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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피아노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현황과 교사 인식을 통한

포괄적 음악성 향상을 위한 연구

오 소 영

21세기 피아노 교육은 다른 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를 활용

한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 필요하다. 양질의 피아노 교육을 위해 포괄적 음

악성 향상을 위한 학습은 꼭 필요한데, 그 중 테크놀로지 도구를 이용한

학습 방법은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다.

본 연구는 피아노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교사

의 인식과 사용 현황을 조사한 후, 포괄적 음악성 향상을 위한 테크놀로지

도구의 활용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

다. 첫째, 피아노 교육에 활용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기능별로 제

시(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웹 검색, 태블릿 PC/스마트폰, 디지털 피아

노, 동영상 촬영기기, 오디오 기기, 유튜브)한 후,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피아노 교사의 인식과 교사 배경(경력, 학력, 연령 등)간의 상관관계를 조

사하였다. 그 중, 유튜브는 단일 연구 주제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피아노

교육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테크놀로지 도구로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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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둘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현황과 교사배경간의 상관관계를 조사

하였다. 셋째, 교사가 피아노 교육에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4가지의

기기(device)로 재분류하여(컴퓨터, 태블릿 PC/스마트폰, 디지털 피아노,

CD 플레이어) 이를 사용한 교육활동의 내용과 빈도를 조사하였다. 넷째,

포괄적 음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피아노 교육 활동을 현재 통용되고 있

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피아노 교사 295명을 대상

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고,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문헌 연

구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95명의 피아노 교사 중 52.2%가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개인레슨 교사가 학원 강사보다 더 긍정적인 인

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교사는 피아노 교육에 중·고·대학생 이

상의 학습자에게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으

며, 테크놀로지 도구 선택은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는 6년 이상의 경력, 대학/대학원 시절

테크놀로지 도구 활용 피아노 교수법 강좌를 수강한 교사, 30대의 연령,

석·박사의 학력, 개인레슨 교사라는 각 카테고리별 특징이 있었다. 교사들

은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은 후부터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교육활동 중 특히 음악 감상 활동에 치중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아노 교사는 피아노 교육에 태블릿 PC/스마트폰, CD 플레이어, 컴퓨

터, 디지털 피아노 순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자는 교사

가 노출한 특정 학습 내용(음악 감상)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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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포괄적 음악성 향상에 제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

편, 피아노 교사는 SNS, 코스웨어와 앱, 온라인 수업, 디지털 피아노의 기

능적인 활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테크놀

로지 도구의 사용이 활성화된다면 피아노 교육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육 활동은 청음, 음악 감상, 초견, 작곡 등의 포괄

적 음악성 향상을 위한 학습으로, 이것은 피아노 연주 능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다.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e-러닝, m-러닝, u-러닝의

방법은 즉각적인 피드백, 편리한 난이도 조절 등 학습을 쉽고 편리하게 지

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테크놀로지 도구의 방향

이 점차 e-러닝에서 m-러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고,

원격레슨의 활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피아노 교사들은 자기중심

적으로 테크놀로지 도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들은 지속적인 연구

와 노력, 교사 재교육의 참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도

구의 동향을 파악, 자신의 교수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들의 교수 실력

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피아노 교사가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선별 능력을 갖추

어 학습자 상황에 맞는 도구를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본 연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테크놀로지 도구가 피아노 교사에게 교육의 질을 높

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학습자에게는

포괄적 음악성을 향상시켜 피아노 연주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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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매체(educational media)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언어, 문자 등의 표현

을 효과적으로 확대, 전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교

육의 역사와 함께 진화되었으며,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공학적 교육매체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교(Western Illinois University) 음악교육과

캔그로(R. Cangro) 교수는 ‘21세기와 그 이후를 위한 조언’이라는 주제의

글1)에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교사와 학생에게 적합한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웹(Web) 2.0의 시대에 맞게 진화하는 교수법,

특히 테크놀로지(technology)를 활용한 교수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사가 자신이 배운 방식대로 가르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

으로 21세기 학생에게는 21세기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교사가

현 시점에 맞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

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교육 또는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이라는 이름으로도

통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공교육을 비롯하여 사교육 현장까지 테크

1) Richard Cangro, “Mentoring the Mentors for the 21th Century and Beyond,"

Illinois Music Educator 71/3 (spring 2011),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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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로지의 활용은 드문 일이 아니다. 뉴미디어 사회, 정보화 사회에 살면서

현 시대에 적합한 교수 방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내의 보

도2)에 따르면,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러닝이 160여 개의 시범

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온라인 교육기업의 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3), 관내의 모든 학교

가 스마트 교육 시스템이 구축·가동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에도 스마트

교육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사

교육 현장에서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과제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과제의 확인, 출결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이 교과서 대신 태블릿 PC

를 사용하기도 한다.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음악교육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 교수·학습방법으로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수업에 적극적으

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4) 그 예로는 멀티미디어(동영상, 사진, 그림,

소리 등)를 이용한 가창 수업과 기악 수업, 인터넷이나 CD-ROM을 이용한

감상수업,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창작 활동 등이 있고, 이러한 교육은

학습자에게 음악에 대한 감수성, 창의성, 예술성, 학습 관심도와 참여도를

향상시켜주는 등 많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피아노 교육은 교사와 학습자간에 악기를 중심으로 연주, 감상, 강

2) 김명희, 태블릿PC 기반 스마트러닝 솔루션 속속 등장, 「전자신문」, 2014. 4.

7, http://www.etnews.com/20140407000122.

3) 윤소, 세종시 교육청, 효율적 스마트 스쿨 유지방안 연구, 「아주경제」,

2014.11.19, http://www.ajunews.com/view/20141119144752440.

4) 민경훈 외, 『음악교육학 총론』(서울: 학지사, 2013),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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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lecture)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피아노 교사는 학습자의

음악성, 독창성, 연주기술 향상을 위해 올바르고 효과적인 지도 방법에 대

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성과로 각종 교수법, 교재,

도구 사용을 접목시킨 피아노 교육 연구가 활발히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피아노 교육에도 테크놀로지 도구의 활용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등

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피아노 교수법, 그

중에서도 유튜브를 활용한 피아노 교수법 연구들5)이 그것이다.

피아노를 학습하는 연령층의 다양성 또한 테크놀로지 도구 활용의 피아

노 교육 연구 증가를 가중시키고 있다. 피아노 교육을 비롯한 음악 조기교

육이 정서교육뿐만 아니라 인간성 형성, 지능 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6)가 발표되면서 학습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써 사회활동을 위한 감성적인 요소,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예술적인 측면

5) Alexis Ignatiou, “Online Pedagogy: Breaking The Barriers of Time and

Distance," P iano Pedagogy Forum 12/1 (Jan. 2009), p. 48-50.; Ludim

Pedroza, “The Internet as Performer's Forum: A Look at the YouTube

Piano Wars and Their Possible Implications." P iano Pedagogy Forum 11/1

(July 2008), p. 26-31.; Mario Ajero, “The Effects of Computer-Assisted

Keyboard Technology and MIDI Accompaniments on Group Piano Students'

Performance Accuracy and Attitudes,” (Ph.D diss., The University of

Oklahoma, 2007).; Teresa Sumpter, “Staying Fresh: A Pedagogical

Cyberspace Cruise to YouTube, Piano Flicks, and the Internet," P iano

Pedagogy Forum 12/1 (Jan. 2009), p. 73-75.
6) 송주승 외, “시대별 음악교육의 흐름 및 조기음악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음악연구』33 (2004), 4쪽.; 송주승·이영백, “조기음악교육의 실태에 관한 학부

모의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음악연구』28 (2002), 108쪽.; 엄은주, “조기 음

악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피아노 지도방법,”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2), 3-4쪽.; 정원영, “음악적 재능 개발을 위한 조기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9 (1990),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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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인과 노인 학습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인을 위한 전용

학원이 등장하여 성인의 정서와 요구조건에 적합한 맞춤형 시설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고, 면 대 면(face-to-face) 교육이 아닌 인터넷 동영상 강의가

이루어지는 등 전통적인 교수방법과 전혀 다른 형태의 학습이 생성되고 있

어, 현대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테크놀로지 도구의 활용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외국의 연구 사례를 들어보면, 피아노 페다고지 연구에 있어서 테크놀로

지를 주제로 하는 논의는 꾸준히 발표되어 왔다. 1998년 미국의 몬탠돈(M.

I. Montandon)은 NCPP(The 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에

서 1981년부터 1995년까지 15년간 발표된 피아노 페다고지 연구 주제의 경

향에 관하여 논문7)을 발표하였는데, 연구물의 주제를 31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며 테크놀로지를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한 빈도

수를 분석한 결과,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한 논문 수는 전체 논문 중 3위로

나타났고(16.6%), 연구에 사용된 테크놀로지 도구로는 카세트 플레이어, 비

디오, 컴퓨터, MIDI·신디사이저·키보드·디지털 피아노, 키보드 랩(labs)이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메이창(L. Meichang)의 2010년 연구8)에서도

1951년에서 2008년까지 발표된 페다고지 석·박사 학위 논문 457편을 주제

별로 분석하였는데, 그의 결과물에서도 테크놀로지를 다룬 주제가 포함되

어 있었다.

7) Maria Isabel Montandon, “Trends in Piano Pedagogy as Reflected by Th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 (1981-1995),"

(Ph.D. diss., University of Oklahoma, 1998), p. 40, p. 156.

8) Lin Meichang, “Principal Themes and Intellectual Structure of Research in

Piano Pedagogy: The Mapping of Doctoral and Masters' Research

1951-2008," (Ph.D. diss.,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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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피아노 교수방법은 교사로 하여금 시간, 장소,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자에게 지식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또한, 피아노 레슨 시간 외에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

며, 학습자를 수업에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

다.

이처럼 이미 테크놀로지의 효과와 중요성을 다각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효율적

으로 활용하는 피아노 교사는 많지 않으며, 국내의 피아노 교육 연구 중에

서도 테크놀로지 도구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권수

미의 연구9)를 보면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국내 페다고지 전공 석사학

위논문에서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한 논문은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고,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석사학위논문을 검색

한 결과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한 논문은 검색되지 않았다. 또한, 테크놀로

지 도구 활용의 실태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 테크놀로지

도구 활용 교수 방법의 형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다각적인 피아노 학습은 포괄적 음악성

(Comprehensive Musicianship)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양한 테크놀로지 도구는 다채로운 학습방법을 제공하여 교사로 하여금 획

일화된 수업에서 벗어나 청음, 즉흥연주, 작곡, 감상 등의 학습을 쉽고 편

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9) 권수미, “국내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 석사학위논문 연구주제 조사연구,” 『음악

교육연구』 40/1 (2011), 5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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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의 피아노 교육에서도 테크놀로지 도구를 이용한 교육의 효

과성과 필요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피아노 교수

방법의 연구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크놀로지 도

구를 활용한 피아노 교육 연구 자료로서, 피아노 교사가 피아노 교육에 사

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피아노 교사에게 포괄적 음악성 향상을 위한 테

크놀로지 도구의 활용 방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 7 -

B.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자는 피아노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피아노

교사의 인식과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

다. 첫째, 피아노 교육에 활용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기능별로 제

시(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웹 검색, 태블릿 PC/스마트폰, 디지털 피아

노, 동영상 촬영기기, 오디오 기기, 유튜브)한 후,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피아노 교사의 인식과 교사 배경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교사의 배경이란 학력, 연령, 경력 등과 같은 교사 개인이 가진

차별적인 정보를 말한다. 교사 인식의 항목으로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필요

성, 적합성, 선호도, 교사 재교육이 있다.

둘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현황과 교사배경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

였다. 사용현황의 조사는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경로, 기간, 빈도, 교육적

목적, 문제점,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대한 지식·경험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교사가 피아노 교육에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4가지의 기기

(device)로 재분류하여(컴퓨터, 태블릿 PC/스마트폰, 디지털 피아노, CD 플

레이어) 이를 사용한 교육활동의 내용과 빈도를 조사하였다.

넷째, 포괄적 음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피아노 교육 활동을 현재 통용

되고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피아노 교육에 사용되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주제로 한 연구10), 현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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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IT 산업의 현황, 피아노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문도구를 제작

하였다.

- 설문도구는 8명의 연구대상에게 사전연구(pilot study)를 실시하였고 지

도교수의 검토과정까지 총 4회에 걸쳐 수정, 보완하였다.

- 연구자는 2014년 5월 17일부터 2014년 6월 25일까지 전국의 대학교 및

대학원, 학회, 세미나에 설문도구를 직, 간접 배포하고,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배포하였다. 배포된 설문도구 471부 중 332부가 같은 기간에

수거되었고(70.5%), 수거된 설문도구 중 측정이 불가능한 37부를 제외하

고 총 295부의 설문도구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 응답이 완료된 설문도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 절차를 거쳐 통계

프로그램 SAS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내재설계, T-검정,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 언급된 교육 활동은 포괄적인 음악성 향상을 위한 학습으

로 최신 테크놀로지 도구를 이용한 포괄적 음악 학습 내용을 제시하였

다.

10) Esther Rhee, “The Incorporation of Technology into Music Education in

Korea: A Mixed Method Study,” (Doctoral Thesis, Kent State University,

2001).; Leonard Thomas. Jr. Stampfli, “A Survey of Digital Music

Technology Implementation by Graduate and Undergraduate Piano Pedagogy

Faculty in America Colleges and Universities," (Ph.D. Diss., The University

of Oklahoma, 2006).; May Wuey Tsao-Lim, “The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into the Curricula of Selected Independent Piano Studios,"

(D.M.A. Diss., The University of Oklahom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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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도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

지고 있다.11) 매체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라고 정의된다.12) 도구가 양자 간의 연결의 의미가 있는 것과

같이 교육매체(교수매체)도 교사와 학습자 간의 연결로서 관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매체’와 ‘도구’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피아노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은 주체가 아닌 학습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한다. 다른 연구13)에서도 테크놀로지 도구를 교수·학

습과정의 주체가 아닌 테크놀로지의 특성이나 기능을 적절히 이용한 매개

체로서 교육적 의미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테크놀로지 도구가 피아

노 교육에서 중요한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사 없이 테

크놀로지 도구만으로 피아노의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아

노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분석과 선별을 통해 지도의 수단으로서

테크놀로지 도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자 제한

점이다.

11) 도구, 「네이버 사전」, 2015. 2. 14,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B%8F%84%EA%B5%AC&query=

%EB%8F%84%EA%B5%AC&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12) 매체, 「네이버 사전」, 2015. 12. 25,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3043700.

13) 김명자·김윤호,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에서 Tablet PC의 유용성에 관한 연

구,” 『소프트웨어 미디어연구』 3 (2004), 14쪽.; 이연경, “학교 음악 수업에 테

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음악 지도 접근방식에 대한 고찰,” 『청주대학교 논문

집』 41 (2003), 182쪽.; 조정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과제중심 음악교수 학습·

모형," 『음악교육공학』 9 (2009),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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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튜브(YouTube)를 하나의 테크놀로지 도구로 선정하였

다. 그 이유는 사전연구를 통해 응답자들의 교육매체로서 중요하고 빈번히

사용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고, 수많은 웹사이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

고 앱의 형태로 만들어질 만큼 독립적인 도구로 취급되며, 유튜브를 단일

주제로 다룬 연구가 등장할 정도로 교육매체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e-러닝(Electronic Learning), m-러닝(Mobile

Learning)이 가능한 매체로 학습에 여러 방면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에 걸쳐 임의로 선정되었으나 그 표본 수가 제

한적이므로 우리나라 피아노 교사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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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교육공학적 매체의 특징

1. 교수매체의 역할과 유형

교수매체(Instructional Media)란 교육목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매

력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습자 사이, 또는 학

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학습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발생을 도와주는 다양

한 형태의 매개 수단 또는 제반 체제이다.14) 한편, 미국의 교육공학회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 & Technology, AECT)는 교

육매체를 “조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말하는 것이 가능한 것

및 그것들을 가능케 하는 기구”로 정의하였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

수매체와 교육매체를 동의어로 취급하였다.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수매체의

역할에 관해 신재흡은 다섯 가지를, 조규락 외 1인은 네 가지를, 변영계 외

2인은 세 가지를 논하고 있는데16),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공통된 세 가

지의 역할을 제시한다: 첫째, 교사의 수업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서

의 역할이다. 아직까지 수업의 형태는 교사중심의 수업이 일반적이다. 따라

14) 변영계 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서울: 학지사, 2009), 225쪽.

15) 교육매체, 「네이버 지식백과」, 2015. 2. 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0063&cid=42126&categoryId=42126.

16) 변영계 외, 위의 글; 신재흡,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제』(서울:

동문사, 2012); 조규락 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서울: 학지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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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매체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되면서

보조 자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교수매체 중심 수업에서의 ‘주된

역할’이다. 이것은 교사 없이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개발된 컴퓨터

를 이용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학습을 말한다. 여기에서 교

사는 학습자의 원활한 수업활동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게 된다. 셋

째, 학습자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이다. 교수매체는 학습

자와의 상호작용(Interactive Teaching)을 통하여 개별 학습자들에 대한 정

보를 얻게 된다. 이런 상호작용은 컴퓨터에 의해 제시되었고, 이것으로 말

미암아 각종 교수매체가 컴퓨터와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교수매체의 유형은 제공하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 시각매체, 청각매체, 시

청각매체, 상호작용매체로 나누어진다<표 Ⅱ-1>. 이 분류기준은 매체가 내

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의존하는 상징체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한 것으

로써 감각기관에 따른 분류라 할 수 있다. 신재흡의 자료에서는 비(非)투사

매체에 만화를, 시청각매체에 영화를 삽입시켰으나, 만화는 시청각매체로서

도 사용이 가능한 넓은 범위이고, 영화는 ‘시청각 매체 종류’라는 나란한

범주에서 벗어나는 하위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시각매체는

빛이나 전기를 이용하여 스크린을 통해 사물을 보는 ‘투사매체’와 광학적

또는 전기적 투사장치가 필요 없는 ‘비투사매체’로 나뉜다. 투사매체로는

슬라이드, OHP, 실물 화상기 등이 있으며, 비투사매체로는 실물, 모형, 포

스터, 사진 등이 있다. 청각매체는 우리의 귀를 이용하여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매체로 녹음기, 레코드판(LP)과 컴팩트 디스크(CD), 라디오 및 오디

오 장치 등이 있다. 시청각매체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 VTR, TV, 멀티미디어 CD-ROM, DVD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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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매체는 매체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것으로 컴퓨터를 기본

으로 하며, 컴퓨터 보조학습(CAI,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멀티미디

어 시스템, 상호작용 비디오디스크, 쌍방향 TV 등이 있다. 특히, 상호작용

매체는 정보 제공의 수준을 넘어 학습자의 반응을 감지하고 그 반응에 대

한 피드백(feedback)이나 결과를 제공하여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데 적절한

매체이다.

<표 Ⅱ-1> 교수매체의 유형

분  류 종  류

시각매체 투사매체  슬라이드, OHP, 실물 화상기
비투사매체  실물, 모형, 포스터, 사진

청각매체  녹음기, 레코드판(LP)과 컴팩트디스크(CD), 
 라디오 및 오디오 장치

시청각매체  VTR, TV, 멀티미디어 CD-ROM, DVD

상호작용매체  컴퓨터 보조학습(CAI), 멀티미디어 시스템, 
 상호작용 비디오디스크, 쌍방향 TV 

*자료: 신재흡,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제』, 192쪽.

2. 교수매체의 효과와 활용

교수-학습활동에서 교수매체가 주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17): 첫

째, 교수활동이 표준화될 수 있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

17) 변영계 외, 위의 글, 235-236쪽.; 신재흡,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

제』, 190-191쪽.; 조규락 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17-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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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교사 개인 차이에 따라 교수활동의 양과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만, 교수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교수활동이 표준화가 되는 장점이 있다. 둘

째,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교수매체에 담긴 학습내용이 다

양한 사례와 피드백으로 학습자에게 전달되면 학습자와 매체간의 상호작용

이 활발히 일어난다. 이것으로 학습자에게 학습활동의 참여를 유발시켜 학

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교

수매체는 교사중심의 강의나 설명에 비해 최소의 시간과 저비용으로 다양

한 감각기관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절약된다. 넷째, 교수-학습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교수매체는 학습자의

주의력을 끄는 특성이 있어 집중을 유도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등 학습자에게 흥미와 깊은 사고력을 유발시킬 수 있다. 다섯째,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 교육내용이 비디오나 오디오

처럼 개별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학습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

애 받지 않고 학습을 할 수 있다. 여섯째, 교수매체는 학습자로 하여금 긍

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교수매체는 학습을 촉진하고 지적활동을 원활하

게 해주는 학습전달의 기능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활용하는 학습수단으로

써, 학습자로 하여금 교수매체 사용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여 재미와 만족

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일곱째, 교사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교사가 학습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전달하는 임무를 교수매체가 부분

적으로 담당하게 되어 교사의 수업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교사의 도움이 필

요한 학습자에게 수준별 개인지도, 보충심화학습, 학생상담 등의 관심을 쏟

을 여유가 생기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학습효과를 얻기 위한 교수매체의 활용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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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근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e-러닝, m-러닝, u-러닝에 관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표 Ⅱ-2>. 이 세 가지 학습방법은 주로 상호작용매체를 사용하

며 디지털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학습자에게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 사진, 텍스트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를 제공하며 미래 교육

을 책임지는 역량 있는 학습방법이기도 하다.

<표 Ⅱ-2> 교육공학적 매체를 이용한 교수-학습 방법

분류 의미 매체

e-러닝
(Electronic Learning)

전자통신(인터넷)기반하의 
모든 학습형태 및 활동

컴퓨터, 오디오, 비디오, 
CD-ROM 등

m-러닝
(Mobile Learning) 모바일 통신환경을 이용 노트북(넷북), PDA,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u-러닝

(Ubiquitous Learning)
언제 어디서나 내용에 상관없이 
어떤 단말기로도 학습이 가능

스마트폰, TV, 게임기, 
PMP, 센서 등

e-러닝(Electronic Learning)은 전자통신(인터넷) 기반 하의 모든 학습형

태 및 활동을 총칭한다.18) e-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는 컴퓨터를 비

롯하여 오디오, 비디오, CD-ROM 등의 전자기기이며, 전자적 수단, 정보통

신 및 전파, 방송기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e-러닝은 시간과 장소에 제

약을 받지 않고 안정된 공간에서 학교교육, 기업교육, 평생교육 등 사회 여

러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e-러닝의 대표적인 예로, 1996년에 서

비스를 시작한 에듀넷(www.edunet.net)이 있다. 에듀넷은 한국교육학술정

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인터넷 학습사이트

로서 다양한 학습 자료가 교사와 학습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18) 권성호 외, 『교육공학연구의 동향』(서울: 교육과학사, 2006), 255-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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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러닝(mobile Learning)19)은 모바일 통신환경을 이용한 교수-학습방법

이다. m-러닝은 e-러닝의 콘텐츠에 무선으로 접속하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자의 위치와 상황에 따른 개별적 요구를 파악

하여 상황에 맞는 반응을 전달할 수 있다. m-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

로는 무선랜 노트북(넷북), PDA20),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이 있다.

u-러닝은 유비쿼터스 러닝(Ubiquitous Learning)의 약자로 어디서나 존

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u-러닝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내용에

상관없이 어떤 단말기로도 학습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학습

자가 중심이 되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다.21) u-러닝을 가능하

게 하는 매체로는 스마트폰, TV, 게임기,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portable multimedia player, PMP), 자동차 내비게이터, 센서 등이 있으며,

u-러닝은 이러한 비PC기기가 네트워크화 되어 인터넷 접속뿐만 아니라 학

습자가 있는 모든 현실 공간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e-러닝과 m-러닝을 u-러닝과 비교하면, e-러닝·m-러닝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이 분리되어 나

타나고, u-러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여 학습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르다. 때문에 u-러닝은 개인의 학습 요구 발생 시, 학습 상황 정보

는 물론이고 학습 서비스 정보까지 실시간, 그리고 연속적으로 인식, 추적,

의사소통하여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19) m-러닝에 관하여 논한 교육공학 단행본은 2010년대 이후에 출판되었다. 2000

년대에 출판된 도서에서는 ICT와 e-러닝에 관하여만 논하고 있다.

20) 휴대 정보 단말기, personal digital assistant.

21) 변영계 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381쪽.



- 17 -

또한,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활용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

다. 그 종류로는 블로그(blog), 팟 캐스트(pot cast)22), 유튜브, 위키스

(wikis)23) 등이 있다. 이것은 참여, 공개, 대화, 소통, 연결 등의 특성을 가

지고 있어 학습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생산, 구성,

공유한다는 특징을 드러낸다. 소셜 미디어는 의사소통, 협업, 콘텐츠 공유,

엔터테인먼트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블로그, 페이

스북(facebook), 트위터는 의사소통 유형에, 팟 캐스트와 유튜브는 콘텐츠

유형, 위키스는 협업 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의 교류, 학생과

학생간의 의사소통, 자료 전달 및 공유를 위해서는 블로그의 형태가, 교육

자료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팟 캐스트나 유튜브가 적합

하다.24)

3. 스마트(SMART) 교육

지금까지 알아본 교육공학적 매체는 최종적으로 정부와 교육부가 추진한

스마트(SMART) 교육의 목표에 부합한다. 스마트 교육이란 환경적, 제도

적 여건으로 인해 구현하기 어려웠던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혁신

22) 최미영, “팟캐스팅의 음악 교육적 활용 가능성 모색,”『한국초등교육』 23/1

(2012), 141쪽.: 팟캐스팅은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정기

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23)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한 가지로,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웹페이지 상에서 정보

를 편집할 수 있다. 일종의 공동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예로

는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가 있다.

24) 이성흠 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경기: 교육과학사, 2013),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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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창의적인 21세기 학습자 역량 개발 교육을 말한다.25) 스마트교육이

라는 용어는 2011년 정부가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대중적

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정보기술발전에 의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 교육은 다섯 가지의 개념, S(self-directed, 자기 주도적),

M(motivated, 흥미), A(adaptive, 수준과 적성), R(resource free, 풍부한 자

료), T(technology embedded, 정보·통신 기술 활용)를 종합한 의미를 가지

고 있다. S는 학습자의 역할이 지식의 수용자에서 주요 생산자로 변화하고

교사는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조력자(멘토)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

고 온라인 성취도 진단 및 처방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

을 의미한다. M은 정형화된 교과서 중심에서 체험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을 강조하며, ICT 교육을 통해 탐구학습, 협력학습, 개별학습 등 다양한 학

습 방법과 과정 중심의 개별화된 평가를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A는 교육

체제의 유연성이 강화되고 개인의 선호 및 미래의 직업과 연계된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여, 학습자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 된 학습을 지원하

는 것을 뜻한다. R은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풍부한 콘텐

츠를 교육에 활용하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국외의 학습자원을 모

두 활용하고 협력학습을 확대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 T는 정보기술을 통

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공학적 도구를 통한

다채로운 수업방식으로 학습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교육환경이라는 의

미를 가지고 있다.26)

25) 이성흠 외, 위의 글, 347쪽.

26) 이성흠 외, 위의 글, 348쪽.



- 19 -

스마트 교육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은 흥미와 적성에 맞

는 다양한 방식의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사는 풍부한 교수-학습 자

료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으며,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정보를 신속하고 정

확하게 제공받아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사회적으로는 콘텐츠

산업과 IT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교육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도 있는데, 인터넷 과다 사용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과 자가진단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인터넷(게임) 오

남용의 ‘예방-진단-치료’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정보 통신 윤리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20 -

B. 피아노 교육과 음악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활용

1. 선행연구

국내에 출판된 피아노 교수법 관련 저서 중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을 언

급하고 있는 저서는 『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27), 『피아노 교수법 최고

의 길잡이』28), 『피아노 교수법 개론』29) 정도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에서는 레슨 장소에 필요한 장비로 테크놀로

지 도구를 포함시켰다. 이 저서에서는 이론학습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

는 컴퓨터, 레슨실황을 녹음하거나 청음훈련을 할 수 있는 녹음기, 음악 감

상을 할 수 있는 레코드와 CD 플레이어, 수업을 녹화할 수 있는 캠코더가

레슨 장소에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대학의 그룹 피아노 강의실에서

필요한 장비로 디지털 피아노, 슬라이드 영사기, 오디오 등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시각자료와 청각자료의 활용이 교사에게 다양하고 의미 있는 효

과적인 지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중 컴퓨터 기술과 신디사이저

는 미래의 건반악기 실습실 장비로써 대단히 유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7) 제임스 베스틴(James W. Bastien) / 송지혜 옮김, 『성공적인 피아노 교수

법』(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서울: 음악춘추사, 2000), 18-19쪽,

219-220쪽, 281-285쪽.

28) 마리엔 우즐러(Marienne Uszler) 외 / 조윤수·최소영 옮김, 『피아노 교수법

최고의 길잡이』(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서울: 뮤직필,

2003), 188-213쪽.

29) 김강희 외, 『피아노 교수법 개론』(서울: 세광음악출판사, 2010), 200-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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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서의 저자는 레슨 장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장점에 대해서도 언

급하고 있는데, 컴퓨터는 학습자의 반응에 즉시 응답하는 상호작용 기능

(feedback)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가 오답을 제시하여도 기계와 학습자간

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사나 다른 학습자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모욕감을 최

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컴퓨터는 시청각 매체로 교육의 효과가 매

우 크고, 자기주도 학습(self directed learning)이 가능하여 교사가 시간적

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 외에, 청음 프로그램이

나 사보 프로그램과 같은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소개함으로

써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피아노 교수법 최고의 길잡이』에서는 피아노 교사의 전문성 부문에서

테크놀로지를 겸비한 지도활동을 언급하고 있다. 저자인 우즐러는 21세기

스튜디오에서의 교육적 변화와 학습자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이에 따른

피아노 교사의 역할에 주목한다. 어쿠스틱 피아노가 전자 피아노로 변화되

는 것이 아니라, 두 악기가 공존하는 학습 환경이 되었고, 책과 악보가 테

크놀로지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통해 정보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말한다. 또한 전통적인 창작활동이 없어지

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통해 음악이 훨씬 풍성해졌으며, 레슨과 연

주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사회적 의미가 생성되었다

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강화된 21세기의 교육적, 음악적

변화에서 오히려 피아노 교사의 역할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사들도 테크놀로지 산물들의 작동방법을 배워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우즐러는 테크놀로지가 학습자로 하여금 시각, 청각 등 여러 가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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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각과 지력을 통해 음악적 경험을 얻게 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

킨다고 주장한다. 그 종류로 전자 건반악기, 비디오, 컴퓨터, CD-ROM,

MIDI, 컴퓨터 소프트웨어(청음, 이론, 음악사, 즉흥연주, 기보, 상호작용

CD-ROM 멀티미디어, 시퀀싱)를 소개하면서, 21세기에는 교사가 음악교육

에 테크놀로지와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피아노 교수법 개론』에서는 어릴 때부터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21세기

학습자에게 흥미와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활용이

교수방법으로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저서에서는 테크놀로지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전자 피아노의 종류, 디지털 피아노의 활용, 음악 소프

트웨어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음악 소프트웨어의 경우 음악 이

론 소프트웨어, 청음 소프트웨어, 피아노 독학 소프트웨어로 세분화시켜 다

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위 저서들에서 언급한 테크놀로지 매체는 청각매체, 시청각매체, 상호작

용매체이다. 그 중, 상호작용매체는 컴퓨터 보조학습만이 제시되어 있다.

