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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멘토링을 활용한 유아음악 수업개선의 의미 탐색 
- 음악적 개념에 기초한 유아음악 수업활동에 대한 마이크로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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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그룹-멘토링을 활용한 마이크로티칭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음악교육 수업개선 의미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12명은 2015년 1학기 동안 교육대학원 수업을 들으며, 음악적 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유아음악 수업활동 및 수업개선을 실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크로티칭 수업영상 분석 결과, 

바람직한 유아음악 수업을 위해서는 음악개념 이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둘째, 소그룹
-멘토링을 활용한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통해 음악적 개념이 실제 유아음악 수업활동에 잘 통합되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활용한 소그룹-멘토링 과정에서 공감은 연구 참여자의 유아음악 수업개선 실
행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음악적 개념, 수업개선, 마이크로티칭, 소그룹-멘토링, 수업영상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significance) of improving early childhood music 
teaching classes while analyzing microteaching in small group mentoring process. Improvement on teaching was 
carried out in the form of fellow teacher mentoring made up of small groups of 4 members through 
microteaching analysis, and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discovered that a clear 
understanding of musical concepts and theories must take precedence for desirable teaching of early childhood 
music. Second, it could be confirmed whether musical concepts are well integrated with actual early childhood 
music teaching activities through small group mentoring. Third, in the process of small group mentoring using 
microteaching analysis, sympathy was found to be highly important in the improvement on early childhood 
music teaching by research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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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 수업을 해 이 게까지 고민하고 수업을 계획하

며 한 더 좋은 수업을 해 작은 부분들까지도 수정하

고 생각해보는 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수업에 비하면 

지  내가 하는 수업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맛보기 식의  

얕은 수업이 아니었나? 하는 반성도 해보게 된다. 앞으로  

두 번째 수업 촬 도 긴장이 되지만 다시 한 번 힘을 내

어 수업을 해보아야겠다.

(H교사, 2015/05/18)

살아있는 수업을 하는 깨어있는 반성 인 교사는 끊

임없이 자신의 수업에 하여 되돌아보는 사고 행 가 

결국 유아를 잘 가르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아는 교

사이다[1]. 자신의 수업을 촬 하고 수업 상을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H교사는 상세하고도 깊게 자신의 수업행동

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살아있는 수업을 하고자 늘 고민

하는 교사로 거듭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수업개선을 

한 수업반성 능력은 수업 상황에서의 다양한 변화와 

유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  태도와 함께 교사의 

실천  지식 형성의 우선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2], 실천

 지식 형성은 수업행동 분석과 반성  사고, 실천이라

는 수업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필요․충분조건이다. 

Dewey(1933)는 수업반성을 하는 교사란? 수업 행

를 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수업을 실천하며 결

과에 해 책임감을 가지고, 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교

육 인 가정(assumption)에 해서도 의문을 가지는 교

사라고 하 다[3]. 수업경험 성찰을 통해 다각 인 자기

성장의 기회를[4]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수업의 

행 , 결과에 한 의문과 연결고리에 하여 교사 혼자

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 수업은 매우 역동 인 상호작

용이라는 것에 구나 동의한다. 이러한 다면 인 이해

는 수업을 하면서 그 순간 상황에 반응(reaction)하고 자

신의 반응에 한 분석  정당화(elaboration)를 한 후 

분석된 결과에 따라 의사결정(contem-plation)하는 반성

 사고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교사 혼자만의 

반성으로 하게 순차 으로 가능한가?

우연 이며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유치원 교

실의 주된 의사결정자인 유아교사는 측 불가능하고 다

면 인 수업 장에 한 보다 깊은 이해와 반성  사고 

능력이 특히 필요하다. 교실은 과학  지식과 원리를 그

로 용하여 수업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

고 안정 이지 않는 세계이기에, 실 맥락을 고려한 수

업문제와 해결에 한 반성 인 숙고를 보다 강조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5]. 실 맥락 인 수업문제를 보

다 자세하게 반복 으로 숙고하는 것을 돕기 한 교수-

학습 방법으로 최근 유치원 장에서도 마이크로티칭 방

법을 활용한 수업 상 분석과 수업개선을 활용하기 시작

하 다.

