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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인식 및 활동 수행 정도
1)엄정애*․송

￭요

정**

약￭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인식과 음악적 개념과 관련된 음악 활동의 수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공ㆍ사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
204명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음색, 박자, 리듬, 빠르기, 셈여림, 음높이, 멜로디, 화성과 같은 8가지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교사들은 중간 수준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음악교육
에 관련된 직전 교육 및 현직 교사교육 경험이 있거나 음악 전문수업을 받아 본 교사, 음악관련
행사에 자주 참여하는 교사가 음악적 개념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적
개념과 관련된 활동은 대체로 ‘한 달에 2-3번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적 개념의 이
해에 비해 실제 교육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전 및 현직 교사교육과
음악 전문수업 경험, 음악 관련 행사 참여와 음악 관련 자료 구입에 따라 음악적 개념에 관련된
활동 수행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음악적 개념
을 어떠한 음악활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듣기와 감상하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몸으로 표현하기, 음악 만들기, 특정 음악개념 학습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 총 6가지 음악
활동 중에서 노래 부르기 활동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멜로디
나 리듬, 박자 개념은 다양한 음악활동에서 자주 다루는 반면 셈여림, 음높이, 화성 개념은 자주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음악적 개념, 음악교육, 교사의 인식, 음악활동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시대, 문화,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이며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
다. 인간은 일찍이 인간의 삶을 보다 풍족하게 해주는 유형과 무형의 대상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감
사를 음악을 통해 표현하였고, 인간 세상살이에서 겪는 다양한 희로애락(喜怒哀樂)의 감정을 음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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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풀어냈다. 21세기 첨단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음악은 여전히 인간의 생각과 감정, 정
서를 담아내는 일차적 수단이면서, 나아가 각종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고단한 삶을 풀어
주는 청량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이 음악과 그 역사를 함께 했다고 과언이 아닐 만큼, 음악은
오랜 기간 인간의 생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실제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음악이 미치는 이러한 영향력은 유아들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유아들은 성인보다 신체의 모든
감각이 더 민감하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음악의 힘은 더욱 크다.
이를테면 음악은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보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아의 신체발달을
돕고, 다양한 소리와 음을 듣고 변별하는 과정을 통해 집중력, 탐구심 등의 지적발달을 돕는다. 또한
음악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나누게 하여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키며, 압박과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위기를 마련하여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돕는다(Haines & Gerber, 2000). 이처럼 음악은 유아의 성
장에 본질적인 요소로써 유아의 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유아의 음악적 행위는 생애 초기부터 나타난다. 갓 태어난 영아는 소리 자극에 외향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Greenberg, 1985), 돌 무렵에는 간단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거나, 악기연주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언어능력이 발달하는 2~3세 무렵에는 자신의 말 앞뒤에 리드미컬한 음을 삽입할 수 있
으며(Haines & Gerber, 2000), 친숙한 음악에 맞춰 노래도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4, 5세경에는
5음계의 악기를 가지고 단순한 멜로디를 만들 수 있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간혹 자신
이 좋아하는 노래에 유머러스한 노랫말을 대체할 수도 있다. 영유아기에 보이는 이러한 놀라운 음악
적 행위와 반응들은 유아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음악적 잠재력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모든
유아들은 본디 음악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천부적 소질을 타고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Gordon(1997)은 모든 유아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음악적 능력을 음악적성(music aptitude)이라
표현하면서, 이러한 음악적성은 대략 9세까지 유아 주변의 음악적 자극과 환경에 따라 빠르게 유동
적으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헝가리 출신 세계적 음악교육가인 Kodály도 3~7세까지의 유아기를 음악
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 지적하면서, 만약 이 시기에 음악적 능력을 펼치지 못하면 음악적
운명에 손상을 입으며 그 손상은 회복되거나 복구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명순, 조경자, 2000에서
재인용). 이렇듯 유아기는 일생 중에서 청감각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면서, 음악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 시기이다.
하지만 유아들이 일정한 음악적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러한 능력을 얼마나 변화․발
전시키는가는 유아기 음악적 경험의 질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문화인류학자인 John Blacking은