이 저서들에는 e-러닝, m-러닝, u-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가 전혀 없

는데, 그 이유는 가장 최근에 출간된 저서가 2010년으로 수년전에 불과하

지만 테크놀로지 도구의 급격한 변화에는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피아노 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예를 들어보겠

다. 미국의 스테판 F. 오스틴 주립 대학교(Stephen F. Austin State

University)의 피아노와 피아노 페다고지 교수인 아제로(M. Agero)는 피아

노 교육에 각종 소프트웨어, 아이패드, 디지털 피아노, 인터넷 통신 네트워

크, 컴퓨터 등을 사용하고 있고, 소셜 미디어의 활용으로 팟 캐스트에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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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올려 그 강의에 대한 덧글을 작성하는 학습자와 소통을 하고 있다. 그

는 쌍방향 교육을 선호하고 있으며 e-러닝, m-러닝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최소 5년 사이에만도 피아노 교육에서 사용하는 매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교육매체에 관한 시대적 변화를 따

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단행본 외, 피아노 교육과 음악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활용에 관한 국내·외 논문과 저널을 살펴보겠다.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하

는 음악 교육 연구는 국내와 국외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테크

놀로지를 주제로 하는 피아노 교육 연구는 국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가 선행 연구로 사용한 20여 개의 국내, 국외의 논문과 저널은 피아

노 또는 음악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활용, 효과, 정의, 양상,

개발, 실태, 인식 등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연구자는 이것을 세 가지로 통

합, 분류하였다. 첫째 그룹은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과 장·단점

등을 논한 문헌 연구이고, 둘째 그룹은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을 소개하는 연구이며, 셋째 그룹은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의

인식과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한 연구이다.

첫째 그룹인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과 장·단점 등을 논한 문헌

연구30)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들은 첨단 과학 사회로 변화된 시

30) 김미숙, “음악교육에서의 멀티미디어에 대한 고찰,” 『음악교육공학』 1 (2002),

88-117쪽. ; 김은진·임병노,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융복합 학문의 시대적 흐름-

음악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 (2012), 102-113

쪽.; Richard Cangro, “Mentoring the Mentors for the 21th Century and

Beyond,".; Lee Arthur Welch, “Music Teacher Perceptions of a Model of

Technology Training and Support in Virginia," (DMA, diss., The University

of Bost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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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환경에 맞는 피아노 교육이 필요하며, 교사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방

식의 교육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

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21세기를 세계화·정보화 시대, 지식 기반 사회 및

지식 융합 사회라고 부르며, 다양한 정보의 전달 수단과 표현 수단이 컴퓨

터에 의해 멀티미디어로 통합된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였다고 언급한다.

또한, 현재의 교육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21세기 교육은 창의성, 비판적 사

고, 소통, 의사 결정력의 계발과 사회 구성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학습은 창

조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음악교과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테크놀로

지를 사용한 교육매체가 개개인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여 학습자

를 통제, 교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매체를 활용하여 협업, 소통, 비평, 토론 등 구체적

인 음악교수-학습활동과 성취기준에 대한 후속연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요구되는 연구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31)

문헌 중에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활용에 대한 학습효과에 집중한 논문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창작활동 학습을 한 결과, 학습자들은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력이 향상되는 변화를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31) 성경희, “21세기 음악교육의 패러다임,” 『음악교육공학』 1 (2002), 4-16쪽.;

오지향 외, “21세기 음악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역량,” 『음악교육연구』 43/4

(2014), 187-209쪽.; 조정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과제중심 음악교수 학습·모

형,", 209-229쪽.; Neal Smith, “Seizing the Opportunities of Technology(but

with caution)," Illinois Music Educator 69/1 (fall 2008),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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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반응과 태도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등 전반적으로 음악적

생활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내타냈다고 말한다.32)

둘째 그룹은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연구로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에 활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로 음악 소프트웨어,

컴퓨터, 멀티미디어, 통신 네트워크(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음악 소프트웨어의 활용 중에는 코스웨어

(courseware,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연구가 많았다. 이 문헌들은

학습자에게 음악 기초 이론, 청음, 리듬, 작곡, 즉흥 연주 등 피아노 연주와

다양한 음악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코스웨어를 제시하였다.33) 또한, 교

사가 코스웨어를 CD-ROM 또는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직접 제작하여 교육

의 방법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34)

한편, MIDI, 전자 피아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한

연주와 화상 레슨 방법을 제시한 성과물도 눈에 띈다. 연구자들은 수업에

서 디지털 피아노를 컴퓨터, 인터넷 통신, 헤드폰, MIDI(또는 시퀀서)와 함

께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MIDI, 전자 피아노는 여러 가지 악기의

음색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장소에서 다양한 체험을 단시간 안

에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동반주 기능으로 여러 사람의 몫을 대

32) 김은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음악 테크놀로지 기반 수업의 학습효과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33) 이연경, “학교 음악 수업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음악 지도 접근방식에 대

한 고찰,”, 151-187쪽.; Chad Criswell, “Redefining Music Technology,”

Teaching Music 16/5 (Feb. 2009), pp. 30-37.
34) 김근호·한희, “미디어 기술 기반의 학원 음악교육 혁신체계 설계," 『음악교육

공학』 15 (2012), 237-259쪽.; 민경훈, “스마트 교육으로서 음악 감상 지도 방

법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15 (2015), 63-87쪽.; 이연경, 위의 글, 151-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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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여 효율적인 학습매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

한다. 전자피아노를 컴퓨터와 연결시켜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원거리 피아노 레슨을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35)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음악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도서와

논문 안내, 사전과 사이버 강좌 활용법, 음악파일 또는 악보를 다운 받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음악 자료의 검색 또는 수집은 수 세기동안 도서관,

자료실, 박물관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화 된

자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공급 되

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존재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무한한 교육효과의 증대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한다.36)

이 외에도 원격 레슨(Long-Distance Lesson 또는 Online Lesson)을 활

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37)도 있다. 원격 레슨이란 인터넷 통신(스카이프

또는 아이쳇)38)을 사용하여 화상으로 피아노 레슨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35) 김근호·한희, 위의 글, 237-259쪽.; 이연경, 위의 글, 151-187쪽.; Chad

Criswell, “Teaching Music from a Distance,” Teaching Music 16/4 (Jan.

2009), pp. 26-27.; Mario Ajero, “Technology in the Group Piano Lab and

Beyond," Clavier Companion 1/6 (Nov/Dec 2009), p. 59.; Mario Ajero,

“Teaching real-time music lessons over videoconference," American Music

Teacher 60/1 (Aug/sep 2010), p.44.
36) 강만희, “음악자료의 새로운 접근방법: 인터넷을 통한 자료 검색 및 수집,"

『음악논단』 24 (2010), 319-361쪽.; 이연경, 위의 글, 151-187쪽.

37) 오소영,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피아노 교육,”『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학술대회』

(2011), 231-242쪽.; Chad Criswell, “Teaching Music from a Distance,” pp.

26-27.

38) http://skype.daesung.com/, i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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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도구로는 컴퓨터, 웹 카메라, 마이크로폰, 초고속 인터넷 통신, 소

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에 관한 연구들 중에는 실제로 원격 레슨

을 시행하여 결과를 도출한 연구39)도 있는데, 그 결과 학습자들과 교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성공적인 원격수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준

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룹은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의 인식과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한 연구로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연구는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인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네트워크 통신,

오디오, TV, 캠코더, MIDI, 디지털 피아노, OHP, 시각교재의 활용 정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30-50%가 테크놀로지 도구 활

용에 대해 긍정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대한 인식으로 테크놀로

지 도구의 필요성, 선호도, 사용빈도, 교사 재교육의 필요성 등을 조사하기

도 하였다. 연구 대상은 연구 논문의 성격에 따라 피아노 교사, 학교 음악

교사, 대학 교수로 각각 달랐으며, 연구 대상에 따라 교사의 배경조사(학

력, 연령, 경력 등)가 다르게 이루어졌다.40)

39) Julia Brook, “An on-line digital video library of piano teaching: A case

study with five teachers,” (M. A. diss., University of Ottawa, 2007).

40) Esther Rhee, “The incorporation of technology into music education in

Korea: a mixed method study,”.; Leonard Thomas. Jr. Stampfli, “A Survey

of Digital Music Technology Implementation by Graduate and undergraduate

Piano Pedagogy Faculty in America Colleges and Universities,".; May Wuey

Tsao-Lim, “The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into the Curricula of

Selected Independent Piano Studios,".; Won Kanghee Kim, “Undergraduate

Piano Pedagogy Course Offerings in Selected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DMA, The University of Oklahom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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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온라인 예술교육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의 온라인

예술교육의 내용, 학습과정, 접속의 용이성, 의사소통에 대한 조사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학습자에게 온라인의 체험식 교육이 필요하지만 한국에서

는 아직 활발히 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홍보, 다양한 내용, 높은 교육

수준, 편리성을 높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41)

대만의 음악 교육, 음악 교사 교육, 초등 음악 교육의 세 가지 교육을 대

상으로 IT통합교육의 활용 실태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 음악교사 교육에서

교직을 이수한 음악교사에게 IT과목은 필수 이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

목이었기 때문에, 교사 모두가 IT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교사 훈련(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초

등학교의 IT통합 음악교육의 중요성도 제기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한 도구

로는 CAI, 인터넷, 사보프로그램, 오디오편집기, MIDI, 디지털피아노, CD,

PPT가 있었다.42)

교사 재교육을 통한 음악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연

구도 있다. 워크샵에 참여한 63명의 음악교사에게 테크놀로지 지식의 정도,

편리성, 사용 빈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교사가 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육을 받기 전과 후, 총 2회에 걸쳐 응답한 설문의 두 결과를 비교해 보

았는데, 테크놀로지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의 설문 응답 결과에서 테크놀

로지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었다.43)

41) 윤재석, “온라인 예술교육 실태와 효과에 관한 연구: 순수음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42) Hung Pai Chen,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Music

Teacher Education and School Music Education in Taiwan," (Ph.D., Thesis,

School of Education RMIT University, 2012).

43) William I Bauer외, “Transforming Music Teaching via Technolog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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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아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종류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지고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 중에서 하위영역

에 위치해야 하는 매체와 시대적으로 낙후되어 사용하지 않는 매체를 삭제

한 후 성격이 같은 매체를 통합하여 ‘기능적인 역할’로 재분류하였다. 그

결과, 피아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는 컴퓨터 소프트

웨어, 디지털 피아노, 오디오 기기,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동영상 촬영기기

(캠코더, 카메라)로 되었다. 이 5가지의 테크놀로지 도구들의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CD의 형태나 각종 파일의 형태로 제작되어 있으

며,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

케이션이다. 소프트웨어 중 코스웨어의 종류로는 사보, MIDI, 청음, 음악

기초 이론, 기초 건반연주 프로그램 등이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는 e-러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

는 매체이다.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는 1990년대 개인용 PC가 보급되고 광

통신이 발달하면서 일반화되었다. 교사와 학습자는 인터넷 통신을 통해 청

음훈련, 마스터 클래스, 음악 감상, 정보 수집, 악보 검색 등의 학습을 한

다.

오디오 기기는 청각매체에 속하며, 감상 또는 반주음원을 들을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쉽고 빠른 작동 방법으로 피아노 교사들이

자주 사용한다. 카세트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녹음도 가능하기 때문에 레슨

Role of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4 (Winter 2003), pp. 28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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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녹음하거나 연주를 녹음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카세트

플레이어의 사용이 감소하였고,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 기능이 카세트 플레

이어와 CD 플레이어의 기능을 대체하기도 한다.

동영상 촬영기기(캠코더, 카메라)는 시청각 매체이면서 상호작용 매체이기

도 하다. 캠코더로 레슨이나 연주 실황을 녹화하여 시각과 청각을 이용한 학

습을 할 수 있고, 웹 카메라와 인터넷 통신을 연결하여 원거리에 있는 교사

와 학습자가 화상레슨을 할 수도 있다. CD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는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캠코더의 기능을 대신하기도 한다.

디지털 피아노는 어쿠스틱 피아노의 음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음

을 재생하도록 설계된 전자 피아노이다. 디지털 피아노는 많은 기능을 가

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기능은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실현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학습자가 수업에 사용하는 악기는 피아노로 한정되어 있지만,

디지털 피아노는 피아노 외에도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의 음색을 소리 낼

수 있어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모든 악기 소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악기의 소리 뿐 만 아니라 반주음원이 내장되어 있어서 학습

자가 간단한 멜로디와 코드정도만 연주하여도 내장되어 있는 음원으로 인

해 큰 연주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메트로놈 기능도 있어 별도로 메트로놈

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고, 간략하게나마 시퀀서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음악활동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동연주 피아노44), 디지털

악보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내장된 피아노45)와 같은 새로운 전자 피아노

가 선보이고 있다.

44) YMAHA SX100RBI, YMAHA SX101RWnC, YMAHA DC3E3PRO-disklavier

45) 피아노바이어, 2014. 12. 10, http://www.pianobuyer.com/spring11/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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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선정된 5가지의 테크놀로지 도구 이외에 2010년대부터 교육매

체로 활발하게 사용되는 태블릿 PC/스마트폰을 추가하고자 한다. 태블릿

PC/스마트폰은 m-러닝과 u-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교육매체이다.

한국에서 스마트폰은 2009년 가입률 1.7%를 시작하여 2015년 2월에는 스

마트폰 보급률 80%로 싱가폴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사람들에

게 친밀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도구이다. 구글코리아의 발표에 의하

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 사용시

간도 주당 13.4시간으로 미국 사용자들의 앱 사용 시간(6.3시간)의 두 배를

넘어섰으며, 한국인의 TV시청 시간(9시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앱을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6)

이처럼 태블릿 PC/스마트폰은 성인, 학생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유한 스마트 기기로써, 통화뿐만 아니라 녹음, 동영상 촬영, 인터넷 검색,

앱 사용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운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발달하여 많은 교육기관에서도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전자교

과서와 같은 학습매체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47)

그러나 태블릿 PC/스마트폰의 짧은 역사로 인해 아직은 국내, 국외를 통

틀어 피아노 관련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태블릿 PC/스마

46) 송인국, “스마트 폰 구매에 있어 기기 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최초구매자와

재 구매자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정보처리학회 논문지D』 19/1 (2012), 121쪽.;

한진주, 스마트폰에 점령당한 한국인…TV보다 모바일 앱 오래본다, 「아시아경제」,

2015. 3. 2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22616055667319.

47) Soyoung Oh, “Music Education's New Attempt-Tablet PC Applications'

Classification and Use for Music Electronic Textbooks,” The 9th Asia

Pacific Symposium of Music Education Researc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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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앱의 개발에 관한 연구48)와 무선인터넷과

앱을 사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49)가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태블릿 PC/스마트폰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은 도구이다. 휴

대가 가능한 미디어 기기이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

기능은 피아노 교육에서도 무한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블

릿 PC/스마트폰을 피아노 교육에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도구로 채택하였다.

위의 테크놀로지 도구들을 e-러닝, m-러닝, u-러닝의 교수-학습 활동으

로 분류해보면, 하나의 도구가 하나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만 적용 되는 것

이 아닌 두 개의 교수-학습 방법에 걸쳐 사용되기도 한다. 그만큼 테크놀로

지 도구들이 다양한 기능과 방법으로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먼

저, e-러닝 학습 도구로는 컴퓨터, 디지털 피아노가 있고, e-러닝과 m-러닝

이 가능한 학습도구로는 오디오 기기, 동영상 촬영기기가 있다. m-러닝과

u-러닝이 가능한 학습도구로는 태블릿 PC/스마트폰으로써 이 도구들은 모

두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학습에 효과적인 매체로 사용된다.

48) 곽소정 외,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리듬액션 게임을 활용한 초등학교 음악 감

상수업에서의 학습 평가, 학습 몰입, 학습 만족 연구,”『한국게임학회 논문지』

12/1 (2012), 113-122쪽.; 김우재·이지훈, 교육용 3D 피아노 게임 프로그램에 관

한 연구,"『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 19 Dec. (2009), 53-59쪽.

49) 최미영, “팟캐스팅의 음악 교육적 활용 가능성 모색,”, 141-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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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피아노 교육에 대한 인식과 현황

을 조사하고자하는 목적을 위하여 피아노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교육청에 명시된 학원 강사의 조건인 ‘전문대학의 학력 이상’에 맞춰

본 연구의 대상도 피아노 전공의 2년제 대학 학력의 교사부터 박사 학위가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설문도구를 연구대상에게 전달하

기 위하여 우편과 이메일 발송, 전국 각 도시의 음악 대학교/대학원, 학회,

세미나에 직, 간접 배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연구하려는 모

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하였으며, 2014년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471부

의 설문도구가 배포와 회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332부만이 회수되어

70.5%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332부 중 37부의 설문도구는 무응답 등

분석에 적합하지 않는 여러 이유로 제외시키고, 295부의 설문도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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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검사도구 개발

본 연구의 설문도구는 앞서 분석하였던 선행연구들 중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실태 조사 연구자인 Rhee50), Tsao-Lim51), Stampfli52)의 설문도구

를 참고한 뒤 한국의 교육 실정, 근래의 IT 기술의 발달 현황, 피아노 교

육 상황 등 본 연구 취지에 맞게 수정과 보완의 절차를 거쳐 작성하였다.

중심이 되는 세 논문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로써 연구대상자의 배

경, 연구대상자가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종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에 관한 내용인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배경을 살펴보면<표 Ⅲ-1>,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연구대상이 공교육 기관의 음악 교사, 피아노 레슨 교

사, 페다고지 전공의 대학 교수로 달라진다. 각 연구의 검사도구마다 학위,

성별, 연령, 경력에 관한 문항이 첨가되거나 생략되기도 하였다.

50) Esther Rhee, “The Incorporation of Technology into Music Education in

Korea: a Mixed Method Study,”.

51) May Wuey Tsao-Lim, “The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into the

Curricula of Selected Independent Piano Studios,".

52) Leonard Thomas. Jr. Stampfli, “A Survey of Digital Music Technology

Implementation by Graduate and undergraduate Piano Pedagogy Faculty in

America Colleges and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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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선행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배경 

Rhee (2001) Tsao-Lim (2006)  Stampfli (2006)

대 상 유,초,중,고,대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피아노 페다고지

 대학교 교수
학위구분 O X X
성별구분 X X O
연령구분 X X O
경력구분 X X O

선행연구의 평가도구로 사용한 테크놀로지 도구의 종류는 연구자가 이론

적 배경에 제시한 ‘피아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종

류’를 기준으로 하여 <표 Ⅲ-2>를 작성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한 테크놀로

지 도구 6가지 중 태블릿 PC/스마트폰은 2000년대 후반에 상용화된 것이

기 때문에 2000년대에 발표된 3가지의 선행연구의 검사도구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표 Ⅲ-2> 선행연구에 나타난 테크놀로지 도구의 종류

Rhee(2001) Tsao-Lim(2006) Stampfli(2006)

컴퓨터 소프트웨어 O O O
 동영상 촬영기기 O X X

오디오 기기(CD 플레이어) O O O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X O O

디지털 피아노 O O O
태블릿 PC/스마트폰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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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대상자의 배경

· Part A: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피아노 교사의 인식과 배경조사

· Part B: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피아노 교사의 교수 현황과 배경조사

· Part C: 피아노 교육에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활용 방법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관한 내용은 <표 Ⅲ-3>와 같으며, 교사가 현실적

으로 직면하게 되는 테크놀로지 도구와 도구 사용에 관한 문제가 조사되었다.

<표 Ⅲ-3> 선행연구에 나타난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관한 내용

Rhee (2001) Tsao-Lim(2006) Stampfli (2006)

사용 횟수 또는 기간 O O O
사용 목적 O O O

도구 사용의 장점 O O O
도구 정보의 경로 O O X

도구의 재정적 해결 O O X
도구의 필요성 O X O
학습자의 반응 O X X

미사용에 관한 질문 O X X
개발을 희망하는 

테크놀로지 도구 제시 X O X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의 설문도구를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표 Ⅲ-4> :

설문에 참여한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연구 대상자의 배경과 Part A에

필수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Part B와 Part C는 피아노 교육에 테크

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평가 도구로 앞서 제시한 6가지의 테크놀로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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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오디오 기기(CD 플레이어), 태블릿

PC/스마트폰 앱, 디지털 피아노, 동영상 촬영기기-에 유튜브를 추가하여

총 7가지의 교수매체를 제시하였다. 유튜브를 독립적인 교수매체로 사용한

까닭은 각종 연구53)에 단일 주제로 사용될 만큼 비중이 있으며, 피아노 교

육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음악 감상 자료에 시각효과를 첨부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서 피아노 교사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는 중요한 매

체이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인터넷 통신

을 통해 동영상을 무료로 공유할 수 있는 앱 또는 웹사이트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유튜브는 회원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회원

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연

주 또는 타인의 연주를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할 수 있고, 세계 유명 연

주자들의 연주, 음악 전공 학생의 리허설 연주나 무대연주, 아마추어의 연

주 등 수많은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어 다채로운 시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영상 게시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연주에 대한 검증이 이루

어지지 않아 학습에 적합한 연주 동영상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008년에는 클래식 음악 전용 채널이 만들어져 클래식의 SNS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일보의 독일 쾰른 국제 음악 콩쿨에 관한 기

사를 보면, 음악 홀에서만 열리는 콩쿨이 이제는 유튜브에서도 열려 연주

53) Ludim Pedroza, “The Internet as Performer's Forum: A Look at the

YouTube Piano Wars and Their Possible Implications," p. 26-31.; Teresa

Sumpter, “Staying Fresh: A Pedagogical Cyberspace Cruise to YouTube,

Piano Flicks, and the Internet," p. 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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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콩쿨 참여를 위해 유튜브의 사용법을 익혀 동영상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보도하였다.54)

Part C에서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지 않고,

기기(device)로 분류하여 CD 플레이어, 디지털 피아노,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기기에 따른 분류는 각 기기의 역할에 따

라 가능한 교육활동을 하위문항으로 나열하였기 때문에 기기의 특성을 가

장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피아노 교육에서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활용 방법을 각각 최소 3가지에서 최대 11가지의

하위문항으로 제시하였고, 테크놀로지 도구의 특성에 따라 개방형55) 문항

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54) 강기헌, 열렸다, 유튜브 콩쿠르 시대, 「중앙일보」, 2012. 5. 8, 27쪽.

55) 응답자에게 질문만 제시하여 그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 할 수 있다. 창조

적이고 다양한 응답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으나, 너무 다양한 응답으로 인해 자

료가 표준화되기가 어렵고, 응답자로 하여금 번거로움을 느껴 무응답의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김석용,『Intro 조사 연구방법론』(서울: 탑북스, 2012),

187-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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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설문도구의 구성내용

구 분 질 문 내 용 문항 수

연구 대상자의 
배경

- 성별
- 연령
- 학력
- 경력
- 대학(원)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하여 배운 피아노 

관련 과목 이수
- 피아노 교수 형태(개인레슨, 학원, 기타)

6

Part A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인식

- 도구 사용 여부
- 도구 사용의 필요성
- 학습수준에 따른 도구 종류
- 도구의 사용 예상 빈도
- 도구 관련 교육의 필요성
- 희망 개발 도구 

6(21)

Part B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현황

- 사용, 미사용 기자재
- 사용 경력과 빈도
- 교사의 도구 편리성
- 학생의 도구 선호도
- 교사의 도구 지식에 대한 자기평가
- 도구 정보 경로
- 도구 사용법 경로
- 도구 사용의 학습 목표
- 도구 사용의 이유
- 도구 사용의 불편한 점과 제한점

11(24)

Part C

테크놀로지 도구 
활용 방법

- 4개 도구(CD 플레이어, 디지털피아노, 컴퓨터, 태블릿  
   PC/스마트폰)를 통한 교육활동 내용과 사용 빈도
-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명칭 

8(39)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하위 문항을 계수한 것임. 

본 설문 도구의 질문은 개방형(open-ended) 유형보다는 폐쇄형(closed-ended)

유형을 많이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설문 도구에 대해 파일럿 스터디를 네

차례에 걸쳐 하였기 때문에, 폐쇄형의 단점을 보완하여 넓은 범주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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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양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여기에 객관식 보기의 마지

막으로 ‘기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연구자가 미처 연구하지 못한 답변을

유도하였으나 선택할 수 있는 범주를 넓게 한 까닭으로 대부분 객관식의

보기에서 응답이 이루어졌다. 일부 문항에서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56)

를 사용하여 태도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의 태도가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5

단계로 평가하게 하였다.

56)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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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료수집

본 설문도구는 피아노 교수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피아노 교사 4명과

학사학위를 가진 피아노 교사 4명을 대상으로 4차에 걸쳐 사전 연구를 실

시하였다(2014. 4. 4. - 2014. 5. 10.). 사전 연구는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전 연구를 통해 나타나게 된 문제점은 첫째, 응답자

들이 ‘테크놀로지 도구’라는 용어를 생소하게 여겨 설문지에서 1회의 언급

으로는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둘째, 문항수가 너무

많아 응답에 대한 소요시간이 길고 그로 인해 응답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

이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첫 번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문도구에 테크놀로

지 도구를 자세히 중복 설명 하였고,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

한 몇 가지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리커트 척도의 몇몇 문항을 객관식 문항

으로 전환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도교수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적합성과 타

당성을 검토 받았다.

완성된 설문지는 2014년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6주 동안 배포하

고 수거를 완료하였다. 설문지는 이메일, 우편, 그리고 직·간접 배포 방법

으로 이루어졌다. 설문도구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지역의 대학교/대학원 학생, 피아노 개인 레슨 교사, 피아노 학원장에게와

한국 피아노 교수법 학회, 각종 피아노 세미나 등에 배포하였다.

이메일로는 32부를 배포하여 29부를 수거하였고, 우편으로는 175부를 배

포하여 126부를 수거하였으며, 직접 배포로는 264부를 배포하여 177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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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하였다. 이렇게 총 471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후, 332부를 회수하여

70.5%의 회수율을 보였다. 수거된 332부의 설문지 중 37부의 설문지가 무

효처리 되었는데, 그 이유는 모두 세 가지이다. 첫째, 피아노를 지도한 경

험이 없는 피아노 전공자, 둘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교사이기 때문에

Part C까지 응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Part A까지만 응답한 피아노 교사,

셋째, 무응답이 많은 등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통계를 내기가 불가능한 응

답자들의 설문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효한 설문지 295부를 최종 자료

로 삼아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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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분석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패키지 SAS를 이용하였다. 먼저,

설문도구에 대한 각각의 질문을 빈도 분석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설문의

내용 중 두 가지 속성을 관측하여 얻은 2변량 자료를 통해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 그 관계가 유의미한 것인지 상관관계를 구하는

교차분석(카이제곱검증, Chi-square test)도 사용하였다. 이원분산분석 방법

중 내재설계(nested design)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한 독립변수의 각 수

준에서 다른 변수의 효과 유무를 밝히는 설계이다.57) 그 외에도 두 집단의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통계방법으로써,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이며 종속

변수가 양적 변수일 경우 평균 또는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T검

정(t-test)도 활용하였다.58) 마지막으로 신뢰도 검사(Cronbach's alpha)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295부의 설문도구

를 토대로 한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Ⅲ-5>.

57) 성태제,『현대기초통계학』(서울: 학지사, 2012), 410쪽.

58) 성태제·시기자,『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2008),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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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N) 백분율(%)

성별
여자 279 95
남자 16 5
합 계 295 100

연령

20-29세 146 49.5 
30-39세 98 33.2 
40-49세 39 13.2 
50-59세 10 3.4 
60세이상 1 0.3 
무응답 1 0.3 
합 계 295 100

학력

2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 23 8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 149 51 

석사 재학 또는 졸업 81 27 
박사 재학 또는 졸업 42 14 

합 계 295 100

경력

1-5년 127 43 
6-10년 56 19 
11-15년 53 18 
16-20년 36 12 
21-25년 11 4 

26년 이상 6 2 
무응답 6 2 
합 계 295 100

레슨 형태

학원 95 32
개인레슨 136 46

학원과 개인레슨 44 15
기타 6 2

무응답 14 5
합 계 295 100

대학(원)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여 배운 
피아노 관련 과목

한 과목 이상 배운 적이 있다 192 65.1
배운 적이 없다 86 29.2

무응답 17 5.7
합 계 2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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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자들의 성별은 95%가 여성인데, 이것은 피아노 전공자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여성과 남성은 각각 279명과

16명으로 백분율로 계산하면 95%와 5%의 비교로서, 표본의 차이가 커서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없을 뿐더러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 통계에 적절하지 않은 표본 수이므로 남녀성별에 따른 조

사는 제외시켰다.

연령대에서는 20대가 49.5%(N=146/295)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3.2%

(N=98/295)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51%,

N=149/295), 석사과정 재학 또는 졸업(27%, N=81/295)순으로 많게 나타

났다. 경력은 1년에서 5년(43%, N=127/295), 6년에서 10년(19%, N=56/295)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레슨 형태는 학원레슨과 개인레슨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원의

레슨도 개인레슨과 같은 일반적인 1대 1의 레슨을 의미한다. 그룹레슨을

제외한 이유는 파일럿 스터디 결과 예상 빈도수가 너무 적어 통계의 의미

가 없으며,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비교-학원레슨과 개인레슨-가 연구결

과에 훨씬 정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응답자들 중

에서 학원 출강과 개인레슨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처리하였고, 학원레슨, 개인레슨의 방법이 아닌 그룹레슨

등과 같이 다른 방법으로 피아노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를 위해서는 기타

방법을 기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빈도 분석 결과, 설문에 참여한 295

명 중 개인레슨에만 응답한 교사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출강에만

응답한 교사가 95명, 학원 출강과 개인레슨을 동시에 응답한 교사는 44명,

기타의 방법에 응답한 교사는 6명이었으며, 기타의 방법으로는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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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대학/대학원의 피아노 실기와 관련한 교과목들에는 클래스 피아노59), 연

주, 피아노 교수법, 전공실기, 건반화성, 반주법, 피아노 앙상블, 현대 테크

놀로지와 그룹 피아노 교수법, 디지털 피아노의 활용이 있으며, 연구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교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타에 교과목 이름을 작

성하도록 하였다. 위 9가지의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테

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여 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295명

중 192명(65.1%)이었고,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여 지도받은 과목이 전

혀 없다고 응답한 인원은 86명(29.2%)이었다.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여

지도를 받은 교과목을 복수응답으로 얻은 결과를 보면, 피아노교수법(36%,

N=106/295), 전공실기와 건반화성(21%, N=61/295) 순으로 나타났다<표 Ⅲ

-6>, <그림 Ⅲ-1>. 제시된 교과목 중 ‘현대테크놀로지와 그룹피아노교수

법’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5%, N=16/295), 이 과목은 피아노 교수학 석

사과정에 배정된 과목이기 때문에 응답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59) 이 과목은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과목이지만 몇몇 학교의 경우 이 명칭을 사용

하여 음악전공 학생이 이수할 수 있게 하였다. 주희선의 연구 “Arts PROPEL

을 적용한 클래스 피아노 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육연구』 39 (2010),

183-207쪽을 보면 클래스 피아노는 비전공자들에게 적합한 수업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 47 -

<표 Ⅲ-6> 대학(원)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여 배운 피아노 관련 교과목

빈도 백분율 비고

피아노교수법 106 36 
전공실기 61 21 
건반화성 61 21 
반주법 53 18 
연주 52 18 

디지털 피아노의 활용 50 17 
클래스 피아노 48 16 
피아노 앙상블 43 15 

현대 테크놀로지와 
그룹피아노 교수법 16 5 

기타 1 0 피아노 테크닉의 이해
배운 적이 없다 86 29

무응답 17 6 
합 계 295

*주: 백분율은 전체 응답자 295명에 대한 비율임

<그림 Ⅲ-1> 대학(원)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여 배운 피아노 관련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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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해석

A.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피아노 교사의 인식과

배경 조사

본 연구는 먼저 피아노 교육 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피아노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 여부와

그에 따른 이유,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대한 필요성 인식, 학습자의 연령

과 학습수준에 적합한 테크놀로지 도구의 종류,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피아노 교사의 사용 예상 빈도, 피아노 교육을 위한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

구 개발과 교사 재교육 필요성의 인식을 조사하였고, 이에 대한 교사들의

답변이 교사의 배경(연령, 교사 경력, 학력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상관

관계를 구하였다.