마이크로티칭은 짧은 시간, 은 내용, 은 수의 학생

의 의미를 지닌 ‘마이크로(micro)’와 ‘ 미경 아래에서

(under the microscope)’라는 뜻으로 교수 행동 과정을 

세 히 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동료들과 교수자로부터 피드백, 자신의 수업의 강 과 

약 에 한 효과 인 자기분석이 가능하며, 즉각 으로 

자신의 교수행동을 개선하고 더 나은 교수 략을 배울 

수 있다[6, 7].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교사의 자기 평가는  

교수행동 개선을 목 으로 지식, 수행, 신념, 결과에 한 

성과 효율성을 교사 스스로 단하는 과정이기에 자

신이 선택한 교수 경험을 개선하기 한 가장 한 방

법이라고 하 으며[8], 수업반성  개선[9, 10]등에 정

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사 혼자서 마이크로

티칭을 분석․실행한 자기 수업평가와 수업개선이 과연 

올바른 개선방법이며 이론과 실제가 잘 맞물려 실행되었

는지에 한 확신이 없다.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업행

동 분석을 할 때 소그룹-멘토링을 하여 동료 교사 몇몇

으로부터 객 인 수업평가와 함께 수업개선에 한 주

요 정보와 의견을 듣는 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유아음악 교사교육 분야에서도 단순히 교사가 

수업을 잘해야 한다는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 수업 문

성 개념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수업반성  수업개선을 

강조하 다. 2011년 호주 음악교육 회(MCA: Music 

Council of Australia) 에서는 음악교육을 한 교사의 자

질  가장 핵심 요소는 ‘수업을 제 로 하는 일’이라고 

하 다[11]. ‘음악 수업을 제 로 하는 일’은 음악 이론을 

바탕으로 음악수업을 설계하고, 상황에 따라 계획을 

히 조 하여 수업을 실행한 후 마지막으로 자신의 수

업을 반성하는 활동과 더불어 수업개선을 해 동료교사

와 력하는 등 문성 향상을 해 지속 으로 노력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회성의 연수나 구체 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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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집단 형태의 일방 인 강의

로 이루어진 교사연수 교육일 경우 교사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2, 13]. 유아교사가 

유아음악수업의 문성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수업 기

술을 익히는 것 이상이다. 유아음악수업의 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음악기  이론과 내용 지식 

 기술을 깨닫고 유아에게 하고 효율 인 교수학습

방법을 동원하여 교육 장에서 가르치고자하는 내용과 

가치를 제 로 인식․ 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유아음악수업에 한 문성을 갖추기 해서는 

음악  개념인 이론과 실제에 한 통합 인 용과 수

업개선 경험이 필요하며, 수업 장의 맥락을 함께 이해

하며 수업개선에 도움을  수 있는 동료교사와 력하

는 것도 요할 것이다. 

유아를 한 교육에 합한 음악  기 개념은 멜로

디, 리듬, 화음, 음색, 빠르기, 셈여림, 음높이, 박자 등이

다[14, 15]. 바람직한 유아음악교육을 해 유아교사는 유

아교육 원리에 기 하면서 음악  개념과 다양한 활동 

유형에 따른 음악교수 방법을 통합하여 유아발달에 합

하게 제시하여야하며[13],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업반성 

단계에서 수업을 촬 하여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하고 이

를 수업개선에 극 으로 용하여야 할 것이다. 역동

인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직교사

에게는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통한 멘토링, 력  지지

와 탐구 속에서 실제에 한 공동체 인 반성에 한 기

회 제공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16]. 왜냐하면 마이크로

티칭 분석을 활용을 성공 으로 실행하기 해 수업에 

한 개방  시선, 능동성에 기반 한 탐구의 장인 소그룹

-멘토링이 지속 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17]. 

