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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 부르기 음악활동을 제공하여 교수매체로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유아의 음악  청취력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 음악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해 G시

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 39명을 실험집단 20명, 비교집단 19명으로 나 어, 실험집단에

는 음악  개념을 담은 여러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 부르기 음악활동을, 비교집단에는 일반 으로 이루어

지는 가사 심의 새 노래 부르기 활동을 각 12주에 걸쳐 진행하 다. 음악  청취력 검사 후 사 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 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실험집단을 상으로 사 ·사후

검사 수에 한 응표본 t-검증을 하 다. 연구결과,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 부르기 음악활동은 유아들

의 음악  청취력 체  하 요인인 음감과 리듬감의 향상에 모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을 상으로 음악교육을 할 때 음악  개념을 담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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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inging music activities using media on audiation. The 

study selected 39 children from two 5-year-old child care center classes, they were divided into 

experiment group and control group.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an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and conducted t-test on the data collected through pre and after 

examination using SPSS Win 12.0. The results reveal that the singing music activities using 

media was verified to have positive effect on audiation of children. In conclusion, using media 

with musical concept for children music education is need for building children's musical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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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문화  다양성의 시 로 술  

감수성에 한 이해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음악은 인

간 삶의 질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

아기부터 음악에 한 이해 능력을 길러  것을 강조하

고 있다[1-3]. 유아기는 음악  능력이 발달되는 결정

 시기로 음악  능력(musical ability)은 음악의 범

한 체험을 통해 길러지며 유아의 타고난 잠재능력과 

기 환경의 향으로 형성되어 평생 지속되므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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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음악  경험의 질과 환경이 매우 요하다[4-6]. 

음악  능력에 한 구성요소는 학자들에 따라 조

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 으로 음악  능력은 물리 , 

형식 , 심미  속성에 따라 음악  개념과 감상 능력, 

음악 청취력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7]. 음악  개념은 

리듬, 가락, 음색, 형식, 조직, 음의 표  질과 같은 음

악  요소에 포함된 구체 인 개념을 의미한다[2]. 감상

능력은 음악을 구성하는 음의 질서를 음을 통해 이해하

는 정서  이해와 음악 자체에 한 지  이해와 음악

의 배경에 한 이해를 포함하는 지  이해로 구성된다

[8]. 음악 청취력(audiation)은 음악을 마음속으로 듣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음악을 학습하는데 매우 요한 능

력이다[4]. 음악  청취력은 그 자체로 음악  능력의 

구성요소이면서 음악  개념의 형성과 감상이 청취로

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8]. 음악 청취력은 음감과 리듬

감으로 구성되는데, 음감(tonal audiation)이란 유아가 

음악을 들을 때 선율을 마음속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리듬감(rhythmic audiation)은 리듬을 마음속

으로 듣고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음감과 리듬감은 유아

기동안 집 으로 발달하게 된다[4][8][9]. 특히 음감

과 리듬감은 9세 이 의 유아기동안 진 으로 발달

하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의미 있

는 음악활동을 제공해주어 음악  청취력을 기를 수 있

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10]. 

한편 노래 부르기(singing)는 유아음악교육의 내용 

역에서 요한 구성요소로,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리듬, 선율, 빠르기, 셈여림 등과 같은 음악의 요소를 이

해하게 되어 음악  청취력 등 유아의 음악  능력을 

자연스럽게 증진시킬 수 있다[1][11][12]. 유아의 음악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주요한 향을 미치는 노래 부

르기 활동에서 사용되는 악보는 음악의 소리를 상징하

는 것으로 여러 상징  극히 추상 인 상징체계이다. 

유아기는 다양한 상징체계를 이해하기에는 이른 시기

이므로 기호로 상징화된 악보를 보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뿐 아니라 음악의 기  개념을 형성하

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13]. 따라서 노래 부르기 음악

활동을 통해 유아의 음악  청취력을 증진시키기 해

서는 유아가 노래에 포함된 음악  상징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수매체가 필요하다[15]. 

그런데, 노래 부르기 활동과 련된 연구들은 유아교

사들이 노래를 지도할 때 생활주제와 연 된 노랫말이 

있는 노래를 선정하고, 노랫말과 그에 해당되는 단순한 

그림이 있는 자료를 제작하여 집단으로 반복해서 노

래를 따라부르도록 하는 형 인 ‘새노래 부르기’ 지도

방법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13][15]. 

