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교육공학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2018. 4. 16. Vol.35, pp. 21~41
http://dx.doi.org/10.30832/JMES.2018.35.20

예비유아교사의 협업능력 증진을 위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의 구성 및 효과 탐색
방은영
본 연구는 미래 유아교육현장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요구되는 협업능력의 증
진을 위하여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예비유아교사 64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탐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구성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은 자율적 팀 빌딩(주제선정, 팀 구성
및 역할분담), 교수자의 학습주제 안내, 모둠별 탐구활동(개별학습 및 준비), 모둠별 발표, 동료평가와 학습 성찰의 5가
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적용효과는 예비유아교사들의 협력적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으며 협업능력 발달정
도는 6.00 (7-Likert scale)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적 음악활동이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적 지식 및 기능의 습득 뿐
아니라 협업능력의 증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비유아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학습자 중심 교과운영 및 협업 환경의 제공을 위한 교육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예비유아교사의 협업능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논하였다.
* 검색어: 예비유아교사, 협업능력, 협력적 음악활동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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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예비유아교사는 교사가 되기 위한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인 동시에 자신이 경험한
유아교육관련 지식과 교수방법 등을 유아발달에 적합하게 유아교육과정에 도입하고 새롭게 발전
시켜 나아갈 미래 유아교육현장의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교
직관을 실천적으로 검증하고 성찰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토론
과 피드백 활동 및 교수실제의 경험, 그리고 문제해결중심의 교육 등을 통한 실천적 지식 습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질 높은 수업의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운지, 2016; Patrick, Jeon
& Townsend, 2005).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유아교사 양성과정을 살펴보면 내용과 방법 면에서
대부분 이론위주의 강의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아교사의 전문적 자질계발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
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인수정, 2016). 이와 더불어 미래사회 인재의 핵심역량으로 주목
받고 있는 협업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는 여전히 경쟁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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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기정, 2003). 즉,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반드
시 수강해야할 학과목들에 대한 심적 부담감과 더불어 점차 더 확대・시행되어가고 있는 상대평
가로 인한 개인주의의 팽배 등으로 인해 더욱 협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
인 것이다(정명화, 김진숙, 2000).
이와 같은 경쟁체제 하에서는 각 학과목이 추구하는 지식의 습득은 가능할지 몰라도 예비유아
교사의 정의적 발달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이희도, 1997). 동료를 시기하
거나 적대감을 가지게 되며 교수자나 행정체제에 대한 비호의적인 감정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나
타나 이는 곧 학업성취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교수자 중심, 또는 경쟁적 학
업분위기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유아교사로서 지녀야 할 전문적 자질의 함
양과 더불어 협업능력의 증진을 위한 수업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협력적 활동은 소속된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주어진 과제를 협력하여 수행하고 다함께 보상 받는 방법(McWhaw et al., 2003)으로서 무엇보다
이질적인 능력과 수준을 지닌 학습자들을 팀원으로 구성하여 팀원 간의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결과보다는 과제수행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학습과제와 교수자의 재량에 따
라 형식과 비형식을 넘나드는 가운데 참여하는 학습자들 간의 원만한 수평적 활동과 다채로운 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한정선 외, 2011).
이와 같은 맥락에서 Johnson, Johnson과 Holubec(1994), Cohen(1994), 그리고 Jenkins, Antil,
Wayne과 Vadasy(2003) 및 Sapon-Shevin(2004)은 협력적 활동을 공동의 학습목표를 향해 학습자
들끼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특히 Sapon-Shevin(2004)은 협력적 활동
이야말로 집단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가지면서 경쟁우월주의나 개별성취를 위
한 구조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통해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서로 다
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가운데 기존의 생각과 지식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기술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Slavin(1995)과 이동원(1991)은 협력적 활동에 대하여 성, 인종, 능력
등에서 이질적이고 학습능력이 각각 다른 학생들이 서로 돕는 가운데 공동의 학습목표를 향하여
소집단별로 함께 활동하는 수업방식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유아교사 양성과
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수강하게 되는 아동(유아)음악 과목은 예비유아교사들로 하여금 단순한 지
식의 습득을 넘어 그 내용에 있어 협업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도 실제적인 활동을 제
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음악 과목은 교사와 유아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결과가 잘 드러나는 과목이니 만큼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음악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를 신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대부분 이론 위주의 수업
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음악교수-학습 방법 및 음악이론을 실제와 접목하여 경험하도록 하되 무엇보다 예비유
아교사 자신이 음악본질에의 즐거운 체험을 통해 자신의 음악능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다(방은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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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아교사가 음악 실제의 체험을 동료들과 여럿이 함께 협력하여 성취해 보는 경험은 연주
자로서 만이 아니라 감상자 및 비평가로서의 안목을 심어주고 무엇보다 음악교육에의 자신감을
고취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협력적 음악활동은 예비유아교사로 하여금
음악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학업성취 및 만족도의 증가와 더불어 학생 상호간의 긍정적 관계를
개선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유능감을 보이도록 할 것이다(박성익, 1998).
이와 같이 아동음악 수업에서 협력적 음악활동이란 예비유아교사가 학습의 주체자로서의 권한
을 가지고, 공동의 팀원 간에 주어진 음악성취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환경에서 적극적 주체
로서 자기 성찰 및 집단 성찰의 기회를 갖는 가운데 협력적 음악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유아교육현장은 교사 간의 분업 뿐 아니라 협업의 조직문화가 다
양한 형태로 요구되어지고 실재 존재하는 사회이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줄 아는 유아교사
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유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성숙한 교실문화를 창출하는 핵심요인
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이정아, 강한나, 2012). 그러므로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상대평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나친 개인주의와 경쟁적인 학습 문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를 보
다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아동(유아)음악 수업을 통해 더욱 더 협력적 음악학
습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강인애, 정은실, 2010).
협력적 음악활동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참여를 촉진시키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여야 하며(주현재, 강인애, 2011) 협동학습의 장려와 실천을 돕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김희봉,
2009; 한명숙, 2004; Johnson, Johnson＆ Stanne, 2000). 세부적으로는 5-6명 내지 10명이내로 구
성된 소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협력적으로 하는 공동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
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예비유아교사는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자주적이고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보다 더 스스럼없이 발휘하고 즐기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예비
유아교사를 위한 협업적 음악활동의 제공은 이후 전문적 역량을 갖춘 유아교사로서 유아교육 현
장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협업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울 것이다(오채선, 2010).
이상에서 살핀바와 같이 협력적 음악활동은 예비유아교사가 자신이 속한 팀원들과 음악을 매개
로 상호작용하고 토의하는 경험을 하며 서로 다양한 정보와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교류하여 자신
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과 음악관련 지식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협업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
다. 무엇보다 협력적 음악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요인으로 전성연 외(2007)와
Oortwiin 외(2008), 그리고 McWhaw 외(2003)는 소집단 활동, 상호 협응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 제시, 과제 수행과정에서의 상호작용과 동등한 기회의 제공, 그리고 자신의 아
이디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잘 전달 할 수 있는 학습 환경, 과제 수행의 책임과 학습향상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비숫한 맥락에서 Kagan(1995)과 Cohen(1994), 그리고 McNeill과 Payne(1996)은 공통적
으로 협력적 활동의 기본원리를 긍정적 상호의존성, 동등한 기회제공, 개인적 책임, 동등한 참여,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내의 학자들(신은수, 1993; 이숙현, 1995; 이태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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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긍정적 상호의존성, 개인적 책임감, 또래와의 상호작용, 개인의 상호적 사회기술을 주요한 구
성원리로 구분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현정(2005)은 여기에 동등한 참여를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협업능력 증진을 위한 협력적 음악활동을 위
해 제공되어야 할 중요한 원리는 적절한 소그룹의 구성, 공동의 목표, 상호의존성, 책임감, 긍정적
상호작용 및 사회적 기술로 요약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협업능력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들(안부금, 2003; 이효숙, 2004; 이현정, 이대균,
2009)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유아교육 관련 지식, 기술, 태도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로서
예비유아교사가 지녀야할 핵심역량으로서 협업능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의 협업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 아동음악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을 구성하고 적용해 봄으
로써 그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유아교사의 협업능력 증진을 위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유아교사의 협업능력 증진을 위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의 적용 효과는 어떠
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절차