1.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 여부에 따른 인식

총 295명의 피아노 교사에게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여부를 질문한 결

과,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154명

(52.2%),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는 140명(47.5%)으로 약 5%p의

근소한 차이로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가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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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 피아노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빈도 백분율

사용 한다 154 52.2
사용하지 않는다 140 47.5

무응답 1 0.3
합 계 295 100

연구자는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유무의 결과가 교사 배경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카이제곱검증으로 상관관계를 조사해보았다<표 Ⅳ-2>. 즉, 교사의

연령, 학력, 지도 경력, 대학/대학원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피아노

실기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 레슨 형태(학원 또는 개인지도)가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테크놀로지 도

구의 사용 여부는 위의 변수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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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 여부와 교사 배경의 카이제곱검증 결과

변 수
유효수

(N)
자유도

(df)
카이제곱

(x2)
유의확률

(p)
결 과

연령 293 4 16.59 .002 유의미
학력 294 3 33.77 .000 유의미
경력 288 5 19.32 .001 유의미

대학(원)에서의 
테크놀로지도구 

사용과목 이수여부
277 1 14.45 .000 유의미

레슨형태 274 2 11.27 .003 유의미

<표 Ⅳ-2>의 다섯 가지 변수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교사의 연령(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 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5%이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x2(4, N=293)=16.59, p=.002〕, <표 Ⅳ-3>, <그림 Ⅳ-1>. 피아노 교육

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는 30대로, 30대 응답자

의 67.01%(=65/97)가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하

였다. 그 이후로는 40대, 20대의 순으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응

답하였다. 50대와 60대는 표본수가 적어 50대와 60대를 통합하여 계산해보

면 24.48%(=3/11)가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로 보았을 때, 비교적 젊은 층의 교사가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대적인 디지털 교육의 흐름에 젊은 층의 교사가

훨씬 민감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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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교사 연령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피아노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사용 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연
령

20대 N=146 66 80
% 45.21 54.79

30대 N=97 65 32
% 67.01 32.99

40대 N=39 19 20
% 48.72 51.28

50대 N=10 2 8
% 20 80

60대 N=1 1 0
% 100 0

합 계 N=293 153 140
% 52.22 47.78

x2 = 16.59 (df=4, p=.002)

<그림 Ⅳ-1> 교사 연령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둘째, 교사의 학력(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석사, 박사 재학 또는 졸업)

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 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5%이하에

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x2(3, N=294)=33.77, p=.000〕, <표 Ⅳ-4>,

<그림 Ⅳ-2>.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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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박사 재학 또는 졸업의 피아노 교사(83.33%, N=35/42)로 나타났고, 석

사 학력자, 4년제, 2년제 대학 학력자의 순으로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를 보면, 2년제 대학

의 학력과 4년제 대학 학력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비율은 약

5%p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4년제 대학 학력과 석사 학력 사이, 석사

학력과 박사 학력 사이는 약 20%p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피아노 교사들의 학력이 석사, 박사 학력으로 높아질수록 좀 더 다

양한 방법으로 피아노를 지도한다는 뜻이며, 이것은 곧 학부과정에서 피아노

교사들이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수업을 이수한 경험이 많지 않다는 뜻이 되

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원과정이 학부과정보다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하는

교과목이 개설되어있을 확률이 높고, 다양한 피아노 교수 방법에 관한 교육

을 지도할 확률도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표 Ⅳ-2>의 변수

중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 피아노 관련과목 이수 여부’가 유의미 하다

는 결론이 나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고학력자인 경우 저학력자보다 학습의 수용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 새로운 교수방법을 받아들이려는 개방적인 태도

를 가질 확률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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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교사 학력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피아노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사용 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학
력

2년제 N=23 10 13
% 43.48 56.52

4년제 N=149 57 92
% 38.26 61.74

석사 N=80 52 28
% 65 35

박사 N=42 35 7
% 83.33 14.29

합 계 N=294 154 140
% 52.38 47.62

x2 = 33.77 (df=3, p=.000)

<그림 Ⅳ-2> 교사 학력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셋째, 교사의 지도 경력(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

이상)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 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5%

이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x2(5, N=288)=19.32, p=.001〕,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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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 <그림 Ⅳ-3>. 연구 결과에서,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경력 범위는 11년에서 15년이었다

(69.23%=36/52).

<그림 Ⅳ-3>의 6년 이상 2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분포를 보면 절반 이상의 교사가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1년에서 5년의 경력(40.16%, N=51/76)과 21

년에서 25년의 경력(36.36%, N=4/11)을 가진 교사들은 그 외 경력자들보다

테크놀로지 도구를 훨씬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서 5년의

경력을 가진 피아노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어 다양한 교재들을 파

악하는데 시간을 먼저 투자해야 하고 교재만을 사용하여도 자신의 레슨에

만족할 수 있지만, 경력 5년 이후부터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새

로운 지도 방법을 찾아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2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사들은 연령대가 최소 40대 중반 이상

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정보나 기기들을 다루는 능력이 젊은

교사들에 비해 빠르지 않아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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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교사 경력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현재 피아노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경
력

1-5년 N=127 51 76
% 40.16 59.84

6-10년 N=56 37 19
% 66.07 33.93

11-15년 N=52 36 16
% 69.23 30.77

16-20년 N=36 21 15
% 58.33 41.67

21-25년 N=11 4 7
% 36.36 63.64

26년 이상 N=6 3 3
% 50.00 50.00

합 계 N=288 152 136
% 52.78 47.22

x2 = 19.32 (df=5, p=.001)

<그림 Ⅳ-3> 교사 경력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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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피아노 교사가 대학/대학원 재학 중 피아노 실기와 관련된 교과목

(클래스피아노, 연주, 피아노교수법, 전공실기, 건반화성, 반주법, 피아노 앙

상블, 현대 테크놀로지와 그룹 피아노 교수법, 디지털피아노의 활용 등)에

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여 지도 받은 경험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5%이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x2(1, N=277)=14.45, p=.000〕, <표 Ⅳ-6>, <그림 Ⅳ-4>. 무응답을 제외

한 277명의 교사 가운데 대학/대학원 재학 시절 피아노 관련 교과목 수강

시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 경험이 있으면서 현재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

하는 교사의 수는 116명, 학교에서 테크놀로지 도구의 경험은 있으나 현재

자신의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교사는 75명, 학교에서

테크놀로지 도구에 관한 경험은 없지만 현재 자신의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

구를 사용하는 교사는 31명, 학교에서의 경험도 없고 자신의 레슨에도 테

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교사의 수는 55명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대학/대학원 피아노 관련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도구의 경

험을 가진 교사가 현재 자신의 레슨에도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전체 도구 사용 교사의 60.73%(=116/191)이고, 대학/대학원 수업에서 테

크놀로지 도구의 경험이 없는 교사가 현재 자신의 레슨에도 테크놀로지 도

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도구 미사용 교사의 63.95%(=55/86)이다.

피아노 교사들이 과거 대학/대학원에서 경험했던 테크놀로지 도구의 종

류(LP 플레이어, 카세트 플레이어, VTR, OHP 등)나 테크놀로지 도구의

적용 상황이 현재 그들의 피아노 레슨과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 과거에 피아노 교사가 피아노 악기 하나만으로 수업을 받지

않고 다른 기자재를 추가로 사용하여 피아노 실기 관련 교과목을 배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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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그들의 피아노 레슨에서도 다른 기자재를 추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공하였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대학/대학원

에서 VTR을 사용하여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감상하였던 경험으로

인해, 현재 피아노 레슨을 받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의 유튜브 앱

으로 연주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표 Ⅳ-6> 대학(원)재학 중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현재 피아노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현재 피아노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대학(원)재학 중 
테크놀로지도구

사용 과목
이수 여부

이수함 N=191 116 75
% 60.73 39.27

이수 하지 
않음

N=86 31 55
% 36.05 63.95

계 N=277 147 130
% 53.07 46.93

x2 = 14.45 (df=1, p=.000)

<그림 Ⅳ-4> 대학(원)재학 중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과목 이수에 따른

현재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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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학/대학원 재학 중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과목의 이수 여부가

현재 피아노 레슨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서 분석한 <표 Ⅲ-6>, <그림 Ⅲ-1> ‘대학/대학

원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여 배운 피아노 실기 관련 과목’의 응답

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 순위는 피아노 교수법, 전공실기, 건반화성 순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1위로 나타난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피아노 교수법 과목을 수강한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테크놀로지 도

구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표 Ⅳ-7>.

전체 응답자 295명 중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피아노 교수법’을

수강한 인원은 106명으로 전체인원의 36%를 차지한다. 피아노 교수법 수강

자 중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응답자는 64%(=67/105),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36%(=38/105)60)로,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피아노 교수법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피아노 교사가 그들의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표 Ⅳ-7>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피아노 교수법’ 과목을 

수강한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수강한 과목
피아노 레슨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사용 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피아노 교수법 빈도(N=105) 67 38
백분율(%) 64 36

60) 피아노 교수법 수강자 106명 중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무응답한 1명이 제외

되어 105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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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교수법’은 피아노를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교사의 자질 함양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적 지식을 학습하는 학문으로써 미

래에 피아노 교사가 될 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한 수업이다. 따라서 대학/대

학원에서 피아노 교수법 과목의 이수 경험이 현재 교사가 테크놀로지 도구

를 사용하여 레슨을 하는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를 T-테스트로 검증해 보

았다<표 Ⅳ-8>.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

람을 1,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2로 하였을 때, 평균 1.36, 표준

편차 0.48, 자유도 104, t값 28.9이고, 유의확률은 0.000로서, 유의수준 0.05

보다 적으므로 유의미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대학원에

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피아노 교수법 과목의 이수 경험이 있는 피

아노 교사는 현재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많이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Ⅳ-8> 피아노 교수법 과목을 수강한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관한 T-테스트 결과

빈도

(N)

평균

(Mean)

표준

편차

(SD)

하 한
(Minimum)

상 한
(Maximum)

자유도

(df)
t값

(tValue)

유의

확률
(Pr>|t|)

피아노
교수법 105 1.36 0.48 1 2 104 28.9 < .000

대학/대학원에서 ‘피아노 교수법’이라는 과목을 지도하는 것은 미래의 피

아노 교사들에게 양질의 교수방법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본 연

구를 통해 대학/대학원에서 어떤 강좌를 어떤 방법으로 지도 받았느냐에

따라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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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런 강좌를 담당하는 지도교수 역시 강좌의 목표와 실용 가능성에

유념하여 적절한 내용을 연구, 지도해야 한다. 피아노 교수법 강좌의 경우,

최신 교수법의 동향에 맞추어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강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발전되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변화에 맞춰 그 내용도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레슨형태(개인레슨과 학원레슨)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

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5%이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x2(2, N=274)=11.27, p=.003〕, <표 Ⅳ-9>, <그림 Ⅳ-5>. 개인레슨 교사

중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는 63.97%(N=87/136)

로 나타난 반면, 학원 강사 중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는 42.11%(N=40/90)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학원에 구비되어 있는 기자재가 개인레슨 장소보다 많을 것으

로 예상하였고, 개인레슨에 비해 학원이 수요특강과 같은 그룹수업의 가능

성도 많아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더 쉽고 자유롭게 사용할 것으로 추측하였

다. 그러나 개인레슨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훨씬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2009년에 발표된 안선유 연구61)의 결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

가 표출된 것을 볼 수 있다. 안선유는 중학생을 상대로 피아노 학원에서

악기 외의 다양한 매체로 교육받은 경험의 여부를 설문조사 하였는데, 전

체 인원 512명 중 157명(30.7%)만이 다양한 매체로 교육을 받아보았다고

응답하였고, 355명(69.3%)은 다양한 매체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기자재 설치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학습 조건과 관련이

61) 안선유, “초등학교 피아노 학원 교육이 중등학교 음악수업에 미치는 영향: 활

동영역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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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학원에서의 수업시간은 개인레슨의 수업시간보다

훨씬 짧으므로 학원에서 피아노를 지도하는 교사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

여 학습자를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본 설문지의 테크놀

로지 도구 사용의 제한점에 관한 문항에서도 ‘학원에서는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힘들다’는 답변이 있는 것도 그 증거가 된

다. 한 연구62)를 보면 피아노 학원의 학습시간은 5분에서 10분사이라고 밝

히고 있다. 또한 시간적 이유 외에도 학원장과 학원 강사의 지도 방침이

달라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이 쉽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반면에,

개인레슨 교사는 학원보다 상대적으로 긴 레슨시간 때문에 교사가 휴대하

고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와 학생이 소장하고 있

는 테크놀로지 도구(컴퓨터, 오디오 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를 활용

하여 다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표 Ⅳ-9> 레슨 형태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피아노레슨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사용 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레
슨
형
태

학원레슨 N=95 40 55
% 42.11 57.89

개인레슨 N=136 87 49
% 63.97 36.03

학원+개인 N=43 21 22
% 48.84 51.16

계 N=274 148 126
% 54.01 45.99
x2 = 11.27 (df=2, p=.003)

62) 김근호·한희, “미디어 기술 기반의 학원 음악교육 혁신체계 설계,”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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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레슨 형태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

지금까지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여부와 교사배경과의 관련성을 알아보

았다. 이번에는 피아노 교사들이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

는 이유 또는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폐쇄형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피

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154명에게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 8가지를 제시하여 리커트 척도 5단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표 Ⅳ-10>.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이유로는 ‘다양한 시

청각 경험을 위해서(M=4.13; SD=0.87)’가 나타났고, 낮은 점수를 얻은 이유

로는 ‘교사가 해줄 수 없는 것이나 모르는 것을 해결해 주어서(M=3.15;

SD=1.13)’가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8가지 이유 중 상위권에 위치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들은 학습자에게

피아노 연주 능력뿐만 아니라 피아노 음악 외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크놀로지 도구를 통한 시·청각자료의 제공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음악을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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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노력을 읽을 수 있다. 피아노 교사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악기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려 하지만 공간적,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가능하지 못

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클

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의 역사, 문화, 예술 등의 체험을 도와주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통하여

다양한 학습 요소들을 경험시킬 수 있다는 것은 피아노 학습을 위한 중요

한 요소가 될 것이다.

<표 Ⅳ-10>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이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1. 다양한 시·청각
   경험을 위해

N=145 3 5 14 70 53 4.13
　

0.87
　% 2.1 3.4 9.7 48.3 36.6

2. 학생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N=143 4 4 17 72 46 4.06
　

0.89
　% 2.8 2.8 11.9 50.3 32.2

3. 다양한 악기소리가 
필요해서

N=140 6 10 36 60 28 3.67
　 1.01　% 4.3 7.1 25.7 42.9 20.0

4. 시대적 교육환경
  변화를 맞추려고

N=138 14 6 39 65 14 3.42
　

1.06
　% 10.1 4.3 28.3 47.1 10.1

5. 편리한 수업을 위해 N=139 10 16 48 41 24 3.38
　

1.11
　% 7.2 11.5 34.5 29.5 17.3

6.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N=133 11 22 41 39 20 3.26
　

1.14
　% 8.3 16.5 30.8 29.3 15.0

7. 학생이 테크놀로지 
도구를 좋아해서

N=138 14 24 41 45 14 3.25
　

1.07
　% 10.1 17.4 29.7 32.6 10.1

8. 교사가 해줄수 없는 
것이나 모르는 것을 
대신해결해줌

N=138 14 24 41 45 14 3.15
　

1.13
　% 10.1 17.4 29.7 32.6 10.1

*주: N은 전체 154명의 응답인원 중 무응답 제외 인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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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과 같이 응답한 이유가 피아노 교사의 배경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내재설계 방법으로 분석해보았다<표

Ⅳ-11>. 그 결과, 유의수준 5%에서 ‘교사의 학력에 따라 테크놀로지 도구

의 사용 이유가 달라진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는 연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표 Ⅳ-11>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 이유와 교사배경의 내재설계 분석 결과

변수
자유도

(df)

제3유형

제곱합

(Type III SS)

평균제곱

(Mean 

Square)

F값

(F Value)

p값
(Pr > F)

결과

연령 25 12.89 .51 .65 .904 독립
학력 21 29.36 1.39 1.83 .013 유의미
경력 35 26.46 .75 .98 .507 독립

대학(원)에서의 
테크놀로지도구 

사용과목 이수여부
7 3.60 .51 .65 .718 독립

레슨형태 14 11.45 .81 1.03 .422 독립

다섯 가지의 변수 중 유의미하다고 나타난 교사 학력과의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Ⅳ-12>, <그림 Ⅳ-6>과 같다〔F(21)=1.83, p=.013〕. 학력별로

응답한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가장 큰 이유와 가장 작은 이유를 살펴보

면, 2년제 대학 학력을 가진 교사들의 1위 응답은 ‘편리한 수업을 위해서’

로 나타났고, 8위의 응답은 ‘다양한 악기 소리가 필요해서’로 나타났다. 4년

제 대학 학력을 가진 교사들의 1위 응답은 ‘다양한 시·청각 경험을 시켜주

기 위해서’로 나타났고, 7위와 8위의 응답은 ‘학생이 테크놀로지 도구를 좋

아해서’와 ‘교사가 해줄 수 없는 것이나 모르는 것을 대신 해결해 주어서’

로 나타났다. 석사 학력의 교사들은 4년제 대학 학력 교사의 1위 응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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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며, 7위와 8위는 순위만 바뀌어 나타났다. 박사 학력을 가진 교사들

의 1위 응답은 ‘학생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로, 8위 응답은 ‘시간의 효

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로 나타났다.

<표 Ⅳ-12>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 이유와 학력의 내재설계 분석

자유도 제3유형제곱합 평균제곱 F값 p값

A 학력 3 4.20 1.40 .44 .727
B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이유 7 71.20 10.17 13.28 < .000
A*B 21 29.36 1.39 1.83 .013

<그림 Ⅳ-6> 교사 학력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이유

교사의 학력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이유를 살펴본 결과, 2년제

를 제외한 4년제, 석사, 박사 학력의 교사가 응답한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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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의 1위와 8위 응답은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약 140명 응답자의

순위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13>를 보면, 4년

제, 석사, 박사 학력을 가진 교사의 1위의 응답은 전체 수위 중 1위, 2위에

있고 7위, 8위의 응답은 6, 7, 8위 순위 안에서 존재한다. 반면에 2년제 대

학 학력을 가진 교사의 1위와 8위 응답은 평균 순위에서 5위와 3위에 그치

고 있어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6>에서도 나타나듯이 4년제 대학, 석사, 박사 학력을 가진 교사는 설문도

구에서 제시된 이유의 평균점수가 일정 범위 내에서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2년제

대학 학력을 가진 교사들은 타 학력자들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발

견할 수 있다.

<표 Ⅳ-13> 교사 학력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이유의 순위 비교

평균

순위

2년제

대학

순위

4년제

대학

순위

석사

순위

박사

순위

1. 다양한 시·청각 경험을 위해 1 1 1
2. 학생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2 1
3. 여러 악기의 음색을 듣기위해 3 8
4. 시대적 교육환경 변화를 맞추기 위해 4
5. 편리한 수업을 위해 5 1
6.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6 8
7. 학생이 테크놀로지 도구를 좋아해서 7 7 8
8. 교사가 해줄 수 없는 것이나 모르는 것을 

대신 해결해주어서 8 7 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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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40명에게 테크놀로지 도구의 미사용 이유를 질문하였다<표 Ⅳ-14>. 총 다섯

가지의 보기를 제시하였고, 이를 리커트 척도 5단계로 나누어 미사용 이유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로는 ‘학교

다닐 때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대해 배우지 않아서(M=3.63; SD=1.28)’,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M=3.62; SD=1.10)’

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로는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M=3.08; SD=1.25)’가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원레슨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귀찮아서, 테크놀로

지 도구 활용의 생각은 있으나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위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피아노 교사가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

용하지 않는 이유는 테크놀로지 도구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교사가

대학/대학원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이수한 경험이 없어 테

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것은 곧 피아노 교사들에게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피아노 교사들은 최근의 교수 동향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최신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수업시간에 다양한 기자재를 활

용하지 못할 뿐이다. 피아노 교사들로 하여금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적용하

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피아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서

는 테크놀로지 도구 활용을 바탕으로 한 교수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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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피아노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미사용 이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1.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아서

N=109 13 8 16 41 31 3.63　 1.28　% 11.9 7.3 14.7 37.6 28.4
2.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N=106 6 11 23 43 23
3.62　 1.10　

% 5.7 10.4 21.7 40.6 21.7
3. 테크놀로지 도구의 

종류에 대한 지식 
부족

N=104 9 8 27 40 20
3.51　 1.14　

% 8.7 7.7 26 38.5 19.2
4. 테크놀로지 도구

구입비용의 문제
N=98 8 10 29 40 11 3.36　 1.07　% 8.2 10.2 29.6 40.8 11.2

5.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무관심

N=105 16 18 25 33 13 3.08　 1.25　% 15.2 17.1 23.8 31.4 12.4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295명의 설문 응답자에게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여부와 이유를 질문한 결과,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는 154명이었고, 이들은 테크놀로지 도구

를 다양한 시·청각 경험을 위해, 그리고 학생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사

용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대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교사는

140명이었고, 이들은 학교에서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방법에 대해 배우지

않았거나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다고 이유를 밝혔다.

연구자는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교사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의 차이가 교사배경과 관련이 있는지 상관

관계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연령, 경력, 학력, 대학/대학원에서 테크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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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도구 사용 교과목의 이수, 레슨 형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놀로지 도구는 30대 연령의 교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용률이 낮아졌지만, 20대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빈도

는 오히려 30대 교사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 경력에서는 11년에

서 15년의 경력을 가진 피아노 교사가 테크놀로지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

하였으며,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피아노 교사들과 그 이하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률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지도 경력이 제일 적은 1년에서 5년차의 교사의 도구 사용률도 낮았

는데, 그들은 제일 낮은 연령대인 20대의 교사와 일치할 것으로 추측된다.

20대 연령의 교사와 낮은 지도 경력을 가진 교사에게 도구 사용률이 낮게

나온 까닭은 지도의 경력과 경험상 아직은 악보 외의 교육매체인 테크놀로

지 도구까지는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사 학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2년제와 4년제 대학 학력의 교사보다는

석사와 박사 학력의 교사가 테크놀로지 도구를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석사 학력을 가진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교사의 비

율은 2년제·4년제 대학 학력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교사 비율의 약 1.5배,

박사 학력을 가진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교사의 비율은 2년제·4년제 대학

학력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교사 비율의 약 2배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

수록 테크놀로지 도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원에서 테크놀로

지 도구를 활용한 피아노 관련 수업을 수강했을 확률과 다양한 피아노 교수

방법에 관한 교육을 많이 받았을 확률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고학력자로서 저학력자보다 새로운 교수 방법에 대해 수용하려는 태도가

좋을 수 도 있다. 이것은 카이제곱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표 Ⅳ-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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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아노 교사들은 대학/대학원에서 수강한 테크놀로지 도구 활용 강

좌로 ‘피아노 교수법’ 과목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는데, T-테스트 결과 ‘테

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피아노 교수법’ 과목을 수강한 피아노 교사가 현

재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8>.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미래의 피아노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교육

기관에서는 ‘피아노 연주’를 위한 수업 이외에도 ‘피아노 교수법’에 관한 수

업을 개설할 필요가 있겠고, 더 나아가 ‘최신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피

아노 교수 방법과 동향’과 같은 다양한 지도 방법을 ‘피아노 교수법’ 수업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교사의 ‘학력’과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 피아노 교수법 강좌의

이수’의 두 변수가 현재 그들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에 영향을 끼친

다는 조사 결과로 미루어볼 때, 2년제·4년제 대학의 피아노 교수법 강좌가

석·박사 과정의 피아노 교수법 지도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년제·4년제 대학의 교수법 강좌에서도 테크놀로지 도구의

최신 동향에 관한 주제가 빈번히 다루어진다면, 교사의 학력으로 인한 테

크놀로지 도구의 사용 여부의 영향력은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레슨형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인레슨 교사가 학원 강사

보다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

과가 도출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시간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학원의 수업 시간보다는 개인 레슨 수업시간이 긴 것이 일반적

이다. 따라서 학원에서는 수요특강과 같이 장시간 동안 수업이 가능한 그

룹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다면, 학습자에게 좀 더 다양한 음

악적 경험과 특색 있는 수업 진행으로 피아노 학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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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2.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대한 필요성 인식

설문에 참여한 295명에게 피아노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필요

성을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표 Ⅳ-15>. 그 결과, 피아노 교사 중

22명(7.5%)이 부정으로, 104명(35.3%)이 보통으로, 151명(51.2%)이 긍정으로

응답하였다.

<표 Ⅳ-15> 피아노 레슨 시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빈도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1.7

3.60 0.88

2 필요하지 않다 17 5.8
3 보통이다 104 35.3
4 필요하다 108 36.6
5 매우 필요하다 43 14.6

무응답 18 6.1
합계 295 100

연구자는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결과가 교사배경

(연령, 학력, 경력, 대학/대학원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피아노실기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 레슨형태, 현재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

부)의 영향을 받은 응답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카이제곱검증

으로 분석하였다<표 Ⅳ-16>. 그 결과, 레슨형태 그리고 현재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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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사용 여부와는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나머지 변수는 유의

미하지 않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표 Ⅳ-16>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필요성 인식과 교사배경의 

카이제곱검증 결과

변수 유효수 자유도 카이제곱 유의확률 결과

연령 276 16 20.35 .204 독립
학력 277 1 3.58 .058 독립
경력 271 20 27.01 .134 독립

대학(원)재학 중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과목 이수 여부
260 4 6.60 .158 독립

레슨형태 258 2 8.50 .014 유의미
현재 테크놀로지도구

사용여부 276 1 35.21 .000 유의미

<표 Ⅳ-16>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두 가지 변수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필요성 인식과 레슨형

태와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5% 이하의 값을 가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는 결론이 나왔다〔x2(2, N=258)=8.50, p=.014〕, <표 Ⅳ-17>, <그림 Ⅳ

-7>.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필요성을 긍정, 보통, 부정의 세 부분으로 나

누었을 때,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긍정으로 응답한 교사는 개인레슨 교

사가 가장 많았고, 도구의 사용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학원과 개인

레슨에 복수 응답한 피아노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부정으로 응답한 교사

는 학원 강사가 가장 많았다. 개인레슨 교사 중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64.85%(N=83/128)는 전체 교사 중 테크놀로지 도구 사

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51.2%(N=151/295)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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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레슨 교사(64.85%, N=83/128)가 학원 강사(47.12%, N=41/87) 보다

테크놀로지 도구 필요성에 긍정으로 응답한 비율이 17.73%p 높은 이유는

개인지도와 학원지도의 수업환경의 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차이

점으로는 교수·학습시간의 차이, 학생 수의 차이, 교사 인원수의 차이, 교

사 학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레슨 교사가 지닐 수 있는 학습 환경

으로는 학원보다 여유롭고 긴 교수·학습시간, 다수의 학습자 보다는 일대

일 지도의 학습 환경, 한 명의 교사가 자유롭고 주관적으로 테크놀로지 도

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학원 강사보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에 관한 문항에

서도 개인레슨 교사가 학원 강사 보다 21.86%p 높게 긍정 응답하여(<표

Ⅳ-9> 참조), 개인레슨 교사가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과 인식 면에서 훨

씬 더 호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

구를 사용하는 교사들은 테크놀로지 도구가 피아노 교육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며, 그 효과성은 필요성에 대한 긍정의 인

식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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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 레슨 형태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필요성 인식

피아노레슨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레
슨
형
태

학원레슨 N=87 3 9 34 29 12
% 3.45 10.34 39.08 33.33 13.79

개인레슨 N=128 1 6 38 60 23
% 0.78 4.69 29.69 46.88 17.97

학원+개인 N=43 1 0 24 14 4
% 2.33 0 55.81 32.56 9.3

계 N=258 5 15 96 103 39
% 1.94 5.81 37.21 39.92 15.12

x2 = 8.50 (df=2, p=.014)

<그림 Ⅳ-7> 레슨 형태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필요성 인식

둘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필요성 인식과 피아노 레슨 시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 여부와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5% 이하의 값을 가져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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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x2(1, N=276)=35.21, p=.000〕, <표 Ⅳ

-18>, <그림 Ⅳ-8>. 무응답을 제외한 276명 중에서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

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교사

는 38.77%(N=107/276)이었고,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는 1.81%(N=5/276)

이었다. 또한, 테크놀로지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

는 교사는 15.94%(N=44/276)이었고, 테크놀로지 도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교사는 6.16%(N=17/276)이었다.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는 대부분이 테크놀로지

도구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소수의 인원에서는 테

크놀로지 도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학습자 또는 학원장(또는 동료 교사)이 테크놀로

지 도구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일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교사 중에서 테크놀로지 도구

필요성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피아노 교사는 35.77%(N=44/123), 보통이라

고 응답한 피아노 교사는 50.41%(N=62/123), 부정적인 응답을 한 교사는

13.82%(N=17/123)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교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중,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테크놀로지

도구가 피아노 레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아 이례적이었다.

이와 같은 응답이 나타난 이유는 교사의 레슨 장소에 테크놀로지 도구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테크놀로지 도구의 적절한 사용 시기와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아노 레슨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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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도구 사용에 대한 인식은 원데이터 alpha계수가 –0.88(표준화 –

1.127)정도로 큰 값을 가지므로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Ⅳ-18>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의 필요성 인식 

피아노 레슨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도구
사용
여부

사용한다 N=153 1 4 41 72 35
% 0.65 2.61 26.8 47.06 22.88

사용 하지
않는다

N=123 4 13 62 36 8
% 3.25 10.57 50.41 29.27 6.5

합 계
N=276 5 17 103 108 43

% 1.81 6.16 37.32 39.13 15.58
x2 = 35.21 (df=1, p=.000)

<그림 Ⅳ-8>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의 필요성 인식

종합해보면, 총 295명의 설문 응답자 중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

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51.2%(=151/295)로,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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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정도가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사의 레슨형태와 현재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에 따라 응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교사의 레슨 형태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의 필요성에서는 개인레슨

을 하는 교사가 학원레슨을 하는 교사에 비해 17.73%p 높게 긍정적인 인식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원보다 개인레슨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이용한 수업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표 Ⅳ-9> 참조)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교육 시간의 차이, 수

강인원의 차이, 교사인원의 차이, 교사 학력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는 사용하지 않는 교사보다 도구

의 필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테크

놀로지 도구의 사용이 피아노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다는 뜻

이다.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들 중에서는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극히 낮았지만(3.26%, N=5/153), 반대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교사들 중에서는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35.77%, N=44/123). 이 결과를 볼

때, 테크놀로지 도구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는 미사용 교사일지라도 테크놀

로지 도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긍정적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들의 3분의 2정도가 테크놀로

지 도구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고(69.94%, N=107/153), 3분의 1

정도가 보통(26.8%, N=41/153), 극소수의 교사만이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것

으로 보아(3.26%, N=5/153) 테크놀로지 도구는 교사들에게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는 교육매체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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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크놀로지 도구의 적합성과 사용빈도에 대한 인식

피아노 교사가 교육대상이 가진 조건에 따라 테크놀로지 도구의 종류를

다르게 선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는 설문도구에서 제시한 일곱

가지의 학습매체인 디지털 피아노,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하 소프

트웨어), 유튜브, 오디오 기기, 컴퓨터를 이용한 웹사이트 검색(이하 컴퓨터

웹 검색), 동영상 촬영기기(캠코더, 카메라), 태블릿 PC/스마트폰의 애플리

케이션(이하 스마트폰 앱)을 나열한 후, 학습자의 연령수준(유치원생, 초등

학생, 중·고생, 대학생 이상)과 학습수준(초급, 중급, 고급)63)을 구분지어 각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Ⅳ-19>. 본 설문문항은 교사의 실제 사용여부, 교육환경과 상관없이

교육대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설문 결과 피아노 교사

들은 모든 연령과 학습수준에 걸쳐 다양한 테크놀로지 도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63) 유치원생은 학습 기간에 미루어 볼 때, 고급 수준의 학습자가 있다는 것이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급과 중급, 두 가지의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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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학습자의 연령별, 학습수준별 적합한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교사의 인식

도구
웨어

컴퓨터

웹검색  

오디오

기기

스마트

폰 앱

디지털

피아노  

동영상

촬영

기기 

기타 

연령 학습

유
치
원
생

초
급

n=556 37 22 137 49 67 132 70 42
% 7 4 25 9 12 24 12 7

중
급

n=506 26 21 117 50 69 115 74 34
% 5 4 23 10 14 23 14 7

초
등
학
생

초
급

n=648 41 64 124 72 111 107 87 42
% 6 10 19 11 17 17 13 7

중
급

n=657 38 72 120 79 113 95 94 46
% 6 11 18 12 17 15 14 7

고
급

n=642 36 81 116 72 115 73 100 49
% 6 13 18 11 18 11 15 8

중
고
등
생

초
급

n=729 45 103 125 95 151 58 99 53
% 6 14 17 13 21 8 14 7

중
급

n=778 48 110 132 101 160 55 115 57
% 6 14 17 13 21 7 15 7

고
급

n=736 52 100 126 95 157 47 110 49
% 7 14 17 13 21 6 15 7

대
학
생
이
상

초
급

n=769 79 102 118 91 151 53 104 71
% 10 13 15 12 20 7 14 9

중
급

n=782 75 107 122 91 158 41 116 72
% 9 14 16 12 20 5 15 9

고
급

n=829 82 108 133 99 160 48 124 75
% 10 13 16 12 19 6 15 9

합 계 N=7,632 559 890 1370 894 1,412 824 1,093 590
% 7.32 11.66 17.95 11.71 18.5 10.8 14.32 7.73

*주: 고급수준은 전공자와 전공자에 준하는 학생

위의 <표 Ⅳ-19>를 살펴보면,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열한 가지의 연

령·학습 수준의 적합성에 가장 많이 응답한 수준은 대학생 이상의 고급수

준이었고(n=829), 가장 적게 응답한 수준은 유치원 중급수준이었다(n=506).

