체이다. 국

외에서는 ‘형상화’를 이미지의 언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Hearns, 2009), 시스터헨(L. 

Sisterhen)은 ‘형상화’와 ‘정신적 연습’을 다음과 같이 구별 하였다. ‘형상화’는 의식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종류의 것이고, 이는 개인의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시각화된 정신적 

과정에 의한 사건의 지각과 오감을 통한 개인적 경험이며, 여기에서 오감은 청각, 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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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각, 미각, 운동감각이 포함된다. 이는 단순히 보이는 것보다는 이동하는 행동이 그 범

주 안에 포함되며, 정지된 사진과 달리 ‘형상화’는 생동감이 있으며, 움직이는 물체 또

는 변화하는 사건들, 그리고 지금껏 보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다

(Sisterhen, 2004; Leahey & Harris, 2006).

트루샴(W. Trusheim, 1991)은 ‘형상화’는 내적이나 외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하였

다. 내적인 ‘형상화’는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내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반면, 외적인 

‘형상화’는 내적 이미지와 비교하여 좀 더 객관적이다. 외적인 ‘형상화’의 일례로는 텔

레비전에 나오는 다른 연주자의 연주를 보는 것, 즉, 내면이 아닌 실제로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음악 연주자들은 외적인 ‘형상화’ 보다는 내적인 ‘형상화’를 더 많

이 사용한다. 반복 연습을 통해 경험한 다양한 감각들을 연주 중에 떠올리게 되는데, 청

각과 시각적인 ‘형상화’가 가장 보편적이다. 따라서 ‘정신적 연습’은 반복적인 연습 또

는 내적인 ‘형상화’의 회상이 될 수 있다.

연주자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형상화’의 자료로 사용하는데, 트루샴의 연구에서 26명

의 금관악기 연주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다수의 연주자들이 청각, 시각, 그리고 운동

감각의 ‘형상화’를 사용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예전의 경험들을 ‘형

상화’의 주요 자료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시쇼어(C. Seashore, 1938)는 악기의 연주자뿐 

만 아니라 많은 작곡가들 또한 ‘형상화’를 통한 ‘정신적 연습’을 사용한다고 연구에서 

밝혔으며, 악기 연주자들과 마찬가지로 ‘형상화’는 슈만, 모차르트, 베를리오즈, 바그너

와 같은 작곡가들에게도 주요한 영감의 자료였다고 결론지었다.

지금까지 ‘형상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행해져 왔으며, 구체

적으로 어떤 종류의 ‘형상화’가 실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가 시행 되어 

왔다. 연구결과들로 ‘형상화’는 실전 경기 중 스트레스와 함께 염려와 걱정을 경감시키

고 선수의 집중력을 향상시켜 ‘형상화’를 통한 연습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가

설이 입증되었다(Seashore, 1938).

최근 음악분야에서도 ‘형상화’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가 늘어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정신적 연습과 신체적 연습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연주자는 운동선수들과 매우 흡사

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음악에서도 만족스러운 연주 결과

를 얻기 위하여 연주자들이 ‘형상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 연주와 관련하여 ‘형상화’를 이용하는 많은 선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성악가들

은 호흡을 위한 바른 자세의 유지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형상화’를 통한 ‘정신적 연습’

을 한다. 이 연습은 운동감각, 청각, 시각적인 요소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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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주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자신감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팬카로글루(S. 

Pancarouglu, 2006)는 하프 연주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연주자들이 내면

의 귀로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인 훈련(청각의 형상화)을 한 이후 비로소 연주 악

보를 자세히 볼 수(시각의 형상화)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형상화’는 편안한 

자세로 악기를 연주하는(운동감각 형상화)것에도 도움이 된다. 팬카로글루(2006)는 내

적인 ‘정신적 연습’ 통하여 기술적인 면 또한 향상이 되고, 연주자 본인의 강점과 약점

을 밝힐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일반 으로 연주자들은 많은 연습 시간을 손가락 운동에 할애한다. 때로는 불필

요한 반복 인 연습을 통해 단순하게 연주음들을 익히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한

다. 하지만 ‘정신  연습’을 통하여 악보를 익히게 된다면 연주자들은 지나친 반복훈

련을 피할 수 있으며, 손가락에 굳은살이 박이는 것과 같은 신체 인 손상을 막을 수 

있다. 결국 ‘정신  연습’은 연주자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우칠 수 있게 해 다.”