가. 협력적 음악활동모형 구성을 위한 문헌연구 및 구성 과정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은 자율적인 소집단 규모의 모둠별 운영을 통하여 예비유아교사의 협업능

력을 계발시키고 더불어 학업성취 및 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성취하기 위한 음악활동 과제의
완성도를 증대시켜 내면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어 온 다양한 협동모형들을 살펴보았다. 이중 학
생 팀 학습모형으로서 수업절차가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처음 협동 활동을 시작
하는 예비유아교사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STAD(Student Team Achievement Division: 성취과제
분담학습)모형을 살펴보았다. 이 모형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Slavin 등이 개발한 것으로 공
동의 과제해결 중심으로 학습과제 제시 및 소집단 학습단계, 평가 및 집단 보상 체제를 추구하는
가운데 뚜렷한 역할분담이 없는 공동의 학습구조를 갖는다. 여기에 Sharan과 Sharan(1976)이 학습
과제의 선정에서부터 학습 계획, 집단의 선정, 집단과제의 분담, 집단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사의
역할을 최소화 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을 지닌 GI(Group
Inverstigation: 집단탐구)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후 이 두 가지 모형을 기반으로 이운지(2016)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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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구성하여 개발한 통합모형을 토대로 Kagan(1985)이 주어진 과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위
한 소집단 내 역할분담과 학습자의 능동적 탐구활동을 포함하고 개별학습 및 준비를 포함해 구성
원 간 협동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자율적 협동활동(Co-opCo-op) 모형의 장점을 첨가해 본 연
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동음악수업을 통해 실현가능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을 구성할 수 있었
다. 아동음악 수업에서의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은 유아교육 교수 2인의 수업 컨설팅 과정을 통해
모형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로 하여금 아동음악 수업에서 배우는 다양한 음악이론과 음악교수
법의 실제 체험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해 스스로 음악교수활동을
준비하고 실행해 보기 위해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모둠별 발표의 기회 갖기를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에 중요하게 포함시켰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자신들이 협업을 통해 성취해야 할 음악 과
제들을 이론의 습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음악교육의 내용들인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감상하기, 즉흥연주하기, 신체표현하기(방은영, 2017; 이효숙,
2004; 전현미, 2012)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자는 각 모둠이 수행해야 할 음악과제 수행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총 10주 중 협력적 음악
활동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7주 동안 수행할 협력적 음악활동 주제와 협력적 음악활동 과정 보
고서를 구성하여 제안하였다. 협력적 음악활동 과제의 내용과 과제 운용방안은 음악을 전공한 유
아교육 교수 1인과 유아교육 전공 교수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기존 협동학습 모형의
분석에 기반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의 구성내용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존 협동학습 모형의 분석에 기반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의 구성내용

