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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의 효과 탐색

Exploring the effective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using applications

남기원*, 이시영**

Ki-Won Nam*, See-Young Le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실험연구

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으로 음악창작활동을 구성하였으며,

경기도 A시에 위치한 S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 56명(실험집단 29명, 통제집단 27명)을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

을 활용한 음악창작활동을 적용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음악적 교수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이 교사역할 수행에 대

한 신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21세기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교육매체로

서 어플리케이션을 재조명하고, 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

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 : 교육매체, 어플리케이션, 교사, 양성교육, 음악창작활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teacher education using applications. To 
do this, we conducted research on pre-school teachers. To summarize the performance of the study, it is as 
follows. Teacher training was conducted through music creation activit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56 
students(29 experimental group, 27 control group)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of A University located at 
Gyeonggi, Korea. The music creation activities using the application were conducted on the 10th week and the 
experimental research was carried out.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the pre-test and post-tes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belief in musical teaching efficacy of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eachers'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role of teacher in the teacher 
education program using the application was positively influenced. The results of this study by taking advantage 
of new educational media of applications in teacher education and to provide a basis for exploring concrete 
action plans for utilizing the application in the teacher training curriculum for future educational.

Key words :   Educational Media, Application,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Music creation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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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교육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초연결(hyper-connected)의

사회로서, 이에 따른 ICT 기술 기반의 환경이 급속도로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에도 과학기술이 접

목된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이끌고 있다.

특히, 스마트기기는 접근성이 높은 특징으로 인해 성인

학습자에게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1]. 스마트기

기의 활용은 교육역량, 교육방법, 시간과 공간의 확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교수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스마트기기는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보

편화된 도구로 인식되며,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교육에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차원적 사고

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2]. 또한 유아교사 양성기관인

대학에서도 보다 나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을 위

하여 전공교육과 스마트기기를 연계하여 창의적인 활

동을 할 수 있다[3].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에서는 어플리케

이션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

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을 유아음악교육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는 명사로서의 음악이 아닌, 동사로

서의 음악하기(musicing)[4]에 대한 교육적 고찰을 통

해 ‘교사가 현재 어떤 경험을 통해 음악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기

기에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음악하기’에 초점을

둔 음악교육은 기존에 음악교육의 주축이 되었던 유아

와 음악작품뿐만 아니라 교육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교사와 사회·문화적 맥락이 함께 관계하고 있음을 강조

한다. 따라서 유아음악교육에서는 유아와 음악작품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획하고, 실행하

고, 평가하는 교사와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즉, 유아와 교사가 겪고 있는 사

회적 변화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교사 양성교육에서

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음악을 경험하고 있는 교사가 교육매

체로서의 어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한다면 유아음악교

육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교사 양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음악교육은

음악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방법 및 교재가 부족하

여 노래지도 중심의 음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5]. 또

한 교사는 음악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실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6]. 이는 누리과정 교

사용 지도서의 음악활동에서 창의적 표현과정 즐기기

를 위한 태도가 강조되는 것과 대비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7].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를 위한 창의

적 표현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교육에서부터 창의적인 음악활동을 탐구할 수 있는 실

제적이고, 체계적인 교수방법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어플리

케이션을 활용한 창의적인 음악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인 음악활동에 대한 경험으로

음악창작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음악창작활동은 음악

만들기로서, 음악을 만드는 창조적인 과정을 통해 음악

적 상상력과 창의적 표현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악창작활동은 리듬 바꾸기, 멜로디 바꾸기, 노

랫말 바꾸기, 음악 만들기, 소리 만들기의 교수-학습방

법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유아와 음악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음악을 즐기고 창의적인 표현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합적인

유아음악교육은 교사 개인의 특성, 취미, 자질에 따라

그 편차가 크다[8]. 예비유아교사 역시 자신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유아교

사 양성과정에서 음악교육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한다[5]. 그러므로 음악에 대한 기

초지식 및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구

체적인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교육을 해

야 한다[5]. 교사가 음악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는 음악적 능력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음악을 즐기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에 접근성과 활용

도가 높은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매체로서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

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

으로 한 유아음악교육의 새로운 교육매체로서 어플리

케이션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의

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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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교육매체로서의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은 이동형 컴퓨터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

으며, 다양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공급되

고 있다. 교육매체로서의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은 학습

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비판적 사고력

등의 고차원적 사고가 향상되는 등의 교육적 효과가 있

다. 또한 교수자와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하여 교

수자와 학습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시공간 제한 없이 다양한 멀티미디어로 활용할 수 있

다. 무엇보다 개별 학습자의 맞춤형 요구나 반응에 따

른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이

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접근성이 매우 높은 교육매체로

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

2.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 교육

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수업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9]. 유아교사