따라서 연주자가 신체적 손상 없이 지속적인 연주 활동을 지속하고 동시에 연주 불

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형상화’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며, 연주가와 교육자 모

두에게 이 분야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요구된다.

2) 정신적 연습 (Mental Practice)

‘정신적 연습’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내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과 연

관되어 있는 것으로 다양한 정보를 기억해 내는 능력을 포함한다(Theiler & Lippman, 

1995). 음악 연주분야의 ‘정신적 연습’에 관한 연구에서 최근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

험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정신적 연습’은 신체적인 

연습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안되었으며, 최근에는 음악 분야에서도 ‘정신적 연

습’은 음악연주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이론이 연구들을 통하여 주장되고 있다.

시스터헨(L. Sisterhen, 2004)은 그의 연구 ‘음악 연주능력을 높이는 방법’에서 음악연

주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의 요소

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코프만(D. Coffman, 1990)은 피아노 연주 향상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신체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를 병행하여 교대로 연습(연주)되어 질 

때 신체적인 요소만을 강조하여 연습(연주) 할 때 보다 높은 성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결국 연습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주자들에게는 ‘정신적 연습’이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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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과 함께 병행될 때 효과적이라는 것을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정신적 연습의 효용성은 피아노 연주에서뿐만 아니라 피아노 교육 또는 지도 측면에

서도 연구되었는데, 버나드 외(2013)에 따르면, 근대 피아노 교육의 대가인 칼 라이머

(Karl Leimer)는 정신적 연습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연주를 할 수 있게 한다

고 하였다. 이는 일선 피아노 교육 또는 지도 분야에서도 ‘정신적 연습’의 유용성이 제

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크자(P. Miksza, 2005)는 ‘정신적 연습의 효용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밝혔다.

“75% 신체 인 연습과 함께 25%의 정신  연습이 되어 질 때 이는 100%의 신체

연습과 같고, 50%까지의 신체 연습과 50%의 정신  연습은 온 한 100%의 신체연

습과 같거나 더 높은 성과를 보여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정신  연습’의 

유용성에만 의존하여 ‘정신  연습’이 신체 인 연습과의 비율 인 면에서 50% 이상

을 차지한다면 이는 효과 이지 않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피아노 교육과 연주에서의 정신적 연습은 연주나 학습의 효과뿐

만 아니라 정신적 연습이 추가되며 자동적으로 신체적 연습의 시간이 감소되는 경제성

이 있으며, 또한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신체적 연습으로 인한 신체적 부작용 내지는 사

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음악 연주자들은 신체적인 연습을 비교적 적게 하면서 성공적으로 연주

를 하는데 관심이 많다. 프라이무스(Frymuth, 1994)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태생의 바이

올리니스트 프리츠 크라이슬러(Fritz Kreisler)는 바이올린 연주에 있어서 신체적인 연습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테크닉 부분에도 ‘정신적 연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연습 시에 인지적이며 상상적인 면의 기술들이 특별히 전문 연주자들에게는 강조되어

야 한다며, 일례로 연주를 하기위해 가는 기차 안에서 신체적 연습 없이 연주곡의 전 

악장을 정신적으로만 연습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모든 것은 두뇌 안에 있음을 믿는다며 

연주하려는 곡이 어떻게 연주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면

서 지나친 신체적인 연습의 지양을 주장하였다. 크라이슬러 역시 대가의 경지에 도달하

기까지 신체적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지만 정신적 연습의 중요성도 강조한 것이

다. 결국 ‘정신적 연습’이 병행된 연습 방법은 연주가들이 가진 모든 감각들을 이용해 

창조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도와주어 좀 더 효과적인 연습이 가능하게 한다. 물론 ‘정신

적 연습’은 신체적 연습과 마찬가지로 반복을 통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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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무스(Freymuth, 1994)는 음악은 운동감각, 시각, 그리고 청각과 같은 여러 감각