최근에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통한 유아음악교육 분야

에서 수업반성에 한 연구로는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반

성  수업분석의 경험이 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능력

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을 밝힌 조희정과 이 균[18]의 

연구와 비유아교사의 실천  지식내용을 분석한 윤지

과 임승렬[19]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실제 직 유아

교사가 소그룹-멘토링을 통한 마이크로티칭 분석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유아음악수업을 동료와 함께 수업개선

을 하는 것에 한 의미를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 유아교사가 소그룹-멘토

링을 통해 음악  개념에 기 한 유아음악 수업활동에 

한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하여 수업개선을 하는 것에 

한 의미를 질 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은 유아음악 교과에 한 이론  지식, 수업

설계, 수업 실행의 과정에 한 총체  이해와 성장의 계

기가 되는 수업반성  수업개선이 소그룹-멘토링을 통

해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한 부분이다. 이러한 연구 목

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소그룹-멘토링을 활용한 마이크로티칭 분석 과정

에서 나타난 음악  개념에 기 한 유아음악활동의 

수업개선 의미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및 절차 서론 

2.1 연구 참여자

2015년 한 학기 동안 연구 참여자 12명은 서울 소재 

교육 학원에서 유아음악교육세미나를 수강하 다. 연

구 참여자들은 2∼5년 교육경력 유치원교사 4명과 6∼11

년 교육경력 유치원교사 4명, 5∼7년 보육경력의 어린이

집 교사 4명이며, 임의로 소그룹-멘토링 조를 구성을 하

다. 그 결과 경력과 기 에 따라 골고루 소그룹이 형성

되어 더 이상 인 인 처지를 하지 않았다. 소그룹별로 

수업개선을 한 2회의 수업촬 과 수업 상 분석을 하

고, 소그룹-멘토링 활동으로 음악  개념에 기 한 유

아음악활동의 목표, 활동계획, 매체의 한 사용여부, 

수업활동 결과 등에 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4명씩 3조를 이루어 소그룹-멘토링 

수업개선 활동을 진행하 으며, 각 소그룹에서 유아교사

로서 수업개방과 자신의 유아음악수업을 개선하고 싶은 

자유의지가 더 많은 교사 1명이 멘티를 자원하고, 같은 

조의 다른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멘토 역할을 하 다. 조

별로 계획한 수업을 되돌아보고 반성 인 쓰기와 수

업반성  수업개선을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활용하는 소

그룹-멘토링을 진행하 다. 

2.2 유아음악 수업개선의 내용 및 절차

2015년 3월 2일부터 6월 순 경까지 이루어진 교육

학원의 유아음악교육 강의는 주당 3시간 수업으로 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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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구성되었으며. 수업의 과정과 세부 활동 내용은 다

음의 <Table 1>과 같다. 

W Contents        Sub-contens Remark

1

Understanding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tion

- Music, Life and Young Children

- Significance of Music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 Purpose of Music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 Assessment of Effective Music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Discussion,

Lecture

2 Understanding of 

Music Concepts 

and Practice for 

Music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 Sound/Timbre

Presintation,

Lecture,

Work-shop,

Discussion

3 - Beat, Rhythm, & Meter

4 - Tempo, Dynamics

5 - Pitch, Melody,& Harmony 

6 Approach of the 

Diverse

Activities and

Practice for

Music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 Singing Music

Presintation,

Lecture,Wor

k-shop,

Discussion

7 - Playing Music

8 - Listening and Moving to Music

9
- Creating Music

- Musical Planning

10

Monitoring of 

Micro-teaching 

Video  

- Making Lesson Plan and Recording 

Video

Small-goup 

Discussion

11
Small-group 

Mentoring

- Analysis of Micro teaching 

Video and Consultation (1)

Presentation,

Discussion

12

Monitoring of 

Micro-teaching 

Video

- Re-recording Video 
Small-goup 

Discussion

13
Small-group 

Mentoring

- Analysis of Micro teaching 

Video and Consultation (2)

Presentation,

Discussion

14 Improvement on 

Teaching 

through the 

Analysis 

Analysis and Assessment 

Music Activities Based on 

Mentoring in the Smal-l group

Presentation,

Discussion15

<Table 1> Syllabus of music education in the 
early childhood

3.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음악  개념에 기 한 유아음악활동 

수업 상 2회분 일을 마이크로티칭 분석에 기 한 소

그룹-멘토링 활동으로 진행하 으며, 멘티에 한 수업

개선에 한 의와 토론이 있었다. 소그룹-멘토링 활동 

내용 정리 자료와 연구 참여자들의 반성  , 음악활

동 계획안  교수 학습 자료, 장 약기, 메모 자료, 연구

자의  등을 연구 자료로 수집하 다. 자료 수집 유형

과 수집된 자료의 사용 방법은 다음 <Table 2>와  같다.

