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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패턴인지 및 음악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이 연구의 목적은 패턴을 중심으로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를 시행하여 유아의 수학패턴인지와 음악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총 24차시(그룹: 20차시, 개별: 4차시)의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주제곡은 패턴(ABAC패턴,
ABA패턴)의 유형에 따라 설정하였고, 내용은 이해, 창작, 표현의 하위
목표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교수학습도구로 그림악보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인천
시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2곳의 유아 7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졌다. 74명의 유아를 실험집단 38명, 통제집단 36명으로 나누고, 다시 실
험집단을 9-10명이내의 소집단 네 개로 나누어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
로그램의 20차시를 시행하였으며, 4차시는 개별차시로 교사와 일대일로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유아를 대상으
로 수학패턴인지와 음악창의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
가 이루어졌다. 또한, 개별차시에서 유아들의 수업내용이 카메라로 녹화
되었으며, 매 차시 유아들이 만든 그림악보를 수집하였다. 수학패턴인지
와 음악창의성은 개별면접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증, 공변량분석을 실시
하고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유아의 수학패턴인지 능력을 향
상시켰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한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

은 수학패턴인지의 하위항목인 반복패턴과 공간구조패턴 모두를 향상시
킨다.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시행과정 중 유아는 수학패턴인지
의 전략을 스스로 습득하고, 패턴별로 다르게 인지하는 능력을 높였다.
둘째,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유아의 음악창의성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음악창의성의 하위항목 중 음악지속성, 음악독창성, 음악유
연성을 유의하게 증진시켰다.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과정 중
유아는 음악의 요소-셈여림, 빠르기-를 구별하여 표현하고, 선율과 리듬
의 실험적 만들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는 패턴을 중심으로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들의
수학패턴인지와 음악창의성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아울러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변화를 사례연구를 통해
생생하게 제시함으로써 음악만들기를 계획하는 유아교육현장 교사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어: 패턴, 음악만들기(music making), 수학패턴인지, 음악창의성
학번: 2012-3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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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인간은 습득한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재창조한다. 정보
화 시대에서 미래 인재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지식의 영역을 넘
어 서서 재창조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에 동의한 한국 정부는 2011년
부터 세계적 인재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융합인재교육(STEAM)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유아교육학계에서도
2015년 유아교육학회를 중심으로 ‘융합인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이영
애, 2015). 융합인재교육(STEAM)이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이 서로 연결해 교육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과목마다 분리되어 교육하던 이전 방식과는 다르
게 교과목을 융합하여 가르치는 교수학습방법이다.
예술 중 미술이나 음악은 수학과 연관성이 깊다는 점은 피타고라스부
터 플라톤을 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입증되어 왔다(이석원, 2013; Beer,
2005; Fauvel, Flood, Wilson & Behrends, 2006. Vaughn, 2000). 수학과
음악에서 사용하는 기호와 상징 표현 방법은 판이하게 다르나, 구성에서
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서 음악의 내적 구성을 수학적 원리로 분석하
고, 해석할 수 있다(김은정, 이정욱, 2005). 특히, 패턴은 수학과 음악의
대표적인 공통점으로 손꼽힌다(Geist & Geist, 2008). 패턴은 수학개념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개념(NAEYC & NCTM, 2010; Papic,
Mulligan, & Mitchelmore, 2011)임과 동시에 음악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Gordon, 1997l; MENC, 1994). 수학에서 패턴은 “수학은 패턴의 언어,
패턴의 과학이다”(Steen, 1990)으로 불릴 만큼 중요하다. 음악에서의 패
턴도 “음악은 패턴의 모음이며, 언어에서 단어를 알아야 말을 할 수 있
는 것처럼, 패턴을 알아야 음악을 할 수 있다”(Gordon, 1997)라고 강조된
다.
패턴은 반복 가능한 규칙성으로(Clements, 1999), 수학, 음악, 미술,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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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 수학에서의 패턴은 규칙성, 배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 도형, 무늬 등을 일정한 규칙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한다
(Clements, 1999). 이것은 유아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옷, 가구, 벽지
같은 주변 사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음악에서의 패턴은 음악에서
나타나는 반복성으로 음악의 형식이나 음악의 화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Shilling, 2002; Smith, 1997). 수학과 음악에서는 패턴이 자주 나타나며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반복패턴은 음악패턴에서 일정한 음과 리듬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반복
소절과 유사하다. 또한, 일정한 무늬가 공간에 배열된 공간구조패턴은 일
정한 음과 리듬이 청각적 공간에 배열된 음악패턴과 유사하며 이를 시각
적으로 구성한 음악의 악보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패턴을 활용할 경우
수학능력과 음악능력의 융합을 도울 수 있는 매개점이 될 수 있다.
유아의 수학능력 중 수학패턴인지는 수학능력을 구성하는 기본능력이
다(Devlin, 1994; NAEYC, 2000). 수학패턴인지능력은 규칙성, 배열, 규칙
을 인지하는 능력으로 수, 도형, 무늬 등을 일정한 규칙으로 늘어놓은 배
열을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lements, 1999). 수학패턴은 수학패턴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뉘는데 수의 포함여부, 감각기관에 따른 분류와
생성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다. 수의 포함여부에 따른 분류나 감각기관에
따른 분류에 비해 생성방식에 따른 분류가 유아에게 더욱 적합하다고 인
정받고 있다(Geist,2009; Smith, 2008). 생성방식에 따른 분류는 반복되며
공간으로 생성되는 패턴의 기본적인 속성에 가깝기 때문이다. 생성방식
에 따른 패턴은 반복패턴, 성장패턴, 공간구조패턴으로 나눠진다. 반복
패턴은 기본단위가 반복되는 패턴을 의미하며, 공간구조 패턴은 공간에
구조적으로 형성되는 패턴을 의미한다. 성장패턴은 기본단위를 확장시키
며 나타나는 패턴으로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패턴이다. 유아에게 수학패
턴을 교육할 때 패턴발달단계에 근거하여 반복패턴과 공간구조패턴만으
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Waters, 2005; Papic & Mulligan, 2007).
수학패턴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패턴전략을 사용한 교육활동(최혜진 외,
-2-

2007; Papic, et al., 2011; Waters, 2004), 음악을 활용한 교육활동(김나
래, 2011; 유지연, 2002; Church, 2001; Geist & Geist, 2008; Johnson &
Edelson, 2003; Seefeldt & Galper, 2008; Shilling, 2002; Smith, 1997)이
적용되어져 왔다. 패턴전략을 사용한 교육활동에서는 패턴을 만들어보고
(Clements& Sarama, 2007; Waters, 2004; Papic et al., 2011), 빠진 패턴
을 찾고(Clements& Sarama, 2007; Papic et al., 2011), 패턴 수준별로
단계를 구별해 난이도를 넣어 구성한다(Papic et al., 2011). 음악을 활용
한 교육활동에서는 노래부르기(Seefeldt & Galper, 2008), 신체표현하기
(Shilling, 2002), 악기연주하기(Church, 2001), 음악만들기 등이 있다. 그
중 음악만들기는 영유아가 놀이를 하면서 즉흥적으로 노래를 만들어 부
르거나, 악기를 자신의 방식대로 연주하거나 목소리와 악기로 음악적 아
이디어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MENC, 2005). 음악만들기는 음악의 패턴
을 이해하고, 해체시키고, 다른 형태로 재조합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수
학패턴인지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유아의 음악능력 중 음악창의성은 음악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사
고하는 능력이다(Webster, 1987). 음악창의성의 구성요소는 음악지속성,
음악유연성, 음악독창성, 음악논리성이다. 음악지속성은 음악에 흥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며, 음악유연성은 음악의
빠르기, 셈여림을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음악독창성은 음악
표현을 독창적이고 참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음악논리성은 음악의
문법으로 음악의 논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음악창의성은 영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0-2세에는 음악 재료에
대한 감각적 반응이 나타나고, 2-5세에는 음악적 재료를 유아들이 마음
대로 구성해보려는 시도가 나타나며, 5-9세에는 자신만 알아볼 수 있던
유아들의 표현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전통적 표현으로 발전한다
(Swanick, 1990). 특히, 만 5세는 음악창의성이 확실히 표현되는 시기
(Glover, 2000)로 음악창의성이 셈여림, 빠르기를 시작으로 음색, 리듬,
선율까지 확장되므로 음악발달에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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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창의성의 증진을 위해서 모든 영역의 음악교육활동을 사용하며 그
중 음악만들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남선옥, 김호, 2013; 문
성숙, 2013; 정현희, 김수영, 2010; 최예린, 이은형, 이하영, 2015;
Koutsuopidou & Hargreaves, 2009; Sowden & Clements, 2015). 유아는
음악만들기를 하면서 음악을 지속시켜 나가는 방식을 배우고 습득하며,
음악요소를 끊임없이 생각하여 여러 형태로 적용시켜보면서 음악을 유연
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을 표현 할 수 있
으며 음악의 문법과 논리를 익혀나갈 수 있다. 즉, 음악만들기를 하는 과
정에서 유아는 음악창의성의 하위 영역인 음악지속성, 음악유연성, 음악
독창성, 음악논리성을 사용한다.
뇌발달 연구에 따르면 음악만들기는 뇌가소성을 높여 수학인지와 음악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Gaser & Schlaug, 2003;
Hyde, Lerch, Norton, Forgeard, Winner & Evans, 2009). 음악만들기를
할 때 유아는 특별한 신경시스템을 활용한다(Schlaug, Altenmüller &
Thaut, 2010). 유아는 음악만들기 과정에서 음악을 듣는 청각 뿐 아니라
악보를 읽는 시각, 음악을 듣고 음악에 몸을 맞추려는 운동감각 같이 다
양한 감각체계를 연합하게 된다. 특히 음악만들기에서 유아는 자신이 마
음 속에 그리고 있는 심상을 음악으로 바꾸기 위해 청각적 표상을 해야
하며, 이를 악보로 기보할 때는 청각표상을 다시 시각표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뇌에 있는 궁상돌기(arcuate fasciculus)같은 감각기관을 연
결하는 부분을 자극하게 되며 이런 자극이 축적되면 뇌의 구조를 발전시
켜 뇌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뇌기능의 유연한 적응능력인
뇌가소성을 높여 유아의 발달과 성숙, 학습과 기억의 기저가 되는 것이
다.
그러나 실제로 음악만들기프로그램으로 수학패턴인지나 음악창의성을
증명한 연구는 드물다. 먼저, 수학패턴인지의 향상을 증명한 연구를 살펴
보면 대부분 음악활동과 수학능력의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박
진성, 신현정, 2009; 백지혜, 2014; Geist et al., 2012; Hogens, O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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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kstra & Sklad, 2015). 음악활동으로 수학패턴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
한 연구들(김나래, 2011; 유지연, 2002; 윤혜자, 정가윤, 2013; Geist &
Geist, 2008)은 패턴의 표현양식에 따라 시각적 청각적 패턴을 다루고 있
거나(김나래, 2011) 시각적, 청각적, 운동적 패턴을 다루고 있다(유지연
2002). 반복패턴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에서도 공간구조패턴은 함께 다
루고 있지 못한다(Geist et al., 2012).
음악만들기는 반복패턴과 공간구조패턴에 향상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
다. 특히, 패턴중심으로 음악만들기를 한다면 더 유용하게 반복패턴과 공
간구조패턴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패턴중심 음악만들기는 음
악의 패턴을 활용하여 음악만들기를 하는 것이다. 음악의 패턴은 음악의
형식과 음악의 화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Shilling, 2002; Smith, 2007). 예
를 들어 음악의 형식에서 찾아 본 패턴의 경우 ABA형식을 가진다고 했
을 때 이를 두 번 반복하면 ABAABA로 반복패턴이 된다. 또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음악의 청각적 자극이 머릿 속에 선율의 높낮이와 리듬
의 길이가 그려져 공간구조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림악보는 머릿 속
에 그려진 공간구조패턴을 시각화 할 수 있어 공간구조패턴인지에 긍정
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창의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도 많지 않으
며 대부분 이야기를 활용하거나(강보라, 2011; 안경숙, 김소향, 2011; 양
승희, 임명희, 2011; 최예린 외, 2015), 컴퓨터를 매체로 선정하거나
(Charissi & Rinta, 2014, Nilsson & Folkestad, 2005)하고 있다. 이야기
를 활용한 경우 이야기의 반복을 통해 리듬을 반복하고, 이야기의 흐름
에 따라 음악을 접목한다. 이는 음악의 요소보다는 이야기의 요소에 중
점을 두어 이야기 주인공의 정서표현에 국한된 음악만들기에 그칠 위험
성이 있다. 컴퓨터를 매체로 선정하기에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므로 유아에게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음악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악요소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음악의 중심요소 5가지- 선율, 리듬, 셈여림, 빠르기, 음색-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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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필수요소이자 음악창의성의 기반을 다지는 기초 재료이기 때문이
다. 음악요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패턴을 중심으로 음악만들기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Geist et al., 2012).
패턴은 음악의 틀로 음악적 사고의 구조를 의미한다(Hargreaves,
1986). 음악만들기를 할 때 음악의 ‘틀’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Minsky,
1977), 성인은 음악만들기를 할 때 이 ‘틀’을 출발점으로 삼는다(Sloboda,
1985). 반면 유아는 감각적으로 혹은 자신의 이전 경험을 통해 내면에
음악의 틀이 구성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내기에는 미흡하
다. 아직 음악의 문법이나 음악의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이를 활용할 수 없다.
패턴에는 음악의 요소가 충분히 들어가 있다. 음악패턴은 2마디(동기)
혹은 4마디(악구)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선율과 리듬의 재료는 그대로 보
존된다. 예를 들어 ‘학교 종이 땡땡땡’ 의 경우 ‘솔솔 라라 솔솔미’가 하
나의 패턴이 되는 것이고 이 패턴을 틀로 본다면 유아는 ‘솔, 라, 솔, 미’
의 음 안에서 그리고 전체 4박 안에서 음과 리듬의 순서를 바꿔서 음악
만들기를 할 수 있다. 즉, 패턴은 음악의 재료를 주는 것으로 유아는 그
재료로 패턴 안에서 자유롭게 음악만들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만
들어 놓은 패턴과 어울리는 셈여림, 빠르기, 음색을 정해 음악만들기가
가능하다. 이런 패턴은 고정된 틀이 아닌 변형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
는 것으로 패턴을 중심으로 수업을 한 후 유아가 이 패턴을 스스로 확장
하고 변형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지도를 한다면 음악창의성에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패턴을 중심으로 음악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룹차시 뿐 아니라 개별차시를 함
께 진행하여 유아의 음악창의성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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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유아의 패턴중심 음악만
들기프로그램에 관한 이론적 관점에 대해 고찰하고, 음악만들기와 수학
패턴인지, 음악만들기와 음악창의성의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다.
1. 음악만들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음악만들기(music making)는 유아가 놀이를 하면서 즉흥적으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거나, 악기를 자신의 방식대로 연주하거나, 목소리와 악기로
음악적 아이디어를 표현해내는 것을 의미한다(MENC, 2005). 유아를 대
상으로 하는 음악만들기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점차 일반화된 음악교육의
한 분야이다. 음악만들기는 고전적인 음악 개념에 얽매이지 않은 다양한
음원과 자신만의 악기를 사용하여 유아도 자신의 음악적 이미지를 즉흥
적으로 표현하거나, 시행착오적 표현을 실행해 보면서 음악을 완성해나
가는 교육을 일컫는다(나재용, 2010).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음악요소들은 음악교육학자들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Dalcroze, 1921; Orff, 1961; Gordon, 1997; Thomas, 1979).
Dalcroze(1921)는 유아를 위한 음악프로그램인 유리드믹스에서 리듬, 선
율, 셈여림, 빠르기, 음색을 강조하며 음악만들기 중 즉흥연주를 제안한
다. 즉흥연주는 2마디 패턴에서 6마디 패턴까지 순서대로 패턴의 길이를
점점 늘려가면서 하도록 수업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Orff(1952)는 리듬, 선율, 셈여림, 빠르기, 음색 뿐 아니라 보르둔1)과
1) 보르둔(bordun): 최소의 음으로 화음반주를 하는 형태. 백파이프를 연주할 때처럼 주선율소리와
동시에 어떤 소리가 나는 것으로, 그 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화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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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티나토2)도 음악만들기에서 사용한다. 그는 다른 학자들에 비해 특히
즉흥연주와 창작에 관심을 두고, 즉흥연주와 창작을 음악교육의 출발점
이며 최종 목표라고 언급하였다. 창작 과정의 기본은 주변에서부터 발견
되는 다양한 소리를 구별하는 작업에서 비롯해야 한다고 말하며
(Keetman, 1981), 음악학자들 중 유일하게 유아의 창작훈련을 강조한다.
학습단계로 관찰, 모방, 탐색 및 발견, 즉흥연주를 제시하고 있다.
Orff(1952)는 음악만들기를 위한 지도 방법으로 리듬 학습과 선율 학습
을 나누어 구분한다. 리듬학습은 말리듬을 사용한 따라하기와 창작하기
이며, 선율 학습은 6가지 종류로 1음→ 2음→ 3음의 순서로 선율 짓기, 4
음 이상으로 선율 짓기, 같은 음을 시작음으로 선율 짓기, 끝음을 이어받
아 선율 짓기, 화성진행에 맞도록 선율 짓기, 불규칙한 연주 흐름의 선율
짓기이다.
Gordon(1997)은 음악프로그램에서 리듬과 선율을 강조한다. 다양한 박
자-2박 계열(2/4, 4/4), 3박 계열(3/4, 8/3). 불규칙 2박 계열(5/8), 불규칙
3박 계열(7/8)-에서의 리듬 사용을 독려하며, 다양한 조성- 장조, 단조,
도리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등-에서의 선율 사용을 권한다. 음악학습방
법으로는 음악을 학습하는 것은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과 동일하므로 듣
고, 노래하고, 악보를 읽고, 작곡하는 과정을 통해 음악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습순서는 크게 구별학습과 추리 학습으로 나누며 언
제나 상호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음악패턴학습을 아주 강
조하여 유아들의 집중력이 가장 뛰어난 수업 시작 직후의 시간에 배치하
고 있다.
포괄적 음악성은 맨해튼빌 음악교육과정 프로젝트(Manhatanville
Music Curriculum Project: MMCP)로 음악의 요소 중에서는 리듬과 선
율을 강조한다. MMCP에서는 음악의 본질을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매체(Thomas, 1979)라고 보고 있으며 수업의 핵심을 창작에 두었다. 음
악학습방법은 연주하고 분석적 감상을 한 뒤 창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한
2) 오스티나토(ostinato):한 곡 내에서 한가지의 리듬 혹은 선율 동기 등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8-

활동 안에서 수업하도록 한다. 연주와 분석적 감상은 교사 주도적인 반
면 창작은 학생 주도적으로 스스로 실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Thomas, 1979).
누리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5)에서 음악요소는 교사용 지도서에 따르
면, 리듬, 선율, 음색, 셈여림, 빠르기가 선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리
듬과 선율이 모든 연령에 여러 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셈여림과 음
색은 모든 연령에 포함되어 있으나 빠르기의 경우는 3세나 5세에 단 한
번만 목표로 진술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음악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표 Ⅱ-1>에서 세 번 이
상 언급되어 주요 요소로 추정되는 음악요소는 리듬, 선율, 셈여림, 빠르
기, 음색으로 나타났다. 유아를 대상으로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주요 요소인 리듬, 선율, 셈여림, 빠르기, 음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표 Ⅱ-1> 음악학자들이 언급한 음악요소 분석

학자

구분
리듬
선율
셈여림
빠르기
보르둔
오스티나토
음색

Dalco Orff Gordo MMC 교육과
ze (1952) n
P 학부
(1921)
(1997) (1979) (201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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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주요
음악
요소

0
0
0
0

리듬
⇒
선율
셈여림
빠르기

0

음색

음악만들기는 여러 가지 소재와 매체를 활용하여 진행되어 오고 있다.
<표 Ⅱ-2>에 나타난 것처럼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음악만들기를 사용
하기 위해서 그림책을 활용하거나(공미자 외, 2008; 안경숙, 김소향,
2011; 최예린 외, 2015), 디지털을 활용하거나(Charissi & Rinta, 2014;
Nilsson & Folkestad; 2005), 패턴을 활용한 것(Geist, Geist & Kuzni,
2012)을 볼 수 있다. 그림책이나 연극을 활용할 경우, 음악의 요소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른 감정에 치우치게 된다. 그러면 음악 자체를 만드
는 활동이 아닌 이야기의 흐름 때문에 생긴 감정이나 정서를 음악을 사
용해서 표현하는 활동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디지털기기인 컴퓨터 프로그
램을 음악만들기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음악으로
전환이 되는 용이점이 있어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심현애, 김경연, 2014;
Mazzola, Park, Thalmann, 2011; Ruthman, 2013; Ruthmann & Dillon,
2012; Thibeault, 2012; Vicky & Tiija, 2014). 반면 유아의 경우 모니터
와 마우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발달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터치
패드를 이용한 앱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Ruthman, 2013;
Ruthmann & Dillon, 2012)이기는 하나 아직은 개발단계이므로 제한점이
크다. 패턴을 활용한 경우에는 음악요소를 중심으로 음악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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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음악만들기 관련 연구 내용

음악요소
활용 소재 및 매체
셈
여
빠
르
선율 리듬 림 기 음색 디지털 그림책 패턴
0
0
0
0
0
0

공미자, 외(2008)
안경숙,김소향(2011)
양승희, 임명희
(2011)
최예린, 외(2015)
0
Charissi & Rinta
(2014)
Geist, et al., (2011) 0

Nilsson
&
Folkestad(2005)

Kirschner
&
Tomasello(2010)
Wan & Schlaug
(2010)

0

0
0

0

0

0

0
0
0
0

0

0

음악성

창의성
0
0
0
0

효과
사회성
0

뇌발달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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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인지