이러한 교수방법은 노래에 포함된 리듬과 선율과 같은 

음악  개념에 한 이해보다는 음악  태도나 노래 부

르기 행동에 을 두고 지도되며, 그에 따라 노래에 

포함된 음악  상징에 한 이해를 돕는 교수매체 역시 

사용되지 않는다. 음악  개념에 한 이해를 돕는 교

수계획과 매체의 용 없이 동시지도처럼 가사 달을 

심으로 한 노래 부르기 과정이 심이 되고, 유아들

이 노랫말을 모두 외우고 암기하 는지, 즐겁게 노래했

는지 등의 음악  태도  행동에 한 평가를 주요 목

표로 하는 집단 노래 부르기 활동은 유아의 음악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합하지 않다[16]. 따라서 노래

에 포함된 음악  요소와 개념에 한 내용을 포함하여 

노래 부르기 활동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돕

기 해서는 다양한 교수매체를 하게 사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유아기에는 노래에 포함된 리듬과 음의 

고 , 장단과 같은 음악  개념을 고려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교수매체를 활용하는 근

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음악 활동에 용할 수 있는 발달에 

합한 교수매체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유아교육에서 교수매체로 가

장 강조되는 것 의 하나인 멀티미디어의 활용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여러(multiple) 매체(media)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의미의 멀티미디어는 문자, 그림, 소리 , 애

니메이션, 동 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시킨 컴퓨

터 기반의 복합 다  매체 반을 말한다[17]. 멀티미디

어 시스템은 유아로 하여  모든 감각기 을 이용하여 

학습하도록 이끌어주며, 학습효과를 극 화시키기 때

문에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의 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17-20]. 특히 유아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음악  

개념을 시각화하거나 시뮬 이션이 가능하여 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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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이해를 돕고, 습득한 지식을 다른 환경에 이

하기 용이하도록 하므로 음악교육에 매우 유용하다. 직

 탐색하여 정보를 얻도록 이끄는 미디어를 통해 유아

들은 환경으로부터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지식을 구

성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  미디어인 그림책에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등 여러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유아들은 좀 

더 쉽고 다양하게 음악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교

사는 다양한 특성의 미디어를 활용한 교수를 통해 노래

를 음악 으로 이해하도록 격려하고, 음악  능력의 발

달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노래 부르기에 미디

어를 활용하여 근함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

의 진자  력자로서 함께 참여하면서 유아들이 음

악  지식을 구성해갈 수 있도록 하는 교수 략을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디어를 활용한 음악교

육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컴퓨터와 오디오, MIDI 

Software 등과 같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리듬학습법

을 제안한 연구가 제시되었으나 멀티미디어를 교수과

정에 직  용하여 효과성을 밝히지는 않았다[21]. 

한 학습주기를 활용한 노래부르기 활동과 음악  능력

에 한 연구, 유아의 노래부르기 활동에 그림악보를 

용한 효과에 한 연구, 다감각을 사용한 감상활동과 

유아의 감상능력에 한 연구 등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이들 연구도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한 교수 략으

로 미디어를 활용하여 효과를 보여  것은 아니며, 미

디어를 활용한 유아음악교육의 실행 과정에 한 논의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22][13][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되어 나온 미디어와 

연구자가 개발한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 부르기 음악활

동이 유아의 음악  청취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를 연구하여 노래 부르기에 있어 미디어를 활용하는 음

악교육 방법이 주는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 교수매체로서의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 

부르기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  청취

력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G 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의 어린

이집 만 5세 유아 39명이다. 이들 유아는 실험집단 20

명, 통제집단 19명으로 구성되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유아의 음악  청취력을 측정하기 해 

사용한 도구는 Gordon이 개발한 PMMA(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을 이헬 이 번안한 것

이다[23]. PMMA는 유치원부터 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을 상으로 한 검사도구로 음감(Tone)과 리듬감

(Rhythm)의 두 역으로 나 어져 있다. 각 하 역

은 40개 문항의 짧은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

를 본 연구의 도구로 활용했을 때 반분신뢰도는 음감의 

경우 r=.83이었고, 리듬감은 r=.86이었다. 음악  청취

력을 검사하기 한 검사도구의 내용  수 범 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음악적 청취력 검사도구의 내용 및 점수범위