Kinds 

of Data
Method and Data of the Study Data

Reflection 

Journal of 

Participants 

- Review after lecture

- Mentee Journal after Getting 

Feedback by Mentoring through 

Micro-teaching in the Small 

Group

- Journal after Other Member’s 

Presentation  

Memos

Journals

Two

Videos and 

Materials

- Report for Improvement of the 

Lesson through Analysis of 

Micro-teaching after Mentoring 

in the Small- group

- Lesson Plan and Materials 

- Musical Note with Pictures

Video Files 

Report after 

Mentoring 

Materials for 

Music Lesson

Note of the 

Researcher

- Comment of the Assessment and 

Field Memo for Participants to 

Improve Their Lessons

Field 

Notes,Memos,As

sessment

<Table 2> Data and Method

연구 참여자들은 마이크로티칭 분석 한 소그룹-멘

토링 활동 후 반성  쓰기를 하 으며, 연구자는 수

업개선에 한 소그룹의 반 인 발표과정을 들으며 그

룹 평가와 장 약기를 실행하 다. 

3.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 자료는 마이크로티칭 분석 한 수업 

상 일, 소그룹-멘토링 활동에서의 분석․ 의 토론 

내용과 정리 자료 이 후 연구 참여자들의 반성  , 

음악활동 계획안  교수 학습 자료, 장 약기, 메모 자

료, 연구자의  등이 최종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자들은 수집 자료의 사본을 반복 으로 정독하

다. 자료들의 반복  읽기를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를 주는 자료와 연구 물음에 더욱 부합하는 의미 있는 단

어를 추출하여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용어로 명

칭을 부여하는 개방코딩을 사용하 다. 개방코딩 된 자

료 에서 마이크로티칭 내용분석을 활용한 소그룹-멘

토링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석․ 의 토론 으로 유아

음악교육 수업개선과 련 생각, 느낌, 문제인식, 해결방

안, 교육신념, 교수행동 등을 세부 으로 분류하 다. 이 

후 분류한 코딩들을 보다 의미 있게 묶고 재배열, 범주화

하여 주제를 발견하는 심층코딩 과정을 거쳤다[20].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하여 마이

크로티칭 내용 분석자료, 수업자료, 연구자와 연구 참여

자의 수업 평가자료 등을 종합 으로 수집하 으며, 수

집된 자료들을 상호 비교하여 검토하는 삼각 검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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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ngulation)을 활용하 다[20]. 이와 같은 자료 분석 

과정은 연구 진행 과정 동안 순환 으로 반복되었으며, 

유아교육 문 교수 1인의 검토를 병행하면서, 연구 참여

자들과 연구결과를 재공유하여 타당도를 보완하 다.

3. 연구결과 

음악  개념에 기 한 유아음악활동의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통한 유아교사의 소그룹-멘토링 수업개선의 의

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3.1 유아음악 수업활동은 음악개념의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유아의 의미 있는 음악  경험을 해 교육활동을 직

 수행하는 교사의 음악  능력과 자질은 필수 인 요

소로[21] 문 인 유아음악 수업을 해 유아교사는 음

악개념에 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A교사는 

소그룹-멘토링을 활용한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통해 자

신이 음악개념에 한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고 음악교육

에 한 이론 습득이 선행되어야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다양한 경력의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 면서 내가 간

과했던 부분들이나 잘못 이해했던 음악  개념 부분들을 

짚어볼 수 있어서 유익하 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수업에 해 이야기해주기 해서는 내 스스로가 음악  

교육에 해 알고 있어야 해서 공서를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A교사, 2015/06/15)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심 있게 수업을 들으면서 계

획안을 쓰고, 수업 시연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다시 한 

번 이론  기 를 다질 수 있는 기회여서 좋은 시간이었다. 