2. 음악만들기와 수학패턴인지 및 음악창의성의 관련성
음악만들기는 뇌발달 연구에 의하면 음악성 뿐 음악창의성을 넘어 인지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Gaser & Schlaug, 2003;
Hyde et al., 2009). 유아나 성인 할 것 없이 음악만들기를 할 때는 누구
나 특별한 신경시스템을 활용한다(Schlaug et al., 2010). 음악활동에서는
듣는 청각 뿐 아니라 복잡한 상징체계인 악보를 읽는 시각, 음악을 듣고
음악에 몸을 맞추려는 운동감각 같이 다양한 감각체계를 연합한다. 특히
음악만들기에서 유아는 자신이 생각하는 음악적 심상을 청각적 표상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이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악보로 기보할 때 청각적
표상을 다시 상징적 표상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악보를 보며
음악으로 표현할 때 자신의 목소리나 악기, 혹은 신체를 사용해야 하는
데 이때 상징적 기호를 다시 운동감각으로 바꾸어 표현해야 한다. 이것
이 뇌의 청각과 운동감각을 연결하는 부분을 자극하게 되며, 이런 자극
이 지속되면 뇌의 구조를 바꾸어 뇌의 기능을 발전시켜 뇌가소성을 높이
는 것이다. 뇌가소성(brain plasticity)은 교육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뇌
가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이다. 선행 연구(Gaser & Schlaug, 2003)에서는
뇌는 환경적 영향에 반응하면서 삶의 전반동안 그것의 구조와 기능이 수
정된다는 뚜렷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타고난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음악만들기의 효과가 강조되고
있다.
1) 음악만들기와 수학패턴인지의 관련성
수학패턴이란 규칙성, 배열, 규칙이라고도 하며, 수, 도형, 무늬 등을 일
정한 규칙으로 늘어놓은 배열을 의미한다(Clements, 1999). 수학패턴은
옷, 가구, 벽지 등 주변의 많은 사물들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다
양한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최현정, 2010). Ginsburg, Choi, Lop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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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ley 와 Chi (1997), Seo 와 Ginsburg(2004)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들
의 일상 전반을 관찰하여 나타난 수학적 경험의 30%가 패턴이라고 밝혔
다. 유아는 일상에서 이미 수학패턴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다. 유아는 이
런 패턴을 이해하면서 패턴의 관계를 인식하고 일반화하고 예측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학패턴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먼저, 수의 포함 여부에 따
른 분류로 수(numberical) 패턴은 숫자이며, 비수(nonnumberical)패턴은
모양, 소리, 색, 위치를 말한다. 두 번째, 표현방식에 따른 분류로 시각적
패턴, 청각적 패턴, 운동적 패턴으로 분류된다. 시각적 패턴은 시각적으
로 제시되는 벽돌, 별지, 옷감 같은 곳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의미하며,
청각적 패턴은 노래, 동물의 울음 소리 같은 청각을 통해 인지되는 패턴
을 의미한다. 운동적 패턴은 움직임을 통해 표현되는 패턴을 의미한다.
세 번째, 생성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반복패턴, 성장패턴, 공간구조
패턴으로 나누어진다(Geist, 2009; Smith, 2008). 반복패턴은 기본단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AB패턴(예: 사과배/사과배), ABC패턴(예: 빨강노랑 파
랑/ 빨강노랑파랑), ABB패턴(예: 손발발/손발발)로 나누어진다. 성장패턴
은 기본단위가 더 큰 단위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삼각형 형태
나 사각형 형태로 쓰인다. 점 1개가 점 3개의 삼각형 모양이 되고, 더 큰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 점 6개가 모이고 점점 성장하는 패턴을 의미한다.
공간구조(spatial structure)패턴은 공간에 배열된 패턴을 의미하는 것으
로 패턴개념의 필수요소이다. 공간구조패턴은 기하학적 형태(shapes)-삼
각형, 사각형, 블록, 배열, 격자무늬(grid)-와 다양한 특성(features)-수,
크기, 공선성(collinearity), 형태가 있는 공간-과 관련이 있다(Papic et
al., 2011). 공간구조패턴은 배열(array)과제, 형태(grid)과제, 즉지하기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었다(Papic et al., 2011). 배열과제는 공간에 배열
된 구성을 파악하여 재구성 하는 과제이며, 형태 과제는 형태의 구성을
파악하고 그 형태를 다시 재구성해내는 과제를 말한다. 즉지하기
(subitisation)는 수세기의 발전된 형태로 물체의 개수와 몇 개인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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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력으로 물체를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Klein
& Starky, 1988)이다. 지각적 즉지하기(perceptual subitizing)와 개념적
즉지하기(conceptual subitizing)로 나누어진다. 지각적 즉지하기는 수학
적 과정을 사용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수를 인식하는 것이며, 개념적 즉
지하기는 수세기와 패턴을 만드는 능력 같은 수학적인 과정을 통해 물체
의 수를 인식하는 것이다(안진경, 2013). 이 중 개념적 즉지하기가 공간
구조패턴에서 하위요인으로 사용된다. 즉지하기의 과제가 공간의 배열
과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예를 들면, 5개의 점이 주사위의 5개의
점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거나, 3개의 점이 삼각형의 형태로 배열된 경우
이 공간패턴을 즉지하기 능력의 과제로 사용한다(안진경, 2009).
그러나, 이런 공간구조패턴 연구도구를 사용할 때 유아들은 배열과제나
형태과제의 수세기 능력에서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Waters, 2004; Papic et al., 2011). 예를 들면, 3개의 형태패턴을 연결하
는 과제에서 유아는 같은 형태, 같은 사이즈의 패턴을 선택할 수는 있었
지만, 빈 공간에 몇 개의 패턴이 들어가는지에 관해 계속 오류를 보였다.
즉, 유아에게 생기는 오류는 공간 안에 어떤 패턴이 들어가는가의 여부
가 아니라 공간 안에 몇 개의 패턴이 들어가야 하는가의 여부였다. 따라
서, 배열과제나 형태과제보다 정해진 공간 안에 몇 개의 물체가 있는가
를 파악하기 위한 공간 안의 수세기가 공간구조패턴을 확인하는데 필요
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공간구조패턴과제에서는 즉지하기와 수세기
로 구성이 되었다(Papic, 2015). 특히, 5세의 경우 배열과제나 형태과제에
서 수행오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공간발달에서도 만 5세는 배열에서
전체적 형태를 이해하고 있는 단계(Sarama & Clements, 2007)라고 나타
나므로 공간에서의 수세기와 즉지하기로 공간구조패턴을 보는 것이 만 5
세 유아에게는 바람직할 것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 다양한 수학패턴의 유형 중 어떤 패턴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Waters(2004)에 따르면 유아들에게
는 패턴 교육을 할 때는 패턴의 유형을 반복패턴과 기학학적 패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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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패턴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Warren(2005)의 경우에도 9세에게 성장 패턴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성
장패턴의 난이도와 성장패턴이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은 난이도를 가질
경우 반복패턴의 강조에 관해 연구한 결과, 성장패턴은 난이도가 높아서
유아교육과정에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Papic과
Mulligan(2007)도 유아에게 어떤 패턴을 가르치고, 측정해야 하는가에
의문을 품고 연구한 결과, 반복패턴과 공간구조패턴에서는 교사의 개입
으로 인한 확실한 향상을 나타냈지만, 성장패턴의 경우 유아의 발달보다
높은 난이도로 인해 아무런 향상을 볼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수학패턴의 발달과정 추이를 고려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수학패턴교육을
할 때 반복패턴과 공간구조패턴에 한정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학패턴인지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나타난다. 출생 1개월부터 영아의
패턴 지각능력의 발달적 특성을 연구한 Berk(2002)는 출생 1개월에는 큰
요소를 가진 패턴을 선호하다가 2-4개월이 되면 내부적 형태를 포함하
는 모든 자극의 시각적 탐색, 패턴 요소를 통합하고자 하며, 5-12개월이
되면 복잡하고 의미 있는 패턴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만 2, 3세 유
아부터 구체물을 통한 시각적 패턴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최현정,
2010). 만 3세 정도가 되면 규칙성에 관심을 보이고 활용할 수 있고, 만
4세에는 단순한 기본 패턴을 인식하고 모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유지연, 2002; 이은정, 이상희, 이정욱, 2012). 또한, 패턴의 원리를
이해하고 중간에 빠진 패턴을 찾아낼 수 있으며(Sarama & Clements,
2010), 패턴 2개를 붙여 확장할 수 있다. 만 5세가 되면 패턴을 인식하고
언어로 설명하거나, 패턴을 모방하고 그 다음을 예측하고 이어가기, 구체
물을 사용하여 규칙성 표상하기, 규칙성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기, 규칙성
창조하기 등과 같이 유아 스스로 패턴을 만들 수 있게 된다(유지연,
2002; 이은정, 이상희, 이정욱, 2012; 황의명, 조형숙, 서동미, 2009;
Seefeldt & Galper, 2008; Warren & Cooper, 2008).
이와는 조금 다른 견해를 밝힌 Sarama와 Clements(2010)는 6세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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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패턴 조망이 가능하여 패턴을 재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7살
이 되었을 때 기하학적 패턴을 수 패턴으로 전이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
하였다. 이것은 수학패턴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사가 만든 패턴활동으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Sarama와 Clements(2010)
의 연구에서는 단지 수학패턴능력을 측정했을 뿐이지만, 다른 선행연구
에서는 패턴활동을 통해 수학패턴인지의 향상을 보고하면서 특히, 만 5
세의 패턴 만드는 능력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은 학교가기 직전 시기인 유아기의 수학패턴교육활동이 강조
하고 있다(Clements & Sarama, 2007; Doig, McCrae, & Rowe, 2003;
Papic & Mulligan, 2007; Papic et al., 2011; Vanderheyden, Broussard,
& Cooley, 2006; Waters, 2004). 선행연구들은 패턴교육활동을 인형에게
입힐 옷을 패턴으로 구성하고 자유패턴을 만들어 보는 방식(Waters,
2004)을 사용하거나 빠진 패턴을 찾고 반복패턴을 만드는 방식
(Clements& Sarama, 2007)을 사용하며 패턴의 단계를 구분하여 단계마
다 다른 더 높은 수준의 패턴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였다(Papic e al.,
2011). 인형에게 옷을 입히는 방식에서 자유패턴을 만들어 보는 방식이
었는데 아직 수학패턴인지가 부족한 유아들은 패턴을 계속 동일하게만
만드는 한계점이 있었다(Waters, 2004). 자유패턴을 만드는 것은 수업의
후반부에 패턴이해 능력이 선행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Clements와 Sarama(2007)의 연구에서는 빠진 패턴을 찾는 것과 반복패
턴을 만드는 활동은 반복패턴에 국한되어 있어 공간구조패턴을 다루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패턴 단계를 구분하여 진행한 경우(Papic et al.,
2011) 처음에는 패턴의 개수를 AB패턴부터 ABABAB패턴까지 확장해
나가면서 패턴 따라하기, 그리기, 만들기, 기억해서 그리기, 이어가기, 확
장하기, 빠진 패턴찾기, 틀린 패턴찾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학패턴의
단계를 높여나가며 진행하는 점이 유아기의 패턴발달과 유사하며, 수업
을 소그룹단위의 수업과 개인 수업으로 나누어, 소그룹 단위로 활동을
진행하되,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는 활동을 개발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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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간구조패턴에서는 수세기 활동을 먼저 하고 즉지하기 활동으로 진
행하였다. 패턴활동을 패턴의 단계에 따라 교육하는 방법은 체계적이고
유용한 방법이며 소그룹 수업과 개인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함에 따라 교
실 학습도 가능하고, 교실 학습에서 놓치는 유아 개개인의 수준파악이나
이해정도 파악에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패턴활동을 할 때 패턴의 단계
에 따라 교육하며, 단계가 지나고 난 후 조건 없는 자유패턴 활동을 주
고, 공간구조패턴과 반복패턴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다양한 패턴을 제공함으로서 발생적 수학개념을
형성시키는데 매우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백지혜, 2014). 음악은 수학을
배우는 환경을 이끌 수 있다. 음악에서의 리듬은 수학적 관계에 기초하
여 음악에 대한 반복패턴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Vaughn, 2000), 선율은
음정의 패턴을 인식한 후 수직적 음정과 음색의 패턴으로 화음을 감지하
므로, 패턴이해를 도울 수 있다. 특히, 음악만들기는 음악을 활용하여 순
서를 바꾸고 선율과 리듬을 패턴으로 만들어 추가하고 변별하고 수정하
기 때문에 패턴능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음악과 수학패턴의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수학
패턴능력에 음악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김나래, 2011; 유지연, 2002;
Church, 2001; Johnson & Edelson, 2003; Seefeldt & Galper, 2008;
Shilling, 2002; Smith, 1997). 음악활동의 영역에서 패턴 능력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노래부르기를 통해 유아는 선율과 리듬의 흐름 속에서 유
사성을 찾아 패턴을 탐색하게 되며(Seefeldt & Galper, 2008), 청각적 패
턴이해능력을 발달시킨다(Shilling, 2002). 신체표현하기에서는 음악에 맞
추어 손뼉 치는 활동에서 같은 손뼉이 나올 때 같은 패턴임을 인지할 수
있다. Shilling(2002)은 음악과 수학의 개념을 연결하는 동작으로 패턴활
동을 제시하였다. 즉, 라임(rhyme)의 박자와 리듬에 따라 손과 무릎을
치는 동작으로 규칙성을 이어가는 활동을 제안하였다. 악기연주하기에서
는 동일한 리듬이나 선율을 동일한 기법으로 연주하며 반복 패턴을 익힐
수 있다(Churc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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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음악만들기는 패턴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 중
요성이 저평가되어 왔다. 실제로 음악만들기로 수학패턴인지의 효과를
증명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 또한, 대부분 음악활동과 수학
능력의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박진성, 신현정, 2009; 백지혜,
2014; 이상미, 2011; Geist, et al., 2012; Hogens, Oers, Diekstra &
Sklad, 2015). 음악활동으로 수학패턴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한 연구들(김
나래, 2011; 유지연, 2002; 윤혜자, 정가윤, 2013; Geist & Geist, 2008)은
패턴의 표현양식에 따라 시각적 패턴과 청각적 패턴을 다루고 있거나(김
나래, 2011) 시각적, 청각적, 운동적 패턴을 다루고 있다(유지연 2002).
반복패턴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에서도 공간구조패턴은 함께 다루고 있
지 못한다(Geist et al., 2012).
음악만들기에서는 두 마디의 음악패턴, 혹은 한 악절의 음악패턴들이 4
개 혹은 3개씩 결합하여 하나의 노래를 구성한다. 이것을 음악의 형식이
라고 하며 패턴의 결합인 음악의 형식을 이용할 경우 수학적 패턴을 용
이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Shilling, 2002; Smith, 1997). 예를 들어 ‘학교
종이 땡땡땡’의 경우 1-2마디인 ‘솔솔라라 솔솔미(학교종이 땡땡땡)’이
하나의 패턴이며 A형식이 된다. 3-4마디는 두 번째 음악패턴으로 ‘솔솔
미미 레(어서모이자)’가 B형식이 된다. 5-6마디는 ‘솔솔라라 솔솔미(선생
님이 우리를)’은 선율과 리듬이 A형식과 같으므로 또 다시 A형식으로
분류한다. 마지막 음악패턴인 7-8마디는 ‘솔미레미 도(기다리신다)’는 이
노래에서 처음 나온 형식이므로 C가 된다. 그래서 ‘학교종이 땡땡땡’은
음악패턴 총 4개를 합한 ABAC형식이 된다. 이 음악적 형식을 ABAC패
턴으로 놓고, 반복패턴의 경우 ABAC형식을 2번 반복하는 형태로 노래
전체를 두 번 반복하여 ABACABAC패턴으로 교육할 수 있다. 공간구조
패턴은 그림악보로 제작하여 패턴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보며 패턴능력
향상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음악을 듣는 것으로 머릿
속의 공간에 청각 자극이 선율의 높낮이에 따라, 리듬의 길이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므로 음악을 듣고 활동하는 그 자체로 공간패턴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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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을 대상으로 패턴을 중심으로 한 음악만들기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수학패턴인지의 사전사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음악만들기에서 유아들이 어떤 패턴을 만들고 있는지, 계속해서 다
양한 패턴을 구성할 수 있는지, 패턴을 어떻게 개발해 내는지를 살펴본
다면 유아의 수학패턴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음악만들기와 음악창의성의 관련성
음악창의성은 창의성 연구를 기반으로 특정 영역별 창의성이 대두되며
생겨난 개념이다. 음악창의성은 소리로 사고하고, 소리에 대한 아름다움
을 판단하며, 자신과 타인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음악적 결과물을 만들
어 내는 역동적인 사고과정이다(Webster, 1987). 즉, 음악창의성이란 다
면적 지식을 의미하는 음악성(musicianship)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창의
적인 음악이란 음악적 지식과 형식, 음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만
들어지는 것이다(Elliot, 1995).
음악창의성은 Guilford(1957)의 일반창의성 개념을 범주화한 것으로 논
리성, 유연성, 독창성, 지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논리성은 유아가 만들어
낸 음악 속에서 자연스러운 선율과 리듬, 기승전결의 흐름, 반복소절 사
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음악의 논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말
한다. 유연성은 음악의 빠르기, 셈여림, 높낮이를 얼마나 유연하게 표현
하는가에 대한 능력이다. 독창성은 유아가 표현하는 음악표현이 세련되
고 독창적이며 참신한가를 나타내는 능력이며, 지속성은 유아가 음악반
응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음악창의성은 영아기부터 나타난다. 생후 6개월부터 5년 6개월에 이르
는 영유아의 노래를 연구한 Moog(1976)에 의하면, 생후 3개월부터 6개
월까지의 영아는 음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영아는 들리는 음원에
대해 즐거움과 놀람으로 반응하고, 그것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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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생후 1년이 지나면 음악적 옹알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몇 개의
음절로부터 생성되는 다양한 선율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양상에
대해 Moog(1976)는 이전 노래와는 전혀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
며, 이것이 영아의 음악창의성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음악창의성은 0-2세까지는 음악 재료에 대한 감각적 반응이 나타나고,
2-5세까지는 음악 재료를 유아들이 마음대로 구성해보는 시도가 나타나
며 5-9세에는 음악의 전통적인 표현인 음표나 쉼표의 사용이 생겨나는
시기이다. Glover(2000)는 일반 교육을 받은 유아라면 누구나 만 5세부
터는 음악창의성이 확실히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음색, 셈여림을 시작으
로 리듬, 선율까지 증가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음악창의성은 만 4, 5
세에 가장 활발히 발달한다(전경원, 2015; Guilford, 1957)고 밝히고 있는
만큼 만 5세 대한 음악창의성 교육이 필요하다.
음악창의성의 신장을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음악프로그램 개발 연구(김
효정, 2008; 최정현, 2004)나 음악활동으로 음악창의성의 효과를 검증하
는 연구(김애옥, 홍지명, 2014; 문성숙, 2013; 서현, 김현, 박미자. 2013;
양승희, 임명희. 2011; 이혜진, 2012; 정현희, 김수영, 2010; 최예린, 이은
형, 이하영, 2015; Koutsoupidou & Hargreaves, 2009; Sowden &
Clements, 2015)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활동으로 음악창의성을 연구
한 연구들은 음악활동의 영역 중 노래부르기(김애옥, 홍지명, 2014), 신체
표현(정현희, 김수영, 2010), 악기다루기(서현, 김현, 박미자, 2013), 음악
만들기(김현실, 2015; 문성숙, 2013; 이혜진, 2012; 최예린 외, 2015;
Koutsoupidou & Hargreaves, 2009; Sowden & Clements, 2015), 모든
영역 통합활동(정윤선, 2015)이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활동의 종류 중 음악만들기에
서 음악창의성이 빈번히 연구되고 있으며, 연관이 깊다. 음악만들기는 음
악의 기본 단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음악창의성을 대표하는 능력이다(정진원, 2010). 또한, 음악만들기
는 유아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음을 만들고 리듬을 만드는 등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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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단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하도록 이끈다. 유아들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을 발견하여 자유롭고 리드미컬하게 표현하는 활동이므로 본
질적으로 창의적 사고와 관련이 높다.
선행연구에서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이야기나 동화책에 나오는 정서를
표현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음악창의성을 평가하였다(공미자 외,
2008; 안경숙, 김소향, 2011; 최예린 외, 2015; Calogero, 2002). 그러나,
음악 중심요소-선율, 리듬, 빠르기, 셈여림, 음색-에 초점을 둔 음악만들
기프로그램은 음악창의성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음악의 각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유아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음악은 더욱 확장되며,
음악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음악창의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조사된 음악창의성의 하위영역은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음악창의성의
하위항목을 상상력과 유창성으로만 조사한 연구(남선옥, 김호, 2013; 문
성숙, 2013), 상상력, 독창성, 유창성을 조사한 연구(정현희, 김수영, 2010;
최예린 외, 2015)가 대부분이다. 주로 Wang(1985)의 연구도구에 근거하
여 음악창의성을 조사하였기 때문이며, Webster(2003)가 MCTM-Ⅱ를
제시한 후에는 음악창의성의 하위항목으로 지속성이 더 보고되고 있다
(Koutsoupidou & Hargreaves, 2009; Sowden & Clements, 2015). 지속
성은 음악을 얼마나 긴 시간동안 창작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변인으로
유아의 음악에 관한 흥미가 지속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Guilford(1997)가 제시한 창의적 사고의 네 가지 능력 중 유창성(fluency)
즉, 많은 반응을 나타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변인이므로, 이것을 빼고는
음악창의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보지 못한 지속성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학패턴인지와 음악창의성은 각각 지능과 높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 지능과 수학패턴인지(송경애, 2014; Deary, Smith, Femandes,
2007), 지능과 음악창의성(Jauk, Benedek, Dunst & Neubaur, 2013; Kim,
2005; Kozbelt, Beghetto, & Runco, 2010)은 서로 정적 상관이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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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지능을 통제하여야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의미를
더 정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패턴을 중심으로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유아
에게 적용하여 수학패턴인지와 음악창의성의 사전사후 효과와 변화 양상
을 검증하려고 한다.
3.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구성
음악을 이해하는 과정은 다른 인지를 이해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게슈
탈트이론서는 모든 지각의 경험은 배경으로부터 구별해 낸 하나의 패턴
이라고 말한다. 즉, 같은 음악을 듣더라도 이해하는 과정이나 받아들이는
지각의 경험은 다르며 이는 음악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하나의 지각 구조가 동일한 지각의 패턴에 근거하
고 있을 때 다른 과목일지라도 같은 지각구조로 인식하여 인지할 수 있
는 경향을 가진다.
게슈탈트 이론에 빗대어 음악을 정의하자면, 음악은 ‘음들이 모여 형성
된 유기체’이다. 사람들은 음악을 들을 때 음을 음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gestalt)로 인식한다(이석원, 2013). 이는 형태주의 심
리학에 근거하여 음악을 분석한 것으로, 인간은 음악을 경험할 때 음을
하나씩 듣고 낱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음을 그룹으로 모아서 이해한
다는 것이다. 이렇게 음을 모을 때 유사성의 원리와 근접성의 원리 같은
일정한 원리에 입각하게 된다. 유사성의 원리는 서로 모양이나 특성이
비슷한 것을 모아서 이해한다는 원리이며, 근접성의 원리는 가까이 있는
음끼리 묶어 인지한다는 원리이다.
유아는 동요를 들을 때 이런 원리에 근거하여 음을 모은다. 동요에는
일정한 반복이 있으며, 이는 유사성의 원리로 인해 유아가 반복소절을
묶어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음악에서는 2마디 혹은 4마디가 음악의 작
은 단위 패턴으로 근접성의 원리에 따라 따로따로 한 음으로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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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것을 음악패턴이라고 한다.
음악패턴은 음악의 틀을 구성한다. 음악의 틀은 음악만들기를 할 때 꼭
필요한 요소로(Minsky, 1977), 성인은 음악만들기를 할 때 이 틀을 출발
점으로 삼는다(Sloboda, 1985). 이것은 음악의 상위계획을 의미하며, 이
후에 세부적인 음표로 손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작곡의 과정이다.
Bethoven은 이 틀을 매우 정교하게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Mozart도 그의 필사본에 다양한 색의 잉크가 칠해져 있음에 따라 음악
학자들은 Mozart가 단층적으로 틀을 짜고 곡을 완성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Hargreaves, 1986). 즉, 주요 주제나 상위 계획은 먼저 완성한 후
나중에 하위 요인을 채워 넣는 것이다. 유아는 아직 음악의 문법이나 논
리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악의 틀을 스스로 형성하기
가 힘들다. 따라서 유아를 위한 음악만들기프로그램에서는 이 틀을 어느
정도 교사가 융통성 있게 설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 틀을 유아가 스
스로 확대하고 변형해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의 틀을 설정하기 위하여 음악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 음악패턴은
음악의 형식과 음악의 화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음악의 형식은 동기(2
마디)나 악구(4단위)가 하나의 패턴(A)이 되어 반복되는 경우 A, 조금
다르게 반복된다면 A’, 전혀 다른 음악이 나왔다면 B, 또 전혀 다른 음
악이 나왔다면 C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작은별’의 경우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가 A, ‘동쪽하늘에서도 서쪽하늘에서도’가 B, 다시
나오는 ‘반짝반짝 작은별 아름답게 비치네’가 A로 ABA형식으로 분류되
며 이것은 ABA패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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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반짝반짝 작은 별의 패턴
음악의 화성으로 이루어진 패턴은 <그림 Ⅱ-1>의 ‘반짝반짝 작은별
아름답게 비치네’에서 나타난 화성이 패턴의 예가 될 수 있다
(Harkleroad, 2006). 1도 화성(C)가 A패턴, 4도 화성(F)가 B패턴, 5도화
성(G)가 C패턴이 되는 것으로 화성 자체가 패턴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
다. 즉, 화성으로 봤을 때 C-F-C-G-C-G-C3)를 의미하고 이것은 곧
A-B-A-C-A-C-A 패턴이 된다. 즉, 음악만들기는 이 패턴을 분해하고,
재구조화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음악패턴을 활용할 경우, 음악의 형식,
음악의 화성 뿐 아니라, 화성 안에서 움직이는 선율과 리듬, 음악의 형식
에 따른 음색, 셈여림, 빠르기 표현 모두 다 총괄적으로 재조직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
음악만들기는 유아의 여러 발달 영역에 효과가 있다. <표 Ⅱ-2>에서
나타난 것처럼 음악만들기는 유아의 음악성을 발달시키고(박주영, 최일
선, 2012; 안경숙, 김소향, 2011; 양승희, 임명희, 2011; 최예린 외, 2015;
Charissi & Rinta, 2014), 창의성 발달을 돕는다(공미자 외, 2008; 안경숙,
3) 음악의 화성을 의미함. C=장조 1도 화성, F=장조 4도 화성, G= 장조 5도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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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향, 2011;. 양승희, 임명희, 2011; 최예린 외, 2015). 또한, 음악만들기
는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공미자 외, 2008; 박주영, 최
일선, 2012; Charissi & Rinta, 2014; Kirschner & Tomasello, 2010) 그
밖에 뇌발달(Wan & Schlaug , 2010), 수학능력(Geist, et al., 2012), 스트
레스 조절(양예슬, 문소영, 2015)에도 효과가 나타났다.
현재 국내의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음악만들기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차영숙, 최정아, 2015). 대부분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는 담임교사가
시행하는 새노래 배우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은 대체로
한글로 된 가사를 벽에 붙여놓고 함께 읽으며 따라 불러보고, 반주에 맞
추어 노래를 몇 번 불러보는 수준에서 그치고 만다. 이는 음악을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유아에게 단편적이고, 수동적인 수업방식
이 될 수 있다. 많은 교사들은 이런 원인을 음악만들기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및 방법론에 대한 이해부족과 교육과정 내용 적용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박지현, 2011). 따라서,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음악
만들기에 대한 방법론과 활동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음악만들기의 교수학습도구로는 그림악보가 유용할 수 있다. 음악이 청
각적 자극으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시각적 자극이 함께 주어졌을 때 더
용이하다(신보연, 황은영, 2015). 또한 이것은 청각적 자극에 따라 공간에
구조화된 시각적 공간구조패턴이 되므로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유아의
경우 기본 음악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음악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
타낸 음악적 상징을 사용하거나, 행동양식으로 습득한 음악 개념을 그림
으로 보여주어 개념의 시각화를 도모하는 방법이 용이할 수 있다(임미
경, 장기범, 함희주, 2004). 이것을 그림악보라고 하며, 그림악보는 유아
들에게 추상적인 상징체계의 오선악보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음악의 구조
나 소리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도이다(이돈희, 박순경, 성경희,
장기범, 1997). 또한 단순히 음악을 듣기만 할 때 보다 유아들에게 흥미
를 이끌어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 즉, 그림악보를 교수학습도구로 활용
하는 것은 음악의 요소에 대한 의미 인식에 기여하며, 음악적 흥미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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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음악 환경이다(민경훈 외, 2010).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악보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주제
그림악보와 주제막대악보를 사용하거나(김애옥, 홍지명, 2014; 송유리, 이
종희, 2005), 번호도표를 사용하고(Meske, 1998) 있었다. 주제그림악보는
곡의 주제선율을 가사에 나오는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다. 제목이 상징
하는 그림 또는 아이콘을 사용하여 4마디나 8마디 정도의 주제선율과 일
치하게 그린 것으로 주제와 연관된 그림을 통해 선율의 흐름이나 리듬의
길이를 표현한다. 주제그림악보는 그림으로 유아의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으며, 그림의 위치를 선율의 높낮이에 맞추어 배치하여 유아가 선율인
식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을 늘려서 음의 길이를 표현해야 하
므로, 음의 길이인 리듬을 표현하기에는 정확하지 않은 형태로 볼 수 있
다.
막대그림악보는 주제막대악보라고도 불리는데, 선율이나 리듬을 막대
모양으로 사용하여 표현한다. 막대의 시작하는 지점의 높이가 선율을 의
미하고, 막대의 길이가 리듬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보를 보지 못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주제그림악보보다는 더 상징적으로 발달된 형태이다. 특
히, 리듬은 막대의 길이로 길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선율보다 리듬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를 도우기에 적합하다.
번호도표(call cart)는 음악을 곡의 특징이나 흐름에 따라 나누어서 번
호를 매긴 후 각 번호에 해당하는 음악의 특징 -선율, 리듬, 셈여림, 음
색등- 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Maske, 1998). 음악의 특징만을 드러
내기 보다는 각 특징을 번호로 연속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음악의 전체
적 흐름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음악의 형식에 따라 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의 번호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인지하기에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그림악보를 구성할 때 선율을 잘 나타내는 주제그림악
보와 리듬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막대그림악보, 음악의 패턴을 나타내는
번호도표의 장점을 살려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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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문제와 용어의 정의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관련 용어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유아의 수학패턴인지 및 음악창의성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런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연구 문제 1】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유아의 수학패턴인지
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가?
1-1.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유아의 수학패턴인지 향상에 유
의한 효과가 있는가?
1-2.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유아의 수학패턴
인지는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2】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유아의 음악창의성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가?
2-1.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유아의 음악창의성향상에 유의
한 효과가 있는가?
2-2.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유아의 음악창의
성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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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1) 수학패턴인지
패턴(pattern)은 반복 가능한 규칙성이다(Clements, 1999). 수학패턴인지
(mathematical patterning)란 수학적 사고능력의 기초능력으로 사물의 모
양이나 양상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찾아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
고, 관련된 특성을 찾아 다음을 예측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다(Clements & Sarama, 2009). 이 연구에서 수학패턴인지는 반복패턴인
지와 공간구조패턴인지로 정의한다. 반복패턴인지는 사물의 모양이나 양
상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찾아 그것을 반복하여 다음을 예측하고 빠진 부
분을 완성하는 능력이며, 공간구조패턴인지는 공간에 나열된 사물의 속
성을 인지하여 규칙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정의한다(Papic, 2015).
2) 음악창의성
음악창의성(music creativity)은 소리로 사고하고, 소리에 대한 아름다움
을 판단하며, 자신과 타인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음악적 결과물을 만들
어 내는 역동적인 사고과정이다(Webster, 2003). 이 연구에서 음악창의
성은 음악지속성, 음악유연성, 음악독창성, 음악논리성으로, 음악에 흥미
를 가지고 지속해가는 능력을 음악지속성, 음악을 적절한 때에 유연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음악유연성, 음악에 나타나는 고유하고 독특한 개성을
음악창의성, 음악의 문법을 이해하는 능력을 음악논리성으로 정의한다.
3) 패턴중심 음악만들기
패턴중심 음악만들기(music making)는 패턴을 중심으로 음악의 개념,
구조, 형식 등을 스스로 경험하고 재조직함으로써 자신의 음악을 창의적
으로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권덕원 외, 2011). 이 연구에서 패턴중
심 음악만들기는 유아가 패턴을 활용하여 스스로 음악을 이해하고, 창작
하고, 표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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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과
연구절차를 이용한다. 먼저, 연구문제에 맞게 연구대상과 프로그램을 구
성하고, 효과 검증에 적합한 연구도구를 설정하였다. 연구절차는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 적합한 통계 방법
을 통해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인천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2곳의 만 5세 유아 74명이다.
이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자 74명 중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에 참
여한 실험집단의 유아는 38명(51%),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의 유아는 36명(49%)이었다. 실험집단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16명(42%),
여아가 22명(58%)이었고, 통제집단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20명(56%), 여
아가 16명(44%)이었다.
74명의 유아는 사전에 K-WIPPSI의 핵심 소검사를 실시하여 표준분포
인 중간 80%에 속하는 유아로 구성하였다. 선정된 유아의 지능은 실험
집단은 평균이 98.06점(SD=15.71), 통제집단은 102.76점(SD=14.52)으로
통제집단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t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t=-1.26, p>.05) 두 집단은 동일한 지적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표 Ⅳ-1> 연구대상 유아의 지능
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전체