하
역

내용 문항
수
범

음감
Tone

2-5개의 음으로 장조와 
단조의 패턴으로 구성되
며 모든 패턴은 동일한 음
가로 연주됨

전체 40문항
13문항: 2음
25문항: 3음
1문항: 4음
1문항: 5음

0-40점

리듬감
Rhyth
m

여러 박자(2/4, 4/8, 
6/8, 5/8, 7/8)의 리듬패
턴이 제시되며 모든 패턴
은 동일한 음정으로 연주
됨

전체 40문항
28문항: 한 문항에서 
제시된 두 패턴의 박자
가 동일함
12문항: 한 문항에서 
제시된 두 패턴의 박자
가 다름

0-40점

음악적 청취력 전체 0-80점

2.1 검사도구의 점수화 과정

음감  리듬감 검사는 각각 40개의 문항, 총 8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문항 당 정답일 경우 1 , 

오답일 경우 0 으로 처리하므로 수가 높을수록 음

감과 리듬감이 발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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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명
활동방법 

도입 개 마무리 

숲속을 걸어요
노래를 소개하고, 숲속을 걸어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다감각적 노래 그림 악보를 이용하여 ‘숲속을 걸어
요’ 노래부르기

노래에 맞춰 다감각 그림악보길 
따라 걷기

까까두아 새
‘까까두아 새’ 노래를 소개 후 인도네시아 
숲속에 사는 까까두아 새에 대해 동영상보고 
이야기나누기

뮤직맵 그림책을 이용하여  
‘까까두아 새’ 노래 부르기

까까두아 새 노래의 리듬에 맞춰 
간단한 인도네시아 민속춤 동작 
넣어보기 

물고기를 잡자
EBS 제작 비디오를 보여주며 ‘물고기를 잡
자’ 노래 소개하기  

CD로 만든 미디어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자’ 노
래 부르기

‘물고기를 잡자’를 재구성하여 
노래극 만들기 

금붕어 가족 
금붕어 가족 노래 소개하고 금붕어에 대한 동
영상 보기

뮤직맵 그림책을 이용하여 ‘금붕어가족’ 
노래 부르기 

금붕어 가족 노래에 대한  
뮤직맵 꾸미기

공 놀이
월드컵 축구경기에 대한 동영상보고  
‘공놀이’ 노래 소개하기 

다감각적 노래그림 악보 이용하여 ‘공놀이’ 
노래 부르기

여러 악기로 
공놀이 노래에 맞춰 연주하기

여름방학 
‘여름방학’ 노래 소개하고, 여름방학동안 하
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인터넷 동영상과 PPT 자료를 이용하여 ‘여름방학’
노래 부르기

‘여름방학’ 노래를 개사하여 
음악 만들기

표 3.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 부르기 활동의 진행과정

2.2 검사 실시 방법

음감과 리듬감 검사는 각 12분 정도의 길이로 녹음되

었으며, 각각의 검사 실시는 연습 문제(음감 검사 4문

항, 리듬감 검사 2문항)를 포함해서 략 2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검사 방법을 유아들에게 알려  후 

연습문제와 본 문제 모두 개별 유아를 상으로 검사를 

실시하 다.

각 문항은 사물의 이름( : 자동차, 숟가락 등)으로 

지칭되며, 사물의 이름을 듣고 난 후 유아는 몇 의 간

격을 두고 들려오는 노래가 같으면 두 개의 상자  같

은 모양의 얼굴이 들어있는 상자에, 두 노래가 다르면 

다른 얼굴이 들어있는 상자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식

으로 진행한다.

음감검사 후 리듬감을 검사하고 제시된 검사 지침에 

따라, 음감 검사 이틀 후에 리듬감 검사를 실시하 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12주에 걸쳐 

실시하 으며, 실험집단 유아들은 12주 동안 활동 주제

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 부르기 음악 활

동에 참여하 고, 비교집단은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없

이 노래부르기 음악활동에 참여하 다. 선정된 활동은 

집단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활동시간은 유아의 주의

집 을 고려하여 한 활동 당 20분-30분이 넘지 않도록 

하 다.    

