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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musicality level of an

individual child, based on the on performance tasks rubrics.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284 children(ages 3-5years old from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their parents, and their 51 teachers. The

collected data were calculated and analyzed using SPSS 22.0 and AMOS 22.0.

Results: Consisted of two components, two task types, 17 performance tasks,

and 41 items in three dimensions. Rubrics were determined and based on the

child’s best performance, and categorized into five levels. Lastly, the item

difficulty and item discriminating power were defined in order to comprehend

the item quality analysis, which showed that average scores varied depending on

the performance.

Conclusion/Implications: The musicality rating scale for young children is

significant in order to comprehend musicality levels through the performances of

children aged three to five. This study has educational implications in that

teachers can connect the results of the ratings to curriculum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ologies based on the musicality

levels of individual children.

❙key words musicality, musicality rating scale, rubric, young children

Ⅰ. 서 론

음악은 언어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유아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언어적 기능을

하며, 노래 부르기, 신체표현, 악기 연주 등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발달시키는 수단이 된

다. 또한 유아기는 음악교육에 있어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발달되는 음악성은 이후 음악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언어, 인지, 사회성 및 신체 발달 등 유아의 전인적인 발

달에 도움을 준다. 때문에 유아의 음악성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적절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김영연, 2002; 박형신, 김정주 2012; 방은영, 2009; 안재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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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수, 1992; Bayless & Ramsey, 1991; Campbell & Scott-Kassner, 2017; Greenberg, 1979/1985;

Zimmerman, 1971).

음악성(musicality)은 사전적으로 음악적인 성질 또는 음악적인 감성이나 소질로 정의되나(국

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 타고난 음악 능력과 이후의 발달 가능성을 합한 개념으로 음악

감상, 표현, 이해와 같은 여러 음악적 행위에 대한 능력의 합으로 폭넓게 정의된다(Mursell, 1937/

1986). 때문에 어떠한 관점에서 음악성을 보는지에 따라 의미와 경계가 모호하며, 개념에 대한

정의 또한 다소 상이하게 발전되었다(김광자, 강문희, 2005; 조효임, 1995; 주대창, 2000). 그러나

유아기의 음악성은 음악적 경험, 교육과 같은 음악적 환경에 의해 증가됨이 밝혀짐에 따라

(Findlay, 1971), 개인이 타고난 능력인 음악성이 후천적으로 환경 특성과 학습을 통해서 성장 가

능한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관점이 대두되었다(이홍수, 1992; Greenberg, 1985; Mursell, 1937/1986;

Scheon, 1940; Seashore, 1938; Zimmerman, 1971).

이러한 관점에서 Dalcroze, Kodaly 및 Orff의 음악교수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음악적 요소를 이

해하고 변별하며, 음악적 표현성을 증진 시킬 수 있어 현재까지도 각광을 받고 있다(임미경, 현

경실, 조순이, 김용희, 이에스더, 2010; Choksy, 1999). 특히 Gordon(1997/2000)은 음악성을 누구나

잠재적인 음악적 능력을 타고 난다고 보고 9세 이전에는 이러한 음악 적성이 적절한 음악적 환

경 하에서 발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발달의 최적기인 유아기 동안 음악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적절한 음악적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음악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강

조하였다(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2017).

유아에게 적합한 교수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유아의 음악성 수준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다(방은영, 2008; 안재신, 2004; Gembris, 2002; Neelly, 2001). 더욱이 평가는 교육

과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써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목표 설정, 교육 내용의 선정 및 교수학

습 방법의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황해익, 송연숙, 정혜영, 2008) 자연스럽게 유아의 음악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최초의 음악성 검사인 Seashore(1919)의 ‘음악재능검사(Measures Musical Talent Test)’를 시작으

로 Wing(1958)의 ‘음악지능검사(Standard Tests of Musical Intelligence)’, Bentley(1966)의 ‘음악적

능력검사(Measures of Musical Ability)’ 및 Gordon(1965)의 ‘음악적성 프로파일(Musical Aptitude

Profile)’ 등의 초기 음악성 검사 대부분은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유아의

음악성을 측정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아기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된 이후 유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음악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유아의 음악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 중 가장 주목받는 도구로는 Gordon(1979/2004)의 ‘초급

오디에이션(Primary Measure of Music Audiation: 이하 PMMA)’을 들 수 있다. Gordon은 음악성의

기본 능력인 오디에이션(audiation)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리듬과 음정의 발달이 중요하며,

PMMA는 리듬과 음정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음구

를 듣고 제시된 음정(리듬)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도록 한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

지 사용 가능한 PMMA를 기초로 국내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유아 대상의 음악성 측정 도구가 개

발되었다. 대표적으로 4세에서 7세까지 유아의 음악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심리검사연구실(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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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악적성검사’와 만 5세에서 7세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현경실(2016)의 ‘유아 음악적성

검사(Kids’ MAT)’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도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함에도 학령기 이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평가 방

법인 지시문에 따라 유아가 정답을 검사지에 직접 표기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

한 방식은 전통적인 지필식 검사와 같은 검사 형태로 발달 과정상 적합하지 않을뿐더러(Hair,

1977; Scott, 1979), 문항이 40개부터 80개까지로 그 수가 많은 점, PMMA는 2회에 나누어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이 유아의 주의집중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수행능력을

측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최근 14년간 발간된 유아 음악성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김지언(2017)에 따르면, 유아의 음악성 검사 도구가 4세 이상을 대상으로 개발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만 5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아기에 해당하는 연령 중

만 3세와 4세에 해당하는 연령의 음악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상기 제시된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유아가 음악의 요소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음악적 인지 능력(musical cognition)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유아가 음정이나 리듬을 적절하게 구별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음악성을 평가한다. 따라서 유아가 인지한 음악적 요소에 대한 세부

능력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세부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에 유아가 인지하고 이해한 음

악적 요소를 드러내는 음악적 표현능력(musical production)을 통해 유아의 음악성을 측정하는 것

은 유아가 인지한 음악적 요소에 대한 능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아의 유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제적인 실행 능력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는 수행

기반 평가(performance-based assessment)가 강조되고 있다. 수행평가는 유아의 발달 특성상 행동

으로 표현되는 바를 측정하는 것은 실제적인 유능감 뿐만 아니라 지식 기능 및 태도를 측정하는

데 타당한 평가방식으로 보는 관점으로, 유아의 최대 수행에 관심을 두는 피평가자 중심의 평가

에 해당한다. 이는 결과기반 평가(outcome-based assessment)에 비해 활용 능력이나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과정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는 장점이 있다(김석우, 2015; 김희태, 백순근, 2010; 임성미, 황해익, 2004). 종합해 보면, 유아의

음악성 수준을 검사할 때 수행을 통해 표현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유아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존의 정형화된 검사 도구보다 적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발달 특성상 유아를 대상으로 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 중 최근에는 루브릭을 이용

한 평가가 각광받고 있다. 평정척도의 한 유형인 루브릭(rubric)은 피평가자의 수행에 대해 평가

자가 판단을 내릴 때 활용 가능한 수행 기준을 수준별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김영천, 2007;

Goodrich, 1996; Mertler, 2001). 일반적인 평정척도의 경우 점수, 등급, 수준 등의 연속 선상에서

개별 피평가자의 위치를 평가자가 평가하게 되는데, 루브릭을 이용한 평정 시 평가자는 이미 진

술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행동 특성이나 상황에 근거하게 된다. 따라서 루브릭은 평정척도의

유형 중 평가자의 편견이나 주관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유아 평가 분야에서는 루

브릭을 활용한 도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되고 있다(김소연, 2009; 김명희 등, 2009; 변윤희,

현은자, 2004; 신나리, 오정순, 2013; 양정은, 이진희, 2017; 이미화 등, 2013; 이차숙, 2010; 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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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이소희, 2014; 최혜진, 권유선, 2013).