또한, 테크놀로지 도구 적합성에 가장 많이 응답한 도구는 유튜브였고

(n=1,412), 가장 적게 응답한 도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였다(n=559).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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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수준과 테크놀로지 도구를 연관 지은 최대, 최소 응답 결과를 살펴보

면, 295명의 응답자 가운데 160명이 중·고급 수준의 중·고·대학생 이상의

학습자에게 유튜브가 적합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최소 응답인원인

21명은 초·중급 수준의 유치원생을 위한 컴퓨터 웹 검색에 응답하였다.

연구자는 낮은 연령대의 학습자일수록 학습의 효율성과 흥미를 위해 교

육매체의 사용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높은 연령일수록

교육매체의 사용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설문에 응한

피아노 교사들은 유치원생의 컴퓨터의 사용(소프트웨어와 웹 검색)에 응답

한 빈도가 극히 낮았는데, 피아노 교사들은 미취학 아동의 능숙하지 못한

컴퓨터 사용법과 수업 외적인 컴퓨터 기능에 대한 어린 학생들의 무분별한

관심 때문에 교육매체로서의 적합성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에는 <표 Ⅳ-19>를 가지고 학습수준을 기준으로 정했을 때와 연령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로 재분류하여, 교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테크

놀로지 도구가 어떻게 다른지 카이제곱검증으로 분석해 보았다. 먼저 학습

수준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의 적합성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

아노 교사는 초급수준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도구로 오디오 기기를, 중·고

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도구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표

Ⅳ-20>, <그림 Ⅳ-9>. 연구자는 교사들이 초급수준의 피아노 교육에서 오

디오 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한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해보았다. 첫

째, 초급 교재에 수록된 반주 CD의 빈번한 사용을 들 수 있다. 초급수준의

교재 중에서는 반주 CD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단선율로 이루어진 간단한 곡을 다양한 악기의 음원과 함께 연주하도록 하

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합주의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악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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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교재용 반주 CD는

mp3파일로 제작되지 않기 때문에 피아노 교사는 반드시 CD 플레이어를

통해 음원을 재생시켜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어린 연령이 대다수인 초급수준 학습자를 위한 쉬운 음악 감상

CD의 빈번한 사용이 있을 수 있다. 초급수준 학습자가 수업에 사용할 만

한 감상용 음악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음악이고, 그 수(數) 또한 한정되

어 있어, 유튜브를 사용하여 검색하기 보다는 쉬운 감상용 음악만을 선곡

하여 편집해 놓은 CD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교사들이 유튜브가 적합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를 추측해보면, 유튜브는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디어로

중·고급 수준의 다양하고 유명한 레퍼토리와 연주자를 쉽게 검색,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사들은 중·고급 레퍼토리의 시연

이 초급수준에 비해 쉽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연주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

<표 Ⅳ-20>을 보면, 교사가 유튜브와 오디오 기기를 선택한 차이의 폭

이 넓지는 않다. 두 테크놀로지 도구가 비슷한 우위에 있긴 하지만, 초급에

서는 오디오 기기가 조금 더 많은 선택을 받았고, 중급과 고급에서는 유튜

브가 조금 더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추측해보면,

초급수준에서는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CD가 많이 공급되어

있지만, 유튜브는 교재에 대한 맞춤형 동영상을 제공해주기가 어렵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고급 수준에서도 CD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

으나, 다량의 CD구입이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청각자료와 동일한 자료가

유튜브를 통한 시청각자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각자료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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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자료인 유튜브를 더욱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급, 중급, 고급수준 모두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도구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사용해야 학습

이 가능한 도구로서 컴퓨터의 유무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미사용을 결정하

게 된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구매가 쉽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

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수요와 공급이 적어짐에 따라 교사의

관심도가 낮아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급수준에서 소프트웨어와 근소한 차이로 더 낮은 응답률을 보인 도구

가 있는데, 디지털 피아노가 그것이다. 고급수준의 학습자들은 그들의 연주

력 계발을 위해 어쿠스틱 피아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자

피아노의 터치 감각으로는 피아노 특유의 음색을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선택이 적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림 Ⅳ-9>에 나와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별 초·중·고급 수준의 분포차

이를 살펴보면, 8가지의 테크놀로지 도구 중 오디오 기기와 디지털 피아노

만이 초급과 중급수준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

지 도구들에서는 고급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피

아노 교사가 초·중급 수준의 학생보다는 고급(전공)수준의 학생들에게 테

크놀로지 도구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

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본 문항의 카이제곱검증 결과도 Pearson 카이제곱

값은 47.80, 자유도는 14, p값은 .000으로 나타나 p값이 5% 이하이므로 수

준에 따라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종류는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 83 -

<표 Ⅳ-20> 학습수준에 따른 피아노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선택

컴퓨터
소프트
웨어

기타 
디지털
피아노  

컴퓨터
웹검색  

스마트
폰 앱  

동영상 
촬영
기기 

오디오
기기

유튜브

초
급

N=2,702 202 208 350 291 307 360 504 480
% 7.48 7.7 12.95 10.77 11.36 13.32 18.65 17.76

중
급

N=2,723 187 209 306 310 321 399 491 500
% 6.87 7.68 11.24 11.38 11.79 14.65 18.03 18.36

고
급

N=2,207 170 173 168 289 266 334 375 432
% 7.7 7.84 7.61 13.09 12.05 15.13 16.99 19.57

*주: 고급 빈도수가 초급과 중급의 빈도수에 비해 낮은 이유는 유치원생에는 고급 수준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림 Ⅳ-9> 학습수준에 따른 피아노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선택

둘째로 학습자의 연령수준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의 적합성 분석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Ⅳ-21>, <그림 Ⅳ-10>. 이 결과는 앞서 분석한

학습수준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적합성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교사의 경력과 연령이 비례하는 것처럼 학습자에 있어서도 연령과



- 84 -

학습수준이 비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피아노 교사들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는 오디오 기기가, 중·고생과 대

학생 이상의 성인에게는 유튜브가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중학생 이상

의 높은 연령대 학습자에게 유튜브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까닭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높은 연령대 학습자는 많은 연주 동영

상을 시청하며 연주자들 간의 연주 비교 또는 그들과 자신의 연주비교를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둘째, 피아노 학습과 관련된 다른 분야

의 여러 동영상을 시청하며 복합적이고 예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을 지니고 있다. 셋째, 중학생 이상의 학습자들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의 소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하게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오디오 기기 못지않게 디지털 피아노도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디지털 피아노는 터치가 약해 어쿠스틱 피아노를

힘들어하는 낮은 연령대의 초급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매체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낮은 응답률을 보인 테크놀로지 도구를 살펴보면,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컴퓨터로, 대학생 이상 성인에게는 디지털 피아노로

나타났다. 컴퓨터의 사용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

는데, 가장 어린 연령인 유치원생에게는 웹사이트 검색이, 초·중·고 학생들

에게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가장 낮게 응답되었다. 특히 유치원생의 웹

검색은 모든 테크놀로지 도구 중 가장 저조한 응답률(4.05%)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유치원생에게는 스스로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이 부족하

고 둘째, 인터넷 검색, 게임 등 학습에 방해를 주는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

을 우려하여 교사가 어린 학습자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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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된다.

본 문항의 카이제곱검증 결과도 Pearson 카이제곱 값은 428.94, 자유도

는 21, p값은 .000으로 나타나 p값이 5% 이하이므로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종류는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Ⅳ-21> 연령수준에 따른 피아노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선택

소프트
웨어

기타 
컴퓨터
웹검색  

스마트
폰 앱  

동영상
촬영
기기 

유튜브 
디지털
피아노  

오디오
기기

유치
원생

N=1,062 63 76 43 99 144 136 247 254
% 5.93 7.16 4.05 9.32 13.56 12.81 23.26 23.92

초등
학생

N=1,947 115 137 217 223 281 339 275 360
% 5.91 7.04 11.15 11.45 14.43 17.41 14.12 18.49

중고
등생

N=2,243 145 159 313 291 324 468 160 383
% 6.46 7.09 13.95 12.97 14.44 20.86 7.13 17.08

대학생
이상

N=2,380 236 218 317 281 344 469 142 373
% 9.92 9.16 13.32 11.81 14.45 19.71 5.97 15.67

*주: 유치원생의 빈도수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은 이유는 유치원생의 고급수준을 제거, 
      초급과 중급수준에만 응답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림 Ⅳ-10> 연령에 따른 피아노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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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대상과 연령에 따른 교수매체의 평가는 다른 연구에서도 언급

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 중 2007년에 발표된 김기태의 연구64)에서 본 장과

관련이 있는 교육 대상 매체, 교육 대상 연령, 교육 수준에 관한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기태 연구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포함한 모든 교수 매체를 조사하였으

며, 그 결과는 영상매체와 인터넷 등의 뉴미디어 매체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대상의 연령으로는 초등학생이 가

장 많은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있고, 중·고생이 그 뒤를 이었으며, 유치원생

에게는 거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에 따른

평가에서는-본 연구가 고급수준(전공자)과 초·중급수준으로 분류한 것과

마찬가지로-지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으로 분류하였

다.

테크놀로지 도구의 선택이 학습자의 연령과 학습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번에는 본 설문도구에 제시된 7가지의 테크

놀로지 도구를 동일한 조건의 환경에서 모두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얼마나

자주 사용할 것인지 예상 빈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Ⅳ-22>. 조사 결

과, 유튜브(M=3.94; SD=1.03), 오디오 기기(M=3.88; SD=1.04), 동영상 촬영

기기(M=3.79; SD=1.05)의 순서로 빈번히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64) 김기태, “한국 미디어 교육의 성격 분석 및 논의,” 『한국언론정보학보』 37

(2007), 158-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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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예상 빈도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보통
이다

사용
하겠다

많이
사용

하겠다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1. 유튜브 N=268 9 16 49 102 92 3.94 1.03
% 3.4 6.0 18.3 38.1 34.3

2. 오디오 기기 N=270 13 12 49 114 82 3.88 1.04
% 4.8 4.4 18.1 42.2 30.4

3. 동영상
   촬영기기

N=263 13 16 52 113 69 3.79 1.05
% 4.9 6.1 19.8 43.0 26.2

4. 스마트폰 앱 N=263 23 25 78 92 45 3.42 1.14
% 8.7 9.5 29.7 35.0 17.1

5. 컴퓨터
   웹 검색

N=256 23 24 98 79 32 3.28 1.08
% 9.0 9.4 38.3 30.9 12.5

6. 디지털
   피아노

N=251 30 52 85 60 24 2.98 1.14
% 12.0 20.7 33.9 23.9 9.6

7. 컴퓨터
   소프트웨어

N=252 41 32 104 52 23 2.93 1.16
% 16.3 12.7 41.3 20.6 9.1

8. 기타 N=254 50 58 78 48 20 2.72 1.20
% 19.7 22.8 30.7 18.9 7.9

*주: N은 전체 295명의 응답인원 중 무응답 제외 인원임

피아노 교사가 예상하는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빈도와 교사배경과의 상

관관계를 내재설계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

여부만이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예상 빈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사의 현재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는 아래 <표

Ⅳ-23>, <그림 Ⅳ-11>과 같다〔F(7)=2.95, p=.004〕. 전반적으로 현재 테

크놀로지 도구를 사용 중인 교사는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예상 빈도를 리

커트 척도 평균 2.73에서 4.14사이로 응답하였고, 미사용중인 교사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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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에서 3.69로 응답하여, 현재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교사가

미사용 교사에 비해 훨씬 자주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테크

놀로지 도구의 사용경험이 이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이끌어 낸 것

으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들은 그들의 레슨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표 Ⅳ-23> 현재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여부에 따른 사용 예상 빈도

자유도 제3유형제곱합 평균제곱 f값 p값

A 현재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여부 1 23.08 23.08 6.54 .011

B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예상 빈도 7 368.20 52.60 62.56 < .000

A*B 7 17.35 2.47 2.95 .004

<그림 Ⅳ-11> 현재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여부에 따른 사용 예상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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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림 Ⅳ-11>을 보면, 미사용 교사보다도 더 사용을 하지 않겠

다고 응답한 유일한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디지털 피아노이다. 이

결과로 보아 현재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 교사들에게 디

지털 피아노는 교육매체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

다. 반면, 미국의 2006년 차오-림의 연구65)에서는 미국 피아노 교사들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 중 디지털 피아노가 컴퓨터와 공동 1위로 나타

났다.

디지털 피아노는 다양한 악기 소리를 실현할 수 있고 자동반주도 가능하

며 녹음을 하거나 메트로놈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교육

매체이다. 교사가 이미 이러한 다채로운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음도 불구하

고 교육매체로서 디지털 피아노를 선호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쿠스틱 피아노의 대체품으로서만 활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피아노를 선호

하지 않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 Ⅳ-51>의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

한 피아노 교육 활동’을 미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사들은 디지털 피아

노에 내장된 다양한 악기의 음색을 이용하거나 어쿠스틱 피아노의 대용으

로서만 활용을 하는 편이고, 나머지의 기능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피아노는 피아노 교사들이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면서 교사의 관심도 많지 않은 기자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피아노 교사는 초·중·고급 수준의 유치원생부터 성인 학습자

의 교육을 위한 7가지의 테크놀로지 도구 적합성에 다양하게 응답한 것으

65) May Wuey Tsao-Lim, “The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into the

Curricula of Selected Independent Piano Studios,".



- 90 -

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다수의 응답을 얻은 연령대와 학습수준은 대학생

이상 성인의 고급수준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테크놀로지 도구는 유

튜브로 나타났다. 이 문항을 학습수준과 연령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

았는데, 분류한 두 수준에 따라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가 각각 다르다

는 것이 판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피아노 교육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교육매체로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유튜브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차이는 e-러닝·m-러닝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의사소통 기술매체

와 컴퓨터 보조학습(CAI)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유튜브는 태블릿 PC, 스

마트폰, 컴퓨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 가능한 매체로서 많은 사

람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구매를 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

하지 않아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매체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피아노

교사들의 사용이 줄어듦에 따라 학습도구로서도 등한시된 것으로 보인다.

나윤지 외의 연구66)에서도 e-러닝과 컴퓨터 보조학습의 차이를 언급하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CD-ROM 기반의 학습이 단방향의 정보전달만이

가능하고, 학습과 검색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다른

사용자와의 정보 공유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e-러

닝에서는 콘텐츠의 품질, 시스템의 품질, 학습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손맥 외의 연구67)에서 밝히고 있다.

본 설문문항으로 연구자는 세 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피

66) 나윤지 외, “혼합형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활용한 e-러닝 시스템,” 『정보처리

학회논문지A』 11/5 (2004), 408쪽.

67) 손맥 외, “e러닝 성공 평가에 관한 연구,” 『지식경영연구』 15/2 (2014),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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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 교사는 그들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 중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청각자료 또는 시청각자료를 피아노 교육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교사들의

설문 응답에 청각·시청각 자료인 오디오 기기, 유튜브의 사용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피아노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선택은 학습자의 학습경험의 정도,

신체적 발달상태, 학습태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교사들이 학습자의

연령과 학습수준을 고려하여 테크놀로지 도구를 다르게 선택하는 것을 보

면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셋째, 피아노 교사는 점차적으로 단일 컴퓨터로 실행하는 학습에서 멀티

미디어 교수-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수업방식으로 그 방향을 바꾸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가 컴퓨터의 사용이 줄어들고 태블릿 PC/스마트폰이 빠

른 상승세로 그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들이 나타

나는 상황에서는 피아노 교사들의 대처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

는지가 관건이다. 만일 교사들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들의

피아노 교육은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피아노 교사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

받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사의 교육매체에 대한 선택이 교육 환경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결

론을 얻음에 따라, 이번에는 환경에 따른 선택이 아닌 모든 테크놀로지 도

구를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교사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조

사해보았다. 그 결과, 교사가 앞서 설문에 응한 ‘연령·학습수준에 따른 테

크놀로지 도구의 선택’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의 선택은 도구나 환경 중심이 아닌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따라서 교사는 실제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경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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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매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내재분석 결과,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예상빈도가 현재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이렇듯 교사 중심의 테크놀로지 도구 선택이 피아노 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고려해볼만 한 문제이다. 학습자가 학습

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교사의 지도하에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의

주관이 수업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학습자

가 어떠한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훈련 받는지가 결정이 될 것이고, 결과적

으로 학습자가 갖게 될 음악적 성향으로 연결될 것이다.

4. 피아노 교육을 위한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구의 개발과

교사 재교육의 필요성

연구자는 피아노 교사가 앞으로 피아노 교육에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해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방형 문항을 제시하였

다. 이 문항의 답변을 살펴본 결과, 동일한 답변을 제시한 교사들이 상당수

있었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답변을 한 교사들도 일부 존재하였다. 또한,

이미 피아노 레슨에 사용되고 있거나 시중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

구를 제안한 교사들이 상당수 있어, 일부의 피아노 교사는 최신 테크놀로

지 도구의 지식과 정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이 제시한 도구들 중에서는 국문이 아닌 영문판으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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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상당수 있어 교사들이 피아노 교육에 영문판의 도구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영문판으로 존재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어려운 영어 독해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악

보와 간단한 음악 용어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인데,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사용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영문판 교육매체로

는 교육을 시도하지 않고 국문의 프로그램만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두 가지로 미루어볼 때, 연구자는 두 가지의 결론을 제안할 수 있다.

하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최신 테크놀로지 도구 정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문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최근 국내의 연구들을 보면 음악학습을 게임화 시켜 앱의 형태로 제

작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e-러닝에서만 가능한 학습을 m-러닝 또는

u-러닝화시켜 21세기 학습 환경에 맞는 교육매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는 약 40여명이 응답한 이 문항에서 무의미한 답변을 배제한 후,

응답자들이 제시한 테크놀로지 도구들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였

다. 하나는 도구를 통해 실현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또는 파일(file)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과 기계 자체가 도구인 ‘기기’로 나눈 ‘매체 형태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e-러닝, m-러닝, u-러닝으로 나눈 ‘학습 방법 분류’이다<표

Ⅳ-24>.

첫째로 매체 형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이론,

연주(피아노 실기), 감상, 창작의 네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학습자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스로 학습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은 교수매체의 유형 중 상호작용



- 94 -

매체의 특징이기도 하다. 학습자가 교사와의 수업 이후, 이러한 학습용 프

로그램으로 과제 또는 복습을 하게 된다면 지식의 강화와 새로운 학습 환

경에 따른 집중력 향상 등 다양한 학습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로 학습방법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피아노 교사는 상호작용매체

로 교육할 수 있는 e-러닝, m-러닝, u-러닝이 가능한 도구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도구들을 분석해보면 피아노 교사도 피아노 교육에 최신 학습방법

을 동원하여 교수(敎授)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응답된 여러 답변들을 보면, 게임으로 흥미를 제공하

는 학습 프로그램이 제시되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존재하는 고가(高價)

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응답자 중에서는 동영상 레슨 프로그램과 같이

이미 활성화 되어있는 프로그램68)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앙상블 활동과 음

악 감상 교육처럼 교사의 재량으로 교수가 가능한 학습을 제시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구의 개발’이 아닌 교사의 지식과 노

력이 필요한 ‘교육 과정 개발’에 해당된다.

교사들이 개발을 원하는 기기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도구는 디지털 피아

노였다. 교사들은 더 나은 성능의 디지털 피아노 또는 모니터가 장착된 디

지털 피아노 등을 원했다. 그러나 디지털 피아노에 컴퓨터 모니터를 연결하

여 사용하는 것은 이미 MIDI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국내의 한 피아노 방문 레슨 회사에서는 피아노 레슨 전용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다운받은 후, 마스터 키보드와 연결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9) 현재, 피아노에 모니터가 장착되어 제작된 어쿠스틱 피아노가 미국

68) http://www.classicpot.co.kr/, http://www.musicfield.co.kr/ 등

69) 피아노하우스, 2015. 3. 22, http://www.pianohouse.kr/pianohouse/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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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지만, 고가의 금액으로 인해 아직 대중화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

이다.70)

그 다음으로 많이 제시된 테크놀로지 도구는 휴대용 빔으로, 이 또한 시

판되고 있는 도구이다. 그 외에,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터치스크린 악보를

제시한 응답자도 있지만, 음악회71)나 피아노 레슨에서 이미 태블릿 PC를

악보로 이용하기도 한다. 기타 의견으로 레슨 자료가 정리되어있는 웹사이

트의 신설을 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Ⅳ-24> 교사가 희망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구의 목록

대분류 학습방법 소분류 도    구

교육
프로
그램

e-러닝
m-러닝
u-러닝

이론 음악 이론 게임(10) / 시창·청음(2) 
연주 초견(1) / 동영상레슨(2) / 앙상블 활동 개발(1) / 

즉흥연주(2) / 자동반주(1) 
감상 음악 감상(2) /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클래식음악(1) 

/ 감상하며 모방연주가 가능한 프로그램(1) /
창작 피아노로 연주하면 바로 사보되는 프로그램(1)/

작곡기법 배우기(1)

기기
device

e-러닝 악기 디지털 피아노(4) / 모니터가 장착된 디지털 피아노(1) / 
e-러닝
m-러닝
u-러닝

강의용 
기기 휴대용 빔(3)

m-러닝
u-러닝 악보 어디서나 검색가능하고 가벼운 터치스크린 악보(1)

기타 e-러닝
m-러닝 교사를 위한 레슨자료 제공 웹사이트의 신설(1)

*주: 괄호의 숫자는 복수응답의 횟수임. 

70) 피아노바이어, 2014. 12. 10, http://www.pianobuyer.com/spring11/74.html.

71) 2011년 12월 29일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한국 최초로 아이패드

에 저장되어있는 악보를 보며 연주하였다: 강기헌, 악보 대신 아이패드 보는 손

열음, 「중앙일보」, 2012. 1. 3,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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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새롭게 개발되기를 원하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목록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대부분은 이미 개발이 되어 사용 중에 있는 도구들이었다. 안

타깝게도 현재 피아노 교사들은 이러한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교사 재교육’과 기타의견에서 나타난 ‘레슨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

는 웹사이트’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 연구72)에서 음악단체 및 기

관, 교사연구회,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등의 ‘음악학습 웹사이트’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웹사이트는 오늘날 테크놀로지 역량에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검색을 가능하게 하여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된다.’고 주

장한다. 또한, 음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특히 국내에 음악학습과 관련된 포털 사

이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피아노 교사의 정보 제공을 위한 교사 재교육-피아노

레슨에서 사용 가능한 테크놀로지 도구 활용 방법-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하였다. 그 결과 78.6%(N=232/295)의 응답자가 교사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232명에게 이러한 교육의 참석 의향에 대

해 질문한 결과 61.6%(N=143/232)의 교사가 참석의사를 표명하였다. 이것

으로 보아 피아노 교사들은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교사

재교육에 관해서도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재교육을 언급한 선행연구들73)은 교사들이 재교육을 통해 과거의

교수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72) 오지향 외, “21세기 음악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역량,”, 203쪽.

73) 김미숙, “음악교육에서의 멀티미디어에 대한 고찰,” 115쪽; Richard Cangro,

Mentoring the Mentors for the 21th Century and Beyond,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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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교사는 멀티미디어 도구의 활용뿐만 아니라 제작과 기술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여 멀티미디어 도구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피아노 교사들은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는 교육을 받을 만한 기회

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교사 재교육을 학교, 학회, 세미나 등에서 많

이 개최한다면, 교사들이 피아노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정

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요약

지금까지 피아노 교육에 사용되는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피아노 교사

의 인식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총 295명이 설문에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154명(52.2%),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는 140명(47.5%)으로 나타나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가 근소한 차이로 좀 더 많은 비중을 차

지했다. 카이제곱 분석 결과, 이 응답은 교사의 연령, 학력, 경력, 대학/대

학원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 피아노 관련 교과목 이수, 레슨형태

와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피아노 교사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시·청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응답을, 미사용하는 교사는 재학시절 학

습한 경험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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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학/대학원에서 ‘피아노 교수법’ 과목을 수강했던 피아노 교사가 테크

놀로지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대학원에서는 미

래의 피아노 교사들을 위해 피아노 교수법 과목에서 ‘현대 동향에 맞춘 새

로운 피아노 지도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둘째, 피아노 교사는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절반 정도

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51.2%, N=151/295). 카이제곱검증 결과, 테크놀

로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교사와 개인레슨을 하고 있는 교사가 테크놀로

지 도구의 필요성에 긍정으로 응답을 한 것은 유의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학 원 강사가 아닌 개인레슨 교사가 테크놀로지 도구의 필요성에 더 긍정

적인 응답을 한 이유는 수업환경, 교육시간, 교사학력, 수강인원, 교사인원

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교사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7가지 테크놀로지 도구 중에서 유튜브

가 학습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매체라고 응답하였고, 소프트웨어 프로그

램에는 소수만이 응답을 하였다. 테크놀로지 도구가 적합한 학습·연령 수준

으로는 중·고·대학생 이상의 중·고급 수준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유치원

생 초·중급수준에는 가장 적게 응답하였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피아노

교사들은 높은 연령과 높은 학습수준의 학습자에게 테크놀로지 도구를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아노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도구 선택을 분석한 결과, 교사는 청각자료

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음악 감상 활동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음악성 개발을 위한 많은 활동 중 음악 감상 이외의 활동

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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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선택은 학습자의 연령, 학습수준, 학습태

도, 신체적 발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되었고, 과거에 사용해

왔던 컴퓨터 보조학습의 수준에서 벗어나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 학습으

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다고 평가된다.

연구자는 다른 환경적 조건이 동일할 때에 피아노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

구 선택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7가지의 테크놀로지 도구를 모두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사용빈도를 질문하였는데, ‘학습자의 학습수준과 연

령수준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의 적합성’ 결과(<표 Ⅳ-19> 참조)와 거의

일치하였다. 내재설계 분석 결과, 피아노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예

상 빈도는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실제 사용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가 미사용 교사보다 더 자주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교사의 교육매체 경험이 요건이 되었다.

예외적으로, 7가지의 도구 중 디지털 피아노만이 응답이 다르게 나타났

는데, 디지털 피아노는 오히려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교사가 미사용 교사보

다도 더 적게 사용할 것이라 응답하였다. 그 중, 디지털 피아노는 디지털

피아노만의 특수한 기능이 잘 사용되지 않고 어쿠스틱 피아노의 대용으로

서만 사용되고 있어 교사들에게 유용한 기자재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디지털 피아노 교육 활동’ 설문결과(<표 Ⅳ-51> 참조)를 통해 알 수 있었

다.

넷째, 교사들에게 피아노 교육에서 사용하기 원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구를 제안하라고 하였을 때, 교사들은 e-러닝, m-러닝, u-러닝이 가능한

학습매체를 제안하였다. 특히 교사들은 사보, 이론학습, 감상, 즉흥연주 프

로그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과 휴대용 빔, 새로운 기능을 가진 디지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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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 디지털 악보와 같은 기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이

미 통용되고 있는 도구들로서, 피아노 교사들은 피아노 교육 정보를 원활

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아노 교사들은 대학/대

학원 졸업 이후 피아노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피아노 교사들은 교사 재교육 프로그

램의 필요성에 78.6%(N=232/295)가 긍정으로 답하였고, 교사 재교육에 긍

정으로 응답한 교사의 61.6%(N=143/232)가 재교육에 참석할 것이라고 응

답하였다. 이 결과로 미루어볼 때, 피아노 교사들은 다양한 피아노 교수방

법에 관심이 많을 뿐더러 재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신의 교수 능력을

계발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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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피아노 교사의 교수

현황과 배경조사

이번에는 피아노 교사가 그들의 교육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테크놀

로지 도구의 현황을 알아본다. 주요 내용은 피아노 레슨에 사용하는 테크

놀로지 도구의 종류와 사용 경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 기간과 빈도,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관한 지식·경험의 교사 자기평가, 테크놀로지 도

구 사용에 의한 학습목표,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제언이며, 이에 대한 응답이 교사의 배경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상관관계

를 구하였다. 본 장에서부터는 전체 응답자 295명 중 피아노 레슨에 테크

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154명의 교사 응답만을 사용하였다.

먼저, 총 295명의 피아노 교사 중에서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의 수가 절반 정도(52.2%, N=154/295)로 축소되면서(<표 Ⅳ

-1>참조), 전체인원 295명과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교사 154명간의 일반적

인 특징을 성별, 연령, 경력 등의 교사 배경별로 비교해 보았다<표 Ⅳ-25>.

먼저, 성별의 비율에는 변화가 없었다. 연령대에서는 20대와 50대 비율이

감소하였고, 30대 비율이 증가하였다. 학력에서는 4년제 응답자가 감소하였

고, 석사와 박사 응답자가 증가하였다. 지도 경력 기간으로는 1년에서 5년

사이의 경력자가 감소하였고, 6년에서 10년, 11년에서 15년 사이의 경력자

가 증가하였다. 레슨형태에서는 학원 강사가 감소하였고 개인레슨 교사가

증가하였으며, 대학/대학원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여 피아노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험 여부에서는 미경험자가 감소하였고 경험자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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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전체

빈도

전체

백분율

현재

빈도

현재

백분율

성 별
남자 16 5 7 5
여자 279 95 147 95
합계 295 100 154 100

연령대

20-29세 146 49.5 65 42
30-39세 98 33.2 66 43
40-49세 39 13.2 19 12
50-59세 10 3.4 2 1

60세 이상 1 0.3 1 1
무응답 1 0.3 1 1
합계 295 100 154 100

학 력

2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 23 8 10 7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 149 51 56 36

석사 재학 또는 졸업 81 27 53 34
박사 재학 또는 졸업 42 14 35 23

합계 295 100 154 100

경 력

1-5년 127 43 50 32
6-10년 56 19 37 24
11-15년 53 18 36 23
16-20년 36 12 21 14
21-25년 11 4 4 3

26년 이상 6 2 3 2

였다.

이 결과를 보면,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와 사용하지 않는 교

사의 개인적 배경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연령대에서는 30대, 학력

에서는 석·박사, 지도 경력에서는 6년에서 15년 사이, 레슨 형태는 개인레

슨, 대학/대학원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도구 경험 여부에서는 경험이 있는

교사가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의 대다수로 나타

났다. 이 각각의 배경적 특징들은 앞서 조사된 <표 Ⅳ-2> ‘테크놀로지 도

구의 사용 여부와 교사 배경의 카이제곱 검증 결과’의 5가지 변수와도 동

일하다.