3.1 노래 및 미디어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래는 숲속, 물고기, 월드컵, 여

름의 4개 주제와 련된 것으로 발달에 합한 노래 선

정 기 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14]. 노래에 합한 미

디어를 결정하기 해  일차 으로 유아에게 용 가능

한 미디어를 조사하여 유아에게 가장 합하다고 단

되는 상업용 미디어를 결정하 고, 선행 연구에 기 하

여 미디어와 련된 교수매체를 개발하 다[13][14]. 

표 2. 노래 및 미디어 선정 

주제 노래명 상업용 미디어
연구자 개발 
미디어

 숲속
 

숲속을 
걸어요

 인터넷 동영상 자료
다감각적 
노래그림악보

까까두아 
새[24]

뮤직맵 노래그림책과 CD, 
CD 플레이어, 실물 화상기

ppt로 만든 
노래극 이야기 

물고기

물 고 기 를 
잡자

EBS 제작 비디오‘바나나를 
탄 끼끼 음악편‘[25]과 비
디오 플레이어 

금붕어 
가족[26] 

뮤직맵 노래그림책과 CD, 
CD 플레이어, 실물 화상기  

월드컵 공놀이  인터넷 동영상 자료
다감각적 
노래그림악보

 여름 여름방학  인터넷 동영상 자료
음 개념에 기초한 
노래 PPT 

3.2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부르기 음악활동 개발 

활동의 개발은 주제에 따른 노래 선정, 노래에 합

한 미디어 선정  개발, 노래 부르기 음악 활동 계획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미디어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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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명 숲속을 걸어요

활동목표
· 리듬, 음높이, 빠르기, 셈여림 등과 같은 음악적 개념을 이해한다. 
· 노래의 분위기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 노래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른다.    

활동단계             활동 내용 및 방법  관련 미디어 

도입
· 제목을 소개하고 인터넷 동영상 자료로 ‘숲속을 걸어요’ 노래를 이미지와 함께 들려준다. 
· 숲속을 걸어본 유아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컴퓨터 
빔 프로젝트  

전
개

미디어로 
노래감상하기 

· ‘숲속을 걸어요’ 노래를 인터넷과 연결하여 동영상 자료로 이미지를 보면서 다시 감상한다.
· 노래에 대한 느낌, 길이나 빠르기 등에 대해 이야기 한다.

컴퓨터 
빔 프로젝트 

노래그림악보 
이용하여

음의 길이와 
높이를 

인식하면서 
노래 배우기  

·‘숲속을 걸어요’ 노래 그림악보를 소개하고 노래 그림악보에 포함되어 있는 음의 리듬과 가락    부분
을 정확히 짚으며 노래를 불러준다.

· 노래 그림악보에 나와 있는 노랫말을 유아들과 함께 읽는다.
· 노래 그림악보에 있는 그림으로 표시된 음의 리듬과 가락 부분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노래를    다시 

들려준다.
· 원하는 유아가 나와서 노래 그림악보에 붙여져 있는 음의 길이와 높이를 표시하는 나뭇잎 모    양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느끼면서 노래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부르도록 격려한다. 

다감각적 
노래그림악보

다양한 방법으
로 노래 부르기

· 유아들이 노래 그림 악보를 보면서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러보도록(오디에    이션-내
청의 방법 사용) 안내한다.  

· 다양한 방법(빠르게, 느리게, 부드럽게)으로 다감각적 노래 그림악보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 신체를 이용(손뼉치기, 발구르기 등)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격려한다. 
· 악기를 이용하여 부르거나 노랫말에 적합한 간단한 동작을 만들어 부른다.   

다감각적 
노래그림악보

노래 개사하기 
· 인터넷으로 연결된 동영상화면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불러본다.
· 노래가 익숙해지면 노랫말을 바꾸거나 리듬과 가락을 바꿔 음악을 만들어 보게 안내한다.  

컴퓨터 
빔 프로젝트 

마무리
· 노래에 맞춰 교실 바닥에 붙여놓은 다감각 그림악보길 따라 걸어보도록 격려한다.
· 노래 부르기 과정에서 재미있었던 부분, 어려운 부분 등에 대해 평가한다.

