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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초견 교육의 가능성 모색 및 커리큘럼 개발

초견이란 첫 눈에 악보를 읽고 시각, 청각, 운동감각, 기억과 인지능

력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즉각적으로 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견 능

력은 연주자가 다양한 작품에 보다 빠르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전반적인 음악성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아노 전공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해

외의 음악학교에서는 이러한 초견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국내에서는 초견 교육에 대한 필요성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해외의 초견 교육 사례를 통해 초견의 중요성을 새롭

게 인식하고,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모색한 뒤, 이를 반영한 초견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

에 목적을 두었다.

먼저 초견의 원리 및 요인을 살펴보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짚어보았

다. 다음으로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 현재 초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학교 중 미국 음악학교의 현황

을 살펴보았다. 또한 클리블랜드 음악학교 초견 담당교사와 심층 인터뷰

를 진행하여 학습 대상의 특성 및 수업 목표, 교수 학습방법의 특징, 초

견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논의하였다.

피아노 초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

구하기 위해서는 대학 전공자 수준의 초견 교재인 『건반 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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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board Sight Reading)과 『건반 악기에서의 초견 연주』(Sight

Reading at the Keyboard)를 분석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중요시한 요소

를 연주 전 자세, 눈의 움직임, 호흡하기, 리듬 읽기, 연결을 위한 운지

법, 도약하기, 수평적 읽기와 수직 읽기, 총보 읽기의 여덟 가지 항목으

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학기 과

정의 초견 교육 커리큘럼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초견에 대한 자신감과 흥

미를 갖고 더욱 풍부한 레퍼토리를 쌓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

다.

전문 연주자가 지향해야 할 초견 능력은 단순히 음표를 소리로 빠르

게 바꾸는 것을 넘어서, 곡의 음악적 구조와 의미를 더 깊이 파악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

육과 연습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초견을 연주에 부수적으로 따

라오는 과정이 아닌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할 영역으로 인식해야 하며,

더불어 초견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커리큘럼 개발 연구에 힘써야 할 것

이다.

본 논문은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초견 교육의 필요

성을 제기하고,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초견 교육의 내용 및 방향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여 교육적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국내 음악학교에서 초견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피아노 초견, 초견 교육, 음악교육,

음악학교, 커리큘럼

학번 : 2012-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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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견은 연주자가 첫 눈에 악보를 읽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곡을

익히기 위한 첫 걸음이다. 물론 연주자가 음반이나 연주회 감상을 통해

서 곡을 익힐 수도 있으나, 이것은 악보를 직접 읽고 해석하며 음악에

다가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초견은 음악과 연주자를 이어주는 가장

직접적인 매개체이다. 연주자는 초견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첫 인상을

결정하며, 곡이 자신과 어울리는지 혹은 어떠한 느낌으로 해석해서 연주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악기 특성상 복잡한 악보 체계를 해석해서 연주해야 하는

피아니스트들에게 초견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초견 능력은 피아니스트

의 필수 조건일까? 베르만(Lazar Berman), 루푸(Radu Lupu), 호프만

(Josef Hofmann)과 같은 명(名) 피아니스트들은 악보 읽기에 매우 서툴

지만 곡을 이해하고 연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는 예외

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의 훌륭한 피아니스트들은 초견 역시 연주력만큼

뛰어나다. 아르헤리치(Martha Argerich)는 뛰어난 초견 능력을 가진 대

표적인 피아니스트이다. 그녀의 데뷔 독주회 실황 앨범은 명반으로 손꼽

히는데, 후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사실은 이 연주회에서 거의 연습 없이

무대에 올랐기 때문에 초견으로 연주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였

다.1)

초견이 좋을수록 연주자는 편견 없이 다양한 작품과 빠르게 친숙해질

수 있으며, 보다 많은 레퍼토리를 흡수할 수 있다. 또한 독주와 반주, 앙

상블 등 다양한 음악적인 상황에서 연주자가 자신감을 갖고 유연하게 대

1) Enjoy the Music Magazine : http://www.enjoythemusic.com/magazine/music/
0302/argerich.htm [2014년 12월 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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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처럼 뛰어난 초견은 재능 있는 학생이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성장하

기 위해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귀중한 능력이다. 그렇다면 초견은 교

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인가? 수많은 초견 관련 연구

들은 위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미국 콜로라도 음악대학의 스필

만(Robert Spillman) 교수는 초견은 유전적인 재능이 아니며 하나의 기

술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것은 명백히 이론과 실기를 통해 배울 수 있

는 능력이라고 주장했다.2) 음악교육학자 클라크(Frances Clark)는 심지

어 순수한 초견은 오직 레슨을 하는 동안 교사의 지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3) 앞서 예를 든 아르헤리치(Argerich) 역시 사

실은 어린 시절부터 스승의 지도에 따라 방대한 분량의 악보를 초견으로

연주하도록 교육받았다.4)

이상을 종합하면, 초견은 피아니스트에게 귀중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음악

학교에서는 초견을 전문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관현악기나 국악, 음

악교육 관련 학과의 경우 입학시험에 초견을 포함한 전례가 있으나, 아

직까지 피아노 전공의 경우 초견의 중요성은 물론, 교육적 필요성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즉 이것을 개인의 문제 내지 재능의

영역으로 치부하거나, 단지 초보자에게 필요한 부수적인 기술로만 여기

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경우 줄리어드, 맨하탄, 이스트만 등 많은 유명 음악학교에서

2) Robert Spillman, Sight reading at the Keyboard (New York: Schimer Books,

1990), p.75.

3) Frances Clark, Fundamental subjects: Reading, Edited by L. Goss, Questions And
Answers: Practical Advice for P iano Teachers (Northfield, IL: The Instrumentalist
Company, 1992), p.67.; Pamela D. Pike, Kristin Shoemaker “The effect of distance

learning on acquisition of piano sight-reading skills,” Journal of Music,
Technology & Education Vol. 6 No. 2 (2013), p.148, 재인용.

4) Forums “All-Time Greatest Piano Players : Martha Argerich”

https://piano.mymusictalk.com/forums/topic/304/martha-argerich-biography

[2014년 12월 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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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견 과목이 개설되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파리 고등국립음악원은 기악 전공자의 초견 능력을 중

시하여 매 학기 실시하는 초견 시험에서 매우 엄격한 통과 기준을 적용

하고 있다.5)

연주자가 지향해야 할 초견 능력은 단순히 음표를 소리로 빠르게 바

꾸는 것을 넘어서 음악적 구조와 의미의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피아노 전공자의 초견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초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모색한 뒤,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초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

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음악학교의 초견 교

육 현황 및 수업의 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피아노 전공자의 초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셋째, 피아노 전공자를

위한 초견 교육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연구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초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학

교의 사례를 조사하고, 클리블랜드 음악학교 초견 교사와의 심층 인터뷰

를 진행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아노 전공자를 위한 초견 교수법 교재 중

공신력 있는 두 교재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요소

를 고찰하여 초견 향상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내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견 교육 커리큘럼을 제시함으로써 초견의 교육적 가능성과 방향을 타

진할 것이다.

5) 노블레스 매거진 :
http://m.noblesse.com/magazine/view.php?id=30665 [2014년 7월 29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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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본격적으로 초견 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기에 앞서, Ⅱ장에서는 초견

능력의 정의와 요인에 대하여 국내외 음악심리학 및 음악교수법 단행본,

학위논문, 해외 학술지를 조사하였다.

Ⅲ장의 1단원에서는 초견 교육의 현황을 해외 각 음악학교의 공식 홈

페이지와 수업 담당교사의 서면을 통해 알아보았다.

Ⅳ장은 국내 피아노 전공생을 대상으로 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기 위

하여 해외에서 출판된 초견 교수법 교재를 분석했다. 본고에서는 많은

초견 교재 중 음악대학에 오랜 기간 재직한 교수들이 대학교 피아노 전

공자의 초견 향상을 돕기 위해 집필한 『건반 초견』(Keyboard Sight

reading)6)과 『건반 악기에서의 초견 연주』(Sight Reading at the

Keyboard)7) 교재를 주목하였다. 이는 실제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용이

할 뿐만 아니라, 교수법을 난이도의 위계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견 커리큘럼 개발 방법을 모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두 교재의 특징 및 학습 내용을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요소를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초견 향상을 위한

이론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6) Ellen Burmeister, Keyboard Sight Reading (Mountain View, Californi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91).