(D교사, 2015/06/15)

A교사는 마이크로티칭 분석에 기 한 소그룹-멘토링 

활동을 통해 음악  기 이론의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

을 수 있었고, 유아교사로서 문 인 음악수업을 해 

음악  개념에 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인

식하 다고 한다. 한 자신도 다른 교사의 수업개선을 

한 올바른 멘토링 해주기 해서, 음악  개념 이해와 

유아음악교육 교수법에 한 기 를 다지는 노력을 다짐

하기도 하 다. 이는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도 자신의 

으로 확인한 자신 수업 상을 보고 스스로 강한 피드백

을 받은 경우이다[21]. D교사도 유아음악교육에 한 이

론  기 를 토 로 수업을 반성하며 진행하는 것의 필

요와성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F교사는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하면서 유아음악교육 

수업을 통해 유아음악 개념  교육의 이론  기 를 다

지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수업을 되짚어 

볼 수 있었던 기회임을 매우 정 으로 평가하 다. 

마이크로티칭 분석도 하고 그룹이 된 선생님들과 멘

토링을 하면서 ‘음악 만들기’에 한 발표와 수업 등을 

비하 기에 이에 한 명확한 개념과 이해를 할 수 있었다.

(F교사, 2015/05/14)

이처럼 수업개선을 해 소그룹-멘토링을 하면서 가

장 도움을 받은 부분은 명확하게 F교사 자신이 음악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틀리게 알고 있었는지 등

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특히 I교사 교사는 음악 

수업개선에 있어 음악  개념  지식의 정확성이 요

함을 교수님의 조언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해 수업 상을 함께 보는 과정인 

멘토링을 통해 교사 혼자서 실행한 자기 평가와 수업개

선이 과연 올바른지에 한 확신이 없을 때, 객 인 수

업평가와 수업개선에 한 주요 정보를 얻었다는 I교사

의 반성  이다.

수업 상을 본 후 교수님께서 4세의 경우 2박에 한 

길이 표 을 어려워했기에 한 박(4분음표 길이)을 먼  

경험하게 한 후 두박에 한 활동 경험을 제시했으면 이

해하기 더 쉬웠울 것이라고 하셨다. 이를 통해 교사가 음

악 수업을 계획하고 비할 때 교사가 먼  음악  개념, 

지식에 해 인지하고 유아들의 수 에 맞는 음악 수업

을 실시해야 됨을 깨닫게 되었다.

(I교사, 2015/05/14)

음악  개념을 우선 교사가 확실하게 인지하 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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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한 유아들의 수 에 맞는 음악수업이 가능함을 

I교사는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음악  개념에 을 둔 

유아음악 감상활동을 비하면서 유아음악 감상활동의 

목 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이를 다시 이해하게 된 E교

사의 생각  실행 비 과정을 살펴보자. 

그동안 내가 교사로서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음악감상 

활동은 감상 자체에 을 둔 활동이었지, 음악  개념

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 해보는 활동은 거의 실시해  

본 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유아의 음악 감상활동의 

목 은 유아가 음악을 들으며 음악에 내재된 여러 가지  

음악  개념을 느끼고 음악의 아름다움에 반응하도록 하

는데 있다.’라는 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유아들

에게 한 음악감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2차 촬 을 

비해야겠다.  

(E교사, 2015/05/21)

E교사의 반성  을 보면, 개방 인 시선으로 수업

에 행동에 한 상을 함께 보는 것이 주  방어에 빠

질 수 있는 오류를 잡아주는 것은 수업개선에 있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 객  사실로 문제화 하여 토

론을 통해 공론화하는 수업 평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요하다고 하 다.  

3.2 소그룹-멘토링을 통해 음악적 개념과 

    유아음악 수업활동 실제의 통합성 확인

실천  지식이란 교사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교육 이

론을 재구성하여 교육  향력을 장이라는 맥락 속에 

용하는 실제를 말하는데[22], 이를 확인 할 방법으로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가능하면

서도 한 방법으로 여러 연구 결과 검증된바 있다. 그

러나 교사 혼자 자신의 수업을 마이크로티칭 분석하 을 

때는 J교사 교사처럼 음악  개념에 기 한 유아음악 수

업활동을 용하고 있는 지에 한 실제의 통합성을 본

인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J교사도 마이크로

티칭 분석을 소그룹으로 진행하며 자신의 수업 상을 동

료교사들과 함께 다시 보고 토론하면서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유아음악교육 세미나 수업을 들으며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음악  개념에 해 다시 한 번 명확히 알고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감상  몸으로 표 하기, 