표 4.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부르기 활동의 교수-학습안

한 노래부르기 활동은 도입, 개, 마무리의 단계로 진

행하 다. 도입에서는 새 노래를 소개하고 노래 제목·

내용에 련된 유아의 경험을 나 며 노래에 한 동기 

유발과 인식을 이끌어냈다. 개에서는 노래와 련된 

미디어를 소개하고 미디어를 활용하여 노래에 한 음

악  개념을 탐구하도록 지도하 다. 마무리에서는 노

래 속에 포함된 음악  개념을 용해보게 하 다. 개

발된 활동은 유아음악교육 련 박사학 를 소지한 

문가 1인과 유아교육을 공하고 재 유아교육기 에 

있는 음악교육 문가 1인에게 의뢰하여 검토한 후 수

정, 보완하여 최종 확정하 다. 

3.3 교사교육 

실험 실시  2회에 걸쳐 실험집단 교사에게 미디어

를 활용한 노래 부르기 음악 활동의 이론  근거, 교수

방법에 한 교육을 실시하 다. 특히 노래에 합한 

미디어 사용 방법과 노래부르기 교수 방법,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방법 등을 집 으로 교육하 다. 

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교사가 모여 각 집단별 

노래부르기 교수방법과 차, 상호작용에 해 구체

으로 논의하고, 실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

제들과 처 방안을 상호 논의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숲속을 걸어요’ 노래그림악보와 활동

3.4 사전검사 

실험을 실시하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음악  

청취력을 알아보기 해 2010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

까지 유아의 음악  청취력에 한 사 검사를 실시하

다. 두 집단의 사 검사는 유아교육을 공한 학원

생이 실시하 으며 본 연구자  1인이 평정자로 참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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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두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에 대한 t-검증

실험집단 비교집단
t

M SD M SD

음감 24.25 3.754 27.68 5.468 -2.297*

리듬감 23.45 4.196 26.68 5.100 -2.170*

음악적 청
취력

47.70 7.020 54.37 9.293 -2.537*

*p<.05

두 집단의 평균에 한 차이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표 5 참조), 비교집단(M=54.37 SD=9.293)이 실험집단

(M=47.70 SD=7.020)에 비해 높은 평균 수를 나타내, 

t=-2.297로 p<.05의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청취력의 하  요

인별로 살펴보면, 음감(t=-2.297)과 리듬감(t=-2.170)으

로 p<.05의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집단으로 

가정할 수 없다. 

3.5 실험 처치 

실험집단 유아들은 6개의 주제와 연 된 노래부르기

에 참여하 다. 노래 1곡당 약 2주 동안 활동이 이루어

졌다. 실험집단의 활동은 도입, 개, 마무리의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유아들이 음률 

역에서 노래부르기와 련된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비교집단은 6개의 주제와 연 된 동일한 노래를 다양

한 미디어의 활용없이 진행하 다. 비교집단의 노래부

르기 활동은 도입에서는 노래 가사가 간단한 그림과 함

께 제시된 노랫말 가사 을 보며 가사 내용과 련된 

경험을 나 도록 하 다. 개활동으로는 피아노로 멜

로디만 쳐  후 멜로디 들어보기, 한 소리로 다 같이 

불러보고 멜로디에 한 느낌나 기, 소  나 어 반복

하여 부르기, 교사와 유아, 남아와 여아 등으로 나 어 

노래부르기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마무리 활동으

로 자유선택시간에 유아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

랫말 가사 을 음률 역에 제시하 으며, 집단 활동 

시간에 반복하여 노래부르기 활동을 진행하 다. 

3.6 사후 검사 

실험 후 2010년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실험집단

과 비교집단의 음악  청취력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사 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집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 다. 한 

비교집단을 제외하고 실험집단 내에서 사 검사와 사

후검사간의 응표본 t-검증을 통하여 하 역별로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부르기의 향이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자료의 처리는 SPSS 12.0을 사용하 다.  

Ⅲ. 연구 결과 

1. 사전 사후 검사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표 6. 음악적 청취력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평균

사  
음악  청취력

사후
음악  청취력

조정된 사후
음악  청취력

M SD M SD M SD

실험집단
(n=19)

47.70 7.020 62.25 7.786 64.107 1.539

비교집단
(n=20)

54.37 9.293 56.59 8.284 54.834 1.583

음악  청취력에 한 사 검사 수는 비교집단

(M=54.37 SD=9.293)이 실험집단(M=47.70 SD=7.020)

보다 높았으며,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부르기 음악활동 

후 측정한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62.25 

SD=7.786)이 비교집단(M=56.59 SD=8.284)보다 높았

다. 사 검사 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여 두 집단

의 사 검사 수를 이용한 조정 평균을 산출한 결과, 

실험집단의 음악  청취력 수(M=64.107 SD=1.539)