7) Robert Spillman, Sight Reading at the Keyboard (New York: Schimer Book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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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 인터뷰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Ⅲ장의 2단원에서는 초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한 음악학교를 선정하여, 담당 교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초견 교육 사례를 연구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음악학교

전공수업의 대부분이 도제식 교육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서면만으로 초견 수업의 현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다

른 조사방법으로 파악하기 힘든 교사의 경험적 측면과 수업 방법을 풍부

한 예시와 함께 생생하게 끄집어낼 수 있다. 둘째,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

으로 하여 초견 수업 커리큘럼을 연구한 사례가 아직까지 국내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초견 교육의 가능성 모색을 위해서는 현재 교육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를 보다 다각도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심층 면접의 단점인 일반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 또한 학생의 관점보다 교사의 시각이 강조된다는 한계가 있

다. 그러나 국내에서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견 교

육 연구가 아직까지 미미한 만큼, 향후 초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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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초견의 정의

초견(初見)은 곡에 대한 준비 연습 없이 첫 눈에 악보를 읽고 연주하

는 능력이다.8) 이는 종종 독보력과 단어의 의미에서 혼용되기도 한다.

페졸드(Robert G. Pezold)는 독보를 ‘다양한 종류의 음악적 상징들을 읽

고 해석한 다음, 그것을 소리로 전환하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9) 초견과

독보는 연주자가 기보된 음표를 나름의 체계로 인식하여 읽는다는 공통

점이 있다. 그러나 초견은 곡을 사전에 접할 기회 내지 연습 시간에 제

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연주자들이 초견 연주에 어

려움을 느끼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초견에서 음악

적인 표현의 문제를 간과하거나, 악보상의 음표와 리듬을 얼마나 안 틀

리고 연주하는가를 초견 실력의 척도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여러 학자

들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리먼과 맥아더(Andreas C. Lehmann, Victoria

McArthur)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이 지루하게 천천히 음들을 더듬어

가는 것과 같은 단순한 해석은 초견의 의미에서 배제하였다.10) 스타우퍼

(Donald W. Stauffer)는 초견을 ‘엄격한 시간제한을 이용하면서 음악의

상징과 용어를 음악적인 연주로 변형시키는 능력’이라 정의 내렸다. 또한

8) Willi Apel, “Sight reading” in Harvard Dictionary of Music, 2nd Edition, Revised
and Enlarged,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p.775.

9) Robert G. Pezold, “The Perception of Music Symbols in Music Reading by

Nnormal Children and by Children Gifted Musically,”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Vol.28 No.4 (1960) p.271.

10) Andreas C. Lehmann, and Victoria H. McArthur. “Sight-Reading.” In The Science
and Psychology of Music Performance: Creative Strategies for Teaching and
Learning. Edited by Richard Parncutt and Gary McPher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135-136.; Catherine Lemay, “Sight Reading for Piano

Students: Comparing Three Method of Assessment,” (University of Ottawa 석사학

위 논문, 2008), p.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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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견을 할 때 음악가는 지각한 상징들을 연주하면서 앞으로 올 상징들

또한 재빨리 지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주자가 여러 가지 사고를 동시

에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11) 한 마디로

초견은 음표를 단순히 소리로 바꾸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음악적으로 해석

하여 표현하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초견을 잘 설명해주는 또 하나

의 예가 있다. 디힐러(Josef Dichler)는 "초견 연주의 본질은 보면(譜面)

을 한 눈에 봄으로써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커다란 구분에 있는 "이데12)

"를 이해 할 능력을 갖는데 있다."13)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초견과 하나의 곡을 완성도 있게 연주하는 것에는 어떤 차

이가 있을까? 음악적인 표현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하나, 연습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연주자는 일반적인 연습을 할 때 악보에서 모든

세부적인 사항에 주의하며 음들과 리듬을 제대로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실수는 바로잡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느리고 적당한 속도로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반면에 초견을 위해서는 곡을 적절한 속도로 연주

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생략하거나 비전통적인 운지법을 쓰거나, 혹은 약

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음의 흐름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

다.14)

위의 사전적 정의 및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초견은 시간의 제약

11) Donald W. Stauffer, “Learning to Read Music Fluently,” Music Educators Journal
Vol.92 No.1 (2005), p.21.

12) 이데 픽스 (idee fixe : 고정상념) : 베를리오즈가 자신의 환상 교향곡의 주제를 일컬

은 명칭으로, 곡 전체를 통하여 모든 악장에 나타나는 중심이 될 만한 동기를 말한다.

주제는 곡의 줄거리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그 주제는 고정상념(idee fixe)이 되

어 그때그때 마다의 상황을 그려준다.

13) Josef Dichler, 『피아노 연주법의 예술적 완성』, 정진우 번역 (서울: 음악춘추사,

1993), p.219.

14) Andreas C. Lehmann, and Victoria H. McArthur. “Sight-Reading.” In The Science
and Psychology of Music Performance: Creative Strategies for Teaching and
Learning. Edited by Richard Parncutt and Gary McPher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145.; Victoria Tsangari, “An interactive software

program to develop pianists' sight-reading ability,” (University of Iowa 박사학위논

문, 2010), p.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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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악보를 읽고 파악하는 독보와는 달리 한 눈에 읽고 연주하는 능력

이 요구된다. 또한 초견 연주에서 정확성은 높을수록 좋으나 세세한 음

악적 표기나 화성을 놓치는 등의 실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보다 악

곡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고 음악적인 표현과 순발력

있는 운동 감각으로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초견의 중요성

음악사에서 피아노 초견 능력은 하나의 귀중한 기술로 평가 받았다.

19세기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리스트(Franz von Liszt)는 훌륭한 피

아노 테크닉 뿐만 아니라 뛰어난 초견 능력과 악보 읽는 기술로도 유명

했다. 리스트의 스승이었던 체르니(Carl Czerny)는 매일 한 시간 동안

그에게 초견을 연습하도록 가르쳤으며15) “리스트가 마침내 매우 훌륭한

초견 연주자가 되어서 마치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것처럼 완벽하게, 상당

히 어려운 작품들까지도 초견으로 공개적으로 연주할 능력을 갖게 되었

다.”고 말했다.16) 그는 비평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온 독일 작곡가 브람스

(Johannes Brahms)의 스케르쪼나 그리그(Edvard Hagerup Grieg)의 피

아노 협주곡을 작곡자들이 보는 앞에서 초견으로 단숨에 쳐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쉽사리 연주해 작곡한 당사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

다. 그래서 ‘리스트에게 반주를 부탁하려면 초견으로 치게 해야 한다. 그

렇지 않으면 편곡을 해버린다.’라는 말도 있었다고 전해진다.17) 생상스

(Camille Saint Saens) 또한 특출한 초견 능력을 가졌는데, 지휘자 한스

폰 빌로우(Hans von Bulow)는 생상스가 결점이 없는 정확성과 음악적

15) Marienne Uszler, Stewart Gordon and Scott McBride Smith,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2nd Edition (Belmont, California: Schirmer, 2000), p.287.

16) Harold C. Schonberg, The Great P ianists: From Mozart to the P resent (New
York: Simon & Schuster, 1987), p.163.

17) 음악춘추사 편집부, “초견,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피아노 음악』 Vol.128 No.11

(서울: 음악춘추사, 1992),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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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능으로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의 오페라 악보를 초견으

로 연주했다고 증언했다.18)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는 새 악보를 그 자리에서 연주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즉석에서

즉흥연주해서 쳤으며, 20세기 피아노의 거장 루빈스타인(Artur

Rubinstein)은 연주회가 열리는 곳으로 여행하는 도중 새 피아노 협주곡

을 읽고 외워서 연주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브라질 출신의 천재 피

아니스트 프레이레(Nilson Freire)는 연습과 리허설도 없이 새 듀오 피아

노 음악을 파트너와 함께 즉석에서 초견으로 연주했다는 놀라운 이야기

를 어느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준의 재능은 극소수의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차원이 다른 천부적인 재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도 올바른 접근과 체계적 훈련만 받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초견 연주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이다.19)

현대 사회에서는 음향기기와 라디오 등의 기술적 진보가 악보를 읽기

이전에 먼저 음악 작품에 친숙해질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해줌으

로써 초견의 필요성이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초견은 음악을 향유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전히 가치

있는 기술이다. 초견은 음악 초보자들이 새로운 음악을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연주자, 반주자들에게 중요

하다. 피아노 개인 교사나 학교 음악 교사는 학생들에게 음악의 예시를

효과적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초견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난이도가 높은

곡을 공부하는 음악 전공자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다양한 곡을 익히기 위

해서는 초견 능력이 중요하다. 초견이 뛰어나면 정확한 음과 리듬, 음악

적 해석을 하기 위해 연습에 투자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스필만

(Robert Spillman)은 만약 연주자가 음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할

18) Schonberg, The Great P ianists: From Mozart to the Present, p.282.