음악 만들기와 같은 활동 유형별 교수방법과 음악  개

념과의 통합에 해 실제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가장 고

민하고 있었던 것들에 한 답을 과제를 한 교사들과 함

께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J교사, 2015/06/15)

소그룹-멘토링 형식으로 수업 상 분석을 하면서 J교

사는 음악  개념인 이론과 이를 용하는 통합 인 유

아음악 교수방법의 실제를 찾고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 한다. 이것은 11년 경력의 연구 참여자인 J교사가 소

그룹-멘토링 형식으로 수업 상 분석을 통해 비로소 교

사 자신 스스로 이론과 함께 학습되는 실천  지식의 

역을 발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음악  개념을 용한 유아를 한 음악 수업

활동이 다소 생소한 수업활동이었지만,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소그룹 내의 다양한 경력의 교사들의 멘토링

을 통해 음악  개념이론과 실제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올바르게 용하기 해 고민과 노력을 함께 한 활동을 

정 으로 평가한 G교사, C교사의 반성  의 한 부

분이다. 

처음 과제 설명을 들었을 때  많은 것들을 내가 과

연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나 혼자 골머

리를 앓기 보단 다양한 경력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얻

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정확히 알지 못했거나 아

 무지했던 여러 가지 음악  개념들을 발표수업을 

비하며,  다른 조들의 발표를 들으며 알게 된 것이 좋

았던 것 같다. 

(G교사, 2015/06/14)

이 수업을 통해 아들의 발달수 에 맞춰 다양한 음

악  개념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 한 

수업을 진행하며 내가 계획한 음악  개념의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혹시 개념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복하여 음악 교육책을 보며, 같은 조 선생님들에게 물

어보면서 연구하게 된 것이 이 수업을 통해 변화된 이

라고 생각된다.  

(C교사,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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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교사는 수업 상을 혼자 보면서 수업의 부족함, 음악

개념 혼동 등에 한 문제 이 보이나 이를 어떻게 해결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 많이 되었다고 한다. 반성  

인 성찰  쓰기를 통해서 문가  성장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23] 어렴풋이 느끼기도 하 다. 그러나 소그룹

-멘토링을 통해 동료 교사들이 조언 는 다양한 방안을 

들으며 음악개념에 기 한 유아음악 수업활동을 계획, 

실행에 더욱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소그룹-멘토

링 과정을 통해 유아교사들은 자신의 다음 수업에 가능

한 시사 을 얻기도 하고, 유아음악 수업활동에 음악  

개념이 어떻게 실제에 녹아들어 가는 지를 반복하여 분

석해낼 수 있는 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아래 B교사, 

D교사의 사례를 살펴보자. 

상 촬 자는 이번 활동에서 음악  개념에 한 내

용에 한 언   목표 설정을 하지 못하여 아쉬웠다고 

하 지만, 감상활동 틈틈이 이루어진 교사의 발문이나 

활동의 내용 상 빠르기, 멜로디 등의 음악  개념과 련

된 내용들이 녹아 있었던 것 같았다. 

(B교사, 2015/05/20)

특히 음악 만들기는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

업 촬 한 것을 다시 보면서 선생님들과 상의할 때 생소

하게 느껴졌다. 유아음악 수업이라는 것은 정말 몸으로 

부딪히고, 실제로 해 야 이론이 습득되는구나를 느 던 

것 같다. 

(D교사, 2015/06/15)

D교사는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해-수업 상을 함께 

보며 음악 개념 이론을 용한 유아음악 수업활동 실행

에 한 오류나 이론을 자신이 모르고 수업을 하는 것과 

같은 생소함을 느 다고 한다. 그러나 소그룹-멘토링을 

통한 마이크로티칭 분석활동을 하면서 음악  개념인 이

론과 이를 용하는 통합 인 유아음악 교수방법의 실제

를 찾아보고 이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교사의 실제 교육활동에서 드러나는 통합 이

고 특수한 문지식인 실천  지식은[24, 25] 소그룹-멘

토링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때 실천  지식 형성의 구체

성과 일반성의 정도를 가늠 할 수 있는 기 이 마련된다

고 볼 수 있다.