“모든 어린이는 음악성을 가지며, 어린이의 몸은 출생 이후부터 음악적 능력을 개발시켜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1973, p. 10)”고 지적하면서(Campbell & Scott-Kassner, 2006에서 재인용), 음악적
잠재력과 역량을 지원해 줄 성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인지심리학자 Gardner(1983) 역시 유아들은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음악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생애 초기
몇 년 동안의 풍부한 음악적 경험과 체계적인 교육환경이 유아의 음악적 능력을 보다 진전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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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음악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자질과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유아교사는 질 높은 음악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 모든
교과가 그러하듯 음악교육 역시 교과내용에 관한 지식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외에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교육학적 지식, 가르치는 대상으로써 유아에 대한 지식, 교육목적 및 가치관에 대한 지식이 요
구된다(Shulman, 1987). Kim(2007), 김진영, 엄정애, 이승연(2007)은 유아교사가 배워야 할 음악
적 지식을 3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음색, 박자, 빠르기와 같은 음악적 개념에 관한 지식이며,
둘째는 음악적 개념을 교육학적 지식에 적용하는 것으로, 가령 노래 부르기, 음악 감상, 악기 연주
등의 음악활동을 통한 교수방법이 그것이다. 셋째는 음악을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것으로, 음악환경 구
성과 교육과정계획, 음악수업의 실행에 관련된 지식이 이에 속한다. 위 3가지는 모두 음악교육을 계획
하고 실행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필수적인 지식이지만, 무엇보다 음악적 개념에 대한 지식은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의 실질적인 교수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음악은 다른 예술과 다르게 ‘소리’라는 독특한 비언어적 상징체계를 사용하여 인간의 사고나 감정
과 같은 주관적인 실체를 전달한다(Haines & Gerber, 2000). 음악 속에는 소리와 소리의 특성을 이
루는 다양한 요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조직되어 있으며, 이것은 ‘하나의 음악’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인 음악적 개념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
음악적 개념(musical concept)이란 “음악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음악활동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
이고 핵심적인 아이디어(석문주, 1996, p. 4)”이다. 또한 음악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고, 음악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음악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건으로서(이홍수, 1991), 음악교육과
정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다. 음악적 개념은 어린 아이일지라도 모두 갖고 있으며 다양한 음악적 경
험과 활동을 통해 보다 확장되고 정교화 될 수 있다(Greenberg, 1985). Dolber(1978)는 교사가 멜로
디, 음길이, 빠르기 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한 음악활동을 단기간에 진행했음에도 유아의 음악적 능력
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Persellin(1994)의 연구에서도 교사가 제시하는 음악활동방법
에 따라 유아의 음높이, 멜로디, 리듬 개념의 습득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Hoffer
(2001)는 멜로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사는 멜로디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이 부족하
므로 멜로디를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음악활동을 자유자재로 계획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송주승과 이영백(2006) 역시 리듬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교사는 리듬악기조차
정확히 다룰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음악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교사는 음악에 대한 기본개념 및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음악적 개념의 분류는 학자들마다 다소 견해 차이를 보인다. Greenberg(1985)는 음, 리듬, 멜로
디, 화성, 강약, 음색을 음악적 요소의 개념으로 보았고, Kim(2004)는 소리와 음색, 박, 박자, 리듬,
빠르기, 셈여림, 음높이, 멜로디, 화성을 음악의 기본개념으로 제시하였다. Newman(1995)은 리듬,
멜로디, 구성과 화성, 형태, 속도, 셈여림, 음색으로 나누었으며, Campbell과 Scott-Kassner(2006)
는 멜로디, 화성, 리듬, 음색, 표현을 음악적 요소로 보았다. 이상의 여러 음악적 개념들을 종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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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음악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개념은 다음 8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소리의 질 또는 특성으로
독특한 소리의 차이점을 의미하는 음색(timbre),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인 박을 강약에 따라 묶어
놓은 박자(meter), 박 위의 음의 길이와 셈여림을 시간으로 묶여 구성한 리듬(rhythm), 지속되고 일
관된 박자 안에서 음악의 느림과 빠름을 의미하는 빠르기(tempo), 소리의 강하고 여림을 의미하는
셈여림(dynamics), 음의 높고 낮음 혹은 중간을 의미하는 음높이(pitch), 음높이와 장단, 리듬의 연
합으로 구성되는 음의 흐름인 멜로디(melody),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것을 의
미하는 화성(harmony)이 그것이다. 이러한 음악적 개념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이것을 유아의 음
악적 성장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
로 음악교육이다.
한편 유아의 음악적 잠재력이 양질의 음악교육을 통해 발달된다는 주장이 보편화되면서 국내에서
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음악교육 실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유아교사들이 음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이민정,
2001), 이로 인해 음악교육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기피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광자, 2004; 이영
옥, 1999). 또한, 음악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도 교사 주도적인 집단 활동에 주로 의존하거나, 생활주
제에 국한되어 손쉽게 활용 가능한 음악활동에만 관심을 가지며,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부 편중된
활동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광자, 2004; 김금옥, 2001; 박찬옥, 정미라, 김영옥, 1997;
윤현진, 2002; 정현주, 2005).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유아교사들의 전반적인 음악교육활동의 실
시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초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나, 대체로 교육기관의 유형과 교사학
력 및 경력, 직위 등에 따라 음악활동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음악
활동 실행 여부에 대한 단편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제한점이 있다.
음악적 개념은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음악활동과 통합되어 이루어질 때 보다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음악교육이 될 수 있음(Kemple, Batey, & Hartle, 2004; Newman, 1995)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음악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많지 않다. 먼저, 김지
언(2003), 김혜연과 장예원(1999)에서는 유아교사들이 대체로 음악을 구성하는 기본적 개념을 이해
하고는 있으나, 각각의 음악적 개념의 이해 정도에 있어서는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성경, 이효숙, 임선옥, 박순이, 허은주, 박지애(2003)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사들이 악기 다루기, 몸
으로 박자치기, 율동 등의 음악활동을 음악적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경숙과 김소향(2006)의 연구에서는 음악적 태도나 노래 부르기, 음악 감상과 같은 음악활동에 대
한 교사의 평가는 자주 이루어지는 반면, 유아의 음악적 개념 이해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음악활동 뿐만 아니라 평가과정에서도 음악적 개념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장은주(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이 음악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음악적 개념 지도(60.4%)였으며, 그 이유는 유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를 모르기 때문(73.2%)인 것으로 나타나, 유아교사들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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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위 연구들 역시 음악적 개념에 대한 교사의 이해 정도만을 파악
하고 있어, 교사들이 갖고 있는 음악적 개념이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 전달되고 있는지,
각각의 음악적 개념은 어떠한 음악활동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
렵다.
교사의 질이 핵심이 되는 유아교육과정 특성과 교육내용의 결정시 교사의 지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심성경 외, 2003), 유아교사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지식과 이와 관련
된 활동 수행 정도를 조사하고 분석해보는 것은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특히, 교사가 일선 현장에서
노래 부르기나 악기연주, 음악 감상 등의 다양한 음악활동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각각의 활동 속에
음악적 개념에 대한 지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은 음악교육과정
의 내실화를 위해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자는 음악교육과정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음악적 개념에 초점을 맞
추어, 유치원에서 유아의 음악활동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음악적 개념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음악적 개념과 관련된 활동을 실제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교사양성과정을 통해 경험했던 음악교육 내지는
현장에서의 음악교육의 경험 부재, 교사연수, 교사의 음악에 대한 흥미와 관심, 경험 부족 등은 현재
음악활동지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남소현, 2006; Chen, 2000; Murphy & Brown,
1986)는 가정에 근거하여, 교사 개인의 음악교육의 경험(직전 및 현직 교사교육 경험, 음악 전문수업
경험)과 음악선호도(음악 관련 행사의 참여, 음악 관련 자료의 구입 여부)가 교사의 음악적 개념 이
해와 음악적 개념에 관련된 음악활동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궁극적으로 교사들이 유아의 음악적 능력의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음악교육
과 관련된 직전 및 현직 교사교육과정의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유아음악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해줄 것이다. 본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치원 교사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인식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치원 교사의 음악적 개념에 관련된 활동 수행정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공․사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204명이다. 연구대상 교사의 일반적
인 배경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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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 교사의 일반적인 배경