19) 성진희, “초견 연주,” 『세광 피아노』 Vol.2 No.5 (서울: 세광출판사, 1992), p.70.; 강

성숙, “초견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 연구 : 피아노 교육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2), p.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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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면, 음악가로서 어느 정도 이상의 반열에 오르기 어렵다고 말했

다.20) 음악 아마추어들에게는 또 다른 이유로 초견 능력이 중요하다. 초

견이 좋으면 많은 아마추어들은 레슨 받는 것을 그만둔 이후에도 스스로

새로운 악보를 익히며 음악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초견은 시대를 초월하여 중요한 기술이며 전

문 음악인과 아마추어를 막론하고 그들이 다양한 음악에 친숙해지도록

도와준다. 또한 전반적인 음악성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높이는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귀중하고 유용한 능력이다. 그러나 많은 음악가들과

교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초견을 위한 교육은 아직

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크로니스터(Richard Chronister)는 “초견은

특별한 기술이며 특별한 훈련을 요구한다. 곡의 연습만으로는 초견에 필

요한 특별한 기술을 갖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학생이

유창한 초견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따로 초견만을 연습을 해야 한

다고 말한다.21)

따라서 이제는 초견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하나의 독립적인 음악능력

으로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초견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실질

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 Robert Spillman, Sight Reading at the Keyboard, p.2.

21) Richard Chronister, “Tentative, slow, and careful reading is not sight playing,”

Keyboard Companion Vol.8 No.1 (1997), p.11–12.; Pamela D. Pike, Kristin
Shoemaker, “The effect of distance learning on acquisition of piano sight-reading

skills,” Journal of Music, Technology & Education Vol.6 No.2 (2013), p.148,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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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견 능력의 요인

초견 능력은 기억, 연합, 습관 등 이론적인 이해와 상상력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초견의 연주 형태는 연주자들이 연습 후 연주회장에서

완성된 연주를 보여주는 것과는 심리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관

점에서도 다르다.22) 그렇다면 이러한 초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맥퍼슨(Gary E. McPherson)은 초견 시험에서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

대를 기록한 연주자들의 실수요인 및 연주에서의 특징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연주자는 다소 기계적이고 자신감 및

자발성이 부족했으며 눈과 귀, 손, 소리 사이의 불충분한 연결을 보였다.

반면, 최고 점수를 받은 연주자의 경우 음악의 흐름을 예상하는 데 더

발전된 능력을 보였으며 눈과 귀, 손, 소리가 더 조화로웠다23) 캐롤과 그

롬코(Carol M. Hayward, Joyce E. Gromko)는 초견 능력과 테크닉의 숙

련도, 공간적인 시각화, 청각적 구별 능력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

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초견을 할 때는 이러한 능력들이 서로 협조하면

서 활성화된다고 했다. 따라서 청각과 공간감각, 그리고 기술 능력은 별

개의 능력이지만 각각의 요소는 초견을 할 때 필수적이라 말하였다.24)

코피즈와 이지인(Reinhard Kopiez, Ji in Lee)은 초견을 위한 자극의

복잡성에서 요구되는 예측 인자들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화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초견의 능력을 설명할 때에는 악기를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초견 능

력의 성취는 정보처리 속도와 정신운동성 속도, 그리고 초견 전문기술의

22) Apel, “Sight reading” in Harvard Dictionary of Music, p.775.

23) Gary E. McPherson, “Factors and Abilities Influencing Sight reading Skill in

Music,”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42 No.3 (1994), p.223-226.
24) Carol M. Hayward and Joyce E. Gromko, “Relationships Among Music

Sight-Reading and Technical Proficiency, Spatial Visualization, and Aural

Discrim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57 No.1 (2009),
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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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 요소들은 서로 긍정적인 상호관련성이 있

으므로, 만약 이러한 요소들을 레슨 시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초견 능력

이 성공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25)

위의 연구를 통해 어느 한 요인이 초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신체 감각 및 인지능력의 조화가 얼마나 원활하

게 이루어지느냐가 초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건임을 알 수 있

다.

한편 이러한 요인들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에 대하여, 미시라

(Jennifer Mishra)의 연구는 음악 소질, 아이큐, 기억력, 개성과 같은 요

인들보다 즉흥연주 훈련, 기술 훈련, 청음 훈련, 음악적 지식과 함께 발

달하는 음악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초견 능력과 훨씬 더 관련 있다고 말

하고 있다.26) 코피즈(Kopiez)와 이지인의 연구는 15세에서 18세 사이에

쌓은 초견 기술과 경험, 실내악 경험 등이 초견 실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27) 이는 초견이 안정된 특성이 아니라 연주자의 음악 경험과 적

절한 교육이 뒷받침되면 후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임을 시사하며,

초견의 음악 교육적 가능성과 교육 가치에 더욱 설득력을 실어준다.

그러나 오랫동안 피아노 초견은 연주 연구의 부산물로 여겨지는 경향

이 있었으며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까

지 악보를 처음 보고 음악을 만들어나가는 기본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도

록 하는 보다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방법론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피아노 초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억과 눈 운동, 패턴인지, 내청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5) Reinhard Kopiez and Ji in Lee, “Towards a Dynamic Model of Skills Involved in

Sight Reading Music,” Music Education Research Vol.8 No.1 (2006), p. 97-120.
26) Jennifer Mishra, “Factors Related to Sight-Reading Accuracy: A Meta-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61 No.4 (2013), p.463.

27) Kopiez and Lee, “Towards a Dynamic Model of Skills Involved in Sight Reading

Music,” 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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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견에서의 기억

초견은 사전에 연습한 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초견 능력의 요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서 기억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벌스테인(Seymour

Bernstein)은 “초견에서 기억력은 음악적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데,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방금 지나

간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음악적 기억력이

최상이 되었을 때 악보에 있는 음표뿐만 아니라 악보 상에 있는 모든 표

현까지도 즉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며 초견에서 기억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28)

기억은 크게 장기기억과 단기기억으로 나뉘는데, 모티브가 계속적으로

반복⋅변형되는 과정 속에서 앞의 것을 기억하는 능력은 기억 보유 시간

이 불과 몇 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단기기억(short–term memory)이

라고 한다. 이에 반해 재현부가 나올 때 까지 제시부를 기억하는 것은

기억 보유 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길기 때문에 장기기억(long-term

memory)이라고 한다.29)

초견에서의 아이핸드스핀30)은 단기 기억 용량의 영향을 받는다. 악보

를 보며 초견 연주하는 과정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

나, 원활한 초견을 위해서는 눈이 손보다 미세하게 앞서가야 하며, 시각

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손으로 연주되기까지 음악 정보들은 단

기 기억 속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코피즈(Kopiez)와 이지인은 단기 기억능력과 다섯 단계의 난이도로

분류된 초견곡의 연주 완성도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단기기억능력

28) Seymour Bernstein, 『자기 발견을 향한 피아노 연습』, 백낙정 번역 (서울: 음악춘

추사, 2009), p.64.

29) 이석원, 『음악심리학』 (서울: 심설당, 1994), p.316-317.

30) 슬로보다는 눈과 손의 시차를 아이핸드스핀(EHS: eye-hand-span)이라 부르고 그

간격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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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은 초견곡의 난이도가 낮거나 평이한 곡에서는 올라가는 반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내려갔다.31) 이에 따르면 초견곡이 어려워질수록

단기기억 능력 자체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다.

한편, 장기기억은 다른 의미로 초견에서 중요하다. 초견이 능숙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즉석에서 받아들여지는 초견곡이 연주자의 장기기억 속

에 위계조직에 의해 재구성되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체이스와

치(William G. Chase, Michelene T. H. Chi)는 이러한 위계조직을 통해 수

많은 유형들이 장기기억 속에 있는 하나의 익숙한 형태에서 표현된다고

주장했다.32) 개인의 지식적 기반과 인지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경

험이라고 본다면, 초견 연주에서 경험이라는 것은 연주자가 그동안 축적

해온 음악적 지식 즉 음악 분석, 화성법, 대위법 등을 훈련함으로써 얻어

진 이론적인 지식들과, 그들이 연주해온 개인의 레퍼토리를 통해 장기기

억 속에서 음, 리듬 등 음악의 기본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위계구조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이다.33)

종합하면 단기 기억은 초견에서 순간적인 눈의 운동으로 얼마나 악보

를 미리 더 많이 볼 수 있는지와, 그것을 손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영향

을 미친다. 그러나 단기기억은 그 특성상 기억용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초견곡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저장 요소들 사이의 간섭에 의해 손실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연주자의 장기기억 속에 내재화

된 음악적 지식과 경험일 것이다. 연주자가 그동안 연주한 곡에 대한 기

억과 이론적 지식, 테크닉 훈련 등에 대한 기억들이 장기기억장치 속에

적절한 위계구조로써 확립되어 있다면, 어려운 악보를 보더라도 위계화

31) Kopiez and Lee, “Towards a Dynamic Model of Skills Involved in Sight Reading

Music,” p.97-120.