3.3 소그룹-멘토링 과정에서의 공감은 유아음악 

수업개선 실행에 있어 매우 중요함

사토마나부(2006)는 모든 수업은 발 해야 하고 수업

을 발 시키기 해서는 교실을 서로 열어야 한다고 주

장한 바 있다[26]. 본 연구 방법의 가장 요한 핵심은 마

이크로티칭 분석을 교사 혼자 하지 않고 소그룹-멘토링

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수업개선을 실행하 다는 것이

다. 수업개선을 해서는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함께 

고민해야한 것이 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직 유아교사들은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통한 수업개선

이 필요하고 효과 인 방법이라고 인식하면서도 J교사처

럼 자신의 수업 상을 공개하고 이에 한 수업 평가를 

멘토링 그룹을 통해 받는 것에 한 거리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력이 많아지면서 어려웠던 것 의 하나가 나의 부

족함을 드러내고 평가받거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가 상 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했던 외로움과 부담감이었다. 그러나 학원의 

수업 시간에서만큼은 경력을 내려놓고 학생의 자세로 내

가 재 하고 있는 음악교육에 한 반성을 바탕으로 다

시 한 번 이론을 정리하고 유아음악교육의 바람직한 방

향에 해 교수님,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

하며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J교사, 2015/06/15)

J교사처럼 장에서 11년을 지낸 고경력 교사가 되면 

다른 교사들에게 평가나 조언을 얻을 기회가 매우 어

진다고 한다. 유치원 교실 수업은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간주되어 침범할 수 없는 성역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아 

비공개가 고수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27]. 그러나 자신의 

수업을 상으로 공개하고 이를 동료와 함께 평가하고 

문제 을 악한 후 다음 수업을 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궁극 으로 수업개선에 가장 효과 인 방법일 것이

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분 음악 개념을 용한 유아음

악 수업활동 개선에 극 으로 임하 다. 실제 수업상

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도로 압축한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소그룹-멘토링을 하는 것은 장 방문 형태의 수

업 장학보다 직 교사의 심리  부담을 덜어주는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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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업 개방 형태이기는 하나[10], 반복 , 기계 으로 

평가하면서 정서 인 지원과 공감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무 낱낱이 헤쳐 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를 방지하기 해 응한 J교사의 노력이다.  

나 한 경력 교사일 때 수업, 상담 등을 상으로 

어 원장, 원감, 선배 선생님들과 함께 평가를 하며 성

장해왔기에 그 시간에 문 인 지원만큼 정서 인 지원

이 매우 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멘티 선생

님의 교사로서의 배경과 환경에서 어려운 에 해 먼

 공감하고 정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객

이고 건설 인 수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멘토들

은 노력하 다.  

(J교사, 2015/05/21)

수업 상을 촬 하여 수업반성과 평가를 하는 경우 

다양한 경력의 교사로부터 여러 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장기 으로 수업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는 장 도 있지만, 정서 인 지원이 결여된다면 지속

인 스트 스를 불러오는 상황이기도 하다. J교사는 이와 

같은 실제를 과거에 경험한 이 있으며 진정할 수업개

선이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정서  지원과 함께 수업의 

문제 을 객  사실로 보고 토론을 통해 공론화하여 

수업 평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요함을 이야기

하 다. 

다음은 소그룹-멘토링을 통해 유아교사로서 성장하기 

한 에 지를 충  받았다고 한 A교사의 이야기이다.  

걱정했던 것 보다 매 수업시간 부끄러울 만큼 잘 모르

고 있었던 부분에 한 깨우침과 내가 했던 수업을 반성

하며 교수님과 조별발표를 통해 배웠던 내용을 유치원으

로 돌아와 동료교사들과 나 며 수업에 용해 으로써 

교사로서 다시  충 되는 느낌을 받았다. 다양한 경력

의 선생님들이 함께 하여서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에 

한 이야기들과 따듯한 조언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

습니다. 