N
38
36
74

남
16
20
36

성별

여
22
1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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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08.06
112.76
110.48

SD
15.71
14.52
15.18

t
-1.26

연구대상 유아의 월령은 <표 Ⅳ-2>과 같이 실험집단은 60.55개월
(SD=3.73), 통제집단은 60.07개월(SD=3.20)로 실험집단의 월령이 약간 높
았으나, t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t=.62, p>.05) 두 집단은 동질
한 월령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표 Ⅳ-2> 연구대상 유아의 월령 분포(단위: 개월)
집단
N
M
SD
t

실험집단
통제집단
전체

38
36
74

60.55
60.07
60.31

3.73
3.20
3.46

.62

사례분석을 위한 연구대상 유아는 <표 Ⅳ-3>와 같다. 실험집단 유아
중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24차시를 모두 참여한 유아 6명을 선
정하였다. 남아 3명, 여아 3명으로 골고루 선정하였다. 유아의 음악과 수
학의 발달특성은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참여도는 연구자가 대상 유아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표 Ⅳ-3> 사례분석 대상 유아의 특성
유아명 성별 음악, 수학의 발달 특성
조현준 남 수학 사고력이 빠른 편이며,
(가명)
음악에는 큰 관심이 없다.
책을 좋아해서 전반적인 인지
김한슬 여 발달이 빠른 편으로 새로운
(가명)
가사를 읽고 노래 부르는 것
을 좋아한다.
춤추는 것을 좋아한
도은솔 여 노래하고
다.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것
(가명)
은 아니다.
김소현 여 수학을 좋아하고 수개념이
(가명)
확실히 잡혀 있다. 음악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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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여도
주어진 프로그램 안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다른 친구들 보다 항
상 빨리 수행하였다. 때로 산만한
행동도 나타났다.
교사의 이야기에 늘 집중하여 프
로그램에 임하였다. 처음부터 끝까
지 똑바른 자세로 집중하는 태도
를 보였다.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보이며
흥미로워 하였다. 독특한 방식의
노래를 즐겨 불렀다.
프로그램의 목표를 파악한 듯 제
일 먼저 그림악보를 당연하게 만

집중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혼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 같은 음악놀이를
하지는 않는다.
새 노래를 들려주면 곧잘
최시우 남 따라하지만
특별히 음악과
(가명)
수학에서 뛰어나지는 않다.
수학 발달은 보통 수준이나
새
노래를 아주 빨리 익히는
김도윤 남 편이며
노래에 맞춰 새로운
(가명)
동작이나 율동 만들기를
좋아한다.

들었으며, 다른 친구에게 모범이
될 만큼 항상 열심히 참여하였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활동을
하였다. 24차시동안 단 한번도 크
게 소리를 낸 적이 없으며 스스로
알아서 프로그램에 잘 따라와 주
었다.
오늘은 무슨 활동을 할 거냐고 아
침에 만나면 먼저 와서 물어볼 큼
프로그램에 적극성을 보였다. 프로
그램을 좋아해주었고 흥미를 보였
으며 매 차시 즐거워하였다.

2.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
이 연구에서는 교육프로그램개발인 교수학습설계모형(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 ISD) 중 ADDIE 모형에 근거하여 패턴중심 음악
만들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ADDIE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
가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Grafinger, 1988). 첫 번째 단계는 분석
(analysis)이다. 학습내용을 설정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의 요구 분석, 교
육을 받는 대상자 분석, 교육환경 분석, 교육내용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현재 유아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분석한 선행연구(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
부, 2012; 엄정애, 송정, 박미경, 2009; 차영숙, 최정아, 2015)를 고찰하였
으며, 교육내용 분석을 위해 음악과 수학에 관한 선행연구(김나래, 2011;
박진성, 신현정, 2009; 백지혜, 2014; 유지연, 2002; Geist & Geist, 2008)
를 살펴보았고, 교육내용 구성을 위해 음악만들기에 관한 선행연구(강보
라, 2011; 안경숙, 김소향, 2011; 최예린 외, 2015; Charissi & Rinta,
2014; Nilsson & Folkestead, 2005; Kirschner & Tomasello, 2010; Wan
& Schlaung, 2010)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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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인 설계(design)에서는 목표의 명료화, 교수전략과 교수방
법 설정, 교수내용의 위계화, 평가도구 선정이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
는 이를 위해 패턴을 중심으로 음악 과제를 구조화 하여 목표를 선정하
였고, 패턴 규칙, 음악창의성, 수학패턴의 위계에 따라 교수내용을 구성
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를 통해 평가도구를 선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개발(development)로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정하
고 다시 재개발하는 과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
고 전문가 집단과 3차례 의논 한 후 프로그램 차시를 늘리고, 난이도를
조절하여 수정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실행(implementation)으로 교육현
장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는 평가
(evaluation)로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개발 절차와 구성
요소는 <그림 Ⅳ-1>과 같으며, 이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의 타당성은 아
동학 및 유아교육 전공 교수 4인, 음악 전공 교수 2인, 유아교육기관 원
장 2인, 현직교사 10인이 모두 동의한 내용으로만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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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개발 절차와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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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1) 수학과 음악을 통합한 프로그램의 선행연구 고찰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수학과 음악을 통합한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표 Ⅳ-4>에서 보듯이, 선행
연구에서 수학패턴은 감각에 의한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감각기관
에 따른 분류체계는 가장 오래된 분류체계로 시각적 패턴, 운동적 패턴,
청각적 패턴이 각각 발달 방식이 다르므로 프로그램의 의의에 한계가 있
다. 근래 연구에서는 패턴의 생성방식에 따른 분류체계(Geist, 2009;
Smith, 2008)에 따라 반복패턴과 공간구조패턴으로 분류하고 있다. 패턴
중심 음악만들기는 음악을 반복하여 반복패턴을 만들고, 음악을 듣고 그
림악보를 그리며 공간구조패턴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
에 따른 재분석이 필요하다.
음악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악 중심요소 5개-선율, 리듬, 음색, 셈
여림, 빠르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 중심요소는 음악창
의성의 기본재료이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여만 음악을 지속하고, 음악을
유연성 있게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개성을 포함하여 음악의 논리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선행연구(박진성, 신형성, 2009; 유지연, 2002; 김
나래, 2011; 백지혜, 2014; Geist & Geist, 2012)에서는 음악 일부만 포함
되었거나 전혀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보인다.
<표 Ⅳ-4> 수학과 음악을 통합한 음악만들기프로그램

전체적 내용
요소와 음악적
박진성, 신현 수학적
요소를 통합한 집단게
정(2009)
임
유지연(2002) 패턴-음악통합활동

음악만들기 내용요소의 특징과 제한점
·수학-음악 간의 연계를 살려서 구성
·수학의 모든 내용을 넣어 세부적인 패턴
에 관한 내용은 1회기임.
·패턴-음악 간의 연계를 살려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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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래(2011) 유아국악프로그램
백지혜(2014) 발명악보활동
Geist
& 노래만들기 활동
Geist(2008)
Geist
& 음악만들기프로그램
Geist(2012)

·감각에 의존한 패턴 분류체계사용(시각적
패턴, 청각적 패턴, 운동적 패턴)
·장단과 패턴을 활용한 시각적 청각적 패
턴 구성
· 감각에 의존한 패턴 분류체계 사용(시각
적 패턴, 청각적 패턴)
· 노래를 감상하고 발명악보로 표현하기
· 음악내용요소가 고려하지 못함
·패턴규칙을 적용한 음악만들기 활동
·표준화된 도구로 살펴보지 못함
·패턴을 적용한 음악만들기 프로그램
·음악의 요소 중 선율, 박, 리듬만 고려되
었음

(2)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선행연구 고찰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선행연구 고찰하였다. <표 Ⅳ-5>에 따르면 기존의 국내 음악만들기프로
그램은 대부분 이야기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활용한 음악만들기
프로그램은 이야기의 반복과 리듬적 요소를 음악에 접목하여 음악만들기
를 하거나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가사를 바꾼 가사만들기
를 한다. 이는 음악의 요소 중 리듬에 치중하기 쉬우며 가사에 중점을
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야기 주인공의 정서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정
서표현의 기제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음악 자체에 목적을 두어 음악 요소
를 고려하기는 힘들다. 특히, 음악요소 중 가장 중요한 선율과 리듬의 경
우 그림책을 활용할 경우 이야기와 같은 기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표현이 어렵다. 실제로 이야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에는 선율과 리
듬보다는 주로 음색, 빠르기, 셈여림이 대부분 차시를 차지하고 있다. 따
라서 이야기를 활용할 경우 음악의 요소를 최대한 사용해야 하는 음악창
의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쉽지 않다.
국외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활용매체가 컴퓨터프로그램이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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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소재로는 패턴, 상상요소, 또래로 다양하였다. 먼저, 컴퓨터프로그
램을 활용한 경우(Chariss & Rinta, 2014)는 컴퓨터를 통해 자신이 만들
고 있는 음악을 먼저 재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
미 다룰 수 있는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아에게 적용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활용 소재 중 상상적 요소를 통해 컴퓨터로 구현해 내어
창의성을 측정하거나 짝을 활용하여 함께 음악만들기 활동을 하여 사회
성을 측정하였다.
수학패턴인지와 음악창의성에 프로그램의 목적을 둔다면 패턴을 활용하
는 것이 좋다. 선행연구에서 패턴을 사용하여 음악만들기 프로그램을 구
현하였으나(Geist et al., 2012) 인터뷰만 통해 수학전반에 대해서만 살펴
보았고 실제로 수학패턴인지를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패턴을 활용한 음
악만들기는 음악 요소에 중점을 두어 음악창의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
니라 반복패턴을 구현할 수 있으며 공간구조패턴도 음악을 듣고 악보를
보는 과정을 통해 증진 가능하므로 수학패턴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다. 따라서 패턴을 중심에 둔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
다.
<표 Ⅳ-5> 활동요소를 활용한 음악만들기프로그램
활동 요소
소재 매체

강보라(2011)

이야기

안경숙,김소향 이야기
(2011)
양승희, 임명희 이야기
(2011)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설명과 제한점
· 그림책 활용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유아
의 음악성, 창의성의 효과 검증
그림책 · 노랫말짓기, 즉흥연주하기, 음악 기록하기,
소리 탐색과 음악적 활용하기, 신체표현하기,
감상하기와 함께 음악만들기를 사용함.
· 그림책과 요리활동을 활용한 음악만들기로
창의성 효과 검증
그림책 음악성과
· 음악요소 모두 고려됨
· 음악난이도 고려 안됨
·이야기를 활용한 음악만들기로 음악창의성
그림책 분석
· 음악요소 모두 고려하였으나 리듬에 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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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린,
(2015)

외 이야기

Charissi &
Rinta (2014)
Geist
et al.,(2012)
Nilsson &
Folkestad
(2005)
Kirschner &
Tomasello
(2010)
Wan
&
Schlaug (2010)

패턴
상상
또래
-

· 글 없는 그림책을 보며 음악만들기 프로그
그림책 램 실시
· 음악의 요소가 중점이 되어 부각되지 않음
· 컴퓨터를 이용한 음악만들기 프로그램으로
Sibelius
음악성과 친사회적 행동을 분석
Groovy
· 소집단으로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
Shapes
그램
· 패턴을 활용한 음악만들기활동.
- · 박, 리듬, 선율에만 초점을 맞춤
· 인터뷰와 1-2가지 사례만 제시
·스스로 상상(fantasies)한 내용에 대해 감정
이입해 음악으로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컴퓨터 을
함.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만들어내는 음
악만들기
짝을 활용한 음악만들기(joint music
- ·making)를
통한 사회성발달 분석
음악만들기를 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뇌발달
- ·분석