그뿐만 아니라 루부릭은 특정 평정 항목에 대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위계적인 행동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루브릭을 이용한 평가는 단지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유아의 현재 음악성 수준이 파악된 경우, 해당 유아의 음악성을 다음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할 때 교사에게 구체적인 교육 목표와 기준을 루브릭을 통해 알 수 있다

(Andrade, 2000; Arter & McTighe, 2001; Wesolowski, 2012). 이에 교육적 맥락에서 볼 때 루브릭은

수행평가가 의도하고 있는 목적을 가장 구체화시킨 도구로 평가되나(김영천, 박경묵, 고재천, 강

래동, 2001), 루브릭은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 기대되는 행동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

를 수준에 따라 위계적으로 구분해야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Arter & McTighe, 2001). 실제로

유아의 음악성 수행을 평가하는데 활용 가능한 루브릭은 국내외적으로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행을 통해 음악성을 평가하며, 보다 타당한 평가를 위해 수행

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루브릭을 활용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개발

되는 도구의 명칭을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로 명명하고, 유아의 음악성을 평정함에 있어 평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함과 동시에 평가 결과를 교육과정과 용이하게 연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본 척도를 유아교육 및 보육현장에서 교사 등도 별도의 훈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의 기준과 평가자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매뉴얼을 함께 개발하고자 한다. 이로써 개별 유아

의 음악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발전적 음악성 단계에 해당하는 유아의 음악적 성취를 돕기 위

한 방법 개발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하위차원과 문항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2-1.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어떠한가?

2-2.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구인타당도는 어떠한가?

2-3.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판별타당도는 어떠한가?

2-4.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공인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3-1.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평정자간 신뢰도 어떠한가?

3-2.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문항의 양호도는 어떠한가?

4-1.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문항난이도는 어떠한가?

4-2.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문항변별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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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절차

유아의 음악성 척도 개발을 위해 문헌 검토와 5차례 도구 시안 개발과 5차례 전문가 자문 그

리고 3차례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과 재승인을 받았다.

예비조사의 경우, 1차는 2018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2차 시안에 대한 실시 가능성과

난이도를 파악하기 위해 청주시의 1개 민간어린이집에서 모집된 유아 8명이었다. 2차는 2018년

3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3차 시안에 대한 수행 수준을 파악하고, 평가자용 시나리오에 대한

유아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청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민간 유

치원, 각 1개원, 총 3개원에서 모집된 유아 24명이었다. 3차는 2018년 5월 31일부터 2018년 6월

14일까지 개발된 5차 시안(본조사용)과 공인타당도 도구에 대한 소요 시간, 현장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청주시의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 총 2개원에서 유아 50명과 이들의 담임

교사 6명이 참여하였다.

도구 시안 개발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는 아동학, 유아교육 및 음악 전공자로

학계 전문가 5명, 현장 전문가 9명, 총 14명이다. 이들의 최종학력 및 전공 관련 현장 경력(어린

이집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 및 유아 음악전문가)을 살펴보면 학사는 경력 17년 이상,

석사는 경력 10년 이상, 박사는 경력 5년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는 라포형성을 위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가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사전활동인 신

체표현 활동을 대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인타당도 평가를 위한 PMMA의 음정 과제를 소집단

으로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를 자유선택활동 시간 동

안 별도의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PMMA의 음정 과제를 실시한 후 2주

이내 PMMA 리듬 과제를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2월 27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대전광역시, 경기도 및 충북에서 임의선

정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만 3, 4, 5세반에 재원 중인 유아 284명과 담임교사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상기 연구대상은 대전광역시, 경기도 및 충북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 중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14개 기관을 통해 모집되었다.

임의선정된 해당 유아교육기관에서 원장을 통해 교사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급에 한해 가

정으로 연구에 대한 소개, 연구동의서 및 유아의 성별, 연령, 출생 순위 및 음악프로그램 경험여

부를 파악하기 위한 부모용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자발적으로 작성된 부모용 연구동의서와 설문

지가 유아를 통해 교사에게 전달한 유아만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6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612부가 배부되었고, 반편성 된

연령별로 100명씩 총 300명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참여율 49%). 이들 중 수행 과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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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앞서 유아에게 구두로 연구 참여 의사를 물었을 때 거부한 5명, 전문가로부터 유아의 개

인적 특성(주의력 결핍장애, 경계성 발달장애 진단 등)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5명, 수행 중간에

유아의 거부로 중단된 3명, 결석으로 일부 수행이 중단된 3명, 총 16명에 대한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 284명에 대한 자료가 분석되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평균 연령은 4.45세(SD = .93)로, 만 3세 6.9%, 만 4세 35.2%,

만 5세 33.8%, 만 6세는 14.1%로 나타났다. 월령으로 그 범위를 살펴보면 최소 42개월부터 79개

월까지로, 만 4세와 만 5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1월 1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유치

원 및 어린이집의 유아반 반편성이 이루어지므로(보건복지부, 2019), 본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

의 연령이 반편성에 해당하는 나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은 여아가 56.7%

로 남아에 비해 많았으며, 출생순위는 상당수가 둘째와 첫째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인 음악프

로그램 경험은 81.7%의 유아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해당 유아가 재원 중인 기관

은 어린이집이, 기관 소재지는 중소도시가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한편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연구대상 유아의 담임교사 51명이 추가적으로 참여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담임교사의 평균 연령은 약 31세(SD = 8.8), 경력은 평균 약 5년(SD = 4.0)

을 약간 상회하였으며, 학력은 2/3년제 전문대졸이 58.8%로 과반 수준이었다.