(A교사, 2015/05/14)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해 수업 상을 보며 수업 행

동에 한 맥락  주  오류를 잡아주는 것은 소그룹-

멘토링의 가장 좋은 장 일 것이다. A교사는 이때 교수

뿐만 아니라 같은 조의 동료교사들에게 따듯한 조언이 

수업개선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동료 교사와 함

께 자기-수업 상 분석을 할 때 평가 방식이 문제 을 

찾아내고 질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들을 있는 그 로 드러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감 인 멘토링이 무엇

보다도 요하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그룹-멘토링을 활용한 마이크로티칭 분

석 활동을 하는 과정  나타난 직 유아교사들의 유아

음악교육 수업개선에 한 의미를 탐색하는 것에 궁극

인 목 을 두었다. 연구 결과에 기 한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마이크로티칭 수업 상 분석 결과, 유아음악 수

업을 해서는 음악개념 이론에 한 명확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함을 인식하 다. 마이크로티칭 수업 상에 

한 분석  평가는 자신의 교수행동 개선을 목 으로 지

식, 수행, 신념, 결과에 한 성과 효과성을 교사 스

스로 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8]. 교사들은 마이크로티

칭 분석을 통한 소그룹-멘토링 과정에서 유아를 상으

로 실행했던 음악수업 이 음악  개념에 해 오개념을 

용하거나 음악  개념 보다는 활동 주의 수업이 되

었음에 한 우려와 반성을 하면서, 보다 명확한 이론에 

기 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는 유

아교사들이 일반 으로 유아음악교육 실행에 있어 음악

 개념정의가 불확실한 경향이 있고[28], 음악교육에 있

어 활동(activity) 그 자체는 음악의 내용을 신할 수 없

으므로[29] 유아를 한 바람직한 음악수업을 실행하기 

해서 교사는 음악  개념에 한 이론  .지식을 학습

하고 이에 기 하여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한 연구[14, 15, 

30]들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둘째, 소그룹-멘토링을 활용한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통해 음악  개념이 실제 유아음악 수업활동에 잘 통합

되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음악교육 연구 분

야에서는 수업 문성의 요성에 한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11, 21].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교사들은 음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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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의 실제와 잘 통합된 의미있는 음악수업을 실행

하고자 하 으며,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활

용한 소그룹-멘토링은 교사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하도

록 힘을 실어주고 실천  지식을 쌓게하는 실제 원동력

이 되었다. 이는 마이크로티칭을 활용한 음악모의수업 

결과 비 유아교사들의 실천  지식의 기 가 형성되었

다는 연구결과[19]와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과 그를 통한 

학습에 하여 반성해 볼 수 있도록 돕기 한 멘토링 공

동체가 있어야한다[5]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셋째, 소그룹-멘토링 과정에서 조원들 간의 공감이 유

아음악 수업개선 실행에 있어 매우 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유아를 한 바람직한 음악교육을 

한 수업을 실행하고 개선해 나가기 해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이었으나, 마이크로티칭 분

석을 활용한 소그룹-멘토링의 과정에서 유아음악 교수 

실제의 한 도움을 받았으며 교사로서의 자신감을 갖

게 되었다. 이는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직교사에게 

마이크로티칭 분석을 통한 자기-수업반성과 경험 있는 

교사의 멘토링, 공동체 인 반성에 한 기회 제공이 필

요하다[16]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며, 수업개선은 마

이크로티칭 분석과 수업에 한 개방  시선, 능동성에 

기반 한 탐구의 장인 소그룹-멘토링 그리고 이것이 지속

되기 한 자극 등이 요구된다고 한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17].

종합해보면, 유아교사가 문성에 기 하여 바람직한 

유아음악교육을 실행하기 해서는 음악  개념에 한 

이론  지식을 명확히 알아야 하며, 마이크로티칭 분석

에 기 한 소그룹-멘토링 과정을 통해 음악  개념이 실

제 음악 활동에 잘 통합되었는지 확인하 으며 유아음악 

수업개선 실행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매우 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론을 토 로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유아음악 수업개선을 해 

마이크로티칭 분석에 기 한 소그룹-멘토링 과정은 유

아교사에게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마

이크로티칭 분석을 통한 소그룹-멘토링에 한 매뉴얼 

개발과 직교육으로의 확 ․ 용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소그룹-멘토링의 결과에 

해 반 으로 의미를 탐색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그룹별 연구 결과를 심층 으로 들여다보고 어떠한 

측면에서 어떻게 수업개선이 이루어 졌는지에 해 사례 

심으로 구체 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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