나.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2학년 중심의 학생 총 64명을 대상으로 매년
유아교육과 2학년 1학기 필수과목으로 진행되는 아동음악 수업에 활용할 협력적 성취과제 모형을
선정하고 적용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적용대상 학생들로부터 수업 첫 주에 연구윤리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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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을 통한 동의절차를 거쳤다. 적용대상 학생들의 나이는 2017년 3월 기준 평균 21. 98세이며
성별은 여자 61명, 남자 3명으로 이는 학과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된다. 아동음악 수업 첫 주
에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대학 입학 후 수강과목 별 과제 수행 과정에서 협업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56%)하였으며 이러한 협업의 경험이 대부분 과제 수행을 위한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요즘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대평가로 인한 학생들 간의 위화감 저
하와 유아교사로서 필요한 협업능력 증진 및 개인의 음악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함을 말해 주
었다(82%). 아동음악 수업은 교직현장에서 필요한 체계적 수업준비를 위한 이론 및 실제를 다루
는 교과목으로 무엇보다 실천적 지식을 중요시하는 과목이다. 아동음악 수업에서는 유아 음악교
육의 목적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주요하게 다루며 누리과정 예술경험영역(교육과학기
술부・보건복지부, 2013)과 유아교사가 유아음악교육과 관련해 지녀야할 기초로서의 음악적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과내용(방은영, 2015)을 토대로 음악교수효
능감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음악활동의 기초내용으로서 노래 부르기, 음악감상하기, 신체표현하
기, 악기연주하기 등의 매용을 포함한 음악활동의 실제에 초점을 맞춘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 학습자 요구분석
아동음악 첫 수업시간에 교수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아동음악 수업의 방향 소개 및 연구관련 안
내를 진행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요구분석 관련 선행연구들(조혜진, 김옥주, 2012; 김현영, 2013)
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제시한 학습자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물리적, 시간적 어려움과 더불어 개인적인 일들에 방해가 되거나 부가적인 일
을 수반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음악을 통한 매우 도전적이고도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보여주었다. 또한 바쁜 학기동안 추가적으로 별도의 시간을 내
어 자신이 속한 팀이 무언가를 완성해서 보여주어야 만 한다는 부담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연구
자는 이러한 학습자 요구분석 결과를 종합해 많은 학생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협력적 음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으며 학
생들과의 전체 운영 시간 및 팀별 미팅 시간 정하기 등을 최우선으로 실시하였다. 협력적 음악활
동에 대한 학습자 요구분석 조사 결과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협력적 음악활동에 대한 학습자 요구분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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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의 실행절차 및 주차별 활동내용과 교수자 역할
본 연구에서 구성하고 적용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의 각 단계별 학습과정을 교수자 역할, 그
리고 구체적인 주차별 활동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의 각 단계별 학습과정
주차 실행 절차
Orientation
1주

협력적 음악활동의 주요내용
주제선정
및 소집
단 구성

‣주제탐구 및 토의
‣집단별 하위주제 선정

과제수행위
Self Control
‣팀원 선정 및 팀명 정하기
한 계획 수
Team
‣팀 구성원 분석
립 및 역할
Building
‣역할분담
분담

2주
~
8주

‣전개
협력적 음악활동의 실행
- 총 8회(중간, 기말고사 기간 제외)
- 예비유아교사의 음악하기
(musicing)
교수자의
모둠별
음악활동 과제
학습주제
•오르프
악기연주
•뮤지컬(1, 2)
안내
•Body Percussion
•Cup 타 •무반주 아카펠라
•스토리텔링 음악 연주(1,2)
•음악감상곡에 맞춘 악기 퍼포먼스
‣협력적 음악활동 과정 보고서 제출