변

인

교사 연령

최종 학력

기관 유형

교육 경력

담당학급
유아연령

직전 교사교육
경험
음악
교육의
경험

현직 교사교육
경험
음악 전문수업
경험
음악 관련 행사
참여

음악
선호도
음악 관련 자료
구입

구
분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전체*
전문대 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졸
전체*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전체*
0~5년
6~9년
10년 이상
전체*
만 3세반
만 4세반
만 5세반
혼합연령반
전체*
유
무
전체*
유
무
전체*
유
무
전체*
자주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전체*
자주 구입함
구입하지 않음
전체*

빈도 (명)
111
45
47
203
57
118
26
201
118
85
203
98
36
69
203
24
36
86
53
199
165
36
201
109
87
196
171
32
203
81
120
201
137
64
201

* 최종 연구대상 204명 중 무응답자가 있어 이를 제외한 전체 수임.

백분율 (%)
54.7
22.2
23.1
100.0
28.4
58.7
12.9
100.0
58.1
41.9
100.0
48.3
17.7
34.0
100.0
12.1
18.1
43.2
26.6
100.0
82.1
17.9
100.0
55.6
44.4
100.0
84.2
15.8
100.0
40.3
59.7
100.0
68.2
3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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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및 절차
유치원 교사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인식과 음악적 개념에 관련된 음악활동 수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 및 연구(김지언, 2003; 김혜연, 장예원, 1999; 장은주, 2007; Kim, 2004)를 토대로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질문지를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1차로 유아
음악교육 전문가 1인(4년제 대학 및 동대학원에서 유아음악교육을 강의하는 전공교수)의 내용 분석
을 통해 내용 타당도가 있음을 검증받았으며, 그 후 서울 및 경기, 대전에 위치한 공․사립 유치원
10곳에서 근무하는 현직교사 12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안면
타당도를 높였다. 예비조사는 교사가 설문지상에 표기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와의 개별적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질문 내용과 답변이 난해하거나 어휘가 생소하여 교사들에게 혼동을 줄
만한 일부 문항들은 수정․삭제한 후 본 조사에 사용되었다.
질문지의 구성은 교사의 일반적인 배경을 묻는 문항(5문항), 교사교육에 관한 경험을 묻는 문항(3
문항), 교사의 음악 선호도를 묻는 문항(2문항),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인식 정도를 묻는 문항(8문항),
음악적 개념에 관련된 활동의 수행 정도를 묻는 문항(30문항)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배경은 연령,
학력, 경력, 기관유형, 담당학급 유아연령 등으로 구성되었고, 음악교육에 관한 경험은 유아 음악교
육에 관한 직전 교사교육과 현직 교사교육 경험, 과거 음악전문 수업에 경험 유무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음악선호도는 음악관련 행사 및 음악자료 구입에 관한 경향성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는 문항은 음색, 박자, 리듬, 빠르기, 셈여림, 음높이, 멜로디, 화
성을 포함한 총 8가지 음악적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항목 당 음악적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이어지는 5단계 Likert 척도로써 4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는 음악적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음악적 개념과 관련된 활동 수행 정도를 묻는 문항은 8가지 음악적 개념에 해당되는 음악
활동을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전혀 하지 않는다’, ‘2~3달에 한번 정도’, ‘한 달에 2~3
번 정도’, ‘1주에 2~3번 정도’, ‘거의 매일 한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음악적 개념을 어떠한
음악활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듣기와 감상하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몸으
로 표현하기, 음악 만들기, 특정 음악적 개념 학습을 위한 활동(예: 쉼표(

, )를 학습하기 위해

고안된 활동)에 대해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 6가지 음악활동 각각에서 어떠한 음악적
개념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완성된 질문지는 2007년 8월 서울시에게 개최된 하계 교사 직무연수에 참가한
200명의 현직 유치원 교사들에게 직접 배부되었으며 이 중 159부를 회수하였으며, 50부는 연구자들
의 간접 의뢰를 통해 45부가 회수되어 총 204부의 설문지가 최종 연구 자료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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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에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일
2

원분산분석(ANOVA) 및 χ 검증이 실시되었다. 서답형의 경우 내용을 범주화 하여 분석하였고, 순위
를 묻는 문항은 각 순위의 빈도수에 순서대로(1~6순위) 6, 5, 4, 3, 2, 1의 가중치를 두어 이를 곱한
합으로 총점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유치원 교사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인식과 관련 음악활동 수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측정 변인들이 교사의 연령, 학력, 기관유형, 교육경력, 담당학급 유아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분석에서는
교사의 연령이나 학력, 기관유형, 교육경력 등의 변인을 구분하지 않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인식
가. 유치원 교사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인식 정도
유치원 교사들이 음색, 박자, 리듬을 포함하여 총 8가지 음악적 개념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교사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음 색

3.58

.67

1-5

박 자

3.86

.79

1-5

리 듬

3.77

.67

1-5

빠르기

3.88

.80

1-5

셈여림

3.80

.79

1-5

음높이

3.79

.79

1-5

멜로디

3.68

.73

1-5

화 성

3.36

.84

1-5

음악적 개념 (총점)

29.70

4.74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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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 총점의 전체 평균은 40점 만점으로 했을
때 29.70(SD=4.74)으로 나타나, 중간 수준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음악적 개념 각각에
대한 이해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8가지 음악적 개념 중에서 빠르기(M=3.88)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박자(M=3.86), 셈여림(M=3.80), 음높이(M=3.79), 리듬
(M=3.77), 멜로디(M=3.68), 음색(M=3.58), 화성(M=3.36) 순으로 나타났다.