<표 Ⅳ-25>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의 일반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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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6 2 3 2
합계 295 100 154 100

레슨 형태

학원 95 32 40 26
개인레슨 136 46 89 58

학원과 개인레슨 44 15 20 13
기타 6 2 2 1

무응답 14 5 3 2
합계 295 100 154 100

 대학(원)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여 배운 
피아노 관련 과목

한 과목 이상 배운 적이 있다 192 65.1 114 75
  배운 적이 없다 86 29.2 31 20

무응답 17 5.7 8 5
합계 295 100　 154 100　

연구자는 위의 결과와 관련된 연구74)를 살펴보았다. 김영록·김재현의 연

구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초등 교사 1,01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인원의

26.5%(N=269/1,016)만이 스마트 기기의 활용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자 교사일수록, 연령이 낮은 교사일수록, 스마트 기기 활

용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일수록 스마트 기기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공교육의 스마트 교육 환경 조사에서는 테크놀

로지 도구의 사용이 교사의 성별, 연령, 교사 재교육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인 피아노 교육에서는 교사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은

교사의 여러 가지 배경 요소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4) 김영록·김재현, “초등교사의 스마트기기 수업 활용 의도에 대한 연구,” 『한국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7/5 (2014), 3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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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아노 교사가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종류와 사용 경로

연구자는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154명의

교사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 교사가 소장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테크놀로지 도구, 소장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테크놀

로지 도구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Ⅳ-27>. 그 결과, 피아노 교사

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는 오디오 기기, 동영상 촬영

기기와 유튜브 순으로 나타났다.

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사용하지 않는 테크놀로지 도구로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17.5%, N=27/154). 컴퓨터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웹 검색도 소장은 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

는 세 번째 도구(14.3%, N=22/154)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피아노 교사들

은 컴퓨터를 교육매체로서 즐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앱도 소장하고 있으나 미사용하는 두 번째 도구로 나타나(15.6%,

N=24/154) 많이 활용되지 않는 교육매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가 소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장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볼 만한 일이다. 이것은 컴퓨

터나 스마트폰 앱에 대한 지식 부족 또는 자기계발의 부족으로 보인다. 컴

퓨터 소프트웨어와 앱은 피아노 교육용으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며

특히 앱의 경우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무궁무

진하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런 것들을 통한 피아노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

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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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테크놀로지 도구에는 디지털 피아노,

컴퓨터 소프트웨어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디지털 피아노는 <표 Ⅳ-21>

‘연령에 따른 피아노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선택’에서 유치원생에게 적합

한 교육매체로 2위, <표 Ⅳ-20> ‘학습수준에 따른 피아노 교사의 테크놀로

지 도구 선택’에서 초급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매체로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인식’과 ‘실제 소장 및 사용 여부’ 사이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학원 강사보다는 개인레슨 교사의 응답이 상당수 반영

되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교사만이 응답하였는

데,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교사에는 학원 강사보다 개인레슨 교사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5> 참조). 따라서 개인레슨 교사가 디

지털 피아노를 소장할 확률은 학원장보다 훨씬 적으며, 개인레슨을 받는

가정의 경우 디지털 피아노의 소장보다 어쿠스틱 피아노의 소장 확률이 더

높아 개인레슨 교사가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확률이 적

다. 또한, 학원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디지털 피아노는 학습자의 연습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교사는 어쿠스틱 피아노로 레슨을 할 확률이 매우 높

아 디지털 피아노의 소장과 사용에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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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6> 피아노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소장과 사용의 여부

순위
사용함

소장했으나
사용하지 않음

소장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음

n n n

1 오디오 기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피아노
133 27 93

2 동영상 촬영기기 스마트폰 앱 컴퓨터 소프트웨어
126 24 87

3 유튜브 컴퓨터 웹검색 컴퓨터 웹검색
126 22 71

4 스마트폰 앱 디지털 피아노 스마트폰 앱
78 17 52

5 컴퓨터 웹검색 오디오 기기 유튜브
61 7 23

6 디지털 피아노 동영상 촬영기기 동영상 촬영기기
44 6 22

7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튜브 오디오 기기
40 5 14

*주: N=154

이번 조사 결과를 2006년 미국의 피아노 교사를 대상으로 한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현황조사75)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2006년 미국의 연구에서는

MTNA 회원인 피아노 교사 400명에게 설문도구를 발송한 후 회신한 225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미국의

피아노 교사에게 피아노 교육에 사용하는 4가지의 테크놀로지 도구를 제시

하고 사용빈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컴퓨터와 디지털 피아노가 공동

1위, 반주 디스크가 3위, 인터넷이 4위로 나타났다. 컴퓨터에서는 CAI와 소

프트웨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피아노에서는 내장형

메트로놈, 자동반주, 멀티 트랙 등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피아노 교육 매체로써 1순위에 위치한 컴퓨터와 디지털 피아노가

75) May Wuey Tsao-Lim, “The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into the

Curricula of Selected Independent Piano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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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피아노 교육 매체로써는 하위 순위에 위치하고 있어(<표 Ⅳ-26> 참

조)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피아노 교사들은 오디오 기기(미국

의 경우, 반주 디스크)와 동영상 촬영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

여, 한국의 피아노 교육에서는 음악 감상, 반주 음원 듣기, 동영상 촬영, 음

성녹음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2006년에 발표된 것으로써 현재의 테크놀로지 도구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에서 동일한 기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기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런 기

능의 차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연구자는 <표 Ⅳ-26>을 바탕으로 하여 교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테크

놀로지 도구의 정보를 어떤 경로로 수집하는지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Ⅳ-27>. 그 결과 인터넷 검색, 동료교사를 통해, 서적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순서로 응답이 나타났다. 상위권의 결과는 교사 스스로 공부

하거나 지인의 도움으로 테크놀로지 도구를 학습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

겠다. 학교와 세미나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의견은 하위권에 위치해 있었는

데, 그만큼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교육과 교사들의 교육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법의

학습 경로도 조사하였는데, 정보 수집 경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색, 동

료교사를 통해 배운다는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고, 기타 응답으로는 쉬워서

익힐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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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7> 테크놀로지 도구 정보와 사용법 접근 경로

정보 수집 경로  (N=261, %) 순 위 사용법 학습 경로  (N=250, %)

인터넷 검색 (104, 39.84) 1 인터넷 검색 (90, 36.0)
동료 교사 (55, 21.07) 2 동료 교사 (43, 17.2)

음악잡지, 책 (38, 14.55) 3 학교 (28, 11.2)
세미나 (31, 11.87) 4 사용 설명서 (26, 10.4) 

학교 (25, 9.57) 5 음악잡지, 책 (24, 9.6)
무응답 (5, 1.91) 6 세미나 (22, 8.8) 

기타 (3, 1.14) 7 기타 (13, 5.2)
- 8 무응답 (4, 1.6)

이번에는 응답자에게 <표 Ⅳ-27>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테크놀로

지 도구를 교사의 편리성에 따른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하였다<표 Ⅳ-28>.

피아노 교사가 가장 편리하게 여기는 도구는 오디오 기기, 유튜브, 컴퓨터

웹 검색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디오 기기는 빠르고 쉬운 작동 방법으로 재

생이 가능하고, 유튜브나 컴퓨터를 이용한 웹사이트 검색은 빠른 네트워크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의 특성상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번 결과에서도 앞서 나온 결과와 마찬가지로 피아노 교사의 교육

내용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교사가 음악 감상 활동을 자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소개되는 ‘컴퓨터를 이용한 웹 검색’에서도 보

면 교사들은 음악 감상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편리성 정도에 따른 상위 도구 3개 모두 음악 감상을 위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교사에게 피아노 교육 시 학습자의 테크놀로지 도구 선호도를

관찰한 결과도 응답하게 하였는데<표 Ⅳ-28>, 교사는 학습자가 유튜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오디오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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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촬영기기, 스마트폰 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연구자는 ‘학습

자의 테크놀로지 도구 선호도’가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예상 빈

도’(<표 Ⅳ-22> 참조)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테크놀로지 도구 사

용 예상 빈도’는 실제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와 유의미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에(<표 Ⅳ-23> 참조), 교사의 수업 운영 내용이 학습자의

선호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겠다.

교사가 중요시하는 수업 내용 중심으로 학습자가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선호도도 자연히 교사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을 본 연

구 결과에 적용 하면, 피아노 교육에서 포괄적인 음악성 향상을 위한 다양

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학습내용인 음

악 감상 활동만이 학습자의 선호도로 이어져 결국, 편협한 학습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표 Ⅳ-28> 편리성과 선호도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의 선택 순위 

1 2 3 4 5 6 7

교사의 
편리성

오디오 
기기 유튜브 컴퓨터 

웹검색
동영상 
촬영
기기

스마트폰 
앱

디지털 
피아노

컴퓨터
소프트
웨어

2.06위 2.23위 3.25위 3.33위 3.45위 4.44위 5.42위

학습자의 
선호도

유튜브 오디오 
기기

동영상
촬영
기기

스마트폰 
앱

컴퓨터 
웹검색

디지털 
피아노

컴퓨터
소프트
웨어

2.08위 2.62위 3.02위 3.05위 3.36위 3.92위 5.7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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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기간과 빈도

연구자는 피아노 교사들에게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질

문하였다<표 Ⅳ-29>. 그 결과, 3년 이상이 43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이 9명(5.8%)으로 가장 적었다. 연구자는 <표 Ⅳ-26> ‘피아노 교

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소장과 사용의 여부’와 코딩자료를 확인한 결과, 테

크놀로지 도구를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10년 전부터

상용화되고 있었던 컴퓨터, 오디오 기기, 디지털 피아노 중 한 가지 이상에

답변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10년 이상 사용했다는

응답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Ⅳ-29>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 기간

기간 빈도수 백분율

1년 미만 27 17.5
1년 이상 36 23.4
3년 이상 43 27.9
5년 이상 27 17.5
10년 이상 9 5.8
　무응답 12 7.8
　합계 154 100

<표 Ⅳ-29>의 응답이 교사의 배경과 관련이 있는지 카이제곱검증을 통

해 분석해 본 바로는 연령, 경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

-30>. 연령과 경력의 두 변수가 동시에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이 두 관계가 대체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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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0>테크놀로지 도구 사용기간과 교사 배경과의 카이제곱검증 결과

변수 유효수 자유도 카이제곱 유의확률 결과

연령 141 1 32.28 .000 유의미
학력 142 1 2.84 .091 독립
경력 140 1 38.86 .000 유의미

대학(원)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 과목 이수여부
135 1 1.06 .302 독립

레슨형태 138 2 0.31 .855 독립

<표 Ⅳ-30>의 유의미한 두 가지 변수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연령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기간은 통계학적으

로 유의수준 5%이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x2(1, N=141)=32.28,

p=.000〕, <표 Ⅳ-31>, <그림 Ⅳ-12>. 20대 교사는 그들의 연령상 피아노

교사 경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기간 또한 3년 미만

으로 짧은 편이다. 30대 교사의 경우에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기간이

비교적 긴데, 3년 이상으로 응답한 교사가 가장 많았고, 그들의 연령 특성

상 10년 이상의 사용기간을 가진 교사도 6.56%(N=4/61)로 나타나고 있다.

40대에서는 5년 이상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교사는 15.79%(N=3/19)로 나타

났다. 이처럼 연령이 높아질수록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기간 또한 길어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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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1> 교사 연령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기간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연

령

20대 N=58 19 19 16 4 0
% 32.76 32.76 27.59 6.9 0

30대 N=61 8 12 21 16 4
% 13.11 19.67 34.43 26.23 6.56

40대 N=19 0 4 5 7 3
% 0 21.05 26.32 36.84 15.79

50대 N=2 0 0 1 0 1
% 0 0 50 0 50

60대 N=1 0 0 0 0 1
% 0 0 0 0 100

계 N=141 27 35 43 27 9
% 19.15 24.82 30.5 19.15 6.38

x2 = 32.28 (df=1, p=.000)

<그림 Ⅳ-12> 교사 연령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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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사의 지도 경력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기간은 통계학적

으로 유의수준 5%이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x2(1, N=140)=38.86,

p=.000〕, <표 Ⅳ-32>, <그림 Ⅳ-13>. 교사의 지도 경력은 연령(<표 Ⅳ

-31> 참조)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Ⅳ-32>를 보면, 1년에서 5

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교사의 73.33%(N=33/45)가 3년 미만으로 테크놀로

지 도구를 사용했다고 응답하였고, 6년에서 10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교사

의 70.59%(N=24/34)는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11년에서 15년 사이의 경력

을 가진 교사의 71.43%(N=25/35)가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교사의 대부분이

지도 경력 중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40대에서 60대의 연령으로서 그

수가 7명에 불과하여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이들은 모두 5년 이상과 10년

이상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여 최근에(5년 미만) 테크놀

로지 도구의 사용을 시도한 중년 이상의 교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4 -

<표 Ⅳ-32> 교사의 경력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기간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경

력

1-5년 N=45 18 15 9 3 0
% 40 33.33 20 6.67 0

6-10년 N=34 5 8 16 4 1
% 14.71 23.53 47.06 11.76 2.94

11-15년 N=35 2 6 15 10 2
% 5.71 17.14 42.86 28.57 5.71

16-20년 N=19 1 7 3 7 1
% 5.26 36.84 15.79 36.84 5.26

21-25년 N=4 0 0 0 2 2
% 0 0 0 50 50

26년이상 N=3 0 0 0 1 2
% 0 0 0 33.33 66.67

계 N=140 26 36 43 27 8
% 18.57 25.71 30.71 19.29 5.71

x2 = 38.86 (df=1, p=.000)

<그림 Ⅳ-13> 교사의 경력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기간

이번에는 피아노 교사에게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빈도를 리커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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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표 Ⅳ-33>. 사용빈도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39%(N=60/154)로 가장 많았고, 긍정으로 응답한 교사는

34.4%(N=53/154), 부정으로 응답한 교사는 18.1%(N=28/154)로 나타났다.

교사가 사용빈도에 보통이라고 평가하였다는 것은 레슨 시간과 대비하여

판단해 볼 때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 Ⅳ-33>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빈도 

빈도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1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1 7.1

3.19 1.03

2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17 11.0
3 보통이다 60 39.0
4 자주 사용한다 39 25.3
5 매우 자주 사용한다 14 9.1

     무응답 13 8.4
합 계 154 100

카이제곱검증 결과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빈도는 교사배경 조

건 모두와 관련이 없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나타났다<표 Ⅳ-34>. 교사

의 어떠한 조건과도 관련이 없다면 교사가 아닌 학습자의 조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학습자의 조건은 앞서 제시한 <표 Ⅳ-9>와 <표 Ⅳ

-19>에서도 나타나듯이 연령, 학습 수준, 학습 시간, 학습 환경 등이 있다.

피아노 교사는 학습자의 이러한 개인 차이에 따라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

빈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표 Ⅳ-19>와 <표 Ⅳ-9>를 근거로,

높은 연령과 여유 있는 수업시간을 가진 조건일수록 테크놀로지 도구를 자

주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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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34>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빈도와 교사 배경과의 카이제곱검증 결과

변수 유효수 자유도 카이제곱 유의확률 결과

연령 140 4 0.09 .753 독립
학력 141 1 0.89 .344 독립
경력 139 1 0.78 .376 독립

대학(원)에서의 
테크놀로지도구 사용 

과목 이수 여부
134 1 0.01 .911 독립

레슨형태 136 2 3.49 .174 독립

종합해보면, 피아노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의 사용기간에 응답한 교사들의 테크놀로

지 도구에는 2009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스마트폰/태블릿 PC가, 10년 이

상의 사용기간에 응답한 교사 답변에는 컴퓨터, 오디오 기기, 디지털 피아

노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교차분석 결과 피아노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

용 기간은 교사의 연령, 경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의 피아노 교사는 3년 미만, 30대의 피아노

교사는 3년 이상 5년 미만, 40대 피아노 교사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해왔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지도 경력과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기간의 관계에서는 하나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는

데, 피아노 교사들은 일정 기간의 지도 경력이 지난 후부터 테크놀로지 도

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지도경력과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기간에

비추어 볼 때, 그 기간은 3년에서 5년 후인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빈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M=3.19; SD=1.03), 교사가 수업시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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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하여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빈도가 교사 배경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은

학습자의 연령, 학습 환경, 학습 내용, 학습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3.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지식·경험에 대한 자기 평가

피아노 교사가 자신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해 교육매체로써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는 피아노 교사에

게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대한 지식·경험의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게 하

였다<표 Ⅳ-35>. 조사 결과, 총 154명의 테크놀로지 도구 실제 사용 교사

중 76명(49.4%)의 교사들이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대한 지식·경험이 전

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평가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자신의 지식·경

험 정도를 하위 평가하고 있었으며, 51명(33.1%)의 교사는 보통으로, 15명

(9.7%)의 교사는 상위 평가(많다·매우 많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2.47; SD=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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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5>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지식·경험 유무에 대한 교사 자기평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1 전혀 없다 16 10.4

2.47 0.87
2 거의 없다 60 39.0
3 보통이다 51 33.1
4 많다 12 7.8
5 매우 많다 3 1.9

무응답 12 7.8
합 계 154 100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대한 지식·경험을 자기 평가한 정도가 교사가

지닌 배경과 연관성이 있는지 카이제곱검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것

은 테크놀로지 도구의 필요성 인식, 사용 빈도, 사용 기간, 교사 재교육 필

요성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6>. 앞서 서술한 <표

Ⅳ-6>, <그림 Ⅳ-4>에서는 대학/대학원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경험

이 있는 교사일수록 현재 자신의 피아노 레슨에서도 테크놀로지 도구를 훨

씬 많이 사용한다는 유의미한 카이제곱검증 결과가 나타났었다. 하지만 이

번 문항 <표 Ⅳ-36>을 통해서는 대학/대학원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경험이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대한 확신·자신감과는 독립적인 관계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까닭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대학/대학원에서 배우던 당시의 테크놀로지 도구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아노

교사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로 매우 폭이 넓기 때문에 이들이 학

교에서 수강하던 당시의 테크놀로지 도구들과 현재 출시되어 상용화되고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사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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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2000년대 사용하는 컴퓨터는 형태와 성능이 많이 바뀌었고, 2000

년대 상용되던 VTR은 2010년대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교사가 과거 학교에서 수강했던 테크놀로지 도구의 경험을 현재 피아노 수

업에서 재현하기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현재 피아노 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확신·자신감을 학교 수강 경험과 결부시키기는 어

려울 것이다.

둘째, 대학/대학원 수업의 환경과 현재 피아노 레슨의 환경이 다를 수

있다. 수업시간의 길고 짧음은 다양하고 상세한 테크놀로지 도구 활용의

가능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시간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차

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예산은 사설학원·개인레슨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기자재와 높은 가격의 기자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셋째, 대학/대학원 수업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적용 방식과 현재 피아

노 레슨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본 설문도구에

서 제시한 피아노와 관련된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교과목은 피아노 레슨을

포함한 다양한 과목들이다. 이에 반해 피아노 교사가 응답한 자신의 수업

은 순수한 피아노 연주(레퍼토리 만들기) 레슨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연구자가 본 설문도구에서 대학/대학원에서 수강한 과목을 피아노

레슨에 국한시키지 않은 이유는 피아노 실기 수업이 아니더라도 피아노에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

어 피아노 교사, 자신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문항에서는 교사의 피아노 레슨이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피아노 관련 교과목으로부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 120 -

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대학원 수업은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면 대 면의 개인수업보다는 그룹수업이 많은 관계로 피아노 교

사의 레슨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확신·자신감은 ‘과거의 경험’보다

는 ‘현재의 상태(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기간, 빈도, 인식)’와 더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Ⅳ-36>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대한 자기평가와 교사배경과의 

카이제곱검증 결과

변수 유효수 자유도 카이제곱 유의확률 결과

연령 141 1 .25 .615 독립
학력 142 1 2.03 .153 독립
경력 139 1 1.70 .191 독립 

대학(원)재학 중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과목 이수 여부
135 4 2.60 .626 독립

레슨형태 138 8 5.19 .737 독립
도구 사용의 필요성 인식 141 1 4.71 .029 유의미
교사 재교육 필요성 인식 142 4 14.20 .006 유의미

도구 사용 기간 137 1 6.45 .011 유의미
도구 사용 빈도 137 1 44.16 .000 유의미

<표 Ⅳ-36>의 유의미한 네 가지 변수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지식·경험에 대한 교사 자기평가와 도

구 사용 필요성 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5%이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x2(1, N=141)=4.71, p=.029〕, <표 Ⅳ-37>, <그

림 Ⅳ-14>.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지식·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을 ‘자

기평가 1점’으로, 지식·경험이 매우 많다는 응답을 ‘자기평가 5점’으로 배점

했을 때, 자기평가에 1점으로 응답한 교사 중에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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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필요성

필요없다
필요없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테크
놀로지 
도구 

사용의 
지식·경험 

유무 
자기평가

전혀 없음
(1 )

N=16 0 1 5 6 4
% 0 6.25 31.25 37.5 25

없음
(2점)

N=60 1 2 13 35 9
% 1.67 3.33 21.67 58.33 15

보통
(3점)

N=50 0 0 17 21 12
% 0 0 34 42 24

많음
(4점)

N=12 0 0 2 4 6
% 0 0 16.67 33.33 50

매우 많음
(5점)

N=3 0 0 0 1 2
% 0 0 0 33.33 66.67

합계 N=141 1 3 37 67 33
% 0.71 2.13 26.24 47.52 23.4
x2 = 4.71 (df=1, p=.029)

성에 ‘보통’과 ‘필요하다’로 응답한 교사가 많았다. 자기평가에 2점·3점으로

응답한 교사 중에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필요성에 ‘필요하다’, 자기평가에 4

점·5점으로 응답한 교사 중에는 ‘매우 필요하다’로 응답한 교사가 가장 많

았다. 이처럼 피아노 교사들의 자기평가 점수가 높아질수록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시 말하면, 피아노 교사들은 자신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대한

지식·경험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이 학습자에게 좋

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Ⅳ-37>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필요성 인식에 따른 도구 사용의 자기평가

*주: 전혀없음-자기평가 1점, 없음-자기평가 2점, 보통-자기평가 3점, 
     많음-자기평가 4점, 매우많음-자기평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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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14>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필요성 인식에 따른 도구 사용의 자기평가

둘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지식·경험에 대한 교사 자기평가와 교사

재교육 필요성 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5%이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x2(4, N=142)=14.20, p=.006〕, <표 Ⅳ-38>,

<그림 Ⅳ-15>. 아래에 제시된 <그림 Ⅳ-15>를 보면, 테크놀로지 도구 사

용에 대한 지식·경험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교사일수록 교사 재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대한

지식·경험이 가장 부족하다고 여긴 교사(자기평가 1점) 중에서는 자기평가

2·3점 교사보다 적은 수치인 87.5%(N=14/16)만이 교사 재교육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표 Ⅳ-37>에서 찾을 수 있다. <표 Ⅳ-37>

을 보면, 자기평가에 1점으로 응답한 교사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6.25%로 가장 많았다. 테크놀로지 도구가 필요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피아노 교사가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

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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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38> 교사의 재교육 필요성 인식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자기평가

 교사 재교육 필요성

필요 필요 없음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지식·경험 

유무 
자기평가

전혀없음
( 1점)

N=16 14 2
% 87.5 12.5

없음
(자기평가 2점)

N=60 58 2
% 96.67 3.33

보통
(자기평가 3점)

N=51 50 1
% 98.04 1.96

많음
(자기평가 4점)

N=12 9 3
% 75 25

매우많음
(자기평가 5점)

N=3 2 1
% 66.67 33.33

합   계 N=142 133 9
% 93.66 6.34

x2 = 14.20 (df=4, p=.006)

<그림 Ⅳ-15> 교사의 재교육 필요성 인식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자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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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지식·경험에 대한 교사 자기평가와 도구

사용기간의 상관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5%이하에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x2(1, N=137)=6.45, p=.011〕, <표 Ⅳ-39>, <그림 Ⅳ-16>. 아

래에 제시된 <그림 Ⅳ-16>를 보면,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기간이 1년, 3년,

5년으로 길어질수록 교사의 자기 평가 점수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0년 이상의 도구 사용기간을 가진 교사에게서는 자기 평가 점수

를 1점으로 평가한 교사가 25%(N=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

년 미만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교사가 자기평가에 1점으로 응답한 비율

(25.93%, N=7/27)과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표 Ⅳ-32>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기간과 경

력의 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년 이상 도구를 사용해 온 교사들 중에

는 21년 이상의 지도경력을 가진 50대, 60대의 높은 연령의 교사가 일부

포함 되어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자가 코딩자료를 확인한 결과,

10년 이상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기간에 응답한 교사는 50대와 60대의

높은 연령층의 교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연령의 특성상, 이

들은 테크놀로지 도구를 장기간 사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형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테크놀로지 도구(오디오

기기, 컴퓨터, 디지털 피아노)만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최신 테크놀로

지 도구를 다루는 능력 또한 젊은 교사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10년 이상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 교사들은 최신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

한 지식 또는 자신감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표출된 것으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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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9>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기간에 따른 도구 사용의 자기 평가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지식·경험 유무 자기평가

전혀없음

(1 )

없음

(2점)

보통

(3점)

많음

(4점)

매우많음

(5점)

테크
놀로지
 도구

사용
기간

1년 미만 N=27 7 10 9 1 0
% 25.93 37.04 33.33 3.7 0

1년 이상 N=35 1 21 10 3 0
% 2.86 60 28.57 8.57 0

3년 이상 N=41 3 19 15 2 2
% 7.32 46.34 36.59 4.88 4.88

5년 이상 N=26 2 6 14 4 0
% 7.69 23.08 53.85 15.38 0

10년이상 N=8 2 1 3 2 0
% 25 12.5 37.5 25 0

합계 N=137 15 57 51 12 2
% 10.95 41.61 37.23 8.76 1.46

x2 = 6.45 (df=1, p=.011)

<그림 Ⅳ-16>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기간에 따른 도구 사용의 자기 평가

넷째,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지식·경험에 대한 교사 자기평가와 도구

사용 빈도의 상관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5%이하에서 유의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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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x2(1, N=137)=44.16, p=.001〕, <표 Ⅳ-40>, <그림 Ⅳ-17>.

테크놀로지 도구를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의 지식·경험에 최상위 평가를 하였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

사는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지식·경험에 최하위 평가를 하여 이 두 관계

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피아노 교사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자주 사용할

수록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사용 빈도가 낮을 수 록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

데이터 alpha계수가 –0.71(표준화 –0.719)정도로 큰 값을 가지므로 일관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Ⅳ-40>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빈도에 따른 도구 사용의 자기 평가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지식·경험 유무 자기평가 

전혀없음

(1 )

없음

(2점)

보통

(3점)

많음

(4점)

매우많음

(5점)

테크
놀로지 
도구

사용
빈도

거의
사용 안함

N=27 6 4 1 0 0
% 54.55 36.36 9.09 0 0

자주
사용 안함

N=35 5 12 0 0 0
% 29.41 70.59 0 0 0

보통 N=41 2 30 22 4 1
% 3.39 50.85 37.29 6.78 1.69

자주사용 N=26 0 11 20 5 1
% 0 29.73 54.05 13.51 2.7

매우
자주 사용

N=8 0 1 8 3 1
% 0 7.69 61.54 23.08 7.69

합 계 N=137 13 58 51 12 3
% 9.49 42.34 37.23 8.76 2.19

x2 = 44.16 (df=1,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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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빈도에 따른 도구 사용의 자기 평가 

이와 같이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지식·경험에 대한 교사 자기평가가

교사의 현재 상태인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기간, 사용빈도, 필요성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피아노 교사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어떤 테크놀로지 도구를 선택하였는지 <표 Ⅳ-19>를 통해 알아보

았다. 자기평가를 1점에서 5점으로 응답한 교사가 학습자의 연령별, 학습수

준별에 적합한 테크놀로지로 무엇을 응답하였는지 <표 Ⅳ-19>를 토대로

<그림 Ⅳ-18>을 만들었으며, 그 중 자기평가 1·4·5점의 편차를 자세히 판

독하기 위하여 그래프를 확대한 <그림 Ⅳ-19>를 제시하였다.

자기평가 1점부터 4점까지의 그래프 모양은 거의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이 그래프의 또 다른 특징은 도구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교사들이 많이 선택한 도구는 오디오 기기, 유튜브, 동영상 촬영기기이다. 한

편, 자기평가를 5점으로 평가한 교사들의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의 모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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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만하여 모든 테크놀로지 도구를 고르게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지식·경험이 많아 모든 테크놀로지 도구가 피아노

교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18>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지식·경험을 자기 평가한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선택 1

<그림Ⅳ-19>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지식·경험을 자기 평가한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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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피아노 교사들(N=154)은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관한 지

식·경험이 보통 이하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였다(M=2.47; SD=0.87). 교사들

에게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

것은 교사의 과거 경험보다는 현재의 상황인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 기

간, 사용 빈도, 필요성 인식, 교사 재교육 필요성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테크놀로지 도구 지식·경험을 높이 평가한 교

사일수록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지식·경험을

낮게 평가한 교사일수록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테크놀로

지 도구의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사용 기간이 길수록 자기평가에 높은 점

수를 주었으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기간에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

사의 경우에만 비교적 자신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까닭은 10

년 이상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 교사들 중에는 높은 연령대의 교사가

많아 젊은 교사보다 최신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지식·경험에 1·2·3·4점으로 평가한 교사들은 연

령과 학습수준에 따른 테크놀로지 도구 선택에 큰 편차를 보였다. 이와 반

대로, 최상위 점수인 5점으로 자기 평가한 교사는 모든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해 고르게 응답하여,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지식·경험이 많은 교사는

모든 테크놀로지 도구가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피아노 교사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하

여 자기 계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사들의 끊임없는 교육지식의

욕구와 수용은 교사 자신의 발전과 학습자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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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시 문제점과 제언

연구자는 피아노 교사에게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시 문제점을 개방형 문

항으로 제시한 후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응답자 154명 중 절반 정도

인 70여 명이 해당 문항에 답변하였다. 답변들의 분석 결과 본 질문의 의

도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삭제한 후, 교사의 불편사항, 도구 사용의 기술적

측면, 기타 문제점의 3가지 카테고리로 통합, 분류하였다<표 Ⅳ-44>.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불편사항으로써,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

나 휴대가 불편하다는 의견, 그리고 기기 조작이 서투르다는 의견이 나타

났다(N=37). 응답자들은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정보 부족’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는데, 테크놀로지 도구의 종류에 대한 정보, 기기 사용법과 구매경

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의 부족은 테크놀

로지 도구의 빠른 발달과 변화가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테크놀로지 도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제안한다. 교사 재교육은 최신

교수법에 관한 동향을 제공받고, 여러 피아노 교사들과 다채로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이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피

아노 교사는 피아노 교육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

도 국내에서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한 피아노 교사 재교육은 거의 없는 실

정이다. 외국의 경우 각종 학회에서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한 부분이 따로

있을 만큼 테크놀로지 섹션이 비중 있는 분야로 취급되지만 한국에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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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그렇지 못하다. 앞으로 국내의 학회 또는 세미나에서도 피아노 교육학

자들이 피아노 교육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연구, 발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생성이 필요하다.