유아(N=284) n(%) 교사(N=51) n(%)

연령 연령

만 3세 48(16.9) 20세∼30세 미만 28(54.9)

만 4세 100(35.2) 31세∼40세 미만 16(31.4)

만 5세 96(33.8) 41세∼50세 미만 5( 9.8)

만 6세 40(14.1) 51세∼54세 미만 2( 3.9)

M(SD) 4.45( .93) M(SD) 31( 8.8)

성별 경력(년)

남아 123(43.3) 1년 미만 12(23.5)

여아 161(56.7) 2년∼5년 미만 19(37.3)

출생순위 6년∼10년 미만 14(27.5)

외동 65(22.9) 11년 이상 6(11.7)

첫째 93(32.7) M(SD) 5.27( 4.0)

둘째 96(33.8) 학력

셋째 또는 이상 30(10.6) 전문대졸(2/3년제) 30(58.8)

음악프로그램 경험 대졸(4년제) 17(33.4)

유 52(18.3) 대학원졸 이상 4( 7.8)

무 232(81.7) 기관 소재지

재원 기관 유형 대도시 46(16.2)

어린이집 196(69.0) 중소도시 194(68.3)

유치원 88(31.0) 농어촌 44(15.5)

주. 유아의 연령은 실제 만 나이에 해당됨.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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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크게 2종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아 음

악성 평가척도이며, 다른 도구는 개발된 유아 음악성 도구의 타당화를 위해 사용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와 PMMA는 본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교사용 유아 음

악적 성향 검사는 유아의 담임교사가 지필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각각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1)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

본 연구에서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를 개발하는데 기초로 삼은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적 인지능력은 표현능력의 토대가 되므로, 음악 활동을 통해 유아가 수행하는 수준에 따라

유아 음악성을 측정하는 수행평가 척도를 개발하였다. 둘째, 유아의 수행 과제에 대한 평가를 위

해 수행 과제마다 범주별로 평가 문항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을 언어적으로 기술하는 루브릭을

개발하였다. 셋째, 평가자가 쉽고 유용하도록 각 활동 진행 시나리오 및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였

다. 마지막으로, 수행 과제에 사용하는 곡은 연구자가 창작한 곡이 아닌 유아에게 익숙한 곡인

‘작은 별’을 사용하였다. 이 중 작은 별을 선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

다.

유아에게 익숙한 곡이란 유아와 평가자가 사전에 알고 있어 별도로 검사에 사용되는 노래를

학습되지 않아도 되는 곡이다. 익숙한 곡으로 수행평가를 하는 경우 새 노래를 배우는데 필요한

학습능력이 요구되지 않아, 표현능력으로서의 음악성을 평가하는데 간섭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유아에게 익숙한 곡으로 음악성을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작

은 별(모짜르트)’과 ‘생일 축하합니다’가 주로 활용되었다(김광자, 2004; 김애자, 이규민, 2005;

Trehub, Morrongiello & Thorpe, 1985). 이 중 ‘생일 축하합니다’의 경우 3/4박자 곡에 해당되며,

못갖춘마디의 형식의 곡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일반적으로 유아가 경험하는 노래의 형식

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음악성 측정에 있어서 발달 수준에 적합한 음역,

조성, 박자, 형식이 중요한 점에 근거하여(김명순, 조경자, 1998; 장은주, 2010), ‘작은 별’로 확정

하였다. 특히 ‘작은 별’의 경우 2/4박자와 4/4박자가 모두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마디의 수를

고려하여 4/4박자로 편곡된 곡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된 유아 음악성 평가

척도의 구체적인 개발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성 요소, 과제 유형 및 수행 과제

유아의 음악성 평가척도의 구성을 설정하기 위해 문헌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

가 자문을 통해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된 구성 요소, 과제 유형 및 수행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구성 요소는 유아의 음악성 측정을 위해 개발된 도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박명숙,

1983; 심리검사연구실, 1994; 최영숙, 1982; 현경실, 2016; Bentley, 1966; Gordon, 1979/2004,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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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hore, 1938; Wing, 1958), 그 결과 리듬과 가락으로 구분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과제 유형 및 수행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유아 대상의 음악 활동에 관련된 문헌 및 유

아 음악성 측정 도구를 살펴본 결과(김광자, 강문희, 2005; 김명희 등, 2009; 김향숙, 신동주,

2017; 방은영, 2009; 신나리, 오정순 , 2013; 이미화 등, 2013; 임성미, 황해익, 2004; 최영숙, 1982;

Chen & McNamee, 2007; Lorton & Walley, 1979) 과제 유형은 노래 부르기와 연주하기로 선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수행 과제는 선정된 구성 요소와 과제 유형을 토대로 수행 영역을 설정한 후 수행

과제를 개발하였다. 과제 유형에 따라 모든 수행 과제를 포함하여 1차 시안을 개발하였으며, 전

문가 자문은 다음의 세 가지 구성 원리에 기초해서 진행되었다. 첫째, 반주의 유무에 따라 구성

하였다. 둘째, 과제 유형별로 표현 방식에 따라 수행 과제를 구성하였다. 즉 노래 부르기는 한

음절과 노랫말로, 연주하기는 말 리듬과 박자에 따라 구성하였다. 셋째, 수행 과제는 수행 방법

에 따라 전체와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즉, 수행 과제 방법은 혼자서 완창/완곡, 교사와 번갈아 완

창/완곡, 혼자서 특정 부분만 노래 부르기/연주하기로 세분화된다. 앞서 제시된 세 가지 개발 원

리에 따라 조합된 수행 과제는 노래 부르기 12개, 연주하기 12개, 총 24개로 설정하였으나, 전문

가 검증을 거쳐 노래 부르기 10개, 연주하기 7개, 총 17개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

로 고안된 수행 과제는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기/연주하기 수행 후 반주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구성 요소 과제 유형 수행 과제 구성

리듬

가락

노래 부르기
반주 유 반주 무

한 음절 노랫말 한 음절 노랫말

혼자서 완창 A B C D

교사와 번갈아 완창 E F G H

혼자서 특정 부분 - - I J

리듬

연주하기

(손뼉치기)

반주 유 반주 무

말 리듬 박자 말 리듬 박자

혼자서 완곡 K M L N

교사와 번갈아 완곡 O - P -

혼자서 특정 부분 - - Q -

주1. 수행 과제 순서로 알파벳이 지정되었음.

주2. 알파벳이 지정되지 않은 수행 과제는 시행되지 않음.

표 2.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최종 수행 과제

(2) 평가 문항 및 루브릭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평가 문항 및 루브릭을 설정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김영

천, 2007; 성태제, 2009; Goodrich, 1996; Wiggins, 1998). 이에 루브릭 개발 절차와 구성 요소에 따

라 수행 과제별 개발된 평가 문항은 성취 기준에 따라 유아의 최대 수행 능력을 마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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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준거는 수행 과제별 문항 구성을 하여 악곡의 형식의 단위(동기, 작은악절)를 기준으로 리

듬과 가락의 정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

문을 토대로 유아의 최대 수행 능력과 수행의 범위에 따라 1수준에서 5수준으로 루브릭의 개요

를 구성하였다. 즉 평가 문항별 수행을 통해 리듬과 가락이 모두 정확한 경우 5수준으로, 전반적

으로 부정확하면 1수준 구분하였다. 또한 정확한 부분과 부정확한 부분이 혼용된 경우 3수준으

로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정확한 부분이 많으면 2수준으로, 정확한 부분이 많은 경우 4수준으로

나누어 수준별 특징을 서술하였다.

구분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리듬 동기 부분에서 멈추

었으며, 그 부분까

지정확하거나 부정

확하다.

중간에 멈추었다 다

시노래불렀으나리

듬이 대체로 부정확

하다.

중간에 멈추었다 다

시노래불렀으나리

듬이 정확한 편이

다.

특정 부분에서 멈추

었다다시노래불렀

으나 리듬이 정확한

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멈

추는부분없이리듬

이 정확하다.

리듬이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확하다.

동기부분까지 리듬

이맞고이후부터부

정확하다.

일부분 리듬이 정확

한 편이다.

대체로 리듬이 정확

하다.

모든 리듬이 정확하

다.