역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유아를 대상으

로 적용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10]. 이는 교수

매체로서 어플리케이션이 사진이나 그림, 소리 등의 시

청각 자료와 조작 기능에 있어서 학습용으로 많이 쓰임

에도 불구하고 교사교육을 위한 직접적인 매체로는 많

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교육적

활용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의

향상하고자 교사교육시 활용한 연구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효과가 검증되기도 하였다[11]. 특히, 예비유아교

사를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교육에 대

한 인식연구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수업을 흥

미롭게 인식하였으며, 직접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수

정 및 변경하여 유아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

이기도 하였다[1]. 따라서 교사 양성교육을 위한 어플리

케이션 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효과가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3. 교사의 음악적 교수효능감

음악적 교수효능감은 음악활동을 전개할 때 음악 교

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12]. 음악적 교수효능감은 음악교사 자

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서 음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음악을 즐기는 자질이 요구되는 부분이다[13].

음악에 대한 교수효능감은 과거의 음악경험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정미경(2016)의 연구에서 예비

유아교사의 음악경험이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해 갖는

개인적인 신념인 개인적 음악 교수효능감과 매우 밀접

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4]. 따라서 유아교사

의 음악적 교수효능감은 유아의 음악 경험에 영향을 끼

치므로 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양질의 교사 양

성교육이 요구되는 바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경기도 S시에 위치한 A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 5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실험집단은 A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 29명

(여학생 27명, 남학생 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통제집단

은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27명(여학생 26명, 남학생 1

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이전학기

에 기악수업을 통해 피아노 연주법을 경험한 바 있다.

2.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음악창작활동의 구성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음악창작활동은 2학년 2학기

에 진행되었으며 전체 연구일정은 2019년 3월 4일부터

5월 21일까지 약 3개월간이었으며, 총 10차시로 1차시

에는 사전검사가 이루어졌으며, 10차시에는 사후검사가

이루어졌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음악창작활동은 실험집단을

대상으로만 처치하였으며, 통제집단을 피아노를 활용한

유아음악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이

루어진 주차별 주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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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주차별 주제 및 내용
Table 1. Topic & Contents of Weekly

주차별로 진행된 내용에서는 음악의 3요소인 리듬,

화성, 멜로디를 주차별 주제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내용

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음악창작활동으로 구성

하였다.

음악창작활동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선정은 예비유

아교사의 음악적 교육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어플리케

이션을 연구자 2인이 검토한 후, 1차적으로 오픈 소스

어플리케이션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이후 컴퓨터공학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13개가 선정되었으

며, Android와 iOS 운영체제에서 동시에 접근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각각의 운영체제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선정하여 2가지로 안내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학습자

의 스마트기기 운영체제를 고려하여 어플리케이션은

다르지만 최대한 비슷한 내용이나 방법을 경험할 수 있

도록 제안된 바이다. 1주차 이론 강의를 제외한 활동에

활용된 어플리케이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표 2>.

표2. 활동에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목록
Table 2. List of Applications used for activities

차시 주제 내용

1
음악의
3요소

리듬, 화성, 멜로디에 대한 이해

2 리듬1 여러 가지 리듬 경험하기

3 리듬2 동요에 어울리는 리듬 만들기

4 화성1 코드 익히기

5 화성2 코드 반주하기

6 악기1 동요에 어울리는 악기소리 탐색하기

7 악기2 악기 효과음 넣어서 피아노 반주하기

8
창작
(가사)

동요 가사 만들기

9
창작
(멜로디)

멜로디 만들기

10 악보 악보 만들기

차시
어플리케
이션명칭

운영
체제

어플리케이션(Android) image

2

Rhythm
Trainer

And
roid

음악의
박자

iOS

기본 박자(2/4, 3/4, 4/4)를 탭(tap)하여
다양한 박자와 리듬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익히기

3

Real
Drum

And
roid/
iOS

다양한 드럼비트를 연주하며 리듬을 익히고,
나만의 비트를 창작하여 동요에 맞춰 연주해보기

4

피아노
실제

And
roid/
iOS

기본 코드와 전이를 이해한 후,
동요 코드반주에 활용해보기

5

Piano
Compani
on

And
roid

피아노
건반화음
코드

iOS

화음의 전개(코드진행)에 대해 이해하고,
동요반주에 적용하여 흐름을 분석하기

6

Walk
band

And
roid

garage
band

iOS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탐색하여
기존의 동요 음원에 어울리는 효과음을 만들어

새로운 동요반주 창작해보기

7

음악
편집기

And
roid

오디오
편집기

iOS

직접 피아노로 동요를 반주하고,
녹음한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하여 편집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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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으로서 제안된

음악창작활동은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직접 활용하

여 활동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방법

예시(iSO)는 다음의 그림1과 같다.