2) 설계
패턴중심 음악만들기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은 4개의 주제곡 별로 각 6
차시씩 총 24차시로 설계하였다.
(1) 목표의 명료화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음악창의성과 수학패턴인지를 함께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목표를 위해 주제곡별로 각 6차시씩 이해, 창작, 표현 3
가지 세부 활동 목표를 <표 Ⅳ-6>와 같이 설정하였다. 첫 번째 목표인
이해는 주제곡의 음악요소와 수학패턴요소를 이해하고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다. 음악요소에 대한 이해나 수학패턴요소에 대한 이해는 음악창의
성이나 수학패턴인지를 높이기 위한 기본단계(Clements & Sa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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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Geist & Geist, 2008; Koutsoupidou & Hargreaves, 2009; Papic,
et al., 2011; Sowden & Clements, 2015; Vanderheyden, et al., 2006;
Waters, 2004)이므로 주제곡별로 첫 번째 차시인 1차시에 설정하였다.
두 번째 세부 목표인 창작은 주제곡의 음악요소를 바탕으로 음악을 창작
해내며 주제곡의 패턴요소를 바탕으로 반복패턴과 공간구조패턴을 만들
어 내는 것이다. 이 세부목표인 창작은 패턴중심 음악만들기 프로그램의
핵심(Glover, 2000; Hargreaves, 1999; Swanwick & Tillman, 1986)이므
로 각 주제곡별로 2차시부터 5차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세부목표인 표현은 스스로 만들어낸 창작물을 교사 앞
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교사는 유아가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할 때 개인적으로 피드백해주고, 개인마다 생기는
발달의 과정을 기록하여 다음 주제곡의 음악만들기활동을 하기 전 유아
의 수준을 점검하는 단계로도 활용한다. 이 단계는 특정 주제곡의 가장
마지막 차시인 6차시로 배정하였다.
<표 Ⅳ-6>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세부목표
목표
이해
창작
표현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세부목표
수학패턴인지
음악창의성
주제곡의 패턴요소에서
주제곡 안의 음악요소를 이해하여
반복패턴과 공간구조패턴을
음악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다.
기초를 다진다.
주제곡의 패턴 요소를 바탕으로 주제곡의 음악요소를 바탕으로
반복패턴을 만들고,
음악의 논리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공간구조패턴인 음악악보를 만들 사용할 수 있으며, 나만의 독창적
수 있다.
음악을 창작하고 지속 할 수 있다.
창작한 나의 음악을 반복패턴으 창작한 나의 음악을 음악의 논리에
로 표현하고 공간구조패턴을 보 맞게, 유연하게, 독창적으로 지속적
고 재인식하여 표현할 수 있다. 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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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곡 선정
주제곡은 패턴을 고려하여 A의 음악패턴이 반복되는 ABAC형식과
ABA형식을 가진 동요 중에 선정하였다. 고전 동요는 유아들이 이미 들
어 본 경험이 있으므로 노래 전체를 완전히 익히기에 유용하며, 선율의
높낮이나 리듬이 까다롭지 않고 단조로워 유아의 음악만들기프로그램에
용이하다(이홍수, 1992; Gordon, 1997; Geist & Geist, 2008; Levin,
200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전 동요 중에 주제곡 예상목록-돌다리,
학교종이 땡땡땡, 여름 냇가, 작은별, 주먹쥐고, 텔레비전- 을 정해 유아
교육, 아동학 교수 4인과 음악전공자 2인과 현직 유치원 원장 2인, 현직
교사 10명에게 생활주제에 적절한지, 유아에게 친근한 내용인지, 유아의
음역에 맞는지, 노랫말, 멜로디, 리듬이 반복적이며 단순한지, 음악의 형
식은 적절한지를 고려하였다. Gordon(1997)의 유아음악발달단계와 누리
과정(2014)의 목표를 고려하여 박자는 2박 계열, 조성은 동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조 곡 중에서 선정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노래 목
록에 대한 세부사항은 <표 Ⅳ-7>와 같다. 선정된 주제 동요는 ‘학교종
이 땡땡땡’과 ‘여름 냇가’, ‘작은별’과 ‘주먹쥐고’이다. ‘학교종이 땡땡땡’과
‘여름 냇가’ 두 곡은 동기(2마디)를 음악패턴으로 보고 ABAC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패턴의 길이가 8마디이다. ‘작은별’과 ‘주먹쥐고’는
ABA형식으로 악구(4마디)을 패턴으로 생각하여 총 패턴의 길이는 12마
디이다.
<표 Ⅳ-7> 주제곡의 구성
주제 동요
학교 종이
땡땡땡
여름냇가
작은별
주먹쥐고

유형
ABAC
(A=2마디)
ABA
(A=4마디)

패턴

길이
8마디
12마디

- 39 -

음악 요소
다장조, 2/4박자
바장조, 4/4박자
다장조, 2/4박자
다장조, 4/4박자

(3) 내용 구성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내용은 이 연구에서 설정한 패턴유형
(ABAC패턴, ABA패턴)을 중심으로 각 주제별로 3가지의 세부목표(이해,
창작, 표현)가 제대로 달성되도록 구성하였다. ABAC패턴유형에서는
ABAC패턴을 이해하고, ABAC패턴의 요소 안에서 음악을 창작하고,
ABAC패턴을 표현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ABA패턴유형에서는 ABA패
턴을 이해하고, ABA패턴의 요소 안에서 음악을 창작하고, ABA패턴을
표현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전체 목표인 수학패턴인지와 음악창의
성의 하위요소가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먼저, 수학패턴인지의 향상을
위해 Papic(2015)의 수학패턴인지의 하위요소인 반복패턴인지와 공간구
조패턴인지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반복패턴인지는 음악에서 나타난 수학
패턴을 반복해보고, 비교해보고, 확장해본 후 빠진 패턴과 틀린 패턴을
찾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공간구조패턴인지는 음악을 듣고 그림악보로
따라 그려보고, 스스로 자신의 패턴을 만든 후 생각해서 그림악보를 만
들어 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공간구조패턴인지는 그림악보에서
나타난 음을 수세고, 그림악보를 즉지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음악창의성을 위해서는 음악창의성의 하위요소(Webster, 2003)인 논리
성, 유연성, 독창성, 지속성이 매 차시마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논
리성을 위해서 주제곡의 기승전결, 반복소절 사용을 알아보게 하였으며,
유연성을 위해서 셈여림, 빠르기, 높낮이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
다. 독창성을 위해서 스스로 원하는 음악의 분위기를 상상하게 한 다음
셈여림이나 음색을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속성을 위해서
주제곡과 내가 만든 패턴을 이어보고,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음악요소
를 위하여 주제곡과 연계하여 각 주제곡 안에 사용된 선율, 리듬, 음색,
셈여림, 빠르기를 이해하고 창작하고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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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주제곡 별로 1단계인 ‘이해’에서는 주제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주제곡을 감상하고 가창하여 완벽하게 익힌 후 주제곡에 사
용된 패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제곡의 패턴을 시각화한 그림
악보를 익히며 따라 그려 보았다.
2단계부터 5단계는 ‘창작’ 단계로 주제곡에 사용된 패턴을 자신이 원하
는 방식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차시에서는 주제곡의 패턴
중 A패턴에 해당하는 부분만 집중해서 창작한다. 주제곡의 A패턴을 따
라하고, A패턴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 만들어보고, 그것을 기억해
서 그림악보로 그려보았다. 주제곡의 A패턴과 내가 만든 Aboxjs을 비교
하였으며 A패턴을 반복해서 불러 보았다. 그림악보를 보고 A패턴의 음
의 개수를 세어보고 즉지하기를 하였다. 또한 주제곡의 반복소절인 A패
턴을 익히고, 주제곡의 셈여림을 인식하고 다양한 셈여림으로 바꾸어 가
창하였다. 유아가 만든 A패턴의 분위기를 상상하여 셈여림, 음색을 만들
어 보고 주제곡의 A패턴과 자신의 A패턴을 이어 부른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만든 A패턴을 복습하고 새로운 B패턴을 만든
다. B패턴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A패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
도록 하였으며, B패턴을 스스로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새로 만든
B패턴을 그림악보로 그린 후 패턴에 포함된 음이 몇 개인지 수를 세어
보고, 빠르게 즉지하기를 하였다. 또한, 주제곡의 기승전결을 이해하고,
빠르기를 익히고 다양한 빠르기로 바꿔 가창하였다. 유아가 스스로 만든
B패턴에 대한 분위기를 상상한 후 셈여림과 음색을 만들어 본 후 A패턴
과 B패턴을 이어서 불렀다.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배운 AB패턴을 복습하였고, 패턴만들기에서는
패턴 유형별로 학습이 조금 다르게 구성하였다. ABAC유형에서는 C패턴
을 익힌 후 새로 만들어 2-3차시에서 만든 A패턴과 합쳐서 C패턴을 비
교하고 C패턴의 그림악보를 만들어 수세고 즉지하였다. ABA유형에서는
AB패턴에 2차시에 만든 A패턴을 이어서 ABA패턴을 만들었다. 이를 각
각 그림악보로 만든 후 전체 음의 수를 세고 즉지하였다. 두 유형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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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곡을 다시 가창하면서 리듬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구성되었는지 불러
보았다. 주제곡의 셈여림과 빠르기를 익히고 다양한 셈여림과 빠르기로
바꾸어 가창하였다. 음악만들기에서 다시 유형별로 나누어 졌는데
ABAC유형에서는 C패턴의 분위기를 상상하며 셈여림과 음색을 만들고,
AB패턴에 이어 불렀다. ABA유형에서는 유아가 만든 ABA패턴을 반복
하여 셈여림과 음색의 독특한 변화를 넣고 주제곡에 ABA패턴을 합쳐
이어 불렀다.
5단계에서는 각 유형별로 주제곡의 패턴과 내가 만든 패턴을 비교하여
보았으며, 내가 만든 패턴을 2번 반복하여 반복패턴을 만들었다. 또한,
유아는 반복패턴 안에서 교사가 만들어내는 빠진패턴찾기 수수께끼와 틀
린패턴찾기 과제를 풀었다. 유아는 반복패턴에 대한 그림악보를 만들었
고,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음의 수를 세고 즉지하기를 하였다. 패턴을 가
창하면서 선율 사용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선율을 익혔으며, 셈여림,
빠르기를 달리해서 가창한 후 유아가 원하는 셈여림, 빠르기, 높낮이를
정해 다시 수정하여 보았다. 셈여림과 음색에도 다양한 변화를 넣어 보
았으며, ABAC유형에서는 지금까지 만든 음악패턴을 가창하였고, ABA
유형에서는 주제곡에 유아가 만든 패턴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가창하였
다.
마지막 6단계인 ‘표현’에서는 교사와 유아의 개별단계로 지금까지 했던
패턴중심 음악만들기가 잘 이루어졌는지 유아마다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유아가 스스로 완성한 패턴을 가창하고, 원래
주제곡과 비교해보았다. 또한, 반복패턴에서 빠진패턴찾기와 틀린패턴찾
기, 유아가 만든 그림악보를 보며 음의 개수를 수세고, 즉지하기를 통해
현재 유아의 수학패턴인지능력을 알아보았다. 또한, 유아가 만든 음악패
턴을 스스로 가창하면서 선율과 리듬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는지, 셈
여림, 빠르기, 높낮이를 달리하여 표현하고 있는지, 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유아가 어떤 독특한 셈여림이나 음색
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 개별차시는 유아에게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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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동일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비디오로 녹화하여 반복 사용
하였으며, 진행하는 중간에 교사는 개입하지 않고 관찰카메라를 통해 녹
화를 하며 유아의 수학패턴인지와 음악창의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Ⅳ-8>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패턴유형
단계 ABAC
ABA
1 이 ABAC ABA
해

2

3

4

A
2마디

A
4마디

B
AB

B
AB

-2마디 -4마디
4마디- 8마디창
AB
작 AB
ABAC ABA
-4마디 -8마디
8마디- 12마디-

수학패턴인지
· 주제곡의 패턴 이해하
기
· 주제곡의 그림악보 보
고 따라 그리기
· 주제곡의 패턴 따라하
기
· A패턴을 만들고 주제
곡의 A패턴과 비교하기
· 주제곡에 A패턴 반복
해서 부르기
· A패턴 그림악보로 만
들고 수세기와 즉지하
기
· A패턴 복습하기
· B패턴의 익힌 후 유
아만의 B패턴 만들기
· A패턴과 B패턴비교하
기
· B패턴을 그림악보 만
들기
· B패턴의 수세기, 즉지
하기
· AB패턴 복습하기
· 패턴만들기
-ABAC유형:
음악패턴 C를 익히고
그림악보 만들기.
A패턴과 C패턴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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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창의성
· 주제곡 감상 후 가창하기
· 주제곡 완벽하게 익히기
· 주제곡의 반복소절인 A패
턴 익히기
· 주제곡의 셈여림 인식하고
다양한 셈여림으로 바꾸어 가
창하기
· 유아가 만든 A패턴의 분위
기 상상하여 셈여림, 음색 만
들기
· 주제곡의 A패턴과 내가 만
든 A패턴 이어부르기
· 주제곡의 기승전결 이해하
기
· 주제곡의 빠르기 익히고 다
양한 빠르기로 바꿔 가창하기
· 내가 만든 B패턴의 분위기
상상하여 셈여림, 음색 만들
고 독특한 변화 넣기
· 내가 만든 A패턴과 B패턴
이어부르기
· 주제곡의 리듬 이해하고 자
연스러운 리듬 익히기
· 주제곡의 셈여림과 빠르기
를 익히고 다양한 셈여림과
빠르기로 바꾸어 가창하기
· 음악만들기

5

ABAC ABA
ABAC ABA
X2
X2

ABAC ABA

6 표
현 ABAC ABA
X2
X2

-ABAC유형:
C패턴 분위기 상상하여 셈여
기.
음색만들기
그림악보를 이요한 수 림과
C패턴을 원하는대로 바꾸고
세기, 즉지하기
AB패턴에 이어부르기
-ABA유형:
AB패턴과 A패턴을 합 -ABA유형:
만든ABA패턴을 반복
쳐 ABA패턴 만들기 유아가
셈여림과 음색의 독특한
패턴 전체를 수세기와 하여
변화 넣기
즉지하기
주제곡에 ABA패턴 합쳐서
이어부르기
· 주제곡의 패턴과 나의
패턴 비교하기
· 패턴만들기
· 주제곡의 선율 사용 이해하
-ABAC유형:
고 자연스러운 선율익히기
AC패턴 복습하기
· 셈여림, 빠르기, 높낮이 달
ABAC패턴을 만든 후 리하여 가창하기
두 번 반복하기
· 셈여림과 음색에 다양한 변
-ABA유형:
화 넣어보기
ABA패턴 복습하기
· ABAC유형: 지금까지 만든
ABA패턴 반복하여 반 음악패턴 가창하기
복패턴만들기
· ABA유형: 주제곡에 유아가
만든 패턴을 이어 지속적으로
· 반복패턴에서 빠진패 가창하기
턴, 틀린패턴 찾기
· 그림악보 만든 후 수
세고 즉지하기
· 주제곡과 유아의 패턴 ·창유아가 만든 패턴 전체 가
비교하기
유아가 만든 패턴을 자연스
· 반복패턴에서 빠진패 ·러운
선율과 리듬을 사용하여
턴, 틀린패턴 찾기
표현하기
· 전체패턴 수세기, 즉 · 유아가 만든 패턴을 셈여
지하기
림, 빠르기, 음색을 독창적으
로 달리하여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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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학습도구
이 연구에서는 음악의 개념과 선행연구(김애옥, 홍지명, 2014; 송유리,
이종희, 2005; Meske, 1998)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직접 그림악보를 개발
하였다. 선율은 주제곡의 주제에 맞는 그림을 음의 높낮이에 따라 배열
하는 주제그림악보로 구성하였고, 리듬은 리듬의 길이에 따라 막대의 길
이가 늘어나는 막대그림악보를 사용하였다. 또한, 선율에는 음계에 따라
무지개 색을 배치하여 도(빨), 레(주), 미(노), 파(초), 솔(파), 라(남), 시
(보)로 유아들이 시각적으로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
를 들어 <표 Ⅳ-9>의 ‘작은별’ 그림악보를 보면 이 선율의 높낮이에 따
라 높이가 다르게 배열되어 있다. 또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여 음계를
표현하였다. 이것은 주제그림악보의 형태로 선율의 높낮이를 표현한 것
이다. 별 모양 밑에 까만색 막대는 막대그림악보의 형태이다. 4분음표가
까만 막대 1개이며, 박이 길어지면 막대의 개수가 한 개씩 늘어난다. 박
을 구분하기 위해 까만색을 사용하였고, 쉼표가 있을 경우 하얀 막대로
표시하였다. 4분 음표를 기준으로 놓고, 8분음표의 경우 4분음표의 1/2길
이, 2분음표의 경우 4분음표의 2배가 되는 길이로 그려 표현하였다.
주제 패턴
곡

<표 Ⅳ-9> 그림악보의 예시
그림악보

작은 A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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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5) 평가도구
평가는 교육활동의 목적이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교육
과정의 한 요소이다(백순근, 1999). 이 연구에서는 교육목적 달성에 대한
점검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사전과 사후에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
다. 수학패턴인지검사(EMTP)는 Papic(2015)의 유아수학패턴 측정도구
(Early Mathematical Patterning Assessment; EMPA)를 선정하였으며,
음악창의성은 Webster(1994)가 제작한 MCTM-Ⅱ(Musical Creative
Thinking in Music Ⅱ)로 선정하였다.
3)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개발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주제곡 총 4개당 각각 6차시로 설계하여 전체 24
차시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Ⅳ-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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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차시별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구성

주제
곡

패턴유
형

목표

1차시 이해 ABAC

A
2마디

학교 2차시
종이
땡땡
땡
3차시

4차시

창작

B
AB
-2마디
4마디AB
ABAC
-4마디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
세부 내용
수학패턴인지
음악창의성
㉥: 반복패턴, ㉠: 공간구조패턴
㉡:논리성, ㉧:유연성, ㉢:독창성, ㉨:지속성,
∙ ‘학교종이 땡땡땡’의 ABAC패턴 이해하기㉥㉠
∙ ‘학교종이 땡땡땡’ 감상 후 가창㉡㉧㉢㉨
㉥㉠
∙ 학교종이 땡땡땡’ 그림악보를 보고 따라 그리기
∙ ‘학교종이 땡땡땡’ 완벽하게 익히기㉡㉧㉢㉨
∙ ‘학교종이 땡땡땡’의 반복소절 A패턴 익히기㉡
㉠㉥
∙ ‘학교종이 땡땡땡’ 가창 후 A패턴 따라하기
∙ ‘학교종이 땡땡땡’의 셈여림을 익히고 다양한 셈여림
∙ 주제곡의 A패턴과 내가 만든 A패턴 비교하기㉥
으로 바꾸어 가창하기㉧
㉥
∙ 주제곡의 A패턴과 내가 만든 A패턴 이어부르기 ∙ 유아가 만든 A패턴의 분위기 상상하여 셈여림과 음
∙ 내가 만든 A패턴의 그림악보 만들기㉠
색 만들기㉢
∙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수세기, 즉지하기㉠
∙ A패턴을 유아가 원하는대로 바꿔 만들고 주제곡에
이어부르기㉨
∙
땡땡땡’의 기승전결 익히기㉡
∙ ‘학교종이 땡땡땡’ 가창 후 유아가 만든 A패턴 복습 ∙ ‘학교종이
‘학교종이 땡땡땡’의 빠르기를 익히고 다양한 빠르기
하기㉠㉥
로
바꾸어 가창하기㉧
㉥
∙ ‘학교종이 땡땡땡’의 B패턴 익히기
∙ 유아가 만든 B패턴의 분위기 상상하여 셈여림과 음
∙ 유아가 만든 A패턴과 B패턴 비교하기㉥
색 만들고 독특한 변화 넣기㉢
∙ 유아가 만든 B턴의 그림악보를 만들기㉠
∙ B패턴을 유아가 원하는대로 바꿔 만들어 A패턴에
∙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수세기, 즉지하기㉠
이어부르기㉨
∙ ‘학교종이 땡땡땡’ 가창 후 유아가 만든 AB패턴 복 ∙ ‘학교종이 땡땡땡’의 리듬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리
습하기㉠㉥
듬을 익히기㉡
∙ ‘학교종이 땡땡땡’의 C패턴 익히기㉥
∙ ‘학교종이 땡땡땡’의 셈여림과 빠르기를 익히고 다양
∙ 유아가 만든 2차시에서 만든 A패턴과 C패턴 비교 한 셈여림과 빠르기로 바꾸어 가창하기㉧
하기㉥
∙ 유아가 만든 C패턴의 분위기 상상하여 셈여림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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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 유아가 만든 C턴의 그림악보를 만들기㉠
활용하여 이를 활용하여 수세기, 즉지하
8마디- ∙ 그림악보를
기㉠
∙ ‘학교종이 땡땡땡’ 가창 후 유아가 만든 AC패턴 복
습하기㉠㉥
ABAC ∙ 유아가 만든 ABAC패턴 두 번 반복하여 반복패턴
만들기㉥
ABAC ∙ 반복패턴에서 빠진 패턴, 틀린 패턴 찾기㉥ ㉠
X2 ∙ 유아가 만든 ABAC턴의 그림악보를 만들기
∙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수세기, 즉지하기㉠

색 만들기㉢
∙ C패턴을 유아가 원하는대로 바꿔 만들고 AB패턴에
이어부르기㉨
∙ ‘학교종이 땡땡땡’의 선율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선
율을 익히기㉡
∙ 유아가 만든 ABAC패턴의 셈여림, 빠르기, 높낮이를
다양한 셈여림과 빠르기로 바꾸어 가창하기㉧
∙ 유아가 만든 ABAC패턴의 분위기 상상하고 셈여림
과 음색 만들어 독특한 변화 넣기㉢
∙ 유아가 만든 AB패턴과 AC패턴 합쳐서 ABAC패턴
만들기㉨

∙ 유아가 만든 ABAC패턴 두 번 가창하여 반복패턴
만들기㉥
만든 ABAC패턴 전체 가창㉨㉧㉢㉡
ABAC ∙ 유아가 만든 반복패턴에서 빠진 패턴, 틀린 패턴 찾 ∙∙ 유아가
유아가 만든 ABAC패턴의 선율과 리듬을 자연스럽
㉥
기
6차시 표현 ABAC ∙ 유아가 만든 ABAC패턴의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수 게 표현하기㉨㉡
∙ 유아가 만든 ABAC패턴의 셈여림, 빠르기, 음색을 독
세기, 즉지하기㉠
X2
㉧㉢
∙ 유아가 만든 ABAC패턴의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즉 창적으로 표현하기
지하기㉠
여름 7차시 이해 ABAC ∙ ‘여름 냇가’의 ABAC패턴 이해하기㉥㉠
냇가
∙ ‘여름 냇가’ 그림악보를 보고 따라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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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냇가’ 감상 후 가창㉡㉧㉢㉨
∙ ‘여름 냇가’ 완벽하게 익히기㉡㉧㉢㉨

8차시

ABAC
중
A패턴
-2마디-

따라하기㉠㉥

∙ ‘여름 냇가’ 가창 후 A패턴
∙ 주제곡의 A패턴과 내가 만든 A패턴 비교하기㉥
∙ 주제곡의 A패턴과 내가 만든 A패턴 이어부르기㉥
∙ 내가 만든 A패턴의 그림악보 만들기㉠
∙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수세기, 즉지하기㉠

ABAC
중
A패턴
9차시
혹은
AB패턴
창작 -2마디/
4마디-

∙ ‘여름 냇가’ 가창 후 유아가 만든 A패턴 복습하기㉠

ABAC
중
AB패턴
-4마디혹은
ABAC
패턴
-8마디ABAC
중
ABAC

∙ ‘여름 냇가’ 가창 후 유아가 만든 AB패턴 복습하기

10차시

11차시

㉥

∙ ‘여름 냇가’의 B패턴 익히기㉥
∙ 유아가 만든 A패턴과 B패턴 비교하기㉥
∙ 유아가 만든 B턴의 그림악보를 만들기㉠
∙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수세기, 즉지하기㉠
㉠㉥

∙ ‘여름 냇가’의 C패턴 익히기㉥
∙ 유아가 만든 2차시에서 만든 A패턴과 C패턴 비교
하기㉥
∙ 유아가 만든 C턴의 그림악보를 만들기㉠
∙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이를 활용하여 수세기, 즉지하
기㉠
∙ ‘여름 냇가’ 가창 후 유아가 만든 AC패턴 복습하기
㉠㉥

