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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A.연구의 필요성 목

1960년 이 한국에서의 피아노는 소량 생산으로 인하여 몇몇 상 계

층에 한해 소유하게 되면서 부(富)를 상징하는 하나의 도구 다.그러나

1977년 이후 피아노가 량 생산되고 격하게 각 가정으로 확산되면서 보

편화되기 시작하 다1).피아노가 생활 가운데 자리 잡으면서 한국 부모 특

유의 조기 교육열 때문에 어린 시 피아노를 배우는 것은 공의 여부와

는 상 없이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처럼 인식되어 왔다.그와 같은

경 로 술방면 교육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피아노 슨

이다. 연령층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피아노 교육 열풍은 자연히 공 지

망생들을 양산하는 상으로까지 이어졌다.각 학에서는 앞 다투어 피아

노 공 과정을 설치하고 지원자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학의 피아

노 교육은 연주자 양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1925년 한민국 최 로 이화여자 문 학에 음악과 피아노 공이

개설되었다2).그 이후 국의 각 학에서는 문 피아노 연주자 양성을

목 으로 음악 학 안에 피아노과 혹은 음악학과 내에 피아노 공을 두어

1)서우선 (2007).피아노 도입기 수용계층의 특성과 피아노의 사회 문화 의미.

음악과 민족. 33.135.

2)http://home.ewha.ac.kr/~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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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공생을 유치하고 배출해 내고 있다. 구지역에서는 1952년 효성여

자 학교( 구가톨릭 학교)에서 처음으로 피아노 연주 공과의 개설3)

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경북 학교,계명 학교, 구가톨릭 학교, 구

술 학교, 남 학교 등 5개 학에서 피아노 연주 공과를 개설하여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피아노 공과에서는 학생 개인의 피아노 연주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피아노

공과의 교육목표처럼 실 으로 문 연주자로 활동하는 경우는 매우

다4). 부분의 피아노 공자에게는 학부 시 부터 개인 슨,학원 강

사 등의 신분으로 유치부, 등부,피아노 공 희망자,입시생 등에게 피

아노를 지도하는 교수자의 역할이 더욱 크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피아노 교육의 수요가 증함에 따라 체계화된 학습 방법,효율 이고

흥미로운 교재 자료 그리고 피아노 교사의 질 수 등에 한 심도

증가하 다.이와 같은 실제 인 요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

도 차 두되기 시작하 다.이러한 실 인식이 바탕이 되어 1999년 3

월 경원 를 시작으로5)9월 이화여자 학교6),수원 학교7),2000년 한세

학교8),2005년 호서 학교9), 앙 학교,2007년 세종 학교10)11),2008년

3)http://www.cu.ac.kr/academics/music02.htm

4)Kim W.K.(1999).UndergraduatePianoPedagogyCourseOfferingsin

Selected Collegesand Universitiesin RepublicofKorea.D.M.A.diss.,

UniversityofOklahoma.2.

5)http://www.kwpedagogy.co.kr/kwpp/about03.html

6)http://performarts.ewha.ac.kr/

7)http://musg.suwon.ac.kr/pp03.htm

8)http://graduate.hansei.ac.kr/g_pianopedagogy/p_curriculum.asp

9) http://grad.hoseo.ac.kr/Major/ArtnSports/Pages/Music4.aspx

10)http://graduate.sejong.ac.kr/grad/index.aspx

11) http://cm.sejong.ac.kr/user/perf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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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 학교12),숙명여자 학교13),2010년 진 학교14),명지 학교15),성

산효 학원 학교16)등의 학원 과정에 문 피아노 교육자를 배출하기

한 피아노 페다고지(교수학) 공이 개설되었다.

페다고지(Pedagogy)란 그리스어의 이다고고스(Paidagogos)에서 유

래한 것으로 귀족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담당하는 노 인 교

복(敎僕)17)에서 나온 말이다18).즉 페다고지는 미성숙한 아동을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원어의 의미로 유추할 때 피아노

페다고지는 피아노 교육 장에서 미성숙한 학생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

수자를 의미한다19).김강희는 피아노 페다고지(PianoPedagogy)에 하여

포 인 의미에서의 피아노를 가르치는 기술을 뜻한다고 정의하 다.피

아노 연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얻어진 지식이나 기술을 연구하고,이론

에 한 고찰,수업 참 ,교수의 감독과 지도하에 행해지는 교수 실습,그

리고 스튜디오와 그룹 교실에서의 실제 교수 실습을 포함하는 것으로 피

아노 페다고지를 정의하고 있다.20)

키 백과사 에서는 피아노 교수학이란 피아노 연주를 가르치는 것

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21).음악 교육(MusicEducation)

12)http://grad.smu.ac.kr/

13)http://gss.sookmyung.ac.kr/wiz/user/piano/

14) http://grad.daejin.ac.kr/contents/cor/education2_2.html

15)http://cafe.naver.com/mjupiano

16)http://www.hyo.ac.kr/programs/m06_pro_s03.asp

17)교복은 귀족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하 으며,기본 인

가정교육을 담당하고 귀족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담당하 다.

18)성태제 외 13인 (2007).최신 교육학 개론. 서울:학지사.16.

19) http://www.kwpedagogy.co.kr/kwpp/about03.html

20)Kim W.K. 의 논문.12.

21)http://en.wikipedia.org/wiki/Piano_pedag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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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로 학교 교실이나 그룹 편성을 통해 음악을 가르치는 것을 연구하는

것과는 달리,피아노 교수학은 피아노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개인별 수 에

맞추어 음악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을 두는 것이다. 키 백과사

의 용어 정의가 개인 슨에만 국한된 면은 있지만 음악 교육 반과 구분

되는 의미로 수용할 수 있겠다.

와 같은 용어 정의를 종합해 볼 때 피아노 페다고지의 학문 특수

성이 드러난다.페다고지 련된 모든 연구는 교육 장과 긴 한 연결성

을 가져야 하고 한 연 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최진호․정완

규(2009)는 피아노 교수학을 공하는 학생들 92명을 상으로 한 조사에

서 피아노 교수학을 공으로 선택하는데 가장 큰 향을 요인들로 ‘피

아노를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피아노 음악이 좋아서’,‘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등의 결과를 제시하 다22).이와 같이 피아노 페다고지의 근

본 존재 의의는 장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해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문과 장의 연계성은 매우 요하다.즉,피아노 페다고지는 교

육 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과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평가 등을 집

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체계화 하여 피아노 교수자를 교육하고 가르치

는 학문인 것이다.

이와 같은 페다고지 련 연구의 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장

과 학문의 차이를 이려는 심도 있고 구체 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

이다.국내에 피아노 연주 공이 도입된 지 약 85년이 지난 이 시 에서

도 장과 학문의 차이가 격하게 좁 졌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1925

22)최진호․정완규 (2009)피아노 교수학 공 선택요인과 분석과 졸업 후 진로

조사.음악교육연구. 37.2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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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1960년 에 국 으로 약 80여개의 학에서 피아노 연주 련

공이 개설되면서,이들 모든 학은 연주자 양성 주의 교육과정으로 출

발하 고, 재의 학들도 연주 공만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

다.23) 한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피아노 페다고지 공 학원들은 서울

과 경기권에 집 되어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편차를 뚜렷하게 나

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첫째,피아노 교육 장의 교사들

의 황 악 교육 욕구에 한 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즉,욕구

는 실태조사 등과 같은 기 조사를 바탕으로 피아노 교육 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학문 으로 반 할 수 있어야 한다.둘째,지방에서도 피아노 페다

고지 공을 개설하여,연주 심의 교육과 교수학 심의 교육이 함께 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2009년 국내 피아노

페다고지 공 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피아노 페다고지 교과목을 조사․

분석하여, 구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교육 과정 개설에 실질 토 를 마

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3)정완규․권수미 (2008).우리나라와 미국 학원에서의 피아노 교수학 공 운

교과과정 비교 연구.음악교육연구. 35.10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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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A.피아노 페다고지의 개념

피아노 페다고지를 문자 으로 보면 어로는 PianoPedagogy,한국어로

는 ‘피아노 교수학’으로 해석된다. 본래 그리스어의 ‘페이다고고스

(Paidagogos)’에서 유래된 ‘페다고지(Pedagogy)’는 교육학․교수법이라는

뜻을 가진다.

‘페이다고고스’는 학교에서 배운 것,교수가 가르쳐 주는 개념 등을 학

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에서 도와주는 사람 즉 ‘교복(敎僕)’에서 온 말이

다.‘페이다고고스’는 ‘아동(Paidos)’과 ‘이끌다(Agogos)’라는 말의 합성어로

귀족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노 인 교복의 양육을 받고 지시에 따른

다는 뜻이 발 되어 지 의 ‘페다고지’로 사용되고 있다.성태제는 페다고

지를 ‘미성숙한 아동을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의미로 정의했다24).

한국어로 페다고지는 ‘교수학’으로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는데,교수학은

교수(敎授)와 학(學)의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다.먼 ,‘교수’의 개념에 해

코리(Corey,1971),가네(Gagne,1985),진 교(1988)등이 다양하게 정의를

내렸다.코리는 특정 행동,즉 목표를 성취하기 한 최 의 학습 환경을

의도 으로 조작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 내렸다.가네는 학습자의 학습

을 지원하기 해 의도 으로 설계․정렬된 외 사상의 집합 즉,의도

으로 정리되고 배열된 외 사상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 다. 한 여러

24)성태제 외 13인. 의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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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선행 연구의 정의들을 분석․종합하여 정의한 진 교는 학습이 학습

자에게 일어나도록 그의 내 과정에 맞추어 그의 외 조건과 상황을 설

계․개발․ 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25).

학(學)은 학문(學問)으로 “지식을 체계 으로 배워서 익히는 일”로 정

의한다.따라서 교수학이란 교육 내용의 원리와 달방법을 과학 으로 연

구하여 그 결과를 체계화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런 이론을 바탕

으로 볼 때,피아노 교수학은 피아노의 원리,교육내용의 달 방법 등을

과학 으로 연구하여 체계화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김강희는 피아노 페다고지에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26).

피아노 페다고지(PianoPedagogy)란 피아노를 가르치는 기술 반을 의미한다.피

아노 연주 연주를 둘러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지식이나 기술에 한 연구,

배움과 가르침에 한 사상과 이론에 한 고찰,수업 참 ,교수의 감독과 지도하

에 행해지는 교수 실습,그리고 스튜디오와 그룹 교실에서의 실제 교수 실습을 모

두 포함한다.

즉,피아노 페다고지란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교사의 입장이 아닌 학생의 높이에 맞춰서 “왜”,“어

떻게”라는 근 자세를 가지고 학생에게 잠재되어 있는 음악 재능을 밖

으로 꺼내어 표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기본정신으로 하는 학

문이다.

서구에서의 피아노 페다고지가 발 된 경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성태제 외 13인. 의 .232.

26)Kim W.K. 의 논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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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년 이탈리아의 크리스토포리(Bartolommeo Cristofori,1655-1731)에

의해 최 의 피아노가 발명된 이 후 악기의 성능과 개량,그리고 시

심에 의해 피아노 교수법은 필연 으로 진화하게 된다.18세기 말부터

100년 동안 손가락만의 발달을 한 손가락 심의 교수법(TheFinger

School)이 시작된 이후로 독일 데페(LudwigDeppe,1828-1890)의 이완학

(SchoolofRelaxation),과학 인 근거를 바탕으로 동작에 꼭 필요한 근

육만 사용해야 한다는 19세기의 해부학-생리학 교수법(Anatomical-

physiologicalSchool),20세기에 들어와 정신 요인의 요성을 강조하는

심리 -기교 교수법(Psycho-TechnicalSchool)등 시 흐름에 따라

피아노 페다고지는 발 되어 왔다27).

피아노 페다고지를 피아노의 원리,교육 내용의 달 방법 등을 과학

으로 연구하여 체계화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면 그와 같은 작업을 수행

하기 해서 교육 장의 정확한 실태 악에 따른 실 인 요구를 반

하는 것은 필수 이다.

B.국내 피아노 페다고지 역사 선행 연구

1.역사

1913년경 피아노가 교과 과정에 처음 나타난 이후,한국 최 로 1925

년 이화여자 문학교 음악학부에 피아노 공이 개설되었다28).그 이후 지

27)안미자 (2007).피아노 어떻게 배울까. 서울:이화여자 학교출 부.35-38.

28)서우선. 의 논문.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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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많은 음악 학에서 피아노과 혹은 피아노 공의 형태로 많은 공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각 학의 피아노과에서는 문 피아노 연주자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데 그 목 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고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다수의 피아노 공자들은

문 연주자의 역할보다는 학부 시 부터 개인 슨이나 학원 강사 등의 이

름으로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지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피아노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우선 으로 갖추게 된다. 부분의 피아노 연주 공자들은 피아

노과를 졸업한 후 자신들이 교육 받았던 로 다시 자신의 제자들에게

수식의 교육 방법을 행하는 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피아노 지도자․교육

자로서의 자질을 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이는

실 인 목표에 부합할만한 필요 과목의 심각한 결핍을 뜻하는 것이다.

다수의 신규 피아노 교사들이 학생에게 피아노를 가르침에 있어

실 어려움을 경험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교사로

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지만 여 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남는다.

피아노 학습 시장의 규모는 거 해졌지만 이에 하여 체계 인 연구나 투

자는 미흡하 고,수요 공 측면과 제도 인 허 을 틈탄 피아노 비 공

자들의 피아노 교육 참여 근 방법과 낡은 교재로 피아노를 가르

치는 일들이 재 피아노 교육 장에서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은 상 하에서 1990년 이후부터 음악 학 교육 담당자들 일

각에서 과학 교수법의 부재, 문 교사 양성 로그램 부재,교육 여건과

환경의 미비,그리고 일반인의 피아노 교육에 한 이해 부족과 그릇된 인

식 등 피아노 교육에서의 문제 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즉

사회는 문 피아노 연주자보다는 피아노 교육을 담당할 문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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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을 제로 피아노 교사를 훈련,육성시켜야 한

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29).한국 음악 교육 체제가 연주 주 심에서

지도 수 의 향상과 문 교사 양성을 한 비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된 것이다30).

이러한 실 요구에 따라 음악 학들이 피아노 페다고지에 해 서

서히 심을 가지기 시작했다.1999년 한국 최 로 경원 학교 일반 학원

에 피아노 페다고지 공 석사 과정이 개설되었고,2004년 한세 학교 일

반 학원 피아노 페다고지 공 박사 과정이 개설31)되는 등 2009년까지 총

9개 일반 학원 특수 학원에서 피아노 페다고지 공이 개설되었다.

이들 학원은 문 인 피아노 교육자를 양성하고 효과 인 피아노 교육

연구를 한 과정 연마를 그 목표로 삼고 있다.피아노를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퍼토리,지식,실기 등을 익 서 보다 수 높은

피아노 교사를 양성,배출하는 것을 목 으로 일반 학원 혹은 특수 학원

의 형태로 피아노 페다고지 공이 개설되었다.그러나 학원의 석․박사

과정 역시 서울․경기권 학에서만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수도권과 지방

교육의 양극화는 아직도 엄존하고 있음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2.선행연구

피아노 페다고지 교과 과정과 페다고지 활성화 등에 한 선행 연구는 그

리 많지 않다. 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강희(1999)「Undergraduate

29)Kim W.K. 의 논문.3-4.

30)정완규,권수미. 의 논문.113.

31)http://graduate.hansei.ac.kr/g_pianopedagogy/p_intro.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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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oPedagogyCourseOfferingsinSelectedCollegesandUniversities

intheRepublicofKorea.」,정완규(2002)「피아노 교수법의 필요성과 학

의 역할」,김종미(2005)「피아노 교수법의 역사 탐구와 피아노 연주 교육

의 황」,권수미(2006)「음악 학 부 공 피아노 실기 련 과목 실태 조

사」,공 이(2007)「피아노 교수법 공 학원 교과과정 연구」,김강희

(2008)「 한민국 피아노 교수법 공 교과 과정 심층 연구」,정완규․권수

미(2008A,B)「우리나라 학원에서의 피아노교수학 석사과정 운 실태에

한 기 조사연구」,「우리나라와 미국 학원에서의 피아노 교수학 공

운 교과과정 비교 연구」등이 있다.

김강희(1999)는 한민국 음악 학에 피아노 페다고지 련 교과목

제반 황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규명하여 한국 피아노 페다고지 발

의 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연구 하 다.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제 강 기 때 소개되었던 바이엘(Gerdinand Beyer's Verschule Im

Klavierspielop.101)교본이 1970년 까지 한국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피아

노 교수법으로 사용이 되었다.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바이엘이 가지는 문

제 을 지 했고,이후 탐슨,베스틴,알 드,뮤직트리, 나 피아노 시

리즈,스즈키 메소드,엘리트 피아노 메소드,아마데우스,하이비스 등이

1996년 이후 번역 되거나 출 되었다.1997년 조선우(동아 술 학장)는

음악교육이 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역설

하는 등 많은 피아노 교육자들이 필요성을 역설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까

지 한국에는 피아노 페다고지 학 과정이 없었다.이런 배경 에 한국

학의 피아노 교수법 강좌 개설에 한 연구를 진행하 고,학교와 피아

노 교수법 강좌에 한 정보,각 학교의 피아노 교수법 강좌 내용,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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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 강좌에서의 수업 참 과 교습 경험,한국 피아노 교수법의 문제

에 한 견해 등을 심으로 개되었다.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미국의 번역된 교재는 한국의 실과 맞지 않는 게 사실이므로 한국의 피

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실제 한국의 실 상황에 맞는 한국형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한 각 학 도서 에서는 충분한 교재를 비해 두어야

한다.피아노 랩이 많아지면 지역사회에 비학교를 잘 운 할 수 있으므

로 지역사회와 연 해서 운 하고,개인 스튜디오를 연계해서 수업하는 것

이 좋으며 무엇보다 페다고지 문 교수를 유치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완규(2002)는 한국에서의 피아노 교수법 분야의 필요성,피아노 페다

고지가 지향해야 할 방향,피아노 지도 수 을 향상시키는 목 으로 연구

하 다.그 결과 학부과정은 피아노 교수법 개론,지도철학 방법,지도

참 실습,단체지도,건반화성․독보력․ 견․ 조․반주․앙상블 등

의 기능 기술,교재 자료연구 등을 제시하 고, 학원 과정에서는 피

아노 교수법,지도철학,첨단 분야 연구,실습지도,문헌연구,세미나,앙상

블 문헌,지도재료 연구,고 기능 기술 등의 과목이 필요하다고 제시

하 다.

김종미(2005)는 피아노가 발명된 이후부터 까지의 피아노 교수법

의 황을 살펴보고,가장 효과 이고 이상 인 피아노 교수법에 하여

연구 하 다.그 결과,피아노 교수법의 근 은 시 에 따라 변하 지

만,“어떻게 학생의 재능을 최 한 개발시키는가?”라는 목표는 모두 같았

으며,이상 인 교수법은 실제 연주에서 청각․리듬․신체의 훈련이 통합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라 하 다.

권수미(2006)는 부 공 피아노 실기 련 과목을 맡고 있는 교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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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담당 조교들을 조사 상으로 각 학의 피아노 부 공 실기 지도의

실태에 있어서 운 인 측면,교과 내용 인 측면,지도 교수들의 의견 등

을 조사하여 부 공 실기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효율 인 피아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하 다.

공 이(2007)는 미국의 NASM32),NCPP33)와 NCKP34)에서 제시한 피

아노 교수법 공 석사와 박사 과정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한국에서의

피아노 교수법 공 학원 과정을 개설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는 연

구를 하 다.

김강희(2008)는 미국 피아노 교수법 공의 석․박사의 가이드라인을

알아보고,한국에 개설되어 있는 피아노 페다고지 공 학교의 각 학별

교과 과정을 연구하고 문제 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교과 과정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연구하 다.그 결과 공에 맞는 소신 있는 임 교원의

충원과 함께 각 교과목별로 문성을 갖춘 강사 채용을 언 하 다. 한,

논문의 문성과 교과목의 내용과 강의 담당 교수의 문성에 하여 언

하는 한편,외국의 사례를 들어 재 한국 학생들이 교수 실습 상황에서

각 개별 교수들의 슨 장을 참 하기 어려운 을 언 하며 새로운

안들을 제시하 다.

정완규․권수미(2008A,B)는 한국과 미국 학원에서의 피아노 페다.

고지 공 운 교과과정을 비교하 고,한국에 개설된 피아노 교수학

32) 미음악 학 회 NationalAssociationofSchoolsofMusic을 임.1924년

에 설립되었고 음악 학 음악 련 교육 기 을 인증하는 단체이다.

33)NationalConferenceonPianoPedagogy.1979년에 설립되어 2년마다 피아노

교수법 련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미국단체.

34)2001년부터 NCPP가 NationalConferenceonKeyboardPedagogy(NCKP)로 이름이 바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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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로그램들의 학생 선발 차 자격 요건,교과 과정의 편성과 운

,교육 내용 등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

는 목 으로 연구하 다.각 학교별 특성은 살리되 표 화 교과 과정이 운

될 수 있도록 공 과목과 공통 과목 내 필수와 선택 과목이 명확해야

하며 체계화된 교과 과정이 운 되어야함을 역설하 고,학습 주제,지도

실습 운 실태와 지도 방법,석사 과정 자격 이수를 한 종합 시험에

한 학교별 규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 하 다.

우리나라에서 피아노 페다고지의 선행연구들은 실 인 문제 들을

지 하고 안을 모색하고는 있지만,앞서 언 한 것처럼 교육 장의 요

구를 반 하고 과학 으로 체계화시키는 실질 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

정이다.그러므로 피아노 페다고지를 공하고 있는 공자들과 앞으로 계

속하여 배출될 많은 인재들이 열린 시각으로 피아노 페다고지의 발 을

하여 연구를 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문제 들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C.국내 피아노 페다고지 학원 교과목 황

2009년까지 국내 피아노 페다고지 공이 개설된 학원은 경원 학

교,상명 학교,세종 학교,수원 학교,숙명여자 학교,이화여자 학교,

앙 학교,한세 학교,호서 학교 등 9개 학교이며,2010년에 진 학

교,명지 학교,성산효 학원 학교에 새로이 피아노 페다고지 공이 신

설되었다35).

35)본 논문의 작성 시 은 2009년이지만 2010년 들어 새로이 피아노 페다고지

공을 신설하는 학교들이 등장함에 따라 2010년 재 국내 피아노 페다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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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원 학교

1999년 우리나라 최 로 음악 학원에 피아노 페다고지 공이 개설

되었다.최 수료 학 은 24학 이며 이 가운데 공실기 Ⅰ-Ⅳ(각 2학

) 6학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비 공자는 피아노 앙상블Ⅰ,Ⅱ(각 2학

),화성법 건반화성Ⅰ-Ⅳ,시 창․청음Ⅰ-Ⅳ, 법ⅠⅡ(각1학 )를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학원의 교과과정은 <표 Ⅱ-1>과 같다36).

<표 Ⅱ-1>경원 학교 학원 교육과정

공

필수

공실기Ⅰ-Ⅳ,피아노 교수법Ⅰ-Ⅱ,피아노 교사실습 Ⅰ,Ⅱ

음악 교육 이론 음악 교수법,서양 음악사,인턴쉽

비 공자를 한 M.E.T 교재연구,음악 분석

공

선택

피아노 문헌Ⅰ,Ⅱ,작곡가 집 연구,논문작성법,연주법 세미나

고등악리,바로크 음악연구,고 음악연구,낭만 음악연구

러시아 음악연구,마스터 클래스Ⅰ,Ⅱ, 견 건반화성,지휘법

피아노 앙상블,실내악,피아노 교사를 한 실용 음악 지도법

실내악(1학 )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2학 이며,졸업을 하기 해서는

필수 으로 논문과 쳐 리사이틀을 해야 하는데 조 가벼운 논문과 쳐

리사이틀 혹은 한 편의 심도 있는 논문 이 둘 에 선택할 수 있다. 한

인턴쉽 40시간을 마쳐야 졸업이 가능하다.

공 학까지 포함했다.

36)http://www.kwpedagogy.co.kr/kwpp/about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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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명 학교

2008년 일반 학원 음악학과에 피아노 페다고지 공으로 개설되었다.2

년 4학기제이며,최 24학 이상 이수해야 한다.비 공자는 피아노 교수

법Ⅰ,Ⅱ,건반화성Ⅱ,Ⅲ,피아노 문헌Ⅰ,Ⅱ,음악사Ⅰ,Ⅱ(각 2학 ) 에서 6학

이상을 선이수해야 한다37).졸업 연주가 필수사항이며 50분 이상의 처

리사이틀을 해야 한다38).

<표 Ⅱ-2>상명 학교 학원 교육 과정39)

공실기Ⅰ-Ⅳ,음악분석,음악문헌Ⅰ,Ⅱ

음악교수법,세미나,고 건반화성,바로크고 음악세미나

낭만․ 음악세미나,음악이론교수법,음악연구방법론

피아노교수법세미나,고 피아노교수법Ⅰ,Ⅱ,기악연주사

피아노 교수법의 동향,피아노연주Ⅰ,Ⅱ,음악학

그룹피아노교수법 앙상블 음악,피아노교수실습

피아노 교수법 세미나,피아노 교수 실습, 피아노 교수법의 동향,그

룹 피아노 교수법 앙상블 음악, 공실기Ⅰ-Ⅲ까지는 각 2학 이고, 공

실기Ⅳ,음악학,음악분석,음악문헌Ⅰ,Ⅱ,음악교수법,고 건반화성,바로크

고 음악 세미나,낭만․ 음악 세미나,음악 이론 교수법,음악 연구 방

법론,피아노 연주Ⅰ,Ⅱ,고 피아노 교수법Ⅰ,Ⅱ,기악 연주사는 각 3학 이

다.

37)http://grad.smu.ac.kr/

38)상명 학교 학원 음악학과 내규집.p.3-4.

39)상명 학교 요람 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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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종 학교

2007년 일반 학원과 공연 술 학원에 피아노 교수학 공이 개설되

었다.

1)일반 학원

일반 학원 음악학과에 피아노 교수학 공이 개설되었다.석사과정과 박

사과정,석․박사 통합 과정이 있으며,피아노 교수학과는 피아노 교수학

(Piano Pedagogy)과 피아노 연주 교수학(Piano Performance &

Pedagogy)으로 분류되어 있다.석사과정은 최 24학 이상,박사과정은

최 36학 이상,석․박사 통합 과정은 최 45학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비 공자는 석사과정의 경우 12학 내외,박사과정의 경우 15학 내외의 선

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석사과정은 1회,박사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은

4회의 실기 발표회가 요구되며,학 에 필수인 발표회는 교내에서 행해지는

것만을 인정한다.일반 학원의 교과과정은 <표 Ⅱ-3>과 같다.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 주기 하여 공필수․선택 구분

없이 모두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었다.석사 과정은 통과(P)과목인 논문지

도1,논문제출1,실기 작품 발표1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3학 이며,박사

과정은 공실기 5(1학 )와 통과(P)과목인 논문지도2,논문제출2,실기작

품2-5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3학 이다. 한,연구 방법 문헌 연구1,2,

피아노 앙상블 세미나1,2는 석․박사 공통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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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세종 학교 일반 학원 교육과정40)

석사

피아노 문헌1․2,피아노 연주세미나1․2,음악사1․2

피아노 교수법 문헌1․2,피아노 교수법 세미나1․2

공실기1-4,음악이론1․2,논문지도1,논문제출1

실기 작품 발표1,타 공 문헌 세미나

공통 연구 방법 문헌 연구,피아노 앙상블 세미나1․2

박사

피아노 문헌3․4,피아노 연주 세미나3․4,음악이론3․4

피아노 교수법 문헌3․4,피아노 교수법 세미나3․4

논문지도2,논문제출2,실기작품2-5,음악사3․4, 공실기5-8

2)특수 학원

특수 학원에 속한 공연 술 학원 실용음악학과 내에 피아노 페다고

지 공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5학기 야간제이며 최 24학 이상

이수해야 한다.교과과정은 다음 <표 Ⅱ-4>와 같다.

교과목은 공실기,피아노교수법 퍼토리,피아노 연주법세미나,피아

노교수법세미나,피아노 문헌과 연주,유아 피아노 지도법,피아노 앙상블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학 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40) 2007세종 학교 학원 요람.p.64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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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세종 학교 공연 술 학원 교육과정41)

공실기Ⅰ-Ⅳ,피아노교수법 퍼토리Ⅰ,Ⅱ

피아노 연주법세미나Ⅰ-Ⅳ,피아노교수법세미나Ⅰ-Ⅳ

피아노 문헌과 연주Ⅰ-Ⅳ,유아 피아노 지도법Ⅰ-Ⅳ

피아노 앙상블1,2,타 공 문헌 세미나

4.수원 학교

1999년 음악 테크놀로지 학원 피아노 교수학과에 석사과정이 개설되

었고 2009년 음악 학원 피아노 교수학과로 변경되었다.논문 학기를 포함

하여 5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30학 을 이수해야 한다.개설된 교과

목은 다음 <표 Ⅱ-5>와 같다.

<표 Ⅱ-5>수원 학교 학원 교육과정42)

공실기Ⅰ-Ⅳ,세미나ⅠⅡ,Jazz화성법,유아 음악 교육

피아노 교수법Ⅰ,피아노 교수법Ⅱ,피아노 교사 실습,음악이론

그룹지도 교수법,피아노 문헌 세미나,오르 ,Jazz반주법

피아노 페다고지 개론,졸업연주,피아노 교수의 재료와 실습

특수악기,컴퓨터 음악의 이해와 실습,음악경 ,졸업논문

공실기Ⅰ-Ⅳ(각1학 )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2학 이다. 공실기 Ⅰ

41)http://cm.sejong.ac.kr/user/perfarts/

42) http://musg.suwon.ac.kr/pp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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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는 필수 항목이고 Ⅲ-Ⅳ는 선택 항목이다.졸업 연주는 학 없이 필수

과목이며 졸업 논문은 6학 이다.

5.숙명여자 학교

특수 학원에 속한 사회교육 학원 피아노 페다고지 공으로 2008년

에 개설되었다.수업 연한은 2년 6개월이며 최 24학 이상 이수해야 한

다.개설된 교과목은 <표 Ⅱ-6>과 같다.

<표 Ⅱ-6>숙명여자 학교 사회교육 학원 교육과정43)

공 실기1-4,피아노교수법 개론,피아노 교수법 세미나,논문 연구

피아노 교수법(교재 연구 개발),피아노테크놀로지,논문 지도

피아노 교수법( 퍼토리 개발),고 피아노 문헌,교육 심리세미나

찬송가․복음성가 반주법 지도

공실기1-4는 각 1학 ,피아노 테크놀로지,교육심리세미나,피아노

교수법세미나,찬송가 복음성가 반주법 지도는 각2학 ,피아노 교수법

개론,논문연구,논문지도, 피아노교수법, 피아노교수법,고 피아

노문헌은 각3학 이다.

43) http://gss.sookmyung.ac.kr/wiz/user/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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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화여자 학교

1999년 학원 실용음악 동과정으로 피아노 교수학 공이 개설되었

다.이후 2000년 실용음악 학원(특수 학원)개원하 으며,2010년에 공연

술 학원(특수 학원)으로 개편되었다.5학기 야간제로 최 30학 이상

이수해야 하며 논문세미나 는 6학 추가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개

설된 교과목은 <표 Ⅱ-7>과 같으며, 공 필수 없이 모든 교과목이 공

선택으로 되어 있고 각 3학 씩 배정되어 있다.

<표 Ⅱ-7>이화여자 학교 공연 술 학원 교육과정44)

공실기Ⅰ-Ⅱ,피아노교수학개론,피아노교수법Ⅰ-Ⅱ,피아노문헌Ⅰ-Ⅱ

음악이론건반실습,디지털 피아노의 이론과 실제,음악사 음악문헌

그룹피아노교수법, 피아노 교수법의 동향과 진단,컴퓨터음악개론

테크놀러지와 그룹 피아노 교수법,피아노 연주세미나Ⅰ-Ⅱ

앙상블 음악 피아노 교수법,피아노 교수실습Ⅰ-Ⅱ,반주와 즉흥연주

피아노 교수학 문헌 연구,피아노 연주 테크닉의 비교 연구

7. 앙 학교

2005년 앙 학교 일반 학원 음악학과 피아노 페다고지 공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선수 과목으로 서양음악사 문헌Ⅰ,Ⅱ,화성법Ⅰ,

Ⅱ, 법Ⅰ,Ⅱ,악식론Ⅰ,Ⅱ(각 3학 )을 이수해야 한다.개설된 교육과정

은 모두 3학 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다음 <표 Ⅱ-8>과 같다.

44)http://performarts.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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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앙 학교 학원 교육과정45)

세음악사,르네상스 음악사,바로크 음악사,고 음악사,

낭만음악사,20세기 음악사,음악학 연구,음악 논문 작성법,

음악사조사,고 화성법,음악치료학,피아노 페다고지 문헌 연구

피아노 페다고지,피아노 지도철학,피아노 교재 자료 연구

음악 학 최 로 피아노 공에서 피아노 교수법 공으로 세분화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활성화 여부에 하여서는 자료가 미흡하다.교과

목으로 2학년 피아노 교수법 개론,3학년 지도 철학과 방법,4학년 교재 자

료 분석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 외에는 피아노 공과 4년간 교과 과정

이 동일하며 특기사항이 없다46).

8.한세 학교

한세 학교는 피아노 페다고지 학원과 일반 학원에 피아노 교수학

공이 개설되어 있다.

1)피아노 페다고지 학원

2000년 7월에 피아노 페다고지 학원이 설립되었다.수업연한은 2년(4

학기제)이며,비 공자도 지원 가능하나 수업 연한 외에 추가로 공실기

와 이론 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한다(5학기제).최 30학 이상 이수해야

하며 비 공자는 2학 의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교과과정은 다음 <표

Ⅱ-9>와 같다.

45) 앙 학교 일반 학원 음악학과 요람 p.7-8.

46)http://www.cau.ac.kr/univ/major_main.php?num=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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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한세 학교 피아노 페다고지 학원 교육과정47)

공필수 공실기 이론 1-4

공선택

피아노교수학개론,그룹피아노교수법,집 탐구 Ⅰ,Ⅱ

․ 피아노 교수법,디지털 피아노의 활용과 기법

교수실습,피아노 앙상블 문헌 세미나, 어 1-2

고 건반 화성 작곡,논문 작성법 방법론 연구

졸업연주,논문, 공실기 이론 심화과정(비 공자)

공실기 이론1-4(각 2학 )은 공 필수 과목이며 공 선택과목

은 피아노 교수학 개론,그룹 피아노 교수법, ․ 피아노 교수법,디

지털 피아노의 활용과 기법,고 건반화성 작곡,피아노 앙상블 문헌

세미나,교수실습,집 탐구Ⅰ․Ⅱ는 각 3학 이다. 공선택으로 분류 되

어 있는 어1,2,졸업연주,논문작성법 방법론 연구,논문은 통과 과목

(P)이며 논문이나 졸업연주 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어1,2는 어 시험

을 체할 수 있다.비 공자를 한 공실기 이론 심화과정은 2학

이다.

2)일반 학원

2004년 3월 국내 최 로 일반 학원에 피아노 교수학 박사과정이 개설

되었다.수업연한은 3년(6학기)이며 최 36학 이상 이수해야 한다.피아

47)2010년 한세 학교 페다고지 학원 내규집,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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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페다고지 석사가 아닌 비 공자는 고 건반화성 작곡,디지털 피아

노의 활용과 기법, ․ 피아노 교수법,피아노 교수학 개론 등 12학

의 선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개설된 교육과정은 <표 Ⅱ-10>과 같다.