들을 통해 학습되는 것과, 어떻게 ‘정신적 연습’이 이러한 감각들을 포함하는지를 연구

하였다. 연구결과 프라이무스는 연주자가 실제 연주를 하는 것처럼 ‘정신적 연습’을 할 

때 모든 감각들은 이를 기억하고, ‘정신적 연습’이 반복될수록 기억은 단기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며, 결국 자연스럽게 음악이 연주자에게 스며들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

서 연주자는 실제 연주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음악적 표현과 동시에 자신이 내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정신적 연습’

과 신체적인 연습이 함께 된다면 연주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 결국 청중과의 

음악적 교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

허글랜드와 제이콥스(K. Hagglund & K. Jacobs, 1996)는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음악 

전공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연습 습관을 조사하여 이들 습관에 따라 연주에서 생기

는 부상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많은 학생들이 연주와 관련한 경미한 

부상을 경험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치료사와의 상담 또는 실제적인 치료의 경험이 있

었다. 연주자세 혹은 기술적인 부분의 변환을 시도하는 등 응답자들만의 각기 다른 방

법을 통하여 대처해 왔음도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고난도의 테크닉을 요구

하는 연주를 준비하며 과도한 연습과 연습 시 신체의 부적절한 사용 등에서 야기되는 

부상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정신적 연습’을 통하여 암보, 연주 자세, 

또는 연주의 기술적 부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신적 연습’은 

연주 시 발생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것 뿐 아니라 신체적 연습을 줄일 

수 있어 무리한 연습에서 오는 피로함과 부상 또한 줄일 수 있게 된다. 연주 시에 모든 

감각기관을 사용해야 하는 연주자들에게 있어서 결국 ‘정신적 연습’은 연주자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뿐 아니라 연주에 신뢰와 편안함을 더해주어 효과적인 연주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 음악의 연주불안 (Music Performance Anxiety)

음악의 연주불안은 연주자가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내적 갈등이며, 통제 되지 않는 

감정을 말한다(최미영, 1999). 연주불안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으로는 손이 차가움, 입이 

마름, 가슴이 두근거림, 떨림, 두통, 소화불량, 근육의 경직, 혈관의 수축, 집중력 저하 

등이 있으며(Lehrer, 1987; 강유선, 2011; 최미영, 1999), 연주불안의 원인으로는 연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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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암보불안, 청중 반응에 과민함, 연주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보고되었다(최미영, 1999).

연주 시 신체적 상태가 연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영향이 연주불안을 야

기한다. 특히 연주자의 기분은 연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이고 편안한 상태

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LeBlanc, 1994). 특히 르블랑(A. LeBlanc, 1994)은 몸의 컨

디션을 조절하기 어려울 때 연주불안이 커짐을 인지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

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의 유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레

러(P. Lehrer)는 명상(Meditation), 펠덴크라이스 방법(Feldenkrais Method, 1972), 알렉산더 

테크닉 (Alexander Technique, 1977), 그리고 요가(Yoga, 1984)와 같은 방법을 통한 치료

를 활용하고, 상담 등의 심리, 인지 요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방법들의 목적은 연주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려는 것이다. 연주는 기술적인 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창조적

인 예술이기 때문에 ‘좋다’ 또는 ‘나쁘다’의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하여 음악을 청중에

게 전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청중을 평가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음악을 전달받는 자로 생각하기 등의 발상전환은 음악 연주불안 극복에 도움이 된다

(Lehrer, 1987).