가락 음정의 구별이 거의

없다.

부정확한 음정이 대

체로 많다.

어떤 음정은 정확하

고어떤음정은부정

확하다.

특정 부분에서 특정

음정이 부정확하다.

반주보다 음정은 낮

으나상대음정이정

확하다.

전반적으로 음정이

부정확하다.

동기부분까지 음정

이 정확하고 이후부

터는 부정확하다.

일부분 음정이 정확

한 편이다.

대체로 음정이 정확

하다.

모든 음정이 정확하

다.

주. 노래 부르기에 대한 루브릭만 제시함.

표 3. 노래 부르기 루브릭의 개요

2) 타당도 검증 도구

본 연구에서 개발 된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공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 총 2종의 추가적인 도

구가 사용되었다. 먼저 유아의 음감과 리듬감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Gordon(1979)이 개발하고

이헬렌(2004)이 번안한 초급 오디에이션 검사(PMMA)를 도구를 사용하였다. 위 도구는 유치원부

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개별 또는 집단으로 측정 가능한 검사도구로, 음감40문항, 리듬감 40문

항, 총 80문항 구성되었으나, 3차 예비조사 결과 문항의 수, 답안지의 표기 방법, 유아의 집중시

간에 대해 수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이헬렌(2004, p. 149)이 제시한 항목 난이도

와 구별 지수를 참고하여 무작위표출을 통해 음감 20문항, 리듬감 20문항을 추출하였다.

유아가 그림을 구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답안지에 사

용된 표정을 명료한 도안으로 변경하고( , ), 칼라(웃는 얼굴은 주황색, 찡그린 얼굴은 초록

색)로 수정하였다. 검사 방법은 유아가 두 개의 음구를 듣고 표정 그림에 답을 체크하는 방식으

로, 만 3세는 1:3명, 만 4세는 1:5명, 만 5세는 1:10명 정도로 대소집단의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직접 답안지 표기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의 경우 담당한 학급의 담임 또는 보조 교사가 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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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고 답안지에 표시 여부를 확인하였다. 검사 매뉴얼에 따라 음감을 먼저 실시한 후 2주

이내에 리듬감을 검사하였고, 음감과 리듬감에 총점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방은영(2009)의 ‘교사용 유아 음악적 성향’ 중 본 연구에서는 음악적 유능을 측정하

는 문항으로 음악에 소질을 보이며 자신감 있게 표현하기에 해당되는 7개 문항에 대해 담임교사

가 지필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조금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구성된 본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음악적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음악적 유능의 신뢰도는 α = .90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기술통계와 상관계수 산출 외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중 타당도를 검증을 위해 산출된 요인부하량과 오차분산을 이용하여

평균분산추출(AVE)과 개념 신뢰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하위차원

별로 타당도 검증 도구와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타당화된 도구의 신뢰도 검증으로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개발된 유아 음

악성 평가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합치도에 해당하는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

였다. 마지막으로 문항양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문항난이도는 문항의 평균 및 수준별 빈도로, 문

항변별도는 상·하위 30%로 집단을 구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를 검증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타당도

1) 내용타당도

선정된 수행 과제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당 수행 과제의 중요성과 각 수행 과제가 해당

영역을 타당하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4차례 내용타당도 검증이 실시되었다. 이에 적절하지 않은

수행 과제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술하였다. 1차 시안(노래 부르기 23개, 연주하기 17개, 총 40

개)에 대해 4명의 현장 전문가(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 및 적합성에 대한 적절성

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허밍으로 노래 부르기는 유아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표출되지

않은 점, 연주하기에서 노래 부르기 수준은 평가에 반영되지 점이 반영되어 허밍으로 노래 부르

기 5개와 연주하기 4개 총 9개 수행 과제를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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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안(노래 부르기 18개, 연주하기 13개, 총 31개)에 대해 수행 과제 실시 가능성 및 난이도

검증을 위해 3명의 현장전문가(음악전공)에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가 신체를 이용해 박의

길이를 세는 모습과 같은 행동으로(발 박자, 고개 끄덕이기, 좌우로 몸 흔들기) 리듬의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측정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노래 부르기 8개, 연주하기 6개, 총 14개 수

행 과제를 삭제하였다.

3차 검증은 3차 시안의 수행 내용 및 평가자용 시나리오에 대해 3명의 현장전문가(유아교육

2인, 음악전공 1인)에게 수행 과제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충분하다

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수정과 제외 문항 없이 2개 영역, 17개 수행 과제를 3차 시안으로 확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3차 시안(2개 영역, 17개 수행 과제)를 토대로 유아의 음악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

발된 61개의 평가 문항 및 루브릭(4차 시안)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3명의 현장전문가(음악

전공 1인, 유아교육 2인)에게 각 평가 문항이 해당 영역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지와 해당 문항을

타당하게 측정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그 이유를 기술하였다. 그 결과 전면 수정, 부분 수정 및 삭

제 조치하였다. 전면 수정은 수행 과제 내에서 문항 간 측정되는 부분이 중복된 경우로 하나의

문장으로 수정하였으며(18개 문항), 부분 수정은 문항의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 조치하였다(‘동일

한 박’을 ‘같은 리듬’, ‘혼합된 박’을 ‘다른 리듬). 문항 삭제는 유지된 문항과 전면 수정, 부분 수

정 조치 후 불필요한 4개 평가 문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노래 부르기 36개, 연주하기

11개, 총 47개의 평가 문항과 루브릭이 확정되어 5차 시안(본조사용)을 완성하였다.

2) 구성 타당도

유아 음악성 구성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AVE 및 개념신뢰도 산출을 통

해 검증하였다. 분석에 앞서 47문항에 대해 문항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정적 상

관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방향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외되는 문항 없이

총 47개 평가 문항에 대해 타당도 분석하였다.

(1) 탐색적 요인분석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총 47개 평가 문항을 지표변수로 이용하

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적합한 자료임을 판단하기 위해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구형성 검정치는 14,350.34

(df = 1,081)로 p < .00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였으며, KMO 측정값

또한 .93로 산출되어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의 추출방식은 주성분분석을, 회전

방식은 varimax를 이용하였으며, 고유치, 스크리 도표 및 패턴 행렬상의 요인계수를 확인하였다.