‘휴대의 불편’을 제시한 교사는 개인레슨 교사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측된

다. 왜냐하면 휴대하기 어려운 기자재로 CD 플레이어를 많이 제시하였기

때문인데, 이 기자재는 <표 Ⅳ-26> ‘피아노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소장

과 사용의 여부’에서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로 선정

되기도 하였다. 피아노 교사는 음반회사 또는 출판사가 음원을 어떤 파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지에 따라 플레이어의 선택을 달리할 수 있는데, 최근에

는 CD뿐만 아니라 mp3 파일로도 음원이 제공되고 있어 CD 플레이어 외에

태블릿 PC/스마트폰으로도 음원재생이 가능해졌다. 또한, 변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CD로 제작된 음원 파일을 mp3 파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CD음원을 mp3 파일로 변환하여 태블릿 PC/스마트폰

에 저장, 간편하게 휴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음반회사 또는 출판

사가 다양한 파일의 형태로 음원을 제작한다면, 교사는 교수환경에 따라 적

합한 형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QR코드를 이용한 스트리밍 서

비스도 음원 파일의 종류 중 하나로써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기 조작에 따른 불편’에 관한 내용은 피아노 교사의 서투른 기기 설치

또는 작동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학원의 경우에는

시간 대비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야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습시간을 활용

하는 데 있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학습자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통해 음악 감상뿐만 아니라 청음 훈련, 음악 이론 학습

등도 할 수 있으나, 학원의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교사들이 비교적 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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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만을 진행하여 학습의 내용까지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교사의 신속한 준비를 비롯해 빠른 작동이 가능

한 도구, 그룹 수업과 같은 넉넉한 학습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내용으로

지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도구 사용의 기술적 측면으로써, 인터넷 네트워크 통신의 문제, 기

기의 고장, 화면의 크기, 기기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이 제시되었다(N=13).

그 중, 인터넷 네트워크 통신의 문제로 교사들이 제시한 사항은 인터넷 접

속이 불가능하거나 통신 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경우 수업 진행에 불편을

느낀다는 것이다. 인터넷 통신은 IT제품 사용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이기 때문에 통신의 속도나 품질의 상태가 중요하다. 따라서 인터넷 통신

이 문제가 되는 환경이라면, 인터넷 통신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CD 플

레이어나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각종 파일의 형태로 대체, u-

러닝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잦은 고장이나 부품의 단종으로 기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테크놀로지 도구의 빠른 발달로 인해 단시간 안에 구

형 기계가 되는 경우도 수리의 불가능을 초래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도

구 사용 시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바로 교사들에

게 금전적인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 외에, 도구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장소의 문제로 테크놀로지 도구

의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 모든 장소에 테크놀로지 도구가 구비되어있지

않아 활발히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다수의 학습자가 스마

트폰을 시청해야할 경우에는 스마트폰 확대기기 또는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있겠고, 좀 더 큰 화면을 원할 경우라면 스마트폰과 TV를 연결하여 스마



- 133 -

트폰의 자료를 TV의 대형화면으로 시청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

만 고(高)비용의 문제나 설치의 어려움에 따른 문제로 인해 TV 사용이 불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휴대용 빔으로 대체함으로써 작은 화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기타 의견(N=18)으로는 학습자의 부작용, 고가의 기자재, 검증되지

않은 자료의 불신, 디지털 피아노의 기술적 문제점이 있다. 학습자의 부작

용으로는 교사가 계획한 학습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

용하거나, 학습자가 학습내용이 아닌 다른 영역에까지 관심을 가져서 부득

이하게 학습자를 제재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도구의 성능이 다양하

기 때문에 학습자가 수업에 필요한 기능 이외의 것을 사용함으로써 수업

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답변 중에서, 개인의

학습적인 문제점을 세밀히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테크

놀로지 도구를 통하여 개개인의 학습충족이 가능하며, 만일 이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사가 관여하여 학습자의 학습적 충족을 만족시켜준다면, 문제

가 해결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피아노 학습의 특성상 교사 없이 테크

놀로지 도구만을 통하여 교육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

제영의 연구76)에서도 스마트 교육 시 해당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도구의 구입비용에 부담을 느껴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적게는 수십만 원대에서부터 수백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의 가격은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도구의 구입뿐만 아니라 유

76) 최제영,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의 빅데이터 동향,” 『한국교육학술정보원』19

(2012), 76쪽.



- 134 -

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다음 장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고가의 품목인 태블릿 PC/스마트

폰이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중 1위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육매

체의 높은 가격으로 구입에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그들의 개인용품으로서

는 고가의 태블릿 PC/스마트폰을 많이 소장, 교육매체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교사들의 교육매체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교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자료를 얻게 되지만, 자료 작성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교육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튜브에 있는 연주영상 자료의 경우, 전문가와 비

전문가들의 연주가 혼재하여 어느 것이 정확한 연주인지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의견은 <표 Ⅳ-24> ‘피아노 교육에서 교사가 희망하는 새

로운 테크놀로지 도구의 목록’에서 교사들이 제시한 ‘레슨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신설’과도 일맥상통하는데, 교사들은 검증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피아노의 헤드폰과 건반의 터치감에 불편을 느낀다는 의견

이 있었고, 그 외에 피아노 교사들의 희망사항으로 테크놀로지 도구 관련

세미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의견도 앞서 나온 교

사 재교육을 원하는 응답자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교사는 피아노 교육 자료로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

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배양하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인터넷 정보 검

색과 같은 독학, 각종 모임을 통한 동료 교사들과의 정보 교류, 교사 재교



- 135 -

분  류 세 부  내 용

교
사 
의
불
편
사
항
(37)

정보부족(18)

-사용법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 
-테크놀로지 도구 종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계속 발전하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따라가기 어렵다.
-구매 경로를 알지 못하여 단시간 안에 찾기 어렵다.
-자료가 부족하다.

휴대불편(10) -휴대가 불편하다.
-스마트폰 외 CD 플레이어 등은 휴대가 불가능하다.

기기 조작의 
불편(9)

-준비 시간이 필요 하다.
-학원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기
술
적
측
면
(13)

네트워크 통신
(4)

-인터넷 통신이 안 될 때가 있거나 통신이 가능한 곳이
  제한적이다.

고장(3) -잦은 고장이나 부품의 단종으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외(6)
-설치가 힘들다.
-모든 교육 장소에 모든 기자재가 갖춰지기 어렵다.
-장소가 제한되어 있어서 활발히 사용하기 어렵다.
-화면의 크기가 작아 제약이 있다. 

기
타
(18)

학습자의 부작용
(7)

-정해진 시간과 학습내용을 초과하여 사용한다.
-산만해져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힘들다.  

비용(6) -고가의 기자재가 많아서 부담이 된다. 
검증 되지 않은 

자료(3) -교육적 질이 높지 않은 자료가 있다. 
디지털 

피아노(2)
-헤드셋 사용으로 인해 불편하다.
-터치가 좋지 않아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

희망사항(2) -테크놀로지 도구 관련 세미나가 많으면 좋겠다.

육 프로그램의 참석 등을 빈번히 접할 필요가 있겠다.

<표 Ⅳ-41>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시의 문제점

*주: 괄호는 복수응답의 수

5. 요약

지금까지 피아노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교수 현황을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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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피아노 교사 중에서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

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의 배경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대에

서는 30대의 교사가 많았고 학력에서는 석사와 박사 재학 또는 졸업한 교

사가 많았다. 경력에서는 6년에서 15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레슨형

태에서는 개인레슨 교사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대학/대학원 수업에서 테크

놀로지 도구를 경험한 교사의 수가 경험하지 못한 교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곧, 교사의 경력, 연령, 학력, 피아노 레슨 형태가 테

크놀로지 도구 사용 여부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

는 것이기도 하며, 2년제, 4년제 대학 학력, 또는 학원 강사에게 테크놀로

지 도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피아노 교사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 종류를 질문한 결

과, 청각매체인 오디오 기기, 시청각매체인 동영상 촬영기기를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소장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테크놀로지

도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앱으로 나타났고, 소장하지도 않고 사

용하지도 않는 테크놀로지 도구는 디지털 피아노,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나

타났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교사들이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

아 소장하고 있지 않거나, 피아노 교육 시간에 컴퓨터의 사용이 여의치 않

아 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고, 스마트폰

앱은 한국어 버전의 앱이 다양하지 않고 포괄적인 음악성 개발을 위한 교

육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

지 매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 앱은 코스웨어의 성격을 지닌 매

체로써 피아노 교사는 피아노 교육에 코스웨어의 사용을 즐겨하지 않는 것

으로 파악된다. 코스웨어, 앱 대신에 피아노 교사는 면 대 면 교육 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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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통한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도구 정보 경로와 사용법에 대한 경로를

조사하였는데, 인터넷 검색, 동료 교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나타

났다.

교사가 편리하게 여기는 테크놀로지 도구와 학습자가 선호하는 테크놀로

지 도구의 순위는 공통적으로 1·2위, 3·4·5위, 6·7위의 세 그룹으로 나뉘어

졌다. 1·2위에 위치한 도구는 오디오 기기와 유튜브, 3·4·5위에 위치한 도

구는 컴퓨터 웹 검색, 동영상 촬영기기, 스마트폰 앱, 6·7위에 위치한 도구

는 디지털 피아노, 소프트웨어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습자는 음악 감상 교

육 활동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디지털 피아노나 소프트웨어에는 거의 관심

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교사가 자신 중심적으로 생각

하는 인식이 학습의 편협성을 나타나게 하는 결과로, 포괄적인 음악성 개

발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음악 감상 활동만을 학습자에게 노출시켜 나타나

게 된 결과로 보인다.

피아노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기간에서는 3년 이상 5년 미만이 가

장 많았는데(27.9%=43/154), 이것은 교사의 연령, 경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연령과 경력이 동시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결과는 연

령이 높아질수록 교사들의 경력이 길어지는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파악되며, 피아노 교사들은 레슨 경력이 일정 기간 지난 후부터 테크놀

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보 경력자들은 피아노 교

재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교사에게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빈도를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교사들은 피아노 수업시간에 매체의 사용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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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특이사항이 나타났는데, 이 문항은 교

사 배경과의 상관관계에서 모든 변수가 독립이라는 유일한 문항이었다. 따

라서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빈도는 교사와 관련이 없는 대신 학습자의 연

령, 교육 환경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자는 피아노 교사에게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대한 지식·경험 정도

를 스스로 평가하게 하였는데, 교사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낮은 평가를 하

였고(M=2.47; SD=0.87), 낮은 평가를 한 교사일수록 교사 재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지식·경험을 높이

평가한 교사들은 테크놀로지 도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사용기간이

길며, 사용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대학/대학원에서의 테

크놀로지 도구 경험이 현재 사용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표 Ⅳ-6> 참조), 도구에 대한 확신·자신감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Ⅳ-36> 참조). 그 이유는 과거와 현재의 테크놀로지 도구 종류

의 불일치, 과거와 현재의 수업 환경의 불일치, 과거와 현재의 도구 적용방

식의 불일치를 원인으로 들 수 있겠다. 이 외에도 따라서 교사의 테크놀로

지 도구에 대한 확신·자신감은 과거의 경험이 아닌 현재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피아노 교사들은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시 문제점으로 테크놀로지 도구

에 대한 정보의 부족, 휴대의 불편, 기기 조작의 불편사항을 제시하였다.

테크놀로지 도구 정보의 부족은 도서, 교사 재교육, 그리고 각종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교류를 통해 교사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얻어야할 부분이

다. 피아노 교사는 휴대의 불편으로 CD 플레이어를 제시하였는데, 휴대할

수 있는 도구로 음원을 변환하여야 할 것이며 파일 종류에 따른 다양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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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방법에 대한 공부도 필요할 것이다. 기기 조작에 대한 불편도 교사의

빠른 준비와 넉넉한 학습시간을 사용하여 해결하고 성능이 좋은 기기를 사

용하여 원활한 수업진행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기기의 인터넷 통신, 고장, 설치 문제 등도 제시하였다.

인터넷 통신이 불안정한 곳에서는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한 도구(CD 플레이

어,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고, 작은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화면의 크기를 확대할 수 있는 대체 도구(스마트폰 확대기기,

TV, 휴대용 빔)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지나친 기기 조작으로 산만한 학습 분위기가 조성

될 가능성과 학습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려하는 부작용도 제시하였는데,

교사는 교육매체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학습자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함으

로서 원활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번 문항의 조사 결과

로 교사는 교육매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여,

양질의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의 금전적인 투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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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피아노 교육에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별

활용도 조사

본 장은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15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전까지는 피아노 교사가 레슨에 사용하는 도구

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설문하였지만, 이번에는 기기(CD플레이어, 디지

털피아노, 컴퓨터, 태블릿 PC/스마트폰)로 분류하여 기기의 특징을 알아보

았다. 연구자는 제시된 테크놀로지 도구의 특성에 적합하고 교사가 선호하

는 교육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하여 3가지에서 11가지의 교육활동을 제시하

고 사용빈도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설문도구를 제작하였다. 본 장에서는

네 가지의 테크놀로지 도구 중에서 응답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

만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문항별로 응답의 빈도수가 각각 다르게 나

타났다.

연구 결과, 네 가지의 테크놀로지 도구 중 가장 응답률이 많은 테크놀로

지 도구는 태블릿 PC/스마트폰(128.5명)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CD플레이어

(107.3명), 컴퓨터(95.8명), 디지털 피아노(8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표 Ⅳ-26> ‘피아노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소장과 사용의 여부’에서 피

아노 교사가 많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순서인 오디오 기기, 동영

상 촬영기기, 유튜브, 스마트폰 앱, 컴퓨터 웹 검색, 디지털 피아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도 일치한다. <표 Ⅳ-26>에서는 오디오 기기가 1위였지만 2,

3, 4위에 있는 도구가 태블릿 PC/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

문에, 오디오 기기(CD 플레이어)와 태블릿 PC/스마트폰의 순위가 바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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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

연구자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교육 활동 빈도’와 ‘테크놀로지 도

구의 지식·경험에 대한 자기 평가’가 관련이 있는지 내재설계 분석방법으

로 분석하였다<표 Ⅳ-42>. 그 결과 태블릿 PC/스마트폰 문항과 컴퓨터 문

항이 테크놀로지 도구 지식·경험에 대해 자기 평가한 결과와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1위인 태블릿 PC/스마트폰과 3위인 컴퓨터의 교육 활동 빈

도는 내재설계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있는 2위의 CD 플레이어가 독립적인 관계로 나타난 이유는 CD 플레이어

로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의 범위가 좁고 단순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CD 플레이어는 청각만을 이용한 매체로써 교육활동 및 작동방법이 단순한

반면에, 태블릿 PC/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멀티미디어

학습 도구로써 교육활동의 범위가 넓고 각각의 교육활동이 각종 프로그램

의 설치를 필요로 한다거나 작동방법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많은 지

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표 Ⅳ-36>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아노 교사

의 테크놀로지 도구 지식·경험의 자기평가가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 기간

및 빈도와 관련이 있다’고 나타난 결과도 이를 뒷받침 해주는 증거이다.

<표 Ⅳ-42> 각 테크놀로지 도구의 교육 활동 빈도와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자기평가의 내재설계분석 결과

자유도 제3유형제곱합 평균제곱 F값 p값 결과

태블릿 PC/ 
스마트폰 36 76.04 2.11 2.27 <.000 유의미

CD 플레이어 6 4.80 .80 0.84 .540 독립
컴퓨터 40 96.81 2.42 2.59 <.000 유의미

디지털 피아노 4 .61 .15 0.05 .729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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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

교사들은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을 학습매체로써 가장 많이 이용한다

고 응답하였다(128.5명). 그 이유는 교사 또는 학습자가 대부분 휴대하고 있

는 도구이면서 사용이 편리한 도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PC/

스마트폰은 m-러닝에 속하는 학습매체이면서 상호작용매체로써 소셜 미디

어 활용이 가능한 도구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학습자, 교사,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태블릿

PC/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피아노 학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도구에 내장되어있는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촬영이나 음성녹음을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연주를 촬영 또는 녹음 후 재생(replay)하여 시청하

면서 연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레슨 실황을 촬영하여 학습자가 스

스로 공부할 수 있다. 이 때, 학습자는 촬영 환경으로 인해 연주에 대한 마

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달라지기도 한다.

둘째,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검색을 할 수 있다. 태블릿PC/스마

트폰은 현재 4세대 이동통신방식(LTE77), LTE-advanced, 와이브로-에볼루

션)으로 데이터 전송속도가 100Mbps이상으로 매우 빠르다. 빠른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피아노 연주곡뿐만 아니라

피아노곡을 다른 악기로 편곡한 작품, 피아노곡으로 편곡된 작품의 원곡,

77)Long Term Evolution의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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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장르 중 하나인 춤곡과 관련된 춤의 동영상도 손쉽게 검색하여 감

상이 가능하다. 또한 연주 동영상 외에도 학습내용과 관련한 동영상 강의

들도 검색하여 시청할 수 있다.

셋째, 태블릿 PC/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여러 종류의 앱을 활용할 수 있

다. 과거에는 메트로놈을 별도로 휴대하여야 했지만, 현재는 앱으로 개발되

어 태블릿 PC/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아 간편하게 실행이 가능하고, 컴퓨터

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사보 프로그램도 앱의 형태로 간단하게 만들어져 보

다 빠른 작곡 및 사보 작업이 가능해졌다. 청음, 음악 기초 이론, 악기 연

주와 같은 음악 학습 앱도 다양해져 포괄적 음악성 향상을 위한 각가지 교

육활동을 제공한다. 또한, 이런 학습을 위한 앱 중에는 게임의 형태로 만들

어진 것이 상당수 있어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줄리아와

킴벌리의 연구78)에서도 작곡과 연주 학습 앱들을 다운받아 전자교과서처럼

활용하는 것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넷째,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할 수 있다. SNS의 가장 큰

특징은 연대와 소통이다. 학원 또는 개인레슨 교사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

페 등을 활용하여 학습과 관련된 글 또는 학습자의 연주 동영상을 게시한

다. 이것으로써 학습자, 교사, 학부모가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으며, 간편

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태국의 한 연구자79)는 음악교사와 학부모간

의 연결수단 중 하나로 LINE, Facebook과 같은 SNS를 사용한다는 연구

78) Julia Heath-Reynolds and Kimberly VanWeelden, “Integrating Apps

With the Core Arts Standards in the 21st-Century Elementary Music

Classroom,” General Music Today 29/1 (October 2015), pp. 24-27.

79) Chalinee Suriyonplengsaeng, “Parent and Teacher Partnership in Supporting

Children Musical Learning," The 10th Asia Pacific Symposium of Music

Education Rese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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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위의 네 가지 유형에 포함되는 다양한 음악활동 10가지와 기타 음악활동

에 응답하도록 하여 총 11가지의 음악활동을 제시, 교사에게 교육활동의

빈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Ⅳ-43>. 설문 결과, 11가지의 음악활동 중에

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활동은 유튜브에 의한 감상활동(M=4.20;

SD=0.85),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 수집(M=4.02; SD=1.10) 순으로 나타났

다. 반면, 가장 저조한 응답을 보인 것은 음악이론 앱을 통한 학습(M=1.97;

SD=1.10)과 사보 앱을 통한 창작활동(M=1.86; SD=1.10)이었다. <표 Ⅳ

-46>를 보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음악활동은 135명 이상의 많은 교사들이

최고 평균 점수 4.2(SD=0.85), 최저 평균 점수 3.75(SD=1.15)로 응답하여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번부터 10번까지의 음악활동은 111

명에서 126명인 상대적으로 낮은 수의 교사들이 최고 평균 점수

2.35(SD=1.37), 최저 평균 점수 1.86(SD=1.10)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쪽

에 더 많이 응답하고 있다. 기타 음악활동에 대한 응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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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3> 태블릿 PC/스마트폰을 사용한 피아노 교육 활동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조금 

사용

한다

많이

사용

한다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1.유튜브에 
의한 

감상활동

N=139 1 5 18 55 60 4.20 0.85
% 0.7 3.6 12.9 39.6 43.2

2.인터넷
검색을통한 
정보수집

N=135 7 7 17 48 56 4.02 1.10
% 5.2 5.2 12.6 35.6 41.5

3.동영상
촬영을통한 
연주평가

N=138 5 6 35 42 50 3.91 1.05
% 3.6 4.3 25.4 30.4 36.2

4.메트로놈  
앱을사용한 

연습

N=136 6 13 22 46 49 3.87 1.13
% 4.4 9.6 16.2 33.8 36.0

5.음성녹음
을 통한 
연주평가

N=137 8 11 31 44 43 3.75 1.15
% 5.8 8.0 22.6 32.1 31.4

6.SNS 
활용에 

의한 소통

N=116 49 15 24 18 10 2.35 1.37
% 42.2 12.9 20.7 15.5 8.6

7.그외의 
앱을사용한 

학습

N=111 53 13 24 17 4 2.15 1.26
% 47.7 11.7 21.6 15.3 3.6

8.청음,리듬  
앱을사용한 

학습

N=126 61 25 19 16 5 2.03 1.22
% 48.4 19.8 15.1 12.7 4.0

9.음악이론
앱을사용한 

학습

N=123 55 32 25 6 5 1.97 1.10
% 44.7 26.0 20.3 4.9 4.1

10.사보앱
을 사용한 
창작활동

N=124 63 32 17 7 5 1.86 1.10
% 50.8 25.8 13.7 5.6 4.0

내재설계 분석 결과,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지식·경험의 교사 자기평

가는 태블릿 PC/스마트폰을 사용한 피아노 교육활동의 사용빈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36)=2.27, p=.000〕, <표 Ⅳ-44>, <그림 Ⅳ-20>.

테크놀로지 도구에 관한 지식·경험을 높이 평가한 교사일수록 태블릿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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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44> 테크놀로지 지식·경험에 대해 자기 평가한 교사들의 

태블릿PC/스마트폰 활용 정도 내재설계 분석

자유도 제3유형제곱합 평균제곱 F값 p값

A 테크놀로지 도구 
지식·경험에 대한 자기 평가 4 46.72 11.68 3.13 0.017

B 태블릿PC/스마트폰 
사용빈도 9 175.88 19.54 21.03 < .000
A*B 36 76.04 2.11 2.27 < .000

<그림 Ⅳ-20> 테크놀로지 도구 지식·경험에 대해 자기 평가한 교사들의 

태블릿PC/스마트폰 활용 정도

연구자는 피아노 교사에게 교육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스마트폰의 앱

들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가장 많이 응답한 앱은 메트로놈(n=65)으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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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피아노 학습에 필요한 메트로놈을 간편하게 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악기 앱(n=14)을 사용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는데, 악기

앱으로는 피아노 건반 앱과 여러 가지 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앱(Walk

Band80), Beat Maker81), Garage Band82)) 등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교사들

이 피아노를 가르치면서도 많은 악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교사의

교육철학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튜너 앱을 사용한다는 응답(n=6), 계

이름 학습 게임 앱을 사용한다는 응답(n=5)도 있었다. 계이름 학습을 할 수

있는 앱으로 제시된 ‘노트 웍스(NoteWorks)’83)는 계이름을 배우는 낮은 연

령의 학습자에게는 게임의 형태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키는

앱이며, 청음 훈련을 위한 앱(Perfect Ear 284), Ear Tastic 285), Piano Ear

Training86))을 사용한다는 응답(n=4)도 있었다. SNS를 위한 앱으로는 밴드

(Band)87)를, 음악 감상을 위한 앱으로는 사운드 하운드(Sound Hound

Music)88)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있었고, 음악용어사전 앱, 악보 사보 앱을

이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것으로 보면, 교사들은 유료의 앱보다는 무

80)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gamestar.pianoperfect&hl= ko.

81)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rene.beatmaker&hl=ko.

82) https://itunes.apple.com/kr/app/garageband/id408709785?mt=8.

83)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azati.noteworksfree&hl=ko,

https://itunes.apple.com/kr/app/noteworks-free/id577433139?mt=8.

84)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evilduck.musiciankit&hl=ko.

85)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de.krug.eartastic&hl=ko.

86) https://itunes.apple.com/kr/app/piano-ear-training-free/id570615299?mt=8.

87)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hn.android.band&hl=ko,

https://itunes.apple.com/kr/app/baendeu-moim-i-swiwojinda!/id542613198?mt

=8.

8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elodis.midomiMusicIdentif

ier.freemium&hl=ko,https://itunes.apple.com/kr/app/soundhound-+-livelyrics-

saundeuhaundeu/id355554941?m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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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앱만을 사용하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피아노 교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유튜브에서 무엇을 검색, 감상 하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하도록 하였다. 클래식 연주 동영상을 검색, 감상한다는 의견

이 가장 많았는데(n=112), 유튜브 동영상 가운데에서도 현재 학습자가 학

습하고 있는 작품을 다양한 피아니스트들의 연주 또는 학습자와 비슷한 연

령대의 연주자의 연주로 감상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쉽게 편곡된 작품을 원곡으로 듣거나, 현재 배우고 있는 피아노곡

을 다양한 악기의 연주로 감상하거나, 학습중인 작품의 작곡가가 작곡한

다른 작품도 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콩쿨곡, 실기곡, 다른

악기의 작품, 고(古)악기, 오페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오페라, 뮤지컬,

국악, 영화 OST를 감상하거나 마스터 클래스 또는 이론 강의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역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도구에 속한다.

2. CD 플레이어

연구자는 피아노 교사에게 CD 플레이어로 할 수 있는 음악 작품 감상,

반주 음원 듣기, 청음·리듬 공부의 세 가지 교육활동과 기타 활동의 빈도

를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Ⅳ-45>. 그 중 교사가 가장 많이 응답한 교육활

동은 음악 작품 감상(M=3.84; SD=0.97)이었고, 반주음원 듣기(M=3.05;

SD=1.30), 청음·리듬공부(M=3.00; SD=1.27)의 순이었으며, 1위와 2, 3위의

평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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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플레이어는 태블릿 PC/스마트폰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피아노 교

육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청각 매체였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블릿 PC/스마트폰으로 하는 음악활동 중 1위가 유튜브 시청

을 통한 음악 감상이고, CD 플레이어에서도 1위가 음악 감상 활동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45>를 보면 음악 감상 활동에 나타난 긍정(사

용한다/많이 사용한다) 응답은 차 순위인 반주 음원 활용과 청음·리듬 학

습 활동의 긍정 응답에 비하여 빈도수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피아노 교사들은 교육활동 중 음악 감상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주CD는 일부 초급교재에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반주음원

은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의 음색으로도 이루어져 있어 초급 학습자

에게 다양한 악기 경험과 창의력, 상상력을 제공한다. 고급 학습자의 경우,

오케스트라 반주 음악을 usb 또는 CD에 저장하여 CD플레이어를 통해 재

생시킬 수 있다. 이연경도 그의 연구89)에서 초·중·고 음악수업에서 자동

반주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서 학습자에게 창의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접하게 되어 음악적 어휘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반주

음원을 통해 즉흥연주를 위한 연습반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반주음원의 단점으로는 한정된 템포로 인하여 학습자가 음원의 템포를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학습자의 실수로 인해 템포를 놓치게 될 경우 음악

을 따라 다시 연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89) 이연경, “지능형 반주 프로그램을 활용한 음악 지도 전략,” 『음악교육연구』

29 (2005),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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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5> CD 플레이어를 사용한 피아노 교육활동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사용
한다

많이
사용
한다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1.음악
  감상

N=113 2 8 27 44 32 3.84 0.97
% 1.8 7.1 23.9 38.9 28.3

2.반주
음원 활용

N=108 17 19 32 21 19 3.05 1.30
% 15.7 17.6 29.6 19.4 17.6

3.청음·
리듬 공부

N=101 18 14 31 25 13 3.00 1.27
% 17.8 13.9 30.7 24.8 12.9

3. 컴퓨터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소프트

웨어를 이용한 학습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학습이다. 소

프트웨어의 종류로는 음악이론, 청음, 피아노 연주 등의 학습 내용을 가진

코스웨어, 사보 프로그램, MIDI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인터넷 통신을 이용

해서는 동영상 강의 시청, 문제풀이와 같은 학습활동을 할 수 있고, 악보

또는 사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태블릿 PC/스마

트폰처럼 소셜 미디어로 활용하여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에 연주 영상을

올리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그림 Ⅳ-21>과 같이 스카이프

(http://skype.daesung.com/), 행아웃(http://www.google.com/+/learnmore/

hangouts/?hl=ko) 또는 아이쳇(http://apple-ichat-av.en.softonic.com/mac/

download)을 이용해 화상통화로 레슨을 할 수도 있다.90)

90) Julia Brook, “An on-line digital video library of piano teaching: 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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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 원격 레슨

*자료: Pamela D. Pike, “Online Piano Lessons.” American Music Teacher 65/1   
(Aug/Sep 2015), p. 13.

연구자는 피아노 교사에게 컴퓨터를 사용한 11개의 음악활동과 기타 음

악활동의 빈도를 응답하도록 하여 총 12개의 음악활동에 대한 평가를 도출

하였다<표 Ⅳ-46>.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활동은 음악

감상(M=3.75; SD=1.14)이었고, 차 순위로는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악보검

색(M=3.57; SD=1.19)으로 나타났다. 음악 감상은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 블

로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 통신을 통

한 악보검색은 무료다운이 가능한 웹사이트91)나 유료로 악보를 구입할 수

study with five teachers,”; Mario Ajero, “Teaching real-time music lessons

over videoconference,"; Chad Chriswell, “Teaching Music from a Distance,”;

Pamela D Pike, “Online Piano Lessons,”, American Music Teacher 65/1

(Aug/Sep 2015), p. 13.

91)많은 웹사이트가 존재하지만 그 중 대표적으로 http://ims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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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웹사이트92)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아노 교사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보, 동영상 강의 시청, 청음 훈

련, 이론 학습, 소셜 미디어 활용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상레슨(M=1.71; SD=0.97)은 제일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의

사이버 대학의 경우 2015년 2학기부터 화상통화와 야마하 디스클라비어 피

아노를 사용하여 러시아 교수와 1대 1 레슨을 시행한다고 밝힌 사례93)가

있으나 이러한 학습은 극히 드물게 일어나고 있어서 낮은 결과가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표 Ⅳ-46>를 보면, 1·2위와 3위-11위로 구분되어지는데, 전자의 평균점

수는 3점을 훨씬 넘었고 후자의 평균점수는 1점대 혹은 2점대로 나타났다.

응답한 빈도수에서도 전자는 102명, 후자는 평균 94명으로 편차가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1가지의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활동 중 2개만이

평균점수가 3점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태블릿 PC/스마트폰(<표 Ⅳ-43>

참조)의 경우에는 10가지 교육활동 중 5개가 3점 이상으로 나타나 교육활

동의 수에서도 컴퓨터와 태블릿 PC/스마트폰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컴퓨터를 통한 1위 교육활동의 평균(M=3.75; SD=1.14)은 태블릿 PC/스마

트폰을 통한 5위 교육활동의 평균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들

로 미루어보면 컴퓨터는 태블릿 PC/스마트폰에 비하여 피아노 교육에 자

http://cafe.naver.com/pianolove, http://cafe.naver.com/classicstudyroom 등 이 있다.

92)많은 웹사이트가 존재하지만 그 중 대표적으로http://www.musicnbooks.com/,

http://www.akbobada.com/, http://www.akbonara.co.kr/, http://www.akbomart.com/

home/index.php 등 이 있다.

93) 서울 사이버 대학교, 2015. 10. 10,

http://www.iscu.ac.kr/05_campuslife/01_02_campusnews_view.asp?SeqNo=6535

91&Board_Id=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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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e-러닝이 m-

러닝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표 Ⅳ-46> 컴퓨터를 사용한 피아노 교육 활동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사용

한다

많이

사용

한다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1.(인)(소)
음악감상

N=102 7 7 20 38 30 3.75 1.14
% 6.9 6.9 19.6 37.3 29.4

2.(인)
악보검색

N=102 8 9 29 28 28 3.57 1.19
% 7.8 8.8 28.4 27.5 27.5

3.(인)(소)
작곡,사보

N=96 30 16 14 21 15 2.73 1.48
% 31.3 16.7 14.6 21.9 15.6

4.(인)
홈페이지,
SNS활용

N=95 27 17 25 16 10 2.63 1.33
% 28.4 17.9 26.3 16.8 10.5

5.(인)동
영상강의

N=96 30 15 22 21 8 2.60 1.34
% 31.3 15.6 22.9 21.9 8.3

6.(인)(소)
청음,리듬

학습

N=94 35 15 25 13 6 2.36 1.27
% 37.2 16.0 26.6 13.8 6.4

7.(소)
악보검색

N=93 34 20 18 16 5 2.33 1.27
% 36.6 21.5 19.4 17.2 5.4

8.(소)
과제하기

N=93 40 19 16 12 6 2.19 1.28
% 43.0 20.4 17.2 12.9 6.5

9.(인)
이론학습

N=95 44 26 19 4 2 1.88 1.00
% 46.3 27.4 20.0 4.2 2.1

10.(소)
이론학습

N=94 45 24 18 6 1 1.87 1.00
% 47.9 25.5 19.1 6.4 1.1

11.(인)
화상레슨

N=94 54 20 14 5 1 1.71 0.97
% 57.4 21.3 14.9 5.3 1.1

*주: (인)-인터넷 / (소)-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재설계 분석 결과,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지식·경험의 교사 자기평

가는 컴퓨터를 사용한 피아노 교육 활동의 사용빈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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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F(36)=2.27, p=.000〕, <표 Ⅳ-47>, <그림 Ⅳ-22>.