연주자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낙천적인 성향이나 비관적인 성향 또한 연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데, 비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는 연주전이나 연주 시, 또는 

연주를 하고 난 후 평가에 있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특히 연주 후 평가는 다

음 연주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연주 후 평가가 좋다면 좀 더 자신감

을 가지고 다음 연주에 임해 연주불안이 경감될 것이므로 타인의 연주를 평가할 때 연

주자의 성향에 따라 의견제시에 신중해야 한다(LeBlanc, 1994). 또한 연주자 스스로 자

신의 연주를 평가할 경우에도 비관적인 성향의 연주자는 평가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자신의 평가에도 다음 연주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때 비관적

인 성향의 연주자 일수록 스스로의 연주를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 비관적인 성향의 연주자는 평소에 자신의 연주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장

점을 찾아냄으로 스스로 자신감을 높이고 자신의 연주를 신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연주불안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주 경험이 많고 연주 장소에 익숙할 때 연주불안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연주를 자

주하는 것이 무대 공포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명 홀에서 연주를 

하기에 앞서 우선 신뢰 할 수 있는 친구들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친숙한 환경에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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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험하고, 관중의 수와 연주 홀의 사이즈를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다(Boucher & 

Ryan, 2011; Lehrer, 1987). 이와 더불어 연주 홀의 상태 (덥거나 추운 온도, 건조함과 습

기, 어둡거나 밝은 조명)가 불안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상황과 같은 조건에

서 미리 연습하고, 연주복의 스타일과 옷감 등에 따른 편안함 정도도 불안감 증대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연주복의 선택도 중요하다(LeBlanc, 1994).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음악 연주에 있어서 정신적 연습과 연주불안에 대한 의식조사와 함께 정

신적 연습과 연주 불안간의 관계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음악 연주와 관련해 ‘정신

적 연습’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는 이전의 연구, 연구자의 경험, 그리고 

동료 연주자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설문지를 구성하였다.1)

설문지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응답자의 ‘정신적 연습’에 대

한 지식과 함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일곱 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번째 부

분은 응답자의 연주 공포에 대한 태도 및 경험과 함께 ‘정신적 연습’과의 관계성을 분

석하기 위한 다섯 가지의 물음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미국의 텍사스 테크 주립대학에서 그룹 피아노 수업을 듣는 음악전공자 및 

교양과목으로 수강하는 비음악전공자, 음악 연주전공 대학원생, 그리고 미국 텍사스 주

에 위치한 제일 장로교회와 뉴멕시코 주에 위치한 동 뉴멕시코 대학에서 취미로 성악

을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2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절차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음악 연주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과 음악을 취미로 배우는 학생들을 중심

1) 본 연구는 이희승의 피아노 교수법 박사논문(2015년, Texas Tech University)의 일부 내용을 발췌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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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신적 연습에 관한 의식조사와 더불어 정신적 연습이 음악연주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조사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기존의 연구를 통한 문헌연구를 바

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정신적 연습에 대한 인식, 경험, 태도와 음

악연주 불안 경험, 그리고 극복하는 방법을 측정하기 위해 조사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문헌연구와 연구자의 경험, 동료 음악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2014년 11월에 

제작되었으며, 2014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전문가들 (텍사스 테크 주립대학 교육학과 

교수, 텍사스 테크 주립대학 음대 피아노 교수, 설문지 전문가 1인) 에게 설문지의 이해

도 및 타당성에 관하여 점검을 받았으며,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배포하기 

전, 텍사스 테크 주립대학에서 음악 연주를 전공하는 10명의 대학원생들에게 파일럿 테

스트를 시행한 결과 설문지를 이해하고 답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지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정신적 연습에 관한 인식, 경험, 태도에 관한 것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곱 가지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두 번째 부분은 연주불안에 대한 경험, 극복방안 등을 측정하

기 위하여 다섯 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참가자들의 개인적 

배경에 관한 문항들로 성별, 나이, 음악 전공의 여부, 음악을 배워온 경력에 관한 것이

었으며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주관식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2014년 12월 텍사스 테크 주립대학 그룹 피아노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학생들에

게 연구수행을 위한 설문지를 배부 하였으며, 배부한 설문지는 본 연구자의 학교 안에 

있는 메일박스를 통해서 설문지를 회수 하였다. 또한 텍사스 주에 위치한 제일 장로교

회 합창 지휘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2015년 

1월 뉴멕시코 주에 위치한 동 뉴멕시코 대학의 교수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여, 교수가 직

접 설문지를 연구자에게 회수하여 주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미국 텍사스 주에 위치