<표 Ⅱ-10>한세 학교 일반 학원 교육과정48)

공필수
공 실기 이론 5-10,논문 작성 방법론 연구

공개강의,소논문,고등 음악 분석,연주 1-3

공선택

피아노 교수학 문헌 세미나,피아노 연주 세미나

피아노 교수법 연구,고 연구 Ⅰ,Ⅱ(홀수년)

피아노 문헌 연구3,4(짝수년), 어3-4,논문지도법

공실기 이론5-10(각 2학 ),연주1-3(각 1학 /P),공개강의(1/P),

소논문(1/P),논문작성법 방법론 연구(P),고등음악분석(3학 )은 공

필수 과목이며 피아노 교수법 연구,피아노 교수학 문헌 세미나,고

연구1-2,피아노 문헌 연구3,4(각 3학 ), 어3-4(P)는 공 선택 과

목이다. 공 선택 과목으로 분류된 논문 지도법은 6학차 때 수강이 가능

하며 통과(P)과목이다.

한세 학교는 음악치료 학원과 음악 술 경 학원이 개설이 되

어 있어서 피아노 페다고지 학원생들도 자유로이 음악치료 교과목이나

술 경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48) 2010년 한세 학교 일반 학원 음악 공 내규집,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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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서 학교

2005년 일반 학원 음악학과 피아노 페다고지 공이 개설되었다.수

업연한은 2년(4학기)이며 최소 24학 이상 이수해야 한다.개설된 교과목

은 <표 Ⅱ-11>과 같다.

<표 Ⅱ-11>호서 학교 학원 교육과정49)

공실기Ⅰ-Ⅳ,그룹피아노교수법,서양음악사Ⅰ-Ⅱ

음악분석Ⅰ-Ⅱ, 피아노교수법개론,피아노앙상블

피아노문헌, 피아노교수법개론,음악미학,고 지휘법

공실기Ⅰ,Ⅱ,Ⅳ는 각 2학 이며, 공실기Ⅲ,서양음악사Ⅰ,Ⅱ,음악분

석Ⅰ,Ⅱ, 피아노 교수법 개론, 피아노 교수법 개론,피아노 문헌,

피아노 앙상블,음악 미학,고 지휘법은 각 3학 씩 배정되어 있다.

10. 진 학교

2010년 개설 된 진 학교 피아노 페다고지 공은 문화 술 문 학

원 음악 술학과에 속해 있다.수업연한은 2년(4학기제)이며 최소 24학 이

상 이수해야 한다50).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은 <표 Ⅱ-12>와 같다.

49)http://grad.hoseo.ac.kr/Major/ArtnSports/Pages/Music4.aspx

50)http://grad.daejin.ac.kr/contents/cor/affairs5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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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진 학교 문화 술 문 학원 교육과정51)

공실기Ⅰ-Ⅳ,피아노교수법Ⅰ-Ⅲ,피아노교사실습

고 ․낭만음악연구,음악학 특강,음악이론특강

세 르네상스 음악연구,20세기음악사연구,악기사

조성음악분석,바로크음악연구,석사논문연구Ⅰ,Ⅱ

고 ․낭만음악연구,음악학 특강,음악이론특강, 세 르네상스 음악

연구,20세기음악사연구,바로크음악연구,조성음악분석,악기사,석사논문

연구Ⅰ,Ⅱ는 공통과목이고, 공실기Ⅰ-Ⅳ는 공필수,피아노교수법Ⅰ-Ⅲ,

피아노 교사 실습은 공 선택 과목으로 모든 교과목은 각 3학 이다.

11.명지 학교

2010년 개설 된 명지 학교 피아노 페다고지 공은 특수 학원 내에

문화 술 학원 피아노 페다고지학과에 속해 있다.수업연한은 2년 6개월

(5학기제)로 최 24학 이상 이수해야 하며 5학기에 60분 내외의 졸업

연주회를 가져야 한다52).개설된 교과목은 <표 Ⅱ-13>과 같다.

51) http://grad.daejin.ac.kr/contents/cor/education2_2.html

52)http://law.mju.ac.kr/LAW/lmxsrv/law/lawviewer.srv?lawseq=69&hseq=694&re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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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명지 학교 교육과정53)

공실기Ⅰ-Ⅳ,피아노교수학개론,피아노교수법Ⅰ-Ⅱ

피아노교수법,교수실습,피아노문헌세미나Ⅰ-Ⅱ,논문연구

고 건반 화성 피아노 반주 문헌,피아노앙상블문헌

피아노연주세미나,컴퓨터 음악의 이해와 기법,졸업연주 는 논문

공실기Ⅰ-Ⅳ는 공 필수 과목이고 그 외의 모든 교과목은 공 선

택 과목으로 각 3학 이다.졸업연주 는 논문은 통과(P)과목이다.

12.성산효 학원 학교

성산효 학원 학교 피아노 페다고지 공은 음악과 내에 피아노 페다

고지 석사과정을 2010년에 개설하 다.수업연한은 2년(4학기제)이고 비

공자는 5학기제이다.논문이나 연주를 포함하여 32학 을 취득해야 하며

학교의 특성을 살려 효학개론,성경의 효,채 을 공통 필수 과목으로 이수

해야 한다.개설된 교과목은 <표 Ⅱ-14>와 같다.학 은 명시되어 있지 않

다.

53)http://cafe.naver.com/mju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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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4>성산효 학원 학교 교육과정54)

공 필수
공실기Ⅰ-Ⅳ,졸업연주 는 논문,피아노 교수 실습

피아노 교수학 개론,피아노 교수법 I-II,피아노 앙상블

공 선택

음악교육론,음악교육 교재연구, 악 지휘법

합창지도법,음악 교육 연구 방법,반주법Ⅰ-Ⅱ

서양음악이론,한국음악이론,국악의 이해와 교육법

음악교육 세미나,음악교육 심리학,악곡분석과 표 법

D. 구지역 피아노 교육 황

본 논문을 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구지역은 피아노의 유입부터

학에 피아노 공이 개설된 상황들이 모두 특수하다55).20세기 반 선교

의 수단으로 교육과 의료사업이 우선 으로 실시되었는데, 구지역은 다

른 도시들에 비해 음악 교육을 가장 먼 수용하 고,그로 인하여 다른

도시보다 숫자 으로 훨씬 많은 학에 피아노 공과가 설치되었다.그

결과 피아노 교사로 활동하는 인원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페다고지에 한 개념 부족 정보가 미흡한 탓에 실제 교육 장

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문제 을 토로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앞서 거론한 것처럼 피아노 페다고

지 공이 개설된 학이 있지만 이 역시 서울․경기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 비 피아노 공이 가장 많은 구지역에 피아노 페다고지

54)http://www.hyo.ac.kr/programs/m06_pro_s03.asp

55)손태용 (1994). 구지역 피아노의 유입과 개과정.음악논단. 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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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 한 무 심과 무지는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것이다.

한 동네,한 건물 안에 피아노 학원이 몇 개씩 난립하며 아 트가 들

어설 때마다 여섯 개의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가 경쟁 으로 문을 열만

큼 공 은 필요 이상으로 과잉되고 있는 국 인 상은 구지역에서도

외는 아니다.문제는 그 같은 상이 질 인 성장이나 개선보다는 한 해

에 쏟아져 나오는 수 많은 피아노 공생들을 감당하는 물량 인 증가에

그치고 만다는 데에 있다.피아노를 잠시 배운 경험만으로도 학생을 지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견해는 이미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피아노 학원

의 과잉 난립 상으로 인하여 구지역에서는 피아노를 공하지 않고서

도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으며,피아노를 공한 교사와 피아노를 공하

지 않은 교사들의 우는 차별화 되어 있지 않다.그러므로 음악 학 측에

서는 피아노 공생의 수량 유치 부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 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의 낡은 슨 방식으로 오늘날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계

를 감지한 다수의 교사들은 피아노 페다고지에 을 돌리게 되었지만 재

구지역에 치한 학에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만한 피아노 페다

고지 공학과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구지역에서의 피아노 페다고지에 한 인식은 피상 이거나 다분히

한쪽 면으로 치우쳐 있다.이 같은 상은 최진호․정완규56)가 언 한 것

처럼,피아노 교수학이 다루는 반 인 사항들이 제 로 온 하게 소개되

거나 인식되지 못한 채,각종 출 사에서 자신들의 제작물을 홍보하기

하여 피아노 페다고지라는 용어를 남발함으로 인하여 마치 피아노 페다고

56)최진호,정완규. 의 논문.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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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수 낮은 학원 교사들이 배우는 기 피아노 학습을 다루는 분야인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된 까닭도 크다.

2009년 재 구지역 음악 학의 4년 학부 과정 에는 단 2학 이

피아노 교수법이라는 시간에 할당되어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수업의 내용

한 교재를 읽어나가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음 학부

생들을 비롯한 일선 피아노 교사들은 피아노 교육에 있어 피아노 페다고지

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피아노 페다고지에 하여 구지역에

서 그 필요성을 장에서 실제 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피아노 교사

들이 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구지역에도 재 서

울․경기권에서 개설되어 진행 되고 있는 피아노 페다고지 공이 신설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1.피아노의 도입

구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황에 해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구지

역에 피아노가 어떻게 유입되었고 피아노 교육이 이 지게 되었는지 그 경

부터 살펴보고자 한다.그 이유는 구지역에 최 로 들어온 서양 악기

가 피아노이고, 한 선교의 목 으로 서양 음악이 소개되는 등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 특이성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구지역에 처음 피아노가 유입된 것은 1901년 5월 제 원( 동산병

원)을 설립한 존슨(Woodbridge O.Johnson)박사의 부인 커(Edith

Parker)여사의 업라이트 피아노가 수로를 통하여 화원 선착장에 도착하

게 되면서이다.이후,1907년 10월 15일 개교한 신명여학교에 커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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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가 기증되면서 피아노를 통한 최 의 음악 교육이 구에서 시작

되었다57). 한,1929년 개교한 구 사범학교에 그랜드 피아노가 1933년

이 에 유입된 사실이 1934년 졸업앨범을 통하여 확인되었다.이후 1952년

효성여자 학교[ 구가톨릭 학교]가 개교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서 최 로 음악과 피아노 공을 개설하여 구의 피아노 교육 활동이 본

격화되었다.연달아 1961년 계명 학교,1969년 남 학교,1981년 경북

학교,1991년 돈보스꼬 술 학교[ 구 술 학교]순으로 기악과의 피아

노 공이 개설되면서 명실상부한 피아노 교육이 이루어졌고,지 까지도

많은 음악인을 배출하고 있다.이들 학을 통해 이루어지는 피아노 교육

이 문 연주자를 양성하기 해서인지 피아노 교사를 배출하기 함인지

를 제 로 악하기 해서는,각 학의 교육 목표와 교과 과정을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겠다.

2. 구지역 5개 학의 피아노 공과의 교육 목표

학의 교육은 인 교육을 바탕으로 문 지식을 연구,분석하고

발 시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격을 양성하여야 하며 단순히 지식을 달

하기보다는 무한한 잠재력과 선천 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보다

문화되고 구체 인 교육이어야 한다.교육법 제108조 ‘학 교육 목표’에

서는 “ 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 에 필요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그

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58).이제임은 교육 과정의 편성은 학

57)손태용. 의 논문.211-212.

58)교육법 편찬회 (1996).교육법전. 서울:교학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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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념과 기능을 표방할 수 있는 그 학과를 상징할 만한 철학 근거이

며,다양한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교과 과

정 속에 포함시켜야 하며,사회에 필요한 인간을 양성하는데 충분해야 한

다고 말한다59).

교육의 틀을 이루고 있는 교과 과정은 먼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 달성을 한 구체 인 활동 계획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60).교

육 목표에 의해서 교육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학은 특성을 살려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교과목의 편성과 운 방침을 세운다.교

과 과정이 얼마나 잘 구성되어졌느냐에 따라 수업 운 에 있어서 그 기술

의 효과와 합성이 교과과정의 목표와 얼마나 긴 하게 연 이 되어 있는

가가 가름 나기 때문에 각 음악 학 피아노 공과가 표방하는 교육 목

표는 우선 으로 다루어야 할 요한 문제이다.

구지역 5개 학의 교육 목표는 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 Ⅱ-15>와 같다.각 학교의 명칭은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기술하 으며,서술되어 있는 분량이 많아 연구자가 발췌하여 정리하 다.

59)이제임 (1998).한국 대학 무용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세종 학교 학원

석사학 청구논문.49-50.

60)Brigham,F.J.,Renfro,A.K.,& Brigham.M.M.(1997).LinkingMusic

Curriculum To Teacher and StudentBehavior"(NationalAssociation of

SecondarySchoolPrincipals.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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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구지역 5개 학 피아노 공과의 교육 목표

학명 교 육 목 표

경북 학교
고도의 문 기능과 학문 이론을 갖춘 유능한

술 인재양성

계명 학교
바람직한 술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국제 능력을

갖춘 문 음악인의 양성

구가톨릭 학교

술 창조성을 지닌 음악인 양성

철 한 실기교육을 통한 교사 자질 양성

음악의 생활화로 인한 아름다운 심성 양성

구 술 학교 교양과 지성을 겸비한 하나의 독립된 술가 양성

남 학교
음악을 통한 사회 인 인간의 완성과 창의 인 음

악가 양성

구 지역 5개 학 모두 문 음악가, 술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이 5개 학 피아노과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술가 즉, 문 피아

노 연주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이에 맞는 교과 과정을 운 하고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시 요구에

따르는 피아노 교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한 문 피아노 교사의 양성과

배출은 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것은 분명 실과 동떨어진 교육목

표라 할 수 있다.물론, 구가톨릭 학교가 ‘교사 자질 양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철 한 실기 교육을 통한”것이라고 명시

했기 때문에 진정한 피아노 페다고지에 한 개념의 인식이 없음이 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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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다. 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직도 구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회 변화와 시 필요성에 해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피상 으로

처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정완규는 학에 피아노 연주 분야만 존재하고 교수법 분야가 없는

사안이 한국 피아노 교육의 근본 문제라 지 하면서 이것은 곧 피아노

교육이 발 할 수 없는 직 요인이라고 설명하 다61).

시 ․문화 ․사회 향에 따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결정되어

지는 교과 과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의 필요와 심에 따른 내용의

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한,수업 내용을 작성할 때에도 교과

목의 타당성,음악과 참고 자료의 련성,학생의 요구와 흥미에 부합되는

교과목의 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62).

3. 구지역 5개 학의 피아노 공과의 교과목 황

‘피아노 페다고지'란 연주 기량을 높이는데 을 두는 것 뿐 아니라

가르치는 학생을 상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이 연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지

도를 하며,어떻게 하면 피아노에 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을지,어떤

교재를 선택하여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존의 문 연주인 양성을 목 으로 하는 피아노 연주 공에서도 교과과

정에서 벗어나 피아노 페다고지에 하여 제 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졸업 후 문 연주자보다는 피아노 교사로 직업을 선택하여 생활하는

이상 피아노 페다고지를 제 로 이해하는 것은 필수 사항인 것이다.그러

61)정완규 (2002).피아노 교수법의 필요성과 학의 역할.중앙음악연구. 11.

62)방 주 (1990).음악교육의 기초. 서울:뮤직필.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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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지역에서는 피아노 연주과를 나오기만 해도 모두가 피아노를 잘 가

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

다. 한,여러 음악 출 사에서 자신들의 교재를 홍보하기 하여 피아노

페다고지(교수학)라는 명칭을 내세워 세미나 형식을 빌려 피아노 교사들을

교육했다.물론 출 사의 이러한 교재 개발과 출 ,홍보가 앞서 서론에서

도 언 했듯이 바이엘 교본만이 유일한 피아노 교수법이었던 한국의 상황

속에서 페다고지 발 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는 사실이다.하지만 여러 출

사들이 무분별하게 ‘피아노 페다고지’라는 용어를 남발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피아노 페다고지를 배우거나 심이 있는 것은 수 낮은 학원 교

사들이 배우는 기 피아노 학습을 다루는 분야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버렸고 그로 인하여 구지역에서 피아노 페다고지에 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지역 5개 학교에 피아노 연주 공학과가 개설

되었으나 21세기 시 요구에 따르는 피아노 페다고지의 도입에 하여

서는 무나 폐쇄 인 원인에 해 최진호․정완규는 피아노 페다고지를

수 낮은 일선 교사들이 다루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피아노 페다고지

를 도입하면 학의 수 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한 까닭에 문 인 피아

노 교사가 되기 한 필수불가결한 피아노 페다고지가 무시되었음을 지

했다63).

그러므로 교육 목표에 맞추어서 구지역 5개 학의 교과 과정이 어

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어떤 문제 들이 발생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발 시도를 한 요한 작업이 된다.이 부분에 있어서 학의 설

치 과목들이 공 선택과 공 필수로 나 어져 있으며 공 필수보다는

63)최진호,정완규. 의 논문.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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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선택 과목이 히 많음을 주목해 보며,분야별로 어떤 과목들이 편

집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구지역 5개 학과 학원 피아노 연주 공과의 설립연도,졸업 이

수학 ,교과 과정, 공 선택․필수 특이 사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경북 학교

경북 학교는 1981년 사범 학에서 음악교육과가 신설되었고 1982년

술 학이 신설되면서부터 음악학과로 발족하게 되었다64).

(1) 술 학

술 학 음악학과 피아노 공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학부 4년의 교과

과정 졸업을 해서는 최소 140학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각 학기마

다 정해진 공 실기 시험과 연주 수업,졸업 연주 등을 거쳐야 한다.

한,지정된 공 필수 과목 12학 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음악학과 피아노 공의 공 필수와 공 선택 과목을 살펴보면 <표

Ⅱ-16>과 같다.()안의 숫자는 학 을 나타낸다.

64)http://www.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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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경북 학교 술 학 교과목65)

교과목 명 학 수

필수

교과

피아노 공 실기7(1),시창․청음4(1),18세기 법1(2),

서양 음악사3-4(2),일반 화성법4(2),형식과 분석2(2)

선택

교과

피아노 공실기1-6,8(1),시창 청음1-3(1),연주1-4(1)

지휘법(2),피아노 앙상블1-2(1),합창1-8(1),작곡법(2)

건반화성1-2(2),형식과분석1(2),피아노 교수법1-2(2)

음악기 이론(1),국악개론1-2(2),피아노문헌1-4(2)

음악감상법1-2(1),서양음악사1-2(2),컴퓨터음악1-4(2)

작곡기 이론1-2(1), 음악론1-2(2),실내악1(1)

일반화성법1-3(2),16세기 법1-2(2),18세기 법2(2)

고도의 문 기능과 학문 이론을 갖춘 유능한 술인재의 양성이

교육목표이므로,자연히 학생들의 연주 기량을 높이고 학문 인 이론이 증

진 될 수 있는 수업들 주로 교과 과정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공 실기가 총 8학기 동안 이루어지는데,그 가운데 필수 역으로는

단 한 학기(7학기)만 지정되어 있는 이 특이하다. 한 일반 인 음악 이

론 과목들이 공 필수 역에 속해 있다.교과목으로는 시창․청음4(1),

18세기 법1(2),서양 음악사3-4(2),일반 화성법4(2),형식과 분석2(2)가

이에 속한다.

65)http://www.knu.ac.kr:8080/curri/index.jsp?menuID=2007051715120999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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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페다고지 공 과목으로 볼 수 있는 피아노 교수법은 1년 2학

기 과정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 공 선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수업 내

용은 송정이의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서울:음악춘추사,2006)교재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기로 진행되는 악보들은 바이엘,하농,체르니,바흐,클

라우,클 멘티,하이든,모차르트,베토벤 소나타 악보에 한정되어 있다66).

(2)일반 학원

일반 학원 체능 계열 음악학과로 분류된 학원 과정은 2년의 교

과과정(4학기) 24학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졸업 시에는 졸업 연주

를 거쳐야 한다.음악학과의 교과 과정은 <표Ⅱ-17>과 같다.

<표 Ⅱ-17>경북 학교 학원 교과 과정67)

과목명

피아노 공 연구과제I-IV,음악사Ⅰ-Ⅲ,피아노세미나,음악이론특강

음악기법,고등악리,화성과 I-II,음악이론세미나,음악분석연구

음악해석연구,개별연구지도I-II,음악문헌연구, 세음악사,연주법

르네상스음악사,음악미학사상,바로크음악사,고 음악사,낭만음악사

음악연구방법론,음악심리학, 음악사,피아노문헌세미나,기악세미나

20세기 음악양식,작곡가세미나,20세기 음악특강,음악미학세미나

연주법세미나,피아노 반주법 세미나,컴퓨터음악작곡,국악연구

66)http://sy.knu.ac.kr/

67)http://www.knu.ac.kr:8080/curri/index.jsp?menuID=2007051715120999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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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역에서 음악사를 시 별로 세분화시켜서 세․르네상스․바로

크․고 ․낭만․ 음악사로 나 어 교과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주목

해 볼 만하다.그러나 학원 과정에서는 피아노 페다고지 공과목과 연

해서 개설된 과목이 없음을 볼 수 있다.

2)계명 학교

1961년도에 설립된 계명 학교 음악 학은 종교음악과로 출발하 으

며,그 후 학과 명칭이 1965년 음악학과로 변경되었다가,1971년 기악과와

성악과로 분리ㆍ개편되고 84년에는 기악과가 피아노과로 분리되었다68).

(1)음악․공연 술 학

탁월한 연주기량을 갖춘 무 술인을 육성하여 바람직한 공연문화

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

며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 은 130학 이상으로 한다.

음악․공연 술 학 음악학과는 학생들이 학에 들어오기 부터 오

랜 기간 피아노를 공부하는 것을 기본 설정으로 하고 있으며,스스로 피아

노를 이해하여 연구할 수 있는 음악인이 되도록 지도하고,음악에 필요한

교과 과정의 구성으로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을 주장

하고 있다.피아노 공의 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표 Ⅱ-18>과 같다.

68)http://web.kmu.ac.kr/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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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8>계명 학교 음악․공연 술 학 교과 과정69)

(◈는 격년제 과목임)

필수 ․ 선택 교과목 학 수

필수교과 공실기1-8(2),졸업연주

선택교과

피아노교수법1-2(2)◈,피아노 반주법1-2(2),건반화성1-2(2)◈

피아노음악(2)◈,음악교육론(3),피아노연주론1-2(2)

음악 교재 연구 지도법(2),음악 논리 논술(3),악식론(2)

합창1-4(2)◈,시창청음1-2(2),국악개론1-2(2),실내악1-4(2)

법1-2(2),가창1-2(1)◈,피아노과 학기 인턴쉽(15)

피아노 로젝트(2),피아노과 인턴쉽(3),연주와 비평1-2(2)◈

공 실기를 제외하고 모든 과목이 선택과정에 속해 있으며 피아노 교

수법은 공 선택에 포함되어 있다.가창1-2는 각 1학 이고 음악교육론,음

악논리 논술,피아노과 인턴쉽은 각 3학 이며,피아노과 학기 인턴쉽은

15학 ,나머지 교과목들은 모두 2학 이다.합창,졸업 연주,피아노 로

젝트,피아노과 학기 인턴쉽,피아노과 인턴쉽 과목은 학 은 명시되어 있

으나 성 은 P/F로 처리되는 과목이다.2010년부터 ‘피아노 로젝트’,‘피

아노과 학기 인턴쉽’,‘피아노과 인턴쉽’이라는 과목이 신설되었는데 이 과

목에 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교수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는 정부,연

구소,산업체 등과 수행하는 각종 로젝트에 학생을 참여시켜 공에

한 응용력을 고취하고 활용능력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별도의

69)http://www.kmu.ac.kr/programs/common/com_KmuSubject.jsp?parm_tp=01&p

     arm_cd=16720&parm_yea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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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의거 선발하는 피아노 로젝트는 기존 피아노과에서는 그동안 시

행이 되지 않던 신생 과목으로 변화 하는 사회에서 학생 유치를

한 새로운 시도로 여겨진다. 한 피아노과 학기 인턴쉽과 피아노과 인턴

쉽은 학기 혹은 방학 장에서 그동안 학에서 교수한 지식과 학문

을 직 기 ,단체,연구소,산업체 등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용 능

력을 부여하고자 개설한 과목으로 이 두 개 항목은 재 피아노 페다고지

학(원)에서 교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피아노 인턴쉽(교수실습)과도 일

맥상통하는 부분으로써 기존의 연주자 심의 교과목에서 탈피하여 문

교사로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라 여겨지기에 가히 획기 이라고 여

길 수 있다.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 방향이나 결과물들에 하

여 의 주시하며 지켜 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 그 성과물들이 무

한 실정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정 인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학원 과정

계명 학교는 일반 학원과 특수 학원 두 곳에서 피아노 공을 개

설하고 있다.음악학과는 서양 음악에 한 탁월한 문지식과 창의 기

능을 겸비하면서 지도 인 인격과 교육 자질을 갖추게 하여 바람직한

술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술인의 양성을 일반 인 목표로 두고 있다.

가.일반 학원

일반 학원은 체능 계열 음악학과 속에 피아노 공이 개설되어 있

다.수업연한은 2년이며 최 24학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교과

학 이외에 학 취득을 해 연구 지도를 받아야 한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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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음악 교육 세미나,코다이 음악교육, 술과 종교,종족 음악학,

지역 음악 문화연구 등의 교과목은 다른 곳에는 개설되지 않은 고유 교과

목으로 여겨 볼 만하며,음악사를 세부터 시작하여 에 이르기까지

그 역을 하나로 묶지 않고 개별 으로 따로 떨어뜨림으로써 좀 더 심층

으로 각 시 별 음악사에 하여 한 학기 동안 연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피아노 페다고지와 련하여서는 코다이 음악 교육만이 개설되어 있

다.

<표 Ⅱ-19>계명 학교 일반 학원 교과목

교 과 목

고 화성학,음악심리학,연구학 1-3,지역음악문화연구,연주 세미나

세,르네상스 음악사 연구,음악양식론,바로크 음악사 연구,음악학

음악연구방법론,고 ,낭만, 음악사연구,실내악 문헌 연구,음악 문헌

작품분석연구,피아노 문헌 세미나, 공실기1-3, 피아노 음악 세미나

음악연구,건반 음악 발달사, 술과 종교,재즈 음악 세미나,음악사

기보법의 역사, 학음악교육세미나,20세기음악세미나,고 음악 문헌

한국서양음악사,음악경 ,종족음악학,음악논문작성법,피아노 연주 세미나

코다이음악교육,20세기 미국 음악,건반화성,컴퓨터 음악 입문,국악개론

나.특수 학원

특수 학원은 술 학원에 음악학과 피아노 공을 개설하고 있

70)http://web.kmu.ac.kr/km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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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1).수업연한은 2년(4학기제)이고 최 24학 이상 이수해야 하며 석사

학 논문 신 실기발표를 할 수 있다72).개설된 교과목은 <표 Ⅱ-20>과

같으며 모든 교과목은 3학 이다.

<표 Ⅱ-20>계명 학교 술 학원 교과목73)

교 과 목

공실기1-7,앙상블,연주 세미나,한국 음악론,형식과 분석, 토리 연구

(3)계명-쇼팽 음악원

1998년 계명-쇼팽 음악원을 설립하여 1999학년도부터 폴란드의 국립쇼

팽음악원과 공동으로 운 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실시하고 있다.세계

인 음악가 즉 문 연주자 양성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7학기 학사과정

을 이수한 후 (4학년 1학기까지)폴란드 국립쇼팽음악원에서 3년간을 유학

하여 학 ·석사 학 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74).

연주 상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피아노의 연주를 하여 공실기,

앙상블 반주실기,반주법,건반화성,피아노 페다고지 등의 실기수업을

병행한다.피아노 페다고지와 련하여서는 피아노 교수법 수업이 개설되

어 있다.

71) http://web.kmu.ac.kr/artp/index.html

72) 학원 학칙 내규집.p.11-12.

73)http://bisa22.kmu.ac.kr/content.fm?action=contentPage&initURL=GG::PUBGG0

80.xml

74)http://chopin.k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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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1>계명-쇼팽 음악원 교과목

교 과 목

피아노 공 실기,피아노 문헌,피아노 견,반주법,반주,연주론

피아노 교수법,합창,음악사,화성학,음악이론, 법,시창ㆍ청음

3) 구가톨릭 학교

구지역에서 창기 선교와 교육의 수단으로 1952년 효성여자 학교

로 개설된 구가톨릭 학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가장 오래된 50

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문화 술 발 에 기여하는 음악 문인 양

성을 목 으로 술 창조성을 지닌 음악인 양성,철 한 실기 교육을 통

한 교사 자질 양성,음악의 생활화로 인한 아름다운 심성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75).

(1)음악 학

음악 학 피아노과로 분류되었으며,학부 과정의 졸업을 한 최 이

수 학 은 120학 으로, 공 필수 과목 48학 과 공 선택 과목 38학

으로 나 어져 있는데 공 필수가 공 선택보다 10학 많은 유일한 학

교이다.피아노 페다고지와 련한 교과목으로 피아노 교수법이 있는데,5

개 학 유일하게 공 필수 역에 속해 있다.

75)http://myhome.cu.ac.kr/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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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2> 구가톨릭 학교 음악 학 교과목

피아노과 교과목

필수

교과

피아노 공실기1-8(2),연주법1-6(1),화성법1-2(2), 법1-2(2)

합창1-4(1),서양음악사1,2(2),피아노교수법1,2(2),시창청음1,2(2)

선택

교과

피아노기 실기1-2(3),반주법1-4(2),건반화성1-4(2),악식론(2)

피아노문헌1-2(2),피아노앙상블1-2(3),피아노 기 지도법(2)

음악(2)

‘피아노 기 실기’,‘피아노 기 지도법’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공 실기는 개인별로 교수에게 지도를 받는 반면 피아노 기 실기는 모

든 음악의 기 가 되는 피아노를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재를 선택하여

피아노 실기를 지도하는 과목이다.피아노 기 지도법 피아노를 지도함에

있어서 피아노 악기의 반 인 이해와 피아노 기 연주에 따르는 음악

기교 문제의 심리 ,창조 지도방법을 연구하는 과목이다.이 두 과목

은 피아노를 지도함에 있어서 피아노 악기의 반 인 이해와 피아노 연주

에 따르는 음악 ,기교 문제의 심리 ,창조 지도방법을 연구하는 것

을 목 으로 하는 피아노 교수법 과목과도 연 이 있다.담당 교수의 재량

껏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목이다.그러나 학교 홈페이지 상에는 명

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으로는 아직 운 이 되지 않고 있다.

(2)일반 학원

일반 학원 피아노 공으로 분류되어 있다.체계화된 고도의 음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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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연구 음악 술분야의 창의 인 문인 육성,음악학의 심오한 이론

탐구와 훌륭한 인격을 겸비한 지도자 육성,국가 인류사회 번 에 기여

하는 음악의 문 인 사자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개설된 교과목

은 <표 Ⅱ-23>과 같으며 모두 3학 씩 배정되어 있다.

<표 Ⅱ-23> 구가톨릭 학교 일반 학원 교과목

교 과 목

음악미학, 전공실기I-IV, 현대음악, 연주 , 음악이론, 피아  앙상블, 음악사

실내악, 악식론, 주 , 음향학, 피아  주  연 , 음악분 , 음악감상

4) 구 술 학교

1991년 창설 된 구 술 학교는 졸업하기 한 최 이수 학 이

130학 이고 교양 과목 20학 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공과목은 65학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교과명은 명시가 되어 있었으나 학 은 명

시되어 있지 않았다.음악계열 피아노 공으로 분류되어 있다76).

76)http://www.tau.ac.kr/course/music_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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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4> 구 술 학교 교과목

교 과 목

공실기 1-8,제2실기 1-4,지휘법1.2,피아노 앙상블 1.2, 법

피아노 반주실기 1.2,건반화성1.2,피아노 견 1.2,연주 1-6

음악분석1.2,피아노 세미나,피아노 문헌1,2, 음악론1.2

피아노 지도법 1.2,이태리가곡 Class1.2,음악교수법1.2,졸업연주

피아노 페다고지와 연 되는 교과목으로 피아노 지도법과 음악 교수

법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성악과 공 필수 과목으로 진행되는 이태리

가곡 클래스 수업이 피아노 공과목에 명시되어 있는 이 특이하다.

5) 남 학교

(1)음악 학

1969년 문리과 학 술학부에 기악과가 개설되고,1981년 단과 학으

로 독립된 후 1987년 피아노과가 분리되었다.음악 학 음악학부 피아노

공으로 분류된 남 학교는 학문 지향형과 문 직업인형77)두 개의 유

형으로 구분하여 공 기 , 공 선택, 공 핵심 교양 필수 등으로 교과

목을 나 어 명시하고 있으며,졸업을 한 최소 이수학 은 140학 이

다78).

학문 지향형과 문 직업인형으로 나 었는데,이 두개의 유형을 좀

77) http://music.yu.ac.kr/music/sub01_d.htm#3

78)http://music.yu.ac.kr/music/sub01_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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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문화시키고 교과목들을 세분화시켜서 학생들이 좀 더 문 으로 교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학문 지향형이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직업인형이라 하여 피아노의 학문

인 부분들이 간과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학교 홈페이지 상으로는 이 게

두 유형으로 나뉘어 명시가 되어 있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

으로 나타났다.

음악사가 세를 시작으로 하여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세분화시켜 각

시기별로 나 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학문 지향형은 문헌이나 이론

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문 직업인형은 피아노교수법,제2실기,

건반화성,피아노 테크닉이 진행된다.

<표 Ⅱ-25> 남 학교 음악 학 교과목

학문 지향형 문 직업인형

공

기

시창청음,화성법(1), 법,

시창청음(2),화성법(2)
시창청음,시창청음(2)

공

선택

세,르네상스 음악사,반주법

고 ,낭만 음악사,20세기음악개론

피아노실내악문헌

피아노 테크닉,건반화성,

피아노연주(1-2),

제2실기피아노 교수법

공

핵심

공실기,피아노실기(1-3)

피아노문헌(2)

공실기,피아노문헌(1)

피아노실기(1-3),음악분석

교양

필수
어회화 음악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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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 학원

석사 과정은 1975년 음악학과에 개설되었다가 1988년 기악과 석사과정

으로 세분화되었다.철 한 실기교육 주로 기술향상과 음악 경험의 폭

을 넓 기악,독주에 유능한 인재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9).

<표 Ⅱ-26> 남 학교 일반 학원 공 교과목

분류 과목명

기 공통 음악분석세미나,음악사연구,음악학개론

공

피아노 교수법,피아노 문헌 세미나(1-2)

피아노 실기(1-3),기악 문헌,

실내악 작품 해석 연구,음악 교수법

피아노 페다고지와 연 되는 교과목으로 피아노 교수법과 음악 교수법

이 있으며,모든 교과목이 3학 이다.

이상 구지역 5개 학과 학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과 과정에

하여 살펴보았다.5개 학 모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은 공실기,피아노

교수법,건반화성, 법 등이고,피아노 문헌,피아노 반주,연주,시창청

음 등은 4개 학에 개설되었다. 구지역에 5개 학 가운데 피아노 공

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원은 4군데(경북 학교,계명 학교, 구가톨릭

학교, 남 학교)이며 4군데 학원에 모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은 음악

79)http://graduate.yu.ac.kr/graduate/sub03_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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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고 피아노 문헌 세미나,음악 문헌 세미나,실내악 문헌, 공실기,음

악 분석은 3군데 학원에 개설되어 있다.