고유치의 경우 1이상의 유효한 수는 8개로 산출되었는데, 스크리 검사 결과 2번 요인까지는 고

유치가 급격하게 차이가 난 후 3번 요인까지는 완만하게 줄어들다가, 4번 요인부터는 변화가 거

의 없이 평준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가정한 요인의 수가 3개인 점을 고려하여 2개 요

인보다는 3개 요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3개 요인으로 추가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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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정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이 .50이상인 문항을 선별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요인을 확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차원별 지표지수에 해당하는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J1-1은 특정부분의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문항으로 .58로 1요인에 적합하나

전체적인 문항 구성으로 볼 때 요인부하량이 .50보나 낮아 제외되는 I1-1 문항과 반주 유무에 따

라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문항이다. 따라서 한 문항만으로 그 차이를 알 수 없기에 J1-1 문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요인은 ‘노래를 통한 가

락(18개 문항)’, 2요인은 ‘노래를 통한 리듬(18개 문항)’, 3요인은 ‘연주를 통한 리듬(11개 문항)’

로 새롭게 명명하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확정된 3개 차원, 41개 문항에 대하여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적합도 지수는 χ2값이 5205.111, χ2/df 6.708, SRMR .096, RMSEA

.142, CFI .641, TLI .620로 나타나 동일 수행 과제 간의 공분산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수정된 적

합도 지수는 χ
2
값이 1,862.669, χ

2
/df 2.514, SRMR .073, RMSEA .073, CFI .909, TLI .899로 나타

나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모든 지표변수의 표준화계수가 .59에서 .84로 나타났으며,

표준오차는 .35에서 .16로 나타났다. 유의미성에 해당하는 C.R. 값은 8.63에서 32.27로 산출되어

지표변수인 각 문항이 해당하는 구성개념을 잘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확인적 요인분

석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확정된 총 3개 차원 41개 평가 문항으로 구성된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요인 문항 구성 요소 과제 유형
요인부하량

F1 F2 F3

1 F2-1 가락 노래 부르기 .83 .14 .15

H2-1 가락 노래 부르기 .80 .00 .11

E2-1 가락 노래 부르기 .79 .25 .11

D2-2 가락 노래 부르기 .76 .27 .12

G2-1 가락 노래 부르기 .76 .13 .13

B2-3 가락 노래 부르기 .76 .32 .14

B2-2 가락 노래 부르기 .75 .30 .15

J2-1 가락 노래 부르기 .75 .19 .25

B2-1 가락 노래 부르기 .73 .28 .17

D2-1 가락 노래 부르기 .73 .30 .13

D2-3 가락 노래 부르기 .72 .22 .14

A2-3 가락 노래 부르기 .67 .46 .15

I2-1 가락 노래 부르기 .66 .21 .31

A2-2 가락 노래 부르기 .65 .47 .17

C2-3 가락 노래 부르기 .62 .44 .14

표 4.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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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구성 요소 과제 유형
요인부하량

F1 F2 F3

C2-2 가락 노래 부르기 .62 .49 .13

A2-1 가락 노래 부르기 .60 .49 .19

C2-1 가락 노래 부르기 .59 .49 .16

J1-1 리듬 노래 부르기 .58 .31 .31

I1-1 리듬 노래 부르기 .49 .27 .31

H1-1 리듬 노래 부르기 .43 .37 .38

2 A1-3 리듬 노래 부르기 .19 .74 .31

C1-1 리듬 노래 부르기 .23 .72 .17

A1-1 리듬 노래 부르기 .15 .71 .25

C1-2 리듬 노래 부르기 .23 .71 .17

A1-2 리듬 노래 부르기 .27 .70 .30

C1-3 리듬 노래 부르기 .20 .70 .21

B1-2 리듬 노래 부르기 .31 .66 .24

B1-3 리듬 노래 부르기 .24 .65 .24

B1-1 리듬 노래 부르기 .28 .64 .23

D1-2 리듬 노래 부르기 .41 .54 .19

D1-3 리듬 노래 부르기 .39 .54 .10

D1-1 리듬 노래 부르기 .45 .53 .17

E1-1 리듬 노래 부르기 .35 .47 .36

F1-1 리듬 노래 부르기 .34 .47 .39

G1-1 리듬 노래 부르기 .34 .44 .40

3 K1-3 리듬 연주하기 .14 .15 .84

K1-2 리듬 연주하기 .15 .11 .79

L1-3 리듬 연주하기 .13 .19 .77

L1-1 리듬 연주하기 .14 .18 .75

K1-1 리듬 연주하기 .12 .16 .75

Q1-1 리듬 연주하기 .19 .21 .75

L1-2 리듬 연주하기 .09 .14 .74

P1-1 리듬 연주하기 .26 .28 .70

O1-1 리듬 연주하기 .23 .30 .69

N1-1 리듬 연주하기 .11 .20 .62

M1-1 리듬 연주하기 .12 .20 .62

고유값 11.58 8.54 7.73

설명별량(%) 24.63 18.16 16.44

누적별량(%) 24.63 42.79 59.23

표 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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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오차변량 간 공분산 경로는 생략되었음.

주2. 모든 계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1.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 AVE 및 개념신뢰도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집중 또는 수렴 타당성 검증을 위해 잠재변수와 관측변수간의

요인부하량과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는 값이 .50이상 일 때,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70 이상의 값일 때 만족스러운 수준에

해당된다(우종필, 2016). 본 연구의 AVE는 노래를 통한 가락은 .83, 노래를 통한 리듬은 .75,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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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리듬은 .84로 세 차원 모두 .50 이상으로 산출되어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념신뢰도는 노래를 통한 가락은 .99, 노래를 통한 리듬은 .97, 연주를 통한 리듬은 .99로 모두

기준치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으로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3) 공인타당도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음감과 리듬감을 측정할 수 있는

Gordon(1979/2004)의 PMMA와 유아의 음악적 유능감을 평가 할 수 있는 방은영(2009)의 교사용

유아 음악적 성향 척도 중 음악적 유능감 차원을 사용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영역

간 상관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나타나, 노래 부르기에서 가락

능력, 리듬능력과 연주하기에서 리듬능력은 리듬감보다 음감과 관련성이 있으며, 노래 부르기에

서 가락능력과 리듬능력 및 연주하기에서 리듬능력은 음악적 유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원
초급 오디에이션

음악적 유능
리듬감 음감

노래를 통한 가락 .16** .17** .15*

노래를 통한 리듬 .21** .25** .22**

연주를 통한 리듬 .25** .30** .34**

M(SD) 11.77(3.02) 11.34(3.00) 3.44( .92)

주. 초급 오디에이션 총점은 20점, 음악적 유능은 5점 척도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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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하위차원별 공인타당도

3.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신뢰도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평정자간 신뢰도와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먼저 평정자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조사에 앞서 3차 예비조사에 해당되는 50명의 자료로

연구자와 1인의 보조 연구자(박사과정 유아교육전공, 경력 9년) 3차례 훈련을 통해 채점자간 일

치도 95%까지 산출되어 채점자의 객관성(inter-rater objectivity)을 확보하였다. 평정자간 신뢰도에

서 신뢰성을 인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60이상이 바람직하다는 성태제와 시기자(2018)의

설명에 기초하여 볼 때, 평정자간 평가 결과의 상관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신뢰도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를 하위차원별로 산출하

였다. 그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래를 통한 가락은 .96, 노래를 통한 리듬은 .93, 연주를

통한 리듬은 .93로 나타나 본 척도의 하위차원이 대체로 동질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검

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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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평정자간 신뢰도 내적 합치도

노래를 통한 가락 .87*** .96

노래를 통한 리듬 .93*** .93

연주를 통한 리듬 .92*** .93

***p < .001.

표 6.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차원별 신뢰도

4.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문항양호도

문항양호도는 척도를 구성한 문항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피검자들의 응답

을 문항별로 채점한 후 총점에 의해 문항을 분석하며, 문항이 각각 불변하는 고유한 속성을 지

니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항의 정답 확률을 문항특성곡선으로 분석한다(김석우, 2015; 성태제,

2016; 황해익, 2016). 그러나 본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는 각 항목의 정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문항의 양호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각 평가 문항의 평균 및 수