<표 Ⅳ-47> 테크놀로지 도구 지식·경험에 대해 자기 평가한 교사의 컴퓨터 활용

자유도 제3유형제곱합 평균제곱 F값 p값

A 테크놀로지 도구 지식·
경험에 대한 자기 평가

4 36.61 9.15 1.61 .177

B 컴퓨터 사용빈도 10 56.93 5.69 6.09 <.000
A*B 40 96.81 2.42 2.59 <.000

<그림 Ⅳ-22> 테크놀로지 도구 지식·경험에 대해 자기 평가한 교사의 컴퓨터 활용

이번에는 피아노 교사가 컴퓨터를 이용한 피아노 교육을 할 때 어떤 웹

사이트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명칭을 제시하도록 하였

다. 먼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유튜브, 고 클래식, 클래식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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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낙소스 등이 제시되었다(n=18). 악보를 검색하는 사이트에서는 무료

사이트인 국제 악보 도서관 프로젝트(IMSLP)와 네이버 카페인 피아노 사

랑이, 유료 사이트인 악보나라와 악보통이 제시되었다. 낮은 연령의 학습자

를 위한 음악이론·감상 사이트인 클래식 사파리94), 쥬니버 동요가 제시되

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 뮤직트리와 뮤직필드가 제시되었다. 이렇듯 154명

의 표본 집단 중 극히 적은 교사만이 제한된 사이트를 사용하여 교육에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청음, 음악이론, 즉흥연주(또는 반주) 교육활동에 관한 웹사이트

는 제시되지 않았다. 청음학습은 입시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사이트가

주를 이루고, 음악이론·즉흥연주(또는 반주)에 관한 웹사이트는 거의 찾아

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2007년 윤재석의 연구95)에서는 온라인으로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예술로’96)와 ‘소리 나라’97)에 관하여 분석하

였는데, 현재는 이 두 사이트 모두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

면 컴퓨터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피아노 학습 또는 음악 학습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음악 감상과 같이 일반적

이고 대중화된 활동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이 제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는 피날레, 시벨리우스,

NWC, 앙코르 등의 사보프로그램이 제시되었으며(n=52), 시창청음교육 소

94)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세종문화회관이 제작한 아동 대상의 교

육프로그램 웹사이트이다.

95) 윤재석, “온라인 예술교육 실태와 효과에 관한 연구: 순수음악을 중심으로,”.

96) 문화관광부 주관 아래 음악, 연극, 무용, 건축, 영상 등의 문화예술기관들이 공

동으로 참여하여 만들었다. 성인을 위한 예술 기초정보,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

및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사이트이다.

97) 음악이론, 악보, 작곡가 소개, 음악 감상 등을 제공하는 음악교육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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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인 이어 마스터 프로, MIDI 프로그램인 큐 베이스와 로직 프로가

제시되었다(n=5).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피아노 레슨에 있어서 교사들이 소

프트웨어 프로그램 역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사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은 <표 Ⅳ-49>

의 ‘컴퓨터를 사용한 피아노 교육 활동’에서 작곡 및 사보 활동이 평균

2.73(SD=1.48)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아노 교육에 사보프로그램이 사용

되기보다 학습을 위한 교사의 악보 제작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된

다.

4. 디지털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는 어쿠스틱 피아노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전자 건반악기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 피아노의 기능을 활용한 음악 교육

또는 피아노 교육에 관한 연구-초등 음악 교육, 방과 후 피아노 교육, 합주

등-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98) 그 중 고정화의 연구99)에서는 디지털 피아노

98) 고정화, “초등음악교육에서 디지털 피아노의 활용방안,” 『한국피아노학회 논

문집』 1 (2003), 1-26쪽.; 고현정, “디지털피아노 분석 및 활용방안: 초등학교 4

학년 음악교과서 수록곡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미라, “디지털피아노를 활용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연구: 중학생을 대

상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Jia, Zhu, “University

Digital Piano the Innovation of Teaching Methods and Practice,”, Key

Engineering Materials, 474-476 (Apr. 2011), pp. 1899-1902.; Z. E. N. G.,

Xian, “An Analytical Study of the Creativity of Digital piano Teaching

Method [J],” Journal of Heze University 1 (2010), p. 29.
99) 고정화, 위의 글,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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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반 피아노나 오르간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라

고 말하고 있다. 전자악기는 그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며,

따라서 각 제품의 기능을 이해하고 교육에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고 언급하

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디지털 피아노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디지털 피아노의 기능을 단행본, 논문, 현재 시판중인 디지털 피

아노의 메뉴얼을 참고하여100) 음색에 관한 기능, 반주에 관한 기능, MIDI

에 관한 기능, 그 외의 기능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색에 관한 기능으로는 다양한 관, 현, 타, 건반악기의 음색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연주자가 연주해보지 못한 악기들의 소리를 디지털 피아노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음색(Voice) 기능’, 두 개의 음색을 동일한 건반에 혼

합하여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음색혼합(Layer) 기능’,

건반의 영역을 나누어 각각 다른 음색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음색을 만들

수 있는 ‘건반분리(Split) 기능’, 음정에 변화를 주는 기능으로 음향효과를

주는 ‘피치밴드(Pitch bend wheel) 기능’, 여러 합창(Chorus) 소리, 잔향

(Reverb), 메아리 등 악기로 나타낼 수 없는 소리를 만드는 ‘효과음 기능’

등이 있다.

반주에 관한 기능으로는 음악 장르에 따른 다양한 리듬패턴이 내장되어

있어 앙상블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으며 연주방법과 편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듬(Rhythm) 기능’, 리듬과 박자를 지정한 후 코드를 타건하면

100) 고정화, 위의 글, 134-135쪽.; 고현정, “디지털피아노 분석 및 활용방안: 초등

학교 4학년 음악교과서 수록곡 중심으로,”, 7-10쪽.; 김강희, 『디지털 피아노

레퍼토리 & 활용법』 (서울: 뮤직트리, 2005), 12-15쪽.; 영창 커즈와일 디지털

피아노 매뉴얼 http://www.ycpiano.co.kr/upload//data/menu/[114370030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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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코드에 맞는 반주가 자동으로 연주되어 간단한 멜로디만 연주하여도 풍

부한 앙상블 연주가 완성될 수 있는 ‘자동반주 기능’, 연주자가 설정한 리

듬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템포(Tempo) 조절 기능’ 등이 있다.

MIDI에 관한 기능으로는 건반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아도 설정을 통하여

조옮김이 가능한 ‘조옮김(Transpose) 기능’, 건반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아

도 설정을 통하여 옥타브의 이동이 가능한 ‘옥타브 이동(Octave Shift) 기

능’, 음 높이를 센트(cent)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조율(Fine Tune) 기능’,

연주자의 연주를 녹음하고 재생할 수 있고, 반주트랙만을 녹음하여 재생시

키며 연주자가 솔로파트를 연주하여 2중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녹음·

재생 기능’, 연주 또는 녹음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메트로놈 기능’, 자주 사

용하는 음색, 리듬, 효과음, 건반분리 등의 기능을 패널 메모리에 저장한

후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패널 메모리(예약 기억 장치) 기능’, 컴퓨터

와 연결한 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창작활동이 가능한 ‘MIDI 기능’ 등이

있다.

그 외의 기능으로는 타건 시 무게감을 가볍게 또는 무겁게 조절이 가능

한 ‘터치(Touch) 조절 기능’, 바이엘 에튀드, 체르니 에튀드, 소나티나 등이

내장되어 있고 양손, 오른손, 왼손의 연주가 각각 녹음되어 있어 필요에 따

라 선택하여 연습할 수 있는 ‘시범연주 기능’, 음악을 감상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함께 연주할 수 있는 ‘MP3 입력단자’ 등이 있다.

연구자는 피아노 교사가 위와 같은 디지털 피아노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

는지 설문도구에 축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Ⅳ-48>를 보면, 연구자가 제시

한 디지털 피아노의 교육활동 5가지 각각의 평균들은 점수에 따라 양분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위 그룹에 속하는 교육활동 2가지는 어쿠스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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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의 대용으로서의 역할과 비교적 쉽고 간단한 동작으로 할 수 있는 음

색의 활용이다. 하위 응답에 속하는 3가지의 교육활동은 디지털 피아노의

다양한 기능들이다. 교사들은 디지털 피아노의 기능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거나 숙지하고 있더라도 실제 수업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디지털 피아노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중, 앙상블 연주는 디지털 피

아노의 기능(건반분리, 리듬, 음색혼합 등)을 활용하여 한 대의 디지털 피

아노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교사가 이러한 기능을 따로 배우지 않는 이상

이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기능의 유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피아노 교사도 있을 수 있다.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교사가

미리 모범 연주를 녹음해 준다거나 학습자가 연주하는 곡의 오른손과 왼손

을 따로 녹음시켜 준다면 학습자가 혼자 연습할 때 더욱 효과적인 연습을

할 수 있다. 디지털 피아노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기 주도

적 학습을 교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반해, 2006년 미국의 MTNA 소속 피아노 교사들의 디지털 피아노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1위가 녹음 및 재생으로 나타났고 멀티 트랙, 시퀀

서, 음색이 차 순위로 나타났다.101) 미국 피아노 교사의 디지털 피아노 기

능사용 1위와 4위는 한국 피아노 교사의 기능사용 4위와 1위에 위치해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한국의 피아노 교사는 디지털 피아노의 다양

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01) May Wuey Tsao-Lim, “The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into the

Curricula of Selected Independent Piano Studios,"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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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8>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한 피아노 교육 활동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사용

한다

많이

사용

한다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1.여러음색의 
활용

N=84 4 6 36 28 10 3.40 0.95
% 4.8 7.1 42.9 33.3 11.9

2.일반적
레슨용도

N=81 8 6 31 21 15 3.35 1.15
% 9.9 7.4 38.3 25.9 18.5

3.앙상블
연주용

N=82 14 12 26 19 11 3.01 1.26
% 17.1 14.6 31.7 23.2 13.4

4.내장형반주 
또는 메트로놈

N=83 14 12 31 18 8 2.92 1.19
% 16.9 14.5 37.3 21.7 9.6

5.녹음기능 N=80 15 13 24 21 7 2.9 1.23
% 18.8 16.3 30.0 26.3 8.8

5. 요약

연구자가 제시한 테크놀로지 도구 중 피아노 교사가 레슨에 자주 활용하

는 도구는 태블릿 PC/스마트폰, CD 플레이어, 컴퓨터, 디지털 피아노순으

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제시된 4개의 테크놀로지 도구를 종합하였을 때 교

사의 활용도가 높은 음악 교육 활동을 순서대로 정리해보았다<표 Ⅳ-49>.

응답자가 각 도구의 문항에 4점과 5점(사용 한다·많이 사용 한다)으로 응

답한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1위는 115명이 응답한 태블릿 PC/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튜브 검색이었다. 그 뒤로는 태블릿 PC/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

넷에 의한 정보검색, 메트로놈 앱 사용, 동영상 촬영과 음성녹음으로 인한

연주평가, CD 플레이어를 이용한 음악 감상, 컴퓨터를 이용한 음악 감상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49>를 보면, 검사도구로 사용된 4개의 테크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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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구 중 디지털 피아노를 제외한 나머지 테크놀로지 도구로 할 수 있는

교육활동 중 음악 감상이 항상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만큼 피아노 교사들은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음악 감상이라는 교육활동을

중요시 여긴다고 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하면, 피아노 교사는 포괄적 음악성

향상에는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

또한, <표 Ⅳ-49>를 통해 교육 매체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2010년대에 활성화 된 태블릿 PC/스마트폰은 과거에 교육용으로 많

이 사용하던 테크놀로지 도구인 컴퓨터와 CD 플레이어의 기능을 모두 가

지고 있다. 따라서 같은 기능의 교육활동이라면 컴퓨터나 CD 플레이어 대

신 태블릿 PC/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그 이유로 태블릿 PC/스마

트폰은 컴퓨터 못지않게 성능이 빠르고 이동성이 있어 편리하며, CD나 카

세트 테입이 있어야 재생·녹음이 가능한 CD 플레이어보다 훨씬 간편하고

스피커의 성능도 좋기 때문이다. 2006년 차오-림의 연구102)에서 보면, 미국

피아노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1위는 컴퓨터와

디지털 피아노로 나타났는데, e-러닝이 주도하였던 학습방법이 약 10년 후

m-러닝으로 변화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102) May Wuey Tsao-Lim, “The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into the

Curricula of Selected Independent Piano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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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9> 테크놀로지 도구를 이용한 피아노 교육 활동 순위

순위 음악 교육 활동 교수 매체 빈도

1위 유튜브에 의한 감상 활동

태블릿PC/스마트폰

115
2위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 수집 104
3위 메트로놈 앱을 사용한 연습 95
4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연주 평가 92
5위 음성 녹음을 통한 연주 평가 87
6위 음악 감상 활동 CD 플레이어 76
7위 음악 감상 활동 컴퓨터 68
8위 악보 검색 56
9위 반주 음원 활용 CD 플레이어 40
10위 여러 음색을 활용한 반주 디지털 피아노 38

*주: 위의 빈도수는 복수응답임.

이번에는 사용 빈도가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3점 이하의 평균점수) 테크

놀로지 도구의 기능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피아노 교육 시 교사들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소셜 미디어는 컴퓨터와 태블

릿 PC/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한 활동으로써, 비선형성, 비실시성, 기록성,

멀티 컨텐츠 기반, 풍부한 정보의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충

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찰한 후에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상호작용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03) 피아노 레슨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면

연주 동영상, 교사의 수업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게 되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통신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뿐만 아니

라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 교사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들이 모두 수업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교사들 중에는 간혹 온라인상에서 앱 또는 웹사이트를 설치하거나 개설하

103) 이상수, “면대면 학습 환경과 온라인 실시간/비실시간 학습 환경에서의 상호

작용 패턴 분석,”『교육공학연구』 20/1 (2004), 64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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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교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교사는 재교육을 통

해 여러 방면의 능력을 계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피아노 교사들의 코스웨어 또는 학습용 앱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하다. 피아노 교사들은 태블릿 PC/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트로

놈 앱 외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거의 없었다.

먼저, 코스웨어의 사용 빈도가 낮은 이유는 높은 가격, 컴퓨터의 미사용,

그리고 코스웨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코스웨어로는 사보 프로그램, 건반 연주 학습 프로그램, 음

악 이론 프로그램이 있다. 서울경제신문의 기사104)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

악 소프트웨어 산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고 한다. 때문에 영문판의 소프트웨어가 많은데다가 구매도 쉽지 않은 실

정이다. 사보 프로그램의 사용 빈도가 낮은 이유로는 피아노 교육을 위한

교사의 사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 시간에 교사가 작곡 수업

을 자주 하지 않으며, 설령 수업을 하더라도 간단하게 필사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사보 소프트웨어는 가격이 비싸고, 영문판으로 되어

있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며,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가 있다. 게다가 건반 연주 학습 프로그램, 음악 이론 프로

그램은 시중에서 구입하기가 쉽지 않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그에 비해 앱의 경우,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사용 빈도가 낮은 이

유는 한글판 앱은 거의 전무하고 영문판 앱만 존재하는 실정과 사용방법에

104) 채석원, 한국 음악교육엔 ‘내일도 칸타빌레' 없다, 「서울경제」, 2015. 4. 25,

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411/e201411131057501186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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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교사가 사용하는 앱의 종류나 수는 한계가 있

으며, 그나마 무료 버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위 버전 학습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피아노 교육을 위한 코스웨어와 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피아노 교육에서 코스웨어와 앱의 활용이 활성화되려면 국문

의 자료가 있어야함은 물론이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할 것이

다. 특히 앱의 경우에는 가격적인 면 이외에 포괄성 음악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앱이 제공되어야 한다. 국내의 학술연구105)를 보면 IT계열

의 연구자가 음악과 관련한 코스웨어와 앱을 개발하는 내용이 상당수 소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연구가 현실화 되어 피아노 교육에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앱, 청음, 작곡 및 사보 앱

의 경우는 영문판이라 하여도 어려운 용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사가 영문 버전의 앱 사용을 기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피아노 교육 시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다. 온라인 수업의 종류로는 일방향(One-way) 학습인 동영상 강의와 쌍

방향 학습인 화상레슨이 있다. 동영상 강의는 주로 면 대 면 학습을 못하

는 성인 학습자가 독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화상레슨은 교사와

학습자가 대면하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시도는 이제 막 진입단

계에 들어선 상황이다.106) 언어 학습은 화상 통화를 사용하여 배우는 경우

105) 곽소정 외,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리듬액션 게임을 활용한 초등학교 음악

감상수업에서의 학습 평가, 학습 몰입, 학습 만족 연구,”, 113-122쪽.; 김근호·한

희, “미디어 기술 기반의 학원 음악교육 혁신체계 설계,", 237-259쪽.; 김우재·이

지훈, “교육용 3D 피아노 게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53-59쪽.; 신혜승, “실용

음악 전공자를 위한 시창청음 교육 프로그램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

지』 11/10 (2010), 3673-36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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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이 있으나, 예능 학습의 경우에는 면 대 면 학습을 우선시하는 교육

적(음색, 음질의 표현), 사회적 환경과 학습 시설의 제약으로 인해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넷째, 피아노 교육 시 교사들의 디지털 피아노에 대한 기능적 활용 인식

이 낮다. 디지털 피아노는 어쿠스틱 피아노에서 가능하지 못한 다양한 활

동들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설문에 응한 교사들은 대부분 디지털

피아노의 단순기능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피아노의 여

러 기능은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의 부여, 연주 능력의 발달, 자기 주도 학

습 능력의 향상, 협동 학습의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김강희도 그의 저

서107)에서 디지털 피아노의 여러 가지 기능과 활용은 학습자로 하여금 음

악이론, 반주법, 조옮김, 즉흥연주 등 전반적인 음악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고 흥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피아노의 기능적인 활용(다양한 음색, 건반분리, 음색혼합, 자동

반주, 옥타브 이동 등)은 앙상블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 디지털 피아노 한 대를 이용한 앙상블 또는 여러 대를 이용한 앙상블

로 오케스트라가 할 수 있는 관현악곡을 재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학습활

동은 피아노가 솔로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앙상블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학습자는 이러한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시중에 출판된 앙상블 악보의 수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디지털 피아노의 기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앙상블 악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교사가 다른 악기의 악

106) 본 장의 ‘3. 컴퓨터’ 참조.

107) 김강희, 『디지털 피아노 레퍼토리 & 활용법』,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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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디지털 피아노의 기술적 활용은 피아노 교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사 스스로의 끊임없는 노력과 교사 재교육 참여로 인한 자기 발전은 교

사 자신뿐만 아니라 피아노 학습자들에게도 다채로운 음악의 지식과 흥미

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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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포괄적 음악성 향상을 위한

테크놀로지 도구의 활용과 피아노 교육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교육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일부

의 교사만이 다양한 피아노 교육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양한 교

육 활동 중 특히 음악 감상 활동에 상당히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 조사에서 언급한 다양한 피아노 교육 활동들은 포괄적인 음악성 향상

을 위한 것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음악성 향상을 위한 활동은

은 즉흥연주, 창작활동, 테크닉, 청음, 앙상블, 초견, 이론, 리듬, 선율, 화음,

형식적 요소 등을 포함한다.108)

포괄적인 음악성은 주입식 기능 위주의 교수법에서 탈피하여 기초적인

음악적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음악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포괄적

음악성은 감상, 연주, 창작 등 제반 음악 활동에 걸쳐서 고루 실현되어야

할 음악적 태도이자 종합적인 목표이다.109)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포괄적인 음악성을 향상시키는 활동들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흥연주는 창의적 활동의 일환으로서 예술적 감각의

108) 김신영, “피아노교육에 있어서의 포괄적인 음악성: Grieg Lyric Pieces, Op.

12, No. 2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교수법적인 분석.” 『음악교수법연구』2

(2006), 5쪽.

109) 박초연, “포괄적 음악성 개발을 위한 기악 합주 지도법,” 『음악교육연구』

43/1 (2014), 85쪽.; 조효임, “창의력 계발을 위한 포괄적 음악지도방안 연

구,” 『한국초등교육』 13/1 (2002),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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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연주를 실현해내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또한 즉흥연주를 통해 리듬, 선율, 화성 등을 창작하여 음악

적 순발력과 형식 구성 능력을 배울 수 있다. 창작활동으로는 작곡 학습을

들 수 있는데, 작곡은 다성부의 악보를 읽는 피아노 학습자들이 단선율 악

기를 배우는 학습자 보다 더 쉽게 화성학 학습할 수 있는 부문으로서 반주

기술도 용이하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테크닉은 손가락의

기동성과 음악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청음은 기본적인 음의 높

낮이를 학습하는 부문이지만 청음학습을 통해 소리(tone)의 본질을 이해하

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앙상블 활동은 독주

악기인 피아노를 통해 합주의 경험과 자신의 소리 외에 다채로운 소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음악적 감각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초견은 악보의

음형을 인지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연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

는 부문으로 다성 음악을 연주하는 피아노 학습자에게 꼭 필요하다. 이론,

리듬, 선율, 화음, 형식적 요소는 피아노 학습의 기초로 독보 능력과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피아노 교육은 실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연경은 20세기 후반 들어 현대의 음악

교육은 무의미한 암기식 이론학습이나 지나친 실기 위주의 기능학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통한 심미안의 육성과 균형 있는 음악적 성

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110) 이미경도 그의 연구에서 단순한 실

기 위주의 레슨으로는 기술적인 실력 향상 이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 학습

110) 이연경, “피아노 지도의 즉흥연주 교수방안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10 (1991), 3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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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예술적, 정신적 성숙을 위해 다양한 기초 음악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11) 그러나 포괄적인 음악성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균형 있는 학

습교재는 찾아보기 힘들고, 있다 하더라도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차이로

인해 적절한 수업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교육 내용을

맞춤형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한 상황인데, 테크놀로지 도구

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테크놀로지 도구는 교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수업시간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교사가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을 공급해줄 수 있다. 김근호·한희의 연

구에서도 미디어 교육이 학습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학습의 질을 높인

다고 말한다.112) 본 조사 결과에서 일부의 피아노 교사는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제한점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을

하기도 하였는데, 교사가 수업시간에 직접 책과 교사의 지도를 통해 청음,

리듬 수업을 할 수 없다면, 과제물과 같은 ‘수업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학

습자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도록 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테크놀로지 도구가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사의 상황 판단 아래 적절한 때에 적절한 시간

동안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수의 면대 면 학습 환경과 온라인 상

호작용 학습 환경을 비교한 연구113)를 보면, 면대 면 학습 환경은 과제 수

행과 관련 없는 상호작용을 많이 보였고, 온라인 상호작용 학습 환경은 비

111) 이미경, “최근에 일고 있는 음악영재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음악과 민

족』 29 (2005), 263쪽.

112) 김근호, 한희, “미디어 기술 기반의 학원 음악교육 혁신체계 설계,", 245쪽.

113) 이상수, “면대면 학습 환경과 온라인 실시간/비실시간 학습 환경에서의 상호

작용 패턴 분석,” 63-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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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정보의 유실에 의한 사회·정의적 상호작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피아노 학습의 목적과 내용에 따

라 면 대 면 학습과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학습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

용한다면, 이들 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

사의 변별적인 테크놀로지 도구의 선택과 학습자의 효율적인 사용은 피아

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본 장에서 제시한 교육 활동은 학습자가 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자

기 주도 학습으로도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어있다. 또한 종이책과 악기로

학습하는 전통적 방식과 비교했을 때,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교수방법

은 훨씬 다양한 방법과 각도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즉시 피드백을 받거나 학습 난이도의 조절이 쉬우며 전통적 수업방식에서

는 가능하지 못한 교육을 다채롭게 할 수 있다. 이처럼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학습은 학습자의 피아노 실기 능력을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교수매체 중 현재 많이 사용되

고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로 선정된 컴퓨터와 태블릿PC/스마트폰을 중심으

로 하여 피아노 교육에 필요한 포괄적인 음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을 기술한다.

본 장에서 언급하는 포괄적 음악성 향상을 위한 테크놀로지 도구의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컴퓨터는 크게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웹사이트의

사용으로, 태블릿PC/스마트폰은 앱과 인터넷 웹사이트의 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CD로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웹사이트에서 파일을 유료 또는 무료로 다운 받아 사

용할 수 있다. 컴퓨터와 모바일 상의 웹사이트는 PC버전, 모바일 버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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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제작되어 각각의 기기(device)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PC버전의 웹사이트 단 하나만 제작되어 모바일에서 그것을 실

행하였을 때, 웹사이트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웹사이

트가 앱의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서 모바일 기기에 다운을 받아 쉽게 접속

하는 경우도 있다.

모바일 앱의 경우에는 태블릿PC/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운

영체제(Android OS)인지, 맥 운영체제(iOS)인지에 따라 앱 판매 유통 서비

스 사이트가 다르게 나타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플레이 스토어

(play store)’에서, 맥 운영체제에서는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앱을 제공

하고 있다. 두 스토어 모두 소비자로 하여금 앱을 1점에서 5점 사이의 점

수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플레이 스토어’는 소비자의 활발한

평가로 인해 앱의 평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으나, ‘앱 스토어’

는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앱을 이용

한 음악활동을 제시할 때, 2015년 10월 이후 ‘플레이 스토어’에서 별 4개

이상에서 별 5개(만점) 이하로 평가되어지는 앱을 기준으로 조사한 후, 이

앱이 맥 운영체제에도 개설이 되어있는지 조사하여 제시한다. 앱 사용의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 조사에서 언급한 교육 활동 중 포괄적 음악성 향상을 위한 활

동에는 청음, 음악 기초 이론, 앙상블, 작곡, 음악 감상 등이 있다. 그 이외

의 포괄적 음악성 활동으로는 초견, 테크닉, 리듬, 선율, 화음, 형식적 요소

가 있는데, 그 중 테크닉은 악기 연주에, 리듬, 선율, 화음, 형식적 요소는

음악 기초 이론에 포함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연구자는 학습활동을 청음, 음

악 기초 이론, 악기 연주, 초견, 작곡, 기타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앙상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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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연주와 기타 활동(반주 음원 사용)에 포함이 될 수 있고, 감상 부문은

피아노 교사들이 활발히 학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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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음

청음훈련은 음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항목으로서 음악을 전공하

는 학습자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학습자는 청음훈련을 통하여 음악

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청음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습자의 수준차이를 들 수 있는데, 김혜실은 그의 연구114)에

서 시창·청음 수업의 평준화로 인하여 학습자의 다른 수준 차이가 수업진

행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한다.

특히 청음훈련의 경우 전공자의 대학수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유

아기부터 훈련할 것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5-6세 이전부터 음악교육을

받기 시작한 학습자가 음악가가 되었을 때 절대음감을 소유할 확률이 높다

는 연구결과115)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낮은 연령대에서부터 청음 훈련

을 하지 못하였거나 상대음감을 가진 학습자들에게 청음과목은 매우 어려

운 학문으로 다가온다. 신혜승의 연구116)에 따르면 시창·청음수업을 수강하

는 234명의 실용음악과 대학생과 학원 수강생에게 조사한 결과, 63%의 학

습자가 학습수준이 보통 이하라고 답하였고, 86%의 학습자가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음원자료가 교재에 포함되어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

다. 이처럼 청음학습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의 필요성과 테크놀로지 도구의

활용은 많은 학습자를 통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중 컴퓨터를 활용한 청음

114) 김혜실,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시창·청음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음악교육연구』 43/3 (2014), 116쪽.

115) 김성은·송은지, “청음연습을 위한 시스템에 관한 고찰,”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9/3 (2008), 518쪽 재인용.

116) 신혜승, “실용음악 전공자를 위한 시창청음 교육 프로그램 연구,” 3674-36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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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프로그램의 개발117)도 연구되고 있다.

연구자는 청음학습을 웹사이트를 통해 하는 방법, 모바일을 통해 하는

방법, 앱을 통해 하는 방법으로 분류하였는데<표 Ⅴ-1>, 경우에 따라 같은

프로그램이 PC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전용 웹사이트, 그리고 앱의 버전으

로 각각 제작되어 있기도 하다.

<표 Ⅴ-1>에 제시되어 있는 청음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다. 난이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 피아노가 아닌 다양한

악기의 소리로 청취 가능하다.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피아노 악기로만 진행

되지만,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면 다양한 악기의 소리로 실현 가능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다채로운 청음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셋째, 학

습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 제시된 청음 프로그램은 단선율,

다성부, 음정, 화음, 음계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학습자가 특히 부족

한 부분이나 학습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넷째, 문제를 푸

는 동시에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점을 즉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 도구의 대부분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

어져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제공되어 교사가 모든 일을 담당해

야 하는 전통적인 수업보다는 교사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다만 청각자료로서 볼 때 디지털화 된 음색으로 인한 비현실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교사가 전통적 교수방법과 혼재하여 지도한다면 충분히 보완될

여지가 있다.

117) 김성은·송은지, “청음연습을 위한 시스템에 관한 고찰,” 517-5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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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청음학습 프로그램

웹사이트
PC

웹

태블릿PC/

스마트폰

웹

태블릿PC/

스마트폰 

앱

웹요금
언어

앱요금

http://www.earpower.com O 검색만 
가능 X 유,무료 영어-

http://www.good-ear.com O 검색만 
가능 iOS만 가능 무료 영어유,무료

http://www.earbeater.com/ O
iPAD외에는 

검색만 
가능

iOS만 가능
무료

영어유,무료
http://www.musictheory.net/ex
ercises O O iOS만 가능 무료 영어유료
http://www.konghak.com O O X 유료 한국어
 easyear.co.kr X O X 유료 한국어
www.doyac.com O O Android 

OS만 가능 유료 한국어
http://www.musicfield.co.kr/ O O X 유료 한국어
http://www.eartraining.co.kr O O X 유료 한국어

소프트웨어 사이트 주소 요금 언어

earmaster 6 http://me2.do/GkinzzTj 유료 영어http://www.earmaster.com/ 
Hearing Music http://www.eumakplus.com/ 유료 영어http://me2.do/GdE9YQq4
sight-singing 1.3 http://blog.daum.net/musicanov

a/5354925 무료 영어
 모바일 앱 전용 Android OS iOS 요금 언어

Theta Music Trainer
:Theta Music Technologies, 
Inc. 제작

O O 무료 영어

Perfect Ear 2
:EDuckAppsSV 제작 O X 무료 영어
Earmouse
:Paul Klinkenberg 제작 O X 무료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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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음악 기초 이론

음악 기초 이론은 학습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

는 어린이를 위한 게임·애니메이션 구성의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고

학년 이상의 학습자를 위한 텍스트 위주의 프로그램이다. 음악 기초 이론

은 언어의 사용이 필수적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어 프로그램보다는 영어 프

로그램이 더 많아 어린 학습자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 기초 이론의 경우 종이책으로 시판 된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많은

학습자들이 테크놀로지 도구 없이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문이다. 하

지만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음악 기초 이론 학습은 학습자에게 학습의

흥미를 제공할 수 있고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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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음악 기초 이론 프로그램

PC 전용 웹사이트 특징 요금 언어
http://www.bbc.co.uk/northernireland/
schools/4_11/music/mm/index.shtml 애니메이션 구성 무료 영어
http://www.musictheory.net/lessons 텍스트 위주 무료 영어
http://www.sfskids.org 게임 무료 영어
http://www.classicsforkids.com/index.
asp 게임 무료 영어

http://www.metronimo.com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사용 무료 영어

www.flashmusicgames.com 게임 무료 영어
www.nyphilkids.org 애니메이션 구성 무료 영어
http://www.classicsafari.or.kr/ 애니메이션 구성 무료 한국어

모바일 앱 전용 Android OS iOS 요금 언어
퀴즈로 배우는 음악 학습 게임 네이처 
멜로디
:AeonSystem 제작

O X 유료 한국어

Note Teacher
:Roughsoft 제작 O O 무료 한국어
ScaleHelper
:Spectral Efficiency Ltd 제작 O O 유,무료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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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악기 연주

테크놀로지 도구를 통한 연주방법으로는 원격레슨, 즉흥연주 학습, 그리

고 모바일 기기를 악기처럼 사용한 연주가 있다. 이러한 방법의 악기 연주

는 학습자에게 색다른 흥미와 상상력을 제공하여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빠

른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해준다.