32) William G. Chase and Michelene T. H. Chi, Cognitive skill: implication for
spatial skill in large-scale environments, in Cognition, Social Behaviour and the
environment, Edited by J. Harvey (Maryland: Elbaum, 1981).; 한국음악지각인지학
회, 『음악의 지각과 인지 Ⅰ』, 이석원 책임편집 (서울: 도서출판 음악세계, 2005),

p.267, 재인용.

33)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위의 책,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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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억들에 따라 곡의 구조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음악을 습득하기 좀

더 용이할 것이다.

2) 눈 운동과 악보 읽기

연주자가 악보를 읽을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명백한 형태는 악보 상

으로 계속되는 음표들을 중심 시야에 노출시키는 눈의 운동이며,34) 이때

연주자가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읽는 이의 아이핸드스핀(eye hand

span)이라 한다.35) 악보를 읽는 것은 어떠한 기호를 보고 그것에 반응하

여 눈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언어 읽기와 공통점이 있다. 언어 읽

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견도 앞 쪽을 바라보며 읽는다. 그러나 위버

(H. E. Weaver)의 연구에 따르면, 피아노 초견에서 나타나는 눈의 움직

임은 [악보 Ⅱ-1]과 같이 음악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36)

(a) 수직적인 중심시야의 이동

(b) 수평적인 중심시야의 이동

(c) 화음 진행에서 중심시야의 이동

(d) 대위법적인 음악에서 중심시야의 이동

34) John A. Sloboda, The musical mind: the cognitive psychology of music, Edited
by Donald E. Broadbent 외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69.

35) Ella Fourie, “The processing of music notation : some implications for piano

sight-reading,” Journal of the Musical Arts in Africa Vol.1 No.1 (2004), p.2-3.
36) John A. Sloboda, 『음악의 심리』, 서우석 번역 (서울: 심설당, 1993), p.109.



- 16 -

[악보 Ⅱ-1] 피아노 초견에서 나타나는 눈의 움직임

John A. Sloboda, 『음악의 심리』, 서우석 번역, p.109

악보 읽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언어 읽기와 달리 초견을 할

때는 공간적인 장소와 관련 있는 왼쪽 뇌의 영역이 활성화 된다는 점이

다. 피아노 초견에서 공간적인 영역은 거리의 확인과 관련 있을 수 있는

데,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는 음자리표에서 음 사

이 거리의 시각적인 측정이다.37) 트루이트(Frances E. Truitt) 외 연구자

는 음들 사이에 시선이 고정되는 원인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연주자는

악보를 읽을 때 음들을 개별적으로 읽기보다는 눈으로 음의 간격을 구성

하면서 읽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38) 둘째, 건반에서 부합하는

음들 사이 거리에 대한 신체적인 운동 결정이다.39) 시각적인 거리에 따

른 손가락 위치를 결정할 때, 악보에서의 간격이 같다고 할지라도 이것

을 건반으로 옮길 때 상응하는 음들 사이의 거리는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곡 전체에 걸쳐 있으며, 두 손으로 동시에 연주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

한 마디로 음악은 음, 리듬, 화성 등에 의해 표현되는 일종의 언어 시

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음악적인 상징은 그보다 더욱 복잡하며 다

차원적이다. 그렇다면 악보를 읽을 때 눈의 움직임과 초견 능력에는 어

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슬로보다(John A. Sloboda)는 음악가들이 악보를 볼 때 우수한 시각

적 기호화 능력이 발달했는지에 대하여 실험했는데, 그 결과 초견이 훌

37) Fourie, “The processing of music notation : some implications for piano

sight-reading,” p.6-7.

38) Frances E. Truitt, Charles Clifton, Jr., Alexander Pollatsek and Keith Rayner.
“The Perceptual Span and the Eye–hand Span in Sight-reading music,” Visual
Cognition Vol.4 No.2 (1997), p.134–161.; Lehmann and Kopiez, “Sight-reading,”

p.346, 재인용.

39) Fourie, “The processing of music notation : some implications for piano

sight-reading,”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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륭한 연주자는 눈이 손보다 약 2초 앞선다는 사실과 프레이즈 단위로 악

보를 읽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숙련된 피아노 연주자는 그들이 연

주할 때 보표에서 11음까지도 더 멀리 앞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40) 따

라서 초견에 능숙한 연주자들일수록 눈이 악보를 읽는 속도가 빠르며,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멀리 앞으로 나올 구간을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은

초견 연주에서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피아노 초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눈이

수직, 수평, 사선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악보를 순발력 있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야의 범위는 초견 연주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주자는 더 큰 아이핸드스핀을 갖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된

다. 시각을 통해 인지한 정보들을 원활하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음표들

사이의 거리와 건반에서의 거리에서 생길 수 있는 차이에서 올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연습 방법이 필요하다.

3) 패턴인지

형태주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음계나 대부분의 음악적 모티브

는 방향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진행되며, 이러한 음악 속에서 단음은 유

기체의 일부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음악적 맥락으로부터 떨어

져 나왔을 때 이미 의미를 잃게 된다.41) 따라서 음악은 각 음 자체보다

하나의 프레이즈로 인식될 때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초견의 과정에도

적용된다. 초견 연주를 할 때 악곡에서 유사한 흐름의 부분들을 패턴으

로 인식하여 그룹 짓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초견의 경우 개개의 음을

하나씩 읽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 된 음적인 형태군을 계속적으로 인지해

나가기 때문에 초견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결국 형태의 인지력이 빠르고

확실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42)

40) 음악세계편집부저, 『음악의 지각과 인지 1』, p.265.

41) 이석원, 『음악심리학』 (서울: 심설당, 1994),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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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Kenneth L. Bean)은 연구를 통해 능숙한 초견 연주자들은 음표를

읽을 때 단지 개별적인 음이 아닌 패턴으로 인지한다는 것을 밝혔다.43)

울프(Wolf)는 네 명의 훌륭한 피아니스트들이 음악 안에서 패턴을 어떻

게 인지하는지를 연구하면서, 초견의 근본적인 문제로 패턴인식을 언급

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훌륭한 초견 능력을 가진 연주자들은 음악적

재료들을 평가하여 유사한 패턴을 찾아내고 그룹지어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44)

음악에서의 패턴은 리듬, 선율, 화성 등 다양한 요소에서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리듬 패턴을 읽는 능력은 초견에 특히 중요하다. 웨버(H. E.

Weaver)는 리듬 읽기를 위해서는 음고나 멜로디의 패턴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리듬 패턴 읽기가 초견 능력 향

상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45)

엘리엇(Charles A. Elliott)은 음악대학 목관악기 연주자들의 초견 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인 초

견 능력과 리듬 패턴을 초견하는 능력 사이에 강한 긍정적인 상호 관련

성이 존재했으며, 리듬 읽기 능력이 초견 능력의 가장 강한 예측인자로

나타났다.46)

연구를 정리하면 초견을 할 때 개별적 음들보다는 음들의 관계에서

생기는 음형으로써 음악을 파악하여 프레이즈 단위로 악보를 읽는 것이

42) 이종명, “Gestalt의 성격이 독보 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79), P.8.; 강성숙, “초견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 연구 : 피아노 교육을 중

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11, 재인용.

43) Kenneth L. Bean, “An Experimental Approach to the Reading of Music,”

Psychological Monographs Vol.50 No.6 (1938).; Ji In Lee, “Component skills
involved in sight reading music,” (Hochschule fuer Musik und Theater Hannover

박사학위 논문, 2004), p.29, 재인용.

44) Wolf, “A cognitive model of musical sight-reading,” p.143-172.

45) H. E. Weaver, “A survey of visual processes in reading differently constructed

musical selections,” Psychological Monographs Vol.55 No.1 (1943).; Lee,

“Component skills involved in sight reading music,” p.30, 재인용.