나. 음악교육의 경험에 따른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
음악교육의 경험(직전 교사교육 경험, 현직 교사교육 경험, 음악 전문수업 경험)에 따라 교사의 음
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음악교육의 경험에 따른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

구

분

직전 교사교육 경험
음악
교육의
경험

현직 교사교육 경험
음악 전문수업 경험

평 균

표준편차

유

30.24

4.64

무

27.16

4.57

유

30.88

4.61

무

28.39

4.51

유

30.24

4.62

무

27.00

4.39

F
13.087***
14.375***
13.481***

*** p< .001

<표 3>에 의하면,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는 직전 교사교육 경험 유무(F=13.087, p< .001), 현직
교사교육 경험 유무(F=14.375, p< .001), 음악 전문수업 경험 유무(F=13.087, p< .001)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학 시 유아 음악교육에 대한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교사, 음악교육에 대한 현직 교사교육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 음악 관련 전문 수업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교사가 음악적 개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 음악선호도에 따른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
음악 관련 행사의 참여와 음악 관련 자료의 구입에 따라 교사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에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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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음악선호도에 따른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

구
음악
선호도

분

음악 관련 행사 참여
음악 관련 자료 구입

평 균

표준편차

자주 참여함

30.75

4.52

참여하지 않음

29.15

4.73

자주 구입함

30.13

4.63

구입하지 않음

28.90

4.91

F
5.690*
2.937

* p< .05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음악적 개념의 이해는 음악 관련 행사 참여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F=5.690, p<. 05)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악서적 및 테이프, CD과 같은 음악 자
료의 구입에 따라 교사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음악회 등과 같은 음악 관련 행사에 자주 참여하는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음악적 개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음악적 개념에 관련된 활동 수행
가. 유치원 교사의 음악적 개념에 관련된 활동 수행 정도
유치원 교사의 음악적 개념에 기초한 음악 활동의 실제 수행 정도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제
시된 바와 같이 8가지 음악적 개념의 각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색의 경우 ‘주변 환경
소리’에 관련된 활동은 ‘한 달에 2-3번 정도’의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3달에
한번 정도(35.5%)’로 나타나 자주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체를 이용한 소리’와 ‘목
소리’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1주에 2-3번’ 이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소리’에 관련된 활
동은 ‘거의 매일 한다(35.2%)’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빈번하게 수행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물
소리’는 ‘한 달에 2-3번 정도(44.8%)’의 응답이 많이 나타났으나, ‘2-3달에 한번 정도’의 응답도
31.8%로 나타나 ‘주변 환경소리’, ‘신체를 이용한 소리’와 ‘목소리’에 관련된 활동보다는 다소 저조한
교육 수행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악기 소리’는 ‘한 달에 2-3번 정도(38.6%)’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주에 2-3번 정도(30.7%)’ 순으로 나타났다.
박자의 경우 ‘규칙적인 박’, ‘강박과 약박’, ‘2박, 3박, 4박, 6박’에 관련된 활동은 ‘한 달에 2-3번
정도(35.0%)’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규칙적인 박’ 활동보다 ‘강박과 약박’에 관련된 활
동이 다소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 ‘2박, 3박, 4박, 6박’에 관련된 활동은 ‘2-3달에 한번 정도(27.1%)’
와 ‘전혀 하지 않는다(19.6%)’의 응답도 총 46.7%를 차지하여 다양한 박에 관련된 활동이 자주 수행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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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음악적 개념에 관련된 활동 수행 정도

구

음
색

박
자

리
듬

빠
르
기

셈
여
림

음
높
이

멜
로
디

화
성

분

주변 환경소리
신체를 이용한 소리
목소리
동물 소리
여러 가지 악기소리
전
체
규칙적인 박
강박과 약박
2박, 3박, 4박, 6박
전
체
리듬패턴(길고 짧은 음)
같은/다른 리듬패턴
음표와 쉼표
전
체
보통 빠르게
빠르게/느리게
점점 빠르게/점점 느리게
전
체
큰 소리/작은 소리
아주 크게/아주 작게
점점 크게/점점 작게
갑자기 크게/갑자기 작게
전
체
높은/낮은 음
올라가기/내려가기
같은 음 반복
전
체
멜로디 패턴
같은/다른 멜로디
반복되는 멜로디
올라가는/내려가는 멜로디
전
체
둘 이상 음이 동시에 울림
노래와 반주
합주
전
체