한 텍사스 테크 주립대학과 제일 장로교회, 뉴멕시코 주에 위치한 동 뉴멕시코 대학에

서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한 음악전공자와 음악을 취미로 배우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연구를 실시하였기에 지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

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미국 지역의 텍사스 주, 뉴멕시코 주에 위치한 곳에서 실시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미국과 다른 환경에서 음악을 배우는 한국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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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설문 대상자들 중 남자는 53명(n=53, 43.1%), 여자는 70명(n=70, 

56.9%)이었다. 참가자들의 나이는 18∼22미만이 89명(n=89, 72.4%), 30이상(n=25, 

20.3%), 23∼30미만이 9명(n=9, 7.3%)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 연주를 전공으로 하는 학

생들은 89명(n=89, 72.4%), 취미로 하는 학생들은 34명(n=34, 27.6%)으로 나타났으며 음

악을 배워온 경력으로는 6∼10년 미만(n=56, 45.5%)이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48, 

39.1%), 1∼5년 미만(n=9, 7.3%), 1년 미만(n=10, 8.1%) 순의 분포도를 보였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인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

성별

여자 70 56.9

남자 53 43.1

연령

18 - 22세 89 72.4

23 - 30세 9 7.3

30세 이상 25 20.3

전공

음악전공 89 72.4

비 음악전공 34 27.6

음악을 공부한 기간

1년 미만 10 8.1

1 - 5년 9 7.3

6 - 10년 56 45.5

10년 이상 48 39.1

합계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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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자와 비 공자간의 빈도분석

설문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t p-value음악

전공

(89명)

비

음악

전공

(34명)

음악

전공

(89명)

비

음악

전공

(34명)

<정신적 연습>

반복적인 연습은 연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4.00 4.44 0.965 0.824 -2.356 .020*

반복적인 연습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정신적 연습

에 관하여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69 3.24 1.114 1.017 -2.506 .014*

나는 정신적 연습에 관하여 읽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
3.37 3.24 1.247 1.304 .532 .596

나는 정신적 연습을 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2.89 3.35 0.970 0.849 -2.458 .015*

정신적 연습은 신체적인 연습과 병행되어야한다. 4.26 4.21 0.805 0.808 .323 .747

정신적 연습을 해보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다. 3.38 3.03 1.182 1.337 1.426 .156

정신적 연습에 신체적인 연습과 더불어 정기적

으로 시간을 보낸다.
2.99 2.76 1.201 1.232 .919 .360

<음악 연주불안>

나는 음악 연주불안을 경험하였다. 4.29 4.12 0.815 1.038 .982 .328

무대 공포증이나 암보 문제와 같은 연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37 3.88 1.101 0.946 -2.391 .018*

연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주전에 약이나

특정한 음식을 섭취한다.
2.00 1.59 1.138 0.783 1.939 .055

연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는 지 배운 적이 있다. 2.99 2.76 1.257 1.208 .894 .373

나는 정신적 연습이 연주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3.74 3.62 0.899 0.652 .733 .465

[참고 (1) *p < 0.05, **p < 0.01, *** p < 0.001, (2) 중요도: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강하게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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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연주를 전공하는 학생들(n=89)과 음악을 취미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n=34)

으로 정신적 연습을 통한 연주불안 극복 방안에 관한 인식의 비교를 위해서 t-test를 사

용한 것이다. 나타난 수치(p<0.05)를 볼 때,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볼 수 있

었다. 아래는 두 집단 사이의 인식차이에 대한 평균(Mean; M)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나타내었다.

첫째, 정신적 연습에 관한 결과이다. 두 집단 모두 반복적인 연습이 연주기술을 향상

시키는데 중요하다고 답했다(전공 M=4.00; SD=0.965 vs. 취미 M=4.44; SD=0.824). 정신

적 연습에 관하여 듣고 읽어본 경험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두 집단 모두 높은 수치를 보

이지 않았다(전공 M=3.37; SD=1.247 vs. 취미 M= 3.24; SD=1.304). 두 집단 모두 정신적 

연습이 신체적인 연습과 병행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전공 M=4.26; SD=0.805 vs. 취

미 M=4.21; SD=0.808), 두 집단 모두 정신적 연습을 시도해보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고 말했지만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전공M=3.38; SD=1.182 vs. 취미 M=3.03; SD=1.337). 