‣ 모둠별 연습

Collaboration

모둠별
탐구
활동

‣협력적 음악활동에 대한 소개
‣협력적 음악활동에 대한 선호
도 조사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안내
- 모둠별 음악활동에 필요한 선
수지식 설명

‣도입

Instruction

교수자 역할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의 실행
- 협력적 음악활동 수행을 위한
사례 내용 제시
- 다양한 시청각 매체 및 음악
교구 등의 활용
- 질문을 통하여 활동내용의 이
해 확인하기
- 팀원별 주어진 역할수행 및
토의, 비평, 감상하기
- 모둠별 발표 준비를 위한 자
발적 성찰의 기회 갖기
- 과제성취를 위한 발전적 도모
의 시간 갖기
- 과제수행 연습기회 제공
- 과제수행 단계 확인

‣탐구활동
- 다양한 자원으로 부터 정보 파악
- 지식의 정교화
-

협동학습 가이드 제공
자료탐구 도입
자료의 해석 및 종합도움
협동적 상호작용 독려

‣모둠별 활동
- 협력적 음악활동 계획 및 운영
- 탐구활동 결과의 설명
조정
- 발표회 계획 수립 및 수업 자료 - 협력적 음악활동 대한 토의 및
개발
상호작용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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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실행 절차

협력적 음악활동의 주요내용

교수자 역할
- 구성원 참여유도
- 모둠별 발표회 순서정하기 및
조정

9주

10
주

Achievem-ent

모둠별
발표

‣모둠별 발표회
(200석 규모 홀에서 학과
선・후배 및 동료학생과 교수 초청
하여 총 9팀이 발표)
- 모둠별 발표
•오르프 악기연주 •뮤지컬(1, 2) • - 발표관람 및 종합토론
Body Percussion
•Cup 타 •무반주 아카펠라
•스토리텔링 음악 연주(1,2)

평가

‣발표회 분석
‣동료 평가-집단 간 코멘트
‣학습 성찰

- 집단 간 평가 및 피드백 토의
진행
- 학습내용 정리
- 학습 성찰 및 발표

적용점
모색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적용점 모색

‣ 유아교육현장 음악교육 관련
사례 소개 및 피드백

Reflection

4.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의 적용효과 분석
본 연구는 협력적 음악활동의 적용 후 아동음악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유아교사들의 협력
적 음악활동에 대한 선호도와 협업능력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동료평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협력
적 음악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예비유아교사 개인별로 ‘좋아한다’, ‘보통이다’, 또는 ‘싫어한다’의
세 가지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전체 응답 수에 대비한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협업능력 수준 발달에
대한 동료 평가는 Sikorski(2009)의 Team Knowledge Sharing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팀 내 동료의
팀 과제 이해능력, 효과적인 절차 사용, 효율적 정보교환, 긍정적인 상호작용, 적극적 과제 수행,
의사소통 방법, 자료의 활용, 환경조건 인지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설문의 각 요소는 7-Likert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으며 응답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체 평균 수치와 각 문항별 평
균 수치로 각각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협력적 음악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변화과정에서의 반응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 위하여 협력적 음악활동 과정 보고서 제출을 통해 협력적 음악활동의 실행과정 중 느낀 점
과 개선점 등을 개별보고서의 형식으로 A4용지 1/4 분량의 쪽지에 기술하여 총 4회 제출하도록
하였다. 협력적 음악활동 과정 보고서의 내용은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내용으로 구분하고 다시
협업능력 체득과 음악기능 및 지식 습득과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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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을 구성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탐
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하여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1.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의 구성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은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소집단 운영을 통하여 예비유아교사의 협업능
력을 증진시키고. 모둠별 발표를 통한 팀별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율
적 팀 빌딩(주제선정, 팀 구성 및 역할분담), 교수자의 학습주제 안내, 모둠별 탐구활동(개별학습
및 준비), 모둠별 발표, 동료평가와 학습 성찰의 요소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학
습자의 요구와 15주간 진행되는 유아음악교과가 성취해야 할 수업의 목표 및 내용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구성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은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
앞의 그림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은 각 모둠 별 주제선정, 팀 구성 및
역할분담을 팀원 간에 자율적으로 분담하고 계획할 수 있는 자율적 팀 빌딩 활동과 모둠별 탐구
활동의 전 단계로서 학습자 중심의 협력적 음악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적 자질을
지닌 교수자가 매 수업 차시마다 예비유아교사들이 수행하여야 할 협력적 음악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뿐 아니라 포괄적인 학습주제 안내를 포함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모둠별 탐구활동 과정에
서 개별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끊임없이 개인의 음악발달 및 발표의 기회도 고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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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둠별 발표회를 실시함으로써 예비유아교사들 간의 협업을 통한 성취경험과 이
를 통한 학습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유아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모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예비유아교사의 협업능력 증진을 도모하는 차
원에서 효율적 내용을 지닌 협력적 음악 모형은 1단계 자율적 팀 빌딩(주제선정,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2단계 교수자의 학습주제 안내, 3단계 모둠별 탐구활동(개별학습 및 준비), 4단계, 모둠별
발표, 5단계, 동료평가와 학습 성찰의 절차를 지닌다.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은 아동음악 수업 과정 중 총 10주간 적용・실행되었다. 먼저 1주차는 아
동음악 수업 전체 및 본 연구의 목적 및 협력적 음악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15주 간 진행될 아동음악 교과에서 주요하게 다룰 수업내용과 향후 교사로서 유아
들을 가르치기 위해 반드시 경험해야할 음악활동의 실제 중심의 성취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과제수행을 위해 구체적인 모둠별 논의를 진행하였다. 교수자는 소그룹이 활동주제에 따라 자유
롭게 4~10명으로 구성원이 적절히 분배되도록 유도하였으며 한 학기 동안 소그룹 및 전체 활동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및 팀별 활동을 위한 모임일정을 논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어
서 자율적 팀 빌딩(Self Control Team Building)을 위한 계획수립 및 활동방향의 논의와 팀명 정하
기와 역할 분담을 진행하였다. 팀명은 협력적 음악활동 과제별로‘뮤지컬 팀’,‘신체악기 팀’,‘악기합
주 팀’등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팀 구성원의 팀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증진시키고자 각자 맡은 임무
로서 소품 담당, 연락담당, 등의 세부적인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교수자의 협력적 음악활동 주제에 대한 안내(Instruction)는 모둠별 협력적 음악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안내하고 실천적 예시 자료의 제공 및 이를 분석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되
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이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효
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이전 사례를 들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주부
터 모둠 별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에 따른 활동(Collaboration)이 8주까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은 협력적 음악활동 과정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협력적 음악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교수자로부터의 피드백을 경
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9주차 협력적 음악활동의 완성단계(Achievement)에서는 지난 8주간 준비
한 모둠별 발표를 진행하였다. 학기 초에 정한 날짜에 별도의 장소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이외에 유아교육 교수 및 학우와 지인 등을 초대해 발표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는 가
운데 팀별 화합의 기회제공과 더불어 객관적인 평가의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10주차에는 모둠별
발표회 이후 자신이 포함된 팀과 다른 팀의 발표를 감상하면서 동료평가 및 학습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종합토론 형식으로 팀 간 동료피드백을 교류할 수 있도
록 하였다.