와 비교집단의 음악  청취력 수(M=54.834 

SD=1.583) 간의 차이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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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적 청취력 검사 공분산 분석 및 t-검증

2.1 음악적 청취력에 대한 공분산 분석 

두 집단의 음악  청취력에 한 사 검사 수를 공

변인으로 한 후 사후 음악  청취력 검사 수에 해 

공분산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음악적 청취력 검사의 공분산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공변량

(사전검사)
814.135 1 814.135 18.635***

주효과
(집단)

713.696 1 713.696 16.336***

잔차 1572.773 36 43.688

전체 141164.0 39

***p<.001

 

주 효과는 F=16.336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부르

기 활동의 실행에 따른 사후 음악  청취력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디어

를 활용한 노래부르기 활동이 유아의 음악  청취력 향

상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실험집단의 음악적 청취력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부르기 활동에 하여 사  사

후 검사 수 차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8]과 같다.

표 8. 음악적 청취력의 사전·사후 t-검증 

N=20

사 수평균 사후 수평균 수차 평균 표 편차 t

50.95 59.59 -8.641 9.546 -5.653***

***p<.001

음악  청취력에 한 사 검사 수 평균은 50.95, 

사후검사 평균은 59.59로 사  사후 검사 수 차이가 

-8.641이며, 표 편차는 9.546이다. 사후 수 평균이 

사 수 평균보다 높고, t=-5.653(p<.001)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부르기 활동을 실행하는 것이 유아의 음악  청취

력을 향상시키는데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실험집단의 음악적 청취력의 하위요인별 사전·

사후 t-검증

표 9. 음감의 사전·사후 t-검증

N=20

사 수평균 사후 수평균 수차 평균 표 편차 t
25.92 30.69 -4.769 5.122 -5.815***

***p<.001

음감의 사 검사 평균은 25.92, 사후검사 평균은 

30.69로 사  사후 검사 수 차이가 -4.769인 것으로 

나타났다(SD=5.122). 사후 수 평균이 사 수 평균

보다 4.796  높고, t=-5.815(p<.001)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부

르기 활동이 유아의 음감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침

을 알 수 있다. 

표 10. 리듬감의 사전·사후 t-검증

N=20

사 수평균 사후 수평균 수차 평균 표 편차 t

25.03 28.90 -3.872 5.161 -4.685***

***p<.001

리듬감에 한 사 검사 수 평균은 25.03, 사후검사 

평균은 28.90으로 사 검사와 사후검사의 수 차는 

-3.872(SD=5.161)이다. 사후 수 평균이 사 수 평균

보다 높고, t=-4.685(p<.001)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부르기 활동

은 유아의 리듬감을 향상시키는데 정 인 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고찰 

본 연구는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부르기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  청취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부르기 활동이 음

악  청취력  하 요인인 음감과 리듬감의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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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를 선행연구  연구진행과정에 기 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부르기 음악활동이 음악

 청취력의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미디어를 활용한 음악활동이 음

악개념이나 음악 이해에 정 인 효과가 있다고 제안

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이다[17][21][27][28].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미디어 자체의 음악교수매체로서

의 가능성에 기인한다. 미디어는 ‘ 재하는 수단, 도구 

혹은 매개체’라고 하며 효과나 정보가 운반되거나 달

되는 물질 혹은 경로를 의미한다[29]. 이는 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 어떤 재수단 즉 미디어를 사용하는

가에 따라 내용 달의 형식이나 효과성에 있어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노래부르기 활동에서 음악  개념을 담은 미디어들을 

사용한 것이 유아들의 음감, 리듬감과 같은 음악  청

취력을 향상시키는데 재효과를 가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음악  청취력을 기르는 것이 음악교육의 

요한 목 이라고 볼 때, 노래를 즐기고, 노래의 가사를 

외우고 음의 진행에 따라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

한 음악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음악에 

한 이해는 음악청취력, 음악  개념과 감상 능력 등

의 음악  청취력  활용과 연 되며, 음감과 리듬감

은 유아기동안 집 으로 발달하는 것이므로 노래부

르기 활동 안에서 사용되는 미디어는 음악  능력의 핵

심요소인 음악  청취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음악  

개념을 담아 제공할 필요가 있다[4][7][9][10]. 