∙ 유아가 만든 ABAC패턴 두 번 반복하여 반복패턴

- 49 -

∙ ‘여름 냇가’의 반복소절 A패턴 익히기㉡
∙ ‘여름 냇가’의 셈여림을 익히고 다양한 셈여림으로 바
꾸어 가창하기㉧
∙ 유아가 만든 A패턴의 분위기 상상하여 셈여림과 음
색 만들기㉢
∙ A패턴을 유아가 원하는대로 바꿔 만들고 주제곡에
이어부르기㉨
∙ ‘여름 냇가’의 기승전결 익히기㉡
∙ ‘여름 냇가’의 빠르기를 익히고 다양한 빠르기로 바꾸
어 가창하기㉧
∙ 유아가 만든 B패턴의 분위기 상상하여 셈여림과 음
색 만들고 독특한 변화 넣기㉢
∙ B패턴을 유아가 원하는대로 바꿔 만들어 A패턴에
이어부르기㉨
∙ ‘여름 냇가’의 리듬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익
히기㉡
∙ ‘여름 냇가’의 셈여림, 빠르기를 익히고 다양한 셈여
림, 빠르기로 바꾸어 가창하기㉧
∙ 유아가 만든 C패턴의 분위기 상상하여 셈여림과 음
색 만들기㉢
∙ C패턴을 유아가 원하는대로 바꿔 만들고 AB패턴에
이어부르기㉨
∙ ‘여름 냇가’의 선율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선율을 익
히기㉡

만들기㉥
빠진 패턴, 틀린 패턴 찾기㉥
패턴 ∙∙ 반복패턴에서
만든 ABAC턴의 그림악보를 만들기㉠
-8마디- ∙ 유아가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수세기, 즉지하기㉠

∙ 유아가 만든 ABAC패턴의 셈여림, 빠르기, 높낮이를
다양한 셈여림, 빠르기, 높낮이로 바꾸어 가창하기㉧
∙ 유아가 만든 ABAC패턴의 분위기 상상하고 셈여림
과 음색 만들어 독특한 변화 넣기㉢
∙ 유아가 만든 AB패턴과 AC패턴 합쳐서 ABAC패턴
만들기㉨

∙ 유아가 만든 ABAC패턴 두 번 가창하여 반복패턴
㉥
ABAC ∙ 만들기
∙ 유아가 만든 ABAC패턴 전체 가창㉨㉧㉢㉡
유아가
만든
반복패턴에서
빠진
패턴,
틀린
패턴
찾
중
∙ 유아가 만든 ABAC패턴의 선율과 리듬을 자연스럽
㉥
12차시 표현 ABAC ∙ 기유아가 만든 ABAC패턴의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수 게 표현하기㉨㉡
패턴
∙ 유아가 만든 ABAC패턴의 셈여림, 빠르기, 음색을 독
즉지하기㉠
㉧㉢
-8마디- ∙ 세기,
유아가 만든 ABAC패턴의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즉 창적으로 표현하기
지하기㉠
ABA패턴 이해하기㉥㉠
13차시 이해 ABA ∙∙ ‘작은별’의
‘작은별’ 그림악보를 보고 따라 그리기㉥㉠

∙ ‘작은별’ 감상 후 가창㉡㉧㉢㉨
∙ ‘작은별’ 완벽하게 익히기㉡㉧㉢㉨
∙ ‘작은별’의 반복소절 A패턴 익히기㉡
㉠㉥
작은
∙ ‘작은별’ 가창 후 A패턴 따라하기
∙ ‘작은별’의 셈여림을 익히고 다양한 셈여림으로 바꾸
㉥
별
∙
주제곡의
A패턴과
내가
만든
A패턴
비교하기
어 가창하기㉧
A
㉥
14차시
∙ 주제곡의 A패턴과 내가 만든 A패턴 이어부르기 ∙ 유아가 만든 A패턴의 분위기 상상하여 셈여림과 음
창작 4마디 ∙ 내가 만든 A패턴의 그림악보 만들기㉠
색 만들기㉢
㉠
∙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수세기, 즉지하기
∙ A패턴을 유아가 원하는대로 바꿔 만들고 주제곡에
이어부르기㉨
B ∙ ‘작은별’ 가창 후 유아가 만든 A패턴 복습하기㉠㉥ ∙ ‘작은별’의 기승전결 익히기㉡
15차시
∙ ‘작은별’의 빠르기를 익히고 다양한 빠르기로 바꾸어
AB ∙ ‘작은별’의 B패턴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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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마디 ∙
8마디- ∙
16차시

유아가 만든 A패턴과 B패턴 비교하기㉥
유아가 만든 B턴의 그림악보를 만들기㉠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수세기, 즉지하기㉠

AB ∙ ‘작은별’ 가창 후 유아가 만든 AB패턴 복습하기
ABA ㉠㉥
∙ 유아가 만든 ‘작은별’의 AB패턴에 A패턴을 붙여

-8마디 ABA패턴 만들고 반복하여 부르기㉥
12마디 ∙ 유아가 만든 ABA패턴의 ㉠그림악보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수세기, 즉지하기
∙ ‘작은별’ 가창 후 유아가 만든 ABA패턴 복습하기㉠
㉥

17차시

유아가 만든 ABA패턴 두번 반복하여 반복패턴 만
ABA ∙ 들기
㉥
유아가 만든 ABA 반복패턴에서 빠진 패턴, 틀린
ABA ∙ 패턴
찾기㉥
X2 ∙ 유아가 만든 ABA 반복패턴의 그림악보를 만들기
㉠

가창하기㉧
∙ 유아가 만든 B패턴의 분위기 상상하여 셈여림과 음
색 만들고 독특한 변화 넣기㉢
∙ B패턴을 유아가 원하는대로 바꿔 만들어 A패턴에
이어부르기㉨
∙ ‘작은별’의 리듬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익히
기㉡
∙ ‘작은별’의 셈여림과 빠르기를 익히고 다양한 셈여림
과 빠르기로 바꾸어 가창하기㉧
∙ 유아가 만든 ABA패턴의 분위기 상상하여 셈여림과
음색 만들기㉢
∙ C패턴을 유아가 원하는대로 바꿔 만들고 AB패턴에
이어부르기㉨
∙ ‘작은별’의 선율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선율을 익히
기㉡
∙ 유아가 만든 ABA패턴의 셈여림, 빠르기, 높낮이를
다양한 셈여림, 빠르기, 높낮이로 바꾸어 가창하기㉧
∙ 유아가 만든 ABA패턴을 이어가면서 셈여림과 음색
독특한 변화 넣어보기㉢
∙ 주제곡에 유아가 만든 ABA패턴 합쳐서 이어부르기㉨

∙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수세기, 즉지하기㉠
∙ 유아가 만든 ABA패턴 두 번 가창하여 반복패턴 ∙ 유아가 만든 ABA패턴 전체 가창㉨㉧㉢㉡
ABA 만들기㉥
유아가 만든 ABA패턴의 선율과 리듬을 자연스럽게
만든 반복패턴에서 빠진 패턴, 틀린 패턴 찾 ∙ 표현하기
㉨㉡
18차시 표현 ABA ∙ 유아가
㉥
기
유아가 만든 ABA패턴의 셈여림, 빠르기, 음색을 독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수 ∙ 창적으로
X2 ∙ 유아가 만든 ABA패턴의
표현하기㉧㉢
세기, 즉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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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가 만든 ABAC패턴의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즉
지하기㉠
ABA패턴 이해하기㉥㉠
19차시 이해 ABA ∙∙ ‘작은별’의
‘작은별’ 그림악보를 보고 따라 그리기㉥㉠
20차시
주먹
쥐고

A
4마디

∙ ‘작은별’ 감상 후 가창㉡㉧㉢㉨
∙ ‘작은별’ 완벽하게 익히기㉡㉧㉢㉨
∙ ‘주먹쥐고’의 반복소절 A패턴 익히기㉡
㉠㉥
∙ ‘주먹쥐고’ 가창 후 A패턴 따라하기
∙ ‘주먹쥐고’ 의 셈여림을 익히고 다양한 셈여림으로 바
㉥
∙ 주제곡의 A패턴과 내가 만든 A패턴 비교하기
꾸어 가창하기㉧
㉥
∙ 주제곡의 A패턴과 내가 만든 A패턴 이어부르기 ∙ 유아가 만든 A패턴의 분위기 상상하여 셈여림과 음
∙ 내가 만든 A패턴의 그림악보 만들기㉠
색 만들기㉢
㉠
∙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수세기, 즉지하기
∙ A패턴을 유아가 원하는대로 바꿔 만들고 주제곡에
이어부르기㉨

기승전결 익히기㉡
∙ ‘주먹쥐고’ 가창 후 유아가 만든 A패턴 복습하기㉠ ∙∙ ‘주먹쥐고’의
‘주먹쥐고’의 빠르기를 익히고 다양한 빠르기로 바꾸
㉥
창작
어
가창하기㉧
㉥
∙
‘주먹쥐고’
의
B패턴
익히기
21차시
∙ 유아가 만든 B패턴의 분위기 상상하여 셈여림과 음
∙ 유아가 만든 A패턴과 B패턴 비교하기㉥
색 만들고 독특한 변화 넣기㉢
-4마디 ∙ 유아가 만든 B턴의 그림악보를 만들기㉠
∙ B패턴을 유아가 원하는대로 바꿔 만들어 A패턴에
8마디- ∙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수세기, 즉지하기㉠
이어부르기㉨

B
AB

22차시

AB ∙ ‘주먹쥐고’ 가창 후 유아가 만든 AB패턴 복습하기 ∙ ‘주먹쥐고’의 리듬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익
ABA ㉠㉥
히기㉡

∙ 유아가 만든 ‘주먹쥐고’ 의 AB패턴에 A패턴을 붙 ∙ ‘주먹쥐고’의 셈여림과 빠르기를 익히고 다양한 셈여
림과 빠르기로 바꾸어 가창하기㉧
-8마디 여 ABA패턴 만들고 반복하여 부르기㉥
12마디 ∙ 유아가 만든 ABA패턴의 그림악보를 만들고 이를 ∙ 유아가 만든 ABA패턴의 분위기 상상하여 셈여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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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차시

활용하여 수세기,

음색 만들기㉢
∙ C패턴을 유아가 원하는대로 바꿔 만들고 AB패턴에
이어부르기㉨

즉지하기㉠

∙ ‘주먹쥐고’ 가창 후 유아가 만든 ABA패턴 복습하기 ∙ ‘주먹쥐고’의 선율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선율을 익
㉠㉥
㉡
유아가 만든 ABA패턴 두번 반복하여 반복패턴 만 ∙ 히기
ABA ∙ 들기
유아가 만든 ABA패턴의 셈여림, 빠르기, 높낮이를
㉥
다양한
셈여림, 빠르기, 높낮이로 바꾸어 가창하기
유아가 만든 ABA 반복패턴에서 빠진 패턴, 틀린 ㉧
ABA ∙ 패턴
찾기㉥
X2 ∙ 유아가 만든 ABA 반복패턴의 그림악보를 만들기 ∙ 유아가 만든 ABAA패턴을㉢ 이어가면서 셈여림과 음
색 독특한 변화 넣어보기
㉠
∙
주제곡에
유아가 만든 ABA패턴 합쳐서 이어부르기㉨
㉠
∙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수세기, 즉지하기

∙ 유아가 만든 ABA패턴 두 번 가창하여 반복패턴
만들기㉥
만든 ABA패턴 전체 가창㉨㉧㉢㉡
ABA ∙ 유아가 만든 반복패턴에서 빠진 패턴, 틀린 패턴 찾 ∙∙ 유아가
유아가 만든 ABA패턴의 선율과 리듬을 자연스럽게
㉥
24차시 표현 ABA ∙ 기유아가 만든 ABA패턴의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수
표현하기㉨㉡
∙ 유아가 만든 ABA패턴의 셈여림, 빠르기, 음색을 독
세기, 즉지하기㉠
X2
㉧㉢
∙ 유아가 만든 ABAC패턴의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즉 창적으로 표현하기
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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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실행
연구에 참여한 유아 74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실험집
단 유아를 대상으로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통제집
단의 유아들은 사전검사 2번(수학패턴인지 검사, 음악창의성 검사), 사후
검사 2번만 참여하였다.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사전검사 실시 후 패턴중
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 24차시를 시행한 후 사후검사에 참여하였다. 패
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유아교육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오전 놀
이시간과 점심 후 놀이시간에 프로그램 시간을 따로 배정받아 주 2-3회
시행하였다.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다른 유아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
고, 소리나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지하 강당에서
시행하였다. 유아의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음악적 지원을 위해 실험집단 아동(38명)을 소집단(9-10명)으로 나누어
소집단별로 20차례 프로그램을 40분간 진행하였다. 매 주제곡의 마지막
표현차시(6차시, 12차시, 18차시, 24차시)에서는 교사와 유아가 일대일 개
인별로 20분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음악창의성과 수학패턴인지의 수준
의 변화양상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였다.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연구자에 의해 단독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차시 계획안은 이해차
시 <표 Ⅳ-11>, 창작차시 <표 Ⅳ-12>, 표현차시 <표 Ⅳ-13>와 같다.

- 54 -

<표 Ⅳ-11>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활동안 예시 1- 이해차시
주제곡

차시 목표
음악

반짝반짝 작은별 활동차시 13차시 활동 목표 이해
∙주제곡의 ABA패턴을 이해하고 그림악보를 보고 음의 선율과 리듬
을 따라 그려 수학패턴인지를 높일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
∙주제곡을 들으며 음과 리듬 뿐 아니라 셈여림, 빠르기를 익히고 자
신의 목소리로 가창을 하면서 음악만들기를 위한 기초를 다진다.
‘작은 별’ 다장조, 2/4박자, 8마디, 음역(C4-G4)

자
료 그림악보

도입
(5분)

프
로
그 전개
램 (30분)

마무리
(5분)

· 리듬 노래로 간단한 리듬을 만들어 교사와 서로 인사하기
· 음악 시간의 시작에 사용하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과 ‘네네 친구들’
을 노래하기
패턴
세부 전개 내용
1)
‘작은별’
노래를
듣는다.
ABA
2) 전체적인 기승전결을 익힌다.
1) ‘작은별’ 노래를 따라 부르며 노래를 완벽히 익힌
다.
ABA
2) 패턴 A와 B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3) 패턴 A와 B는 각각 몇 번 나왔는지 알아본다.
1) 패턴 A의 셈여림, 빠르기를 익힌 후 혼자서 가
A
창한다.
2) 패턴 A의 그림악보를 보고 그린다.
1) 패턴 B의 셈여림, 빠르기를 익힌 후 혼자서 가창
B
한다.
2) 패턴 B의 그림악보를 보고 그린다.
1) 두번째 나온 패턴 A의 셈여림, 빠르기를 익힌
A
후 혼자서 가창한다.
2) 패턴 A의 그림악보를 보고 그린다.
· 친구들 앞에서 ‘작은별’ 노래를 부른다.
· 다함께 주제곡을 부르고, 끝나는 노래와 함께 수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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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활동안 예시 2- 창작차시
주제곡

차시 목표
음악

반짝반짝 작은별 활동차시 14차시 활동 목표
창작
∙그림악보의 시각적 자극을 수학패턴으로 인식하고 음의 수를 세고, 즉지하
고, 스스로 자신의 음악을 그림악보로 만들어 보면서 반복패턴과 공간구조반복
패턴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제곡의 반복소절(논리성), 셈여림의 다양성(유연성), 음악패턴 따라하고 바
꿔 만들기(지속성), 셈여림과 음색변화(독창성)를 통해 음악창의성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작은 별’ 다장조, 2/4박자, 8마디, 음역(C4-G4)

자
료 그림악보
도입
(5분)

프
로
그 전개
램 (30분)

· 리듬 노래로 간단한 리듬을 만들어 교사와 서로 인사를 하기
· 음악 시간의 시작에 사용하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과 ‘네네 친구들’을 노래
하기
패턴
세부 전개 내용
다시 감상 후 스스로 가창하기
AB 1)2) 주제곡을
주제곡의
A패턴 익히기
A 3) 주제곡의 반복소절
셈여림을 익히고 다양한 셈여림으로 바꾸어 가창하기

그림악보를 잠깐 보고 즉지하기
A 1)2) 주제곡의
주제곡의 그림악보의 음의 개수 수세기
1) 내가 원하는대로 리듬과 선율을 바꿔 만들기
포스트잇의 순서를 바꾸고, 원하는 음을 선택해 더 넣거나 빼기, 리
A 듬은 더 늘리거나 줄이기
2) 내가 만든 A패턴의 분위기 상상하기.
3) 상상한 분위기에 알맞은 음색과 셈여림의 독특한 변화 넣어보기
내가 만든 음악을 그림악보로 기억해서 그리기

A
<그림 >지수의 그림악보 예시.
A패턴 “도도 솔솔 라라 솔- 파파 미미 레레 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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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는 “도도 솔 솔솔 라라 파파 미미 레레 도”로 바꿈

마무리
(5분)

· 친구들 앞에서 ‘작은별’ 노래를 하기
· 다함께 주제곡을 부르고, 끝나는 노래와 함께 수업을 마무리하기

<표 Ⅳ-13>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활동안 예시 3- 표현차시
주제곡

차시 목표
음악

반짝반짝 작은별 활동차시 18차시 활동 목표 표현
∙ 주제곡을 두 번 가창하고 나서 교사가 내는 주제곡의 빠진 패턴
(ABAAB*)을 넣어봄으로 반복패턴 능력을 표현한다.
∙ 유아가 만든 음악을 수세기와 즉지하기를 하면서 공간구조패턴능
력을 표현한다.
∙ 유아가 만든 음악을 가창하며 전체적인 음악창의성의 요소-논리
성, 유연성, 지속성, 독창성-를 표현하는 기회를 가진다.
‘작은 별’ 다장조, 2/4박자, 8마디, 음역(C4-G4)

자
료 그림악보
도입
(2분)
프
로
그 전개
램 (15분)

마무리
(3분)

· 리듬 노래로 간단한 리듬을 만들어 교사와 서로 인사하기
· 음악 시간의 시작에 사용하는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노래하기
패턴
세부 전개 내용
주제곡 전체 가창하기
내가 만든 주제곡 전체적으로 혼자 가창하기
ABA
내가 만든 주제곡 교사가 먼저 부르면 따라서 가창
하기
ABAABA 주제곡을 혼자서 두 번 가창하기
ABAA?A 주제곡에서 빠진 패턴 넣기
ABA
내가 만든 그림악보를 짚으면서 가창
내가 만든 그림악보의 음의 개수 수세기
A
내가 만든 그림악보 즉지하기
· 선생님과 함께 ‘작은별’ 노래를 부르기
· 끝나는 노래와 함께 수업을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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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연구 문제 1-1]과 [연구 문제 2-1]을 검증하기 위해 수학패턴인지와
음악창의성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
을 시행하고, 사후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실험집단만 패
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할 때
에는 무작위 순서로 과제를 제시하여 순서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담임교사 효과나 또래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한 학급에 속한
유아를 1/2로 나누어 각각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작위 배치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문제 1-2]과 [연구 문제 2-2]인 음악창의성과 수학패
턴인지의 구체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집단 유아들을 대상
으로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 중 주제곡마다 그림
악보를 만들었다. 주제곡이 끝나는 표현차시(6차시, 12차시, 18차시, 24차
시)에 주제곡 가창, 음악만들기 가창, 틀린 패턴 찾기, 빠진 패턴 찾기,
그림악보의 음 수세기, 그림악보의 음 즉지하기를 하고 녹화하였다.
4. 연구 도구
1) 수학패턴인지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학패턴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Papic(2015)의 유
아수학패턴 측정도구(Early Mathematical Patterning Assessment;
EMPA)에 ABA패턴, ABAC패턴을 덧붙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패턴능력 검사 도구는 1:1 인터뷰로 진행되며, 대략 30분 정도 소요
된다.
반복패턴(repeating pattern)의 하위영역인 AB패턴, ABA패턴, ABAC패
턴 각각 8개의 과제와 공간구조패턴(spatial structure pattern) 과제 5개,
총 29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반복패턴 과제에서는 패턴을 확인하고,
- 58 -

따라하고, 그림으로 표상하며, 색깔 블록으로 탑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검
사하였다. 공간구조패턴 과제는 패턴재인지와 표상이 같은 크기의 단위
(unit)와 공간(space)의 공간적 구조를 사용한다. 즉, 일직선 상의 공간적
배열에 블록을 놓고 지시한 숫자만큼 되었을 때 멈추어 그 공간의 블록
의 개수를 인지하는 공간배열 수세기과 규칙적, 불규칙적 공간배열에서
의 즉지하기(subitising) 능력을 조사한다.
점수체계는 반복패턴 과제의 경우 8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 당 색깔, 수,
패턴이 모두 일치하게 나타났다면 각 3점을 준다. 단, 감추어진 블록찾기
의 경우 정답이면 1점, 틀리면 0점 처리하며, 총 0점-22점까지이다. 예를
들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성된 AB패턴의 ‘그리기’에서 빨간색 3개,
파란색이 3개였다면 색깔에서 1점을 주고, 전체 블록이 6개 였을 때 수
에서 1점을 주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순서에 맞게 패턴대로 그려져 있다
면 패턴에서 1점을 준다. 공간구조패턴의 경우, 공간배열 수세기에서는
정답이면 1점, 오답의 경우 0점 처리하여 10점 만점이다. 즉지하기는 규
칙패턴 4개, 점패턴 3개, 계단식패턴 2개, 불규칙패턴 4개로 총 13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정답이면 1점, 오답의 경우 0점 처리하여 전체
13점 만점이다. 따라서 공간구조패턴 검사의 점수는 총 0점-23점의 범위
를 보이며, 수학패턴인지 전체검사의 점수는 0점-45점을 보인다. 점수가
높을수록 반복패턴과 공간구조패턴을 잘 인지함을 의미한다.
검사방법은 검사자와 유아가 1:1로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반복
패턴은 실제 블록을 사용하여 진행되며, 공간구조패턴에서 공간배열수세
기는 블록을 이용하고 즉지하기에서는 그림카드를 활용한다. 자세한 내
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Ⅳ-14> 수학패턴인지검사의 AB 유형
반복패턴-AB반
6개의 탑 패턴을 아이들이 1. 블록
1. 여기 선생님 탑이
복 1
보고 있다.
있어. 이것과 똑같은
패
(블럭은 수직으로 서로 따라하기 색깔, 똑같은 수의 블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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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체계
색깔 1점
수 1점
패턴 1점

사용해서 너의 탑을
만들어봐.
2. 색연필을 사용해서
탑을 그려봐. 선생님의
2. 그리기 탑과 정확히 같아야 돼.
같은 색깔, 같은 블록을
같은 곳에 그려야 해.

연결되어 있다)

6개의 탑 패턴을 아이들이
보고 있다.