- 30 -

예비유아교사의 협업능력 증진을 위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의 구성 및 효과 탐색

2.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의 적용효과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의 적용효과를 협력적 음악활동에 대한 학습자 선호도, 협업능력 수준발
달, 협업과정에 대한 학습자 성찰내용 분석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협력적 음악활동에 대한 학습자 선호도
다음의 그림 4은 본 연구에서 구성하고 적용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의 적용 전과 후의 협 학
습자 선호도를 비교한 도표이다.

BEFORE

AFTER

[그림 4] 협력적 음악활동에 대한 학습자 선호도의 전·후
위의 그림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전 조사 결과,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는 대학 진한
후 협력적 과제수행 경험을 다수 보유(56%)하고 있는 반면 협력적 음악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묻
는 질문에 과반수이상이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싫어한다=59%, 보통이다=5%, 좋아한다=36%).
협력적 음악활동을 진행 한 이후 사후검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의 협력적 음악활동에 대한 선호
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좋아한다=67.2%, 보통이다=19.4%, 싫어한다
=13.6%). 특히 협력적 음악활동을‘싫어한다’라는 응답이 현저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싫어한다’고 응답한 부정적 생각을 가진 학생과‘보통이다’라는 중립적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예비유아교사들이 본 연구의 협력적 음악활동 과정 중 태도의 변화와 함께 직접 참여 빈도
가 증가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그룹별 음악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나. 협업능력 수준 발달
9주간 협력적 음악활동을 경험한 후 예비유아교사들은 팀 내 동료들의 협업능력을 진단하는 설
문에 응답하였다. 협업능력 수준 발달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는 다음의 그림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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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6.0