전혀
한 달에
1주에
2~3달에
거의
하지
2~3번
2~3번
한번정도
매일한다
않는다
정도
정도
6( 3.0)
71(35.5) 83(41.5) 34(17.0)
6( 3.0)
5( 2.5)
43(21.5) 66(30.0) 61(30.5) 25(12.5)
3( 1.5)
15( 7.5) 40(20.1) 71(34.8) 70(35.2)
10( 5.0)
64(31.8) 90(44.8) 30(14.9)
7( 3.5)
3( 1.5)
38(18.8) 78(38.6) 62(30.7) 21(10.4)
27( 2.7) 231(23.0) 357(35.6) 258(25.7) 129(13.0)
10( 5.0)
39(19.5) 66(33.0) 64(32.0) 21(10.5)
20(10.1) 49(24.7) 72(36.4) 45(22.7) 12( 6.1)
39(19.6)
54(27.1) 71(35.7) 28(14.1)
7( 3.5)
69(11.6) 142(23.8) 209(35.0) 137(22.9) 40( 6.7)
23(11.6)
48(24.1) 77(38.7) 42(21.1)
9( 4.5)
25(12.6) 46(23.1) 83(41.7) 39(19.6)
6( 3.0)
41(20.6) 63(31.7) 68(34.2) 23(11.6)
4( 2.0)
89(14.9) 157(26.3) 228(38.2) 104(17.4) 19( 3.2)
12( 6.1)
40(20.2) 81(40.9) 55(27.8) 10( 5.1)
12( 6.0)
39(19.6) 79(39.7) 56(28.1) 13( 6.5)
15( 7.6) 47(23.7) 80(40.4) 44(22.2) 12( 6.1)
39( 6.5) 126(21.2) 240(40.3) 155(26.0) 35( 6.0)
8( 4.0) 32(16.0) 77(38.5) 57(28.5) 26(13.0)
9( 4.5)
33(16.5) 82(41.0) 59(29.5) 17( 8.5)
13( 6.5)
43(21.5) 80(40.0) 49(24.5) 15( 7.5)
17( 8.5) 52(26.0) 81(40.5) 37(18.5) 13( 6.5)
47( 5.9) 160(20.0) 320(40.0) 202(25.2) 71( 8.9)
10( 5.0) 49(24.4) 82(40.8) 52(25.9)
8( 4.0)
22(10.9) 45(22.4) 81(40.3) 43(21.4) 10( 5.0)
16( 8.0) 47(23.4) 73(36.3) 57(28.4)
8( 4.0)
48( 7.8) 141(23.4 236(39.1) 152(25.2) 26( 4.5)
17( 8.6) 46(23.2) 79(39.9) 48(24.2)
8( 4.0)
18( 9.0)
54(27.1) 76(38.2) 46(23.1)
5( 2.5)
9( 4.5)
51(25.6) 76(38.2) 55(27.6)
8( 4.0)
20(10.1)
51(25.6) 82(41.2) 41(20.6)
5( 2.5)
64( 8.0) 202(25.4) 313(39.4) 190(24.0) 26( 3.2)
51(25.6)
63(31.7) 63(31.7) 19( 9.3)
3( 1.5)
12( 6.0)
29(14.4) 49(24.4) 53(26.4) 58(28.9)
25(12.5) 64(32.0) 74(37.0) 31(15.5)
6( 3.0)
88(14.7) 156(26.0) 186(31.0) 103(17.2) 67(11.1)

빈도(%)
합 계
200(100.0)
200(100.0)
199(100.0)
201(100.0)
202(100.0)
190(100.0)
198(100.0)
199(100.0)
199(100.0)
199(100.0)
199(100.0)
198(100.0)
199(100.0)
198(100.0)
200(100.0)
200(100.0)
200(100.0)
200(100.0)
201(100.0)
201(100.0)
201(100.0)
198(100.0)
199(100.0)
199(100.0)
199(100.0)
199(100.0)
201(100.0)
20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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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의 경우 ‘길고 짧은 음에 관련된 리듬패턴’과 ‘같은/다른 리듬 패턴’, ‘음표와 쉼표’에 관련된
활동은 전체적으로 ‘한 달에 2-3번 정도(38.2%)’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 ‘2-3달에 한번 정도(26.3%)’로 나타났다. 한편 ‘음표와 쉼표’와 관련된 활동은 ‘한 달에 2-3번 정도
(34.2%)’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3달에 한번 정도(31.7%)’와 ‘전혀 하지 않는다(20.6%)’의
응답이 총 52.3%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자주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기는 ‘보통 빠르게’, ‘빠르게/느리게’에 관련된 활동에서 전체적으로 ‘한 달에 2-3번 정도
(40.3%)’의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주에 2-3번 정도(26.0%)’, ‘2-3달
에 한번 정도(21.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점점 빠르게/점점 느리게’ 활동은 ‘2-3달에 한번 정도
(23.7%)’의 응답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셈여림은 ‘큰 소리/작은 소리’, ‘아주 크게/아주 작게’ ‘점점 크게/점점 작게’ ‘갑자기 크게/갑자기 작
게’에 관련된 활동 모두 전체적으로 ‘한 달에 2-3번 정도(40.0%)’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셈여림 관련 활동은 ‘거의 매일한다(8.9%)’의 응답이 박자, 리듬, 빠르기, 음높이, 멜로디와 같은 음악
적 개념보다 높게 나타나 이러한 음악적 개념 관련 활동보다는 자주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갑자기 크게/갑자기 작게’에 관련된 활동은 ‘한 달에 2-3번 정도(40.5%)’의 응답 다음으로 ‘2-3달에
한번 정도(26.0%)’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셈여림 활동에 비해 수행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높이와 관련된 활동은 전체적으로 ‘한 달에 2-3번 정도(39.1%)’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높은/낮은 음’과 ‘같은 음 반복’ 활동은 그 다음으로 ‘1주에 2-3번 정도’, ‘2-3달에 한번 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라가기/내려가기’ 활동은 그 다음으로 ‘2-3달에 한번 정도’로 나타나 다른 활동에
비해 수행 정도가 다소 적음을 알 수 있다.
멜로디와 관련된 활동은 전체적으로 ‘한 달에 2-3번 정도(39.4%)’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멜로디 패턴’과 ‘반복되는 멜로디’는 ‘1주에 2-3번 정도’의 응답을, ‘같은/다른 멜로디’와 ‘올
라가는/내려가는 멜로디’는 ‘2-3달에 한번 정도’의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화성과 관련된 활동은 전체적으로 ‘한 달에 2-3번 정도(31.0%)’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3달에 한번 정도(26.0%)’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둘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림’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의 응답이 25.6%를 차지하고 ‘2-3달에 한번 정도’가 31.7%로 총
57.3%로 과반수를 넘어 자주 실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노래와 반주’는 ‘거의 매일한다’의
응답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주에 2-3번 정도(26.4%)’로 나타나 ‘합주’와 ‘둘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림’과 관련된 활동보다 매우 빈번하게 실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악교육에 대한 경험 유무에 따라 음악적 개념에 관련된 음악활동의 수행 정도에 차이
가 나타나는지를 χ2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전 및 현직 교사교육의 경험 유무, 음악 전
문 수업 경험 유무에 따라 음악적 개념에 관련된 활동의 수행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회와 같은 음악 관련 행사의 참여와 음악 관련 자료 구입에 따른
교사의 음악적 개념에 관련된 활동 수행 정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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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악적 개념과 관련된 음악활동 수행 순위
유치원 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음악적 개념에 관련된 학습을 어떠한 음악 활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지를 순위를 매겨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음악적 개념과 관련된 음악활동 수행 순위