구지역 5개 학과 학원 피아노 공과는 문 연주인 양성을 목

표로 하여서 교과과정이 개설되었으나,피아노 교수법을 비롯하여 피아노

지도법,음악교수법 등 피아노 페다고지와 련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구 지역 5개 학의 교과목은 2010년에 모두 개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졸업한 졸업생들이 학부 과정에서 수업을 들었던 당시

의 교과 과정으로는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등 교육 장에서 실제 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사 지식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많은 고충을 겪

고 있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2010년을 기 으로 각 학의

교과 과정이 변하기는 하 지만, 문성을 고려해 볼 때 앞서 언 했던 교

과 과정에서 연주과 심에서 벗어나 개정되었는지 아니면 여 히 피아노

페다고지에 한 정확한 요도 없이 개정 되어 수업이 진행되어 가는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 야 한다. 한,피아노 교수법 과목이 구가톨릭 학교

를 제외하고 모두 공 선택 역에 배정되어 있음을 볼 때 아직도 피아노

페다고지에 한 정확한 개념과 그 필요성에 한 학 측의 인식이 부족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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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차

A.연구 상

본 연구는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

이 피아노를 가르칠 때 실질 으로 요구하는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

고,피아노 페다고지 공 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조사․분석하

여, 구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교육 과정 개설에 실질 토 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연구 상으로는 서울·경기지역에서 피아노 페다고지를 공하고 있는

공생들과 피아노 페다고지를 공하지 않은 구지역의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종사하는 교사들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2009년에 피아노 페다고지를 학원에서 공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

은 경원 학교,상명 학교,세종 학교,수원 학교,숙명여자 학교,이화

여자 학교, 앙 학교,한세 학교,호서 학교 등이 있다.이 가운데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한 경원 학교,수원 학교,숙명여자 학교,한

세 학교 등의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를 상으로 하 다.설문지는 93명

에게 배포하 고 55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사용하 으며,설문지 회수율

은 60%로 나타났다.

한,2009년 구 역시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720개 가운데 연구자가 편의상 동구와 서구의 교육청별로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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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300개의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 설문지를 배포하 고,100명의 설

문지를 회수하여 사용하 으며,설문지 회수율은 약34%로 나타났다.

B.연구 내용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고정화80),김강희81),김선희82),김종미83),

이계순84),장선희․김성미85),정완규86),정완규․권수미87)등의 선행 연구

를 참고하여 최종 으로 다음의 항목을 도출하 다.사용된 측정도구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성별,연령,학력, 공,

80)고정화 (1990).Piano실기지도를 한 교육방법의 개선요구.부산교육대학 논  

문집. 26(1).177-197.

81)Kim W.K.(1999).UndergraduatePianoPedagogyCourseOfferingsin

SelectedCollegesandUniversitiesinRepublicofKorea.D.M.A.diss.,

UniversityofOklahoma.

82)김선희 (2008).유아 교사 양성 학의 음악교과 교육과정 모형 개발.서울여

자 학교 학원 박사학 청구논문.

83)김종미 (2005).피아노 교수법의 역사 탐구와 피아노 연주 교육의 황.칼  

 빈논단. 587-606.

84) 이계순 (1983).피아노 교육의 개선 방향:개인지도의 개선과 그룹지도의 활용.

목원대학논문집. 6.517-568.

85)장선희,김성미 (2002).음악학원 강사의 직업 로필에 한 조사 연구.교  

 과교육학연구. 6(1).39-62.

86)정완규 (2002).피아노 교수법의 필요성과 학의 역할.중앙음악연구.11.

10-19.

87)정완규,권수미 (2008).우리나라 학원에서의 피아노 교수학 석사과정 운

실태에 한 기 조사 연구.이화음악논집. 12(2).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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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경력을 빈도분석과 기술통계,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2.욕구 분석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어려움,부담감,욕구들을 악하기 해

다음의 질문들을 사용하 다.첫째,피아노를 가르칠 때 어렵거나 부담스럽

게 느끼는 부분을 알아보기 해 ‘ 토리 선정’,‘테크닉’,‘작품 해석 능

력’,‘이론’,‘아이들 다루는 능력’,‘선택사항 없음’가운데서 선택하게 했다.

둘째,다시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알아보기 해서 ‘공 슨’,‘교재분석

연구’,‘반주 즉흥 연주법’,‘피아노 테크닉’,‘학원운 법’,‘심리와 연

계된 학습’ 에서 선택하게 했다.셋째,우리나라 9개 학원 피아노 페다

고지 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28개 교과목 가운데 피아노를 가르칠 때

가장 도움이 될 만큼 필요한 교과목을 3순 로 선택하게 했다.

3.지도철학

피아노 교사들의 지도철학 문항의 기 으로는 고정화,김강희,김종미,

이계순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피아노 교사들의 철학 문항을 사용하 다.

본 도구는 5 척도로 ‘ 그 지 않다(1 )’,‘그 지 않다(2 )’,‘보통이

다(3 )’,‘체로 그 다(4 )’,‘매우 그 다(5 )’로 수가 높을수록 철학

이 높음을 의미한다.

4.자기개발

피아노 교사들의 자기개발은 이계순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피아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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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자기개발 문항을 사용하 다.본 도구는 5 척도로 ‘ 그 지

않다(1 )’,‘그 지 않다(2 )’,‘보통이다(3 )’,‘체로 그 다(4 )’,‘매우

그 다(5 )’로 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발이 높음을 의미한다.

5.피아노 지도 내용 방법

피아노 교사들의 지도 내용 방법은 이계순의 “피아노 교육의 개선

방향:개인지도의 개선과 그룹지도의 활용”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피아노

교사들의 지도 내용 방법 문항을 사용하 다.본 도구는 5 척도로 ‘

그 지 않다(1 )’,‘그 지 않다(2 )’,‘보통이다(3 )’,‘체로 그 다(4

)’,‘매우 그 다(5 )’로 수가 높을수록 지도 내용 방법이 높음을

의미한다.

6.교육 보조 자료

교육 보조 자료의 기 은 김강희,이계순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피아

노 교사들의 교육보조자료 문항을 사용하 다.본 도구는 5 척도로 ‘

그 지 않다(1 )’,‘그 지 않다(2 )’,‘보통이다(3 )’,‘체로 그 다(4

)’,‘매우 그 다(5 )’로 수가 높을수록 교육보조자료 사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7.피아노 지도유형

피아노 교사들의 지도유형은 고정화,김강희,이계순 등의 연구에서 사

용한 피아노 교사들의 지도유형 문항을 사용하 다.본 도구는 5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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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 않다(1 )’,‘그 지 않다(2 )’,‘보통이다(3 )’,‘체로 그

다(4 )’,‘매우 그 다(5 )’로 수가 높을수록 지도유형이 높음을 의미한

다.

8.피아노 페다고지 교과목

피아노 페다고지 교과목은 김강희,정완규·권수미 등의 연구에서 피아

노 페다고지 과정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종합하여

사용하 다.교과목은 <표 Ⅲ-1>과 같이 28개 교과목으로 구성하 다.본

도구에 사용된 평가 방식은 5 척도로 ‘ 그 지 않다(1 )’,‘그 지

않다(2 )’,‘보통이다(3 )’,‘요하다(4 )’,‘매우 요하다(5 )’로 수가

높을수록 교과목의 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Ⅲ-1>피아노 페다고지 교과목

1 피아노교수학개론 15피아노 문헌 (문헌세미나)

2 피아노교수법 16서양 음악사

3 피아노교수법 17고 연구 (집 탐구)

4 피아노교수법세미나 18반주법 즉흥 연주

5 피아노교수법 19고 건반 화성 작곡 (음악이론)

6 피아노교수실습(인턴쉽) 20지휘법

7 그룹피아노교수법 21유아 음악 교육 (유아피아노지도법)

8 디지털피아노교수법(컴퓨터음악)22음악 교육 이론

9 피아노 지도 철학 23아동 심리학,교육 심리 세미나

10 공 실기 24음악 치료 과목

11 공 실기 심화 (비 공자) 25음악 경

12피아노연주세미나(피아노연주법)26 어

13피아노 앙상블 27 처 리사이틀

14졸업 연주 (독주회) 28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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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수행도(Importance-PerformanceAnalysis)

본 연구에서는 피아노 페다고지를 공하고 있는 공생들과 피아노

페다고지를 공하지 않았지만 구 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

노를 가르치고 있는 피아노 교사들을 상으로 2009년에 우리나라 9개

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피아노 페다고지 공과의 교과목에 하여 IPA

(ImportancePerformanceAnalysis,이하 IPA)분석 기법을 이용하 다.

앞으로 구 지역에 개설 되어질 피아노 페다고지 공과의 교과 과정을

만들 때 공선택․ 공필수를 분류하기 한 기반을 마련하기 하여

IPA를 응용한 연구 도구로 사용하 다.

요도-수행도 분석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요 속성 등에

하여 요도(Importance) 수행도(Performance)를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분석하기 해 마 에서 개발한 기법이다88).

한,IPA분석 기법에 하여 공기열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IPA 기법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요 속성들에 하여 요

도 실행도(수행도)를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분석

하기 해 마 에서 개발된 것으로 먼 이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에 어떤 속성을 요하게 여기는지를 조사하며,아울러 이용

후에는 실행도를 평가하여 각 속성들에 한 요도와 실행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하는 기법이다89).

88)노민경 (2007).호텔 종사원 서비스 교육 평가연구.경기 학교 학원 박사학

청구논문.

89) 공기열 (2006).IPA기법을 이용한 여가활동 평가.관광연구.20(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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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요도란 그 분야에서 매우 요하게 여겨지는 속성을 뜻하

며,실행도 [수행도]란 요도와는 별개로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상이나

속성을 뜻한다.

IPA분석에 하여 엄미리90)는 Martilla와 James에 의해 소개된 이래

건강,마 ,은행,스포츠 심리학,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사용이 간편하고 결과 해석이 용이하며 문제 제시

가 명확하다는 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

IPA는 (그림 Ⅱ-1)과 같이 평가요소의 요도와 수행도를 측정하여 2

차원 도면상에 표시하고 그 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다91).

(그림 Ⅱ-1)IPA매트릭스

요도

(高)

제2사분면

노력집 화의지향

(Concentratehere)

높은 요도

낮은수행도

제1사분면

좋은실행도지속유지

(Keepupthegoodwork)

높은 요도

높은수행도

제3사분면

낮은우선순

(Low priority)

낮은 요도

낮은수행도

제4사분면

과잉노력지양

(Possibleoverkill)

낮은 요도

높은수행도
요도

(低)

수행도(低) 수행도(高)

90)엄미리 (2008).IPA를 활용한 국내 e-learning교수설계자의 역량분석.인 자

원 리연구.15(3).89-107.

91)엄미리 (2008). 의 .8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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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제 1사분면(좋은 수행도 지속 유지:Keepupthegoodwork):

제 1사분면은 요도도 높고,수행도 한 높은 역으로 계속 유지해 나

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둘째,제 2사분면(노력 집 화의 지향:Concentratehere):제 2사분면

은 요도는 높지만 수행도에서는 낮게 평가된 상태로 향후 집 으로 개

선해야 하는 속성들이다.

셋째,제 3사분면(낮은 우선순 :Low priority):제 3사분면은 수행도

도 낮고, 요도도 낮은 상태로 재 이상의 노력이 불필요한 속성들이다.

넷째,제 4사분면(과잉 노력 지양:Possibleoverkill):마지막 4사분면

은 수행도는 높지만, 요도는 낮은 상태이다.

이 듯 IPA분석은 다른 분석에 비하여 시각 단이 쉽고,요인분

석․ 별분석․다차원 척도법과 같은 어려운 통계 기법과 고도의 소 트

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용하기 용이한 장 을 지니고 있으며,비용과

시간의 한계를 안고 있는 실무자들이 어떤 부분에 우선순 를 두고 역량을

집 할 것인가에 하여 분석을 통해 답을 제시해 주는 특징이 있다.

IPA 즉 요․수행도 분석 방법론을 통하여 피아노를 가르칠 때 필요

한 사 지식으로 2009년 재 우리나라 9개 피아노 페다고지 학원에 개

설되어 실시하고 있는 교과목에 하여 피아노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

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그리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구지역에

서 피아노 페다고지 학과 학원을 개설할 경우 교과목 선정에 있어서

기 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구지역 피아노 페다고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에 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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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자료수집 분석방법

1.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첫째,

서울·경기지역의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2009년

국내 피아노 페다고지 과정이 개설된 9개 학교를 상으로 2009년 3월 23

일부터 2009년 4월 3일에 걸쳐 실시하 다.연구자가 직 피아노 페다고

지 공생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하 고,직 조사 회수 하거나 우편,

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 다.설문지는 총 93부를 배부하 고,성실

하게 응답하지 못한 설문을 제외한 55부(60%)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

다.

둘째, 구지역의 피아노 학원 교습소 교사를 상으로 실시하 다.

2009년 구 역시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 속한 학원과 교습소 가운데

300개의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를 상으로 연구의 목 을 설명하거나

우편, 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설문지를 배부하 고 회수하 다.자료 수집

기간은 1차 수거일 2009년 3월 23일～2009년 3월 31일,2차 수거일 2009년

6월 25일～2009년 7월 7일,3차 수거일 2010년 2월 25일～3월 10일까지 총

300부를 배부하 으며,성실하게 응답하지 못한 설문을 제외한 총 100부

(약 34%)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 다.

일반 으로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해서는 문항수의 최소 2배 이상

최 10배 정도의 상자가 있어야 한다.92)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지역

92)이은옥,임난 ,박 애 (1998).간호 � 의료 연구와 통계 분석. 서울: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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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55명과 피아노 페다고지를 공하지 않고 구지

역에서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종사하는 교사 100명을 합친 총 155명이

최종 설문 회수되었기 때문에 타당도 검증(요인분석,주성분 분석 등)을 사

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반 특성,타당도 검증,신뢰도 검증을 하여 수집

된 자료를 SPSS12.0Windows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1)일반 특성 분석

분석 기법으로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

과 기술통계,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2)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해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

도 분석을 실시하 다.

내용타당도를 해 문가 타당도를 이용하 다.내용타당도는 검사

의 내용이 검사가 추론하고자 하는 것의 보편성을 표하는지에 한 증거

를 말한다.즉,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고 있

는지를 해당 분야 문가의 논리 인 분석을 토 로 평가하는 것이다.93)

93)Wolfe,E.W.&Smith,E.V.,Jr.(2007).Instrumentdevelopmenttoolsandactivities

formeasurevalidationusingRaschModels:PartI-Instrumentdevelopmenttools,

InE.V.Smith,Jr.& R.M.Smith(Eds.).RaschMeasurement:Advancedand

specializedapplications.MapleGrove,Minnesota:JAM Press.2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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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요인분석은 변수

들 간의 상 계를 이용하여 서로 유사한 변수들을 동질 인 몇 개의 요

인으로 묶어 변수들의 상호 독립 인 요인을 찾아내고,동일한 개념을 측

정하는 측정도구의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으

로써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차

는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 다.

(3)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문항 내 일 성 Cronbach'sα계수를 구하 다.문항

내 일 성 분석방법은 Kuder와 Richardson이 개발하 다.이 방법은 동

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항목인 경우에 그 측정결과에 일 성이 있어야 한다

는 논리에 따라 일 성이 없는 항목은 배제시킨다.유일한 신뢰도 계수를

얻을 수 있으므로,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해서 실 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일반 으로 Cronbach'sα계수는 .60이 넘어야 신

뢰도가 만족할 만한 수 이다.94)

(4)IPA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9년을 기 으로 9개 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피아노

페다고지 공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서울․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와 피아노 페다고지를 공하지 않은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94)Varni,J.W.,Katz,E.R.,Seid,M.,Quiggins,D.J.L.etal.(1998).The

Pediatric Cancer Quality of Life Inventory(PCQL). I. Instrument

Development,DescriptiveStatistics,andCross-informantNariance.Journal

ofBehavioralMedicine,21(2).17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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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한 요도를 분석하기 하여 기술 통계,평균,산 도 분석 등의

결과를 활용하여 IPA분석을 실시하 다.

3.타당도 신뢰도 검증

실증분석을 통해 정확한 결과를 얻기 해서는 분석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타당도(Validity)는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

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 하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며,신뢰도(Reliability)는 같은 상에 해 반복 으로 용된 특정 기법

이 매번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다.

(1)내용타당도 분석

선행연구를 통해 비문항 33문항을 피아노 페다고지 공 교수 1인,

피아노과 교수 3인,교육학 교수 1인의 문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다.

총 33문항을 분석한 결과 11문항이 본 연구에서 부 합 문항으로 정

을 받아 삭제하 다.삭제된 문항은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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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내용타당도 분석에서 삭제된 문항

번호 삭제된 질문 문항

1 나는 우수한 수업을 찾아다니며 찰하여 배우려고 노력한다.

2 나는 피아노와 련된 학회에서 극 활동한다.

3 나는 피아노(음악)와 련된 논문 검색을 자주한다.

4 나는 수업을 비할 때 학생들의 요구를 반 한다.

5 나는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수업을 비한다.

6 수업 진행시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기 해 노력한다.

7 나는 수업을 진행할 때 늘 피드백을 한다.

8 나는 학습자의 원하는 목 에 맞춰 지도하고 있다.

9 나는 학생들에게 친 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10 나는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해 노력한다.

11 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2)주성분 분석

내용타당도 분석결과 총 33문항 11문항을 삭제 후 22문항을 구성타

당도(주성분 분석)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Ⅲ-3>과 같다.

지도철학,자기개발,지도내용 방법,지도교사 자세,교재선정,교육

보조 자료의 주성분 분석결과 첫 번째로 추출된 요인에서의 고유값과 분산

비율은 다른 요인의 고유값과 분산비율에 비해 상 으로 큰 값을 나타내

므로 일차원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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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주성분 분석 신뢰도

성분

기고유값 추출제곱합 재값 신뢰도

(Cronbach‘α)합계 %분산 % 합계 %분산 %

지도 철학

1 2.444 61.103 61.103 2.444 61.103 61.103

.777
2 .789 19.727 80.830 　 　 　

3 .416 10.389 91.218 　 　 　

4 .351 8.782 100.0 　 　 　

자기 개발

1 2.254 75.123 75.123 2.254 75.123 75.123

.8212 .560 18.651 93.774 　 　 　

3 .187 6.226 100.0 　 　 　

지도 내용

방법

1 2.681 53.620 53.620 2.681 53.620 53.620

.768

2 1.019 20.383 74.003 　 　 　

3 .512 10.240 84.242 　 　 　

4 .460 9.192 93.434 　 　 　

5 .328 6.566 100.000 　 　 　

지도 교사

자세

1 1.033 51.663 51.663 1.033 51.663 51.663
.559

2 .967 48.337 100.000 　 　 　

교재 선정

1 2.012 50.290 50.290 2.012 50.290 50.290

-.601
2 1.119 27.965 78.254 　 　 　

3 .564 14.101 92.355 　 　 　

4 .306 7.645 100.000 　 　 　

교육 보조

자료

1 3.190 79.742 79.742 3.190 79.742 79.742

.908
2 .497 12.437 92.179 　 　 　

3 .228 5.694 97.873 　 　 　

4 .085 2.127 100.000 　 　 　

(3)신뢰도-문항 내 일 성 분석(Cronbach′α)

지도철학,자기개발,지도내용 방법,지도교사 자세,교재선정,교육

보조 자료의 문항내 일 성을 분석한 결과,지도철학,자기개발,지도내용

방법,교육 보조 자료에서는 α계수가 .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

지만,지도교사 자세,교재선정은 α계수가 .6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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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뢰도가 낮은 지도교사의 자세 2문항,교재

선정 할 때 고려 사항 4문항이 삭제되었다.삭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Ⅲ-4>삭제된 문항

문항

지도교사 자세
나는 가르치는 일에 열정 이고 책임감이 있다.

나는 가르치는 일에 자신감이 있다.

교재 선정 시

고려사항

나는 학생들 개개인의 수 에 맞는 교재를 선택한다.

나는 활동 심으로 만들어진 교재를 선택한다.

나는 디자인을 보고 교재를 선택한다.

나는 가격을 보고 교재를 선택한다.

주성분 분석,요인분석 등의 타당도 검사와 문항 내 일 성의 검사

이후 본 연구에서 최종 사용한 문항수는 <표 Ⅲ-5>와 같다.

<표 Ⅲ-5>최종 확정된 문항

요인 최 문항
내용
타당도

주성분
분석

신뢰도 최종문항

지도철학 4 4 4 4 4

자기개발 6 3 3 3 3

지도 내용 방법 12 5 5 5 5

지도교사의 자세 3 2 2 0 0

교재 선정 4 4 4 0 0

교육보조자료 4 4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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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 을 가진다.

첫째,서울·경기지역의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와 구지역 피아노 학

원과 교습소 교사들을 상으로 비교 분석하 기 때문에 타 지역의 특성과

는 연 성이 없다.

둘째,본 연구에 사용된 각 학의 교과목은 특정 학교에 한 편견이

나 오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음을 밝힌다.

셋째,본 논문에 있어서 주된 시 은 2009년이지만 2010년에 들어와

피아노 페다고지 공을 신설하는 학교들이 등장함에 따라 2010년 재 국

내 피아노 페다고지 공 학원의 교과과정을 이론 배경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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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분석 결과 해석

A.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Ⅳ-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7.1%,11명)보다 여자(92.9%,144명)가 더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연령의 경우 30 가 42.6%(66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

로 20 (39.4%,61명),40 (17.4%,27명),50 (0.6%,1명)등의 순으로 조

사되었다.

최종학력으로는 4년제 학 졸업이 45.8%(71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학원(석사)재학․졸업(41.3%,64명),2년제 학 졸업(9%,14명),

학원(박사)재학․졸업(3.9%,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으로는 피

아노 페다고지 공자가 35.5%(55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피아노

연주(33.5%,52명),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31%,48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슨 경력으로는 10년 이상이 40%(62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5년 이상～8년 미만(25.2%,39명),8년 이상～10년 미만(15.5%,24

명),3년 이상～5년 미만(14.8%,23명),1년 이상～3년 미만(3.2%,5명),1년

미만(1.3%,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어렵거나 부담되는 것으로 아이들을 다루는 능력

이 47.1%(7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그 다음으로 작품 해석 능

력(25.8%,40명),테크닉(18.7%,29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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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1 7.1%

여자 144 92.9%

합계 155 100%

연령

20 61 39.4%

30 66 42.6%

40 27 17.4%

50 1 0.6%

합계 155 100%

학력

2년제 학졸업 14 9%

4년제 학졸업 71 45.8%

학원(석사)재학 ․ 졸업 64 41.3%

학원(박사)재학 ․ 졸업 6 3.9%

합계 155 100%

공

피아노 페다고지 55 35.5%

피아노 연주 52 33.5%

피아노 연주 공 아닌 음악 48 31%

합계 155 100%

다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부하고 싶은 것으로는 심리와 연계

된 학습이 45.2%(70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피아노 테크닉(14.8%,

23명), 공 슨(12.3%,19명),반주 즉흥 연주법(11%,17명)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표 Ⅳ-1>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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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경력

1년 미만 2 1.3%

1년 이상~3년 미만 5 3.2%

3년 이상~5년 미만 23 14.8%

5년 이상~8년 미만 39 25.2%

8년 이상~10년 미만 24 15.5%

10년 이상 62 40%

합계 155 100%

가르치면서

어렵거나

부담되는 것

토리 선정 7 4.5%

테크닉 29 18.7%

작품 해석 능력 40 25.8%

이론 2 1.3%

아이들을 다루는 능력 73 47.1%

없다 4 2.6%

합계 155 100%

다시

공부한다면

공 슨 19 12.3%

교재 분석 연구 12 7.7%

반주 즉흥 연주법 17 11%

피아노테크닉 23 14.8%

학원운 법 14 9%

심리와 연계된 학습 70 45.2%

합계 1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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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에 따른 분석결과

조사 상 155명의 공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 상자의 공은 다음과 같이 나 었다.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

다고지 공생 55명,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100명으로 나

었다. 한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를 좀 더 구체 으로 피아

노 연주 공 교사와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로 세분화

시켜서 진행하 다.백분율은 서울과 경기 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55명을 100%로 보았고,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

르치는 교사 100명을 100%로 보았다. 한,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

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를 세분화시켜서 비교할 때는 피아노를

공한 교사 52명을 100%로 보았고,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

사 48명을 100%로 보았다.

1.일반 특성

일반 특성으로 성별,연령,학력, 공,피아노를 가르친 경력을 공

별로 나 어서 비교 분석하 다.

1)성별

공에 따른 성별을 교차 분석 한 결과 <표 Ⅳ-2>와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여자가 98.2%(54명),

남자가 1.8%(1명)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여자가 90%(90명),남자가 10%(10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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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성별

남 여 체

피아노 수학 공
1 54 55

1.8% 98.2% 100%

피아노 학원

사

10 90 100

10% 90% 100%

체
11 144 155

7.1% 92.9% 100%

X2 = 3.603   p = .098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성별

에 하여 살펴보면 <표 Ⅳ-3>과 같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여자가 92.3%(48명),남자가 7.7%(4명)로 나

타났고,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여자 87.5%(42

명),남자 12.5%(6명)로 나타났다.

<표 Ⅳ-3>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성별

남 여 체

피아노 공
4 48 52

7.7% 92.3% 100%

악 공
6 42 48

12.5% 87.5% 100%

체
10 90 100

10% 90% 100%

X2 = .641  p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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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여성이 남성보다 피아노를 많이 공하고 있

어서 피아노라는 악기의 이미지가 한국에서는 여성화 되어 있다고 보고한

서우선95)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다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남학생이 피아노를 공한다 하더라도 유

학을 가거나 연주가의 진로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진로를 바꾸는 경우

도 흔히 보게 된다.이러한 상은 보수 인 구 지역에서 공을 하더라

도 문 연주자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실 으로 무나 어렵고 피아노

연주가로 생활 안정을 찾기 힘든 실이 반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피아노

라는 악기가 여자들이 연주하는 유물로 여기는 인식이 강하고,피아노

학원을 차린다 하더라도 남자 교사라는 인식이 딸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민해질 수밖에 없는 재 사회의 분 기가 작용하게 된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이유로 남자가 여자보다 피아노를 공하는 비율이 상 으로

조하게 나타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2)연령

공에 따른 연령을 교차 분석 한 결과 <표 Ⅳ-4>와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30 가 47.3%(26명)

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20 가 36.4%(20명),40 가 14.5%(8명),

50 1.8%(1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

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20 가 41%(41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30 는 40%(40명),40 19명(19%)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95)서우선, 의 논문,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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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연령

20 30 40 50 체

피아노

교수학 공

20 26 8 1 55

36.4% 47.3% 14.5% 1.8% 100%

피아노

학원 교사

41 40 19 0 100

41% 40% 19% 0% 100%

체
61 66 27 1 155

39.4% 42.6% 17.4% 0.6% 100%

X2 = 2.857  p = .414

30 가 학을 다니던 시기는 피아노 페다고지라는 학문이 독립되어 있

지 않은 시기 다.그리고 명확한 공에 한 이해도가 낮았다.하지만,20

때 학원 운 경험자들이 학문 인 욕구나 문성에 한 욕구가 높아지

면서 30 가 된 많은 피아노 교사들이 피아노 페다고지를 공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연령을

살펴보면 <표 Ⅳ-5>와 같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30 가 44.2%(23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

으로 20 46.2%(24명),40 9.6%(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20 와 30 가 각각

35.4%(1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40 29.2%(14명)등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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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표 Ⅳ-5>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연령

20 30 40 50 체

피아노 공
24 23 5 0 52

46.2% 44.2% 9.6% 0% 100%

악 공
17 17 14 0 48

35.4% 35.4% 29.2% 0% 100%

체
41 40 19 0 100

41% 40% 19% 0% 100%

X2 = 6.208  p = .045

3)학력

학력을 교차 분석한 결과 <표 Ⅳ-6>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학원 석사 재학․

졸업이 89.1%(49명), 학원 박사 재학․졸업이 10.9%(6명)로 나타났다.이

러한 결과는 재 한국의 피아노 페다고지 공이 학원 석사 과정에 개

설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4

년제 학 졸업자가 71%(71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학원 석사 재

학․졸업이 15%(15명),2년제 학 졸업 14%(14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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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학력

2년  

학 업

4년  

학 업

학원 

( 사)

재학· 업

학원 

( 사)

재학․ 업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49 6 55

0% 0% 89.1% 10.9% 100%

피아노 학원 사
14 71 15 0 100

14% 71% 15% 0% 100%

체
14 71 64 6 155

9% 45.8% 41.3% 3.9% 100%

X2 = 104.834   p = .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학력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7>과 같다.

<표 Ⅳ-7>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학력

2년  

학 업

4년  

학 업

학원 ( 사)

재학· 업

학원 ( 사)

재학․ 업
체

피아노 공
10 35 7 0 52

19.2% 67.3% 13.5% 0% 100%

악 공
4 36 8 0 48

8.3% 75% 16.7% 0% 100%

체
14 71 15 0 100

14% 71% 15% 0% 100%

X
2 = 2.496   p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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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4년제 학 졸업이 67.3%(35명)으로 가장 많

았고,그 다음으로 2년제 학 졸업 19.2%(10명), 학원 석사 재학․졸업

13.5%(7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4년제 학 졸업이 75%

(36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학원 석사 재학․졸업 16.7% (8명),

2년제 학 졸업 8.3%(4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학원 교사의 71%(71명)가 4년제 학 졸업이라고 응답하 으나

<표 Ⅳ-8>을 살펴보면 피아노 연주 공 52%(52명),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48%(48명)로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종사하

는 교사 모두가 피아노 연주 공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4) 공

연구 상의 일반 특성 가운데 공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Ⅳ-8>과

같다.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를 제외하고, 구지역 피아

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공을 살펴보았다.

피아노 연주 공이 52%(52명) 고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이 48%(48명)로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48%(48명)의 교사

가 피아노를 공하지 않고도 피아노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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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공

피아노

교수학

피아노

연주
음악 체

피아노 교수학 공
55 0 0 55

100% 0% 0%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52 48 100

0% 52% 48% 100%

체
55 52 48 155

35.5% 33.5% 31% 100%

X
2
=155.000 p=.000

5)경력

공에 따른 피아노를 가르친 경력을 교차 분석한 결과 <표 Ⅳ-9>와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55명을 100%로 보았을 때 3

년 이상～5년 미만의 경력이 38.2%(21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8년

이상～10년 미만이 20%(11명),10년 이상이 18.2%(10명),5년 이상～8년

미만이 14.5%(8명),1년 이상～3년 미만이 9.1%(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100명을 100%로 봤을 때 10년 이상이 52%(52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

으로 5년 이상～8년 미만(31%),8년 이상～10년 미만(13%),3년 이상～5년

미만(2%),1년 미만(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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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경력

1년 미만
1년 상 

3년 미만

3년 상 

5년 미만

5년 상 

8년 미만

8년 상 

10년미만

10년 

상
체　

피아노 수학 

공

0 5 21 8 11 10 55

0% 9.1% 38.2% 14.5% 20% 18.2% 100%

피아노 학원 

사

2 0 2 31 13 52 100

2% 0% 2% 31% 13% 52% 100%

체
2 5 23 39 24 62 155

1.3% 3.2% 14.8% 25.2% 15.5% 40% 100%

X2 = 56.583    p = .000

2.욕구 분석

피아노를 가르칠 때 피아노 페다고지 공 여부가 의식구조에 어떤 차

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보기 하여 우리나라에서 피아노 페다고지를 공

하는 공생들과 피아노 페다고지를 공하지 않은 구 지역 피아노 학원

교사들로 나 어 비교 분석하 다.

한, 구 지역 피아노 학원 교사들 가운데서도 피아노 연주 공

여부에 따른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피아노를 공한 학원 교사와 피

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피아노 교사로 세분화하여 비교 분석하

다.

욕구분석은 피아노를 가르칠 때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교사가 다

시 공부하고 싶은 분야, 재 우리나라 학원 피아노 페다고지 공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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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 과정 에서 도움이 되고 필요한 교과목에 한 욕

구를 분석하 다.

1)피아노를 가르칠 때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

피아노를 가르칠 때 어렵거나 부담스럽게 느낀 부분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피아노를 가르칠 때 어

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아이들을 다루는 능력을 49.1%(27명)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그 다음으로 작품 해석 능력(30.9%,17명), 토리 선정

(10.9%,6명),이론(3.6%,2명),테크닉(1.8%,1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고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다(3.6%,2명)는 응답도 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는 피아노

를 가르칠 때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아이들을 다루는 능력을

46%(46명)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그 다음으로 테크닉(28%,28명),작품

해석 능력(23%,23명), 토리 선정(1%,1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고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다(2%,2명)는 응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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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피아노를 가르칠 때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

레파토리
테크닉

품 

해  

능력

론

아 들

다루는 

능력

없다 체　

피아노  수학  

공

6 1 17 2 27 2 55

10.9% 1.8% 30.9% 3.6% 49.1% 3.6% 100%

피아노 학원 

사

1 28 23 0 46 2 100

1% 28% 23% 0% 46% 2% 100%

체
7 29 40 2 73 4 155

4.5% 18.7% 25.8% 1.3% 47.1% 2.6% 100%

X2 = 25.652   p = .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가 피아노

를 가르칠 때 어렵거나 부담스럽게 선택한 부분은 다음 <표 Ⅳ-11>과 같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 63.5%(33명)는 아이들 다루는 능력이 피아노를 가르

칠 때 가장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응답하 다.그 다음으로 테

크닉 28.8%(15명), 토리 선정 1.9%(1명),작품 해석 능력 1.9%(1명)등

의 순서로 나타났고,피아노를 가르칠 때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

다(3.8%,2명)는 응답도 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45.8%(22명)는 작품 해석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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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를 가르칠 때 가장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응답하 다.그

다음으로 아이들을 다루는 능력(27.1%,13명),테크닉(27.1%,13명)의 순으

로 응답하 다.

<표 Ⅳ-11>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

레파토리
테크닉

품 

해  

능력

론

아 들 

다루는 

능력

없다 체　

피아노 공

1 15 1 0 33 2 52

1.9% 28.8% 1.9% 0% 63.5% 3.8% 100%

악 공
0 13 22 0 13 0 48

0% 27.1% 45.8% 0% 27.1% 0% 100%

체

1 28 23 0 46 2 100

1% 28% 23% 0% 46% 2% 100%

X2 = 30.902    p = .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과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두 집단 모두 아이들을 가르치는 능력

을 가장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것으로 응답했다.이러한 결과는 피아노 연

주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른

역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이는 재 학의 피아노 연주 공과

에서 피아노 연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공생을 배출시

키지만 피아노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단순히 피아노의 테크닉이나 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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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이 아이들을 다루는 능력을

어렵게 여긴 것은 피아노 페다고지의 교과 과정에 ‘아동 심리’나 ‘교수 실

습’을 통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피아노 페다고지 공

과 피아노 연주 공 학부 과정에서 기존의 형식 로 ‘피아노 교수학’을 학

문 인 배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실습’이나 ‘인턴쉽’,‘․

피아노 교수법’,‘아동 심리’,‘유아 음악 교육’등을 통하여 실제 인 경험

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함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작품 해석 능력과

토리 선정을 어렵게 여겼으나,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

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오히려 테크닉을 더 어렵게 여겼다.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테크닉을 어렵게 여기

는 것은 <표 Ⅳ-8>에서 보듯이 피아노 연주를 연마할 학부 과정을 거치지

않은 피아노 비 공자(48%,48명)가 많기 때문이다.피아노 비 공자들이

스스로 평가할 때,피아노를 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크닉 인 부분의

부족함을 느낀다.따라서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한 질문과도 연계

됨을 짐작할 수 있다.

‘퍼토리 선정’에 하여 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 하고

자 한다.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토리선정 부분

을 10.9%(6명)이 선택하 고 구지역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

는 교사들은 1%(1명)이 선택하 다.연구 분석에서도 언 하 지만 재

이 문제는 구지역에만 국한시키기보다 우리나라 반에 걸친 문제로도

확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의 시스템을 살펴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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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퍼토리에 하여 획일화되고 문제의식 없이 일률 인 토리를 선

정하기 때문이다.