[그림 5] 협업능력 발달 수준 동료평가 결과
앞의 그림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팀 과제 이해능력, 효과적인 절차, 정보의 활용, 자료의 활
용, 긍정적 상호작용, 적극적 과제 수행, 의사소통 방법, 환경조건 인지능력과 관련하여 예비유아
교사들은 팀 내 동료의 협업능력을 7-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협업능력 수준 발달 정도
는 평균 6.00으로 협업과 관련한 수행정도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긍정적 상호작용(6.41)과 적극적
과제수행(6.38), 그리고 자료 활용 능력(6.24) 영역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방법(6.090)과 팀 과제 이해 능력(6.16)영역이 평균이상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효과적 절
차 사용(5.62)과 효율적 정보교환(5.40)영역은 평균 보다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협업능력 발달 수준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는 협력적 음악활동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협업능력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상호작용과 적극적 과제 수행, 그리고 자
료 활용 능력이 높게 평가된 이유는 개인의 음악발달을 도모하는 분위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팀원 간의 뚜렷한 역할 분담과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협력적 분위기의 활성화를 통해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또한 팀별로 성취해야 할 과제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응하고 음악적
인 완성도를 높이려는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활동 자료를 더욱 더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다른 팀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음악 성취과제에 대한 완성도
를 높이려는 적극적인 팀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효과적 절차사용과 효율적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이유는 팀 내 음악성취를
위한 협력적 활동 과정에서 상호 의사소통이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응을 위
한 구체적인 절차가 자주 생략되거나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본격적으로 협력적 음악활동이 실행되기 전부터 소집단을 이루는 학생들 간의 친밀감 형성의 기
회가 부재했음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팀원 간의 효율적
인 의사소통 기술의 습득과 역량발휘의 기회가 없었고 이를 통해 협력적 음악활동의 수행 전부터
팀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촉진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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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업과정에 대한 학습자 성찰내용의 분석
협력적 음악활동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의 협업능력 증진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경험의 내
용과 느낌을 알아보기 위하여 과제성취 후 제출한 개별 성찰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3은
학습자의 협력학습에 대한 긍정적 개별 성찰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협업능력 체득관련 내
용은 두 줄 실선으로, 음악적 성취로서 음악지식 및 기능 체득과 관련된 개별 성찰내용은 괄호
( )안에 표시하였다. 학습자 성찰내용의 분석을 긍정적 개별 성찰 보고서와 부정적 개별 성찰 보
고서의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2, 표 3과 같다.

<표 2> 긍정적 개별 성찰 보고서의 주요 내용
학생

개별 성찰 보고서의 주요 내용

학생
(P)

학기 초 아동음악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들을 때 조금은 당황했었지만 점차 모둠별
음악활동 방식에 적응해 가면서 협력적 활동의 매력을 느낀다. 함께 토론하고 경청하며 아
이디어를 주고 받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가고 있다.

학생
(L)

나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팀원 전체가 협동해야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책임감을 느
낄 때 마다 서로를 챙겨주고 거리낌 없이 도와주려는 모습이 발견된다.

학생
(S)

팀원 간에 음악활동을 함께 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있다. 내 역할 뿐 아니라 다른 팀원의 역
할에도 관심이 생기고 스스로 해보려는 욕심도 생긴다.

학생
(K)

서로 다른 생각이 들 때 이를 조정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았지만 의외로 서로 리더십을 적당
히 발휘하는 가운데 배려하고 도움을 주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학생
(A)

모둠별 음악활동을 하면서 (음악악기와 연주법, 그리고 음악용어)도 많이 알게 된다.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와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인 팀이다.

학생
(M)

우리 팀 뿐 아니라 다른 팀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는 의지들이 많이 엿보인다. 우리
팀을 더 부각시키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반짝이는 음악 아이디어로 새로운 것
을 모색하고 노력하며 열심을 보이는 팀원들이 대견하게 느껴진다.

학생
(K2)

팀원 중 자신이 맡은 악기연주를 자주 실수해 모두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하였지만 모두 참
아주고 열심히 도와주며 경청하는 가운데 협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학생
(B)

의외로 (음악적 아이디어)가 뛰어난 팀원들이 많아 우리 팀의 모둠별 발표회 준비가 잘 되
어가는 것 같아 기쁘다.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고맙게 느껴진
다.

학생
(Y)

학기 초에 적극적으로 내 역할을 정하거나 의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점차 내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흥미도 높아진다. (내가 굉장히 음악적이라는 평가)도 하면서 기분이 좋아
지고 모둠별 활동시간이 기다려진다.
*협업능력 체득,

*(음악기능 및 지식체득)

앞의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개별 성찰 보고서의 주요내용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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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아교사들은 모둠별 협력적 음악활동을 통하여 협업능력의 체득과 더불어 음악기능 및 지식체
득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팀원 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협동심,
그리고 배려와 소통을 통해 자신들이 정한 음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협업능력의 증진
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모
둠별 활동을 통해 팀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좋은 동
료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모둠별로 주어진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어진 역할에 대한
개별적인 책무성을 잘 깨닫고 있었으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서로 팀원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역량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적극적인 토론과 소통의 과정, 그리고 팀원을 배려하
고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는 태도가 계발되었음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예비유아교사들은 협력적인 음악활동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였음을 말해 주었다. 다
음의 표 3은 예비유아교사들의 협력적인 음악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부정적 성찰 보고서 주요 내
용의 일부이다. 협업능력과 관련된 내용은 두 줄 실선으로, 음악기능 및 지식체득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표 3> 부정적 개별 성찰 보고서의 주요 내용
학생

개별 성찰 보고서의 내용

학생(N)

처음부터 친한 친구들로 구성되지 않아서인지 함께 모이는 시간을 정하는 문제나 활동의
내용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팀원 간의 배려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종종 있었다.