46) Charles A. Elliott, "The Relationships Among Instrumental Sight-Reading Ability

and Seven Selected Predictor Variabl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30 No.1 (198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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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패턴은 음악을 그룹으로 인식하여 구조를 더욱 쉽게 파악하도

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올 음악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데도 도

움이 된다. 또한 리듬 패턴 인지는 초견 능력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는 만큼,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4) 내청 능력

내청(Inner-Hearing)은 소리 없이 마음으로 음을 떠올려 상상하는 것

이다. 내청과 비슷한 의미로써 종종 혼용되어 쓰이는 개념으로는 오디에

이션(Audiation)이 있는데 이 또한 ‘소리를 상상하다’라는 뜻으로 실제로

들리지 않는 음악을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이해하는 능력47)의 의미를 가

진다. 그러나 오디에이션은 의미 있는 패턴 안에서 인지한 소리들을 조

직하는 것, 두뇌에 저장된 지각 패턴을 현재 듣는 다른 소리들과 비교하

는 것, 그리고 이전에 들었던 소리들과 함께 앞으로 들릴 소리를 예상하

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다48)는 점에서 내청을 포괄하면서도 좀 더 음

악적으로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내청과 오디에이

션이 초견 과정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49)

코니케(Eloise Kornicke)는 초견에 있어서 청각적으로 소리를 상상하

는 것은 가장 높은 예측변수이며, 초견의 성취를 위한 변수의 15%를 설

명한다고 밝혔다. 인쇄된 표기법으로부터 소리의 정신적 이미지를 더 쉽

게 형성할 수 있는 연주자들은, 초견 연주를 할 때 더 유리하다. 따라서

교사는 청음 훈련과 별개로 청각적 형상화를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50)

워터스(Andrew J. Waters) 외 연구자들은 피아니스트들을 초견 능력

47) 임미경 외, 『음악교수법』, (서울: 학지사, 2010), p.245.

48) Lee, “Component skills involved in sight reading music,” p.31.

49) Lehmann and Kopiez, “Sight-Reading,” p.347.

50) Eloise Kornicke, “An Exploratory Study of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in

Piano Sight Reading Achieve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Music Teaching and
Learning Vol.6 No.1 (1995),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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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상, 중, 하의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청각이 초견 실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하였다. 그들은 실험군에게 30개의 곡들에 대하여 한 마

디 분량의 악보를 보여주고 10초 동안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내청으

로 살피게 한 뒤 악보를 제거했다. 그리고 이 시각적 자극과 동일하거나

미세하게 조작한 음악을 들려주며 참가자에게 들리는 것과 보았던 것에

서 차이를 느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게끔 하였

다. 실험 결과 이 과제와 초견 능력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호관련성이 있

었다. 초견 능력이 좋은 상위 그룹은 중, 하위 그룹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따라서 시각적 표현을 청각적 표현으로 변환할 있는 내청 능

력은 초견과 관련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51)

코피즈(Kopiez)와 이지인은 내청능력과 초견 능력의 상관관계를 연구

하였으며, 그 결과 내청 능력은 초견 곡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초견 실

력과 더욱 중요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2)

이처럼 악보를 눈으로 볼 때 연주하지 않고도 해당 음의 소리를 마음

속으로 읽을 수 있는 내청 능력은 실제로 음악을 빠르게 파악하기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초견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51) Andrew J. Waters, Ellen Townsend and Geoffrey Underwood, “Expertise in

musical sight reading: A study of pianis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9 No.1 (1998), p.123-149.

52) Kopiez and Lee, “Towards a dynamic model of skills involved in sight reading

music,” 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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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견 교육 관련 선행연구

본 논문의 연구주제인 초견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위 논문 및 국내외

학술지들을 조사하였으며, 연구 경향은 주로 연주자의 초견 능력에 대한

실험연구와 페다고지 연구의 두 갈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지인(2004)의 “Component Skills Involved in Sight Reading

Music”은 초견에 필요한 기술적 구성요소들을 크게 일반적인 인지기술,

초보적인 인지기술, 연습 기술의 세 분야로 나누어 정의했다. 다음으로

52명의 대학교 피아노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위의 변수들과 초견곡

의 다양한 복잡함의 관련성을 실험하였다. 또한 곡의 난이도에 따라 변

수들이 영향을 받는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내고자 했다. 일반

적인 인지기술에는 워킹 메모리와 음악에 대한 단기기억 메모리, 숫자에

대한 단기기억 메모리, 숫자 연결성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초보적인

인지기술은 자판을 타이핑하는 속도, 트릴을 하는 속도, 청각과 시각에

대한 시간적인 반응이 포함된다. 연습 기술은 회고적인 인터뷰와 내청으

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3-4-2번 손가락의 트릴 속도는 전체적인 초견

점수의 가장 높은 예측인자로 나타났으며, 모든 단계의 난이도에서 초견

능력의 성취도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예측인자들의 조합은 3-4-2번 손

가락의 트릴 속도, 15세까지 초견의 경험, 숫자 연결 실험, 3-4-1번 손가

락의 트릴 속도였다. 이 예측인자들의 결합은 초견곡의 난이도에 따라

영향력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초견은 전문기술뿐만

아니라 인지 기술과 정신운동이 복잡하게 결합된 기술이라고 말한다.

대학교 피아노 전공자의 초견 페다고지 관련 논문에는 트샌게리

(Victoria Tsangari)(2010)의 “An interactive software program to

develop pianists' sight-reading ability”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초견이

미리 읽기, 패턴 읽기, 예측하기, 리듬 읽기, 운동감각, 직관적인 운지법,

그리고 음악을 분석하는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된 능력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의 교육학적 의미 중 일부는 전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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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초견 연주 기

술의 구성요소들을 각각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악보를 화면에 실시간으로 띄우고 조절

할 수 있다. 또한, 독립적인 연구나 피아노 레슨을 하는 상황에서 컴퓨터

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함으로써 피아노 전공자의 초견 향상을 직접

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초견 관련 논문은 장선희

(1982)의 “初見能力에 미치는 心理的 諸 要因에 관한 硏究”가 있다. 이

논문은 대학교 피아노과 학생을 대상으로 초견 연주에 미치는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을 설문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아이큐나 피아노 교육 기

간 등의 요소는 초견 능력과 무관한 대신 시창 청음과 반주, 합주의 경

험 정도는 초견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전공자의 초견

능력은 연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견은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주자의 초견 과정을 음악심리학적으로 접근한 연구에는 용희선

(1994)의 “초견 연주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가 있다. 용희선은 슬로보다

의 실험 연구 분석을 통해 초견 연주에서 연주자가 악보를 읽는 시각적

인 기술과, 이에 대한 두 가지 약호와 과정 및 선율형태의 인식에 대하

여 인지심리학적인 고찰을 하였다. 이를 통해 초견 연주를 잘 하기 위해

서는 민첩한 손 기술 뿐만 아니라 음악적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국내 초견 교육 연구는 피아노 초보자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강성숙(2002)의 “초견 능력 향상을 위한 방

법 연구 : 피아노 교육을 중심으로”에서는 초견 능력이 후천적 교육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초견에서 중요한 요소를 눈 운동과 기억의 관점으로 나누어 고찰한 뒤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유정(2000)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초견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에서는 초견이 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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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원인으로 악보 읽기의 잘못된 습관, 악보를 접한 경험, 이론적 지식의

소유 여부, 청음 능력을 들고 있다. 초견 지도 방법으로 눈과 손의 움직

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지도안을 작성

하여 두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 관찰 하였다. 윤예원(2004)의 “피아

노 기초교재 분석 : 초견 곡을 중심으로”에서는 초견 능력을 향상 시키

도록 구성된 알프레드, 아마데우스 클래스, 피아노타임 초견 교재를 패턴

연습과 건반 감각 기르기를 위한 연습 방법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정혜(2013)의 “피아노 학습에서 인지심리학적 요인을 활용한 초견 지

도방안 :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에서는 초견 지도방안을 보다 효

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초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인지심리학

적인 요인을 선정하여 이를 음고의 윤곽인식, 내청능력, 기억력, 패턴인

식, 건반에서의 감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지도안을 실제 레슨에 적용한 뒤 평가하였다.