2)다시 공부하고 싶은 분야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부

분으로 심리와 연계된 학습을 61.8%(34명)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그 다음

으로 교재 분석 연구(16.4%,9명),반주 즉흥 연주법(7.3%,4명),학

원 운 법(7.3%,4명),피아노 테크닉(3.6%,2명), 공 슨(3.6%,2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는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부분으로 심리와 연계된 학습을 36%(36명)로 가장 많이 응

답했고,그 다음으로 피아노 테크닉(21%,21명), 공 슨(17%,17명),반

주 즉흥 연주법(13%,13명),학원 운 법(10%,10명),교재 분석 연

구(3%,3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와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두 집단 모두가 아이들을 다루는 능력

을 가장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지 한 것과 연 해서 생각할 때 다시 공부

하고 싶은 분야로 심리와 연계된 학습을 가장 공부하고 싶은 분야로 선택

한 것은 두 문항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아동 심리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이론으로만 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 인 임상이나 실습을 통한 실질 인 심리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곧 다시 말해 피아노를 가르칠 때 학생의 유형이나 심리 상태를 고려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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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을 개발하고 인턴쉽이나 기타 수업들에서 실질 으로 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연구․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이 피

아노를 가르칠 때 ‘작품 해석 능력(30.9%,17명)’과 ‘ 토리 선정(10.9%,

6명)’이 어렵거나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것과 연 하여 ‘교재 분석 연구’

분야를 16.4%(9명)선택하 으나,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

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어렵거나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피아노 테크닉

(28%,28명)’에 한 욕구가 ‘공 슨’에 17%(17명)로 높은 수치를 나타

내고 있다.

<표 Ⅳ-12>다시 공부하고 싶은 부분

 
공 

레슨

재  

  

연

주  

 흥 

연주

피아노

테크닉

학원

운

심리   

연계된 

학습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2 9 4 2 4 34 55

3.6% 16.4% 7.3% 3.6% 7.3% 61.8% 100%

피아노 학원 

사

17 3 13 21 10 36 100

17% 3% 13% 21% 10% 36% 100%

체
19 12 17 23 14 70 155

12.3% 7.7% 11% 14.8% 9% 45.2% 100%

X2 = 27.155  p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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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한 응답은 <표 Ⅳ-13>과 같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 40.4%(21명)는 심리와 연계된 학습을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응답하 다.다음으로 학원 운 법(17.3%,9명),반주 즉흥 연주

법(15.4%,8명),피아노 테크닉(13.5%,7명), 공 슨(7.7%,4명),교재 분

석 연구(5.8%,3명)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31.3%(15명)는 심리와 연계된 학

습을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응답하 다.다음으로 공 슨(27.1%,13명),

피아노 테크닉(29.2%,14명),반주 즉흥 연주법(10.5%,5명),학원운 법

(2.1%,1명)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피아

노 연주 공 여부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다.두 집단 간에 ‘심리와 연

된 수업(36%,36명)’에 한 희망․ 심도는 공통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나 공 여부에 따라 ‘공 슨’과 ‘피아노 테크닉’에 한 희망․ 심도

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공 슨’에 하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27.1%(13명)이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응답을

하 고 피아노 공 교사는 7.7%(4명)가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부분으로 응

답하 다.‘피아노 테크닉’에 하여서도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는 29.2%(14명)가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피아노 공

자들은 13.5%(7명)가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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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부분

공

슨

교재

분석

연구

반주

즉흥

연주법

피아노

테크닉

학원

운 법

심리와

연계된

학습

체

피아노 공
4 3 8 7 9 21 52

7.7% 5.8% 15.4% 13.5% 17.3% 40.4% 100%

음악 공
13 0 5 14 1 15 48

27.1% 0% 10.4% 29.2% 2.1% 31.3% 100%

체
17 3 13 21 10 36 100

17% 3% 13% 21% 10% 36% 100%

X
2
=18.059 p=.003

한평,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와 구지역 피아노 학

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두 집단 모두 ‘반주 즉흥 연

주’에 하여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분야로 선택하 다.피아노를 공했다

하더라도 통 클래식인 분야와 반주 즉 실용음악 인 부분의 상이함에 따

른 결과이다. 다른 측면은 에는 명곡집을 치는 것을 목표로 피아노

를 배웠다면 지 의 아이들은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즉 가요나

창작 동요 등과 같은 노래들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해 피아노

를 배운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이는 실 으로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를 가르칠 때 학생들이 클래식 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동요나 가요,째즈

혹은 교과서에 수록된 노래들을 즉흥 으로 반주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

고 있다.이는 클래식 연주가를 목표로 교육을 받은 피아노 공자에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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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부분이 실 인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즉흥 연주 반주에

한 다각 인 연구와 실습이 필요하다.

‘교재 분석 연구’에 하여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

자들과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모두 낮은 응답을 하 다.이것은 ‘교재 분석 연구’에 한 개념 인식의

부족으로 앞으로 ‘교재 분석 연구’에 한 활발한 진행과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3)피아노 지도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과목

피아노를 가르칠 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교과목을 3순 로 선택하는

것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아동 심리학(교육심리세

미나)(56.4%,31명),피아노교수학개론(56.4%,31명)이 피아노를 가르칠 때

도움이 되는 가장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응답하 으며,그 다음으로 피아노

교수 실습(41.8%,23명),반주법 즉흥 연주(32.7%,18명)등의 순으로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선택하 다.그 외에 ‘ 피아노 교수법’(29.1%,16

명),‘공실기’(27.3%,15명),‘유아음악교육’(25.5%,14명),‘피아노문헌’(14.5%,

8명),‘ 피아노교수법’(7.3%,4명),‘음악경 ’(3.6%,2명),‘고 연

구’․‘피아노앙상블’․‘그룹피아노교수법’(1.8%,1명)등이 피아노를 가르치

기에 도움을 수 있는 필요 교과목이라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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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피아노 지도 시 필요한 교과목

과목명

피아노 페다고지 공 피아노 학원 교사

총계 % 순 총계 % 순

피아노교수학개론 31 56.4% 1 38 38% 4

피아노교수법 16 29.1% 4 2 2% 10

피아노교수법 0 0% × 0 0% ×

피아노교수법세미나 0 0% × 5 5% 8

피아노교수법 4 7.3% 8 1 1% 11

피아노교수실습,인턴쉽 23 41.8% 2 16 16% 7

그룹피아노교수법 1 1.8% 10 0 0% ×

디지털피아노 0 0% × 0 0% ×

피아노지도철학 0 0% × 0 0% ×

공실기 15 27.3% 5 35 35% 5

공실기심화과정 0 0% × 0 0% ×

피아노연주세미나,피아노연주법 0 0% × 3 3% 9

피아노앙상블 1 1.8% 10 0 0% ×

졸업연주,독주회 0 0% × 0 0% ×

피아노문헌,문헌세미나 8 14.5% 7 1 1% 11

서양음악사 0 0% × 0 0% ×

고 연구,집 탐구 1 1.8% 10 3 3% 9

반주법 즉흥연주 18 32.7% 3 54 54% 2

고 건반화성 작곡,음악이론 0 0% × 0 0% ×

지휘법 0 0% × 0 0% ×

유아음악교육,유아피아노지도법 14 25.5% 6 44 44% 3

음악교육이론 0 0% × 2 2% 10

아동심리학,교육심리세미나 31 56.4% 1 65 65% 1

음악치료과목 0 0% × 1 1% 11

음악경 2 3.6% 9 30 30% 6

어 0 0% × 0 0% ×

처리사이틀 0 0% × 0 0% ×

논문 0 0%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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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아

동 심리학,교육심리 세미나’(65%,65명)가 피아노를 가르칠 때 도움이 되

는 교과목으로 응답하 다.다음으로 ‘반주법 즉흥 연주’(54%,54명),

‘유아음악교육,유아 피아노 지도법’(44%,55명)등의 교과목이 피아노를

가르칠 때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응답하 다.그 외에 ‘피아노 교수학개

론’(38%,38명),‘공실기’(35%,35명),‘음악경 ’(30%,30명),‘피아노교수

실습,인턴쉽’(16%,16명),‘피아노교수법세미나’(5%,5명),‘피아노 연주 세

미나,피아노 연주법’(3%,3명),‘ 피아노 교수법’(2%,2명),‘음악교육이

론’(2%,2명),‘피아노 문헌,피아노 문헌세미나’(1%,1명),‘음악치료과

목’(1%,1명)의 순으로 선택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세부 공에 따른 응답

은 다음과 같다.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피아노를 가르칠 때 도움이 되는 교과

목은 ‘아동 심리학(교육심리세미나)이 61.5%(32명)로 가장 필요한 교과목이

라고 선택하 고,그 다음으로 반주법 즉흥 연주(59.6%,31명),유아음

악교육(53.8%,28명)등의 교과목이 피아노를 가르칠 때 도움이 되는 과목

이라고 응답하 다.그 외에 음악경 (42.3%,22명),피아노 교수학개론

(23.1%,12명), 공실기(23.1%,12명),피아노 교수실습(17.3%,9명),

피아노교수법(5.8%,3명),음악교육이론(3.8%,2명),음악치료과목․피아노

문헌․피아노연주세미나․ 피아노교수법․ 피아노교수법(1.9%,1명)

의 순으로 선택하 다.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아동 심리학(교육심

리세미나)이 68.8%(33명)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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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교수학개론(54.2%,26명),반주법 즉흥연주․ 공실기(47.9%,23명)

순으로 응답하 으며,그 외에 유아음악교육(33.3%,16명),음악경 (16.7%,

8명),피아노교수실습(14.6%,7명),고 연구(6.3%,3명),피아노연주세

미나․ 피아노교수법(4.2%,2명), 피아노교수법(2.1%,1명)의 순으

로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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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피아노 지도 시 필요한 교과목

피아노 공 음악 공

총계 % 순 총계 % 순

피아노교수학개론 12 23.1% 5 26 54.2% 2

피아노교수법 1 1.9% 9 1 2.1% 9

피아노교수법 0 0% x 0 0% x

피아노교수법세미나 3 5.8% 7 2 4.2% 8

피아노교수법 1 1.9% 9 0 0% x

피아노교수실습,인턴쉽 9 17.3% 6 7 14.6% 6

그룹피아노교수법 0 0% x 0 0% x

디지털피아노교수법컴퓨터피아노 0 0% x 0 0% x

피아노지도철학 0 0% x 0 0% x

공실기 12 23.1% 5 23 47.9% 3

공실기심화과정 0 0% x 0 0% x

피아노연주세미나피아노연주법 1 1.9% 9 2 4.2% 8

피아노앙상블 0 0% x 0 0% x

졸업연주독주회 0 0% x 0 0% x

피아노문헌문헌세미나 1 1.9% 9 0 0% x

서양음악사 0 0% x 0 0% x

고 연구집 탐구 0 0% x 3 6.3% 7

반주법 즉흥연주 31 59.6% 2 23 47.9% 3

고 건반화성 작곡음악이론 0 0% x 0 0% x

지휘법 0 0% x 0 0% x

유아음악교육유아피아노지도법 28 53.8% 3 16 33.3% 4

음악교육이론 2 3.8% 8 0 0% x

아동심리학교육심리세미나 32 61.5% 1 33 68.8% 1

음악치료과목 1 1.9% 9 0 0% x

음악경 22 42.3% 4 8 16.7% 5

어 0 0% x 0 0% x

처리사이틀 0 0% x 0 0% x

논문 0 0% x 0 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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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를 가르칠 때 도움이 될 만한 필요 과목으로 생각되는 3가지를

선택하는 문항에서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와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의 응답을 살펴보면,공통 으로 ‘아동심리학’,

‘반주법’을 가장 필요한 과목으로 지정했고, 공에 따라 ‘피아노교수실습’,

‘피아노교수학개론’,‘유아음악교육’,‘공실기’가 피아노를 가르칠 때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응답했다.

‘음악 경 련 교과목’에 하여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

사들은 필요성을 나타내었으나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

은 필요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은

학원 운 에 직 참여하기 때문에 음악 경 의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

다.

피아노교수실습이나 인턴쉽은 교육 장에서 직 으로 학생들을 가

르쳐야 하는 교사로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실제 으로 경험하고 경험

속에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장에서의 실수를 최소한으로 이기 해

서 피아노교수실습이나 인턴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그러나 아직까

지 피아노 계열에서 인턴쉽이나 피아노 교수실습에 한 경험 부족 인

식 부족의 탓으로 그 필요성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 지며 따라서 피아

노 교수실습,인턴쉽에 하여 피아노 학원 교사들에게 참 의미를 제 로

인식시켜 필요가 있다. 한,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앞

으로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이 직 장에서 이러한 실습을 몸소 체험

해야 할 때에 장의 피아노 학원 원장들의 조가 필요하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피아노 교수 실습,인턴

쉽을 경험하면서 그 과목이 요성,필요성을 깨달은 상태여서 피아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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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칠 때에 꼭 필요한 과정으로 선택하 고,연구자 역시 구지역에서

피아노 교수 실습,인턴쉽이 필수 과정으로 제 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 선 질문에서 피아노를 가르칠 때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서

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과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

소 교사 두 집단 모두 아이들을 다루는 능력을 가장 어렵게 여긴 것과 연

하여서 피아노를 가르칠 때 가장 필요하게 생각되는 피아노 페다고지 교

과목에 하여서 제 1순 역시 아동 심리학(교육심리 세미나)과목을 선

택하 다.따라서 연구자가 제안 할 것은 피아노 교사들이 아이들을 다루

는 능력을 가장 어려워 한 을 고려하여서,학부 시 부터 이론 인 심리

학만이 아닌 실질 인 경험 데이터를 쌓을 필요가 있음을 지 하고 싶

다.그 기 때문에 교수 실습이나 인턴쉽이 학부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 과

정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고 한 심리학을 피아노 학원과 연계되어서 응용

할 수 있는 기반작업이 실히 필요한 것이다.

3.지도철학

지도철학으로 학생의 기질과 성 악,학생의 사 지식 수 악,

학생의 흥미 악,학생 학부모와 상담 등에 하여 알아보았다.

1)기질․ 성

지도 철학으로 학생들의 기질과 성을 악하여 지도하는 정도에

하여 다음 <표 Ⅳ-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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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학생들의 기질과 성을

악하여 지도하는 것에 하여 54.5%(30명)가 매우 그 다고 응답하 고,

그 다음으로 체로 그 다가 45.5%(25명)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들

의 기질과 성을 악하여 지도하는 것에 하여 89%(89명)가 체로 그

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그 그 다가 6%(6명),매우 그 다가

5%(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6>학생 기질 성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0 0 0 25 30 55

0% 0% 0% 45.5% 54.5%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0 6 89 5 100

0% 0% 6% 89% 5% 100%

체
0 0 6 114 35 155

0% 0% 3.9% 73.5% 22.6% 100%

X
2
=51.023 p=.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응답은

<표 Ⅳ-17>과 같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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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를 공한 교사는 학생의 기질과 성을 악하는 정도에 하여 체로

그 다(94.2%,49명)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는 학생의 기질과 성을 악하

는 정도에 하여 체로 그 다가 83.3%(40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

로 매우 그 다(10.4%,5명),그 그 다(6.3%,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7>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학생 기질 성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공
0 0 3 49 0 52

0% 0% 5.8% 94.2% 0% 100%

음악 공
0 0 3 40 5 48

0% 0% 6.3% 83.3% 10.4% 100%

체
0 0 6 89 5 100

0% 0% 6% 89% 5% 100%

X
2
=5.759 p=.056

2)사 지식 수

지도 철학으로 학생들의 사 지식 수 을 악하여 지도하는 정도에

하여 다음 <표 Ⅳ-18>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47.3%(26명)가 학생

의 사 지식 수 을 매우 잘 악하여 피아노를 가르친다고 하 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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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체로 그 다 41.8%(23명),그 그 다 10.9%(6명)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62%(62명)가 체로 학생의 사 지식 수 을 악한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그 그 다 38%(3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8>학생의 사 지식수 악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0 0 6 23 26 55

0% 0% 10.9% 41.8% 47.3% 100%

피아노

학원교사

0 0 38 62 0 100

0% 0% 38% 62% 0% 100%

체

0 0 44 85 26 155

0% 0% 28.4% 54.8% 16.8% 100%

X2=59.082 p=.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라 학생의 사 지식 수 을 악하는 정도에 한 응답은 다음 <표Ⅳ

-19>와 같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 지식 수 을 악하는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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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그 다 63.5%(33명)가 가장 많이 응답하 고 다음으로 체로

학생의 사 지식 수 을 악한다(36.5%,19명)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들의 경우 89.6%(43명)가 학생들

의 사 지식 수 을 체로 악한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그 그

다(10.4%,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9>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학생 사 지식 수 악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공
0 0 33 19 0 52

0% 0% 63.5% 36.5% 0% 100%

음악 공
0 0 5 43 0 48

0% 0% 10.4% 89.6% 0% 100%

체
0 0 38 62 0 100

0% 0% 38% 62% 0% 100%

X
2
= 29.810 p=.000

3)흥미 악

지도 철학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악하여 지도하는 정도에 하여 다

음 <표 Ⅳ-20>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54.5%(30명)가 학생

들의 흥미를 매우 잘 악하여 지도한다가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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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다(45.5%,25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63%(63명)가 체로 학생의 흥미를 악한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그 그 다 27%(27명),학생들의 흥미를 매우 잘 악하여 지도한다(10%,

1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0>학생 흥미 악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0 0 0 25 30 55

0% 0% 0% 45.5% 54.5%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0 27 63 10 100

0% 0% 27% 63% 10% 100%

체
0 0 27 88 40 155

0% 0% 17.4% 56.8% 25.8% 100%

X
2
=44.058 p=.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라 학생의 흥미를 악하는 정도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21>과 같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악하는 정도에 하여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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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생의 흥미를 악하여 지도 한다(53.8%,28명)고 응답하 고 46.2%

(24명)가 그 그 다라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들의 경우 72.9%(35명)가 체로

학생들의 흥미를 악한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매우 그 다(20.8%,

10명),그 그 다(6.3%,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1>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학생 흥미 악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공
0 0 24 28 0 52

0% 0% 46.2% 53.8% 0% 100%

음악 공
0 0 3 35 10 48

0% 0% 6.3% 72.9% 20.8% 100%

체
0 0 27 63 10 100

0% 0% 27% 63% 10% 100%

X
2
=26.994 p=.000

4)학생․학부모 상담

지도 철학으로 학생의 상태를 악하기 한 학생․학부모와의 주기

인 상담을 하는 것에 하여 다음 <표 Ⅳ-22>와 같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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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학생의 상태를 악

하기 한 학생․학부모와의 주기 인 상담을 하는 것에 하여 매우 그

다가 54.5%(30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45.5%(25명)가 체로 그

다고 응답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학생의 상태를 악하기 한 학생․학부모와의 주기 인 상담을 하는 것

에 하여 매우 그 다가 70%(70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체로

그 다(28%,28명),그 그 다(2%,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2>학부모 상담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0 0 0 25 30 55

0% 0% 0% 45.5% 54.5%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0 2 28 70 100

0% 0% 2% 28% 70% 100%

체
0 0 2 53 100 155

0% 0% 1.3% 34.2% 64.5% 100%

X
2
=5.575 p=.062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23>과 같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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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65.4%(34명)가 학생․학부모와 매우 상담을

잘한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체로 상담한다(30.8%,16명),그 그

다 3.8%(2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75%(36명)가 학생․학부

모와 매우 상담을 잘한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체로 그 다(25%,

1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3>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학부모 상담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공
0 0 2 16 34 52

0% 0% 3.8% 30.8% 65.4% 100%

음악 공

0 0 0 12 36 48

0% 0% 0% 25% 75% 100%

체
0 0 2 28 70 100

0% 0% 2% 28% 70% 100%

X
2
=2.473 p=.290

이상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와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의 지도 철학을 ‘학생의 기질․ 성,흥미,사 지식

수 악,학부모와의 상담’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그 결과 서울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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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그 주체가 교사가 아닌 학생 심의 수

업이라는 기본 정신이 형성 되어 있어서 ‘학생의 기질․ 성(54.5%,30명)’,

‘흥미(54.5%,30명)’,‘사 지식 수 악(47.3%,26명)’,‘학부모와의 상담

(54.5%,30명)’등 모든 항목에서 ‘매우 그 다’는 정 인 답한 것에 반

하여 구지역 피아노 학원 교사들은 ‘체로 그 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여 히 학생 심보다는 교사 심의 수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이것은 다시 말해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기

본 정신이 학생 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정 이나 피아노 학원

교사들은 여 히 교사 심의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다소 나타났다.

특이 으로는 음악(학원)경 의 부분으로 볼 수 있는 학생․학부모와

의 상담에 하여서는 피아노 학원 교사들 70%(70명)가 ‘매우 그 다’고

정 으로 응답하 다.학원의 시스템이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최고의 목

임과 동시에 수입과 직 으로 련 되므로 학부모와의 상담에 매우

극 인 것으로 나타났다.

4.자기개발

자기 개발에 한 것으로 진학하여 공부하는 것, 장의 다양한 경험

을 하기 한 노력,음악 문 서 을 구매하거나 정기구독하여 읽는 것

등에 하여 알아보았다.

1)진학

교사의 자기 개발에 한 내용 진학하여 꾸 하게 공부하려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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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다음 <표 Ⅳ-24>와 같이 응답하 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69.1%(38명)가 진학

하여 공부하려는 태도에 매우 극 으로 응답하 으며,그 다음으로 체

로 그 다(30.9%,1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표 Ⅳ-6>

에서 나타난 최종 학력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이미 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니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도 하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53%(53명)는 진학하여 공

부하려는 생각이 체로 없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그 그 다

28%(28명),매우 그 다 14%(14명), 체로 그 다 5%(5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표 Ⅳ-24>진학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0 0 0 17 38 55

0% 0% 0% 30.9% 69.1%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53 28 5 14 100

0% 53% 28% 5% 14% 100%

체
0 53 28 22 52 155

0% 34.2% 18.1% 14.2% 33.5% 100%

X
2
=93.433 p=.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 104 -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25>와 같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에서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55.8%(29명)는 진학하여 공부할 생각이 체

로 없다고 하 고,그 다음으로 그 그 다 44.2%(23명)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50%(24명)는 진학할 생

각이 체로 없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매우 그 다 29.2%(14명),그

그 거나 체로 그 다 10.4%(5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표 Ⅳ-25>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진학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공
0 29 23 0 0 52

0% 55.8% 44.2% 0% 0% 100%

음악 공
0 24 5 5 14 48

0% 50% 10.4% 10.4% 29.2% 100%

체
0 53 28 5 14 100

0% 53% 28% 5% 14% 100%

X
2
=30.933 p=.000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들이 오히려 피아노 공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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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보다 진학하여 공부하면서 자신을 개발시키는 것에 더욱 많은 심(39.6%,

19명)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피아노를 공한 교사들은 체 으로 진학

하여 공부하고자 것에 하여 부정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들은 이미 자신들이 피아노를 공했

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더 이상의 공부에

한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들은 체로 그 지 않다

(50%,24명)고 응답한 교사들이 많기는 하지만 29.2%(14명)가 매우 그 다

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서 오히려 피아노를 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들의 단 을 보완하기 한 수단으로 더욱 공부를 하려는 계획들이 보이며

이것은 학생들에게 정 인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2)다양한 경험

교사의 자기 개발에 한 내용 장의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

하는 것에 해서는 다음 <표 Ⅳ-26>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34.5%(19명)가 장

의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하여 그 그 다라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체로 그 거나 매우 그 다(32.7%,18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피아노 학원

교사들은 체 으로 장의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 하지 않는 것

(63%,63명)으로 나타났으며,그 그 다(18%,18명),매우 그 다(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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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체로 그 다(5%,5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표 Ⅳ-26>다양한 경험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0 0 19 18 18 55

0% 0% 34.5% 32.7% 32.7%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63 18 5 14 100

0% 63% 18% 5% 14% 100%

체
0 63 37 23 32 155

0% 40.6% 23.9% 14.8% 20.6% 100%

X
2
=63.132 p=.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27>과 같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피아노 학원

교사들 가운데서도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장의 다양한 경험을 하

려고 노력하는 것에 하여 체로 그 지 않다(71.2%,37명),그 그 다

(28.8%,15명)로 응답하 고,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들은

체 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54.2%(26명),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매우 노력한다(29.2%,14명), 체로 노력한다(10.4%,5명),

그 그 다(6.3%,3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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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7>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다양한 경험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공

교사

0 37 15 0 0 52

0% 71.2% 28.8% 0% 0% 100%

음악 공 교사
0 26 3 5 14 48

0% 54.2% 6.3% 10.4% 29.2% 100%

체
0 63 18 5 14 100

0% 63% 18% 5% 14% 100%

X
2
=28.807 p=.000

다양한 경험에 한 응답에 해 이 게 나타난 이유는 곧 자신의 개

발이 되기도 하는 ‘진학하여 꾸 히 공부하겠다’는 응답의 결과와도 상응하

는 결과이다.서울과 경기지역의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늘 자신을

개발시키고 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에 한 도

과 늘 발 시키려는 생각이 있지만 그와는 다르게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은 새로운 것에 한 수용의 태도가 부족하고 이것으로 인하

여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있어서 수 에 한 지도법을 연구하는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론,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해서 피아

노를 공한 교사들보다는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들이

더 정 으로 응답함을 알 수 있다.이것은 피아노를 공한 교사들은 자

신이 배운 양식,형태만으로도 피아노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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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들은 자신의 부족함들을

채우기 하여 노력하는 유형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배움에 한 열망이 있

고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문 서 구매

교사의 자기 개발에 한 내용 음악 문 서 을 구매하거나 정기

구독하여 읽는 것에 해서는 다음 <표 Ⅳ-28>과 같다.

<표 Ⅳ-28> 문서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0 32 23 0 0 55

0% 58.2% 41.8% 0% 0% 100%

피아노 학원 교사
9 63 18 10 0 100

9% 63% 18% 10% 0% 100%

체
9 95 41 10 0 155

5.8% 61.3% 26.5% 6.5% 0% 100%

X
2
=18.195 p=.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58.2%(32명)는 체로 음악

문 서 을 구매하거나 정기 구독하여 읽지 않는다고 응답하 고,41.8%

(23명)는 음악 문 서 을 구매하거나 정기 구독하여 읽는 것이 그 그

다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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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63%

(63명)역시 체로 음악 문 서 을 구매하거나 정기 구독하여 읽지 않

는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그 그 다 18%(18명), 체로 구독하여

읽는다 10%(10명), 구독하여 읽지 않는다 9%(9명)등의 순으로 응답

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의 응답은 <표 Ⅳ-29>와 같다.

<표 Ⅳ-29>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문서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공 교사
3 45 4 0 0 52

5.8% 86.5% 7.7% 0% 0% 100%

음악 공 교사
6 18 14 10 0 48

12.5% 37.5% 29.2% 20.8% 0% 100%

체
9 63 18 10 0 100

9% 63% 18% 10% 0% 100%

X
2
=18.195 p=.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에서

도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86.5%(45명)는 체로 음악 문 서 을

구매하거나 정기 구독하여 읽지 않는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그

그 다 7.7%(4명),음악 문 서 을 구매하거나 정기 구독하여 읽지

않는다 5.8%(3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37.5%(18명)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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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음악 문 서 을 구매하거나 정기 구독하여 읽지 않는다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그 그 다 29.2%(14명), 체로 구독하여 읽는다 20.8%(10

명), 구독하지 않는다 12.5%(6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진학’이나 ‘다양한 경험’에 하여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으며,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 에서도 피아노를 공한 교사들보

다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들이 더욱 정 임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사안에 하여 오히려 피아노를 공했다는 사실이 교사

자신을 개발시키는 것에 하여 더욱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으며,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이런 안일한 자세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각해야 할 것이다.한편,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

지 공자와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두 경우 모두 문 서

을 구매하거나 정기 구독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항상 자기 개발을 해

야 하는 피아노 교사들에게 이런 상은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

5.피아노 지도 내용 방법

피아노 지도 내용 방법에 한 내용으로 수업을 비할 때 단원 내

용 확인,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수업 비,수업 계획안(진도표)작성,수업

에 한 수행 평가 여부,학생의 연령에 따른 다른 지도 방법 용에 한

것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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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업에 한 비도

수업을 비할 때 단원의 내용을 확인하는 가에 한 분석 결과는 다

음 <표 Ⅳ-30>과 같다.

<표 Ⅳ-30>수업 비도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페다고지

공자

0 26 28 1 0 55

0% 47.3% 50.9% 1.8% 0% 100%

피아노 학원 교사
5 50 34 11 0 100

5% 50% 34% 11% 0% 100%

체
5 76 62 12 0 155

3.2% 49% 40% 7.7% 0% 100%

X
2
=9.204 p=.027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수업을 비할 때 단

원의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것에 하여 그 그 다가 50.9%(28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체로 수업을 비할 때 단원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다 47.3%(26명), 체로 수업을 비할 때 단원의 내용을 확인한다 1.8%(1

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50%(50명)는 체로 수업

을 비할 때 단원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그 그 다 34%(34명), 체로 확인한다 11% (11명),수업을 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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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 5%(5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의 수업 비도에 한 분석 결

과는 <표 Ⅳ-31>과 같다.

<표 Ⅳ-31>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수업 비도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공
5 34 13 0 0 52

9.6% 65.4% 25% 0% 0% 100%

음악 공
0 16 21 11 0 48

0% 33.3% 43.8% 22.9% 0% 100%

체
5 50 34 11 0 100

5% 50% 34% 11% 0% 100%

X
2
=24.241 p=.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65.4%(34명)가 수업을 비 할 때 체로 단원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

는다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그 그 다(25%,13명),수업 비할 때 단

원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9.6%,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43.8%(21명)는 수업

을 비할 때 단원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하여 그 그 다라고 응답

하 고 33.3%(16명)는 수업 비할 때 단원의 내용을 체로 확인하지 않

는다,22.9%(11명)는 체로 수업을 비할 때 단원의 내용을 확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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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 다.

피아노를 가르칠 때 단순히 악보에 있는 음표들을 계이름에 맞추어서

연주하는 것으로 모든 연주가 잘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잘못된 습에서 벗

어나 음악을 음악답게 연주할 수 있는 기량들을 한 단계 성숙시키고 한

각 단원마다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악해서 학생이 진 으로 질

성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학생의 흥미 고려

수업을 비할 때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비하는 것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32>과 같다.

<표 Ⅳ-32>학생 흥미 고려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페다고지

공자

0 0 7 19 29 55

0% 0% 12.7% 34.5% 52.7%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11 24 47 18 100

0% 11% 24% 47% 18% 100%

체
0 11 31 66 47 155

0% 7.1% 20% 42.6% 30.3% 100%

X
2
=23.710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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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52.7%(29명)는 수업

을 비할 때 학생의 흥미를 매우 고려한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체로 고려한다 34.5%(19명),그 그 다 12.7%(7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47%(47명)는 수업을 비

할 때 체로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을 비한다고 응답하 고,다

음으로 그 그 다(24%,24명),매우 그 다(18%,18명),수업을 비할

때 체로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지 않는다(11%,11명)라고 응답하 다.

수업을 비할 때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비하는 것은 앞서 지도철

학에서 살펴 본 학생의 흥미를 악하여 지도하려고 노력한다는 질문과도

연 이 있다.학생의 흥미를 악하여 지도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수업을 비할 때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는 비하는 모습에선 피아노

교사들 모두가 성숙했음을 볼 수 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

을 비하는 정도에 하여 살펴보면 <표 Ⅳ-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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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3>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학생 흥미 고려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공
0 11 18 21 2 52

0% 21.2% 34.6% 40.4% 3.8% 100%

음악 공
0 0 6 26 16 48

0% 0% 12.5% 54.2% 33.3% 100%

체
0 11 24 47 18 100

0% 11% 24% 47% 18% 100%

X
2
=28.306 p=.000

,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

40.4%(21명)는 체로 수업을 비할 때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비한다

고 하 고,34.6%(18명)는 그 그 다,21.2%(22명)는 체로 그 지 않

다,3.8%(2명)등으로 응답하 다.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54.2%(26명)는 체로 수업

을 비할 때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비한다고 하 고,매우 그 다

33.3%(16명),그 그 다 12.5%(6명)등으로 응답하 다.

이상 수업을 비 할 때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비하는 것에 하

여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를 비교해 봤을 때 피아노를 공

한 교사보다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들이 훨씬 더 학생의

흥미를 살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연주를 할 때 무엇이 문제인지,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피아노를 치기 싫어하는지를 모르는 교사는 진정한 교사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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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한 피아노를 공한 교사들의 부정 인 응답을 통해 지 까지의

피아노 교육이 무나 안일하게 흘러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가 된다.

피아노를 배우는 상에 따른 차별성은 진정한 피아노 교육의 기본이며 획

일화된 교육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3)수업 계획안 작성

수업을 비할 때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는 문항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34>와 같다.

<표 Ⅳ-34>수업 계획안 작성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0 10 40 2 3 55

0% 18.2% 72.7% 3.6% 5.5% 100%

피아노 학원

교사

28 25 32 15 0 100

28% 25% 32% 15% 0% 100%

체
28 35 72 17 3 155

18.1% 22.6% 46.5% 11% 1.9% 100%

X
2
=34.434 p=.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수업을 비할 때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에 하여 그 그 다가 72.7%(40명)로 가장 많았

고,그 다음으로 체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는다 18.2%(10명),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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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을 매우 잘 작성한다 5.5%(3명), 체로 작성한다 3.6%(2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32%(32명)가 수업을 비

할 때 수업 계획안 작성하는 것을 그 그 다라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체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는다 25% (25명), 체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한다 15%(15명),수업 비할 때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는다

28%(28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35>과 같다.

<표 Ⅳ-35>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수업 계획안 작성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공
23 17 12 0 0 52

44.2% 32.7% 23.1% 0% 0% 100%

음악 공
5 8 20 15 0 48

10.4% 16.7% 41.7% 31.3% 0% 100%

체
28 25 32 15 0 100

28% 25% 32% 15% 0% 100%

X
2
=31.702 p=.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 에서 피아노를 공한 교사

의 경우 44.2%(23명)는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 고,



- 118 -

32.7%(17명)는 체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는다,23.1%(12명)는 그

그 다라고 응답하 다.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41.7%(20명)가 수업

을 비할 때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그 그 다라고 응답하 고

체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한다 31.3%(15명), 체로 수업 계획안을 작성

하지 않는다 16.7%(8명),수업을 비할 때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는다10.4%(5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이러한 결과는 수업을 비할 때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에 한

교사들의 인식이 조함을 나타내고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에 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듯하다.앞서 수업을 비하는 자세에서도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에 피아노를 공

한 교사들의 응답이 상당히 부정 이었던 것을 감안 한다면 수업 계획안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응답에 하여는 피아노 교사들에게 요성을 인

식시켜야 하며 좀 더 주의해서 명확히 알고 근해야 함을 알려주는 목

이다.피아노를 공한 교사들 가운데 ‘그냥 악보 로 가르치면 되지 굳이

수업 진도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과 함께 ‘책에 그냥 어

놓으면 되지 바쁜데 언제 계획안까지 작성하느냐’는 질문들이 있었다.이에

하여 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한 명확한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고 피아노를 교사들에게 요성을 부각시켜야한다.

4)수행평가

수업 진행시 수행평가를 하느냐는 질문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36>

과 같다.