준별 빈도를 산출하여 문항난이도를 살펴보았으며, 두 집단을 구분하여 각 평가 문항이 두 집단

을 변별하는지 알아보는 문항변별도를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차원별로 각 평가 문항에 대해 문항난이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노래를 통한 가락은 2.62(SD = 1.38)에서 3.77(SD = 1.08)로, 노래를 통한 리듬은 3.09(SD = 1.04)에

서 3.82(SD = .94)로, 연주를 통한 리듬은 2.52(SD = 1.18)에서 3.55(SD = 1.36)로 산출되어 차원별

평가 문항은 문항난이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문항변별도는 차원별 총점으로 상·하위집단 30%에 해당하는 집단을 선별하여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래를 통한 가락은 90명이 상위 집단(M = 4.42, SD = .30)으로,

80명이 하위 집단(M = 2.33, SD = .33)으로 구분되었고,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상위 집단이 하

위 집단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t = 43.40, p < .001). 노래를 통한 리듬은 72명이 상위집단(M

= 4.44, SD = .29)으로, 83명이 하위집단(M = 2.64, SD = .41)으로 구분되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유

의미하게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t = 31.20, p < .001). 또한 연주를 통

한 리듬은 79명이 상위집단(M = 4.15, SD = .34)으로, 83명이 하위집단 1.97(SD = .49)로 구분되었

으며,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t = 33.31, p < .001). 이러한 결과는 차원별 모든 문항은 음악성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잘 변별해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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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M(SD)

노래를 통한 가락

A2-1 6( 2.1) 33(11.6) 70(24.6) 86(30.3) 89(31.3) 3.77(1.08)

A2-2 8( 2.8) 54(19.0) 70(24.6) 73(25.7) 79(27.8) 3.57(1.16)

A2-3 9( 3.2) 61(21.5) 79(27.8) 73(25.7) 62(21.8) 3.42(1.14)

B2-1 4( 1.4) 33(11.6) 65(22.9) 105(37.0) 77(27.1) 3.77(1.02)

B2-2 5( 1.8) 56(19.7) 74(26.1) 87(30.6) 62(21.8) 3.51(1.09)

B2-3 6( 2.1) 55(19.4) 91(32.0) 78(27.5) 54(19.0) 3.42(1.07)

C2-1 14( 4.9) 54(19.0) 80(28.2) 78(27.5) 58(20.4) 3.39(1.15)

C2-2 13( 4.6) 70(24.6) 82(28.9) 68(23.9) 51(18.0) 3.26(1.15)

C2-3 15( 5.3) 87(30.6) 93(32.7) 68(23.9) 21( 7.4) 2.98(1.03)

D2-1 3( 1.1) 29(10.2) 78(27.5) 110(38.7) 64(22.5) 3.71( .96)

D2-2 2( .7) 51(18.0) 90(31.7) 90(31.7) 51(18.0) 3.48(1.01)

D2-3 2( .7) 58(20.4) 107(37.7) 87(30.6) 30(10.6) 3.30( .94)

E2-1 7( 2.5) 47(16.5) 75(26.4) 82(28.9) 73(25.7) 3.59(1.11)

F2-1 4( 1.4) 57(20.1) 84(29.6) 64(22.5) 75(26.4) 3.52(1.13)

G2-1 12( 4.2) 64(22.5) 107(37.7) 70(24.6) 31(10.9) 3.15(1.03)

H2-1 8( 2.8) 76(26.8) 89(31.3) 79(27.8) 32(11.3) 3.18(1.04)

I2-1 85(29.9) 60(21.1) 48(16.9) 61(21.5) 30(10.6) 2.62(1.38)

J2-1 32(11.3) 64(22.5) 74(26.1) 74(26.1) 40(14.1) 3.09(1.22)

노래를 통한 리듬

A1-1 4( 1.4) 27( 9.5) 79(27.8) 124(43.7) 50(17.6) 3.67( .92)

A1-2 6( 2.1) 38(13.4) 54(19.0) 109(38.4) 77(27.1) 3.75(1.06)

A1-3 3( 1.1) 30(10.6) 67(23.6) 137(48.2) 47(16.5) 3.69( .91)

B1-1 2( 0.7) 25( 8.8) 82(28.9) 110(38.7) 65(22.9) 3.74( .93)

B1-2 1( 0.4) 29(10.2) 62(21.8) 120(42.3) 72(25.4) 3.82( .94)

B1-3 1( 0.4) 31(10.9) 70(24.6) 124(43.7) 58(20.4) 3.73( .92)

C1-1 11( 3.9) 54(19.0) 101(35.6) 90(31.7) 28( 9.9) 3.25(1.00)

C1-2 16( 5.6) 55(19.4) 80(28.2) 98(34.5) 35(12.3) 3.29(1.09)

C1-3 12( 4.2) 80(28.2) 89(31.3) 77(27.1) 26( 9.2) 3.09(1.04)

D1-1 3( 1.1) 39(13.7) 94(33.1) 121(42.6) 27( 9.5) 3.46( .88)

D1-2 2( 0.7) 35(12.3) 97(34.2) 122(43.0) 28( 9.9) 3.49( .86)

D1-3 1( 0.4) 60(21.1) 100(35.2) 101(35.6) 22( 7.7) 3.29( .90)

연주를 통한 리듬

K1-1 15( 5.3) 34(12.0) 107(37.7) 88(31.0) 40(14.1) 3.37(1.04)

K1-2 44(15.5) 48(16.9) 81(28.5) 65(22.9) 46(16.2) 3.07(1.29)

K1-3 18( 6.3) 65(22.9) 108(38.0) 68(23.9) 25( 8.8) 3.06(1.04)

L1-1 22( 7.7) 43(15.1) 99(34.9) 75(26.4) 45(15.8) 3.27(1.14)

L1-2 52(18.3) 52(18.3) 79(27.8) 62(21.8) 39(13.7) 2.94(1.30)

L1-3 24( 8.5) 84(29.6) 99(34.9) 55(19.4) 22( 7.7) 2.88(1.06)

M1-1 72(25.4) 62(21.8) 99(34.9) 26( 9.2) 25( 8.8) 2.54(1.21)

N1-1 69(24.3) 73(25.7) 81(28.5) 46(16.2) 15( 5.3) 2.52(1.18)

O1-1 14( 4.9) 49(17.3) 88(31.0) 81(28.5) 52(18.3) 3.38(1.12)

P1-1 16( 5.6) 47(16.5) 71(25.0) 93(32.7) 57(20.1) 3.45(1.15)

Q1-1 33(11.6) 34(12.0) 56(19.7) 67(23.6) 94(33.1) 3.55(1.36)

표 7.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 문항의 평균 및 수준별 빈도 및 비율 (N=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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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음악성을 평가함에 있어 유아가 인지한 음악의 요소를 토대로 다양한 수행

을 통해 표현되는 유능감을 보다 타당하고 신뢰롭게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측정

하기 위해 유아가 익숙한 곡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신체악기로 연주할 때 관찰 가능한 음악적 유

능감의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개별 유아의 음악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문헌고찰과 전문가 자문, 타당화 및 예비조사 과정을 거친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구성 요소

는 리듬과 가락이, 과제 유형은 노래 부르기와 연주하기로 선정되었다. 또한 노래 부르기와 연주

하기 수행 과제의 수행 방법은 전체(완창/완곡)와 부분(완창/완곡) 수행으로, 반주 제공 여부에

따라 노래 부르기 10개, 연주하기 7개, 총 17개로 수행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47개 평가 문항을

본 조사용으로 선정하였다. 284명의 유아에 해당되는 자료가 분석되어 최종적으로 3개 차원, 41

개 평가 문항으로 구성된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를 확정하였다.