구
분
듣기와 감상하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몸으로 표현하기
음악 만들기
특정 음악적 개념 학습을 위한 분리된 활동

순위
2
1
3
4
5
6

가중치 총점
793
1,064
672
670
290
278

<표 6>에 의하면, 총 6가지 음악 활동 중에서 유치원 교사들이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활동 1순
위는 ‘노래 부르기’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듣기와 감상하기’, 3순위는 ‘몸으로 표현하기’, 4순위는

‘악기로 연주하기’, 5순위는 ‘음악 만들기’, 6순위는 ‘특정 음악적 개념 학습을 위한 분리된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중치 총점으로 살펴보면, 1순위를 차지한 ‘노래 부르기’의 총점(1,064점)
이 2, 3, 4순위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래 부르기’ 활동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5, 6순위를 차지한 ‘음악 만들기’와 ‘특정 음악적 개념 학습을
위한 분리된 활동’의 가중치 총점은 1순위를 차지한 ‘노래 부르기’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높은 것으로
볼 때,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 음악활동에서 주로 다루는 음악적 개념
유치원 교사들이 듣기 및 감상,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등을 포함한 각각의 음악활동에서 어떠한
음악적 개념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음악활동에서 주로 다루는 음악적 개념

구

분

음색
듣기와 감상하기 32(17.4)
노래 부르기 11( 5.9)
악기 연주하기 8( 4.3)
몸으로 표현하기 6( 3.2)
음악 만들기 14( 7.7)
특정 음악적
13( 7.2)
개념 학습 활동

박자
8( 4.3)
45(23.9)
78(41.7)
22(12.0)
21(11.6)

리듬
46(25.0)
21(11.2)
55(29.4)
62(33.9)
51(28.2)

음악적 개념
빠르기 셈여림
19(10.3) 8( 4.3)
7( 3.7) 1( 0.5)
8( 4.3) 12( 6.4)
54(29.5) 19(10.4)
6( 3.3) 8( 4.4)

55(30.6) 44(24.4) 11(6.1)

음높이
3(1.7)
12(6.4)
5(2.7)
8(4.4)
15(8.3)

멜로디
65(35.3)
86(45.7)
19(10.2)
12( 6.6)
57(31.5)

빈도(%)
화성
3(1.7)
5(2.7)
2(1.0)
0(0.0)
9(5.0)

합 계
184(100.0)
188(100.0)
187(100.0)
183(100.0)
181(100.0)