턴

(블럭은 수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2
가려짐
가려짐

3

6개의 탑 패턴을 아이들이
보고 있다.
(블럭은 수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색깔 1점
수 1점
패턴 1점

3. 선생님의 탑을 봐. 탑
위에 이어서 또다른
3. 패턴
블록을 놓는다면
이어가기 다음에는
어떤 블록이 올
것 같아?

색깔 1점
수 1점
패턴 1점

1. 여기 선생님의 탑이
1.
있어. 2가지 블록은
감추어진
안보이게 종이로
요소 가려놓았어.
어떤 색깔의
알아내기 블록이 숨겨져
있을까?

색깔 1점
수 1점
패턴 1점

2. 탑에 숨겨진 블록
모두를
그려봐.
2. 그리기 (여전히포함해서
2개의 블록은
가려놓은 채로 진행한다)

색깔 1점
수 1점
패턴 1점

1. 여기 선생님의 탑이
있어. 한 개의 블록을
1. 감춰진 숨겨놓았어.(5번째 블록만
블록 찾기
보이지 않도록
가려놓는다)
어떤 색깔의 블록이

정답 1점

- 60 -

가려짐
숨겨져 있을까?

6개의 탑 패턴을 아이들이
보고 있다.
(블럭은 수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4

1

유아의 수세기
(유아앞에 가로 줄 위의
블럭을 놓고 시작한다)

공
간
구
조
유아들에게 다양한 패턴을
패
턴 2 보여주고 몇 개의 패턴이
있었는지 물어보기

1. 여기 선생님의 탑이
있어. 이것과 똑같은
1.
색깔, 똑같은 수의 블록을
기억해서 사용해서 너의 탑을
따라하기
만들어봐.
(탐을 유아가 보지 못하게
치운다)

색깔 1점
수 1점
패턴 1점

2. 색연필을 사용해서
2.
탑을 그려봐. 선생님의
기억해서 탑과 정확히 같아야돼.
그리기 (탑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둔다.)

색깔 1점
수 1점
패턴 1점

1. 수세기

여기 블록이 여러 개
놓여있어. 여기서부터
‘3’까지 세어볼까?
(3 → 5 → 1 → 4 → 2
→ 8 → 10 → 6 → 9 →
7의 순서로 진행)
1. 지금부터 너에게 이
카드/ 블록들을 아주
빠르게 보여줄게. 몇 개의
점/ 블록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줘.

1.
규칙적인
점 패턴
알아보기
2.
규칙적인
네모 안의
1.규칙패턴:
점 패턴
3, 5, 4, 6
알아보기 2. 네모 안의 점 패턴: 5,
3. 계단식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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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점
총 10점
1. 각 1점
총 4점
2. 각 1점
총 3점
3. 각 1점
총 2점
4. 불규칙

총점

패턴
알아보기
4.
불규칙한
점 패턴
알아보기

3. 계단식 패턴
5, 3
4.불규칙 패턴
5, 4, 6, 3

패턴
각 1점
총 4점.
40

2) 음악창의성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음악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Webster(1994)가
제작한 음악창의성 측정도구 (MCTM-Ⅱ: Musical Creative Thinking in
Music Ⅱ)를 연구자가 번안하고,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10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하위영역인 음
악 지속성(musical extensiveness), 음악 유연성(musical flexibility), 음
악 독창성(musical originality), 음악 논리성(musical syntax)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음악 지속성(ME)은 과제에 대해 얼마나 오래 음악적으로 반응하였는가
를 의미하므로 반응한 시간을 초단위로 총 6개의 문항을 측정한다. 음악
유연성(MF)은 음악적 개념인 높낮이, 빠르기, 셈여림의 개념이 유아의
반응에 얼마나 나타났는가를 의미한다. 첫 3문항은 음악적 개념-높낮이,
빠르기, 셈여림-을 한 문항에 하나씩 평가하여 음악적 개념의 표현여부
(1점), 점차적인 표현 변화(1점)를 평가하여 0-2점까지 부여한다. 뒤의 4
문항은 높낮이, 빠르기, 셈여림을 비롯하여 블록 사용, 반응간의 연계성
을 평가하여 0-6점을 부여한다. 마지막 3문항은 악기가 3가지로 늘어나
면서 각 악기별로 높낮이, 빠르기, 셈여림을 평가하여 0-17점을 부여한
다. 음악유연성 전체 점수는 0점부터 81점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 음악
독창성(MO)은 유아의 반응이 얼마나 특별하고 독창적인지를 4점 척도의
6개문항으로 0-24점의 점수분포를 보인다. 음악 논리성(MS)은 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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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음악적인 논리성을 가진 기승전결을 갖고 있는가를 4점 척도의 3
개 문항으로 평가하여 0-12점의 점수 분포를 보인다. 세부적인 과제의
내용과 채점 기준은 <표 Ⅳ-15>와 <표 Ⅳ-16>과 같다.
검사방법은 유아와 검사자가 1:1로 따로 분리된 공간에 앉아 놀이하듯
이 이야기하며 유아가 10개의 과제를 표현하는 것을 비디오카메라로 녹
화하였다. 채점은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 박사전공
전공생 2인과 음악전공 교수 1인이 녹화된 자료를 보고 채점하여 평균점
수를 내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세부적인 점수체계는 부록에 자세하게 제
시하였다.
<표 Ⅳ-15> 음악창의성 측정도구(MCTM-Ⅱ) 과제의 내용
과제
1. 비 내리는 소리
2. 엘리베이터 소리
3. 트럭 소리
4. 로봇 노래
5. 노래하는 블럭
6. 노래하는 블럭2
7. 개구리 음악
8. 우주 그림
9. 우주 이야기
10. 자유주제 음악만들기

세부 내용
북을 이용하여 양동이 안으로 비가 떨어지는 소리 표
현하기 (비가 점점 많이 오는 소리)
스폰지 볼과 유아용 피아노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을 낮은 음역에서 높은 음역으로 변화하는 음으
로 표현하기
멀리서 점점 가까이 달려오는 트럭소리를 목소리로 표
현하기
직접 로봇이 되어 로봇 소리를 노래로 만들기
교사가 들려주는 리듬에 대화하듯 어울리는 리듬을 만
들어 반응하기(텝플블럭 사용)
유아가 먼저 리듬을 연주하면 교사가 어울리는 리듬
만들어 반응하기(텝플블럭 사용)
개구리의 움직임을 유아용 피아노 위에서 스폰지 볼을
이용하여 표현하기
교사가 준비한 세 개의 우주와 우주인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 어울리는 음악 만들기(유아용 피아노, 목소리,
템플블럭사용)
교사가 준비한 다섯 개의 우주와 우주인 그림을 보면
서 그림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기(유아용 피아노, 목
소리, 템플블럭사용)
유아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어울
리는 음악을 만들어 연주하기(유아용 피아노, 목소리,
템플블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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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음악창의성 측정도구(MCTM-Ⅱ)의 채점 기준
1. 비 내리는 소
리
2. 엘리베이터
소리
3. 트럭 소리

4. 로봇 노래

음악지속성
(ME)

음악유연성
(MF)
빠르기(0∼2
점)
높낮이(0∼2
점)
셈여림(0∼2
점)

빠르기, 높낮
반응한 초단위 이, 셈여림
(0∼6점)

빠르기, 셈여
림, 모든 블록
5. 노래하는 북 반응한 초단위 사용, 반응 간
연계성
(0∼6점)

6. 노래하는 북2

빠르기, 셈여
림, 모든 블록
사용, 반응 간
연계성
(0∼6점)

빠르기, 높낮
7. 개구리 음악 반응한 초단위 이, 셈여림
(0∼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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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독창성
(MO)

음악논리성
(MS)

독특한 박자
변화, 셈여림의
변화, 독특한
음역, 독특한
단어와 소리사
용, 이외의 상
상적 요소 사
용 (4점 척도)
독특한 박자
변화, 셈여림의
변화, 독특한
음역, 독특한
단어와 소리사
용, 이외의 상
상적 요소 사
용 (4점 척도)
독특한 박자
변화, 셈여림의
변화, 독특한
음역, 독특한
단어와 소리사
용, 이외의 상
상적 요소 사
용 (4점 척도)
독특한 박자
변화, 셈여림의
변화, 독특한
음역, 독특한
단어와 소리사

반복적인 소절
사용, 소절 사
용에 음악적
꾸밈, 자연스러
운 리듬과 멜

세 가지 악기
(템플블록, 키
8. 우주와 우주 반응한 초단위 보드, 목소리)
인 음악
로 빠르기, 셈
여림, 높낮이의
표현(0∼17점)

9. 우주전쟁 음
악
세 가지 악기
(템플블록, 키
목소리)
반응한 초단위 보드,
로 빠르기, 셈
여림, 높낮이의
표현(0∼17점)
10. 자유주제 음
악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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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이외의 상 로디의 움직임,
상적 요소 사 전체적인 기승
용
전결, 종결감
(4점 척도)
(4점 척도)

독특한 박자
변화, 셈여림의
변화, 템포 변
화, 악기 사용
의 독창성, 음
역 진행 방향
변화, 크고 작
은 인터벌 사
용, 리듬의 다
양성, 독특한
단어와 소리사
용, 악기 사용
에 있어서의
연관성 혹은
음악적 조합,
악기연주에서
의 신체 사용
의 독창성, 이
외의 상상적
요소 사용
(4점 척도)

그림과 어울리
는 음악적 재
료 선택, 반복
적인 소절 사
용, 소절 사용
에 음악적 꾸
밈, 자연스러운
리듬과 멜로디
의 움직임, 각
악기의 다른
음색에 대한
인식, 음악적
클라이맥스의
표현, 전체적인
기승전결, 종결
감 (4점 척도)

5. 연구절차
1) 사전 동의 절차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유아에 대한 기초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전에
기관과 가정의 동의를 얻었다. 재원중인 유아교육기관의 담임교사를 통
해 하였으며, 유아의 부모 중 한명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연구자는 기
본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과 음악만들기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설명을 제
공하였다. 연구 참여와 관련된 사전 동의서의 내용에는 연구 자료의 처
리와 연구대상 유아의 익명성 보장 및 연구자의 윤리 서약 등이 포함되
었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른 심
사를 통과하여(IRB No. 1604/001-014) 연구의 안전성을 검증받고 진행
되었다.
2) 예비조사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효과로 검증하려 하는 음악창의성과
수학패턴인지 측정도구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에 위치하
는 A어린이집에서 만 5세 아동 10명을 두고 실시하였다. 음악창의성의
문항을 응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피아노를 공으로 쳐서 표현하
는 문항에 대해 유아가 의아해 하며 계속 손가락으로 두드려 표현하려
하였다.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 이 검사에서의 규칙은 피아노를 공으로
두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연습하게 한 후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하였다. 수학패턴인지 측정도구에서도 각 문항을 응답하는 데에는 문제
가 없었다. 그러나 수학패턴인지 측정도구의 문항이 작고, 특히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에서 행해지는 수학패턴은 ABA패턴과 ABAC패턴이
므로 이 패턴들을 추가적으로 넣어 구성하였다. 또한, 수세기에서 5까지
는 거의 모든 유아가 셀 수 있게 나타나 10까지 세는 것으로 수정하였
다.
이 연구에서 시행할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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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B유치원에서 만 5세 유아 10명을 대상으로 그
림악보와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난이도가 연구대상 유아의 연
령과 특성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과정 중 그림악보를 스스로 그려서
자르고 붙이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포스트잇을 사용
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림악보의 그림을 그리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
다. 예를 들어 ‘작은 별’의 경우 그림악보에서 별이 나오는데 유아들이
별을 그리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교사는 그림악보를 제공해 주되 유
아가 자신의 그림악보를 만들 때에는 별을 그리거나, 별을 그리기 힘들
경우에는 별 대신 동그라미로 그림악보를 그려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과정에서는 주제곡을 완벽히 익히기 위
한 이해단계의 차시를 추가하였으며, 이해단계에서 그림악보를 그려 놓
고 본 프로그램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3) 본조사
연구문제 1, 2를 위해 인천시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두 곳에서 만 5
세 유아 100명을 K-WIPPSI의 핵심소검사 6가지-토막짜기, 상식, 행렬
추리, 동형찾기, 공통성, 위치찾기-를 진행하였다. 그 중 평균 분포에 해
당하는 80명을 실험집단(40명)과 통제집단(40명)으로 나누었다. 사전검사
로 수학패턴인지와 음악창의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2016년 4
월 한달 간 실시하였다.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2016년 5월-7월
8일까지 실험집단의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주 2회-3회 약 2-3개월 간
총 24회 동안 진행되었다. 또한, 전체 차시가 끝나고 2016년 7월 8일-22
일까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아에게 모두 수학패턴인지와 음악창의
성의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과제 순서를 무작위
로 제시하였으며, 모두 유아와 연구자 간의 일대일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진행 과정 중 교사와 유아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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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진행된 표현차시인 총 4차례(6차시, 12차시, 18차시, 24차시)에는 카
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아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실험집단의 경우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에 5회 미만
참여한 유아 2명이 제외되었고,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사후 조사에 모두
참여하지 못한 4명이 제외되어 74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SPSS)으로 분석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평균, 표준편차, 독립표본 t 검증, 공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문제
1-1]과 [연구 문제 2-1]에서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 처치 전·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처치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동질성을 알아보고,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시행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문제 1-2]와 [연구 문제 2-2]에
서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 과정 중 나타난 유아의 변화양상을 알
아보기 위해 유아가 만들어 낸 그림악보와 매 주제곡 마지막인 개별적으
로 진행된 표현차시(6차시, 12차시, 18차시, 24차시)에서 녹화한 동영상을
통해 사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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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이 유아의 음악창의성과 수학
패턴인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의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의 수학패턴인지와 음악창의성의 차이를 비교하
여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들의 변화
의 양상을 대표할 만한 사례와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인 사례를 제시한
다. 연구 결과의 기술은 앞에서 제시된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른다.
1.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와 유아의 수학패턴인지 (연구문제 1)
1-1.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패턴인지에 미치는 효
과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시행 전 유아의 수학패턴인지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 후 두 집단
간 평균점수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Ⅴ-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공간구조패턴(t=-2.46, p<.05)에서 통제집단이 실험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은 수학패턴인지에서 공간구조패턴을 제외한 나
머지 영역에서 동질함을 알 수 있다.
<표 Ⅴ-1> 처치 전 유아 음악창의성의 집단 간 차이
영역
집단 N
M
SD
t

*

반복패턴
공간구조패턴
전체

p<.05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38
36
38
36
38
36

22.03
21.54
10.29
13.26
32.32
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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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11.10
6.30
3.34
13.52
12.56

.19
-2.46*
-.69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한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패턴인지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수학패턴인지의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집단별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집단별 수학패턴인지의 평균과 표
준편차,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의 평준과 표준오차는 <표 Ⅴ-2>과 같다.
<표 Ⅴ-2> 수학패턴인지 사전, 사후, 교정된 사후점수
영역
반복패턴
공간구조패턴
전체

집단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N 사전점수
M SD

38
40
38
40
38
40

22.03
21.54
10.29
13.26
32.32
34.65

10.94
11.10
6.30
3.34
13.52
12.56

사후점수

M

40.65
34.07
17.23
11.58
57.88
43.47

SD

11.23
12.12
3.31
4.42
13.46
13.41

교정된
사후점수
M SE
41.11 1.85
34.04 1.83
17.45 .59
12.09 .78
58.45 13.48
44.90 13.76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 실시 전 반복패턴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
험집단(M =22.03, SD =10.94), 통제집단(M =21.54, SD =11.10)으로 거의 비
슷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 (M =40.65,
SD =11.23)이 통제집단(M =34.07, SD =12.12)에 비해 높았다. 사전검사 점
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M =41.11, SD =1.85)이 통
제집단(M =34.04, SD =1.83)에 비해 높았다.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 실시 전 공간구조패턴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 =10.29, SD =6.30), 통제집단(M =13.26, SD =3.34)으로 통제집
단이 더 높았다. 그러나,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
(M =17.23, SD =3.31)이 통제집단(M =11.58, SD =4.42)에 비해 높았다. 사
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M =17.45,
SE =.59)이 통제집단(M =12.09, SE =.78)에 비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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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패턴인지 전체의 사전 점수는 실험집단(M =32.32, SD =13.52)이 통
제집단(M =34.65, SD =12.56)에 비해 다소 낮았다. 그러나 프로그램 시행
후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 =57.88, SD =13.46)이 통제집단(M =43.47,
SD =13.41)에 비해 높았다. 교정된 사후 점수에서도 실험집단(M =58.45,
SE =13.48)이 통제집단(M =44.90, SE =3.76)에 비해 높았다.
두 집단 간 교정된 사후 반복패턴과 공간구조패턴 점수의 통계적 유의
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Ⅴ-3>와 같다.
영역
반복패턴
공간구조패턴
전체
*

<표 Ⅴ-3> 수학패턴인지 공변량분석
변량원
공변량
집단
오차
합계
공변량
집단
오차
합계
공변량
집단
오차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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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합
733.81
961.94
9610.87
119814.00
81.146
383.37
737.54
15531.00
1904.62
2774.60
8604.59
182666.00

자유도
1
1
74
77
1
1
57
60
1
1
56
59

평균제곱
733.81
961.94
129.88
81.146
383.37
12.94
1904.62
2774.60
153.65

F
5.65***
7.41
6.27****
39.63
12.40*****
18.06

수학패턴인지의 두 집단 간 교정된 사후검사 평균 점수의 통계적 유의
성을 검증한 결과, 수학패턴인지 전체(F =39.63, df=1, 57 p<.001)에서 실
험집단의 교정평균점수가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
역인 반복패턴(F=7.41 df=1, 74, p<.01)과 공간구조패턴(F=39.63 df=1,
57, p<.001) 모두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이
연구에서 개발한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유아의 수학패턴인지 전체 뿐 아
니라 하위영역인 반복패턴과 공간구조패턴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악활동으로 수학패턴인지를 높일 수 있다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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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김나래, 2011; Geist, 2009; Geist &
Geist, 2012). 또한, 음악활동이 수학능력을 높인다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입장을 지지한다(김나래, 2011; 유지연, 2002; Church, 2001; Geist, Geist
& Kuznik, 2012; Johnson & Edelson, 2003; Seefeldt & Galper, 2008;
Shilling, 2002; Smith, 1997). 더불어 만 5세의 수학패턴인지능력은 프로
그램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의 입장(유지연, 2002; 이은정, 이
상희, 이정욱, 2012; 황의명, 조형숙, 서동미, 2009; Seefeldt & Galper,
2008; Warren & Cooper, 2008)를 지지한다.
1-2.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수학
패턴인지 변화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유아는 수학패턴의 전략
을 스스로 찾아서 사용하였으며, 패턴의 구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학패턴의 전략 사용하기
유아의 반복패턴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사는 먼저 노래를 반복하여 노
래로 반복패턴을 만들어 들려주었다. 교사는 반복패턴 중 패턴과 패턴
사이에 빈 공간을 두어 유아가 그 빈 공간을 알맞은 패턴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ABAC패턴의 ‘학교종이 땡땡
땡’에서는 ABAC패턴을 두 번 반복하기 위해 ‘학교종이 땡땡땡’ 노래를
두 번 불러 ABACABAC패턴을 만들었다. 그 후 유아에게는
ABACAB?C를 만들어 유아에게 과제로 제공하여 유아가 ?가 있는 빈칸
에 A패턴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지 노래로 맞추어 보도록 제안하였
다. 즉, ‘학교종이 땡땡땡’ 노래를 2번 부르는데 첫 번째는 교사가 노래를
혼자 다 부르고, 두 번째 노래를 부르는 중에 ?패턴이 있는 곳에서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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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도 나지 않게 과제를 제시하여 유아가 그 부분에 어떤 패턴이 들어
가는지 맞추는 것이다. 유아들은 차시가 거듭될수록 빠진 패턴이 무엇인
지 인지할 때 교사가 노래를 불러 수수께끼가 나오는 중간에 먼저 노래
를 작은 소리로 부르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다음 사례는 현준이의 마지
막 차시에서 현준이가 교사의 노래를 두 번째 노래의 시작부터 미리 부
르는 장면이다.
<1> 소현 18차시
소현: (교사의 두 번째 노래부터 함께 노래시작. 아주 작은 소리로 입만 벙긋거리
다가)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패턴이 나오자 큰 목소리로) 동쪽하
늘에서도. 서쪽하늘에서도.

소현은 ABA패턴인 ‘작은별’ 노래에서 이 노래가 ABAABA패턴으로 두
번 반복될 것이며, 이 노래 사이에 빠지는 패턴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소현은 이미 수차례 노래로 부르는 반복패
턴인지의 질문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기 전 스스로 질문의 내
용을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빠진 패턴이 나오기 전에 노래를
미리 부르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즉, 교사가 주는 패턴 ABAA?A에서
교사가 ABA패턴을 부르고 나서부터인 두 번째 A가 나오는 시점에서
입을 벙긋거리며 마음속으로 미리 부르다가 빠진 패턴이 나오자 정확히
어떤 패턴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현준도 비슷한 전략을 보여주었다. 현준은 마지막 주제곡이었던 ‘주먹쥐
고’에서 소현이와 비슷하게 빠진 패턴이 나오기 전에 미리 부르는 전략
을 사용하였다.
<2> 현준 24차시
교사: 선생님이 내는 퀴즈를 맞추어 보자. 선생님의 노래가 끝나면 이어서 어
떤 노래가 나올지 맞추는 거야. ‘주먹쥐고 손을 펴서 손뼉치고 주먹쥐고
또다시 펴서 ...(중략) ,주먹쥐고 또다시펴서 손뼉치고 두 손은 머리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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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준: (?패턴이 나오기 전 두 번째 노래 시작부터 함께 노래함. 작은 목소리로)
주먹쥐고 손을펴서 손뼉치고 주먹쥐고. 또 다시 펴서 손뼉치고 두 손은
머리 위에..(마이크가 옮겨지자 큰 목소리로) 햇님이 반짝 햇님이 반짝
햇님이 반짝 반짝거려요.