이상의 선행 논문들을 종합하면 외국의 경우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

로 하여 다양한 실험연구 및 페다고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아

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초견 교육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

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의 경우 초등학생 및 아마추어를 대상

으로 하여 초견 방법을 연구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학교 피아

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견 교육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학교 피아노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초견 교육 사례 연구와 교수법 교재 분석을 통해 국내 초견 교육의 가능

성을 다방면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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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과목명  대상  과정 

줄리어드

음악학교 

Music Advancement 

Program 중 Sight reading 
8〜14세 아동  

Level 

1

Keyboard Sight-Reading 학부 피아노 전공  1학기 

Sight reading and 

Musicianship 1,2
 평생교육 2학기 

메네스 

음악학교 
Sight Reading 

학부 피아노, 하프시코드 

전공 1학년  
1학기 

맨하탄 

음악학교
Piano Sight Reading 1,2 학부 피아노 전공 1학년 2학기 

보스톤 

음악학교

Piano Technique and 

Sight reading 
학부 피아노 전공 2학기 

이스트만

음악학교
Piano Sight reading Ⅰ,Ⅱ 학부 피아노 전공 1학년  2학기  

Ⅲ. 초견 교육의 사례 분석

1. 해외 음악학교의 초견 교육 현황

본 장에서는 음악학교 내 초견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현황을

미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음악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는 학교는 크

게 종합대학 내의 음악대학과 전문음악학교로 나뉘어져 있는데, 조사 결

과 주로 후자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초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US

National University Ranking in Music 30위권 내 음악학교중 초견 수업

이 개설된 주요 학교는 다음과 같다.[표 Ⅲ-1]

[표 Ⅲ-1] 음악학교의 초견 과목 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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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블랜드 

음악학교 
Sight reading Semina 학부 피아노 전공 1학년 1학기

콜로라도

음악대학 
Sight reading for Piano  학부 피아노 전공 1학기 

라이스 

음악대학 

 Score Reading and 

Theory at the Keyboard 
학부 피아노 전공 1학기 

캔자스 

음악대학 
Advanced Keyboard Skills 학부 피아노 전공 1학기 

신시네티

음악대학
Score Reading 음악대학 1학년 1학기 

뉴잉글랜드 

음악학교 

Sight reading for Pianists 예비학교 피아노 전공 1학기 

The Art of Musical Sight 

Reading
평생교육  1학기

초견 과목은 ‘Sight Reading’ 내지 ‘Sight Reading Semina’, ‘Piano

Sight Reading’ 등의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대부분 피아노 전공 학

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많은 악기들 중 피아노 전공자들이 보는 악

보 체계가 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적 필요성에 의해 개설

된 것으로 보인다. 초견은 전문 연주자가 되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이 레

퍼토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따라서

초견 교과목은 학부생들 중에서도 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을 대

상으로 개설된 경우가 많았으며 주로 1학기 내지 2학기 과정으로 이루어

져 있었다.

위의 학교들 중 서면을 통해 교육 과정을 알 수 있는 학교의 초견 수

업 현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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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줄리어드 음악학교 (The Juilliard School)

미국 뉴욕 주에 위치한 줄리어드 음악학교의 학사 교육과정 편람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피아노과 전공과목 중 ‘Keyboard Sight-Reading’

이라 불리는 초견 수업이 있으며, 개설은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이 과목

은 모든 학년이 수강할 수 있으며 1학기 과정이다.

커리큘럼에 따르면 이 수업은 악보를 읽는 기술적인 분야에서 학생들

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악보를 읽을때 아티큘레

이션, 프레이징, 다이내믹을 포함한 전반적인 음악성을 추구하면서 연주

하도록 지도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악보에서 리듬과 멜로디, 화

성 패턴을 빠르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

해 대위법 작품과 18세기 후반의 소나타 형식, 19세기의 복잡한 화성 작

품, 20세기 무조성 작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대와 조성의 음악을 초견

으로 연주하게 된다.53)

(2) 이스트만 음악학교 (Eastman School of Music)

미국 로체스터에 위치한 음악학교인 이스트만에서는 학부 피아노 전

공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2학기 과정의 초견 수업(Piano Sight

reading Ⅰ,Ⅱ)이 개설되어 있다. 첫 학기에는 코랄, 성악 반주, 기악 총

보, 알토 음자리표 등 넓은 범위의 다양한 악곡들을 배운다. 두 번째 학

기는 첫 학기의 연속 과정이며, 테너 음자리표 읽기와 오케스트라 총보

를 피아노로 실현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54) 초견 수업

의 목표는 학생들이 작품을 이전보다 더욱 능숙하게 연주 하는 것이며,

53) 줄리어드 음악학교 홈페이지 :

http://catalog.juilliard.edu/content.php?filter%5B27%5D=-1&filter%5B29%5D=&filter%

5Bcourse_type%5D=-1&filter%5Bkeyword%5D=sight+reading&filter%5B32%5D=1&fil

ter%5Bcpage%5D=1&cur_cat_oid=19&expand=&navoid=2095&search_database=Filter#

acalog_template_course_filter [2014년 11월 7일 접속].

54) 이스트만 음악학교 홈페이지 : https://cdcs.ur.rochester.edu/ [2014년 11월 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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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록 초견 연주라고 하더라도 음의 실수 여부

와 관계없이 음악적으로 연주하는데 있다. 수업에 앞서 실력 확인을 위

한 시험이 있으며, 첫 학기에 뛰어난 실력으로 평가받은 학생의 경우 2

학기 수강 여부에 선택권을 준다. 이스트만에서 초견 수업을 담당했던

전 교사 시페스(Erica Sipes)에 의하면, 수업 인원은 한 반에 10명 정도

이며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을 한다. 1회는 주로 교사가 내어준 과제에 대

해 확인하는 시간이며, 나머지 1회는 새로운 과제에 대한 몇 가지의 손

연습과 함께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 교재는 버메이스터(Ellen

Burmeister)의 Keyboard Sight Reading55)이며 수업에서 배우는 대부분

의 기술은 이 교재를 통해서 익힐 수 있다고 설명한다. 중간고사와 기말

고사가 있으며 평가는 수업 담당 강사와 외부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진

다. 시험 방법은 24시간 전에 미리 학생들에게 시험곡들을 제시하고 무

작위로 선택하도록 한 뒤, 다음 날 연주 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하루 정도 연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초견은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56)

앞서 설명한 학교들의 수업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Ⅲ

-2]

55) Ellen Burmeister, Keyboard Sight Reading (Mountain View, Californi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91).

56) Beyond The Notes, “Sight reading,” : http://ericaannsipes.blogspot.kr/ [2014년 11

월 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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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어드 음악학교 이스트만 음악학교

대상 ⋅학부 전 학년 ⋅학부 1학년 

학기 ⋅1학기 과정 ⋅2학기 과정

수업목표

⋅악보를 읽는 기술에 중점을 

둔다.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징, 다이

내믹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음악성을 기르기 위해 눈과 

함께 악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익힌다.

⋅리듬, 멜로디, 화성패턴을 신

속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작품을 더욱 능숙하

게 연주하도록 한다.

⋅실수와 상관없이 음악적으로 

연주하도록 한다.

수업내용

⋅그룹 지도

⋅대위법 작품, 18세기 후반 소

나타 형식, 19세기의 복잡한 

화성 작품, 무조성 작품을 포

함한 다양한 음악들을 초견으

로 연주한다.

⋅그룹 지도

⋅버메이스터(Ellen Burmeister)

의 Keyboard Sight Reading 

교재를 사용한다.

⋅매주 복습 과제가 주어진다.

⋅새로운 과제에 대하여 몇 가

지의 손 연습을 하며, 강의 형

식으로 수업한다.

⋅일주일에 2회 수업한다. 

시험 및 

기타사항

⋅배치고사有 ⋅중간고사, 기말고사有 

[표 Ⅲ-2] 초견 교육과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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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에 시험 곡을 무작

위로 선정하여 연주한다.

⋅첫 학기 오디션에서 뛰어난 

학생은 2학기 수강여부에 선

택권이 주어진다. 

(3) 예비학교의 초견 교육

음악학교들은 주로 전문 연주자가 되고자 하는 학부 학생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학교 내 예비학교와 평생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에서

는 다양한 음악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도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이중 예비학교 학생들에게 초견을 가르치는 사례는 다음과 같

다.

1) 뉴잉글랜드 음악학교 (The New England Conservatory)

뉴잉글랜드 음악학교에는 정규 학사과정 외에 음악 영재들을 위한 예

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Sight reading for Pianists’로 불리

는 한 학기 과정의 초견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 이 는 초견 연습과 앙상

블 연주를 통해 기본적인 악보 읽기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

다. 수업을 통해 단선율 읽기부터 두 손 함께 읽기, 리듬 읽기, 듀오 문

헌 등을 공부하며, 멜로디와 리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주

안점을 두고 학습한다. 수강 대상은 피아노 전공 10세 이상의 아동이며,

만약 더 어린 나이일 경우에는 강사의 허가를 받아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57)

57) 뉴잉글랜드 음악학교 홈페이지 : http://necmusic.edu/prep/piano/sightreading [2014

년 11월 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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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줄리어드 음악학교 (The Juilliard School)

줄리어드 예비학교에는 한 악기를 2년 이상 배우고 연주한 경험이 있

는 8〜1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Music Advancement Program이 있

다. 이들은 아직 전문 연주가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지 않았으나, 음악적

으로 매우 높은 재능을 가진 것이 입증된 학생들이다. 과정은 1〜4 단계

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1단계의 그룹 피아노 지도 과목에서 초견을

가르친다.58)

58) 줄리어드 음악학교 홈페이지 :

http://www.juilliard.edu/community-programs/music-advancement-program/progra

m-and-course-descriptions?destination=node/14626 [2014년 11월 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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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리블랜드 음악학교의 초견 교육 사례