본 평가도구가 최초 40개의 수행 과제와 61개 평가 문항으로 시작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검

증을 통해 최종 17개 수행 과제와 41개 평가 문항이 확정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척도 개발 시

1차 단계에서 개발되는 문항이 최종 문항 대비 1.5에서 2배 이상인 것이 적합하다는 도구 개발

원리(Hinkin, Tracey, & Enz, 1997; Noar, 2003)에 부합하는 것이며, 최종 영역별 문항의 수는 최소

3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도구 개발 원리(우종필, 2016)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구성 요소로 선정된 리듬과 가락은 기본적인 음악의 요소로 리듬은 박, 박

자, 셈여림의 개념이 포함된 것이며, 가락은 음정과 화음이 포함된 개념이다(권오선, 김영연, 양

옥승, 2018; 현경실, 2007; Campbell & Scott-Kassner, 2017). 기존의 화음을 평가한 도구들은 대체

로 7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음원을 듣고 ‘같다’와 ‘다름’을 구별하거나 음고의 변화에 대한 인

식을 평가한다(Bentley, 1966; Seashore, 1938; Wing, 1958). 이에 리듬과 가락은 다양한 음악적 개

념이 포함된 것으로 유아의 음악성 평가에 있어 리듬과 가락의 요소로 음악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도구의 요인분석 결과 노래 부르기와 연주하기로 평가한 유아의 음악성은 유아의 노

래 부르기를 통해 가락과 리듬이, 연주하기를 통해 리듬의 3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즉 유아의 리

듬감은 노래 부르기 수행을 통해 평가된 리듬 능력과 연주하기 수행을 통해 평가된 리듬 능력이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 영역별 리듬감은 그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노래 부

르기가 음의 높낮이와 길고 짧음의 요소로 조합된 반면 연주하기는 길고 짧음으로만 구성되어

노래 부르기가 연주하기보다 음악의 흐름을 기억하기 쉽다고 할 수 있으며, 연주하기는 유아가

인지한 음악의 요소를 표현함에 있어 스스로 동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신체 협응이 요구되

기 때문에 노래 부르기보다 연주하기의 난이도가 더 높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유아의 리듬감이 노래 부르기와 연주하기에서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수행에 따라

리듬능력이 차이가 있음을 밝힘으로, 기존 하나의 수행에 대해 하나의 음악적 요소를 평가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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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김광자, 강문희, 2005; 박명숙, 1983; 최영숙, 1982; 하연희, 김상윤,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음악적 표현능력은 음악의 요소를 인지하는 음악적 인지능력이 포함된

개념이며(이홍수, 1992), 기존 유아의 음악성 도구 중 두 음구를 듣고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에

의존하여 변별력을 측정하는 도구는 유아의 인지적 능력만으로 음악성을 평가하기에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유아의 음악성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익숙한 곡인 ‘작은 별’을 선정하여 수행을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수행을 통해 유아의 음악성을 평가할 때 유아에게 익숙한 곡과 새로운

곡에 대한 사용 여부는 도구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새로운 곡은 두 음구를 듣고 변별

력, 구별력 등의 음악적 인지능력을 측정할 때 사용되며(박명숙, 1983, 현경실, 2016; 하연희, 김

상윤, 2015; Bentley, 1966; Gordon, 1979/2004; Seashore, 1938; Wing, 1958), 익숙한 곡은 유아의

음악적 표현능력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된다(김명희 등, 2009; 김애자, 이규민, 2005; 양정은, 이

진희, 2017). 이에 수행을 통해 유아의 음악성을 평가하는 본 도구의 특성 상 익숙한 곡을 사용하

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도구의 수행 시간은 1회, 10분 이내로 유아의 음악성을 평가하였다. 유아의 집중을 일정 수

준으로 유지하면서 최대 수행 능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처럼 노래 부르

기와 연주하기 등과 같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음악성은 더 포괄적이고 정교화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유아의 표현능력으로 음악성을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

과로, 개발된 본 도구는 유아의 음악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의 타당화 과정에서 밝혀진 신뢰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행

과제별로 구성된 루브릭으로 평정된 본 도구가 객관성이 확보되어 평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된 루브릭 유형은 유사한 수행 간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이

해하도록 하며, 평가 문항별 측정 기준에 따라 채점하는 방식으로 각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정

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루브릭은 평가자와 학습자에게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Moskal, 2000), 평가의 목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도명기, 김정삼,

2003).

루브릭으로 제작된 평정척도는 교사가 개별 유아의 음악성을 평가한 후 현재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증진시키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지도해야 하는지를 계획하기

에 유용한 자료가 되므로, 교육과정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Campbell & Scott-Kassner

2017; MENC, 1992; Wesolowski, 2012). 일례로 대표적인 루브릭 척도인 하이스코프 교육연구재

단(High/Scope Educational Research Foundation, 2003)의 Preschool Child Observation Record(COR)

의 경우, 척도 개발과 함께 해당 척도 결과를 교육과정의 계획 및 실행에 적용하기 위해 평가자

용 지침서인 ‘What’s next’를 추가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루브릭은 일반적인 평정척도에 비해 모든 수준별로 구체적인 행동

을 제시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 개발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실제로 국내 유아의 음악성 측

정 도구 중 루브릭으로 개발된 사례는 본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가 처음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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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활용하여 개별 유아의 음악성 수준을 파악하고 이후 단계에 요구되는 수준이 어떠한지

를 루브릭으로 이해한 교사는 개별 유아의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의 문항난이도를 검증하기 위해 차원별로 문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반주 제공 여부(반주 유/무), 표현 방식(한 음절, 노랫말/말 리듬, 박자에 따라), 수행 방법

(전체/부분, 혼자/교사와 번갈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모든 수행에서 반주가 제공되었을

때 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음악성과 관련되어 반주 유무에 대한 차이를 밝히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나 반주는 음감이 불확실한 유아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주영은(2004)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또한 표현 방식에 따라 노래 부르기의 경우 한 음절보다 노랫말로 노래 부를 때 해당 평가 문

항의 점수가 높았다. 이는 한 음절로 노래 부르기보다 노랫말을 넣어 부르는 방식이 멜로디를

더 잘 기억하며, 정확성 또한 높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와 일관되는 결과이다(이영애, 2012,

Feierabend, Saunders, Holahan, & Getnick, 1998). 흥미로운 점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새 노래 부르

기 활동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가사를 붙여 노래 부르기에 앞서 한 음절로 부르는 것은 전형적인

전개 방법인 점이다. 유아에게 멜로디를 인지시키기고, 문해 능력이 발달하지 않는 유아가 가사

를 읽고 따라 부를 수 없기에 멜로디를 효과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 중 하나이

다. 그러나 유아로 하여금 노랫말의 전개를 충분히 이해시킨 후 자연스럽게 노래 부르기로 이어

지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내청능력의 측정을 위해 노래 부르기와 연주하기에서 전체와 부

분을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노래 부르기는 혼자 노래 부르기,

교사와 번갈아 노래 부르기, 특정부분 노래 부르기 순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래 지도 교수법에서 부분을 끊어서 노래 부르기와 같은 분절법보다 전제 노래 부르기인 전체

법이 바람직하며(김연주, 양연숙, 김현지, 2017; 하정희, 조영진, 강혜정, 2010), 전제 노래법이 부

분적으로 나누어 노래 부르기보다 노래의 정확도가 있음을 밝힌 연구 결과(김순옥, 2001;

Klinger, Campbell, & Goolsby, 1998)와 맥을 같이한다.