현준도 소현처럼 교사의 2번째 패턴이 반복할 때부터 목소리를 내서 미
리 부르다가 자신의 순서가 되었을 때 정확히 어떤 패턴이 빠졌는지 알
아맞힐 수 있었다. 이는 교사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거듭되는
프로그램 속의 과제에서 스스로 터득해 낸 전략이었다. 이는 교사가 알
려주지 않아도 유아는 충분히 스스로 학습할 능력이 있으며, 전략을 구
성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공간패턴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즉지하기에서도 유아들은 또 다른 수학
패턴의 전략의 사용을 보여주었다. 즉지하기는 유아가 만든 그림악보를
활용하여 각 패턴별로 해당하는 음을 즉지하는 능력으로 살펴보았다. 즉,
ABAC패턴에서 A패턴에 해당하는 음이 몇 개 인지 주어진 짧은 시간동
안 알아보는 것이다. 처음에 유아들은 ‘잘 보지 못했어요.’ ‘너무 빨라요’
라고 말하면서 즉지하기를 어려워하였다. 그러나 몇 차례 즉지하기 활동
을 한 후 유아들은 스스로의 전략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먼저, 한슬이는
그림악보가 어떤 노래에 해당하는 악보인지 기억해 뒀다가 그림악보가
사라지고 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음이 몇 개인지 유추하는 전략을 사용하
였다. 다음은 한슬이의 즉지하기 전략을 사용하는 사례이다.
<3> 한슬 24차시
교사: 자. 여기 그림악보를 잠깐 보고 음이 몇 개 인지 이야기 해줘.
(2초간 악보를 보여준 후 보이지 않도록 숨긴다.)
한슬: 1.2.3.4 5...
교사: 응. 모두 몇 개였지?
한슬: (음절을 세며 손가락을 꼽으면서) 주먹쥐고 손을 펴서. 8개

이 사례는 음악이 즉지하기 능력을 도울 수 있다는 기존 선행연구를 지
- 74 -

지한다(선행연구 첨부). 개념적 즉지하기에서 음악이 즉지하기를 도와주
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음악을 즉지하기의 전략으로 사용하였음을 보
여 주는 예시가 될 수 있다. 음악이 기억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연구(Thaut, 2009)처럼 이 사례는 유아는 즉지하기를 위해 음악을
통해 다시 기억을 상기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은솔과 현준은 즉지하기를 할 때 그림악보에서 시각적으로 가까이 모여
있는 음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서 정답을 유추하였다. 예를 들면 그
림악보에서 하나의 패턴으로 그려진 4개의 음을 하나의 묶음으로 인지하
고, 그 옆의 다른 패턴으로 붙어있는 또 다른 4개의 음을 하나의 묶음으
로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왼쪽에 한 묶음, 오른 쪽에 한 묶음으로 생각
하고 하나에 4개씩 있었다고 기억하였다. 다음은 은솔과 현준의 즉지하
기의 사례이다.
<4> 은솔 24차시
교사: 자. 여기 그림악보를 잠깐 보고 음이 몇 개 인지 이야기 해줘.
(2초간 악보를 보여준 후 보이지 않도록 숨긴다.)
은솔:(오른손으로 허공에 동그라미 한번 그리며) 1개, (또 오른손으로 아까 그
린 동그라미 옆에 새로운 동그라미를 그리며) 2개인데.. 여기에 4개가 있
었어요. 그러니까 4개 4개요.
교사: 응. 그러면 모두 몇 개지?
은솔: (양손 모두 엄지를 접고 손가락을 4개 펴면서) 이렇게요.
<5> 현준 24차시
교사: 자. 여기 그림악보를 잠깐 보고 음이 몇 개 인지 이야기 해줘.
(2초간 악보를 보여준 후 보이지 않도록 숨긴다.)
현준: .... 4개?
교사: 4개가 어디에 있었어?
현준: (그림악보의 왼쪽을 가리키며) 여기..

이것은 음악 패턴을 묶어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
념적 즉지하기의 전략으로 Sarama와 Clements(2009)가 밝힘 만 5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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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10개쯤 되는 대상을 즉지할 때는 이것을 묶음으로 알아차린다는 연
구와 비슷한 양상이다. 또한, 이는 게슈탈트의 시각적 이론(이석원, 2013)
처럼 즉지하기를 할 때에도 유아들은 음을 낱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 끼리 묶어서 형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즉
지하기의 전략으로 쓰고 있다고 보여진다.
(2) 패턴별로 다르게 표현하기
유아들은 각 패턴을 음악 요소를 활용하게 다르게 표현하려고 시도하였
다. 유아들은 표현하기 쉬운 셈여림이나 빠르기나 패턴마다 다르게 표현
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ABA패턴에서 A패턴에서는 노래를 작게 부르
다가 B패턴에서는 크게 부르고, 다시 A패턴이 나오면 작게 부르는 모습
을 보였다. 다음은 소현의 ‘작은별’의 ABA패턴을 빠르기로 다르게 노래
하는 사례이다. 소현은 A패턴에서는 빠르게 불렀고, B패턴에서는 느리게
불렀다.
<6> 소현 18차시
교사: ‘작은별’을 노래해보자.
소현: 빨랐다가 느렸다가 빠르게요,.
교사: 좋아. 그렇게 불러보자.
소현:(빠르게)반짝 반짝 작은별 아름답게 비치네
(느리게) 서쪽하늘 에서도 동쪽하늘 에서도
(빠르게) 반짝반짝 작은별 아름답게 비치네.

현준은 ‘작은별’의 ABA패턴을 소리의 크기로 표현하였다. A패턴에서 현
준은 크게 불렀다가 B패턴이 되면 작게 불렀고 다시 A패턴이 나오자 크
게 불렀다.
<7> 현준 18차시
교사: ‘작은별’을 노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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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준: 크게 작게 크게.
교사: 좋아. 그렇게 불러보자.
현준: (크게)반짝 반짝 작은별 아름답게 비치네
(작게) 서쪽하늘 에서도 동쪽하늘 에서도 반짝반짝 작은별
(크게) 아름답게 비치네.

‘주먹쥐고’의 ABA패턴에서도 이런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현준은 음색을
통해 ABA패턴을 표현하고자 시도하였다. 다음 사례는 현준의 ‘주먹쥐고’
의 패턴 표현이다. 현준은 아빠목소리와 아기목소리를 섞어서 표현하겠
다고 말하며 패턴마다 음색변화가 정확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빠 목소리는 큰 소리에 격양된 어조로 모든 음절을 소리 내서 밀어서
표현하였다. 아가 목소리는 혀 짧은 소리로 조금 작은 목소리로 나타내
었는데 두 음색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8> 현준 24차시
현준: (격양되고 큰 목소리로, 각 음절 소리를 밀어서 내면서) 쥬먹쥐이고 숀을
펴어서 손뼈억치이고오 쥬우멱쥐이고오
(움츠리면서) 이제 아기? 또다시 펴서 손뼈 치고 두 쇼는 머이위에
(큰 목소리로, 음절을 밀어서 노리내면서) 해앳님이 봔짝 해앳님이 봐안짝 해앳님
이 봐안짝 봐안짝 거려요올.

소현과 현준은 패턴의 종류에 따라 음악의 요소를 달리하여 표현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소현과 현준이 A패턴과 B패턴이 다름을 인지하였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구별할 수도 있고, 이를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
하며 실제로 이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만 6세
에 패턴의 단위를 알고 이해하고 이를 다르게 표현한다는 패턴발달단계
(Sarama et al., 2009)에 따라 이 연구에서 나타난 만 5세 실험집단 유아
들이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통해 수학패턴인지를 발전시켜 자
신들의 나이보다 더 성숙한 발달단계의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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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과 유아의 음악창의성(연구 문제 2)
2-1.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이 유아의 음악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시행 전 유아의 음악창의성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 후 두 집단 간 평균점
수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Ⅴ-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음악논리성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t=2.75, p<.01).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Ⅴ-4> 처치 전 유아 음악창의성의 집단 간 차이
영역 집단 N
M
SD
t

음악지속성
음악유연성
음악독창성
음악논리성
전체

p<.01

**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38
36
38
36
38
36
38
36
38
36

58.46
47.42
19.05
16.40
5.41
7.41
4.54
2.75
87.46
73.57

29.06
31.89
9.97
7.25
3.00
9.16
3.03
2.55
36.43
44.37

1.57
1.32
-1.25
2.75**
1.46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한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이 유아의 음
악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음악창
의성의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집단별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검
증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집단별 음악창의성의 평균
과 표준편차,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의 평준과 표준오차는 <표 Ⅴ-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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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음악창의성 사전, 사후, 교정된 사후점수
영역
음악지속성
음악유연성
음악독창성
음악논리성
전체

집단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N M사전점수SD

38
36
38
36
38
36
38
36
38
36

58.46
47.41
19.05
16.40
5.41
7.42
4.54
2.75
87.46
73.57

29.06
31.90
9.97
7.25
3.01
9.16
3.03
2.55
36.43
44.37

사후점수
SD
95.43 50.85
48.33 18.84
31.56 8.18
18.34 7.93
11.95 4.28
6.06 4.16
4.69 2.82
3.47 2.13
141.52 55.99
73.80 26.84

M

교정된 사후점수
M
SE
93.28 49.65
46.14 17.00
31.60 8.28
18.20 8.13
12.16 .64
5.82 .67
4.24 .33
3.95 .35
138.58 6.63
77.08 7.00

음악만들기프로그램 실시 전 음악지속성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
(M =58.46, SD =29.06)이 통제집단(M =47.41, SD =31.90)으로 높았다. 프로
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에서는 실험집단(M =95.43, SD =50.85)이
통제집단(M =48.33, SD =18.84)에 비해 높았다. 사점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M =93.28, SE =49.65)이 통제집단
(M =46.14, SE =17.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음악유연성의 사전점수는 실험집단(M =19.05, SD =9.97)이 통제집단
(M =16.40, SD =7.25)보다 높았다.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 =31.56, SD =8.18)이 통제집단(M =18.34, SD =7.93)에 비해 월
등히 높았다. 사점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
(M =31.60, SE =8.28)이 통제집단(M =18.20, SE =8.13)에 비해 높았다.
음악독창성에서는 사전점수가 실험집단(M =5.41, SD =3.01)이 통제집단
(M =7.42, SD =9.16)보다 더 낮았다.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 =11.95, SD =4.28)이 통제집단(M =6.06, SD =4.16)에 비해 높았
다. 사점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M =12.16,
SE =.64)이 통제집단(M =5.82, SE =.6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음악논리성의 사전점수는 실험집단(M =4.54, SD =3.03)이 통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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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75, SD =2.55)보다 높았다.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는 실
험집단(M =4.69, SD =2.82)이 통제집단(M =3.47, SD =2.13)에 높았다. 사점
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M =4.24, SE =.33)
이 통제집단(M =3.95, SE =.3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음악창의성 전체의 사전점수는 음악만들기프로그램 시행 전 실험집단
(M =87.46, SD =36.43)이 통제집단(M =73.57, SD =44.37)보다 높았다. 프로
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 =141.52, SD =55.99)이 통제
집단(M =73.80, SD =26.84)에 비해 높았다.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
된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M =138.58, SE =6.63)이 통제집단(M =77.08,
SE =7.00)로 높게 나타났다.
음악창의성의 사전 음악창의성 영향을 통제한 후의 교정된 음악창의성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음악창의성 전체(F=40.04 df=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각 하위 영역에서는 음악지속성
(F =26.30, df=1, 72 p<.001), 음악유연성(F =50.61, df=1, 74 p<.001), 음악
독창성(F =46.29, df=1, 72 p<.001)에서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즉, 이 연구에서 개발한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유아의 음
악창의성을 증진시킨다. 구체적으로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유
아가 음악에 흥미를 가지고 집중하여 지속하는 시간을 높이며, 음악을
융통성있게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또한, 자신만의 새롭고 독창
적인 아이디어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악을 재구성하고 창조하는 일이 음악창의성에 영향
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연구(김현실, 2015; 문성숙, 2013; 이혜진, 2012; 최
예린, 이은형, 이하영, 2015; Sowden & Clements, 2015; Koutsoupidou
& Hargreaves, 2009)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패턴중심 음악프로그램이 음
악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존 이론을 반영하는 결과이다(Geist et al.,
2012). 또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현실, 2015; 문성숙, 2013; 이혜
진, 2012; 최예린, 이은형, 이하영, 2015; Koutsoupidou & Hargreaves,
2009) 에서 다루지 못한 음악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능력인 지속성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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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효과를 밝혔다.
한편, 음악논리성에서 실험집단의 교정된 사후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음악논리성은 음악
이 가진 문법을 파악해내어 그것을 자신의 음악에 활용하는 일이다
(Webster, 1994). 이를 평가하는 항목은 ‘유아의 음악적 반응이 음악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이는 유아음악발달 능력 중 만 7
세 이상에 나타나는 준거이다(Cambell & Scott-Kasser, 2002). 따라서
유아기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나타나는 능력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음악논리성은 음악의 문법을 읽어내고, 음악의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이
는 음악을 스스로 생각하고 새로운 것으로 개발해야하는 음악만들기프로
그램보다 음악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표현하는 음악의 다른 영역인 노
래부르기나 신체표현하기에서 더 유의미할 수 있다.
<표 Ⅴ-6> 음악창의성 공변량분석

영역
음악지속성
음악유연성
음악독창성
음악논리성
전체

변량원
제곱합 자유
도 평균제곱
공변량(사전) 19675.44 1 19675.44
집단
30723.78 1 30723.78
오차
84116.77 72 1168.29
합계
519789.00 75
공변량(사전) 1065.88
1 1065.88
집단
2699.18
1 2699.18
오차
3786.89
71 53.34
합계
55383.69 74
공변량(사전) 159.35
1 159.35
집단
734.49
1 734.49
오차
1142.43
72 15.86
합계
8190.00
75
공변량(사전) 157.92
1 157.92
집단
1.37
1
1.37
오차
305.36
72
4.24
합계
1756.00
75
공변량(사전) 23587.92 1 23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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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6.84***
26.30***
19.98***
50.61***
10.04**
46.29***
37.23***
.32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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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오차
합계

67699.62
120049.41
115356.89

1
71
74

67699.62

40.04***

2-2.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음악
창의성 변화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아는 음악요소를 셈여림,
빠르기, 셈여림과 빠르기의 순서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음악패
턴의 틀에 갇혀있지 않고 스스로 선율과 리듬을 실험적으로 만들어보는
양상을 보였다.
(1) 음악요소의 표현순서: ‘셈여림’, ‘빠르기’, ‘셈여림과 빠르기’
유아들은 음악을 만들면서 음악창의성의 요소 중 음악유연성과 음악독
창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부분 셈여림을 표현하고 나서 빠르기를 표현
하고 그 후에 셈여림과 빠르기를 함께 표현하였다. 6차시에서 시우는 셈
여림으로 노래를 표현하였다. 셈여림의 표현도 크게, 작게 같은 단편적인
표현만 가능하였다. 시우는 노래를 빠르기로 표현하고자 시도는 하였으
나 셈여림과 빠르기를 혼돈하며 셈여림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다음 사례
는 6차시에서 나타난 시우의 셈여림과 빠르기의 표현이다.
<9> 시우 6차시
교사: ‘학교종이 땡땡땡’을 노래해 보자.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시우: 작게
교사: 좋아. 작게 불러보자.
시우: (작은 목소리로) 학교 종이 땡땡땡 ..(중략).. 기다리신다.
교사: 좋았어.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불러볼까?
시우: 빨리요. (큰 목소리, 보통빠르기로) 학교종이 땡땡땡..(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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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윤에게도 이런 양상은 나타났다. 도윤도 셈여림을 큰 목소리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내었으나 빠르기를 나타내려고 시도하였을 때 눈을 동그랗
게 뜨고 매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같은 빠르기를 불렀다.
<10> 도윤 6차시
교사: ‘학교종이 땡땡땡’을 노래해 보자.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도윤: 크게요.
교사: 좋아. 크게 불러보자.
도윤: (아주 큰 목소리로)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쿨럭쿨럭, 목을
잡으면서도 크게)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교사: 좋았어. 그러면 이번에는 빨리 불러볼까? 도윤은 빨리 부르기로 했었
네?
도윤: (잘하고 싶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을 동동 구르지만 결국은 같은
빠르기로) 학교종이 땡땡땡..

그러나 그 다음 개별차시인 12차시에서 시우와 도윤의 셈여림과 빠르기
의 표현은 발전하였다. 시우는 12차시에서는 빠르기를 정확하게 이해하
고, 이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음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11>시우 12차시
교사: 시우는 어떻게 부르기로 했었지?
시우: 빨리요. (빠르게) 시냇물은 졸졸졸졸...(중략)

도윤도 12차시에서 빠르기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전체적으로
빠르게는 하지 못하였지만, 의성어나 의태어가 나오는 부분은 확실하게
빠르기를 표현하고 있었다.
<12> 도윤 12차시
교사: ‘여름 냇가’를 노래해보자. 도윤이는 어떻게 부르기로 했었지?
도윤: 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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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좋아. 그러면 크게 불러보자.
도윤: (아주 큰 목소리로) 시냇물이 졸졸졸졸..(중략)
교사: 좋아 잘했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부르기로 했었지?
도윤 : 빠르게요.
(보통빠르기로, 손은 동동 대면서) 시냇물은 (빠르게) 졸졸졸졸~~
(보통빠르기) 고기들은 (빠르게) 왔다갔다
(보통빠르기) 버들가지 (빠르게) 한들한들
(보통빠르기) 꾀꼬리는 (빠르게) 꾀꼴꾀-꼴

18차시에서 시우는 셈여림과 빠르기를 동시에 표현하고자 하였고, 그
이전차시보다 훨씬 더 표현이 확실해졌다. 빠르면서 큰 목소리로 명확하
게 ‘작은별’을 부를 수 있었다.
<13> 시우 18차시
교사: 시우는 어떻게 불러볼까?
시우: 빠르고 크게요. (빠르고 큰 목소리로) 반짝반짝 작은별..(중략)

도윤도 24차시에서는 시우처럼 셈여림과 빠르기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
었다.
<15> 도윤 24차시
교사: ‘주먹쥐고’를 노래해보자. 어떻게 불러볼까?
도윤: 크고 빠르게 하다가 작고 느리게 이렇게요.
교사: 좋아. 그렇게 불러보자.
도윤: (크고 빠르게) 주먹쥐고 손을 펴서 손뼉치고 주먹쥐고
(작고, 느리게) 또다시 펴서 손뼉치고 두 손은 머리위에
(크고 빠르게) 햇님이 반짝 햇님이 반짝 햇님이 반짝 반짝거려요.

이는 음악발달단계에서 보고되는 음악표현은 셈여림 후에 빠르기가 발
전한다는 것(Zimmerman, 1971)과 같은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서도 시우와 도윤은 음악표현에서 셈여림을 빠르기보다 더 쉽게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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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게 표현 할 수 있으며, 빠르기는 셈여림을 인지하고 표현하고 난
후 발달하였다.
유아들이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에서 스스로 셈여림과 빠르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음악창의성 중 음악유연성을 터득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대로 원하는 곳에서 셈여림과 빠
르기를 독창적으로 조절해 가는 것은 음악창의성 중 음악독창성을 발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2) 선율과 리듬의 실험적 만들기
음악만들기가 점점 진행되면서 유아들은 선율과 리듬을 계속해서 바꾸
어 만들었다. 그 사이 유아에게는 좋아하는 음이 생겨났고, 그 특정 음을
선택해 선율에 추가하거나 빼는 형식의 음악만들기가 일어났다. 먼저 한
슬이는 좋아하는 음을 정해 거의 모든 마디에 나누어 추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유아가 ‘솔’ 음을 좋아한다면, ‘작은별’ 악곡에서
‘미’을 전체적으로 다 넣어 ‘도도 솔솔 라라 솔’ 악곡에서 ‘도도(미) 솔솔
(미) 라라(미) 솔솔(미)’ 이렇게 모든 마디를 나누어 ‘솔’을 집어넣는 방법
이다. <그림 Ⅴ-1>은 한슬이의 그림악보와 이를 토대로 연구자가 변환
한 악보이다. 한슬이는 모든 마디마다 ‘파’음(초록색)를 계속 추가 해 놓
았다. 거의 모든 박에 ‘파’(초록색)를 추가했다가 빼고 싶은 부분에서는
빼기도 하여 전체 박에 초록색이 그려져 있고 2번째 박과 6번째 박에서
는 빼내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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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한슬이가 만든 그림악보와 악보
시우와 은솔이는 음을 하나 선택하여 한 마디에만 추가하는 양상이었
다. 모든 마디에 한번 씩 넣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에만 집중적으로 여
러 번 넣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은솔이의 사례에서 이를 알 수 있는데
은솔은 ‘레’(주황색)를 선택해 7번째 마디에 집중적으로 6번 그려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Ⅴ-2> 은솔이가 만든 그림악보와 악보
- 86 -