(1) 연구 절차

1) 연구의 대상

클리블랜드 음악학교(Cleveland Institute of Music, 이하 CIM)는 미

국 오하이오 주에 위치하였으며, 1920년도에 설립된 사립 음악 교육기관

이다. 이 학교는 2013년 US National University Ranking in Music가

선정한 미국 음악학교 17위로 선정되었으며, 우수한 교수진과 커리큘럼

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으로 뛰어난 실력의 학생들이 입학하길 희망하는

음악학교 중 하나이다. CIM의 목표는 첫째, 창의적이며 몰입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젊은 음악가들을 양성하고 둘째, 뛰어난 재

능을 가진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빠르게

그들의 음악 경력을 쌓도록 돕는 것이다.59) CIM은 특히 기악 전공을 중

심으로 다양한 커리큘럼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 중 ‘Sight Reading

Semina’로 불리는 초견 교과목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초견 교육의 사례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수업의 담당 교사인 데미오(Elizabeth Demio)60)는 오랜 경력의 피아

니스트이자 CIM Collaborative Piano 부서61)의 교수로서, 초견 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깊은 호의와 관심을 보였기

59) 클리블랜드 음악학교 홈페이지 : https://www.cim.edu/about/ [2014년 10월 24일 접

속].

60) 엘리자베스 데미오 (Elizabeth Demio) : CIM과 미시간 대학에서 브론스키(Vitya

Vronsky)와 레트빈(Theodore Lettvin)을 사사하였다. 2008년 나움버그 국제 콩쿠르

결선 연주자로 카네기 홀에서 데뷔 하였으며 클리블랜드 지역의 독주와 실내악 피아

니스트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과 한국, 멕시코 등 여러 도시에서 마스터클래스와 순

회공연을 한 바 있으며, 저명한 음악가들과 함께 매년 100회 이상의 연주회에 출연하

고 있다.

61) CIM의 건반악기 전공은 Piano Department, Collaborative Piano Department,

Orchestral Keyboard, Organ Department, Harpsichord Department 다섯 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 32 -

에 심층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인터뷰의 개요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반구조적62) 설문지를 구성하였

다. 설문 과정에서 연구자가 응답자의 의견에 개입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향성이 드러나는 질문은 배제하였다. 또한

실제 인터뷰에서 응답자의 답변 흐름에 따라 질문을 가감하였으며, 질문

의 순서를 유동성 있게 조절하였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질문의 내용은 사전에 제공하였

으며, 해당 학교의 특성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았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

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메일로 동의를 얻었다. 인터뷰

는 2014년 4월 29일에 컴퓨터 화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약 80여분 동안

진행되었다.

대화 내용은 사전에 녹취됨을 미리 고지하였으며, 연구 결과로 사용

된 자료는 녹화 내용과 다름없음을 2회 이상 확인한 뒤에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에 따른 질문 범위와 인터뷰 항목은 다음과 같다.[표

Ⅲ-3]

62) 반구조화 면담은 연구자가 만든 면담 가이드에 의하여 면담을 진행하되 면담자의 개

인적인 질문 기술이나 진행 기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면담의 결과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된 일련의 질문들에 대하여 피면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할 수 있도록 만든 면담방법이다. 이에 면담가이드가 없이 진행되는

대화로서의 면담 방법이나 자유식 면담이 갖는 비예측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김

영천, 『질적연구방법론Ⅰ』, 서울: 문음사, 2006,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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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제  질문 내용 

도입 및 

전환 

학습 대상의 

특성 

⋅수강자들은 어떠한 환경적, 문화적, 개인적 특

성을 가지고 있는가?

⋅피아노 전공자들의 초견 연주에서 나타나는 전

반적인 특징이 있는가? 

⋅학생들의 초견 실력에 뚜렷한 편차가 있는가?

   

주요 

 

수업의 목적 

및 목표 
⋅초견 교육의 목적 및 목표는 무엇인가? 

 

교수‧학습 

방법의 특징 

⋅수업의 환경 

   - 개인지도인가 그룹 지도인가? 

   - 교실 환경의 특징은 어떠한가?

   - 수업에서 학생들의 초견 연주는 어떤 방

법으로 이루어지는가 ?

⋅초견 레퍼토리의 구성 

   - 시대와 음악 장르, 음악 형식적으로 어떠

한 곡들을 다루는가?  

   - 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별도의 초견 교재

가 있는가? 

   - 학생 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가?  

⋅초견의 향상을 위해 음악적, 심리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가?  

⋅초견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 요소는 무엇인

가? 

⋅기술적 측면, 혹은 음악적인 측면에서 초견 향

상을 위해 제시하는 지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

는가? 

[표 Ⅲ-3] 인터뷰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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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견의 

교육적 가치 

⋅초견 교육이 피아노 초보자가 아닌 전공자에게

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초견 실력과 악기 연주 실력에 상관관계가 있다

고 생각하는가?

⋅초견이 음악가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요약 및 

마무리 

인터뷰 정리 

및 추가 질문 

⋅더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

는가? 

3) 인터뷰 분석 절차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인터뷰 상황을

녹취한 자료와 현장에서 메모한 내용을 모두 텍스트로 전사하였다. 전사

시기는 녹화 내용과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 면담 직후로 하

였다. 둘째, 내용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부합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중

심으로 순서를 재구성하였다. 셋째, 인터뷰에서 강조한 부분과 반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주제를 도출하였다. 넷째, 대주제에 따라 내용을 분류

하고 의미가 드러나는 주제어를 표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소주제를 구

성했다. 다섯째, 이를 바탕으로 전체 인터뷰의 내용 분석을 조직화한 후

재검토하고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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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1) 학습 대상의 특성 및 수업 목표

초견 과목을 개설한 취지와 수업의 목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수강 대상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CIM의 초견 수업은 1학년 첫

학기 전공과목이며 건반악기 전공자를 대상으로 초견 교육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의 개설 취지와 수강대상의 전반

적인 특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 수업은 특별히 입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아노 전공으로 CIM에 온

학생들 중에서는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유학생들이 이 학교에 오

면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잖아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특히 초견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초견 수업을 통해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며,

초견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게끔 하고자 합니다.

교사는 수강 대상 학생들이 초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하

며, 그 원인으로 문화와 환경적인 요인을 꼽았다. CIM의 학생들은 약

25%의 유학생, 60%의 미국 내 타 지역 출신, 15%의 오하이오 출신학생

으로 이루어져 있어 타지에서 온 유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63)

이 수업은 미국식 교육 문화에 낮설고 음악적 경험 부족으로 인해 초견

을 두려워하는 신입생들에게 초견 교육으로 음악에 대한 빠른 적응을 훈

련하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한편 이들의 문화, 환경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순수 음악적인 특성도

알 필요가 있었다.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다른 악기 전공자들보다

대체적으로 복잡한 악보에 더 익숙한데, 그러한 학생들에게 초견 교육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질문에

63) 클리블랜드 음악학교 홈페이지 : http://www.cim.edu/about/?about [2014년 11월 10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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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초견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처음 보는

악곡을 연주할 때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게다가 피아노 전공자들은 주

로 혼자서 많이 연습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클라리넷 연주자 등 많은 사

람들과 함께 연습할 때면, 다른 악기 주자들은 그러한 상황에 익숙해서 보다

빠르고 유창하게 악곡을 익히는 반면, 피아니스트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곡들을 예습 없이 바로 익히게끔 많은 기회를 주고

자 합니다.

교사는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초견 연주에서 드러나는 특성으로 실

수에 대한 두려움과, 앙상블 상황에서 다른 악기 연주자들에 비해 새로

운 음악을 습득하는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는 점을 꼽았다. 피아노 연주

자는 주로 혼자 연습하는 경우가 많으며, 악보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악기주자들과 함께 앙상블 초견을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CIM의 초견 교육은 전공자들

에게 피아노 초견 교육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초견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입학한 피아노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초견 실력에

는 편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른 수준별 수업운영 여부와 초견 능력이 월

등히 뛰어난 학생의 처우에 대해 교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수업 시작에 앞서서 초견 시험을 봅니다.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학생이 소화

할 수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곡을 초견으로 연주하

도록 하지요. 나는 연주를 듣고 누가 더 유능한 학생인지, 경험이 풍부한 학생

인지 알 수 있습니다. 초견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 간혹 있는데, 그 경우

에는 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끔 어떤 학생들은 초

견을 굉장히 잘 하는데도 수강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종 나에게 초견에 대하여 개인적인 도움

을 청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신입생이 아니더라도,

만약 그들이 경험을 더 쌓기를 원한다면 수강을 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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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생들의 초견 실력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 과목은 전

공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이므로 교사는 학생들 중 실력이 두드러지

게 뛰어난 학생에게는 수강 여부에 선택권을 주었다. 그러나 학생 스스

로 초견 공부를 하고 싶어 하거나, 신입생이 아니더라도 초견 능력을 더

쌓기를 원한다면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초견은 연주자의 연주 인생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며, 학생의 노력과 경험에 따라 충분히 성장할 수 있

는 능력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업할지라도

초견 교육에 필요성을 느끼는 모든 피아노 전공생들에게 수강 기회를 열

어주었다.