- 119 -

<표 Ⅳ-36>수행평가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페다고지

공자

0 9 27 19 0 55

0% 16.4% 49.1% 34.5% %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2 22 47 29 100

0% 2% 22% 47% 29% 100%

체
0 11 49 66 29 155

0% 7.1% 31.6% 42.6% 18.7% 100%

X
2
=35.796 p=.000

수업을 마친 후 수업에 한 수행 평가를 자주 하는가에 하여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49.1%(27명)는 그 그 다라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체로 수행 평가를 한다 34.5%(19명), 체로 수행 평가를 하

지 않는다 16.4%(9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47% (47명)는 체로 수업을 마

친 후 수업에 한 수행 평가를 자주 하는 편이라고 하 고,29%(29명)는

매우 그 다,그 그 다 22%(22명), 체로 수업을 마친 후 수행 평가를

하지 않는다 2%(2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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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7>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수행평가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공
0 2 22 23 5 52

0% 3.8% 42.3% 44.2% 9.6% 100%

음악 공
0 0 0 24 24 48

0% % % 50% 50% 100%

체
0 2 22 47 29 100

0% 2% 22% 47% 29% 100%

X
2
=36.368 p=.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

44.2%(23명)가 체로 수업을 마친 후 수업에 한 수행 평가를 한다고 하

고,그 그 다 42.3%(22명),매우 그 다 9.6%(5명), 체로 수업을 마

친 후 수업에 한 수행 평가를 하지 않는다 3.8%(2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50%(24명)는 수업을 마친

후 수업에 한 수행 평가를 매우 잘한다고 하 고 50%(24명)는 수업을

마친 후 체로 수업에 한 수행 평가를 한다고 응답하 다.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지도한 후에 제 로 된 구체 인 수행 평가가 이

루어진다면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교사 자신에

게도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면 되겠다는 계획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수행 평가는 상당히 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정 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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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학생으로 하여 자신감을 얻게 하고,할 수 있다는 용기를 다.

그러나 부정 인 평가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일지라도 사기를

꺾어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기도 하므로 피아노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향을 미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연령에 따른 지도법

학생의 연령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하는 것에 한 응답은 다

음 <표 Ⅳ-38>과 같다.

<표 Ⅳ-38> 연령에 따른 지도법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페다고지

공자

0 0 7 23 25 55

0% 0% 12.7% 41.8% 45.5% 100%

피아노 학원 교사
2 4 55 29 10 100

2% 4% 55% 29% 10% 100%

체
2 4 62 52 35 155

1.3% 2.6% 40% 33.5% 22.6% 100%

X
2
=40.643 p=.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45.5%(25명)가 연령

에 따라 매우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한다고 하 고,다음으로 체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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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1.8%(23명),그 그 다 12.7%(7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55%(55명)가 연령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하는 것에 해 그 그 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

으로 체 으로 그 다 29%(29명),매우 그 다 10%(10명), 체로 연령

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하지 않는다 4% (4명),연령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하지 않는다 2%(2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침에 있어서 가르치는 상이 4-5살의 유아

인지 유치부인지 아니면 등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피아노를 가르치는 요령과 기본 인 피아노 지도법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

하고 재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55%(55명)가 그 그 다라고 응답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좀

더 연령별로 그 특징을 살피고 연령별 학습 효과에도 심을 갖고 지도법

을 달리 하여야 하겠다.

<표 Ⅳ-39>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연령에 따른 지도법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체　

피아노 공
2 4 32 14 0 52

3.8% 7.7% 61.5% 26.9% 0% 100%

음악 공
0 0 23 15 10 48

0% 0% 47.9% 31.3% 20.8% 100%

체
2 4 55 29 10 100

2% 4% 55% 29% 10% 100%

X
2
=17.375 p=.002



- 123 -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

61.5%(32명)는 학생의 연령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하는 것에 해

그 그 다라고 응답하 고, 체로 학생의 연령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

을 용한다 26.9%(14명), 체로 그 지 않다 7.7%(4명),학생의 연령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하지 않는다 3.8%(2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

닌 음악 공한 교사 47.9%(23명)는 학생의 연령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하는 것에 해 그 그 다라고 응답하 고, 체로 학생의 연령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한다 31.3%(15명),매우 그 다 20.8%(10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와 같은 결과를 볼 때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보다 피아노 연주 공이 아

닌 음악 공한 교사가 더욱 연령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사실 구지역

에서는 재까지 연령에 따른 차별화 된 교육이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연령에 따른 지도가 아닌 학원 시스템에 맞추어서 학

원에서 사용하는 일률 인 교재를 가지고 일방 인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부분이다.이것은 연령별 교재의 연구가 필요한데도 심도가 상당히 낮

음을 생각할 수 있다.피아노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있어

서 연령별 교재가 참 요하고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근하는

가에 따라 교사로써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피아노를 공해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재에 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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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 때부터 교재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유아․유치부를 한 교재 개발에도 더욱 박

차를 가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구지역 피아노 학원에서 유용하게 사

용할 수 있는 연령에 따른 새로운 교재 발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피

아노를 배우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시 에서 연령에 따른 교

재의 차별화에 해서도 피아노 학원 교사의 열린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6.교육 보조 자료

피아노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교육 보조 자료 사용에 한 것으로 메

트로놈,오디오,시각교재,디지털 피아노의 사용에 한 분석 결과는 아래

와 같다.

1)메트로놈

피아노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교육 보조 자료 에서 메트로놈의 사용

에 하여 다음 <표 Ⅳ-40>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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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0>메트로놈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가끔

사용

한다

매일

사용

한다

체　

피아노페다고지

공자

0 0 5 21 29 55

0% 0% 9.1% 38.2% 52.7% 100%

피아노 학원 교사
4 16 69 11 0 100

4% 16% 69% 11% 0% 100%

체
4 16 74 32 29 155

2.6% 10.3% 47.7% 20.6% 18.7% 100%

X
2
=103.102 p=.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메트로놈을 매일 사용한다가 52.7%(29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 고,그 다

음으로 가끔 사용한다 38.2%(21명),보통이다 9.1%(5명)등의 순으로 응답

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보통

메트로놈을 사용한다가 69%(69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거의 사용

하지 않는다 16%(16명),가끔 사용한다 11%(11명),피아노를 가르칠 때 메

트로놈을 사용하지 않는다 4%(5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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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1>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메트로놈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가끔

사용

한다

매일

사용

한다

체　

피아노 공
4 10 38 0 0 52

7.7% 19.2% 73.1% 0% 0% 100%

악 공
0 6 31 11 0 48

0% 12.5% 64.6% 22.9% 0% 100%

체
4 16 69 11 0 100

4% 16% 69% 11% 0% 100%

X2 = 16.577   p = .001

<표 Ⅳ-41>를 보면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 가운데 피

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73.1%(38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보통 메트

로놈을 사용한다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피아노를 가르칠 때 거의 메트로

놈을 사용하지 않는다 19.2%(10명),피아노를 가르칠 때 메트로놈을

사용하지 않는다 7.7%(4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64.6%(31명)는 피아

노를 가르칠 때 보통 메트로놈을 사용한다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피아노

를 가르칠 때 가끔 메트로놈을 사용한다 22.9%(11명),피아노를 가르칠 때

메트로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2.5%(6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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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오디오

피아노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교육 보조 자료 에서 오디오의 사용에

하여 다음 <표 Ⅳ-42>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Ⅳ-42>오디오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가끔

사용

한다

매일

사용

한다

체　

피아노페다고지

공자

0 0 2 20 33 55

0% 0% 3.6% 36.4% 60% 100%

피아노 학원 교사
9 42 20 9 20 100

9% 42% 20% 9% 20% 100%

체
9 42 22 29 53 155

5.8% 27.1% 14.2% 18.7% 34.2% 100%

X
2
=65.549 p=.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오디오를 매일 사용한다가 60%(33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가끔 사용 한다 36.4%(20명),보통이다 3.6%(2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오디

오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가 42%(42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피아

노를 가르칠 때 매일 오디오를 사용 한다 20% (20명),보통이다 20%(20

명),가끔 사용 한다 9%(9명),피아노를 가르칠 때 오디오를 사용하지

않는다 9%(9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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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3>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오디오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가끔

사용

한다

매일

사용

한다

체　

피아노 공
5 35 9 3 0 52

9.6% 67.3% 17.3% 5.8% 0% 100%

음악 공
4 7 11 6 20 48

8.3% 14.6% 22.9% 12.5% 41.7% 100%

체
9 42 20 9 20 100

9% 42% 20% 9% 20% 100%

X
2
=39.882 p=.000

<표 Ⅳ-43>를 보면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 가운데 피

아노를 공한 교사 67.3%(35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오디오를 거의 사

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41.7%

(20명)의 교사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오디오를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피아노를 공한 교사 17.3%(9명)와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22.9%(11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보통 오디오를 사용한다고 응답하

다.반면 9.6%(5명)의 피아노를 공한 교사와 8.3%(4명)의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오디오를 사용하

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하기 해서는 양질의 음악을 많이 듣고 감상하

여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오디오의 사용이 조(76.9%,40

명)한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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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각교재

피아노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교육 보조 자료 에서 시각교재의 사용

에 하여 다음 <표 Ⅳ-44>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Ⅳ-44>시각교재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가끔

사용

한다

매일

사용

한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0 7 20 28 0 55

0% 12.7% 36.4% 50.9% 0% 100%

피아노 학원 교사
30 51 0 19 0 100

30% 51% 0% 19% 0% 100%

체
30 58 20 47 0 155

19.4% 37.4% 12.9% 30.3% 0% 100%

X
2
=78.669 p=.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50.9%(28명)는 피아

노를 가르칠 때 가끔 시각 교재를 사용한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보

통이다 36.4%(20명), 피아노를 가르칠 때 시각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다 12.7%(7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51%(51명)의

교사들은 피아노를 가르칠 때 시각 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

다.그 다음으로 피아노를 가르칠 때 시각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30%(30명),피아노를 가르칠 때 시각교재를 가끔 사용한다 19%(19명)의

순으로 응답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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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5>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시각교재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가끔

사용

한다

매일

사용

한다

체　

피아노 공
15 37 0 0 0 52

28.8% 71.2% 0% 0% 0% 100%

음악 공
15 14 0 19 0 48

31.3% 29.2% 0% 39.6% 0% 100%

체
30 51 0 19 0 100

30% 51% 0% 19% 0% 100%

X2=29.259 p=.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공별로 살펴보면,피아

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시각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71.2%(37명)가 응답하 으며,28.8% (15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시각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 다.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39.6%(19명)는 피아

노를 가르칠 때 시각 교재를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하 고,피아노를 가르

칠 때 시각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31.3%(15명),피아노를 가르칠

때 시각 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9.2%(14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른 지도법’,‘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지도법’,

과도 연 지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앞서 언 했던 것과 같이 학생의 연

령 가 어리면 어릴수록 ‘시각 교재’나 ‘활동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린 학생들이 피아노를 이해하고 연주하는데 향을 끼칠 수 있지만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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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있어서 여 히 교사 심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

들이다.더 넓은 시각으로 살펴본다면 재 피아노 학원의 운 체제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한정된 시간 안에 다수의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손이 무나 많이 가는 시각 교재나 활동 교재

는 교사의 입장에서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그러나 재 교육법령에

서는 교습소에서는 피아노 강사를 둘 수 없도록 하 고 따라서 교사 혼자

서 여러 학생들을 상 해야 하는 시 에서 이런 문제들이 고질 인 문

제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러한 문제들은 정부 당국과 교육계,

피아노 교사들이 서로 머리를 맞 어 해결 을 야 할 사안이며,동

시에 연령에 맞는 새로운 교재의 발간도 꼭 필요한 것이다.

4)디지털 피아노

피아노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교육 보조 자료 에서 디지털 피아노의

사용에 하여 다음 <표 Ⅳ-46>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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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6>디지털피아노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가끔

사용

한다

매일

사용

한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0 0 5 38 12 55

0% 0% 9.1% 69.1% 21.8% 100%

피아노 학원

교사

56 25 0 0 19 100

56% 25% 0% 0% 19% 100%

체
56 25 5 38 31 155

36.1% 16.1% 3.2% 24.5% 20% 100%

X
2
=122.873 p=.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69.1%(38명)는 피아

노를 가르칠 때 디지털 피아노를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하 고,매일 사용

한다 21.8%(12명),보통이다 9.1%(5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디지

털 피아노를 사용하지 않는다 56%(56명)가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피아노를 가르칠 때 디지털 피아노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5%(25명),피

아노를 가르칠 때 디지털 피아노를 매일 사용한다 19%(19명)의 순으로 응

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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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7>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디지털피아노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가끔

사용

한다

매일

사용

한다

체　

피아노 공
35 17 0 0 0 52

67.3% 32.7% 0% 0% 0% 100%

음악 공
21 8 0 0 19 48

43.8% 16.7% 0% 0% 39.6% 100%

체
56 25 0 0 19 100

56% 25% 0% 0% 19% 100%

X2=25.621 p=.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의 공별로 피아노를 가르칠

때 교육 보조 자료로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하는 가에 한 응답은 아래와

갔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피아노

를 공한 교사 67.3%(35명)와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43.8%(21

명)의 교사가 피아노를 가르칠 때 교육 보조 자료로 디지털 피아노를 사

용하지 않는다고 하 다.이런 결과는 학원 내 디지털 피아노의 유무가 가장

큰 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 피아노를 공한 교사들의 입장에서

디지털 피아노의 인식이나 활용 방법에 있어서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

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디지털 피아노가 학원에 보 화 되고 정착이 되려면

디지털 피아노의 장 을 부각시킬만한 새로운 안책이 시 하다고 여겨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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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피아노 지도유형

피아노를 가르칠 때의 일반 인 지도 유형을 손 모양,독보력,박자와

리듬,운지법, 이징과 아티큘 이션,페달링,다이나믹,음색,음악스타

일,청음,이조,즉흥 연주 반주 등으로 나 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손 모양

피아노를 가르칠 때의 지도 유형 에서 손 모양을 강조하는 것에

한 응답은 <표 Ⅳ-48>과 같다.

<표 Ⅳ-48>손모양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다

보통

이다

강조

한다

매우

강조한다
체　

피아노페다고지

공자

0 0 6 10 39 55

0% 0% 10.9% 18.2% 70.9%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0 0 20 80 100

0% 0% 0% 20% 80% 100%

체
0 0 6 30 119 155

0% 0% 3.9% 19.4% 76.8% 100%

X
2
=11.352 p=.003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손 모양을 매우 강조한다 70.9%(39명)고 응답했으며,그 다음으로 피아노

를 가르칠 때 손 모양을 강조한다 18.2%(10명),보통이다 10.9%(6)의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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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80%(80명)가 피아노를 가

르칠 때 손 모양을 매우 강조했으며,20%(20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손

모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9>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손모양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다

보통이

다

강조

한다

매우

강조한다
체　

피아노 공
0 0 0 20 32 52

0% 0% 0% 38.5% 61.5% 100%

음악 공
0 0 0 0 48 48

0% 0% 0% 0% 100% 100%

체
0 0 0 20 80 100

0% 0% 0% 20% 80% 100%

X
2
=23.077 p=.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는

61.5%(32명)가 피아노를 가르칠 때 손 모양을 매우 강조하고,38.5%(20명)

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손 모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피아노 교사의 경우 100%(48명)

모두가 피아노를 가르칠 때 손 모양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나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모두 손 모양 강조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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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아노 교육이 테크닉을 매우 강조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정확한 독보 능력

지도 유형 에서 정확한 독보 능력을 강조하는 것에 한 응답은 <표

Ⅳ-50>과 같다.

<표 Ⅳ-50> 독보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다

보통

이다

강조

한다

매우

강조

한다

체　

피아노페다고지

공자

0 0 4 40 11 55

0% 0% 7.3% 72.7% 20%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0 0 7 93 100

0% 0% 0% 7% 93% 100%

체
0 0 4 47 104 155

0% 0% 2.6% 30.3% 67.1% 100%

X
2
=86.009 p=.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정확학 독보 능력을

강조한다 72.7%(40명)고 응답하 다.그 다음으로 정확한 독보 능력을 매

우 강조한다 20%(11명),보통이다 7.3%(4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93%(93명)가 정확한 독보

능력을 매우 강조한다고 하 고,7%(7명)는 정확한 독보 능력을 강조하면

서 피아노를 가르친다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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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1>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독보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강조

한다

매우

강조

한다

체　

피아노 공
0 0 0 7 45 52

0% 0% 0% 13.5% 86.5% 100%

음악 공
0 0 0 0 48 48

0% 0% 0% 0% 100% 100%

체
0 0 0 7 93 100

0% 0% 0% 7% 93% 100%

X
2
=6.948 p=.008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피아노 교사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손 모양을 강조하던 것

과 같이 100%(48명)모두가 정확한 독보 능력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86.5%(45명)가 정확한 독보 능력을 매

우 강조한다고 하 고,13.5%(7명)는 정확한 독보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박자와 리듬

지도 유형 에서 박자와 리듬을 강조하는 것에 한 응답은 <표 Ⅳ

-5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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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2> 박자와 리듬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다

보통

이다

강조

한다

매우

강조

한다

체　

피아노페다고지

공자

0 0 4 40 11 55

0% 0% 7.3% 72.7% 20%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0 0 13 87 100

0% 0% 0% 13% 87% 100%

체
0 0 4 53 98 155

0% 0% 2.6% 34.2% 63.2% 100%

X
2
=69.486 p=.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박자와 리듬을 강조한다

72.7%(40명)고 응답하 다.그 다음으로 박자와 리듬을 매우 강조한다

20%(11명),보통이다 7.3%(4명)의 순으로 응답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87%(87명)가 박자와 리듬

을 매우 강조하는 것으로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박자와 리듬을 강조한

다 13%(13명)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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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3>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박자와 리듬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강조

한다

매우

강조한다
체　

피아노 공
0 0 0 8 44 52

0% 0% 0% 15.4% 84.6% 100%

음악 공
0 0 0 5 43 48

0% 0% 0% 10.4% 89.6% 100%

체
0 0 0 13 87 100

0% 0% 0% 13% 87% 100%

X
2
=.545 p=.461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 84.6%(44명)와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89.6%(43명)는 박자와 리듬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한 피

아노를 공한 교사 15.4%(8명)와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

사 10.4%(5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 다.

4)운지법

지도 유형 에서 운지법을 강조하는 것에 한 응답은 <표 Ⅳ-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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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4>운지법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강조한다

매우

강조한다
체　

피아노페다고지

공자

0 2 28 17 8 55

0% 3.6% 50.9% 30.9% 14.5%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0 8 22 70 100

0% 0% 8% 22% 70% 100%

체
0 2 36 39 78 155

0% 1.3% 23.2% 25.2% 50.3% 100%

X
2
=54.569 p=.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운지법에 하여 보통이

다(50.9%,28명)라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운지법을 강조한다(30.9%,

17명),운지법을 매우 강조한다(14.5%,8명), 체로 운지법을 강조하지 않

는다(3.6%,2명)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70%(70명)는 운지법을 매

우 강조하는 것으로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운지법을 강조한다(22%,22

명),보통이다(8%,8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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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5>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운지법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강조

한다

매우

강조한다
체　

피아노 공
0 0 8 17 27 52

0% 0% 15.4% 32.7% 51.9% 100%

음악 공
0 0 0 5 43 48

0% 0% 0% 10.4% 89.6% 100%

체
0 0 8 22 70 100

0% 0% 8% 22% 70% 100%

X
2
=18.072 p=.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89.6%(43명)와 피아노를 공

한 교사의 51.9%(27명)가 운지법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고,피아노를

공한 교사는 운지법을 강조한다(32.7%,17명),보통이다(15.4%,8명)등

의 순으로 응답하 으며,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10.4%

(5명)는 운지법을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5) 이징과 아티큘 이션

지도 유형 에서 이징과 아티큘 이션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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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6> 이징 아티큘 이션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다

보통이다 강조한다
매우

강조한다
체　

피아노페다고지

공자

0 0 4 40 11 55

0% 0% 7.3% 72.7% 20%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0 12 37 51 100

0% 0% 12% 37% 51% 100%

체
0 0 16 77 62 155

0% 0% 10.3% 49.7% 40% 100%

X
2
=18.411 p=.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이징과 아티큘 이션을 강조한다 72.7%(40명)고 응답하 다.다음으로

이징과 아티큘 이션을 매우 강조한다 20%(11명),보통이다 7.3%(4명)

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51%(51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이징과 아티큘 이션을 매우 강조한

다고 응답하 다.그 다음으로 이징과 아티큘 이션을 강조한다 37%(

37명),보통이다 12%(12명)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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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7>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이징 아티큘 이션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강조

한다

매우

강조

한다

체　

피아노 공
0 0 12 18 22 52

0% 0% 23.1% 34.6% 42.3% 100%

음악 공
0 0 0 19 29 48

0% 0% 0% 39.6% 60.4% 100%

체
0 0 12 37 51 100

0% 0% 12% 37% 51% 100%

X
2
=12.848 p=.002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별로

이징과 아티큘 이션의 강조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피아노

연주 공 교사 42.3%(22명)와 피아노 연주 공 하지 않은 교사 60.4% (29

명)는 이징과 아티큘 이션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피아노 연주

공 교사 34.6%(18명)와 피아노 연주 공 하지 않은 교사 39.6%(19명)는

이징과 아티큘 이션을 강조한다고 응답하 고,피아노를 공한 교사

23.1%(12명)는 이징과 아티큘 이션의 강조를 보통이라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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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페달링

지도 유형 에서 페달링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58>과 같다.

<표 Ⅳ-58>페달링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강조한다
매우

강조한다
체　

피아노페다고지

공자

0 0 4 40 11 55

0% 0% 7.3% 72.7% 20%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0 7 20 73 100

0% 0% 7% 20% 73% 100%

체
0 0 11 60 84 155

0% 0% 7.1% 38.7% 54.2% 100%

X
2
=43.881 p=.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페달링을 강조한다

72.7%(40명)가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페달을 매우 강조한다 20%(11

명),보통이다 7.3%(4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73%(73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페달링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고,그

다음으로 페달링을 강조한다 20%(20명),보통이다 7%(7명)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지도

유형 에서 페달링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5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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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9>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페달링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강조

한다

매우

강조

한다

체　

피아노 공
0 0 7 15 30 52

0% 0% 13.5% 28.8% 57.7% 100%

음악 공
0 0 0 5 43 48

0% 0% 0% 10.4% 89.6% 100%

체
0 0 7 20 73 100

0% 0% 7% 20% 73% 100%

X
2
=14.1781 p=.001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 57.7%(30명)와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89.6%(43명)는 페달링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피아노를 공한 교사 28.8%(15명)와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10.4%(5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페달을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피

아노를 공한 교사 13.5%(7명)은 보통이라고 응답하 다.

7)다이나믹

지도 유형 에서 다이나믹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6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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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0>다이나믹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다

보통이다 강조한다
매우

강조한다
체　

피아노페다고지

공자

0 0 4 40 11 55

0% 0% 7.3% 72.7% 20%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0 0 17 83 100

0% 0% 0% 17% 83% 100%

체
0 0 4 57 94 155

0% 0% 2.6% 36.8% 60.6% 100%

X
2
=60.461 p=.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다이나믹을 강조한다

72.7%(40명)가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다이나믹을 매우 강조한다 20%

(11명),보통이다 7.3%(4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83%(83명)는 피아노를 가

르칠 때 다이나믹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고, 17%(17명)는 다이나믹

을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지도유

형 에서 다이나믹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6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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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1>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다이나믹

혀 

강 하지

않는다

체로 

강 하지 

않는다

보통

다

강

한다

매우 

강 한다
체　

피아노 공
0 0 0 12 40 52

0% 0% 0% 23.1% 76.9% 100%

악 공
0 0 0 5 43 48

0% 0% 0% 10.4% 89.6% 100%

체
0 0 0 17 83 100

0% 0% 0% 17% 83% 100%

X2 = 2.835      p = .114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에서 피아노를 공한 교사

76.9%(40명)는 다이나믹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고,23.1%(12명)는 피

아노를 가르칠 때 다이나믹을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에서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89.6%(43명)는 다이나믹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고,10.4%(5명)는 다이나믹을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8)음색(ToneColor)

음색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6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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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2>음색

혀 

강 하지

않는다

체로 

강 하지

않는다

보통 다 강 한다
매우 

강 한다
체　

피아노페다고지

공

0 0 4 40 11 55

0% 0% 7.3% 72.7% 20% 100%

피아노 학원 

사

0 0 14 47 39 100

0% 0% 14% 47% 39% 100%

체
0 0 18 87 50 155

0% 0% 11.6% 56.1% 32.3% 100%

X2 = 9.538     p = .008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72.7%(40명)가 음색

을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그 다음으로 음색을 매우 강조한다 20%(11명),

보통이다 7.3%(4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47%(47명)는 피아노를 가

르칠 때 음색을 강조한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음색을 매우 강조한

다 39%(39명),보통이다 14%(14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지도

유형 가운데 음색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6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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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3>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음색

혀 

강 하지 

않는다

체로 

강 하지

않는다

보통

다

강

한다

매우 

강 한다
체　

피아노 공
0 0 10 30 12 52

0% 0% 19.2% 57.7% 23.1% 100%

악 공
0 0 4 17 27 48

0% 0% 8.3% 35.4% 56.3% 100%

체
0 0 14 47 39 100

0% 0% 14% 47% 39% 100%

X2 =11.795     p = .003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57.7%(30명)가 음색을 강조한다고 하 고,그 다

음으로 음색을 매우 강조한다(23.1%,12명),보통이다(19.2%,10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56.3%(27명)는 음색을 매

우 강조한다고 하 고,그 다음으로 음색을 강조한다(35.4%,17명),보통이

다(8.3%,4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9)음악스타일

지도유형 에서 음악스타일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6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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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4>음악스타일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강조한다
매우

강조한다
체　

피아노페다고지

공자

0 0 0 32 23 55

0% 0% 0% 58.2% 41.8%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0 43 33 24 100

0% 0% 43% 33% 24% 100%

체
0 0 43 65 47 155

0% 0% 27.7% 41.9% 30.3% 100%

X
2
=32.731 p=.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음악 스타일을 강조

한다(58.2%,32명)가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매우 강조한다(41.8%,23명)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43%(43명)는 음악스타일

에 하여 보통이라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음악스타일을 강조한다

(34%,34명),음악스타일을 매우 강조한다(24%,24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음악스

타일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6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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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5>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음악스타일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강조

한다

매우

강조한다
체　

피아노 공
0 0 34 18 0 52

0% 0% 65.4% 34.6% 0% 100%

음악 공
0 0 9 15 24 48

0% 0% 18.8% 31.3% 50% 100%

체
0 0 43 33 24 100

0% 0% 43% 33% 24% 100%

X
2
=38.710 p=.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 65.4%(34명)는 음악스타일에 하여 보통이라고 응

답하 고,다음으로 음악스타일을 강조한다 34.6%(18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피

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50%(24명)는 음악 스타일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고 강조한다 31.3%(15명),보통이다 18.8%(9명)의 순

으로 응답하 다.

10)청음

지도유형 청음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6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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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6>청음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강조한다
매우

강조한다
체　

피아노페다고지

공자

0 0 0 32 23 55

0% 0% 0% 58.2% 41.8%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0 48 28 24 100

0% 0% 48% 28% 24% 100%

체
0 0 48 60 47 155

0% 0% 31% 38.7% 30.3% 100%

X
2
=38.466 p=.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청음을 강조한다

(58.2%,32명)고 하 고,그 다음으로 41.8%(23명)는 청음을 매우 강조한다

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청음에 하여 보통이다 48%(48명)로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청음을 강

조한다 28%(28명),청음을 매우 강조한다 24%(24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청음

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6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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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7>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청음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강조

한다

매우

강조한다
체　

피아노

공

0 0 31 21 0 52

0% 0% 59.6% 40.4% 0% 100%

음악 공
0 0 17 7 24 48

0% 0% 35.4% 14.6% 50% 100%

체
0 0 48 28 24 100

0% 0% 48% 28% 24% 100%

X
2
=34.979 p=.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59.6%(31명)가 청음에 해 보통이라고 응답

하 고,40.4%(21명)는 청음을 강조한다고 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50%(24명)가 청음을 매

우 강조한다는 응답 하 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35.4%(17명),청음을 강

조한다 14.6%(7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이는 앞에서도 언 하 듯이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우리나라 학원과 교습소의 실정에도 원인이 있어 연주하는 피아노 퍼토

리 오에 청음을 가르칠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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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이조

지도 유형 에서 이조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68>과 같다.

<표 Ⅳ-68>이조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

지않다

보통

이다

강조

한다

매우

강조

한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0 0 0 32 23 55

0% 0% 0% 58.2% 41.8%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19 21 36 24 100

0% 19% 21% 36% 24% 100%

체
0 19 21 68 47 155

0% 12.3% 13.5% 43.9% 30.3% 100%

X
2
=29.695 p=.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58.2%(32명)는 이조를 강조

한다고 하 고,그 다음으로 41.8%(23명)는 이조를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

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36%(36명)는 이조를 강조한다고 응답하 으며,그 다음으로 매우 강조한다

24%(24명),보통이다 21%(21명), 체로 이조를 강조하지 않는다 19%(19

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이조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6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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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9>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이조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강조

한다

매우

강조한다
체　

피아노 공
0 19 14 19 0 52

0% 36.5% 26.9% 36.5% 0% 100%

음악 공
0 0 7 17 24 48

0% 0% 14.6% 35.4% 50% 100%

체
0 19 21 36 24 100

0% 19% 21% 36% 24% 100%

X
2
=45.357 p=.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이조에 해서는 피아노를 공하지 않은 교사가 더 정 이었다.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50%(24명)가 이조를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한 반면,피아노를 공한 교사 36.5%(19명)는 체로 이조를 강조하

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 36.5%(19명)는 이조를 강조한다,26.9%(14명)는 보

통이다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35.4%(17명)는 이조를 강조한다,

14.6%(7명)는 보통이다고 응답하 다.

이러한 결과는 피아노를 공하는 학생들에게 건반화성이나 작곡 수업

에서 이조의 필요성에 하여 제 로 이해시키고 실제 장에서 잘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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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필요성으로 나타난다.왜냐하면 이조가 다음 문항

에 나오는 즉흥 연주 반주와 한 련이 있기 때문이다.

12)즉흥 연주 반주

지도유형 가운데 즉흥 연주 반주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70>

과 같다.

<표 Ⅳ-70>즉흥 연주 반주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강조한다

매우

강조한다
체　

피아노페다고지

공자

0 0 0 32 23 55

0% 0% 0% 58.2% 41.8% 100%

피아노 학원

교사

0 0 0 17 83 100

0% 0% 0% 17% 83% 100%

체
0 0 0 49 106 155

0% 0% 0% 31.6% 68.4% 100%

X2=27.836 p=.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58.2%(32명)는 즉흥

연주 반주를 강조한다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41.8%(23명)는 즉흥 연

주 반주를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83%(83명)가 즉흥 연주 반주를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했고,그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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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명)는 즉흥 연주 반주를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즉흥

연주 반주에 한 응답은 다음 <표 Ⅳ-71>과 같다.

<표 Ⅳ-71>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즉흥 연주 반주

강조하지

않는다

체로

강조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강조

한다

매우

강조한다
체　

피아노 공
0 0 0 12 40 52

0% 0% 0% 23.1% 76.9% 100%

음악 공
0 0 0 5 43 48

0% 0% 0% 10.4% 89.6% 100%

체
0 0 0 17 83 100

0% 0% 0% 17% 83% 100%

X
2
=2.835 p=.114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 76.9%(40명)는 즉흥 연주 반주를 매우 강조한다

고 하 고,23.1%(12명)는 즉흥 연주 반주를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89.6%(43명)는 즉흥 연주 반

주를 매우 강조한다고 하 고,10.4%(5명)는 즉흥 연주 반주를 강조한

다고 응답 하 다.

이조에서 그 요성을 체로 강조하지 않는다(36.5%,19명)고 응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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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피아노 연주 공 교사들이 즉흥 연주 반주에 있어서는 그 요성을

강조하거나(23.1%,12명)매우 강조하는 것(76.9%,40명)으로 나타났다.이

런 상은 클래식 주의 피아노 학원 슨이 이제는 실용 음악 심

으로 반주를 즐겨 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피아노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

지 않아 쉽게 싫증내고 학원을 그만 두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그래

서 어려운 클래식 심에서 즉흥 연주나 반주 쪽으로 그 심도가 옮겨진

것으로 보여 진다.

8.피아노 페다고지 교과목

2009년 우리나라 9개 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피아노 페다고지 공과

의 교과목에 한 요도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55명

과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100명을 상으로 조사 하 으며

교과목 설명은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세종 학교,한세 학교와 학교

홈페이지에 교과목이 구체 으로 설명되어 있는 경원 학교,수원 학교,

숙명여자 학교의 교과목 설명을 참조하 다.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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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아노교수학개론

피아노 교수학 개론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72>와 같

다.

<표 Ⅳ-72>피아노교수학개론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5 12 38 55

0% 0% 9.1% 21.8% 69.1% 100%

피아노 학원 

사

0 6 30 40 24 100

0% 6% 30% 40% 24% 100%

체
0 6 35 52 62 155

0% 3.9% 22.6% 33.5% 40% 100%

X2 = 31.703, p = .000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피아노 교수학 개론

과목이 매우 요하다가 69.1%(38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

다 21.8%(12명),보통이다 9.1%(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0%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30%),매우 요하

다(24%)등의 순으로 나타났고,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7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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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3>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피아노교수학개론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1 13 21 17 52

0% 1.9% 25% 40.4% 32.7% 100%

악 공
0 5 17 19 7 48

0% 10.4% 35.4% 39.6% 14.6% 100%

체
0 6 30 40 24 100

0% 6% 30% 40% 24% 100%

X2 = 7.318,    p = .062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 40.4%(21명)는 피아노 교수학 개론이 요하다고 응

답하 고,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32.7%(17명),보통이다 25%(13명), 요

하지 않다 1.9%(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39.6%(19명)는 피아노 교수학 개

론이 요하다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보통이다 35.4%(17명),매우 요하

다 14.6%(7명), 요하지 않다 10.4%(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 161 -

2) 피아노교수법

피아노 교수법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74>와 같

다.

<표 Ⅳ-74> 피아노 교수법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4 17 34 55

0% 0% 7.3% 30.9% 61.8% 100%

피아노 학원 사
0 1 23 38 38 100

0% 1% 23% 38% 38% 100%

체
0 1 27 55 72 155

0% 0.6% 17.4% 35.5% 46.5% 100%

X2 = 10.425, p =  .015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피아노 교수법

과목이 매우 요하다가 61.8%(34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

다30.9%(17명),보통이다 7.3%(4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 요하다가 각각 38%(38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23%(2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고,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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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75>와 같다.

<표 Ⅳ-75>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피아노 교수법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0 8 21 23 52

0% 0% 15.4% 40.4% 44.2% 100%

악 공
0 1 15 17 15 48

0% 2.1% 31.3% 35.4% 31.3% 100%

체
0 1 23 38 38 100

0% 1% 23% 38% 38% 100%

X2 = 5.084,    p = .166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 44.2%(23명)는 피아노 교수법이 매우 요하다

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요하다 40.4%(21명),보통이다 15.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35.4%(17명)

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매우 요하다가 각각 31.3%(15

명), 요하지 않다가 2.1%(1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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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아노교수법

피아노 교수법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76>과 같

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60%(33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 29.1%(16명),보통이다

10.9%(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

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47%(4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44%(44명),보통이다 9%(9%)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표 Ⅳ-76> 피아노교수법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6 16 33 55

0% 0% 10.9% 29.1% 60% 100%

피아노 학원 사
0 0 9 44 47 100

0% 0% 9% 44% 47% 100%

체
0 0 15 60 80 155

0% 0% 9.7% 38.7% 51.6% 100%

X2 = 3.333, p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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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77>과 같다.