11(6.1) 16(8.9) 25(13.9) 5(2.8) 18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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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 의하면, ‘듣기와 감상하기’ 활동에서 유치원 교사들은 8가지 음악적 개념 중 멜로디
(35.3%) 개념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리듬(25.0%), 음색(17.4%) 개념 순으로 나
타났다. 이에 비해 셈여림, 음높이, 화성에 관한 음악적 개념은 듣기와 감상하기 활동에서 자주 다루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래 부르기’ 활동에서도 교사들은 멜로디 개념을 45.7%로 가장 많
이 다루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박자(23.9%)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셈여림이나
화성 개념에 관련된 학습은 노래 부르기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악
기 연주하기’ 활동에서는 박자(41.7%) 개념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리듬(29.4%) 개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몸으로 표현하기’ 활동에서 교사들은 리듬(33.9%) 개념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빠르기(29.5%), 박자(12.0%) 개념 순으로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몸으로 표현하기’ 활동에서 화성의 개념은 전혀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만들기’ 활동에서는 ‘듣기와 감상하기’ 및 ‘노래 부르기’ 활동과 마찬가지로 멜로디(31.5%) 개념을 가
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리듬(28.2%), 박자(1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악 만들기’ 활동에서는 빠르기, 셈여림, 화성에 관련된 음악적 개념을 거의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특정 음악적 개념 학습에 관한 분리된 활동’에서 교사들은 박자(30.6%) 개념에
관련된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리듬(24.4%), 멜로디(13.9%) 개념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화성 개념 학습에 관한 활동은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음악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유아들에게 ‘음악적인 배움’이 발생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음악교육
을 담당하는 교사가 유아들에게 노래 하나를 배우고 또 다른 노래를 부르는 등의 음악 활동을 계속적으
로 반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래 부르기와 같은 활동 속에서 유아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떠한 음
악적 개념을 경험해야 하는지’에 관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무엇보다 음악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음악적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 음악교육과 같은 예술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사의 전문적 지식의 하나
인 ‘음악적 개념’에 대해 유치원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음악적 개념과 관련
된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아를 위한 음악교육과정 개발 및 교
사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04명을 대상으로, 이
들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인식정도와 음악적 개념에 관련된 음악활동의 수행 정도를 질문지를 통해 조
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및 이러한 결과가 이론적, 실제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유치원 교사들은 음색, 박자, 리듬, 빠르기, 셈여림, 음
높이, 멜로디, 화성에 대해 대체로 중간 수준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가지 음악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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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중에서는 화성과 음색 개념에 대한 이해가 빠르기, 박자, 셈여림, 음높이, 리듬, 멜로디 개념에
대한 이해보다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화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유아교사들이 가장 모르는 개념이라 응답한 김지언(2003)의 연구와 일치하며,
음색, 화성, 형식에 대한 이해가 셈여림, 빠르기 개념보다 낮게 나왔다는 김혜연과 장예연(1999)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교사교육과정에서 박자, 리듬,
빠르기 개념은 익숙하게 배운 반면 화음, 음색에 대해서는 학습 경험이 적었다고 보고한 장은주
(2007)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해석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 음악교육에 관련한 교사교육 경험이 있거나 음악 전문 수업을 받아 본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음악적 개념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음악교육과 관련된 직전 교사교육 및 현직 교사연수 경험이 음악교과의 내용지식이라 할 수 있는
음악적 개념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직전교사교육 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교육과정에서도 음악적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
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정 악기를 배우는 것과 같은 음악 전문수업의 경험이 교사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
들은 예비 혹은 현직 교사들에게 간단한 악기(예: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전통국악기 등)를 체계적
으로 배우고 직접 다루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거나, 악기를 배우고 다루어 볼 수 있는 강연회
나 연수 등과 같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음악관련 행사에 빈번하게 참여한 교사가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아마도 음악행사의 반복적인 참여를 통해 교사는 음악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 혹은 현직 교사교육에서도 음악회 등과 같은 다양한 음악 행사에 참여해
볼 수 있는 동기나 기회를 제공하여 교사 스스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결과는 양질의 음악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유아교사는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음악적 경험
과 환경에 자주 노출시켜야 하며, 동시에 다양한 음악 레퍼토리와 음악기기, 악기연주에 익숙해지도
록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영연(2003)의 견해를 경험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둘째, 유치원 교사들은 음악적 개념과 관련된 음악활동을 대체로 ‘한 달에 2-3번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적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반수 정도가 음악적
개념을 실제 교육활동 속에서 가르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장은주(200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화성에 대한 개념은 다른 음악적 개념 활동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였는데, 이것은 교
사들이 화성을 유아 발달상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활동에서 자
주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음악적 개념과 관련된 음악활동이 전체적으
로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것은 유아교사는 교육내용을 계획할 때 교과지식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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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려는데 중점을 두므로, 교과내용의 기본개념이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직하는 틀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정욱(1998)의 주장과 연결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또, 현행 6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음악교과의 내용지식에 관한 탐구보다는 생활주제를 중심으
로 하는 음악적 활동을 통해 음악적 개념을 유아들이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부, 1998), 아울러 음악교육의 목표나 내용에 음악적 개념이나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음악활동을 소홀히 대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2007년 개정된
제 7차 유치원교육과정 표현생활 영역에 ‘목소리, 신체, 사물, 악기로 소리의 빠르기, 세기, 리듬 등
을 찾아본다’, ‘신체나 리듬 악기를 통해 간단한 리듬 패턴을 만들어본다’ 등 음악적 개념과 요소를
찾아보고 이러한 개념들을 다양한 음악활동과 방법으로 표현해보도록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명시
(교육인적자원부, 2007)한 것은 음악교육과정에서의 핵심지식이라 할 수 있는 음악적 개념의 중요성
을 강조한 결과라 보겠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적 개념을 ‘아는 것’과 교
수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므로 예비 교사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연수
과정에서도 음악적 개념을 ‘다양한 음악활동 속에서 어떻게 융합하여 지도할 수 있을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에 초점을 두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전 및 현직 교사교육 및 음악 전문수업 경험, 음악 관련 행사 참여와 음악 관련 자료 구입
에 따라 음악적 개념에 관련된 활동 수행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에 관련된 교사교육 경험 및 음악 전문수업, 음악관련 행사
참여 경험이 있었던 교사가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교육행위의 실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의미있는 결과
라 하겠다. 다시 말해, 직전 교사교육 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교육, 그리고 음악전문 수업의 경험 등
이 음악적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데는 도움을 제공하였지만, 음악적 개념
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지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는 못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에 있어 음악적 개념에 관련된 내용 및 실제 교수방법에 대한 실제적
인 재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음악교육과 관련된 현직 교사연수과정에서도 교사들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지식과 이러한 개념들을 실제 활동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장 적용
이 용이한 교육내용 구성과 교수방법에 대한 지도가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직 교사들
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진행할 때 그들이 가진 음악적 개념을 자연스럽게 활동내용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실천적 교수능력의 배양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어떻게 음악의 빠르기나
음높이, 멜로디 등과 같은 음악적 개념을 유아들이 인식, 탐색,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음악활동을 계획할 때 다수
의 교사들이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 자료집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정현주, 2005), 음악적
개념과 관련된 교사용 음악활동 지도 자료집 개발 및 보급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유치원 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음악적 개념을 어떠한 음악활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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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결과, 듣기와 감상하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몸으로 표현하기, 음악 만들기, 특정 음악개
념 학습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 총 6가지 음악 활동 중에서 ‘노래 부르기’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거의 실시되지 않는 활동은 ‘음악 만들기’와 ‘특정 음악적 개념 학습을 위한 활동’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음악교육이 대체로 ‘노래 부르기’ 활동에만
국한되어 유아들이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한 국내 선행 연구 결과(김광
자, 2004; 김금옥, 2001; 박찬옥, 정미라, 김영옥, 1997; 이영옥, 1999; 윤현진, 2002; 장은주,
2007)와 일치하는 것이며, 노래 부르기 활동에 비해 음악 창작하기 활동은 매우 저조하였다고 보고
한 Scott-Kassner(199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노래 부르기’ 활동이 ‘음악 만들기’나