학생(H)

연습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연습을 해오지 않는 팀원 때문에 모두가 실망하는 가운데 힘들
어 하는 경우가 있다. 몇 번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용기를 내어 내가
주의를 주었지만 개인의 책임감 문제이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학생(L2)

스스로 리더를 자청한 친구가 열심히 해주어 고맙기도 하지만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그리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다. 서로 조금식 역할을 분배하고 책임
감을 나눴으면 좋겠다.

학생(K3)

우리 팀은 구체적으로 리더가 세워지지 않아 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잖은 의견충돌이
있었고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 적이 많다.
*협업능력 체득,

*(음악기능 및 지식체득)

앞의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협력적 음악활동의 실행과정에서 일부 모둠에서는 팀원 간의 배
려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개별 책무성이 부족한 팀원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
및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역할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구체
적으로 리더가 세워지지 않아 팀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적잖은 의견충동이 있었고 이를 잘 해결하
지 못하고 넘어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협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은 앞으로의 유아교육 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협업의 상황에서 팀
내 문제해결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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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협업능력 증진을 위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을 구성한 뒤 적용하고
그 효과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은 SDAD 모형과 GI모형을 토대로 이운지(2016)이 개발한 통
합모형에 연구자가 Co-opCo-op모형을 적용해 자율적 팀 빌딩(주제선정, 팀 구성 및 역할분담), 교
수자의 학습주제 안내, 모둠별 탐구활동(개별학습 및 준비), 모둠별 발표, 동료평가와 학습 성찰의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을 구성하였다.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근거해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필수
과목으로 진행되는 아동음악 수업 중 총 10주간에 걸쳐 모둠을 구성하고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을
구성한 후 적용과정을 거쳤다.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의 협력적 음악활동에 대한 선호도,
협업능력 발달정도, 협력적 음악활동에 대한 학습자 성찰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를 토
대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의 적용효과 및 개선점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구성 적용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은 사전 조사에서 협력적 음악활동에 대
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과반수이상이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에 비해 사후 검사를 통해 예비
유아교사들의 협력적 음악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싫어한다’고 응답한 부정적 생각을 가진 학생과‘보통이다’라는 중립적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예비
유아교사들이 본 연구의 협력적 음악활동 과정 중 태도의 변화와 함께 직접 참여 빈도가 증가하
는 가운데 긍정적인 그룹별 음악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래사
회가 주목하는 협업능력을 지닌 유능한 인재로서 양성되어야 할 예비유아교사들로 하여금 음악
을 매개로 한 협력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막연한 선입견으로 인해 귀찮아하거나 교수자의 적극 권유 및 학점 취득을 위한 강제성이 부여
되지 않는 경우 아예 시도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예비유아교사들로 하여금 교수자의
개입을 최소화 한 상태에서 협력적 음악활동의 내용 및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가운데 직접 체험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로 하
여금 협력적 음악활동에의 동기유발 및 성취감을 느끼도록 협업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자기주도
학습을 경험하도록 하여 협업에 대한 선호도를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터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협동을 통한 그
룹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자기주도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힌 최봉선(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의 경우 개인적인 시간활용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협력적 활동에 대한 당위와 실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
의 수립과 교수자의 협력적 활동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과제
를 낳는 다는 점에서 교수자와 학생, 그리고 행정가들 사이의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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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의 적용과정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팀 구성원에 대한 협업능
력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공적인 협동 활동을 위해 필요한 요소인 팀 과
제 이해능력, 효과적인 절차, 정보의 활용, 자료의 활용, 긍정적 상호작용, 적극적 과제 수행, 의사
소통 방법, 환경조건 인지 능력 전반에 걸쳐 평균 우수 이상의 결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특별히 긍정적 상호작용과 적극적 과제 수행, 그리고 자료 활용 능력이 높게 평가된 이유는 개인
의 음악발달을 도모하는 분위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팀원 간의 뚜렷한 역할 분담과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협력적 분위기의 활성화를 통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팀과의 선
의의 경쟁을 통해 음악 성취과제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려는 적극적인 팀 분위기가 과제수행 과정
에서 팀원 간에 서로 협응하고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악기 및 음악활동을 위한 소품, 그
리고 악보 등 음악 활동자료를 더욱 더 능숙하게 다루도록 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
다. 반면 효과적 절차사용과 효율적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이유는 협력적 음악활동
이 실행되기 전부터 소집단을 이루는 학생들 간의 친밀감 형성의 기회가 부재했음에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팀원 간 음악성취를 위한 협력적 활동과정에서 상호 의사소통
의 구체적인 절차가 자주 생략되거나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협력적 음악활동의 수행 전부터 팀원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긍정적인 상호작용 촉진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집단 내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기회제공을 위한 활동
제공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수업 모형의 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한 이운지(2016)의 연구결과를 뒷받
침 하는 것으로 추후의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은 예비유아교사의 협업과정에 대한 학습자 성찰내용에 있어 협업
능력 체득과 음악기능 및 지식습득에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의 개별
성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통해 파악된 긍정적인 내용에는 팀원 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협동심,
그리고 배려와 소통을 통해 경청하는 태도가 함양되고 자신들이 직접 정하고 실천하고 있는 음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협업능력의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였으며 팀원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므로 인해 좋은 동료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말해 주었다. 개인적인 노력 뿐 아니라 주어진 역할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협동