원격레슨은 원거리에 있는 교사와 학습자가 화상통화를 이용하여 레슨을

하는 것으로 교사와 학습자가 대면하지 않고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아노 교육은 면 대 면 학습이 당연시되는 환경이지만 교육

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리상의 문제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원격교육이 이

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매체

를 통해 얼마든지 원격레슨이 가능하다.

원격레슨에 필요한 장비로는 통신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

기, 서로의 얼굴과 피아노 연주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웹 카메라, 인터넷

네트워크 통신, 악기(어쿠스틱118) 또는 디지털 피아노)가 학습자와 교사 모

두에게 필요하다. 학습자에게는 교사의 목소리를 자신의 피아노 연주 소리

만큼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이어폰의 사용을 추천하고, 악보나 보표, 그리고

건반을 시각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선택사항이다. 인터넷 통

신은 화상통화가 가능한 스카이프, 아이쳇 또는 행아웃을 이용할 수 있고,

선택사항인 소프트웨어(TimeWarp Technologies)는 교사의 시연이 컴퓨터

118) 야마하의 Disklavier piano의 경우, 한 사람이 Disklavier piano로 연주하면

상대방의 Disklavier piano에서 그대로 재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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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그래픽으로 나타나 학습자로 하여금 빠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

와준다.

수년전만 하여도 원격레슨은 컴퓨터를 기본으로 하는 e-러닝 체제였으

나 이제는 컴퓨터가 아닌 모바일 기기를 통한 m-러닝이 가능해졌고, 점차

진화하는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의 훨씬 빠르고 깨끗한 통신 상태로 원격레

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통신상태가

원활하지 못해 화상 통화에 시간차가 생기거나, 스피커의 사용으로 인한

악기 특유의 음색 재현이 어려운 점은 원격레슨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미국 저널 『American Music Teachers』에서는 즉흥연주 교육활동으로

동영상을 보며 장면에 어울리는 소리를 즉흥적으로 만들어보는 교육활동을

제시하였다.119) 이 때, 동영상은 인터넷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

도 미리 다운 받아놓은 동영상 또는 CD-ROM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동영상이 아닌 사진이나 그림(애니메이션 포함)으로도 가능할 수 있어 e-

러닝뿐만 아니라 u-러닝도 가능하게 한다. 이 교육은 주변의 콘텐츠를 활

용하여 교사가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모바일기기를 악기로 사용하는 방법은 모바일 기기에 악기 앱을 다운받

아 연주하는 것이다. 모바일 악기는 악기 사용방법을 직접 배우지 않고도

연주가 가능하고, 주변에서 구하기 어려운 악기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물론, 테크놀로지 도구로 실제 악기의 음색을 구현해내는 것이

쉽지 않고, 실제 악기의 연주방법을 배우기엔 부족하다. 하지만 이 도구를

119) MTNA, 2015. 9. 10,

http://www.mtna.org/publications/american-music-teacher/bonus-bytes/junejul

y-2015-bonus-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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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다양한 악기의 음색과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경험할 수 있게 되

었다. 이것은 연주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음악성 향상

을 목표로 하였을 때에 매우 좋은 학습이 될 것이다.

<표 Ⅴ-3> 연주 프로그램

앱 명
Android 

OS
iOS 요금 언어

피아노 화음 무료 확장
:Learn To Master 제작 O X 유,무료 영어
Improvider
:Improvider Apps 제작  O X 무료 영어

소프트웨어 웹주소 요금 언어
TimeWarp Technologies http://www.timewarptech.

com 유료 영어
화상통신 웹주소 요금 언어

스카이프 http://skype.daesung.co
m/main.asp 무료 한국어

행아웃
http://www.google.com/+
/learnmore/hangouts/?hl=
ko

무료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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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초견

초견 능력은 청음능력과 같이 학습 수준에 있어서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이다. 학습자들은 초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새로운 악보를 계속

연주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초견 교재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방법 등을 사

용하고 있다. 피아노 악보는 다성부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다른 악기 학습

자보다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는 부문이기도 하다. 초견은 기억력과 순발

력, 판단력을 요하기 때문에 많은 훈련을 통해 기술력을 신장시켜야한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첫째로 쉬운 악보로 제작되어있다. 학습자의 학습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테크닉적인 문제로 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쉬운 악보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로는 시

간제한이 있다. 초견은 악보를 얼마나 빠르게 읽고 연주할 수 있는지 훈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보 읽는 시간을 제한하는 타이머 장치로 학습자로

하여금 시간의 단축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만들어졌다.

<표 Ⅳ-56>에 제시된 초견 프로그램에는 국문판이 없으며, 프로그램의

수 또한 적다. 따라서 초견 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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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초견 프로그램

웹사이트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모바일웹)

태블릿PC
/스마트폰 

앱

웹요금
언어

앱요금

http://practicesightreading.com/ O O X 유,무료 영어-
http://thepracticeroom.net/index.php O O X 유료 영어-
http://sightreadingmastery.com/piano O O X 유,무료 영어-

모바일 앱 전용
Android 

OS
iOS 요금 언어

Music Tutor Sight Read
:VirtualCode.es 제작 O X 유료 영어
Music Sight Reading
:viks 제작 O X 무료 영어
Piano Sight Reading
:Chris Sinclair 제작 O X 무료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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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작곡

작곡은 창작활동의 대표로서 학습자로 하여금 창의성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쉽게는 리듬의 창작 또는 음정의 창작

을 지도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지도를 함으로서 작곡 학습의 난이도를 높

일 수 있다. 피아노 교사는 이런 창작활동을 사보로 마무리 할 수 있는데,

필기도구를 이용한 공책의 사보 외에 디지털화 된 사보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면 학습자에게 다채로운 학습을 제시하게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보 프로그램은 피날레, 시벨리우스

처럼 CD의 형태로 제작되어있는 소프트웨어이다. 이것은 전문가용 프로그

램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 키보드 조작으로 악보를 사

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스터키보드로 연주하면 사보가 되며, 악보를 각종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여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설치되어있지 않아

도 열람이 가능하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유, 무료 사보 프로그램은 소

프트웨어와 같이 전문가용은 아니기 때문에 기능면에 있어서 제한적이지만

피아노 교육용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편이다.

모바일 전용 앱에서도 사보 프로그램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모바

일 기기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사보가 되기도 하고, 그림파일로 저장

하여 프린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보 앱 프로그램의 경우 가격에 따라

그 기능의 차이가 많이 생기기도 한다.

사보 활동은 학습자의 창작활동이 사보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교사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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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를 위해 별도의 악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

사가 사용할만한 수준의 사보 프로그램은 학습자에 비해 언어의 제약이 크

지 않다.

<표 Ⅴ-5> 작곡 및 사보 프로그램

컴퓨터 웹사이트 요금 언어

http://musescore.org/en 무료 영어
https://noteworthycomposer.com/ 유,무료 영어
http://mosesoft.com/mose/home/page/home.php 무료 한국어

소프트웨어 웹주소 요금 언어

Sibelius 8 http://me2.do/F3g3bRWQ 유료 영어
Finalle 2014 http://me2.do/FwyYuupi 유료 영어

모바일 앱 전용
Android 

OS
iOS 요금 언어

Ensemble Composer
:Lotuz Studio. 제작 O X 유,무료 영어
Music Score Pad
:fmfm-musicapps 제작 O X 유료 영어
Notate Me Now
:Neuratron Ltd 제작 O O 유,무료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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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기타

위의 교육활동 외적으로도 교사가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

로그램이 있는데, 보통 이러한 아이디어 개발은 앱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

내고 있다. 교사는 피아노 교육에서 반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

생하는데, 그 때 템포의 문제로 사용하기 어려웠다면 음원 편집 기능의 앱

을 사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영상 편집기능 앱은 학습자의

연주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메트로놈 앱은 교사가 직접 도구

를 소지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게 되었다.

<표 Ⅴ-6> 기타 프로그램

모바일 앱 명 특징 Android OS iOS 요금 언어

메트로놈
:Stonekick 제작 - O O 무료 -
키네 마스터
: N e x S t r e a m i n g 
Corp. 제작

동영상 편집 O X 무료 한국어

VivaVideo
:QuVideo Inc. 제작 동영상 편집 O O 유,무료 한국어
Singplay
: N e x S t r e a m i n g 
Corp. 제작

음원 변형
(조바꿈, 템포) O X 무료 한국어

뮤직캣
:gtcsoft 제작

음원 변형
(조바꿈, 템포) O X 무료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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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근래에 들어서 테크놀로지 도구는 공교육과 사교육, 인문·과학·예술 교육

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매체가 되었다.

테크놀로지가 연계된 학습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테크놀로지 제품을 사용

하고 있는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학습의 성취도를 증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 교육에서도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다면

학습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테크놀로지 도구는 시대가 변화할수록 계속 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특히, 인터넷 네트워크 통신의 발전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인터넷 통신은 학습자에게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

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등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피아노 교육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피아

노 교사의 인식을 설문도구를 통해 알아보고, 사용 현황과 테크놀로지 도

구를 통한 교육 활동 내용을 조사한 후, 포괄적 음악성(청음, 음악 기초 이

론, 악기연주, 초견, 작곡, 음악 감상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피아노 교수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테크놀로지 도구는 기능별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웹 검색, 오디오 기기, 스마트폰 앱, 유튜브, 디

지털 피아노, 동영상 촬영기기로 나누었다. 그 중 유튜브는 인터넷 웹사이

트 중 하나이지만, e-러닝과 m-러닝을 통해 피아노 교육에 빈번히 사용되

며, 유튜브를 단일주제로 다룬 연구가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교육매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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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독립적인 테크놀로지 도구로 취급하였다. 테크놀로지 도구를 기능

별 특징을 알아본 후에는 CD 플레이어, 컴퓨터, 태블릿 PC/스마트폰, 디지

털 피아노 등의 기기(device)로 나누어 그것으로 할 수 있는 피아노 교육

활동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설문에 참여한 295명의 피아노 교사 중 52.2%가 피아노 교육

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은 교사의 배경인

연령, 학력, 경력, 대학/대학원에서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피아노 관련

과목 이수 여부, 레슨 형태와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

학/대학원에서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 피아노 교수법 강좌를 이수한 교

사가 현재 테크놀로지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

다.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필요성에는 전체 교사 중 51.2%가 긍정으로

대답하였고, 학원 강사보다 개인레슨 교사가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교육시간, 수강인원, 교사 학력 등의 차이 때

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테크놀로지 도구의 적합성에는 중·고·대학생 이상의

성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테크놀로지 도구 중에서는 유튜브가 가장 적합하

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환경이 달라도 피아노 교사의 테크놀로지 도구

의 선택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지식, 경험 상태 등 교사

중심으로 테크놀로지 도구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피아노 교사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미 시판되고 있는 많은 테크놀로지 도구를 새롭

게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

성에 78.6%가 긍정으로 답하였다.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교사는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대다수였고, 대학/대학원 시절 테크놀로지 도구 활용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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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 강좌를 수강한 교사가 대다수였으며, 30대 연령의 교사가, 석·박사

학력의 교사가, 개인레슨 교사가 각각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은 후부터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초보 경력자들은 교육매체를 사용하기에 앞서 교재 연구에 더 집

중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피아노 교육에

오디오 기기, 동영상 촬영기기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

구의 사용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에 대한 자신감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도구 사용 기간, 사용 빈도, 도구 필요성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교사의 과거 경험보다는 현재 상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피아노 교사는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시 문제점으로 도구 정보의 부족, 휴

대의 불편, 기기 조작에 관한 불편사항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아노 교사는 피아노 교육에 태블릿 PC/스마트폰, CD 플레이어, 컴퓨

터, 디지털 피아노 순으로 테크놀로지 도구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감상 활동이 불가능한 디지털 피아노를 제외한 각 도구마다 음악 감

상 활동에 상당히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는 교사가 노

출한 특정 학습 내용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학습자

의 포괄적 음악성 향상에 제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

아노 교사는 이 네 가지 도구들을 사용한 SNS, 코스웨어와 앱, 온라인 수

업, 디지털 피아노의 기능적인 활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이

와 같은 다양한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이 활성화된다면 피아노 교육의 효

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피아노 교육 연구들을 살펴보면, 레퍼토리 학습뿐만 아니라 포괄적



- 189 -

인 음악성 향상을 위한 학습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음, 음악 감

상, 초견, 작곡 등의 포괄적 음악성 향상을 위한 학습은 피아노 학습의 목

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 교육은 학습자의 개인차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상당부분 달라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교재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

한 e-러닝, m-러닝, u-러닝은 이처럼 다양한 학습 활동을 가능하게 할뿐

만 아니라 상호작용과 자기 주도 학습까지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포괄적 음악성 향상을 위한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

활동으로는 청음, 음악 기초 이론, 악기연주, 초견, 작곡, 음악 감상 등이다.

그 중 음악 감상 활동은 피아노 교사가 현재 많이 지도하고 있다고 응답

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활동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청음 훈련은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개개인의 실력에 맞춘

수업진행이 가능하며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다. 음악

기초 이론은 게임·애니메이션 구성과 텍스트 위주의 프로그램이 있어 학습

자의 연령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영문판에 비해 국문으로 제작된 프로

그램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악기 연주는 원격레슨이 가능해지고 즉흥연주

를 위한 교수학습개발이 가능하며 모바일 기기를 통한 색다른 악기 연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견은 청음훈련과 마찬가지로 학습수준에

따라 맞춤형 수업 진행이 가능하고 초견의 특성인 속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으나 다른 학습활동에 비해 프로그램의 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

다. 작곡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사보 프로그램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학

습자로 하여금 쉽게 학습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아노 교재 자료를 제작하

기 위한 교사들의 사용도 편리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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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교육 시 피아노 연주 능력뿐만 아니라 포괄적 음악성 향상을 함

께 신장시켜야 한다는 연구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포괄적 음악성의

향상은 피아노 연주에 도움을 주는 학습으로서, 학습자는 포괄적 음악성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학습으로 인한 흥미와 다각도에서 음악을 인지할 수 있

는 넓은 시야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피아노 교사는 포괄적 음악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내용의 수업 준비를 꾀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피아노 교사는 자기중심적인 테크놀로지 도구를 선택하

고 특정 학습 방법만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것 또한 학

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포괄적인 음악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습자 또한 교사와 자주 하는 특정 수업에 관심을 많

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접근이 용이하고 간편한 학습만을 추구

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피아노 학습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교사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이용한 포

괄적 음악성 개발 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학습에 대한 교수 준

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개개인의 능력이 다른 각각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테크놀로지 도구는 원격레슨의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 원격레슨은 인터

넷 통신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원거리에서도 연주와 강연으로 레슨이 이루

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학습은 e-러닝, m-러닝뿐만 아니

라 SNS의 활용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21세기적

인 교수 방법의 활용은 피아노 교수법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향후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문이다.

피아노 교사는 시대적인 교육의 변화와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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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중 테크놀로지 도구는 21세기적인 교육 매체로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이 점점 디지털화되고 학습자의 눈

높이 또한 첨단 테크놀로지를 따라가고 있는 현실에서 피아노 교사 역시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접목시켜 교육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

겠다. 이를 위하여 피아노 교사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자신의 교수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피아노 교수학 관련 저서에는 현실에 맞는 테크놀로

지 도구에 관한 교수 방법의 안내가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 기관이나 학회,

각종 세미나 등에서도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한 피아노 교육은 드물다. 따

라서 각 기관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최신 피아노 교수법의 동향에 대

한 교육을 개최하고 교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교사는 심도 있는 피아

노 교육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 스스로의 노

력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동향을 파악, 자신

의 피아노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연구해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학습자와 교사가 추구하는 테크놀로지 도구

사용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청각매체와 시각매체의 사용이 시청각매

체로 옮겨갔고, 다시 CAI와 같은 상호작용매체의 사용으로 이어졌다. 그

후 인터넷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한 e-러닝이 가능한 매체가 주를 이루었

으며, 현재는 m-러닝의 도구인 태블릿 PC/스마트폰이 교사와 학습자에게

다방면으로 유용한 교육매체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태블릿 PC/스마트폰은 기존 교육에 사용되고 있던 다른 교육매체들의

역할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오디오 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던 녹음과 감

상 기능, 캠코더를 통해 이루어지던 동영상 촬영 기능, 컴퓨터를 통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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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던 인터넷 검색 기능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학습 기능을 태블릿

PC/스마트폰 하나로 대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편리성, 휴대성, 비용

의 절감, 시간의 활용 면에서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피아노 교육에서 테크놀로지 도구의 활용은 교육의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된다. 피아노 교육은 예술적 사고력을 토대로 한 실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무분별한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을 방지

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성을 명확히 판단하여 테크놀로지 도구

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피아노 교사가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선별 능력을 갖추어 교사와 학습자 상황에 맞는 도구를 선택, 적용한다면

학습자에게 더욱 더 효과적인 피아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크놀로지 도구가 피아노 교사에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학습자에게는 포괄적 음악성을

향상시켜 피아노 연주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연구를 시점으로 피아노 교육에 도움이 되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개

발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는 피아노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으

로 향후에는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한 연주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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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Improving Comprehensive Musicianship through

the Teacher’s Recognition and Using Technology Tool

in Piano Education

Soyoung Oh

Department of Music

Graduate School Hansei University

Twenty-first century piano education needs effective operation method

using technology just like other areas of education. For high quality

piano education, method of learning to improve comprehensive musician

ship is essential. From there, the learning method using technology tool

can be used effectively and usefully to teachers and learners.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situation on the use and recognition of

teachers about the technology tools that can be use din piano education,

and then researched the following contents with the purpose to propose

application method of the technology tool to improve comprehensive

musicianship. First, after proposing technology tools that can be used in

piano education by function (computer software, computer web search,

tablet PC/smart phone, digital piano, video recorder, audio recorder,



- 204 -

YouTube), the correlation between recognition of piano teachers about

technology tool and background (experience, educational background,

age, and etc) of teacher is investigated.

From the tools, YouTube has been frequently used in piano education

to be used as the single research topic. Thus, YouTube was considered

as the independent technology tool.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situation of use of technology tool and background of teachers was

investigated. Third, the technology tools used in piano education by the

teacher was re-classified into 4 types of devices (computer, tablet PC/

smart phone, digital piano, CD player) to investigate the contents and

frequency of educational activity using the devices. Fourth, piano

education activity is to be proposed using technology tool that is

currently used to improve comprehensive musicianship.

This research executed investigative research based on 295 piano

teachers that majored in Piano at university, and the methods using

technology tooks were suggested by researching literatures. The result

is as follows.

From a total of 295 piano teachers, 52.2% responded to using

technology tools in piano education. It showed that private lesson

teachers had more positive recognition than academy teachers. Piano

teachers recognized that using YouTube was most appropriate for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in piano education.

The selection of technology tool was based on th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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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as the characteristic per each category that teachers that

used technology tool had experience of more than 6 years and most

were private lesson teachers in 30s with masters and doctors degree

that took Piano Teaching Lecture using technology tool. Teachers built

experience for certain period and then used technology tool. It was

identified that these teachers focused on music listening from the

various education activities.

Piano teachers frequently used the tools in the following order: tablet

PC/smart phone, CD player, computer, and digital piano. Learners were

influenced to the specific teaching material (listening to music) exposed

by the teacher where it was judged to give limitation to the

improvement in comprehensive musicianship. On the other hand, piano

teacher showed low recognition about functional application of SNS,

courseware and app, online lecture, and digital piano. If the use of

various technology tools are activated, the efficiency of piano education

is predicted to improve.

Contents for the improvement of comprehensive musicianship such as

music dictation, music listening, reading music for the first time, and

composing allow the improvement of comprehensive musicianship, and

this is a method to develop piano playing skills. e-learning, m-learning,

and u-learning methods that use the technology tool help in easily

guiding and teaching to control level and also gives immediate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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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is research, it was identified that the direction of the

technology took in piano education has been changing from e-learning

to m-learning, and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remote lesson was

identified. Also, piano teachers shows to select self-directed technology

tools, which will become a good idea to improve the skills of teaching

and also change teaching methods, and grasp trend of technology tool

that is quickly changing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reeducation of

teachers along with the effort and research.

There is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help piano teachers gain the

ability to select the right knowledge about the technology tool and

apply the tools that correspond to the learner's situation. Also, there is

hope that the technology tool will be used appropriately as a method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to piano teachers while giving help in

improving piano playing skills by increasing comprehensive musicianship

for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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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피아노 교사가 피아노 교

육에 테크놀로지 기자재인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디지털 피아노,

CD플레이어, 오디오, 캠코더 등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의 현황과 교사들의 테

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설문지는 피아노를 전공한 피아노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해당사항에 따라 5분 또는 12분정도 소요하여 답변하게 됩니다. 문항 중에

있는 ‘유튜브’는 스마트기기나 컴퓨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피아노 교육에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

는 아이템이기에 ‘독립적인 테크놀로지 도구로 취급’하여 분류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는 이 설문지는 피아노교수학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성의껏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피아노 교수학 전공 오 소 영

soyoung0921@naver.com

부 록

피아노 교육에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현황과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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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곳에 동그라미 하세요.

A. 개인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여자 ②남자

2.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20-29세 ②30-39세 ③40-49세 ④50-59세 ⑤60세 이상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2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 ②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

③석사 재학 또는 졸업 ④박사 재학 또는 졸업

4. 피아노를 가르친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1-5년 ②6-10년 ③11-15년 ④16-20년 ⑤21-25년 ⑥26년 이상

5. 귀하가 음악대학/대학원을 다닐 때 피아노 실기와 관련된 아래의 과목 중 테크

놀로지 도구(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디지털피아노, CD플레이어, 오디오, 캠

코더 등)를 사용하여 배운 과목은 무엇입니까? 괄호 안에 동그라미 하세요.

클래스피아노( ), 연주( ), 피아노교수법( ), 전공실기( ), 건반화성( ), 반주법(

),피아노앙상블( ), 현대 테크놀로지와 그룹 피아노 교수법( ), 디지털피아노의

활용( ), 기타(과목명을 써주세요 ___________________ ), 배운 적이 없다( )

6. 귀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①학원 ②개인레슨 ③기타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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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질문에 정도에 따라 1-5에 동그라미 하세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B. 테크놀로지를 통한 피아노 교수법에 대한 인식

7. 귀하는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5번문항에 제시)를 사용하십니까?

①사용 한다(9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사용하지 않는다(8번 문항으로 가세요)

8.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1.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아서 1 2 3 4 5

8-2. 내가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없어서 1 2 3 4 5

8-3. 어떤 종류의 테크놀로지 도구가 있는지 잘 몰라서 1 2 3 4 5

8-4.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1 2 3 4 5

8-5. 기자재 구입의 비용 문제 때문에 1 2 3 4 5

8-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 3 4 5

9.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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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컴퓨터

이용한

소프트

웨어

컴퓨터

이용한

인터넷

검색

CD

플레

이어,

오디오

태블릿

PC/

스마트폰

어플

유튜브

디지털

피아노

스마트폰

동영상,

캠코더

기타

(기자재

이름을

쓰세요)연령
학습

수준

유치

원생

초급

중급

초등

학생

초급

중급

고급

중고

등생

초급

중급

고급

대학생

이상

초급

중급

고급

10. 학생의 연령과 피아노 학습 수준에 따라 어떤 테크놀로지 도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체크해주세요.(여러 곳에 체크 가능)

(고급수준: 전공생과 전공생에 준하는 학생)

11. 귀하가 아래의 테크놀로지 도구로 피아노 교육을 한다면 자주 사용하시겠습니

까?

11-1. 컴퓨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CD-ROM 또는 file을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음악 관련 프로그램) 1 2 3 4 5

11-2.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웹페이지 1 2 3 4 5

11-3. 스마트폰의 녹음기능, CD플레이어 1 2 3 4 5

11-4.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캠코더 1 2 3 4 5

11-5. 태블릿PC 또는 스마트폰의 어플 1 2 3 4 5

11-6. 유튜브 1 2 3 4 5

11-7. 디지털피아노 1 2 3 4 5

11-8. 기타_____________ 1 2 3 4 5



- 211 -

<1 2 3 4 5>선택 질문의 경우,

각 질문에 정도에 따라 1-5에 동그라미 하세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12. 학교, 학회, 세미나 등에서 피아노 교사를 위한 “피아노교육에 사용하는 테크

놀로지 도구의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예 (12-1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아니오 (13번 문항으로 가세요)

12-1. “피아노교육에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활용” 관련 교육이 있다면 참석

하시겠습니까? 1 2 3 4 5

13. 피아노 교육을 위해 개발되었으면 하는 테크놀로지 아이템에는 무엇이 있습니

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여기까지만 응답하세요.

감사합니다.

C. 테크놀로지도구를 활용한 피아노 교수 현황

14. 귀하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는 O,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엔 △,

가지고 있지 않다면 X 해주세요.

컴퓨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 )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웹페이지 ( )

스마트폰의 녹음기능, CD플레이어 ( )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캠코더 ( )

태블릿PC 또는 스마트폰의 어플 ( ) 유튜브 ( )

디지털피아노 ( ) 기타_______________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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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기자재를 사용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1년 미만 ②1년 이상 ③3년 이상 ④5년 이상 ⑤10년 이상

16. 피아노 레슨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자주 사용하십니까? 1 2 3 4 5

17. 귀하가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에 한해서 사용하기 편리한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도구엔 X표 또는 공란으로 비우세요)

컴퓨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 )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 ( )

스마트폰의 녹음기능, CD플레이어, 오디오( ) 태블릿PC/스마트폰의 어플( )

유튜브 ( ) 디지털 피아노 ( )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 캠코더 ( )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 )

18. 귀하가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에 한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

를 정해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도구엔 X표 또는 공란으로 비우세요)

컴퓨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 )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 ( )

스마트폰의 녹음기능, CD플레이어, 오디오( ) 태블릿PC/스마트폰의 어플( )

유튜브 ( ) 디지털 피아노 ( )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 캠코더 ( ) 기타___________________ ( )

19. 귀하는 피아노교육에 있어서 테크놀로지 도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0. 피아노 교육에 필요한 테크놀로지 도구의 정보는 어떻게 얻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세미나 ②음악잡지 또는 책 ③인터넷 검색

④동료 교사를 통해 ⑤학교 ⑥기타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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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피아노 교육에 필요한 테크놀로지 도구의 사용법은 어떻게 익히셨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세미나 ②음악잡지 또는 책 ③인터넷 검색 ④동료 교사를 통해

⑤학교 ⑥사용설명서를 통해 ⑦기타______________

22.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학습목표는 무엇입니까?

22-1. 음악성 향상을 위해 1 2 3 4 5

22-2. 연주 기술의 향상을 위해 1 2 3 4 5

22-3. 학습태도 향상을 위해 1 2 3 4 5

22-4. 청음, 리듬 능력 향상을 위해 1 2 3 4 5

22-5. 이론 지식의 향상을 위해 1 2 3 4 5

22-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 1 2 3 4 5

23.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3-1. 편리한 수업을 위해 1 2 3 4 5

23-2. 다른 악기의 음색을 듣기 위해 1 2 3 4 5

23-3. 다양한 시·청각적 경험을 위해 1 2 3 4 5

23-4. 학생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1 2 3 4 5

23-5. 학생들이 테크놀로지 도구를 좋아해서 1 2 3 4 5

23-6. 교사가 해줄 수 없는 것 또는 모르는 것을 해결해주어서 1 2 3 4 5

23-7. 시대적인 교육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1 2 3 4 5

23-8.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1 2 3 4 5

23-9. 기타___________________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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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질문에 정도에 따라 1-5에 동그라미 하세요.
1-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사용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사용한다 5-많이 사용한다

24. 피아노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나 제한점은 무엇입

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 피아노 교육에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도구의 활용 방법

귀하께서 사용하시는 테크놀로지 도구 질문에만 응답하세요.

25. 피아노 교육에 빔 프로젝터를 아래의 용도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25-1. 음악 감상 1 2 3 4 5

25-2. PPT 등을 이용한 강의 1 2 3 4 5

25-3. 기타_________________ 1 2 3 4 5

26. 피아노 교육에 CD플레이어를 아래의 용도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26-1. 음악 감상 1 2 3 4 5

26-2. CD 반주 기능 1 2 3 4 5

26-3. 청음, 리듬능력 향상 1 2 3 4 5

26-4. 기타__________________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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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피아노 교육에 디지털피아노를 아래의 용도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27-1. 어쿠스틱피아노와 같은 기능의 연습, 레슨용도 1 2 3 4 5

27-2.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이용한 반주기능 1 2 3 4 5

27-3. 녹음기능 1 2 3 4 5

27-4. 앙상블연주 1 2 3 4 5

27-5. 내장형 반주 또는 메트로놈 기능 1 2 3 4 5

27-6. 기타__________________ 1 2 3 4 5

28. 피아노 교육에 컴퓨터를 아래의 용도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28-1. 인터넷 웹페이지의 피아노 동영상 강의 1 2 3 4 5

28-2. 인터넷 웹페이지의 음악 이론 문제 풀기 1 2 3 4 5

28-3. 인터넷 통신(스카이프, 네이트온, iChat 등)을 통한 화상레슨1 2 3 4 5

28-4. 인터넷을 이용한 악보보기(다운을 받거나 모니터상으로 보기)1 2 3 4 5

28-5. 인터넷을 이용한 학원 홈페이지(블로그)에 연주동영상 올리기1 2 3 4 5

28-6. 소프트웨어(CD-ROM 또는 file을 받아 설치한

음악 관련 프로그램) 를 이용한 문제풀기 1 2 3 4 5

28-7. 소프트웨어를 통해 악보 보며 피아노 연주하기 1 2 3 4 5

28-8. 소프트웨어를 통한 피아노 과제하기 1 2 3 4 5

28-9.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통한 음악 감상하기 1 2 3 4 5

28-10.인터넷, 소프트웨어를 통한 작곡 및 사보하기 1 2 3 4 5

28-11.인터넷, 소프트웨어를 통한 청음, 리듬 공부하기 1 2 3 4 5

28-12.기타_________________ 1 2 3 4 5

29. 컴퓨터의 어떤 웹페이지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이름을 적어주세요.

예: 피날레, Musictheory.net, 고 클래식(goclassic.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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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피아노 교육에 태블릿PC 또는 스마트폰을 아래의 용도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

십니까?

30-1. 동영상 촬영 1 2 3 4 5

30-2. 음성 녹음 1 2 3 4 5

30-3. 유튜브 검색 1 2 3 4 5

30-4. 인터넷 검색 1 2 3 4 5

30-5. 메트로놈 어플 사용 1 2 3 4 5

30-6. 음악이론 어플 사용 1 2 3 4 5

30-7. 작곡을 위한 사보 어플 사용 1 2 3 4 5

30-8. 청음, 리듬 공부 어플 사용 1 2 3 4 5

30-9. 그 외 기능의 어플 사용 1 2 3 4 5

30-10.학원 홈페이지(블로그, 밴드)에 연주동영상 올리기 1 2 3 4 5

30-11.기타____________________ 1 2 3 4 5

31. 태블릿PC 또는 스마트폰의 어떤 어플을 사용하는지 이름을 적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유튜브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검색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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