‘음악적 개념 학습을 위한 활동’ 보다 빈번하게 실시되는 것은 노래 부르기를 즐기는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 학습 경험
이 가장 높았던 것이 ‘노래 부르기’였고(윤현진, 2002), 반대로 학습 경험이 가장 낮은 것이 ‘음악 만들
기’였다는 점에서 볼 때(장은주, 2007), 이러한 학습 경험이 실제 교사의 교육활동 실행에 영향력을 행
사했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노래 부르기 위주의 음악 활동은 음악교육의 내용과 형태, 교수방법에
있어서 제한점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악기의 활용이나 음악 감상, 즉흥 연주 및 신체 표현 등 다양한
음악활동과의 통합과 전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방은영, 박찬옥, 2005). 따라서 결과적으
로 유아들은 자유로운 음악표현 기회와 음악활동의 통합적 경험, 더불어 다양한 음악적 경험들을 제공
받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교사는 노래 부르기 활동 이외에도 악기 연주, 음악 듣기와 감상, 신체 표현,
음악 만들기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예비 혹은 현직 교사교육과정에서
도 음악적 개념을 다양한 음악적 활동에 접목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이 듣기 및 감상,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등 각각의 음악활동에서 어떠한 음
악적 개념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멜로디나 리듬, 박자 개념은 다양한
음악활동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반면 음높이, 화성 개념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화성이나 형식 등과 같은 음악적 개념보다 음악적 개념의 3요소라 일컫는 리듬, 멜로
디, 박자에 대해 교사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김지언, 2003), 실제 이러한 개념들이 쉽게
드러나고 표현되는 노래 부르기나 감상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음악적 개념보다는 더
빈번하게 다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각각의 음악활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음악적 개념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듣기와 감상하기’ 활동에서는 멜로디와 리듬, 음색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음색은 다른 음악활동보다 ‘듣기와 감상하기’ 활동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소리의 특성을 구분하
고 알아 맞춰보는 활동’에 주로 초점을 두어 듣기 활동을 진행한다는 권종애(2002), 김금옥(2001)의
주장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유아들이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는 가운데 가락, 화성, 형식, 구조, 성
부조직, 빠르기, 음색 등의 음악적 개념을 탐색하고 비교하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Haines & Gerber, 2000), 교사는 어느 한 가지 음악적 요소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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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음악적 개념들을 포함하여 감상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 ‘노래 부르기’ 활동에서는 멜
로디와 박자 개념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노래 부르기 활동의 특성상 멜로디나
박자와 같은 음악적 개념 적용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정현주(2005)의 연구에서도 노
래 부르기에서 교사들은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 부르기’, 또는 ‘노래 따라 부르기’, ‘노래에 맞춰 손뼉
치기’ 활동을 주로 진행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악기 연주하기’ 활동에서는
박자와 리듬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주로 ‘리듬악
기’를 사용하여 악기연주를 지도하며(김금옥, 2001; 송주승, 이영백, 2006), 연주 활동 시에도 ‘노래
와 음악에 맞추어 연주해보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기 때문(김지언, 2003; 정현주, 2005)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악기 연주는 리듬이나 박자 개념 이외에도 음색, 멜로디, 화성을 탐색하
고 다양한 연주형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악기들을 제공하여 자유로이
악기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몸으로 표현하기’에서는 리듬, 빠르기,
박자 개념이 주로 다루어지며 특별히 다른 음악활동에 비해 빠르기 개념 학습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발달 특성상 신체 동작과의 관련 속에서 리듬 감각을 보다 쉽게
체화하고(Greenberg, 1985), 빠르고 느린 음의 속성이나 특성을 언어나 음악창작 보다는 몸으로 용
이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바람직한 유아음악교육은 유아들의 심미적인 잠재력 개발을 목표로,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추어 음악
적 개념과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제시될 때 가능하다(장은주, 2007). Peery(1993) 역시 유아에게 음
악활동은 음악적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 인지적 측면과 자신이 이해한 음악적 개념을 능동적으로 표현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함께 제공해야 음악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음악 감상이든, 노래 부르기든, 악기연주이든지 간에 한 가지 음악활동을 통해 모든 음악적 개념을 한꺼
번에 지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음악활동 속에 어떠한 음악적 개념이 보다 치중되어 있고
어떤 개념이 도외시 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 교과내용에 충실하게 음악활동을 균형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교사는 유아들이 리듬이나 음색, 멜로디 등의 음악적 개념을 노래 부르기 활동뿐만 아
니라 악기 연주, 몸으로 표현하기, 음악 감상 등의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통합
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예비 혹은 현직 교사교육과정에서도 음악교과교육과정
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교과지식인 음악적 개념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국․공립 사립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음악교과의 내용지식으로써 음악적 개념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정도와 실제 활동 수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연
구 방법 측면에서 설문지 분석에 의한 한정적 연구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실제 활동 수행을 관찰하거나 심층적 면담을 통한 보다 생생한 그들의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인식과 음악적 개념과 관련된 활동의 수행과 음악 활동 실시에서의 어려움이나 문제점, 고충을 밝히
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음악적 개념들이 어떻게 수업활동에서 직접적으로 반영되
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적인 분석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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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ndergarten Teachers' Recognition of Musical Concepts
and Actual Practices
Ohm Jung Ae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
Song Jung (Part-time lecture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

This study was aimed to concretely find out kindergarten teachers' recognition of musical
concepts and the degree of their actual practices related to that. In order to do so, the
researchers of this study distributed questionnaires to 204 teachers who have worked for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s, and collected the corresponding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found that teachers had more than a medium level in the
understanding of musical concepts. Obviously, it is noted that the kindergarten teachers who
have taken the pre-service and in-service education related to children's music and special
music education classes, and have frequently participated in music-related events understood
musical concepts better than others. Second,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ir activities
concerning musical concepts were conducted approximately "2 to 3 times a month"; thus, it
turns out that their musical concepts have not been applied sufficiently compared to their
understanding of it. In addition,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ctual practices concerning musical concepts in accordance with the pre-service and
in-service education related to children's music, experience of taking special music education
classes, participation in music-related events, and the purchase of music-related materials.
Third, it is noted that teachers have performed the singing songs activity most among various
activities related to musical concepts. Meanwhile,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concepts of
intensity, pitch, harmony have not been treated as often, while the concepts of melody, rhythm
and beat have been treated frequently in music activities.
Key words : musical concept, music education, teacher's recognition, music ac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