<표 Ⅳ-77>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피아노교수법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0 7 21 24 52

0% 0% 13.5% 40.4% 46.2% 100%

악 공
0 0 2 23 23 48

0% 0% 4.2% 47.9% 47.9% 100%

체
0 0 9 44 47 100

0% 0% 9% 44% 47% 100%

X2 = 2.734, p = .255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매우 요 하다가 46.2%(24명)으로 가장 많

았고,그 다음으로 요 하다가 40.4%(21명),보통이다가 13.5%(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 요하다

가 각각 47.9%(23명)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4.2%(2

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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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아노교수법세미나

피아노교수법세미나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78>과 같

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7.3%(26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38.2%(21명),보통이다

14.5%(8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

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2%(52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41%(41명),보통이다 5%(5%)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표 Ⅳ-78>피아노교수법세미나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8 26 21 55

0% 0% 14.5% 47.3% 38.2% 100%

피아노 학원 

사

0 2 5 52 41 100

0% 2% 5% 52% 41% 100%

체

0 2 13 78 62 155

0% 1.3% 8.4% 50.3% 40% 100%

X2 = 5.183, p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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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79>와 같다.

<표 Ⅳ-79>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피아노교수법세미나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2 3 29 18 52

0% 3.8% 5.8% 55.8% 34.6% 100%

악 공

0 0 2 23 23 48

0% 0% 4.2% 47.9% 47.9% 100%

체
0 2 5 52 41 100

0% 2% 5% 52% 41% 100%

X2 = 3.347, p = .341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5.8%(29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34.6%(18명),보통이다가 5.8%(3명)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 요하다

가 각각 47.9%(23명)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4.2%(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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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아노교수법

피아노 교수법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80>과 같

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5.5%(25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9.1%(16명),매우 요하다

25.5%(14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의 경우 보통이다가 4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가 32%(32명), 요하다 26%(2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80> 피아노 교수법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16 25 14 55

0% 0% 29.1% 45.5% 25.5% 100%

피아노    학원  

  사

0 32 42 26 0 100

0% 32% 42% 26% 0% 100%

체
0 32 58 51 14 155

0% 20.6% 37.4% 32.9% 9% 100%

X2 = 48.716, p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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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81>과 같다.

<표 Ⅳ-81>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피아노 교수법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10 25 17 0 52

0% 19.2% 48.1% 32.7% 0% 100%

악 공
0 22 17 9 0 48

0% 45.8% 35.4% 18.8% 0% 100%

체
0 32 42 26 0 100

0% 32% 42% 26% 0% 100%

X2 = 8.339,     p = .015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48.1%(25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2.7%(17명), 요하지 않다 19.2%(10명)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지 않다가 45.8%

(22명)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5.4%(17명), 요하다가

18.89%(9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169 -

6)피아노 교수 실습(인턴쉽)

피아노교수실습(인턴쉽)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82>와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피아노 교수 실습(인

턴쉽)이 매우 요하다가 50.9%(28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

다 47.3%(26명), 보통이다 1.8%(1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

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40%(40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9%(39명),보통이다

20%(2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82>피아노 교수 실습(인턴쉽)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1 26 28 55

0% 0% 1.8% 47.3% 50.9% 100%

피아노학원 

사

0 1 20 39 40 100

0% 1% 20% 39% 40% 100%

체
0 1 21 65 68 155

0% 0.6% 13.5% 41.9% 43.9% 100%

X2 = 10.750, p =  .013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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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83>과 같다.

<표 Ⅳ-83>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피아노 교수 실습(인턴쉽)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1 13 19 19 52

0% 1.9% 25% 36.5% 36.5% 100%

악 공
0 0 7 20 21 48

0% 0% 14.6% 41.7% 43.8% 100%

체
0 1 20 39 40 100

0% 1% 20% 39% 40% 100%

X2 = 2.770,   p = .428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피아노 교수 실습(인턴쉽)이 매우 요하다,

요하다가 각각 36.5%(19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5%(13명), 요하지 않다가 1.9%(1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피아노 교수 실습(인턴

쉽)이 매우 요하다가 43.8%(21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

가 41.7%(20명),보통이다가 14.6%(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교수 실습(인턴쉽)교과목에 하여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과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 모두 매우

요하다는 응답을 하 다.이러한 결과에 하여 앞서 피아노 지도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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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과목 3가지를 선택하는 문항 <표 Ⅳ-14>와 비교했을 때 차이를 나타

내는 결과이다.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피아노 교수

실습(인턴쉽)이 필요한 교과목 3순 에서 선택하 으나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은 28개 교과목에서 필요도 3순 에서 다소 렸다.

그러나 <표 Ⅳ-82>를 살펴봤을 때 피아노 교수 실습(인턴쉽)이 매우 요

한 과목(40%,40명)이라고 응답하 다.피아노 교수 실습(인턴쉽)이 매우

요한 과목인데 필요한 교과목 3순 에서 려난 것에 하여 아직까지

피아노 교수 실습(인턴쉽)에 한 정확한 개념의 인식의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지며 앞으로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에게 피아

노 교수 실습(인턴쉽)에 하여 그 요성과 필요성을 재교육 시켜야 할

것이다.

7)그룹 피아노 교수법

그룹 피아노 교수법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84>와 같

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0%(22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8.2%(21명),매우 요하다

21.8%(1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32%(32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가 29%(29명), 요하다가 26%(2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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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4>그룹피아노교수법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21 22 12 55

0% 0% 38.2% 40% 21.8% 100%

피아노   학원 

사

11 29 32 26 2 100

11% 29% 32% 26% 2% 100%

체
11 29 53 48 14 155

7.1% 18.7% 34.2% 31% 9% 100%

X2 = 40.072, p = .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85>와 같다.

<표 Ⅳ-85>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그룹피아노교수법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5 6 19 22 0 52

9.6% 11.5% 36.5% 42.3% 0% 100%

악 공
6 23 13 4 2 48

12.5% 47.9% 27.1% 8.3% 4.2% 100%

체
11 29 32 26 2 100

11% 29% 32% 26% 2% 100%

X2 = 25.524, p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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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2.3%(22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6.5%(19명), 요하지 않다가 11.5%(6명), 요

하지 않다가 9.6%(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지 않다가

47.9%(23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7.1%(13명),

요하지 않다 12.5%(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디지털피아노교수법(컴퓨터피아노)

디지털피아노교수법(컴퓨터피아노)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86>와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보통이다가 43.6%(24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 38.2%(21명),매우 요하다

12.7%(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

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37%(3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요하지 않다가 27%(27명), 요하지 않다가 20%(2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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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6>디지털 피아노 교수법(컴퓨터피아노)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3 24 21 7 55

0% 5.5% 43.6% 38.2% 12.7% 100%

피아노 학원 

사

20 27 37 16 0 100

20% 27% 37% 16% 0% 100%

체
20 30 61 37 7 155

12.9% 19.4% 39.4% 23.9% 4.5% 100%

X2 =  39.949, p =  .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87>과 같다.

<표 Ⅳ-87>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디지털 피아노 교수법(컴퓨터피아노)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14 27 11 0 52

0% 26.9% 51.9% 21.2% 0% 100%

악 공
20 13 10 5 0 48

41.7% 27.1% 20.8% 10.4% 0% 100%

체
20 27 37 16 0 100

20% 27% 37% 16% 0% 100%

X2 = 29.986, p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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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51.9%(2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가 26.9%(14명),보통이다가 21.2%(11명)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지 않다가

41.7%(20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가 27.1%(13명),보

통이다가 20.8%(10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피아노지도철학

피아노지도철학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88>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보통이다가 60%(33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 38.2%(21명),매우 요하다가

1.8%(1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68%(68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 18%(18

명), 요하다 12%(12%), 요하지 않다 2%(2명)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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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8>피아노 지도 철학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33 21 1 55

0% 0% 60% 38.2% 1.8% 100%

피아노 학원 

사

2 18 68 12 0 100

2% 18% 68% 12% 0% 100%

체
2 18 101 33 1 155

1.3% 11.6% 65.2% 21.3% 0.6 100%

X2 = 24.591, p =  .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89>와 같다.

<표 Ⅳ-89>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피아노 지도 철학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10 38 4 0 52

0% 19.2% 73.1% 7.7% 0% 100%

악 공
2 8 30 8 0 48

4.2% 16.7% 62.5% 16.7% 0% 100%

체
2 18 68 12 0 100

2% 18% 68% 12% 0% 100%

X2 = 4.344, p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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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73.1%(38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 19.2%(10명), 요하다 7.7%(4명)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62.5%(30명)

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 16.7%(8명), 요하지 않다 16.7%(8

명), 요하지 않다 4.2%(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 공실기

공실기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90>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63.6%(35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 32.7%(18명),보통이다

3.6%(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55%(55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9%

(39명),보통이다 6%(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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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0> 공실기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2 18 35 55

0% 0% 3.6% 32.7% 63.6% 100%

피아노 학원 

사

0 0 6 39 55 100

0% 0% 6% 39% 55% 100%

체
0 0 8 57 90 155

0% 0% 5.2% 36.8% 58.1% 100%

X2 =  1.220, p =  .543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91>과 같다.

<표 Ⅳ-91>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공실기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0 2 21 29 52

0% 0% 3.8% 40.4% 55.8% 100%

악 공
0 0 4 18 26 48

0% 0% 8.3% 37.5% 54.2% 100%

체
0 0 6 39 55 100

0% 0% 6% 39% 55% 100%

X2 = .903, p =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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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55.8%(29명)로 가장 많았

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40.4%(21명),보통이다가 3.8%(2명)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54.2%(26명)로 가장 많았고, 요하다가 37.5%(18명),보통이다 8.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1) 공실기심화과정

공 실기 심화 과정은 피아노 비 공자를 하여 공실기를 한 학기

더 심화하여 공부하는 것으로 공 실기 심화 과정의 요한 정도를 분석

한 결과 <표 Ⅳ-92>와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47.3%(26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 32.7%(18명),보통이다

20%(11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9%(49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32%

(32명),보통이다 19%(1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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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2> 공 실기 심화 과정

혀 

하지

않다

하

지않다

보통

다

하

다

매우 

하

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11 18 26 55

0% 0% 20% 32.7% 47.3% 100%

피아노

학원 사

0 0 19 49 32 100

0% 0% 19% 49% 32% 100%

체
0 0 30 67 58 155

0% 0% 19.4% 43.2% 37.4% 100%

X2 = 4.404, p =  .111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93>과 같다.

<표 Ⅳ-93>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공 실기 심화 과정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0 13 29 10 52

0% 0% 25% 55.8% 19.2% 100%

악 공
0 0 6 20 22 48

0% 0% 12.5% 41.7% 45.8% 100%

체
0 0 19 49 32 100

0% 0% 19% 49% 32% 100%

X2 = 8.586, p =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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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5.8%(29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25%(13명),매우 요하다가 19.2%(10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45.8%

(22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 41.7%(20명),보통이다가

12.5%(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피아노연주세미나(피아노연주법)

피아노연주세미나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94>와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54.5%(30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38.2%(21명),보통이다

7.3%(4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9%(49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31%(31%),

매우 요하다가 20%(20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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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4>피아노 연주 세미나(피아노 연주법)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4 30 21 55

0% 0% 7.3% 54.5% 38.2% 100%

피아노 학원 

사

0 0 31 49 20 100

0% 0% 31% 49% 20% 100%

체
0 0 35 79 41 155

0% 0% 22.6% 51% 26.5% 100%

X2 = 13.496, p =  .001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9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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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5>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피아노 연주 세미나(피아노 연주법)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0 17 22 13 52

0% 0% 32.7% 42.3% 25% 100%

악 공
0 0 14 27 7 48

0% 0% 29.2% 56.3% 14.6% 100%

체
0 0 31 49 20 100

0% 0% 31% 49% 20% 100%

X2 = 2.444, p = .295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2.3%(22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2.7%(17명),매우 요하다 25%(1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6.3%(27명)

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29.2%(14명),매우 요하다

14.6%(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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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피아노앙상블

피아노앙상블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96>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9.1%(27명)

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29.1%(16명),보통이다 21.8%(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

는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39%(39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

가 36%(36명),보통이다 25%(2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96>피아노 앙상블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12 27 16 55

0% 0% 21.8% 49.1% 29.1% 100%

피아노 학원 

사

0 25 39 36 0 100

0% 25% 39% 36% 0% 100%

체
0 25 51 63 16 155

0% 16.1% 32.9% 40.6% 10.3% 100%

X2 =  47.521, p =  .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9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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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7>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피아노 앙상블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11 18 23 0 52

0% 21.2% 34.6% 44.2% 0% 100%

악 공
0 14 21 13 0 48

0% 29.2% 43.8% 27.1% 0% 100%

체
0 25 39 36 0 100

0% 25% 39% 36% 0% 100%

X2 = 3.214, p = .201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4.2%(23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4.6%(18명), 요하지 않다 21.2%(11명)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43.8%(21명)

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 29.2%(14명), 요하다가

27.1%(1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4)졸업연주(독주회)

졸업연주(독주회)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98>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69.1%(38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20%(11명),보통이다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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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9%(49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40%(40명),보통이다 11%(1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98>졸업연주(독주회)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6 38 11 55

0% 0% 10.9% 69.1% 20% 100%

피아노 학원 

사

0 0 11 49 40 100

0% 0% 11% 49% 40% 100%

체
0 0 17 87 51 155

0% 0% 11% 56.1% 32.9% 100%

X2 = 6.866, p = .032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9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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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9>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졸업연주(독주회)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0 7 23 22 52

0% 0% 13.5% 44.2% 42.3% 100%

악 공
0 0 4 26 18 48

0% 0% 8.3% 54.2% 37.5% 100%

체
0 0 11 49 40 100

0% 0% 11% 49% 40% 100%

X2 = 1.244, p = .537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4.2%(23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42.3%(22명),보통이다가 13.5%(7명)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4.2%(26명)

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37.5%(18명),보통이다가

8.3%(4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5)피아노문헌(문헌세미나)

피아노문헌(문헌세미나)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100>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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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45.5%(25명),보통이다

7.3%(4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

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3%(53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35%(35명),보통이다 12%(12%)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표 Ⅳ-100>피아노문헌(문헌세미나)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4 26 25 55

0% 0% 7.3% 47.3% 45.5% 100%

피아노 학원 

사

0 0 12 53 35 100

0% 0% 12% 53% 35% 100%

체
0 0 16 79 60 155

0% 0% 10.3% 51% 38.7% 100%

X2 = 1.998, p = .368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10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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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1>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피아노 문헌(문헌세미나)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0 7 27 18 52

0% 0% 13.5% 51.9% 34.6% 100%

악 공
0 0 5 26 17 48

0% 0% 10.4% 54.2% 35.4% 100%

체
0 0 12 53 35 100

0% 0% 12% 53% 35% 100%

X2 = .221, p = ..895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1.9%(2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34.6%(18명),보통이다가 13.5%(7명)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4.2%(26명)

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35.4%(17명),보통이다가

10.4%(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6)서양음악사

서양음악사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102>와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52.7%(29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43.6%(24명),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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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38%(38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3%(33명),

요하지 않다 21%(21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02>서양음악사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2 29 24 55

0% 0% 3.6% 52.7% 43.6% 100%

피아노 학원 

사

1 21 38 33 7 100

1% 21% 38% 33% 7% 100%

체
1 21 40 62 31 155

0.6% 13.5% 25.8% 40% 20% 100%

X2 =  55.603, p = .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10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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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3>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서양음악사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7 15 24 6 52

0% 13.5% 28.8% 46.2% 11.5% 100%

악 공
1 14 23 9 1 48

2.1% 29.2% 47.9% 18.8% 2.1% 100%

체
1 21 38 33 7 100

1% 21% 38% 33% 7% 100%

X2 = 15.272, p = .004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6.2%(24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8.8%(15명), 요하지않다가 13.5%(7명)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47.9%(23명)

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않다가 29.2%(14명), 요하다가

18.8%(9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7)고 연구(집 탐구)

고 연구(집 탐구)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104>

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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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2.7%(18명),매우 요하다

16.4%(9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

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44%(44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요하지 않다 24%(24명), 요하다 19%(19명)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표 Ⅳ-104>고 연구(집 탐구)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18 28 9 55

0% 0% 32.7% 50.9% 16.4% 100%

피아노 학원 

사

9 24 44 19 4 100

9% 24% 44% 19% 4% 100%

체
9 24 62 47 13 155

5.8% 15.5% 40% 30.3% 8.4% 100%

X2 = 37.659, p =  .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10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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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5>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고 연구(집 탐구)

요하지

않다

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요하다

매우 요

하다
체

피아노

공

6 18 16 9 3 52

11.5% 34.6% 30.8% 17.3% 5.8% 100%

음악 공
3 6 28 10 1 48

6.3% 12.5% 58.3% 20.8% 2.1% 100%

체
9 24 44 19 4 100

9% 24% 44% 19% 4% 100%

X
2
=11.183,p=.025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지 않다 34.6%(1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30.8%(16명), 요하다 17.3%(9명)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58.3%(28명)

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20.8%(10명), 요하지 않다

12.5%(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8)반주법 즉흥연주

반주법 즉흥연주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106>과 같

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5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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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36.4%(20명),보통이다

7.3%(4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

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56%(5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43%(43명),보통이다 1%(1%)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표 Ⅳ-106>반주법 즉흥연주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4 31 20 55

0% 0% 7.3% 56.4% 36.4% 100%

피아노 학원 

사

0 0 1 43 56 100

0% 0% 1% 43% 56% 100%

체
0 0 5 74 76 155

0% 0% 3.2% 47.7% 49% 100%

X2 = 8.446, p =  .015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10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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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7>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반주법 즉흥연주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0 1 25 26 52

0% 0% 1.9% 48.1% 50% 100%

악 공
0 0 0 18 30 48

0% 0% 0% 37.5% 62.5% 100%

체
0 0 1 43 56 100

0% 0% 1% 43% 56% 100%

X2 = 2.269, p = .322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50%(2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48.1%(25명),보통이다가 1.9%(1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62.5%(30명)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7.5%(18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고 건반 화성 작곡(음악이론)

고 건반 화성 작곡(음악이론)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108>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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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40%(22명),보통이다 9.1%

(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59%(59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8%(38명),보통이다 3%(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08>고 건반 화성 작곡(음악이론)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5 28 22 55

0% 0% 9.1% 50.9% 40% 100%

피아노 학원 

사

0 0 59 38 3 100

0% 0% 59% 38% 3% 100%

체
0 0 64 66 25 155

0% 0% 41.3% 42.6% 16.1% 100%

X2 =  52.913,    p =  .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10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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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9>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고 건반 화성 작곡(음악이론)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0 29 20 3 52

0% 0% 55.8% 38.5% 5.8% 100%

악 공
0 0 30 18 0 48

0% 0% 62.5% 37.5% 0% 100%

체
0 0 59 38 3 100

0% 0% 59% 38% 3% 100%

X2 = 2.967, p = .227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 55.8%(29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요하다 38.5%(20명),매우 요하다 5.8%(3명)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62.5%(30명)

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7.5%(18명)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20)지휘법

지휘법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110>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3.6%(24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9.1%(16명), 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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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0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요하지 않다 32%(3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1%(31명), 요하지 않다 22%(2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10>지휘법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4 10 16 24 1 55

7.3% 18.2% 29.1% 43.6% 1.8% 100%

피아노 학원 

사

22 32 31 14 1 100

22% 32% 31% 14% 1% 100%

체
26 42 47 38 2 155

16.8% 27.1% 30.3% 24.5% 1.3% 100%

X2 =  20.028,   p =  .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1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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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1>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지휘법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16 17 9 10 0 52

30.8% 32.7% 17.3% 19.2% 0% 100%

악 공
6 15 22 4 1 48

12.5% 31.3% 45.8% 8.3% 2.1% 100%

체
22 32 31 14 1 100

22% 32% 31% 14% 1% 100%

X2 = 13.555,   p = .009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지 않다 32.7%(1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 30.8%(16명), 요하다가 19.2%(10명)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45.8%(22명)

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 31.3%(15명), 요하지

않다 12.5%(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1)유아 음악교육(유아 피아노 지도법)

유아 음악교육(유아 피아노 지도법)법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112>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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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38.2%(21명),보통이다

12.7%(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

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7%(4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매우 요하다 39%(39명),보통이다 14%(14%)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표 Ⅳ-112>유아 음악교육(유아 피아노 지도법)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7 27 21 55

0% 0% 12.7% 49.1% 38.2% 100%

피아노 학원 

사

0 0 14 47 39 100

0% 0% 14% 47% 39% 100%

체
0 0 21 74 60 155

0% 0% 13.5% 47.7% 38.7% 100%

X2 = .081,   p =  .96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1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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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3>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유아음악교육(유아피아노지도법)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0 4 22 26 52

0% 0% 7.7% 42.3% 50% 100%

악 공
0 0 10 25 13 48

0% 0% 20.8% 52.1% 27.1% 100%

체
0 0 14 47 39 100

0% 0% 14% 47% 39% 100%

X2 = 6.947, p = .031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 50%(26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42.3%(22명),보통이다가 7.7%(4명)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 52.1%

(25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27.1%(13명),보통이다

가 20.8%(10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2)음악교육이론

음악교육이론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114>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7.3%(26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32.7%(18명),보통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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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

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37%(3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

로 요하다가 34%(34명),매우 요하다 15%(1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표 Ⅳ-114>음악교육이론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11 26 18 55

0% 0% 20% 47.3% 32.7% 100%

피아노 학원 

사

0 14 37 34 15 100

0% 14% 37% 34% 15% 100%

체
0 14 48 60 33 155

0% 9% 31% 38.7% 21.3% 100%

X2 = 17.864, p =  .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1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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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5>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음악 교육 이론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10 7 27 8 52

0% 19.2% 13.5% 51.9% 15.4% 100%

악 공
0 4 30 7 7 48

0% 8.3% 62.5% 14.6% 14.6% 100%

체
0 14 37 34 15 100

0% 14% 37% 34% 15% 100%

X2 = 28.586, p = .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 51.9%(2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요하지 않다 19.2%(10명),매우 요하다 15.4%(8명)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62.5%(30명)

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매우 요하다가 각각 14.6%(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3)아동심리학,교육심리세미나

아동심리학,교육심리세미나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116>

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5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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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38.2%(21명),보통이다 5.5%

(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 50%(50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

로 요하다 42%(42명),보통이다 8%(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16>아동심리학,교육심리세미나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3 31 21 55

0% 0% 5.5% 56.4% 38.2% 100%

피아노 학원

사

0 0 8 42 50 100

0% 0% 8% 42% 50% 100%

체
0 0 11 73 71 155

0% 0% 7.1% 47.1% 45.8% 100%

X2 =  2.960, p =  .228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1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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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7>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아동심리학,교육심리세미나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0 8 27 17 52

0% 0% 15.4% 51.9% 32.7% 100%

악 공
0 0 0 15 33 48

0% 0% 0% 31.3% 68.8% 100%

체
0 0 8 42 50 100

0% 0% 8% 42% 50% 100%

X2 = 16.415, p = .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1.9%(2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32.7%(17명),보통이다가 15.4%(8명)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68.8%(33명)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1.3%(1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4)음악치료과목

음악치료과목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118>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7.3%(26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2.7%(18명),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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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

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48%(48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요하다가 21%(21명), 요하지 않다 18%(18%)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표 Ⅳ-118>음악치료과목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2 18 26 9 55

0% 3.6% 32.7% 47.3% 16.4% 100%

피아노 학원 

사

10 18 48 21 3 100

10% 18% 48% 21% 3% 100%

체
10 20 66 47 12 155

6.5% 12.9% 42.6% 30.3% 7.7% 100%

X2 =  29.380, p =  .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1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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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9>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음악치료과목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6 10 22 14 0 52

11.5% 19.2% 42.3% 26.9% 0% 100%

악 공
4 8 26 7 3 48

8.3% 16.7% 54.2% 14.6% 6.3% 100%

체
10 18 48 21 3 100

10% 18% 48% 21% 3% 100%

X2 = 6.139, p = .189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42.3%(22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26.9%(14명), 요하지 않다 19.2%(10명)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54.2%(26명)

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 16.7%(8명), 요하다가

14.6%(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5)음악경

음악경 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120>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56.4%(31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0.9%(17명),매우 요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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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

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4%(44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보통이다가 32%(32%),매우 요하다가 23%(2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20>음악경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0 17 31 6 55

0% 0% 30.9% 56.4% 10.9% 100%

피아노 학원 

사

0 1 32 44 23 100

0% 1% 32% 44% 23% 100%

체
0 1 49 75 29 155

0% 0.6% 31.6% 48.4% 18.7% 100%

X2 = 6.275, p =  .18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1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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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1>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음악경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1 16 25 10 52

0% 1.9% 30.8% 48.1% 19.2% 100%

악 공
0 0 16 19 13 48

0% 0% 33.3% 39.6% 27.1% 100%

체
0 1 32 44 23 100

0% 1% 32% 44% 23% 100%

X2 = 2.053, p = .562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8.1%(25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0.8%(16명),매우 요하다가 19.2%(10명)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39.6%(19명)

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3.3%(16명),매우 요하다

27.1%(1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6) 어

어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122>와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보통이다가 43.6%(24

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요하다 41.8%(23명), 요하지 않다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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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요하지 않다 46%(46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

로 보통이다 29%(29명), 요하다가 18%(18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22> 어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7 24 23 1 55

0% 12.7% 43.6% 41.8% 1.8% 100%

피아노 학원 

사

7 46 29 18 0 100

7% 46% 29% 18% 0% 100%

체
7 53 53 41 1 155

4.5% 34.2% 34.2% 26.5% 0.6% 100%

X2 =  26.990, p =  .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1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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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3>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어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3 26 9 14 0 52

5.8% 50% 17.3% 26.9% 0% 100%

악 공
4 20 20 4 0 48

8.3% 41.7% 41.7% 8.3% 0% 100%

체
7 46 29 18 0 100

7% 46% 29% 18% 0% 100%

X2 = 10.510, p = .015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지 않다 50%(26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26.9%(14명),보통이다가 17.3%(9명)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지 않다,보통이다

가 각각 41.7%(20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

요하다가 각각 8.3%(4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7) 처 리사이틀

처 리사이틀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124>와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54.5%(30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9.1%(16명),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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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

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55%(55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요하다가 32%(32명), 요하지 않다 13%(13%)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표 Ⅳ-124> 처 리사이틀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0 3 16 30 6 55

0% 5.5% 29.1% 54.5% 10.9% 100%

피아노 학원 

사

0 13 55 32 0 100

0% 13% 55% 32% 0% 100%

체
0 16 71 62 6 155

0% 10.3% 45.8% 40% 3.9% 100%

X2 = 22.575, p =  .000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1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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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5>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처 리사이틀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7 27 18 0 52

0% 13.5% 51.9% 34.6% 0% 100%

악 공
0 6 28 14 0 48

0% 12.5% 58.3% 29.2% 0% 100%

체
0 13 55 32 0 100

0% 13% 55% 32% 0% 100%

X2 = .436, p = .804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51.9%(2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4.6%(18명), 요하지 않다 13.5%(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58.3%(28명)

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29.2%(14명), 요하지 않다

12.5%(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8)논문

논문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126>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7.3%(26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34.5%(19명),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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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

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5%(45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보통이다가 33%(33명),매우 요하다 13%(13명)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표 Ⅳ-126>논문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페다고지 

공

2 0 19 26 8 55

3.6% 0% 34.5% 47.3% 14.5% 100%

피아노 학원 

사

0 9 33 45 13 100

0% 9% 33% 45% 13% 100%

체
2 9 52 71 21 155

1.3% 5.8% 33.5% 45.8% 13.5% 100%

X2 =  8.714,   p = .069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공에

따른 응답은 다음 <표 Ⅳ-1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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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7>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논문

혀 

하지

않다

하지 

않다
보통 다 하다

매우

하다
체

피아노 공
0 5 13 22 12 52

0% 9.6% 25% 42.3% 23.1% 100%

악 공
0 4 20 23 1 48

0% 8.3% 41.7% 47.9% 2.1% 100%

체
0 9 33 45 13 100

0% 9% 33% 45% 13% 100%

X
2
=10.783,p=.013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2.3%(22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25%(13명),매우 요하다 23.1%(12명)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7.9%(23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41.7%(20명), 요하지 않다 8.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교육과정의 IPA

앞으로 구 지역에 개설 되어질 피아노 페다고지 공과의 교과 과정

을 만들 때 공선택․ 공필수를 분류하기 한 기반을 마련하기 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피아노 페다고지를 공하고 있는 공생들과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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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다고지를 공하지 않았지만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

를 가르치고 있는 피아노 교사들을 상으로 2009년 우리나라 9개 학원

에 개설되어 있는 피아노 페다고지 공과의 교과목에 하여 IPA분석 기

법을 응용하여 요도를 분석하 다.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생과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피아노 페다고지 교과목에

한 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Ⅳ-128>과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피아노교수학개론,

공실기가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반주법 즉흥연주가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는 공실기, 피아

노 교수법,음악경 ,피아노 교수 실습(인턴쉽), 피아노교수법 등의 항

목 순으로 요한 교과목이라고 응답하 고,디지털피아노교수법(컴퓨터

피아노),피아노 지도철학, 어,지휘법 등의 항목 순으로 요하지 않은

교과목이라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은 공실기,아동 심리학

교육 심리학, 피아노 교수학 등의 항목 순으로 요한 교과목이라고

응답하 고,그룹 피아노 교수법, 어,디지털 피아노 교수법(컴퓨터 피아

노),지휘법 등의 항목 순으로 요하지 않는 교과목이라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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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28>교과목의 IPA분석

교과목명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평균
표

편차
순 평균 표 편차 순

피아노교수학개론 4.60 ±0.66 1 3.82 ±0.87 12

피아노교수법 4.55 ±0.63 2 4.13 ±0.80 10

피아노교수법 4.49 ±0.69 4 4.38 ±0.65 4

피아노교수법세미나 4.24 ±0.69 12 4.32 ±0.66 5

피아노교수법 3.96 ±0.74 16 2.94 ±0.76 19

피아노교수실습(인턴쉽) 4.49 ±0.54 4 4.18 ±0.78 9

그룹피아노교수법 3.84 ±0.76 17 2.79 ±1.02 23

디지털피아노교수법

(컴퓨터피아노)
3.58 ±0.79 21 2.49 ±0.99 25

피아노지도철학 3.42 ±0.53 22 2.9 ±0.61 20

공실기 4.60 ±0.56 1 4.49 ±0.61 2

공실기심화과정 4.27 ±0.78 10 4.13 ±0.71 10

피아노연주세미나(피아노연주법)4.31 ±0.60 8 3.89 ±0.71 11

피아노앙상블 4.07 ±0.72 15 3.11 ±0.78 18

졸업연주(독주회) 4.09 ±0.55 14 4.29 ±0.66 6

피아노문헌(문헌세미나) 4.38 ±0.62 6 4.23 ±0.65 8

서양음악사 4.40 ±0.56 5 3.24 ±0.90 16

고 연구(집 탐구) 3.84 ±0.69 17 2.85 ±0.97 22

반주법 즉흥연주 4.29 ±0.60 9 4.55 ±0.52 1

고 건반화성 작곡(음악이론) 4.31 ±0.63 8 3.44 ±0.56 15

지휘법 3.15 ±0.99 24 2.4 ±1.02 26

유아음악교육(유아피아노지도법)4.25 ±0.67 11 4.25 ±0.69 7

음악교육이론 4.13 ±0.72 13 3.5 ±0.92 14

아동심리학,교육심리세미나 4.33 ±0.58 7 4.42 ±0.64 3

음악치료과목 3.76 ±0.77 18 2.89 ±0.95 21

음악경 4.53 ±5.46 3 3.89 ±0.76 21

어 3.33 ±0.72 23 2.58 ±0.87 24

처리사이틀 3.71 ±0.74 19 3.19 ±0.65 17

논문 3.69 ±0.86 20 3.62 ±0.8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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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와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이 인식하고 느끼는 피아노 페다고지 교과목의 요한 정도

를 IPA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피아노 페다고지 교과목의 요 IPA

1 피아노교수학개론 15피아노문헌(문헌세미나)

2 피아노교수법 16서양음악사

3 피아노교수법 17고 연구(집 탐구)

4 피아노교수법세미나 18반주법 즉흥연주

5 피아노교수법 19고 건반화성 작곡(음악이론)

6 피아노교수실습(인턴쉽) 20지휘법

7 그룹피아노교수법 21유아음악교육(유아피아노지도법)

8 디지털피아노교수법 22음악교육이론

9 피아노지도철학 23아동심리학,교육심리세미나

10 공실기 24음악치료과목

11 공실기심화과정 25음악경

12피아노연주세미나(피아노연주법) 26 어

13피아노앙상블 27 처리사이틀

14졸업연주(독주회) 28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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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1사분면 (좋은 수행도 지속 유지:Keepupthegoodwork)

제 1사분면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의 피아노 교

수학 교과목에 한 요도가 높고,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한 피아노 교수학 교과목에 한 요도를 높게 여기는 역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와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모두 교육 과정에서 요 정도가 체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제 1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피아노 교수학 개론’,‘

피아노 교수법’,‘ 피아노 교수법’,‘피아노 교수법 세미나’,‘피아노 교

수 실습(인턴쉽)’,‘공 실기 심화(비 공자)’,‘피아노 연주 세미나(피아노

연주법)’,‘피아노 문헌(문헌 세미나)’,‘반주법 즉흥 연주’,‘유아 음악 교

육(유아 피아노 지도법)’,‘아동 심리학,교육 심리 세미나’,‘졸업 연주(독주

회)’,‘음악 경 ’등이 속하며,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와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모두 교육 과정에서 요한 것으로

응답하 다.이 항목들은 피아노 페다고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

지 공자와 피아노 학원 교사들 모두 요하다고 인식하므로 지속 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교과목으로 볼 수 있다.

2)제 2사분면 (노력 집 화의 지향:Concentratehere)

제 2사분면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의 피아노 교

수학 교과목에 한 요도는 높지만,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

사들의 피아노 교수학 교과목에 한 요도는 매우 낮게 평가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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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집 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역이다.

제 2사분면에 나타난 항목에 해서는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

지 공자는 교육 과정을 요하게 생각하지만,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육과정이다.제 2사분면에 해

당하는 항목로는 ‘서양음악사’,‘고 건반화성 작곡(음악이론)’,‘음악교육

이론’이 있으며,이는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요한

교과목이라고 응답했지만,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은 요

하지 않은 교과목이라고 응답한 것이다.다시 말하면 구지역 피아노 학

원과 교습소 교사들이 교육 장에서는 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피아노를 가르칠 때에 ‘서양 음악사’나 ‘음악 교육 이론’이 직

으로 설명을 하거나 피아노 슨에 직 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이 요도를 낮게 여

겼지만 원론 으로 살폈을 때 이 과목들은 피아노를 가르침에 있어서 반

으로 기본 인 이해와 교사들의 사 지식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하는

과목들이다.서양음악사에 한 기 지식이 없다면 피아노를 가르칠 때에

편 인 지도는 가능할지 모르나 음악 반에 걸친 흐름,시 요구 등

에 한 이해 없이 일방 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

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 음악 교육 이론 역시 응답자들이 낮은 심

을 보 으나 음악 교육 이론이 받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아노 교

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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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 3사분면 (낮은 우선순 :Low priority)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의 피아노 교수학 교과목에

한 요도가 낮고,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의 피아노 교

수학 교과목에 한 요도도 낮은 상태이다.