그림 1. 어플리케이션 활용 방법 예시(iOS)
Figure 1. Example of Using Application(iOS)

2차시에는 위 그림1과 같이 리듬(박자) 감각을 기르

기 위해 제시된 활동으로 운영체제가 다른 2가지의 어

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각자에게 운영체제에 맞는 어

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제시된 기본적인 박자와 리듬

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익히도록 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육에 참여하는 예비교사의

모습은 다음 그림2와 같다. 예비교사는 자신의 허밍으

로 멜로디를 창작하는 과정을 탐색하고 자신만의 동요

를 창작하고자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였다.

어플리케이션

 'Hum On'

그림 2.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 예시
Figure 2. Example of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Using Application

3. 검사도구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의 교육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연구도구는 유청림(2018)의 연구

에서 사용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활동에 대한 교수효

능감 설문지를 사용하였다[15]. 교수효능감은 개인적 음

악 교수효능감과 음악교수 결과기대로 구분되며 본 연

구에서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음악교수

결과기대보다는 개인적 음악 교수효능감에 대한 하위

요인을 검사도구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개인적 음악 교

수효능감은 총 18문항이며 음악활동 계획, 음악활동 전

개, 음악활동 평가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점수화 방법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α)는 .901로 나타났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목적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결과

를 토대로 동질집단 여부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는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개인적 교수효능감의 사전・사후

8,9

Hum On
And
roid/
iOS

허밍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들어보고,
생성된 악보를 피아노로 반주하며 수정하여 창작하기

10

score
creator

And
roid/
iOS

'Hum On' APP으로 만든 최종 멜로디에
어울리는 가사를 창작하여 악보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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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

시하였다.

IⅤ. 연구결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의 음악적 교

수효능감의 교육적 효과를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음악적 교수효능감의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

(M=3.11, SD=.62)과 통제집단(M=3.32, SD=.48)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분석하였으

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이 음악적 교

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이 음악적 교수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3. The Effect of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using
Application on musical teaching efficacy

변인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t

M SD M SD

음악
활동
계획

실험
집단
(N=29)

3.03 .67 3.50 .71 -3.59**

통제
집단
(N=27)

3.54 .49 3.60 .49 -1.80

음악
활동
전개

실험
집단
(N=29)

3.17 .70 3.47 .69 -2.89**

통제
집단
(N=27)

3.39 .48 3.63 .65 -1.91

음악
활동
평가

실험
집단
(N=29)

3.01 .61 3.56 .70 -4.24***

통제
집단
(N=27)

3.33 .49 3.20 .59 -.178

전체

실험
집단
(N=29)

3.11 .62 3.50 .66 -3.80**

통제
집단
(N=27)

3.32 .48 3.54 .49 -1.93

*p<.05, **p<.01, ***p<.0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음악적 교수효능감에서 실험집

단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t=-3.80**, p<.01). 이는 하위요인에서

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음악활동 계획(t=-3.59**,

p<.01), 음악활동 전개(t=-2.89**, p<.01), 음악활동 평가

(t=-4.24***, p<.0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집단의 경우에 사전검사와 사

후검사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음악창작활동이 예비교사의 음

악적 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

육의 교육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예비유아교사를 대상

으로 음악적 교수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실험집

단의 음악적 교수효능감의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분

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어플리

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의 교육효과를 입증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교육에서 컴퓨터

MIDI 프로그램을 활용한 음악 창작활동이 개인적 교수

효능감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 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16]. 이는 교육매체를 컴퓨터로 활용함으로써 교사 양

성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즉, 음

악교육에 있어 차이가 두드러지는 개인적 편차를 보완

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예비유아교

사의 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수활동을 좌우하는 개인적 신념인 자

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교사 양성교육에 자발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음악적 교수효능감이

개인의 내면적 호감에서부터 시작하여 갖는 긍정적인

변화임[13]으로 보았을 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을 통해 예비유아교사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탐색하였으며, 음악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어플리케이

션을 활용한 음악창작활동에서 교육매체의 변화에 따

른 교육적 효과를 확인한 결과 개인적 교수효능감이 증

진됨을 살펴볼 수있었다. 이와같은결과를토대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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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사 양성교육의

방법을 모색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 유아교사의 요구와 교육적 활

용에 보다 더 부합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교육용 어플

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예비유아교사 또는 유아교사의

면담 및 요구도 조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결

과는 미래역량으로 디지털 활용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비교사 양

성과정에서의 교육콘텐츠로서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방

안 및 현직교사교육에서의 활용과 효과, 교육현장의 교

육효과관련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추후 관련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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