시우도 은솔과 비슷한 양상으로 ‘레’(노란색)를 선택하여 6번째 박에만
레(노란색)를 집중적으로 넣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 Ⅴ-3> 시우가 만든 그림악보와 악보
다음의 사례는 도윤이 그린 ‘작은별’ 악곡에서 나타난 그림악보이다. 도
윤은 <그림 Ⅴ-4>에서 볼 수 있듯이 한슬처럼 모든 마디마다 ‘솔(파란
색)’ 을 그려 넣으면서, 시우와 은솔처럼 한마디에만 집중해서 ‘레(노란
색)’를 그려 넣기도 하였다. ‘작은별’의 주제곡에 존재했던 원래 음인
‘도도 솔솔 라라 솔 파파 미미 레레 도’에서 순서를 바꾸어 ‘솔솔 라라
도도 솔 파파 미미 레레 도’를 먼저 만들어 놓았다. 그 후 도윤은 ‘솔(파
란색)’을 모든 악보에 그려 넣었고 4번째 마디에서는 ‘레’를 한 마디에
3개를 그려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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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도윤이가 만든 그림악보와 악보
이는 선율과 리듬 만들기를 처음 시도해 본 유아가 어떻게 음악이 흘러
가는지 고려하지 않고 음을 모든 박에 넣어보았다가 또 한곳에 몰아서
넣어보았다가 하는 실험적인 시도를 보여준다.
이런 양상은 Davidson과 공동연구자들의 발달론적 관점이 드러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만 5세에 유아는 전 단계에서 습득한 노래의 윤곽이
나 구조의 세부사항에 대해 ‘보충하려는’ 양상이 나타난다(Davidson,
Mckeren & Gardner, 1981). 그래서 일차적 윤곽을 만들어 놓은 후에 선
율이나 리듬을 덧붙여 보고, 빼기도 하면서 세부사항을 다듬어 나간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한슬, 은솔, 시우, 도윤도 일차적 윤곽으로 패턴의
순서를 바꾸어 놓은 뒤 원하는 선율과 리듬을 덧붙였다 빼면서 다듬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은 음악을 유아들은 주제곡과 다
르게 만들어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있었다. 이는 음악창의성의 요소
중 음악지속성을 발달해 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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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패턴인지와 음
악창의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패턴중
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유아의 수학패턴인지와 음
악창의성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유아를 위한 음악
만들기프로그램은 대부분 이야기를 통해 음악을 만들어가는 활동으로 구
성되었다는 점에서 음악의 틀이 없어 음악의 구조를 형성하기 어렵고 이
야기의 흐름을 통해 표현하기 쉬운 음색, 셈여림, 빠르기에 국한 되어 음
악을 만들게 되는 한계가 있다. 만일 패턴에 중점을 둔다면, 패턴이 음악
의 틀을 어느 정도 규정해주기 때문에 유아가 패턴 안에서 음악의 요소
를 활용하여 음악만들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
로그램의 구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가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패턴에 따라 유아의 음악만들기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
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패턴의 유형과 유아의 친숙도에 근거하여 주제
곡을 선정하였으며, 주제그림악보와 막대그림악보를 통합한 그림악보를
제공하여 유아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4
개의 주제곡마다 이해, 창작, 표현 3가지 목표에 따라 이해차시 1개, 창
작차시 4개, 표현차시 1개인 6차시로 구성되어 총 24차시로 구성되었다.
24차시 중 이해차시와 창작차시에 해당하는 20차시는 소그룹 (9-10명)
활동이며, 표현차시인 4차시는 유아와 교사의 일대일활동이다.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인천시에 위치한 유아교육
기관 두 곳의 유아 74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주 2-3회
10주 동안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실시유무에 따라
유아의 수학패턴인지와 음악창의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고, 연구의 의의와
함께 연구의 결론을 일반화하는데 고려해야할 제한점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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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및 논의
첫째,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유아의 수학패턴인지능력을 증진
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패턴을 중심으로 음악을 해체하고 다시 재조
직 하여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수학패턴인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패턴의 유형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구성된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이 수학패턴을 인지하고
변별해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패턴
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수학패턴인지의 하위요인 중 반복패턴인지와
공간구조패턴인지를 높인다.
유아는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 과정 중에 수학패턴인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스스로 획득해나간다. 유아는 반복패턴인지 과제에서 교사
가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노래를 부를 때 과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따라
하는 전략을 스스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간구조패턴의 즉지하기
에서는 음악을 회상하면서 공간구조패턴을 재인하는 전략을 보여주며,
그림악보의 음들을 위치에 따라 함께 묶어 그룹으로 이해하는 전략을 사
용한다. 이는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이 거듭되면서 유아에게도 수
학패턴인지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터득한 전략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한
다. 유아가 스스로 패턴전략을 터득할 때 수학패턴인지는 더 향상될 수
있다(Papic, 2015). 따라서 수학패턴인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활동
에서도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처럼 유아가 스스로 수학패턴을 인
지하고 전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패턴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다.
유아는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과정에서 패턴별로 다르게 표현
할 수 있다. 패턴에 따라 빠르기를 달리한다던지, 음색을 달리한다던지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패턴을 다르게 표현한다. 이는 유아가 패턴이 다
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수학패턴발
달단계에서 만 6세에 패턴의 단위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다르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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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므로(Clements & Sarama, 2009)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
램이 유아의 수학패턴인지의 발달을 앞당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
가 음색으로 수학패턴의 표현을 시도하였다는 점은 음색발달 단계에도
시사점을 준다. 만 1세 미만 영아부터 발달을 시작한다고 밝힌 음악발달
단계(Zimmerman, 1971)에 따르면, 음색이 다름을 변별하는 능력은 영아
부터 가능하다(Moog, 1979). 그러나 유아가 음색을 스스로 익혀 음색의
차이점을 표현해내는 능력은 만 5세 이후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음
색표현은 음색변별 이후에 가능하며, 음색표현은 학습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Wiggins(1994)도 음악만들기 과정에서 목소리로 표
현해낼 수 있는 범위가 확장한다고 밝힌 만큼 음색을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음악의
요소 중 표현이 어려운 음색을 패턴마다 다르게 유아가 스스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효과를 현저하게 입증할 수
있다.
둘째,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유아의 음악창의성을 높인다. 구
체적으로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유아의 음악창의성 중 음악지
속성, 음악유연성, 음악독창성에 효과가 있다. 패턴을 중심에 놓고 음악
을 패턴의 단위로 만들어 이어보고 따라하고 다시 해체하고 재조직하는
과정 속에서 음악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증가된다. 그뿐 아니라
유아는 음악적 호기심이 높아져 음악을 지속시킬 수 있게 하며, 음악을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재생산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패턴
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이 음악창의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이 음악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
(김현실, 2015; 문성숙, 2013; 이혜진, 2012; 최예린 외, 2015; Sowden &
Clements, 2015; Koutsoupidou & Hargreaves, 2009)처럼 유아들은 음악
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나누고 분석한 후 자신만의 음악으로 만들어가
는 과정 속에서 음악창의성을 발달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패턴을 중
심에 둔 활동이 음악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Geist & Geis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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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유아의 음악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연구의 패턴중심 음악만
들기프로그램처럼 패턴을 음악의 틀로 두고 먼저 유아가 음악을 구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유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음악의 틀을 변형하고 확장시
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유아의 음악창의성 중
음악논리성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하지만 패턴중심 음
악만들기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몇 명의 유아는 음악논리성의 하위요
인인 반복소절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고, 기승전결을 살려 노래를 부르기
도 하였다. 음악논리성은 음악의 문법을 알아서 이를 적용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음악발달 능력 중 난이도가 높은 능력으로 학자들에 따라 만 7세
이상에 나타나는 준거(Campbell & Scott-Kassner, 2002)로 보기도 한다.
음악의 문법을 알아내는 일은 음악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분석할
때 높아질 수 있다.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음악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는 음악을 스스로 만드는 활동이 대부분의 차시를 차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논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고 볼 수 있다.
유아는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 과정에서 음악의 요소 중 셈여
림, 빠르기, 셈여림과 빠르기 순서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셈여림
후에 빠르기로 발달이 진행되었다고 밝힌 Zimmerman(1971)의 음악발달
단계와 같은 양상이다. 즉, 유아의 음악만들기는 음악발달단계에 기초하
여 발달하고 있으므로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음악발달단계
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악보를 통해 본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의 과정에서 유아는
선율과 리듬을 실험적으로 넣거나 빼는 등 자율적 활동을 스스로 구사할
수 있다. 만 5세에 유아는 전 단계에서 습득한 노래의 윤곽이나 구조의
세부사항에 대해 ‘보충하려는’ 양상이 나타난다(Davidson, Mckeren &
Gardner, 1981). 이 연구에서도 유아는 패턴을 중심으로 일차적 윤곽을
만들어 놓은 후에 자신이 원하는 선율과 리듬을 덧붙여 보고, 빼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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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세부사항을 다듬어 나가는 능력을 입증했다. 이는 유아의 음악만들
기가 단순한 패턴의 재조합만이 아닌 스스로 음악패턴을 창작하려고 시
도하고 실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아를 위한 음악만들기프로
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패턴으로 음악의 틀을 제공하면서 그 틀을 고정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스스로 틀을 확대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선율과 리듬의 구성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하여 시행한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
은 유아의 수학패턴인지 및 음악창의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이 밝혀졌다. 수학패턴인지 중 반복패턴과 공간구조
패턴의 인지는 향상되고, 음악창의성의 음악지속성, 음악독창성, 응악유
연성을 높인다. 즉, 패턴을 중심에 둔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수학분야인
수학패턴인지와 음악분야인 음악창의성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뇌발달 이론의 주장(Gaser and Schlaug, 2003; Hyde, Lerch,
Norton, Forgeard, Winner, Evans, 2009)처럼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
그램은 인지분야인 수학패턴인지와 음악성분야인 음악창의성동시에 높일
수 있음을 지지한다. 특히 패턴은 수학과 음악의 유사점으로, 패턴을 중
심으로 패턴의 유형과 길이에 따라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때
더욱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의 및 제언
이 연구는 패턴 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프로그램 과정에서의 변화 뿐 아니라 프로그램 사
전사후의 수학패턴인지와 음악창의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연구로 다음
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이 수학패턴인지와 음악
창의성 함께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특히 융합인재교육(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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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예술분야와 수학분야의 융합이 유아기에도 가능함을 입증했음에 의의
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수학패턴인지와 음악창의성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기존에 활용된 그림책
이나 컴퓨터 매체가 아닌 패턴을 활용하여 음악창의성의 요소 뿐 아니라
수학패턴인지의 요소를 접목하여 음악적 틀을 가진 음악만들기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또한, 음색, 셈여림, 빠르기만 고려한 기존의 프로그램에
비해 이 연구의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음색, 셈여림, 빠르기 뿐
아니라 선율과 리듬까지 고려하여 개발되어 유아들이 음악만들기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표
준화된 검사 도구를 활용한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음악만들기
과정 중에 나타난 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한 패턴중
심 음악만들기 과정의 효과를 질적으로도 살펴보았다. 이는 수치만으로
나타나는 양적 데이터만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질적
데이터의 한계를 서로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방법론적 의의를 높
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시행 전 지능테스트를 먼저 시행하
여, 동일한 지능의 유아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지능이 프로그램 실시효
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의의가 있다. 지능과 수학패턴인지(송경애,
2014; Deary, et al., 2007), 지능과 음악창의성(Jauk, et al., 2013; Kim,
2005; Kozbelt et al., 2010)은 서로 정적 상관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지능 점수를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더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실천적 의의는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어렵다고 인식(차영숙, 최정아, 2015)하여 가장 드물게 이루어지는 음악
만들기프로그램을 패턴을 이용하여 음악의 틀을 구축하여 유아들이 학습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유아들에게 어렵지 않도록 패턴의
유형과 친숙도에 따라 주제곡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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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그림악보와 막대그림악보를 혼합한 그림악보를 제공하여 청각적 자
극인 음악을 시각적 자극과 함께 제공하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
시하였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을 구
성할 때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은 연구자와 유아교육현장에 있는
담임교사가 함께 실행하는 협력적 실행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음악
과 유아교육을 동시에 전공한 연구자가 혼자 실행하였다. 패턴중심 음악
만들기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직접 교실에서 유아들과 함께 실행해볼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구현하였으나 음악에 관한 사전지식이 부족할 경
우 이해하거나 실행하기에 다소 힘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연구자와 유아교육기관의 담임교사가 함께 패턴중심 음악만
들기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고 담임교사 혼자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
소를 덧붙이면 좋을지, 유아들은 또 어떻게 음악만들기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협력적 실행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패턴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에서는 유아들
의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그림악보를 활용하였다. 그림악보
대신 터치패드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동영상이나 앱으로 디자인된 악보를
활용할 경우 유아별로 저장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앱으로 녹화도 가
능하다. 유아들이 영상 악보를 사용할 때 수행을 더 높일 수 있을지 모
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앱이나 컴퓨터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음악의 논리성을 이 프로그램에서 높이지 못했던 것은 유아들이
자신이 만든 음악에 대해 충분히 내청하고 표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
일 가능성이 있다. 한 곡을 완벽히 내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번 이상의
듣기 또는 부르기 활동이 필요하다(Gordon, 1997). 후속연구에서는 패턴
중심 음악만들기프로그램 차시 중 표현 차시를 늘려 유아들이 자신이 만
든 음악을 가지고 충분히 노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지도
록 구성하여 음악논리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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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대상 유아의 지능
<1-1> 지능 통제 전 유아 지능의 기술통계표
토막짜기
상식
행렬추리
동형찾기
공통성
위치찾기
지능전체

변수
지능
전체

N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최하점수
9.00
7.00
1.00
5.00
2.00
2.00
39.00

최대점수
32.00
24.00
21.00
47.00
27.00
14.00
144.00

평균
22.78
16.18
12.18
28.86
17.82
12.26
110.02

표준편차
3.84
3.33
4.07
9.04
6.52
1.92
19.61

집단분류
기준
하위 10%
중간 80%
상위 10%

최하～최대
점수
39점～75점
76점～124
점
125점～144
점

<1-2> 지능수준별 집단구성

평균 표준화 점수
집단(N) (표준편차)
(백분위)
하위집단 63.17
58
(10)
(10.89)
(3)
연구대상 110.48
100
(74)
(15.18)
(45)
상위집단 131.63
130
(10)
(6.05)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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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학패턴인지
수학패턴인지 검사지
AB
빨
1 강
파
랑
X
3
AB

반복패턴
ABA

ABAC

빨강
초록
빨강
X3

노랑
초록
노랑
빨강
X3

ABA

ABAC

초
록
빨
2 강
X
3
3,4
숨
김
AB

파랑
노랑
빨강
까망
파랑
노랑
노랑
X3
X3
2번째 패턴 숨김
4,5,6 5,6,7,8 숨김
숨김

노
랑
까
3 망X
3

ABA
까망
초록
까망
X3

이름:

1. 블록
따라하
기
2.
그리기
3. 패턴
이어가
기

점수체계
색깔 1점
수 1점
패턴 1점
색깔 1점
수 1점
패턴 1점
색깔 1점
수 1점
패턴 1점

1.
감추어
진 요소
알아내
기

색깔 1점
수 1점
패턴 1점

2.
그리기

색깔 1점
수 1점
패턴 1점

1.
감춰진
블록
찾기

정답 1점

ABAC
초록
파랑
초록
노랑
X3

3번째 반복패턴의 첫번째
블럭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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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점수
AB ABA ABAC

5 7
숨 숨김
김

9
숨김

AB ABA
4 까
망 파랑
초 노랑
록 파랑

ABAC
까망
빨강
까망
초록

1

총점
공간 패턴
공간배열 수세기

2

즉지하기

공간패턴 총점
총점

1.
기억해
서
따라하
기
2.
기억해
서
그리기

색깔 1점
수 1점
패턴 1점
색깔 1점
수 1점
패턴 1점
패턴총점
반복패턴총점
점수체계
각 1점

1.
수세기
총 10점
1.
규칙적 1.총각4점1점
인점
패턴
2.
규칙적
인 네모 2.총각3점1점
안의 점
패턴
3.
계단식 3.총각2점1점
패턴
4. 4. 불규칙 패턴
불규칙
각 1점
한점
총
4점.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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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수학패턴인지의 즉지하기 연구도구
1. 규칙 패턴

2. 박스안의 점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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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단식 패턴

4. 불규칙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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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음악창의성 채점 가이드라인 I, II

음악창의성 채점 가이드라인 I
1. 음악적 지속성(ME)와 음악적 유연성(MF)
과제 1. 비내리는 소리_MF
유아가 천천히 반응한 후, 빠르기를 점차적으로 높였다면 2점.
빠르기가 점점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점차적이 아닌, 급격히 진행되었다면 1점.
유아가 빠르기를 전혀 증가시키지 못했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0점.
MF1 _________
과제 2. 엘리베이터 소리_MF
유아가 피아노의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높은 곳까지 점차적으로 쳤다면 2점.
피아노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쳤으나 급격히 진행되었다면 1점.
아무 반응이 없었을 때 0점.
MF2 _________
과제 3. 트럭_MF
유아가 규칙적으로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큰 소리를 냈다면 2점.
유아가 부드럽게 시작해서 큰소리로 갔으나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면 1점.
아무런 증가나 감소 반응이 없었다면 0점.
MF3 _________
과제 4. 로봇 노래_ME
노래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을 녹음할 것.
ME4 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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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5. 노래하는 북 1 _MF
유아가 셈여림을 조절한다면(예: 부드럽게→거칠게 혹은 거칠게→부드럽게) 1점,
점차적 진행이면 1점. 셈여림에 또다른 변화가 있었다면 1점
빠르기를 조절한다면 1점. 점차적으로 진행되었다면 1점. 빠르기에 또 다른 변
화가 있었다면 1점.
모든 북(5개)을 사용해서 표현했다면 1점
총 7점까지 가능.
응답표
셈여림
빠르기

변화

점차적 진행 또 다른 변화

5개 북 모두 사용

MF 5 ________
과제 5. 노래하는 북 1(반응시간) _ME
유아의 반응시간 녹음하기
ME 5 ________
과제 6. 노래하는 북 2_MF
유아가 셈여림을 조절한다면(예: 부드럽게→거칠게 혹은 거칠게→부드럽게) 1점,
점차적 진행이면 1점. 셈여림에 또다른 변화가 있었다면 1점
빠르기를 조절한다면 1점. 점차적으로 진행되었다면 1점. 빠르기에 또다른 변화
가 있었다면 1점.
모든 북(5개)을 사용해서 표현했다면 1점
총 7점까지 가능.
변화
셈여림
빠르기

점차적 진행 또 다른 변화

MF 6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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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북 모두 사용

과제 7. 개구리 음악.
유아의 반응시간 녹음하기
ME 7 ________
과제 7. 개구리 음악_MF
변화
점차적 진행
셈여림
빠르기
높이

또 다른 변화

5개 북 모두 사용

MF 7 ________
과제 8. 우주 그림
유아의 반응시간 녹음하기
ME 8 ________
과제 8. 우주 그림
3개의 그림을 가지고 유아의 반응을 살핀다. 각 악기를 모두 다루는지 고려하
여 셈여림, 빠르기, 높낮이를 평가한다.
피아노
노래
템플 블럭
점
진
적
점
진
적
점진적
변화
변화
변화
변화
변화
변화
셈여림
빠르기
높낮이
5개 북
모두 사용
MF 8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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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9. 우주 전쟁_ME
시간측정. 우주이야기를 시작한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측정하기
ME 9 ________
과제 10. 자유 창작.
시간측정.
ME 10 ________
과제 10. 자유 창작_MF
피아노
노래
템플 블럭
점
진
적
점
진
적
점진적
변화
변화
변화
변화
변화
변화
셈여림
빠르기
높낮이
5개 북
모두 사용
MF 10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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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창의성 채점 가이드라인 Ⅱ
과제 4. 로봇 노래.
음악적 측면을 고려해서 음악을 듣고 채점해야 한다.
1. 변화/ 흔하지 않은 박자
2. 크거나 빈번한 셈여림의 대조
3. 빠르기의 변화
4. 사용한 음역의 독창성
5. 사용한 언어나 소리의 독창성
6. 특별한 음악적 개성
4점 척도를 사용해서 가장 잘하면 4점. 못하면 0점으로 처리. 3점보다 높으려면
리듬자극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함.
MO 4___________
과제 5. 노래하는 블록
1. 변화/ 흔하지 않은 박자
2. 크거나 빈번한 셈여림의 대조
3. 빠르기의 변화
4. 악기의 특별한 사용
5. 특별한 음악적 개성
4점 척도를 사용해서 가장 잘하면 4점. 못하면 0점으로 처리. 3점보다 높으려면
리듬자극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함.
MO 5___________
과제 6. 노래하는 북 2
1. 변화/ 흔하지 않은 박자
2. 크거나 빈번한 셈여림의 대조
3. 빠르기의 변화
4. 악기 사용의 독창성
5. 방향(direction) 변화의 독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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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크고 작은 간격(interval)
7. 리듬의 복잡성
8. 특별한 음악적 개성
4점 척도를 사용해서 가장 잘하면 4점. 못하면 0점으로 처리. 3점보다 높으려면
분명하게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야 함.
MO 6___________
과제 7. 개구리 음악_MS
유아들의 음악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듣기.
1. 전에 들었던 음악을 동기(motive)로 재사용
2. 리듬 아이디어나 멜로디 음색의 반복 혹은 순차적 반복을 통한 정교화 과정
3. 음악적 프레이즈.
4. 용이한 리듬 혹은 멜로디 요소의 여부
5. 셈여림의 민감성
6. 피아노 음색의 질, 곡의 음악적 형태 사용에 대한 인식
7. 음악 전체에 대한 민감성(기승전결)
8. 음악적 논리의 다른 음악적 측면
4점 척도를 사용해서 가장 잘하면 4점. 못하면 0점으로 처리. 3점보다 높으려면
분명하게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야 함.
MS 7 ___________
과제 9. 우주여행_MO
1. 변화/ 흔하지 않은 박자
2. 크거나 빈번한 셈여림의 대조
3. 빠르기의 변화
4. 흔치않은 악기 사용(특별한 사용)
6. 흔치않은 방향(direction)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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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크고 작은 간격(interval)
8. 리듬의 복잡성.
9. 소리 혹은 언어의 독창적 사용.
10. 독창적 음악적 결합. 혹은 음악 중간에 악기를 변화시킴.
11. 악기 연주할 때 신체 사용.
12. 특별한 음악적 개성.
4점 척도를 사용해서 가장 잘하면 4점. 못하면 0점으로 처리. 3점보다 높으려면
분명하게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야 함.
MO 9 ________
과제 9. 우주여행_MS
1. 그림과 어울리는 음악재료 사용의 민감성
2. 큰 일이 있었을 때의 논리적인 느낌.
3. 예전에 썼던 동기(motive)의 재사용
4. 리듬 아이디어나 멜로디 음색의 반복 혹은 순서반복을 통한 정교화 과정
5. 음악적 프레이즈.
6. 용이한 리듬 혹은 멜로디적 요소가 있는가
7. 곡 전체에서 셈여림 사용의 민감성
8. 악기 음색의 질에 대한 인식과 음악적 곡의 형태에 대한 인식
9. 클라이막스 표현
10. 전체적 음악적 형태의 민감성.
11. 특별한 음악적 개성
4점 척도를 사용해서 가장 잘하면 4점. 못하면 0점으로 처리. 3점보다 높으려면
분명하게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야 함.
MS 9_______
과제 10. 자유창작.
1. 변화/ 흔하지 않은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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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거나 빈번한 셈여림의 대조
3. 빠르기의 변화
4. 흔치않은 악기 사용(특별한 사용)
6. 흔치않은 방향(direction) 변화
7. 크고 작은 간격(interval)
8. 리듬의 복잡성.
9. 소리 혹은 언어의 독창적 사용.
10. 독창적 음악적 결합. 혹은 음악 중간에 악기를 변화시킴.
11. 악기 연주할 때 신체 사용.
12. 눈에 띄는 다른 음악적 측면이 있는가?
4점 척도를 사용해서 가장 잘하면 4점. 못하면 0점으로 처리. 3점보다 높으려면
분명하게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야 함.
MS 10.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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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 Music-making Program
Focusing on Pattern for Preschooler
on Mathematical Patterning and Musical Creativity
Suh, Young meen
Dep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n music-making
program focusing on Pattern(MMPP) and to investigate whether a
Music-making program focusing on Pattern for preschooler alters
their mathematical patterning and musical creativity and if so, the
what are changes on children while Music-making program. MMPP
made up of 20 forty-minutes sessions for group and 4 twenty
-minutes sessions individually. Main subjects are music
understanding, music making, music expressions. Teaching and
learning tool is a iconic score. Also, the contents of MMPP was
composed in 4 songs which were children had listened before and
type of pattern -ABA, ABAC-.
74 preschoolers attending kindergarten in Incheon city of South
Korea were assigned into treatment group(n=38) or control
groups(n=36), and were examined to verified the effects of the MMPP
developed for this study. Both groups were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ir mathematical patterning and musical creativity. Mathematical
patterning was determined by individual interview through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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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acal Patterning Assessment made by Papic(2015). Musical
creativity was assessed by individual interview through MCTM-Ⅱ
made by Webster(1994). Collected data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was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covariance(ANCOVA) with SPSS 18.0 and case study.
Following are the most notable results.
First, MMPP treatment group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mathematical patterning. In particular, recognition of repeating pattern
and spatial structure pattern. Children could invent strategy of
mathematical patterning and express difference in type of pattern
while music-making program.
Second, MMPP treatment group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musical creativity. Specifically on musical extensiveness, musical
flexibility, and musical originality. Children could learn to expressions
dynamic and tempo and consist of melody and rhytm which they
wants.
In conclusion, this study was also confirmed that MMPP would
induce mathematical patterning and musical creativity. In addition,
this study reveals that children has been developed during MMPP. As
integrated point of view, this study has methodological meaning to
verify mathematical pattern and musical creativity on quantity and
case study. Finally, MMPP designed in this study would be helpful
for young children to develop mathematical pattern and musical
creativity.
Keywords: music-making program focusing of pattern(MMPP),
mathematical pattern, musical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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