마지막으로 두 집단 모두 신체적인 연습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정신적 연습에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음을 보여 주었다(전공M=2.99; SD=1.201 vs. 취미 M=2.79; SD=1.232).

둘째, 연주불안에 관한 결과이다. 두 집단 모두 연주불안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고

(전공자M=4.29; SD=0.815 vs. 취미 M=4.12; SD=1.038), 두 집단 모두 연주불안을 극복하

기 위해서 특정한 약이나 연주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전공자M=2.00; SD=1.138 vs. 취미M=1.59; SD=0.783). 두 집단 모두 연주

불안 극복에 대한 학습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전공자M=2.99; SD=1.257 vs. 

취미M=2.76; SD=1.208), 두 집단 모두 정신적 연습이 연주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전공자M=3.74; SD=0.899 vs. 취미M=3.62; SD=0.652).

‘p<0.05’값을 통해서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보인 문항은, ‘나는 반복적인 연습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정신적 연습에 관하여 생각해본 적이 없다(t=-2.506, p<0.05); 환언하여, 

전공자가 취미로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정신적 연습에 대하여 더 생각하고 있다’, ‘나

는 정신적 연습을 시도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t=-2.458, p<0.05); 전공자가 

취미로 하는 학생들에 비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다’, ‘연주 불안증을 극복하

는 데 반복적인 연습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t=-2.391, p<0.05); 전공자는 취미로 하는 학

생들에 비해 반복적인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연주 기술을 향상

시키는 데는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하다(t=-2.356, p<0.05)’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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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신적 연습과 연주 불안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설문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

2 .003 -

3 .032 .346** -

4 -.030 -.096 -.266** -

5 .199* .097 .426** -.181* -

6 .101 -.007 .240** .349** -.016 -

7 -.034 -.114 .397** .509** -.310** .485** -

8 -.068 -.135 -.332** .415** -.261** .382** .801** -

9 -.081 .427** .261** -.193* .150 -.079 -.190* -.159 -

10 .231* -.059 .019 .041 .114 .023 .094 .012 -.170 -

11 -.163 -.041 -.015 .147 -.137 .018 .099 .078 .053 -.044 -

12 .020 -.006 -.052 .397** .108 .168 .312** .197* -.068 .091 .247** -

참고: *p < .05. **p < .01.

1= 나는 음악 연주불안을 경험하였다.

2= 연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하다.

3= 나는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신적 연습에 관하여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다.

4= 정신적 연습에 관하여 읽고 들어본 적이 있다.

5= 정신적 연습을 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6= 나는 정신적 연습이 신체적 연습과 병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정신적 연습을 시도해보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다.

8= 나는 신체적인 연습과 더불어 정신적 연습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낸다.

9= 무대 공포증이나 암보 문제와 같은 연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연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주전에 약이나 특정한 음식을 섭취한다.

11= 연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는 지 배운 적이 있다.

12= 나는 정신적 연습이 연주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표 3>은 설문지에 나타난 12개의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혹은 Pearson’s r 로 값을 나타낸다. 두 변인간의 상

관관계(Correlation between variables)를 알기 위하여 PASW Statistics 22.0(SPSS 22.0 for 

Window)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Pearson’s r 값은 보통 -1부터 1 사이이고, ‘0’이 

의미하는 것은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뜻이며 값이 -1이나 1에 가까울수록 ‘두 변

이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Pearson’s r 값이 양의 숫자이면 한 변인이 높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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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변인도 높아진다는 것이고, 음의 숫자이면 한 변이가 높아지면 반대로 다른 값은 

낮아진다는 뜻이다. Sig.값은 유의확률인 ‘p (possibility)’값을 의미한다. 이 값은 0에서부터 

1까지 나올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값이 0.05(p<0.05) 미만을 채택하여 두 변인간의 차이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값이 0.05보다 낮으면 틀릴 수 있는 확률이 5% 미만이 된다는 뜻으로 신

뢰할 만 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p값이 0.001이라면 이것은 0.05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는 

수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연주불안에 관해서 제시된 결과로는, 연주불안이 있어도 어떻게 정신적 연습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r=0.346, p<0.01)와 연주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는 지 배운 사람들은 

정신적 연습이 연주불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한다 (r=0.247, p<0.01).