심을 발휘하는 가운데 그 성취감 또한 컸음을 말해주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서로
팀원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역량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비유아
교사들은 협력적인 음악활동을 통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이러한 양면적 경험은
모두 예비유아교사들로 하여금 이후 유아교육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협업의 상황에서 팀
내 문제해결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선행 경험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안내자 및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데 집중하
였다. 이는 협동의 경험을 통해 전문적 자질을 겸비한 바람직한 교사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교수자의 역할과 일치하는 것으로 특별히 예비유아교사들을 위한 협동학습의 장려와 실천을 위한
교수자 역할을 강조한 선행연구들(김희봉, 2009; 한명숙, 2004; Johnson, Johnson＆ Stann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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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gan＆Kagan, 1999)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예비유아교사의 협업능력 증진을 위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은 예
비유아교사의 아동음악 수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부터 참여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하였고
의미 있는 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은 예비유아교사
들로 하여금 음악활동의 실제적이고도 협력적인 성취과정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과
정에서는 대부분의 예비유아교사들이 아동음악 수업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나 실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어려워해 왔음에 비추어 볼 때 협력적 음악활동이 예비
유아교사들로 하여금 음악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표현하며 현장에서의 적용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동기유발을 시켜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혼
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음악표현 및 감상, 비평 등을 포함한 다감각적인 음악 실제의 경험을
통해 유아음악교육에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음악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즐겁고도
유익한 수업이었음을 말해주었다. 이는 기존의 이론 및 기능위주의 음악수업이 줄 수 없는 협력활
동 중심의 교수학습 전략이 학습자로 하여금 학업의 성취와 만족도 및 학습동기 유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선구, 2011; 남옥선, 2015; 신지혜, 2014; 이정아, 강한나,
2012; 이효숙, 2004; 전현미, 2012; Jenkins et al..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에 비해 단순한 음악교수법 이론을 넘어 실제로서 오르프 악기연주, 뮤지컬, Cup 타,
Body Percussion, 무반주 아카펠라, 스토리텔링 음악연주, 음악감상곡에 맞춘 악기 퍼포먼스 등을
경험하게 하였다는 점은 차후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들과의 음악활동의 다양한 실제들을 경험하
고 음악교수효능감을 높이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협력적 음악
활동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이 경험한 자율적 팀 빌딩(주제선정, 팀 구성 및 역할분담), 교수자
의 학습주제 안내, 모둠별 탐구활동(개별학습 및 준비), 모둠별 발표, 동료평가와 학습 성찰의 경
험은 예비유아교사의 협업에 대한 선호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고 협업능력의 증진에 많은 영향
을 미쳤다. 이와 같은 변화는 궁극적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의 학업성취와 성공적인 그룹 발표회를
통한 과제 성취에 영향을 주어 아동음악 교과에 대한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하고 적용한 협력적 음악활동 모형은 타 과목에서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서 적용효과를 보다 더 객관화 할 수 있는 양적 연구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과운영 및 타 교과목들에도 협업 환경의 제공
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교수자들이 수업에 적
용 가능한 협력적 활동모형을 다각도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아동음악 교과에서의 적용 및
후속 사례연구와 양적 연구를 통한 효과성 연구를 수행하기를 제안한다. 더 나아가 유아교사들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서 협업능력 증진의 필요성이 예비유아교사와 교수자 간에 함께 공유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musici-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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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uction and Effects of Cooperative Music Activity
Model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llaborative
Skill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un Young B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 cooperative music activity model geared toward
improving collaborative skills, which are required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will play
a vital role as early childhood educators in the future. And it's also meant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model after applying it to 64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for 10 weeks. The cooperative music
activity model consists of four stages: autonomous team building(selecting the theme, organizing teams
and role division), introduction by the teacher on the selected learning theme, inquiry activities by each
group(individual learning and preparation), group presentation, peer evaluation and reflection on
learning.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cooperative music activity model, the selected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tested on academic achievement. Preference for cooperative music activities,
developmental level of collaborative skills and reflection on cooperative music activities as learner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ey got 6.00 or higher in developmental level of cooperative skills on
a seven-point Likert scale. Also, it's ascertained that the activities effectively served not only to step up
the acquisition of the musical knowledge and skills of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but to
enhance their collaborative skills.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necessity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management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hat of an educational policy about
providing cooperative environments were discussed, and the great importance of teacher roles was
discussed as well as a way to improve the collaborative skill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ey words: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Collaborative Skills, Cooperative Music Activ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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