선행연구들은 미디어의 발달은 음악교육의 교수방법

과 교수매체에 향을 다고 제안하고 있다[30][31]. 

그런데 음악  개념이 설명되고 포함된 다양한 교육  

자료, 활동의 부족으로 교사들이 음악  개념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지 하 다[15].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에서

도 노래 가사 심의 악보에서 벗어나 음악  개념을 

담은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유아의 음

악  청취력  이해 향상에 정 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둘째,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부르기 음악활동이 유아

의 음악  청취력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은 

교수과정과도 연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노래부르기 활동은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이야기나

기’, ‘음악  개념에 기 한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 부르

기’, ‘통합  활동‘의 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유

아들은 노래를 배우기에 앞서 노래의 내용에 해 충분

히 이해하고 내 인 동기가 유발될 수 있는 경험을 하

고, 노래에 합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유아의 흥미와 

활동 참여, 음악  개념에 한 이해를 진하 으며, 

음악의 내용 체계들을 통합하여 경험하면서 음악의 다

양한 표 양식을 경험하고 자신이 이해한 것을 다른 활

동에 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즉, 노래의 가사와 

음률을 교사 주도 으로 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

운 자료와 음악  개념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유아 심

의 교수·학습으로 용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논의 안에서

도 발견할 수 있다. ‘새노래부르기’ 활동에서 유아교사

의 노래지도의 특성을 밝힌 연구는 유아교사들이 음악

교육을 생활주제나 다른 교과의 학습을 한 매개로 인

식함에 따라 음악교육을 문자  암기 주의 교육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 다[15]. 한 기 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형 인 새노래부르기 지도방

법에 따라 노랫말을 빨리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하다보

니, 활동이 교사주도 으로 이루어지고 음악  개념 역

시 제 로 용하고 못하고 있다고 지 하 다[15]. 창

작이야기 노래를 활용한 유아주도  음악극 활동과 

련된 연구는 유아가 능동 으로 참여하여 주도 으로 

경험할 때 다양한 사물과 사건, 행동을 계지어 볼 수 

있다고 설명하 다[9]. 사물과 사물 사이의 계를 정신

으로 이해하는 내성  추상은 유아에게 의미가 있을 

때 일어나므로 음악  능력을 발달시키기 해서는 교

사의 직  교수보다 유아 주도 인 교수-학습이 제

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유아의 내  동기를 

유발하고, 음악  개념 이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

험할 수 있도록 하며, 노래부르기를 통해 경험하고 이

해한 것을 다른 음악 역과 연결하여 용하는 노래부

르기 음악활동 구성은 실제로 유아의 음악  청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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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결과에 도달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 부르기 음악활동이 

유아들의 음악  청취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12주에 걸쳐 활동을 실행하고, 음악  청취력 검사

를 실시하여 t-검증과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 부르기 음악활동은 유아들

의 음악  청취력 체  음악  청취력의 하 요인인 

음감과 리듬감의 향상에 모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을 상으로 노

래부르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음악  개념을 담은 다

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요하며, 미디어

의 사용에 있어 유아 주도 인 과정에 기반한 실행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를 기 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부르기 활동에 

을 두어 유아의 음감과 리듬감을 심으로 한 음악

 청취력의 향상에 을 두고 이루어졌다. 추후에는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음악교육과정에서 유아들의 음

악  이해가 변화하는 과정, 이러한 교수학습 근이 

주는 교육  의미, 미디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반응을 구체 으로 드러내는 질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미디어를 활용한 노래부르기 과정이 유아의 음

악  청취력의 향상에 미치는 향에 비추어 볼 때, 유

아 음악교육과 련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이 개발

될 필요가 있다. 음악 감상용 자료나 노래를 래시로 

개발한 자료가 주로 개발되는 미디어 콘텐츠 개발 실정

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주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

기와 음악  개념이 고려된 미디어 콘텐츠가 필요하다. 

특히 교사들의 음악  이해를 도우면서 유아들의 발달

 수 과 경험에 합한 음악  개념을 지도할 수 있

게 체계화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주제별로 활용 가능한 미디어 콘텐츠 기반의 

음악 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실행하고 유아들

의 음악청취력, 감상 능력  음악 만들기 능력 등에 미

치는 향과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음악교육 내용체계에 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한 질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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