둘째, 반복적인 연습에 만족하여 정신적 연습에 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은 정신적 연습에 관하여 읽거나 들은 적이 없으며(r=0.266, p<0.01) 그로 인해서 정신적 

연습이 신체적인 연습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r=0.240, p<0.01)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연습에 관하여 읽거나 들은 사람들은, 정신적 연습을 해보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느끼며(r=0.509, p<0.01), 신체적 연습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정신

적 연습에 시간을 할애한다고 응답하였으며(r=0.415, p<0.05) 이들은 정신적 연습이 연

주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r=0.397, p<0.01) 신체적 연습과 정신적 연습

이 병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r=0.349, p<0.01)고 하였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 연주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음악을 취미로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n=123)으로 정신적 연습에 관한 인식조사와 더불어 연주불안의 경험과 의견을 측

정하고 정신적 연습과 연주불안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서 정신적 연습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연습을 알리는 기회가 되고, 나아

가 음악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미국 텍사스 테크 주립

대학교의 학부와 대학원생, 텍사스 주에 위치한 제일장로교회와 뉴멕시코 주에 있는 동 

뉴멕시코 대학의 성악을 취미로 하는 학생 등 모두 123명 이었다. 이들은 저자가 선행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설문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해주었고,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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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신적 연습에 관련하여 두 집단 모두 정신적 연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이는 정신적 연습에 관하여 전공자들이 더 많은 지식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였다. 두 집단 모두 낮은 수치이지만 정신적 연습을 시도해본 적이 있고 도움이 되

는 것 같다고 답했으며, 두 집단 모두 정신적 연습이 신체적 연습과 병행되어야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신체적인 연습과 더불어 정신적 연습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지는 알 수 없었다. 정신적 연습에 대하여 듣거나 아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반복적인 

연습이 가장 중요한 연습방법이라고 여기고 정신적 연습이 신체적인 연습과 병행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 정신적 연습에 관하여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 연

습을 해보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신체적인 연습과 함께 정신적 연습에 시간

을 할애한다고 했다. 또한 정신적 연습이 연주불안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신체적 연습과 정신적 연습은 병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둘째, 음악의 연주불안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것과 같이 대부분 

연주불안을 경험하였다 대답했고, 전공자와 취미로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연주불안 극복을 위해서 특정한 약이나 연주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않았고, 두 집단 모두 연주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극복하는 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드물었다. 그러나 정신적 연습을 한다면 연주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볼 수 있었던 문항들은 전공자가 취미로 하는 학생들보다 정

신적 연습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하여 인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한 것과 달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취미로 하는 학생들이 음악연주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반복적인 연습을 최우선시 두는 

반면에 전공자들은 정신적인 연습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의미 있는 결과중 하나는 정신적 연습에 관하여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이를 신체적인 연습과 더불어 실시하고, 연주불안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거라 생각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지도교사들은 연주를 준비하

는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정신적 연습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필요성이 부

각되며, 지도교사들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 각각에 맞는 효과

적인 교육방법을 찾는 방법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김정수, 2013). 이에 본 연구가 학생들

이 보다 우수한 연주를 위해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음악 교육과 지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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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about Overcoming Performance Anxiety through 

Mental Practice

Lee, Heeseung ･ Chung, Wan K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students could utilize mental practice as 

a way to overcome performance anxiety. The population included music majors and 

non-music majors at Texas Tech University, and amateur singers at First Presbyterian Church 

and Eastern New Mexico University(n=123). The result revealed that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usic majors and non-music majors in relation to the attitudes 

about mental practice.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ental practice and 

performance anxiety(r=0.346, p<.01), in other words, mental practice could function 

positively to overcome performance anxiety. Recommendation has been provided to the 

music teachers as well as the students.

Keywords: Music performance, Performance anxiety, Mental prac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