제 3사분면은 28개 교과목에 하여 상 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피

아노 페다고지 공자와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모두 요한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과목으로 ‘ 피아노 교수법’,‘그룹 피아노 교수

법’,‘디지털 피아노 교수법’,‘피아노 지도 철학’,‘피아노 앙상블’,‘고

연구(집 탐구)’,‘음악 치료 과목’,‘어’,‘지휘법’,‘처리사이틀’이 있

으며,이는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나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모두 요하지 않은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제 3사분면에 속한 10개의 교과목들이 28개의 교과목과

비교했을 때 상 으로 낮은 정도이기 때문에 우선 순 에서 릴 수는

있으나 자칫 필요 없는 교과목으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

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에 하여 다각도로 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연구

상자들 가운데 교과목에 한 의식이나 개념이 부족하여 과목에 한 개

념의 희박성으로 인하여 10여개의 교과목이 낮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에

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연구자가 교과목에 하여 설명

을 하 더라도 연구 상자들이 직 해보지 못했던 과목이거나 다소 이

해가 어려워서 요도에 하여 낮게 책정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는 바

이다.다른 한편으론 경 학에서 서비스 사업의 IPA를 따져 봤을 때,제 3

사분면에 속한 경우에 계속 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만큼의 이득을 가져

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삭제하거나 폐지하게끔 유도하지만,피아노



- 222 -

페다고지 교과목의 경우는 교과목의 폐지를 언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서울

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과 피아노 학원 교사가 의 10개

교과목에 하여 그 요성을 낮게 책정했는지에 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피아노 페다고지를 제 로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맞는 교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의 수가 으로 부족하고 우리나라에서 피

아노 페다고지에 한 개념 인식의 부족이 의 10개 항목에 하여 그

요도에 하여 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그러나 의 10개 항목까지

도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와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

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요성이 피력된다면 피아노 페다

고지가 더욱 질 좋은 교육으로 바 어 질 것이다. 한,피아노 페다고지가

우리나라에 개설이 되고 10여년이 지난 재까지도 여 히 페다고지에

한 인식이 불분명하며 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교과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제 4사분면 (과잉 노력 지양:Possibleoverkill)

마지막 4사분면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의 피아

노 교수학 교과목에 한 요도는 낮고,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의 피아노 교수학 교과목에 한 요도는 높은 역이다.

제 4분면에 나타난 항목에 해서는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는 교육과정의 요도가 낮지만,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

사는 요도가 높은 것이며 교과목은 ‘논문’이 해당된다.설문 상자 155

명의 45.8%(71명)가 논문을 쓰지 않는 학부 출신이고 석사 출신이 41.3%

(64명)있긴 하지만 실 으로 논문 신 연주로 졸업을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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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기 때문에 논문에 한 요도를 낮게 책정한 듯하다. 공별로 살

펴봤을 때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89.1%(49명)의 석사

출신이 있지만 앞서 이론 배경에서 살펴본 바 9개 피아노 페다고지 공

학원에서 졸업 연주를 필수 으로 시행하지만 논문은 선택사항으로 선택

과목으로 체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그러나 반면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이 논문을 요하게 여긴 것에 하여서는 고학력 시

에 앞으로 피아노 페다고지가 발 을 하기 하여 논문의 요도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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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요약

본 연구는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

이 실질 으로 요구하는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2009년 국내 피아

노 페다고지 공 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피아노 페다고지 교과목을 조사

분석하여, 구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교육 과정 개설에 실질 토 를 마

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서 피아노 페다고지를 공하고 있는 공생님 55명과 피아노 페다고지를

공하지 않은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100명을 상으로 진

행 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으로 성별의 경우 남자(7.1%,11명)보다 여자

(92.9%,144명)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연령의 경우 30 가 42.6%

(66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20 (39.4%,61명),40 (17.4%,27명),

50 (0.6%,1명)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최종학력으로는 4년제 학 졸업

이 45.8%(71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학원(석사)재학․졸업

(41.3%,64명),2년제 학 졸업(9%,14명), 학원(박사)재학․졸업(3.9%,

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으로는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가 35.5%

(55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피아노 연주(33.5%,52명),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31%,48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피아노 슨 경

력으로는 10년 이상이 40%(62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5년 이상 8

년 미만(25.2%,39명),8년 이상 10년 미만(15.5%,24명),3년 이상 5년 미

만(14.8%,23명),1년 이상 3년 미만(3.2%,5명),1년 미만(1.3%,2명)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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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어렵거나 부담되는 것으로 아이들

을 다루는 능력이 47.1%(7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그 다음으로

작품 해석 능력(25.8%,40명),테크닉(18.7%,29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부하고 싶은 것으로는 심리와 연계된 학

습이 45.2%(70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피아노 테크닉(14.8%,23

명), 공 슨(12.3%,19명),반주 즉흥 연주법(11%,1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와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

소 교사의 성별을 교차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의 경우 여자가 98.2%(54명),남자가 1.8%(1명)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여자가 90%(90명),남자가 10%(10명)로 나타났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 공 교사의 경우 여

자가 92.3%(48명),남자가 7.7%(4명)로 나타났고,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

악 공 교사의 경우 여자 87.5%(42명),남자 12.5%(6명)로 나타났다.서울․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와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연령을 교차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30

가 47.3%(26명)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20 가 36.4%(20명),40 가

14.5%(8명),50 1.8%(1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경우 20 가 41%(41명)로 가장 많

았고,그 다음으로 30 는 40%(40명),40 19명(19%)등의 순으로 조사되었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 공 교사의 경우 30

가 44.2%(23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20 46.2%(24명),40 9.6%

(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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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선생님의 경우 20 와 30 가 각각 35.4%(17명)

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40 29.2%(14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교차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학원 석사 재학․졸업이 89.1%(49명), 학원 박사 재학․졸업이

10.9%(6명)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4년

제 학 졸업자가 71%(71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학원 석사 재

학․졸업이 15%(15명),2년제 학 졸업 14%(14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공 교사의 경우 4년제

학 졸업이 67.3%(35명)로 가장 많았고,2년제 학 졸업 19.2%(10명),

학원 석사 재학․졸업 13.5%(7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

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

우 4년제 학 졸업이 75%(36명)로 가장 많았고, 학원 석사 재학․졸업

16.7%(8명),2년제 학 졸업 8.3%(4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의 일반 특성 가운데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를 제외하고,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의 공을 살펴보

았다.피아노 연주 공이 52%(52명) 고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이 48%(48명)로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48%(48명)의 교

사가 피아노를 공하지 않고도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

치고 있다.

피아노를 가르친 경력을 교차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

다고지 공자는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력이 38.2%(2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8년 이상 10년 미만 20%(11명),10년 이상 18.2%(10명),5년

이상 8년 미만 14.5%(8명),1년 이상 3년 미만 9.1%(5명)등의 순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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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10년 이상이 52%(52명)

로 가장 많았고,5년 이상 8년 미만(31%),8년 이상 10년 미만(13%),3년

이상 5년 미만(2%),1년 미만(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욕구분석으로 피아노를 가르칠 때 어렵거나 부담스럽게 느낀 부분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아이들을 다루

는 능력을 49.1%(27명)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다음으로 작품 해석 능력

(30.9%,17명), 토리 선정(10.9%,6명),이론(3.6%,2명),테크닉(1.8%,1

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고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다(3.6%,2명)

는 응답도 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 역시 피아노를 가

르칠 때 아이들을 다루는 능력이 46%(46명)로 가장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선택했다.다음으로 테크닉(28%,28명),작품 해석 능력(23%,

23명), 토리 선정(1%,1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고 어렵거나 부담스러

운 부분이 없다(2%,2명)는 응답도 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의 세부 공을 살펴봤을 때 피아노 공 교사 63.5%(33명)는 아이

들 다루는 능력이 피아노를 가르칠 때 가장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이라

고 응답하 다.다음으로 테크닉 28.8%(15명), 토리 선정 1.9%(1명),

작품 해석 능력 1.9%(1명)등의 순서로 나타났고,피아노를 가르칠 때 어렵

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다(3.8%,2명)는 응답도 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45.8%

(22명)는 작품 해석 능력이 피아노를 가르칠 때 가장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응답하 다.그 다음으로 아이들을 다루는 능력(27.1%,13명),

테크닉(27.1%,13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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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부분으로 심리와 연계된 학습

을 61.8%(34명)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교재 분석 연구(16.4%,9명),반

주 즉흥 연주법(7.3%,4명),학원 운 법(7.3%,4명),피아노 테크닉

(3.6%,2명), 공 슨(3.6%,2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은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부분으

로 심리와 연계된 학습을 36%(36명)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피아노 테크닉

(21%,21명), 공 슨(17%,17명),반주 즉흥 연주법(13%,13명),학원

운 법(10%,10명),교재 분석 연구(3%,3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공 교사 40.4%(21명)는

심리와 연계된 학습을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응답하 고 학원 운 법

(17.3%,9명),반주 즉흥 연주법(15.4%,8명),피아노 테크닉(13.5%,7

명), 공 슨(7.7%,4명),교재 분석 연구(5.8%,3명)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

악 공 교사 31.3%(15명)는 심리와 연계된 학습을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응답하 고 공 슨(27.1%,13명),피아노 테크닉(29.2%,14명),반주

즉흥 연주법(10.5%,5명),학원운 법(2.1%,1명)순으로 응답하 다.

피아노를 가르칠 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교과목을 3순 로 선택하는

문항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아동 심

리학,교육심리세미나,피아노교수학개론(56.4%,31명)이 피아노를 가르칠

때 도움이 되는 가장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응답하 으며,피아노 교수 실

습(41.8%,23명),반주법 즉흥 연주(32.7%,18명)등의 순으로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선택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은 아동

심리학,교육심리 세미나(65%,65명)가 피아노를 가르칠 때 가장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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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교과목으로 응답하 다.다음으로 반주법 즉흥 연주(54%,54명),

유아음악교육,유아 피아노 지도법(44%,55명)등의 교과목이 피아노를 가

르칠 때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세부 공을 살펴봤을 때,피아노 공 교사는 아동 심리학,교육

심리세미나 61.5%(32명)를 가장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선택하 고,반주법

즉흥 연주(59.6%,31명),유아음악교육(53.8%,28명)등의 교과목이 피

아노를 가르칠 때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응답하 다.피아노 연주 공 아

닌 음악 공 교사는 아동 심리학,교육심리세미나 68.8%로 가장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응답하 고,피아노교수학개론(54.2%),반주법 즉흥연주․

공실기(47.9%)순으로 피아노를 가르칠 때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응답하

다.

지도 철학으로 학생들의 기질과 성을 악하여 지도하는 정도를 분

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 54.5%(30명)가 학생

들의 기질과 성을 악하여 지도하려고 매우 노력한다고 응답하 다.다

음으로 체로 그 다가 45.5%(25명)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 89%(89명)는 학생들의 기질과 성을 악하여 지도하려고

체로 노력한다고 응답하 고,그 그 다 6%(6명),매우 그 다 5%(5

명)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

노 공 교사 94.2%(49명)는 체로 학생의 기질과 성을 악하려고 노

력한다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

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83.3%(40명)는 체로 학생의 기질과 성

을 악하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매우 노력한다(10.4%,5

명),그 그 다(6.3%,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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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철학으로 학생들의 사 지식 수 을 악하여 지도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47.3%(26명)

가 학생의 사 지식 수 을 매우 잘 악하여 피아노를 가르친다고 하

고,다음으로 체로 악한다 41.8%(23명),그 그 다 10.9%(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62%(62명)는 체

로 학생의 사 지식 수 을 악한다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그 그

다 38%(3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공 교사는 학생들의 사 지식 수 을 악하는 정도에 하여

그 그 다 63.5%(33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 고,다음으로 체로 학생

의 사 지식 수 을 악한다(36.5%,19명)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

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

우 89.6%(43명)가 학생들의 사 지식 수 을 체로 악한다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그 그 다(10.4%,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도 철학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악하여 지도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

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54.5%(30명)가 학생들

의 흥미를 매우 잘 악하여 지도한다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체로 그

다(45.5%,25명)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63%(63명)는 체로 학생의 흥미를 악한다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그

그 다 27%(27명),학생들의 흥미를 매우 잘 악하여 지도한다(10%,10

명)의 순으로 응답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공 교사들은 체로 학생의 흥미를 악하여 지도 한다(53.8%,28명)고

응답하 고 46.2%(24명)는 그 그 다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

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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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5명)가 체로 학생들의 흥미를 악한다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매우 잘 악한다(20.8%,10명),그 그 다(6.3%,3명)등의 순으로 응답

했다.

지도 철학으로 학생의 상태를 악하기 한 학생․학부모와의 주기

인 상담을 하는 것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의 경우 학생의 상태를 악하기 해 학생․학부모와의 주기 인 상담을

매우 잘한다(54.5%,30명)고 응답했고,다음으로 45.5%(25명)가 체로 그

다고 응답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학생의 상태를

악하기 해 학생․학부모와의 주기 인 상담을 매우 잘한다 70%(70명)고

응답했고,다음으로 체로 그 다(28%,28명),그 그 다(2%,2명)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공 교사

경우 65.4%(34명)가 학생․학부모와 매우 상담을 잘한다고 응답하 고,다음

으로 체로 상담한다(30.8%,16명),그 그 다 3.8%(2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

악 공 교사 경우 75%(36명)가 학생․학부모와 매우 상담을 잘한다고 응답

하 고,다음으로 체로 그 다(25%,12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교사의 자기 개발에 한 내용 진학하여 꾸 하게 공부하려는 태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69.1% (38명)

가 진학하여 공부하려는 태도에 매우 극 으로 응답하 으며,다음으로

체로 그 다(30.9%,17명)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

습소 교사 경우 53%(53명)는 진학하여 공부하려는 생각이 체로 없다고 응

답하 고,다음으로 그 그 다 28%(28명),매우 그 다 14%(14명), 체로

그 다 5%(5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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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아노 공 교사 경우 55.8%(29명)는 진학하여 공부할 생각이 체로

없다고 하 고,다음으로 그 그 다 44.2%(23명)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

사 경우 50%(24명)는 진학할 생각이 체로 없다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매

우 그 다 29.2%(14명),그 그 거나 체로 그 다 10.4%(5명)등의 순으

로 응답하 다.

교사의 자기 개발에 한 내용 장의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34.5%(19

명)가 장의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하여 그 그 다라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체로 그 거나 매우 그 다(32.7%,18명)등의 순으

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은 체 으로 장의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 하지 않는 것(63%,63명)으로 나타났으며,그

그 다(18%,18명),매우 그 다(14%,14명), 체로 그 다(5%,5명)등의 순

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공 교사

경우 장의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하여 체로 그 지 않다

(71.2%,37명),그 그 다(28.8%,15명)로 응답하 고,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선생님들은 체 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다가 54.2%(26명),매우 그 다(29.2%,14명), 체로 그 다(10.4%,5명),그

그 다(6.3%,3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교사의 자기 개발에 한 내용 음악 문 서 을 구매하거나 정기

구독하여 읽는 것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58.2%(32명)는 체로 음악 문 서 을 구매하거나 정기 구독하여 읽지

않는다고 응답하 고,41.8%(23명)는 음악 문 서 을 구매하거나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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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여 읽는 것이 그 그 다라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63%(63명)는 체로 음악 문 서 을 구매하거나 정기 구독

하여 읽지 않는다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그 그 다 18%(18명), 체로

구독하여 읽는다 10%(10명) 구독하여 읽지 않는다 9%(9명)등의 순

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에서도 피아노

를 공한 교사의 경우 86.5%(45명)는 체로 음악 문 서 을 구매하거

나 정기 구독하여 읽지 않는다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그 그 다 7.7%

(4명),음악 문 서 을 구매하거나 정기 구독하여 읽지 않는다

5.8%(3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37.5%(18명)가 체로 음악 문 서 을 구매하거나 정기 구

독하여 읽지 않는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그 그 다 29.2%(14명),

체로 구독하여 읽는다 20.8%(10명), 구독하지 않는다 12.5%(6명)

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피아노 지도 내용 방법에 한 것으로 수업을 비할 때 단원의 내용

을 확인하는가에 한 분석 결과는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의 경우 수업을 비할 때 단원의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것에 하여 그 그

다가 50.9%(28명)로 가장 많았고, 체로 수업을 비할 때 단원의 내용을 확

인하지 않는다 47.3%(26명), 체로 수업을 비할 때 단원의 내용을 확인한

다 1.8%(1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경우 50%(50명)는 체로 수업을 비할 때 단원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

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그 그 다 34%(34명), 체로 확인한다

11%(11명),수업을 비할 때 단원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 5%(5명)

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 234 -

공 교사 65.4%(34명)는 수업을 비 할 때 체로 단원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

는다고 응답하 고,그 그 다(25%,13명),수업 비할 때 단원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9.6%,5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피아노 연주 공

이 아닌 음악 공 교사 43.8%(21명)는 수업 비할 때 단원의 내용을 확인하

는 것에 하여 그 그 다라고 응답하 고 33.3%(16명)는 수업 비할 때

단원의 내용을 체로 확인하지 않는다,22.9%(11명)는 체로 수업을 비할

때 단원의 내용을 확인한다고 응답하 다.

수업을 비할 때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비하는 것을 분석한 결과 서

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52.7%(29명)는 수업을 비할

때 학생의 흥미를 매우 고려한다고 응답하 고, 체로 고려한다 34.5%(19

명),그 그 다 12.7%(7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

과 교습소 교사 47%(47명)는 수업을 비할 때 체로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

여 수업을 비한다고 응답하 고,그 그 다(24%,24명),매우 그 다

(18%,18명),수업을 비할 때 체로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지 않는다(11%,

11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

노 공 교사 40.4%(21명)는 체로 수업을 비할 때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

여 비한다고 하 고 그 그 다(34.6%,18명), 체로 그 지 않다(21.2%,

11명),매우 그 다(3.8%,2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54.2%(26명)는 체로 수업을 비할 때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비한다고 하 고,매우 그 다 33.3%(16명),그 그 다 12.5%(6

명)등으로 응답하 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수업을 비할 때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그 그 다 72.7%(40명)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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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체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는다 18.2%(10명),수업 계획

안을 매우 잘 작성한다 5.5%(3명), 체로 작성한다 3.6%(2명)등의 순으

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32%(32명)가

수업을 비할 때 수업 계획안 작성하는 것을 그 그 다라고 응답하

고, 체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는다 25% (25명), 체로 수업 계획

안을 작성한다 15%(15명),수업 비할 때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는다 28%(28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공 교사의 경우 44.2%(23명)는 수업 계획안을 작성

하지 않는다고 하 고,32.7%(17명)는 체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

는다,23.1%(12명)는 그 그 다라고 응답하 다.피아노 연주 공이 아

닌 음악 공 교사 경우 41.7%(20명)가 수업을 비할 때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그 그 다라고 응답하 고 체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한

다 31.3%(15명), 체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는다 16.7%(8명),수업

을 비할 때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는다10.4%(5명)의 순으로 응

답하 다.

수업을 마친 후 수업에 한 수행 평가를 자주 하는가에 하여 서울

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49.1%(27명)는 그 그 다라고 응답

하 고, 체로 수행 평가를 한다 34.5%(19명), 체로 수행 평가를 하지

않는다 16.4%(9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

소 교사47%(47명)는 체로 수업을 마친 후 수업에 한 수행 평가를 자

주 하는 편이라고 하 고,29%(29명)는 매우 그 다,그 그 다 22%(22

명), 체로 수업을 마친 후 수행 평가를 하지 않는다 2%(2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공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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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3명)가 체로 수업을 마친 후 수업에 한 수행 평가를 한다고 하

고,그 그 다 42.3%(22명),매우 그 다 9.6%(5명), 체로 수업을 마

친 후 수업에 한 수행 평가를 하지 않는다 3.8%(2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50%(24명)는 수업을 마친 후

수업에 한 수행 평가를 매우 잘한다고 하 고 50%(24명)는 수업을 마친

후 체로 수업에 한 수행 평가를 한다고 응답하 다.

학생의 연령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하는 것에 한 응답은 서

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45.5%(25명)가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한다고 하 고,그 다음으로 체로 그 다

41.8%(23명),그 그 다 12.7%(7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

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55%(55명)가 연령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

을 용하는 것에 해 그 그 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체 으

로 그 다 29%(29명),매우 그 다 10%(10명), 체로 연령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하지 않는다 4% (4명),연령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하지 않는다 2%(2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침에 있어서 가르치는 상이 4-5살의 유아인지 유치부인지 아니면

등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피아노를 가르치는 요령

과 기본 인 피아노 지도법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 구지역 피아

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55%(55명)가 그 그

다라고 응답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공 교사 61.5%(32명)는 학생의 연령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하는 것에 해 그 그 다라고 응답하 고, 체로 학생의

연령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한다 26.9%(14명), 체로 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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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명),학생의 연령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하지 않는다

3.8%(2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47.9%(23명)는 학생의 연령에 따

라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하는 것에 해 그 그 다라고 응답하 고,

체로 학생의 연령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용한다 31.3%(15명),매우

그 다 20.8%(10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피아노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교육 보조 자료 에서 메트로놈의 사용

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메트로놈을 매일 사용한다가 52.7%(29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 고,가끔

사용한다 38.2%(21명),보통이다 9.1%(5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

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보통 메트로

놈을 사용한다가 69%(69명)로 가장 많았고,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6%(16

명),가끔 사용한다 11%(11명),피아노를 가르칠 때 메트로놈을 사용

하지 않는다 4%(5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

습소 교사 피아노 공 교사의 경우 73.1%(38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보통 메트로놈을 사용한다고 응답하 고, 피아노를 가르칠 때 거의 메트

로놈을 사용하지 않는다 19.2%(10명),피아노를 가르칠 때 메트로놈을

사용하지 않는다 7.7%(4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64.6%(31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보통 메트

로놈을 사용한다고 응답하 고,피아노를 가르칠 때 가끔 메트로놈을 사용

한다 22.9%(11명),피아노를 가르칠 때 메트로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2.5%(6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피아노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교육 보조 자료 에서 오디오의 사용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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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오디오를

매일 사용한다가 60%(33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 고,가끔 사용 한다

36.4%(20명),보통이다 3.6%(2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오디오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다가 42%(42명)로 가장 많았고,피아노를 가르칠 때 매일 오디오를 사용 한다

20% (20명),보통이다 20%(20명),가끔 사용 한다 9%(9명),피아노를 가르칠

때 오디오를 사용하지 않는다 9%(9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

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공 교사 67.3%(35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오디오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피아노 연주 공

이 아닌 음악 공 41.7%(20명)의 교사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오디오를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피아노를 공한 교사 17.3%(9명)와 피아노 연주 공

이 아닌 음악 공 교사 22.9%(11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보통 오디오를 사

용한다고 응답하 다.반면 9.6%(5명)의 피아노 공 교사 8.3%(4명)의 피아

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들은 피아노를 가르칠 때 오디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피아노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교육 보조 자료 에서 시각교재의 사용

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50.9%(28명)는 피아노

를 가르칠 때 가끔 시각 교재를 사용한다고 응답하 고,보통이다 36.4%

(20명),피아노를 가르칠 때 시각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2.7%(7명)

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51%(51명)

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시각 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피아노를 가르칠 때 시각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30%(30명),피아노를

가르칠 때 시각교재를 가끔 사용한다 19%(19명)의 순으로 응답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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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경우 공별로 살펴보면,피아노

공 교사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시각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71.2%(37명)가 응답하 으며,28.8% (15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시각교

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 다.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39.6%(19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시각 교재를 가끔 사용한

다고 응답하 고,피아노를 가르칠 때 시각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31.3%(15명),피아노를 가르칠 때 시각 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9.2%(14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피아노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교육 보조 자료 에서 디지털 피아노의

사용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69.1%(38명)는 피

아노를 가르칠 때 디지털 피아노를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

으로 매일 사용한다 21.8%(12명),보통이다 9.1%(5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디

지털 피아노를 사용하지 않는다 56%(56명)가 가장 많았고,디지털 피

아노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5%(25명),피아노를 가르칠 때 디지털 피아

노를 매일 사용한다 19%(19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피아노를 가르칠 때의 지도 유형 에서 손 모양을 강조는 서울과 경

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손 모양을 매

우 강조한다 70.9%(39명)고 응답했으며,피아노를 가르칠 때 손 모양을 강

조한다 18.2%(10명),보통이다 10.9%(6)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

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80%(80명)가 피아노를 가르칠 때 손 모

양을 매우 강조했으며,20%(20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손 모양을 강조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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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61.5%(32명)가 피아노를 가르칠 때 손 모양을 매우 강조하고,

38.5%(20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손 모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100%(48명)모두가 피아

노를 가르칠 때 손 모양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지도 유형 에서 정확한 독보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정확학 독보 능력을 강조한다 72.7%(40명)

고 응답하 다.다음으로 정확한 독보 능력을 매우 강조한다 20%(11명),

보통이다 7.3%(4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93%(93명)가 정확한 독보 능력을 매우 강조한다고 하 고,

7%(7명)는 정확한 독보 능력을 강조하면서 피아노를 가르친다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손 모양을 강조하던 것과 같이

100%(48명)모두가 정확한 독보 능력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피아

노 공 교사의 경우 86.5%(45명)가 정확한 독보 능력을 매우 강조한다고

하 고,13.5%(7명)는 정확한 독보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 유형 에서 박자와 리듬을 강조하는 것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

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박자와 리듬을 강조한다가 72.7%(40명)고 응답하

다.다음으로 박자와 리듬을 매우 강조한다 20%(11명),보통이다 7.3%(4

명)의 순으로 응답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87%

(87명)가 박자와 리듬을 매우 강조하는 것으로 응답하 고,다음으로 박자

와 리듬을 강조한다 13%(13명)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

습소 교사 피아노 공 교사 84.6%(44명)와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89.6%(43명)는 박자와 리듬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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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피아노 공 교사 15.4%(8명)와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10.4%(5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 다.

지도 유형 에서 운지법을 강조하는 것에 한 응답은 서울과 경기지

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운지법에 하여 보통이다(50.9%,28명)라

고 응답하 고,운지법을 강조한다(30.9%,17명),운지법을 매우 강조한다

(14.5%,8명), 체로 운지법을 강조하지 않는다(3.6%,2명)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70%(70명)는 운지

법을 매우 강조하는 것으로 응답하 고,운지법을 강조한다(22%,22명),보

통이다(8%,8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

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89.6%(43명)와 피아노

공 교사의 51.9%(27명)가 운지법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고,피아노

공 교사는 운지법을 강조한다(32.7%,17명),보통이다(15.4%,8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으며,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10.4%(5

명)는 운지법을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지도 유형 에서 이징과 아티큘 이션에 한 응답은 서울과 경기

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피아노를 가르칠 때 이징과 아티큘

이션을 강조한다 72.7%(40명)고 응답하 다.다음으로 이징과 아티큘

이션을 매우 강조한다 20%(11명),보통이다 7.3%(4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51%

(51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이징과 아티큘 이션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다음으로 이징과 아티큘 이션을 강조한다 37%(37명),보

통이다 12%(12명)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공별로 이징과 아티큘 이션의 강조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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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연주 공 교사 42.3%(22명)와 음악 공 교사 60.4%(29명)는 이

징과 아티큘 이션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다음으로 피아노 연주

공 교사 34.6%(18명)와 음악 공 교사 39.6%(19명)는 이징과 아티큘

이션을 강조한다고 응답하 고,피아노를 공한 선생님 23.1%(12명)는

이징과 아티큘 이션을 보통이라고 응답하 다.

지도 유형 에서 페달링에 한 응답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

지 공자의 경우 페달링을 강조한다 72.7%(40명)가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페달을 매우 강조한다 20%(11명),보통이다 7.3%(4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73%(73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페달링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고,다음으로 페달링을 강조한다 20%(20

명),보통이다 7%(7명)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공 교사 57.7%(30명)와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89.6%(43명)는 페달링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피아노 공

교사 28.8%(15명)와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10.4%(5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페달을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피아노를 공한 교사

13.5%(7명)은 보통이라고 응답하 다.

지도 유형 에서 다이나믹에 한 응답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

고지 공자의 경우 다이나믹을 강조한다 72.7%(40명)가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다이나믹을 매우 강조한다 20% (11명),보통이다 7.3%(4명)등의 순으

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83%(83명)는 피

아노를 가르칠 때 다이나믹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고,17%(17명)는 다

이나믹을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

아노 공 교사 76.9%(40명)는 다이나믹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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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다이나믹을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구

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89.6%(43명)는 다이나믹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고,10.4%(5명)는 다이

나믹을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음색에 한 응답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72.7%(40명)가 음색을 강조한다고 응답하 고,음색을 매우 강조한다 20%

(11명),보통이다 7.3%(4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

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47%(47명)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음색을 강조한

다고 응답하 고,그 다음으로 음색을 매우 강조한다 39%(39명),보통이다

14%(14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공 교사의 57.7%(30명)가 음색을 강조한다고 하 고,음색을 매

우 강조한다(23.1%,12명),보통이다(19.2%,10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56.3%(27명)는 음색을 매우 강조한다고 하 고,음색을 강

조한다(35.4%,17명),보통이다(8.3%,4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지도유형 에서 음악스타일에 한 응답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음악 스타일을 강조한다(58.2%,32명)가 가장

많았고,매우 강조한다(41.8%,23명)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

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43%(43명)는 음악스타일에 하여 보통이라고 응

답하 고,음악스타일을 강조한다(34%,34명),음악스타일을 매우 강조한다

(24%,24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

사 피아노 공 교사 65.4%(34명)는 음악스타일에 하여 보통이라고

응답하 고,음악스타일을 강조한다 34.6%(18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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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50%(24명)는 음악 스타일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고 강조한다

31.3% (15명),보통이다 18.8%(9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지도유형 청음에 한 응답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청음을 강조한다(58.2%,32명)고 하 고,41.8% (23명)는 청음

을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청음에 하여 보통이다 48%(48명)로 응답하 고,청음을 강조한다

28%(28명),청음을 매우 강조한다 24%(24명)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공 교사의 경우 59.6%(31

명)가 청음에 해 보통이라고 응답하 고,40.4%(21명)는 청음을 강조한

다고 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50%(24명)가 청음을 매우 강조한다는

응답 하 고,보통이다 35.4%(17명),청음을 강조한다 14.6%(7명)의 순으로

응답하 다.

지도 유형 에서 이조에 한 응답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

지 공자 58.2%(32명)는 이조를 강조한다고 하 고,41.8%(23명)는 이조

를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36%(36명)는 이조를 강조한다고 응답하 으며,매우 강조한다24%(24

명),보통이다 21%(21명), 체로 이조를 강조하지 않는다 19%(19명)의 순

으로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이조에 해서

는 피아노를 공하지 않은 교사가 더 정 이었다.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50%(24명)가 이조를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한 반면,

피아노를 공한 교사 36.5%(19명)는 체로 이조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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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

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 36.5%(19명)는 이조를 강조한다,26.9%(14명)

는 보통이다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선생님 35.4%

(17명)는 이조를 강조한다,14.6%(7명)는 보통이다고 응답하 다.

지도유형 가운데 즉흥 연주 반주에 한 응답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58.2%(32명)는 즉흥 연주 반주를 강조

한다고 응답하 고,41.8%(23명)는 즉흥 연주 반주를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83%(83명)가 즉

흥 연주 반주를 매우 강조한다고 응답했고,17%(17명)는 즉흥 연주

반주를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공 교사 76.9%(40명)는 즉흥 연주 반주를 매우 강조한다고 하

고,23.1%(12명)는 즉흥 연주 반주를 강조한다고 응답하 다. 구지

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

사 89.6%(43명)는 즉흥 연주 반주를 매우 강조한다고 하 고,10.4%(5

명)는 즉흥 연주 반주를 강조한다고 응답 하 다.

피아노 페다고지 공 교과목의 요도에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피아노 교수학 개론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

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피아노 교수학 개론 과목이 매우 요하다가

69.1%(38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 21.8%(12명),보통이다

9.1%(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0%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30%),매우



- 246 -

요하다(24%)등의 순으로 나타났고,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공 교사

40.4%(21명)는 피아노 교수학 개론이 요하다고 응답하 고,매우 요하

다 32.7%(17명),보통이다 25%(13명), 요하지 않다 1.9%(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

닌 음악 공 교사 39.6%(19명)는 피아노 교수학 개론이 요하다고 응답

하 고,보통이다 35.4%(17명),매우 요하다 14.6%(7명), 요하지 않다

10.4%(5명)의 순으로 응답했다.