반면 연주하기는 특정 부분과 교사와 번갈아 연주하기가 혼자 연주하기 수행 과제에 해당되

는 점수보다 높았다. 교사와 번갈아 연주하기 수행 과제는 구체적인 음악적 기억력과 내청능력

이 요구되는 높은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수행 수준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수행이 반복되어 연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박자에 따라 연주하

는 수행 과제는 반주 유무와 관계없이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임으로 난이도가 높은 수행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과 박자의 개념을 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을 파

악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한계점과 이를 기초로 한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타당화 과정에서 예언타당도 검증을 포함하지 않았다. 예언타당도는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미래

의 획득할 준거를 추정하기 위해 검증하는 것으로 시간이 경과한 후 나타날 것이므로, 유아기

음악성이 이후 어떠한 음악 관련 유능감으로 발현되는 지를 탐색하고 이를 종단적으로 추적해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195

서 검사의 타당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연주하기의 수행을 리듬악기 대신 신체악

기로 확정하였다. 리듬악기에 대한 사전 경험, 흥미, 집중력에 따라 유아별로 리듬악기가 제공되

었을 때 수행 과제에 대해 집중력 및 수행 능력에 차이로 유아의 서로 다른 반응은 측정을 오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보다 타당하고 신뢰로운 측정을 위해 제외하였다. 신체악기는

포괄적인 의미로 리듬악기에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리듬악기를 활용한 연주능력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악기 선택에 따라 리듬능력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리듬악기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리듬 능력을 보다 포괄적인 방법으로 평

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언점에도 불구하고, 본 도구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활용 가능한 평가척도로 개발

되었으며, 평가자가 판단을 내릴 때 구체적 특성이 제시된 타당하고 신뢰도운 평가 도구라는 점

에서 도구 개발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현장에서 현장전문가가 도구를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도구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루브릭을 이용한 평가 결과는 실질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용이하다는 점

에서 개별 유아의 음악성 결과를 교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음악성을 발달을 돕기 위한 수

업지도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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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과제 차원 평가 문항

A. 반주에맞춰한음절로혼자

노래 부른다.
리듬 A1-1. 같은 리듬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길이가 정확한가?

A1-2. 다른 리듬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길이가 정확한가?

A1-3. 전체적인 흐름이 일정한가?

가락 A2-1. 같은 음정 부분에서 두 음이 정확한가?

A2-2. 다른 음정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변화되는 음이 정확한가?

A2-3. 순차 진행되는 동기 부분의 가락 부분에서 음이 정확한가?

B. 반주에 맞춰 노랫말로 혼자

노래 부른다.
리듬 B1-1. 같은 리듬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길이가 정확한가?

B1-2. 다른 리듬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길이가 정확한가?

B1-3. 전체적인 흐름이 일정한가?

가락 B2-1. 같은 음정 부분에서 두 음이 정확한가?

B2-2. 다른 음정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변화되는 음이 정확한가?

B2-3. 순차 진행되는 동기 부분의 가락 부분에서 음이 정확한가?

C. 반주 없이 한 음절로 혼자

노래 부른다.
리듬 C1-1. 같은 리듬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길이가 정확한가?

C1-2. 다른 리듬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길이가 정확한가?

C1-3. 전체적인 흐름이 일정한가?

가락 C2-1. 같은 음정 부분에서 두 음이 정확한가?

C2-2. 다른 음정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변화되는 음이 정확한가?

C2-3. 순차 진행되는 동기 부분의 가락 부분에서 음이 정확한가?

D. 반주 없이 노랫말로 혼자

노래 부른다.
리듬 D1-1. 같은 리듬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길이가 정확한가?

D1-2. 다른 리듬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길이가 정확한가?

D2-3. 전체적인 흐름이 일정한가?

가락 D2-1. 같은 음정 부분에서 두 음이 정확한가?

D2-2. 다른 음정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변화되는 음이 정확한가?

D2-3. 순차 진행되는 동기 부분의 가락 부분에서 음이 정확한가?

E. 반주에 맞춰 한 음절로

교사와번갈아노래부른다.
가락 E2-1. 첫 음정이 정확한가?

F. 반주에맞춰노랫말로교사와

번갈아 노래 부른다.
가락 F2-1. 첫 음정이 정확한가?

G. 반주없이한음절로교사와

번갈아 노래 부른다.
가락 G2-1. 첫 음정이 정확한가?

부록. 유아 음악성 평가척도 최종 4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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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반주 없이 노랫말로 교사와

번갈아 노래 부른다.
가락 H2-1. 첫 음정이 정확한가?

I. 반주 없이 한 음절로 혼

자 특정부분만 노래 부른다.

가락 I2-1. 악곡의 형식이 다른 작은악절 부분에서 가락의 음이 정확한가?

J. 반주 없이 노랫말로 혼자

특정부분만 노래 부른다.

가락 J2-1. 악곡의 형식이 다른 작은악절 부분에서 가락의 음이 정확한가?

K. 반주에맞춰말리듬에따라

혼자 연주한다.
리듬 K1-1. 같은 리듬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길이가 정확한가?

K1-2. 다른 리듬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긴 박의 길이가 정확한가?

K1-3. 전체적인 흐름이 일정한가?

L. 반주 없이 말 리듬에 따라

혼자 연주한다.
리듬 L1-1. 같은 리듬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길이가 정확한가?

L1-2. 다른 리듬으로 구성된 부분에서 길이가 정확한가?

L1-3. 전체적인 흐름이 일정한가?

M.반주에 맞춰 박자에 따라

혼자 연주한다.

리듬 M1-1. 전체적인 흐름이 일정한가?

N. 반주없이박자에따라 혼자

연주한다.

리듬 N1-1. 전체적인 흐름이 일정한가?

O. 반주에맞춰말리듬에교사

와 번갈아 연주한다.

리듬 O 1-1. 첫 박을 정확하게 시작하는가?

P. 반주 없이 말 리듬에 따라

교사와 번갈아 연주한다.

리듬 P 1-1. 첫 박을 정확하게 시작하는가?

Q. 반주 없이 말 리듬에 따라

특정부분만 혼자연주한다.

리듬 Q 1-1. 악곡의 형식이 다른 작은악절 부분에서 음의 길이가 정확한가?

주. 제시된 평가 문항에 대한 평가지용 시나리오와 평가 매뉴얼을 제시되지 않음.

부록.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