피아노 교수법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

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피아노 교수법 과목이 매우 요하다가

61.8%(34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요하다30.9%(17명),보통이다

7.3%(4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 요하다가 각각 38%(38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보통이다 23%(2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고,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를

공한 교사 44.2%(23명)는 피아노 교수법이 매우 요하다고 응답하

고,다음으로 요하다 40.4%(21명),보통이다 15.4%(8명)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35.4%(17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보통이다,매우 요하다가 각각 31.3%(15명), 요하지 않다가 2.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교수법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

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60%(33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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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요하다 29.1%(16명),보통이다 10.9%(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47%(4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44%(44명),보통이다 9%(9%)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를 공한 교

사의 경우 매우 요 하다가 46.2%(24명)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

하다가 40.4%(21명),보통이다가 13.5%(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

악 공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 요하다가 각각 47.9%(23명)으로 가

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4.2%(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교수법 세미나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

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7.3%(26명)로 가장 많았고,다음

으로 매우 요하다 38.2%(21명),보통이다 14.5%(8명)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2% (52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41%(41명),보통이다 5% (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5.8%(29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

하다가 34.6%(18명),보통이다가 5.8%(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

의 경우 매우 요하다, 요하다가 각각 47.9%(23명)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보통이다가 4.2%(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교수법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

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5.5%(25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9.1%(16명),매우 요하다 25.5%(14명)등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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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42%

(42명)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가 32%(32명), 요하

다 26%(2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48.1%(25명)로 가장 많았

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2.7%(17명), 요하지 않다 19.2%(10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지 않다가 45.8%(22명)로 가장 많

았고,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5.4%(17명), 요하다가 18.89%(9명)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교수실습(인턴쉽)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

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50.9%(28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요하다 47.3%(26명),보통이다 1.8%(1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40%(40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요하다가 39%(39명),보통이다 20%

(2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

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 요하다가 각각 36.5%(19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5%(13명), 요하지 않다가 1.9%(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

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43.8%(21명)로 가

장 많았고,다음으로 요하다가 41.7%(20명),보통이다가 14.6%(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룹 피아노 교수법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

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0%(22명)로 가장 많았고,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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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통이다가 38.2%(21명),매우 요하다 21.8%(12명)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32%(32

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요하지 않다가 29%(29명), 요하다가 26%

(2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

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2.3%(22명)로 가장 많았고,다음

으로 보통이다가 36.5%(19명), 요하지 않다가 11.5%(6명), 요하지

않다가 9.6%(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지 않다가

47.9%(23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7.1%(13명),

요하지 않다 12.5%(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피아노 교수법(컴퓨터 피아노)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

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보통이다가 43.6%(24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 38.2%(21명),매우 요하다 12.7%(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보통이

다가 37%(3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가 27%(27명),

요하지 않다가 20%(2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51.9%(27명)로 가

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가 26.9%(14명),보통이다가 21.2%(11

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지 않다가 41.7%(20명)

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가 27.1%(13명),보통이다가

20.8%(10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지도 철학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 250 -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보통이다가 60%(33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 38.2%(21명),매우 요하다가 1.8%(1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68%(68명)로 가장 많

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 18%(18명), 요하다 12% (12%), 요

하지 않다 2%(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

사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73.1%(3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 19.2%(10명), 요하다 7.7%(4명)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62.5%(30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요하다

16.7%(8명), 요하지 않다 16.7%(8명), 요하지 않다 4.2%(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실기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

고지 공자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63.6%(35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

으로 요하다 32.7%(18명),보통이다 3.6%(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55%(55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요하다가 39% (39명),보통이다 6%(6명)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55.8%(29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요

하다가 40.4%(21명),보통이다가 3.8%(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

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54.2%(26명)로 가장 많았고, 요하다가

37.5%(18명),보통이다 8.3%(4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 실기 심화 과정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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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47.3%(26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 32.7%(18명),보통이다 20%(11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9% (49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32% (32명),보통이다 19%(1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

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5.8%(29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보통이다

25%(13명),매우 요하다가 19.2%(10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

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45.8%(22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

41.7%(20명),보통이다가 12.5%(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연주 세미나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

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54.5%(30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

으로 매우 요하다 38.2%(21명),보통이다 7.3%(4명)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9%(49명)로 가

장 많았고,다음으로 보통이다 31%(31%),매우 요하다가 20%(20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2.3%(22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2.7%(17명),매우 요하다 25%(1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

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6.3%(27명)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29.2%(14명),매우 요하다 14.6%(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앙상블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9.1%(2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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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매우 요하다 29.1%(16명),보통이다 21.8%(12명)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39%(39명)

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요하다가 36%(36명),보통이다 25%(25%)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4.2%(23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보통

이다가 34.6%(18명), 요하지 않다가 21.2%(11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43.8%(21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

하지 않다가 29.2%(14명), 요하다가 27.1%(1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 연주(독주회)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

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69.1%(38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20%(11명),보통이다 10.9%(6명)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9%(49

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40%(40명),보통이다 11%

(1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

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4.2%(23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42.3%(22명),보통이다가 13.5%(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

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4.2%(26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37.5%(18명),보통이다가 8.3%(4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문헌(문헌세미나)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

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7.3%(26명)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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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45.5%(25명),보통이다 7.3%(4명)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3%(53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35%(35명),보통

이다 12%(1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

사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1.9%(27명)로 가장 많았

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34.6%(18명),보통이다가 13.5%(7명)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4.2%(26명)로 가장 많았

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35.4%(17명),보통이다가 10.4%(5명)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양 음악사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

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52.7%(29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

로 매우 요하다 43.6%(24명),보통이다 3.6%(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38%(38명)로 가

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3%(33명), 요하지 않다가 21%

(2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

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6.2%(24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보통이다가 28.8%(15명), 요하지 않다가 13.5%(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

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47.9%(23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요하지 않다가 29.2%(14명), 요하다가 18.8%(9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 연구(집 탐구)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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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50.9%(2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2.7%(18명),매우 요하다 16.4%(9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44%(44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가 24%(24명), 요하다가

19%(19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지 않다가 34.6%(1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0.8%(16명), 요하다가 17.3%(9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58.3%(28명)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20.8%(10명), 요하지 않다가 12.5%(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주법 즉흥연주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

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56.4%(31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36.4%(20명),보통이다 7.3%(4명)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56%(56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43%(43명),보통이다

1%(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

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50%(26명)로 가장 많았

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48.1%(25명),보통이다가 1.9%(1명)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62.5%(30명)로 가장 많

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7.5%(18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 건반 화성 작곡(음악이론)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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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50.9%(28명)로 가

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40%(22명),보통이다 9.1%(5명)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보통이

다가 59%(59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8%(38명),보통

이다 3%(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55.8%(29명)로 가장 많았

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8.5%(20명),매우 요하다가 5.8%(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 연

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62.5%(30명)로 가장 많

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7.5%(18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휘법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

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3.6%(24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

통이다가 29.1%(16명), 요하지 않다가 18.2%(10명)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요하지 않다가 32%(32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1%(31명), 요하지 않

다가 22%(2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

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선생님의 경우 요하지 않다가 32.7%(1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가 30.8%(16명), 요하다가

19.2%(10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45.8%(22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가 31.3%(15명), 요

하지 않다가 12.5%(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음악 교육(유아 피아노 지도법)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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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9.1%(2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38.2%(21명),보통이다 12.7%(7

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7%(47명)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39%(39

명),보통이다 14%(1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50%

(26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42.3%(22명),보통이다가

7.7%(4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

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52.1%(25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27.1%(13명),보

통이다가 20.8%(10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 교육 이론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7.3%(26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

으로 매우 요하다 32.7%(18명),보통이다 20%(11명)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37%(3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4%(34명),매우 요하다가 15%(15

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

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1.9%(2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

으로 요하지 않다가 19.2%(10명),매우 요하다가 15.4%(8명)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

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62.5%(3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요하다,매우 요하다가 각각 14.6%(7명)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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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심리학,교육 심리세미나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56.4%(31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 38.2%(21명),보통이다 5.5%(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매우 요

하다가 50%(50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42%(42명),보

통이다 8%(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

사 가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51.9%(2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매우 요하다가 32.7%(17명),보통이다가 15.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

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매우 요하다가 68.8%(33명)로 가

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1.3%(1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 치료 과목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7.3%(26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

으로 보통이다가 32.7%(18명),매우 요하다 16.4%(9명)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48%(48

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21% (21명), 요하지 않다가

18%(1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

운데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42.3%(22명)로 가장 많았

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26.9%(14명), 요하지 않다가 19.2%(10명)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54.2%(26명)로 가장 많았

고,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가 16.7%(8명), 요하다가 14.6%(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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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경 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

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56.4%(31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0.9%(17명),매우 요하다가 10.9%(6명)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경우

요하다가 44%(44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2%(32%),

매우 요하다가 23%(2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

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8.1%(25명)

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0.8%(16명),매우 요하다가

19.2%(10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39.6%

(19명)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3.3%(16명),매우 요

하다가 27.1%(1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보통이다가 43.6%(24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

하다 41.8%(23명), 요하지 않다가 12.7%(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요하지 않다가 46%(46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29%(29명), 요하다가 18%(18명)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요하지 않다가 50%(26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26.9%(14명),보통이다가 17.3%(9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지 않다,보통이다가 각각 41.7%(2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요하지 않다, 요하다가 각각 8.3%(4명)등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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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처리사이틀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54.5%(30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

으로 보통이다가 29.1%(16명),매우 요하다 10.9%(6명)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55%(55명)

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2%(32명), 요하지 않다가

13%(1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를 공한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51.9%(27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34.6%(18명), 요하지 않다가 13.5%(7명)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악 공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58.3%(28명)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요하다가 29.2%(14명), 요하지 않다가 12.5%(6명)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논문의 요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요하다가 47.3%(26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

이다 34.5%(19명),매우 요하다 14.5%(8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

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5%(45명)로 가장 많았

고,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3%(33명),매우 요하다가 13%(13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피아노를 공

한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2.3%(22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보통

이다가 25%(13명),매우 요하다가 23.1% (1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가운데 피아노 연주 공이 아닌 음

악 공 교사의 경우 요하다가 47.9%(23명)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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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통이다가 41.7%(20명), 요하지 않다가 8.3%(4명)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2009년 우리나라 9개 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피아노 페다고지 공과

의 교과목에 하여 IPA분석 기법을 응용하여 요도를 분석하 다.서울

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생과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

사의 피아노 페다고지 교과목에 한 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의 경우 피아노교수학개론,

공실기가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반주법 즉흥연주가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서

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는 공실기, 피아노 교수법,

음악경 ,피아노 교수 실습(인턴쉽), 피아노교수법 등의 항목 순으로

요한 교과목이라고 응답하 고,디지털피아노교수법(컴퓨터 피아노),피

아노 지도철학, 어,지휘법 등의 항목 순으로 요하지 않은 교과목이라

고 응답하 다.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은 공실기,아동 심리학

교육 심리학, 피아노 교수학 등의 항목 순으로 요한 교과목이라고

응답하 고,그룹 피아노 교수법, 어,디지털 피아노 교수법(컴퓨터 피아

노),지휘법 등의 항목 순으로 요하지 않는 교과목이라고 응답하 다.

제 1사분면은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와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모두 교육과정에서 요 정도가 체 평균 보

다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제 1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피아노 교수

학 개론’,‘ 피아노 교수법’,‘ 피아노 교수법’,‘피아노 교수법 세미

나’,‘피아노 교수 실습(인턴쉽)’,‘공 실기 심화(비 공자)’,‘피아노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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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피아노 연주법)’,‘피아노 문헌(문헌 세미나)’,‘반주법 즉흥 연주’,

‘유아 음악 교육(유아 피아노 지도법)’,‘아동 심리학,교육 심리 세미나’,

‘졸업 연주(독주회)’,‘음악 경 ’등이 속하며,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

다고지 공자와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모두 교육 과정에서

요한 것으로 응답하 다.

제 2사분면에 나타난 항목에 해서는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

고지 공자는 교육 과정을 요하게 생각하지만,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의 경우 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육과정이다.제 2사분면에 해

당하는 항목로는 ‘서양음악사’,‘고 건반화성 작곡(음악이론)’,‘음악교육

이론’이 있으며,이는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은 요한

교과목이라고 응답했지만,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은 요

하지 않은 교과목이라고 응답한 것이다.다시 말하면 구지역 피아노 학

원과 교습소 교사들이 교육 장에서는 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피아노를 가르칠 때에 ‘서양 음악사’나 ‘음악 교육 이론’이 직

으로 설명을 하거나 피아노 슨에 직 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이 요도를 낮게 여

겼지만 원론 으로 살폈을 때 이 과목들은 피아노를 가르침에 있어서 반

으로 기본 인 이해와 교사들의 사 지식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하는

과목들이다.서양음악사에 한 기 지식이 없다면 피아노를 가르칠 때에

편 인 지도는 가능할지 모르나 음악 반에 걸친 흐름,시 요구 등

에 한 이해 없이 일방 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

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 음악 교육 이론 역시 응답자들이 낮은 심

을 보 으나 음악 교육 이론이 받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아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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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바이다.

제 3사분면은 28개 교과목에 하여 상 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피

아노 페다고지 공자와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모두 요한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과목으로 ‘ 피아노 교수법’,‘그룹 피아노 교수

법’,‘디지털 피아노 교수법’,‘피아노 지도 철학’,‘피아노 앙상블’,‘고

연구(집 탐구)’,‘음악 치료 과목’,‘어’,‘지휘법’,‘처리사이틀’이 있

으며,이는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나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 모두 요하지 않은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분면에 나타난 항목에 해서는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는 교육과정의 요도가 낮지만,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

사는 요도가 높은 것이며 교과목은 ‘논문’이 해당된다.설문 상자 155

명의 45.8%(71명)가 논문을 쓰지 않는 학부 출신이고 석사 출신이 41.3%

(64명)있긴 하지만 실 으로 논문 신 연주로 졸업을 하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논문에 한 요도를 낮게 책정한 듯하다. 공별로 살

펴봤을 때 서울과 경기지역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 89.1%(49명)의 석사

출신이 있지만 앞서 이론 배경에서 살펴본 바 9개 피아노 페다고지 공

학원에서 졸업 연주를 필수 으로 시행하지만 논문은 선택사항으로 선택

과목으로 체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그러나 반면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이 논문을 요하게 여긴 것에 하여서는 고학력 시

에 앞으로 피아노 페다고지가 발 을 하기 하여 논문의 요도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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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보수 인 성향이 강한 구지역이지만 일선 피아노 학원 교사들

의 페다고지에 한 필요성 인식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 에 이르

다.본 연구를 통해서 구지역에 페다고지 련 학과 설치의 필요성과 당

성이 확인되었다.본 논문의 목 도 피아노 페다고지 공과가 신설이

되었을 때 교과 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을 두었던 바,

이 연구가 향후 개설될 구지역 페다고지 학과의 커리큘럼 마련의 석이

되기 바란다. 한 본 논문이 실제 인 교육 장의 요구를 반 하고 체계

화시키는 실질 인 연구의 결과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 인 피아노

페다고지의 수 향상과 발 을 한 참고자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서울과 경기지역 학교의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과 피아노 페

다고지를 공하지 않은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교사들은 공통

으로 피아노의 테크닉이나 기술면보다 학생들을 하는 심리 인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부분은 피아노 페다고

지 분야에 있어서 심리와 연계된 과목들의 요성을 인식하게 만든다.

재 학부의 피아노 연주 공에서는 심리학의 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장에서 직 학생들을 상 로 피아노를 가르칠 때는

피아노를 다루는 고도의 기술보다는 심리 인 부분들의 이해가 더 실

인 요구라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고,심리와 연계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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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필요성이 요하게 부각되었다.이 부분에서 유의할 은 단순히 인

문학 이고 이론 심 인 것이 아닌 심리학이 기 가 되어 피아노 지도

와 연계되고 융합된 장 심리학의 특성이 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피아노를 공하지 않고도 피아노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피아노

를 가르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하여 부정 인

시각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필요한 학문을 연구하

게 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진지

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서론에서도 언 하 지만 피아

노를 공하지 않았어도 행법에서는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이 가능하고

합법 이다.그러나 오히려 피아노를 공하지 않은 교사들 가운데서 자신

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자기 개발을 하며 피아노 페다고지에 심을

가지고 학생 심의 피아노 슨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조사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피아노 공 여부에만 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피아노를 지도함에

있어서 교수학 자세의 유무가 요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나아가

서 재 활동 인 비 공 피아노 교사의 재교육 문제는 사실상 피아노 페

다고지 공자들이 주요 심 사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구지역의 피아노 페다고지 활성화를 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구지역에 피아노 페다고지가 활성화가 되기 해서는 무엇보

다도 학원의 피아노 페다고지 공 개설이 이루어져야겠다.피아노 연주

심의 교육과 피아노 페다고지 심의 교육은 분명한 차별성을 띠고 있

다.따라서 포 성과 실성을 포함한 교육 목표에 따른 피아노 페다고지

공과를 개설하여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서론에서 밝혔듯이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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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연주 공자 모두가 성공한 피아노 교사가 될 수는 없다. 장에서 많

은 시행착오를 겪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피아노 슨의 노하우에 의지하

기보다는 장에 투입되기 이 에 학부 혹은 피아노 페다고지 학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한 섬세한 지도와 피드백을 거친 후에 교육 장에 몸

담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다.

한, 문 인 피아노 교사의 양성을 한 페다고지 석사 과정 신설

도 시 하지만 학부과정에서 피아노 페다고지 련 학과목을 더욱 강화시

켜 학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필요성과 당 성도 분명하다.

더불어,피아노 교수학 련 분야의 보다 다양하고 체계 인 과목을

개설이 필요하다.서울․경기권에 개설되어 있는 피아노 페다고지 공

학원에서는 공 실기 과목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교과목이 공 선택의

역에 맞추어져 있는 시 에서 구 지역은 교과과정의 필수와 선택의

역을 정하는 기 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심사숙고한 후에 보다 합리

이고 효율 인 교과과정을 개설해야겠다.

본 논문의 결과에 비추어 구지역에 피아노 페다고지 공 학과가 신

설된다고 가정하 을 때 개설해야 할 주요 과목들의 범례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피아노 페다고지의 인식과 개념강화를 하여 피아노 교수학 개

론, 피아노교수법, 피아노교수법,피아노교수법세미나,피아노지도

철학,둘째,다양한 교수법을 익히기 하여 그룹피아노교수법,디지털피아

노교수법, 피아노교수법,유아 음악 교육(유아 피아노 지도법),셋째,

자기 개발을 높이기 하여 공실기,피아노 연주 세미나(피아노 연주법),

졸업 연주(독주회),반주법 즉흥연주, 처리사이틀,피아노 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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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넷째,다양한 문헌을 연구하고 교재의 개발을 하여 피아노 앙상블 문

헌,피아노문헌(문헌세미나),음악사,교재 분석 연구를 한 로젝트,

건반화성,고 연구(집 탐구),다섯째, 장 실습을 하여 피아노

교수실습,인턴쉽,음악경 ,여섯째,심리학에 한 이해를 하여 아동심

리학,교육심리세미나,음악치료과목,일곱째,질 인 논문의 양성을 하여

논문 작성법,공개강의,논문’등의 교과목을 제시한다.

더불어 당장 실 되기는 힘들겠지만 학원 과정을 수학하며 일정

로젝트를 구상하여 연구 성과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에서 유도

해야 할 것이다.많은 석․박사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에 졸업 연주 혹은

논문을 제외하고는 성과물이 극히 드문 것을 볼 수 있다.따라서 장의

필요에 맞는 로젝트를 의무화 하여서 연구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피아노 페다고지가 발 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이 되리라 여겨진다.이것

은 학교 입장에서도,학생 개인에게 있어서도,나아가 한국의 피아노 페다

고지 학계 입장에도 무나 귀한 자료와 정보가 될 것이다.물론, 로젝트

하나를 완성하기 해서는 정확한 지식과 제 로 된 교육 을 가진 교수의

지도가 실히 요구된다.피아노 페다고지를 공하고 피아노 페다고지에

한 인식을 제 로 갖춘 유능한 교수를 유치하는 것 한 피아노 페다고

지가 발 하기 한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한편, 화에 맞추어 외국에서의 교수법에 해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연구하고 들여옴과 동시에 외국의 것을 습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우리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교재를 발간하고,외

국에 수출도 할 수 있는 문 랜드를 만드는 것이 시 하다. 재 무

나 많은 피아노 교재들이 있지만 선행 연구에서도 밝 진 것처럼 여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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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 의 산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 고,외국의 교재들이 번역되어서

다수 시 에 나와 있지만 실 인 수용 측면에서 한계 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이다.외국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

담을 느끼기도 한다.이에 한국 실정에 맞는 우리만의 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한 일본

의 야마하처럼 특수 랜드로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게 된다면

고부가가치가 되어서 피아노 교육계에 새로운 지경을 열어 수 있다.

둘째, 구지역에 피아노 페다고지가 활성화되기 하여 인턴제(인턴

쉽)도입을 제언한다.국내 피아노 페다고지 학원 교수 실습 교과목

이 개설된 곳은 명지 학교,상명 학교,이화여자 학교,한세 학교 등이

며 경원 학교는 40시간 인턴쉽을 마쳐야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 다.피

아노 교수 실습과 연계된 인턴쉽은 문 피아노 교사에게 있어 꼭 필요한

과목이다.인턴쉽이 가능하려면 교육청,학원 등 시행기 과의 연계가 반드

시 필요하다. 한 실습과 함께 피드백이 반드시 추가 되어야 한다.상호

조와 이해가 바탕이 된 가운데 연주과 학생들이 교수나 강사에게 슨을

받을 때 피아노 페다고지 학생들이 그 슨에 참 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교수 참 이나 교수 실습,인턴쉽에

하여서는 이미 선행연구들과 외국 논문에서도 그 요성이 지속 으로

언 이 되었다. 한,학생들의 수업 참 과 함께 실제 으로 슨을 병행

하면서 자신의 슨 지도법에 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

어야 할 것이다.그 게 되기 해서는 학과 학원,교습소,기 ,연구소,

산업체,단체와의 연계가 요하다.학원과 교습소,기 ,연구소,산업체,

단체와 긴 한 유 계가 형성 된 가운데 한 학기 혹은 시간을 정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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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개개인이 그 동안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 로 그 곳에서 직 학

생들을 지도함으로써 교육 장의 응 능력을 키우며 진정한 페다고지를

실천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구지역에 피아노 페다고지가 활성화되기 하여 평생교육원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구 지역의 학부나 석사 과정에 페다고지과가

신설이 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학 내에서 다른

공과와의 계나 균형도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학 내의 집행 산

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한 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그런 면에서 평생 교

육원은 여러 장 들을 지니고 있다.실제 으로 이미 학부를 졸업한 피아

노 교사들이 경제 인 여건상 높은 등록 이 수반되는 학원 진학에 어려

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평생교육원 체제는 상 으로 렴한 학비와 자

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이 이 있기 때문에 평생 교육

원에서 피아노 페다고지 련 과목들을 개설하고 운 하는 것도 좋은 방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다만,주의할 은 이런 과목들을 개설하여서 그 과

목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때,그 교사가 피아노 페다고지를

공하여 실질 지도 능력이 있는지의 검증이 필요하다. 재도 많은 학교

에서 피아노 교수법이라는 과목을 1-2학기동안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아노 페다고지에 한 올바른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

업을 진행하는 까닭에 내실 있는 피아노 교수법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

는 것이 실이다.교과목이 개설된다 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지도자가 제

로 가르쳐야만 양질의 수업이 진행 될 것이다.

넷째, 구지역에 피아노 페다고지가 활성화되기 하여 행 학원 연

합회 연수 교육이 바 어야 한다.일 년에 한 두 번 교육청 산하 모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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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교습소의 원장들과 선생들이 한 곳에서 교육을 받는다.액면 그 로

‘각종 학원 교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의미가 유명

무실하다.그러나 이 모임을 좀 더 세분화하여 음악학원 련자들만 따로

모일 수 있어야겠다.피아노 학원 교사들만 의 연수교육을 통해 페다고지

에 한 인식 확산 문 교육이 시행 된다면 구 지역의 피아노 학원

들은 분명히 변화될 것이고 발 될 것이다.

다섯째, 구지역에 피아노 페다고지가 활성화되기 하여 여러 형태

의 연구 모임이 활성화 되어야겠다.앞서 언 한 로 교육청에서 주 하

는 교육은 말 그 로 각종 학원의 모임이다.그런 형식상의 모임이 아닌

음악학원 구체 으로 피아노 교사들만 모여서 교육을 따로 받을 수 있는

연구 모임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지 까지 여러 음악 출 사에서 자신들

의 교재 홍보를 한 목 으로 교육이 진행 되었다.물론 출 사의 이러한

교재 개발과 출 ,홍보가 한국 페다고지 발 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는

사실이다.그러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의 경우를 보면 교재 강습

이 페다고지의 체 내용인 것으로 오해된 도 분명히 존재한다.따라서

이론,곡 해설,테크닉 등등의 분야를 다각 으로 연구하는 모임이 활성화

되어야 하겠고,앞서 언 한 것처럼 이런 모임에서 한국형 교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피아노 교사들의 극 인 연구 모임이 활성화 될 것을 제언

한다.

여섯째, 구지역에 피아노 페다고지가 활성화되기 하여 인트라넷이

구축되어야겠다.지 은 인터넷 시 이다.수 많은 교사들이 인터넷을 사용

하고 있다.피아노 학원 원장들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여서 회원가입을

통해 회원 수를 늘리며 주로 슨 노하우나 학원 매매,강사 찾기,학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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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부분들을 피아노 학원 교사들과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의견을 나

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검증되지 않은

들이 출 하는 경우도 있다. 요한 피아노 테크닉 부분에 해서도 손

등에 지우개를 얻어 놓고 연습을 시키라거나 구시 인 교재들만이 최고

의 교재라고 언 하는 등 피아노 페다고지를 공한 연구자의 시각으로 볼

때 여 히 구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들이 실재한다.제 로 된 정확

한 정보들을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면 올바른 피아

노 페다고지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째, 구지역에 피아노 페다고지가 활성화되기 하여 정부나 지

자체 기 들의 조를 요청해야 하겠다.노동부 산하 인력개발원의 경우

노동청에서 보상받는 근로로 인력개발 창출을 해서 피아노 비 공자라도

피아노 페다고지 공과정을 제 로 밟아서 배웠을 때에 시험을 치고 자격

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서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들이 일선 학원 장

에서 강사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에 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 구 지역에서는 피아노를 공하지 않고도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피

아노를 가르치는 교사가 48%나 된다는 조사 결과를 앞서 보았다.피아노

를 가르칠 자격을 법제화 시켜서 제한을 둔다면,페다고지를 공하거나

혹은 페다고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자격증 반을 만들어서 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학원에 강사로 배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

황보다는 훨씬 발 이라고 볼 수 있다. 부터 지도자 과정까지 과정

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면 피아노 페다고지 공자들에게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일선 학원 교사들에게도 문 으로 배움의 기회가 생겨지

고 무엇보다 학생들 입장에서 능력이 있는 교사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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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훨씬 좋은 향을 미치게 된다.

한, 재 피아노 페다고지 과정에서 아동 심리학이나 사회 복지 등

과 련된 교과목이 필수로 자리 잡아야 한다.음악과 연계하여 심리학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일 한 재 피아노 페다고지가 앞으

로 더욱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속

연구자들이 더욱 많은 심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방면,다각도에서 피아노 페다고지의 인식과 확산을 한

활동들이 사회 으로도 개된다면 학 내의 피아노 페다고지 교육도 더

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를 계기로 구 지역 뿐 아니라

국내 주요 도시 지역들의 피아노 페다고지에 한 심과 실 용에

한 모색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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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tudyonlayingthefoundationforvitalization

ofthePianoPedagogyinDaeguArea

Hye-Kyung,Park

DepartmentofMusic

GraduateSchoolHanseiUniversity

Thisresearchwasconductedtolaythefoundationfortheestablishment

ofthepianopedagogymajorbyinvestigatingthepianoteachers'needsin

teachingaswellasbyanalyzingtheimportanceofthecoursesonpiano

pedagogy,whichhavebeeninstalledat9universitiesinKoreaasof2009.

Fifty-fivestudentsenrolledin4universitiesoutof9universitiesoffering

pianopedagogymajor,includingKyungwonUniversity,SuwonUniversity,

SookmyungWomen'sUniversity,andHanseiUniversity,and100teachers

from theinstitutionswhich areofficialmembersoftheEastern School

Districtand theWestern SchoolDistrictin Daegu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This study referred to the previous studies and utilized

questionnaireinordertoinvestigatethecontentsandthegoalofprivate

pianolessons:theimportanceofpianopedagogycourseswasalsoanalyzed.

Toincreasereliabilityandvalidity,fiveexpertswereinvolvedinver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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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validity,andprincipalcomponentanalysisaswellasreliability-internal

consistencyitem analysis(Cronbach′α)wereperformedforthisresearch.

Thefollowingconclusionswereobtained:First,manyinstructorsfrom

Daeguarea,includingbothmajorsandnon-majorsandpianopedagogy

majorstudentsinSeoul․Gyeonggiareasaidincommonthatdealingwith

apsychologicalaspectofthestudentsismoredifficultthandealingwith

atechnicalaspect.Consequently,importanceofinterdisciplinarycoursesin

conjunction with psychology mustberecommendedin pianopedagogy

curricula.Second,inthecurrentsituationinwhichpedagogynon-majors

arepermittedtoteachpianolessons,thewaytore-educatetheteachers

andmakethem equippedineffectiveteachingmustbeseriouslytaken

into consideration.Third,even though piano pedagogy majors are

currentlyrestrictedtotheschoolsinSeoul․Gyeonggiarea,theprovision

fornewlyestablishedpianopedagogymajorsinDaeguareahasalready

been made.Thisstudy presentsa broad outlineforthefuturepiano

pedagogycurriculum inDaeguarea.

Thefollowingsolutionsareproposed:First,moreuniversitiesshould

establishpianopedagogyasanofficialmajor.Second,internshipprograms

shouldbeincorporated.Third,strengtheningtheroleoftheAcademyof

ContinuingEducationissuggested.Fourth,currentcivic-centerededucation

program mustseetheneed forthechangein piano education.Fifth,

variousgroupstudyandactivityarerecommendedinordertorevitalizethe

piano pedagogy programs throughoutDaegu area.Sixth,building an

intranetsystem is suggested.Moreover,we should develop suitable

teaching materials according to thecurrentstatus ofpiano pedag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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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inKorea.Aboveall,thereisnosinglerightanswerforlearning

pianopedagogy.Multilateralapproachmustbetakenandbecombinedto

producethebetterandefficientmethodtoimprovepianopedag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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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다음은 질문은 선생님들의 일반 특성에 한 질문들입니다.

1.선생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선생님의 연령은? ① 20 ② 30 ③ 40 ④ 50 ⑤ 60 이상

3.선생님의 학력은?( 재 공부 이면 졸업을 가정하고 표해주세요.)

① 2년제 학졸업 ② 4년제 학졸업 ③ 학원(석사)재학․졸업

④ 학원(박사)재학․졸업 ⑤ 기타( )

4.선생님의 최종 공은?

① 피아노 교수학 ② 피아노 연주 ③ 국악 ④ 음악 ⑤ 기타( )

5.피아노를 가르친 경력은?

① 1년 미만 ② 1년이상～3년미만 ③ 3년이상～5년미만

④ 5년이상～8년미만 ⑤ 8년이상～10년미만 ⑥ 10년 이상

Ⅱ.다음은 질문은 선생님들이 피아노를 가르치실 때 느끼시는 욕구에

한 분석입니다.

1.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어렵거나 부담으로 느껴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토리 선정 ② 테크닉 부분 ③ 작품 해석 능력

④ 이론 ⑤ 아이들을 다루는 능력 ⑥ 없다 ⑦ 기타( )

2.만약 다시 공부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것을 공부하시겠습니까?

① 공 슨 ② 교재분석 연구 ③ 반주 즉흥연주법 ④ 피아노테크닉

⑤ 이론 ⑥ 학원운 법 ⑦ 작곡 ⑧ 음악사 ⑨심리와 련된 과목들

⑩ 기타( )

3.문항 Ⅸ에 제시된 28개의 교과목 가운데 피아노 슨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필요 과목을 3가지만 뽑아 주세요.

① ( ),② (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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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다음은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의 수 에 따른 지도 철학에 한

내용입니다.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질문에 해당되는 곳에 ‘✔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항   목
그
지

않다

체
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
로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학생들의 질과  악하여 지

도하 고 노 한다.

나는 학생들의 사  지식  악하여 

지도하 고 노 한다.

나는 학생들의 흥미를 악하여 지도하

고 노 한다.

나는 학생의 상태를 악하고자 학생  학부

모  주 인 상담  한다.

Ⅳ.다음은 선생님의 자기 개발에 한 내용입니다.선생님께서는 다음

의 질문에 해당되는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진학하여 꾸 하게 공부하 고 한다.

나는 장의 다양한 경험  하 고 노 한다.

나는 악   구매( 구독)하여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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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다음은 피아노 지도 내용 방법에 한 내용입니다.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질문에 해당되는 곳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업  할  단원의 내용  꼭 

확인한다.

나는 업  할  학생의 흥미를 고

하여 한다.

나는 업  할  업 계획안(진도

표)  작 한다.

나는 업  마친후 업에 한 행 평가

를 자주 하는 편이다.

나는 학생의 연 에 라 다른 지도 법  

용하고 있다.

Ⅵ.다음은 교육 보조 자료 사용에 한 내용입니다.선생님께서는 다음

의 질문에 해당되는 곳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다

보통
이다

가끔 사용
한다

매일
사용한다

메트로놈

시각 재

지  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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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강조하지

않다

체로

강조하지 

않다

보통

이다

강조

한다

매우

강조한다

손모양

확한 독보 능

자  리듬

운지법

이징과 아티큘 이션

페달링

다이나믹

색

악스타일

청

이조

즉흥연주  주

과목명
요

하지

않다

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1

아노 학개론-피아노 수법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피아노 수법의 

필요성과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의 자 과 통찰력을 키

울 수 있는 다양한 식을 학습함으로써 훌륭한 사의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Ⅶ.다음은 지도유형에 한 내용입니다.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질문에

해당되는 곳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Ⅸ.다음의 질문은 교과목에 한 요도 분석입니다.평소 피아노를 가

르치실 때에 요한 과목으로 느끼신 정도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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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요

하지

않다

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2

아노 법-피아노를 처음 접하게 되는 초  수 의 학생들에게 피

아노를 도할 때 필요한 초 테크닉과 시 에 나와 있는 다양한 초  재

들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

게 한다

3

아노 법-초  수 을 끝내고 고  수 에 이르  전의 학생들

에게 필요한 테크닉과 테크닉 재들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또한 이 수

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레퍼토리를 작곡가별 시대별, 장르별로 살펴보고 연

한다

4
아노 법 미나-피아노 육의 본 과 다양한 수법의 접근을 통하

여 적으로 우수한 피아노 육을 체험한다

5
아노 법-최근에 발표된 해외 학회 논문, 외 의 피아노 페다고

 련 저널 등을 연 함으로써 현대 피아노 수법의 흐름을 익힌다

6

아노 실습(인 쉽)- 체적인 Teaching 실습을 통하여 생활 육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재 연  및 다양한 수법 술을 실험, 연 , 분

석, 평가하는 능력을 른다

7

그룹 아노 법- 룹 피아노 육에 적용 될 수 있는 다양한 수법을 

연 ,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피아노 룹 도 방법을 익히고, 현

재 내에서 인 도가 높은 수법의 강사를 초빙하여 대 내외적으로 인정

받는 자격 을 획득할 수 있는 회를 가

8
지 아노 법(컴퓨 악)-디 털 피아노의 사용 방법을 익힌 후 

다양한 음악 활동-앙상블, 룹 도, 반주법 등-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9

아노 지도 철학-피아노 수학개론을 공부한 학생들이 심화과정으로 피

아노를 가르칠 때 어떤 철학을 가 고서 피아노를 가르쳐야 하는 를 배우는 

과목

10 공 실 -전공레슨

11
공 실  심화 ( 공자)- 피아노 비전공자를 위한 과정으로 전공레

슨을 좀 더 적으로 배우는 과정

12

아노연주 미나( 아노연주법)-피아노 연주 련 서적들의 분석을 통

해 피아노 연주에 련된 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시대별로 다양한 페

다고  문헌들을 찾아보고 연주 해 본다

13

아노 앙상  - 내에서 출판된 다양한 앙상블 문헌을 연 한 

후 난이도별로 곡을 분류하여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 방법을 익힌다

14 졸업 연주 (독주회)

15 아노 헌 ( 헌 미나)-피아노의 역사나 문헌들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과정

16
양 악사-서양음악의 흐름을 이해하고 바로크부터 현대에 이르  

음악사를 공부한다

17
고   연구 (집 탐구)-고  피아노 문헌의 연주법과 수법을 연

함으로써 연주자와 사로서의 자 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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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요

하지

않다

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요

하다

매우

요

하다

18 주법  즉흥 연주

19 고  건  화   작곡 ( 악이론)

20 지 법

21 아 악  ( 아 아노지도법)

22 악  이론

23 아동 심리학,  심리 미나

24 악 치료 과목

25 악 경

26 어

27 처 리사이틀

28 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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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부족한 에게 용기를 주시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논문을 바칩니다.

무나 작고 부족한 나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어

모든 과정을 은혜 속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께 무나 감사를 드립니다.이 모든 것은 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

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오직 하나님

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 인 기도와 물과 사랑

으로 든든히 어주신 박은근 목사님,윤순복 사모님.평상시엔 제 로 표

조차 못하고 이 게 지면으로 감사의 마음을 합니다.엄마,아빠. 무

나 감사하고 사랑해요.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나의

사랑하는 큰 아들 승 ,작은 아들 주 ,공주 지 아.논문 마지막에 수두

에 걸렸어도 불평 없이 끝까지 잘 참아주고 잘 견뎌줘서 무나 고마워.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반쪽 김태균 교수.아내를 해 같이 밤도 새고

집안 일도 도와가며 든든히 후원해줘서 무나 고맙고 기도의 결실을 보여

줘서 고마워요.사랑해요.

2010년 7월

박 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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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조언들을 통해 차분하고 이성 인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김순배 교수

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교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

한 사랑은 평생 감사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

다.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7월

지도학생 박 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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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 세심한 지도를 해 주시고,이 논문의

심사 원장으로 특별한 심과 사랑을 보여 주신 존경하는 권수미 교수님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논문이 되도록 지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유승지 교수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깨우쳐 주시고 세심한 지도로 논문이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심사해주신 김강희 교수님,공 이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잘 할 수 있다고 웃으면서 아낌없는 심과 격려 그리고 사랑

을 베풀어 주신 피아노 교수학과 석․박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멋진 일을 해낸다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 계명 학교 선후배들과 가

려운 곳을 잘 어줘서 고맙다고 응원을 더해 구지역 피아노 학원과

교습소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7월

박 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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