2) 교수 학습 방법의 특징

교수 학습 방법의 특징은 인터뷰를 통해 교사가 강조한 부분을 중심

으로 내용을 나누었으며, 의미가 드러나는 주제어를 기초로 하여 ①깨어

있는 수업, ②다양한 악곡편성, ③두려움을 자신감으로, ④리듬 감각의

향상을 위하여, ⑤생각하는 수업의 다섯 특징으로 범주화 했다.

① 깨어있는 수업

CIM의 초견 수업은 그룹 지도로 이루어지며 한 클래스 당 8〜9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60분 내외의 수업 시간동안 모든 학생

들이 초견에 집중하고 골고루 수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개

인지도의 성격이 있는 실기 과목 특성상 그룹 지도에서 학습목표가 제대

로 실현되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었다. 이러한 까다로

운 수업 환경에서 교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알아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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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래전에 초견 공부가 매우 지루한 주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다지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의 적은 관심을 붙잡아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도입에서 재미있는 말들로 학생들을 집중시키고

즐겁게 하지요. 그 다음 본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방 안에는 두 대의 피아노가 있습니다. 나는 학기가 시작하면 피아노 의자

뒤에 6개 정도의 의자를 따로 둡니다. 자신의 연주 차례가 아닐 때 다른 학생

들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교사는 학생들이 초견 공부를 지루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흥미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한다. 그 결과 수업

도입부부터 재미있는 말들로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초견을 할 때

는 두 대의 피아노에서 로테이션(Lotation : 회전하다)하는 방법을 활용

했다.

내가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해 했던 것들 중 하나는 회전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악보를 보면대에 놔둡니다. 예를 들면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느린 악장 같은 곡들을요. 그리고 우선 한 명이 첫 페이지를 연주하도록 합니

다. 옆에 있는 피아노에 앉은 학생은 뒷 페이지를 연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다음 페이지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

곡으로는 1명씩 연주하지만, 그 다음 곡에서는 2명이 한 조가 되어 모차르트

소나타 같은 곡을 연주해요.

로테이션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한 곡을 돌아가면서 연주하는 방법인

데, 이것은 그룹 지도 시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유지시

키기 위해 고안하였다.

연주에서 마치 계주 달리기와 같은 방법을 취한다는 발상은 전문 연

주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음악학교의 교육적 목표를 고려할 때 다소 거부

감과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연주자가 스스로 한 곡

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끌고 나가는 공부를 하기

어렵다. 그러나 로테이션 연주는 제한된 수업 시간과 다수의 학생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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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지도해야 하는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초견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

가 나름의 고민과 시행착오를 한 끝에 나온 절충안이라 생각된다.

교사는 한 곡의 음악적 의미를 깊이 탐구하는 것 보다 초견 과목의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새로운 악보를 보고 즉각적으로 익히

는 것을 더욱 중시했다. 따라서 초견 수업의 취지를 생각할 때 로테이션

연주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문제 되었던 지루함

에 대한 우려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본인의

순서에 연주할 부분이 음악의 구조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할지에 대한 정

확한 예측이 어렵고,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학생은 다른 이가 연주하

는 순간에도 음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시간 내에 협동적

인 방법으로 여러 곡을 다룰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② 다양한 악곡 편성

능숙한 초견을 위해서는 다양한 악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곡도 초견 공부를 위한 제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학

교 수업에서의 초견 교육은 한정된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을

위한 효과적인 레퍼토리 선정은 초견 교사가 당면 하는 주요과제이다.

수업에서 공부하는 곡들에 대하여 몇 개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수업 초반

준비곡으로는 바흐의 푸가를 종종 연주하는데, 초견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요.

푸가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고전시대의 느린 악장들을 많이 다룹

니다. 하이든과 모차르트 소나타의 느린 악장 같은 것들을 말이죠. 이러한 곡

들은 느리지만 리듬을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실히

하이든의 피아노 작품들은 초견에 좋아요. 이외에 베토벤과 차이코프스키 교향

곡, 멘델스존의 서곡 등을 피아노용으로 편곡한 악보도 많이 다룹니다. 그 어

떤 곡도 초견 공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대곡은 몇 년 전부터 공부했습니다. 학생들이 초견에 조금 더 편안해 질

때 즈음인 학기가 끝날 무렵, 1주 정도는 현대곡을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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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쇤베르크와 같은 작곡가의 작품들뿐만 아니라(충분히 어렵지만 어쨌든)

조지 크롬의 기괴한 표기법으로 된 작품들을 비롯하여 진정한 현대 음악 작품

들을 배웁니다. 나는 학생들이 현대음악을 다루는 상황에 익숙해지게끔 합니

다.

수업을 위한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연주되는 작품들을 사용

합니다. 또한 나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가 시험이나 마찬가

지이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매 시간 임의적으로 선정한 새로운 악곡들을 초견으로 다루었

으며, 본 수업에 앞서서 준비연습으로 바흐의 푸가를 초견 연주한다고

말했다. 폴리포니 음악은 수직읽기와 수평 읽기를 동시에 하는 가장 좋

은 조합64)이라는 점에서 바흐의 곡은 초견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리

듬 공부에 중점을 둔다고 앞서 설명했는데, 이를 위한 제재곡으로 고전

작품의 느린 악장 중에서도 하이든의 곡들을 특히 선호한다고 강조하였

다. 뿐만 아니라 시대나 형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곡들을

다루며, 수업 후반부에는 학생들이 이름조차 생소해하는 현대 작곡가들

의 작품도 다룬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곡이라도 초견으로 익숙해

지게끔 한다. 이는 초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연주자의 레퍼토리를

늘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초견에 취약한 연주자들은 종종 처음 보는 악보를 연주하는 것을 기

피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다. 초견에서 기술과 용기는 분리

될 수 없다.65) 따라서 초견을 가르칠 때 단지 악보를 읽는 기술과 경험

을 제공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초견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다.

64) Burmeister, Keyboard Sight Reading, p.116.
65) Spillman, Sight Reading at the Keyboard,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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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생들에게 상황을 가정하도록 합니다. “만약 너희가 피아니스트가

되었는데, 유명 바이올리니스트가 반주를 부탁하면서 500달러를 사례하겠다고

제안하는 상상을 해봐.”라고 말하는 등의 식으로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대

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반주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간

이 적게 주어지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우 두려워해요. 이럴 때 초견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 상황을 상상하도록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견의 중요

성을 인지하게 되요. ‘아, 나에게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구나.’ 하면서 말이죠.

10주차가 넘어가고 수업 후반부에 들어서면 나는 3주가량 다른 악기 연주

자나 성악가를 수업에 초대하는데, 이때 본인들이 연주하는 곡의 반주 악보를

들고 오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물론 저 조차도 솔리스트가 어떤 곡을 연주할지

에 대해서는 미리 알 수 없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야 학생들에게 반주 악

보를 주고 그 자리에서 초견으로 솔리스트의 음악에 맞추어 반주하도록 하죠.

초견이 필요할만한 실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중략)... 학생들은 처음에는 두

려워하지만 나중에는 조금씩 편안해 합니다. 심지어 더 앞서서 여유 있게 읽기

도 해요. 저는 그럴 때 또 다른 새로운 연주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학생

들은 낯선 상황에서 또다시 긴장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어떤

학생들은 여전히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새로움을 점차 즐겁게

느끼면서 초견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어요.

준비 없이 처음 보는 연주자와 모르는 악곡을 함께 연주하는 것은 상

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 교사는 초견 교육에서 음악뿐만 아니

라 상황의 즉흥성도 수업 재료로 삼고 돌발 상황을 만들어 줌으로써 학

생들이 두려움과 긴장감에 직면하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주해낸

경험이 쌓이다보면, 학생들의 초견 실력도 늘 뿐만 아니라 악조건 속에

서도 연주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용기를 얻게 된다. 이는 연주자가

초견에서의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

이며, 나아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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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리듬감각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음악 교육자와 초견 연구자들은 초견에서 리듬감이 가장 중요하

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음악은 제 시간에 일어나기까지는 아무것도 아

니며 오직 시간의 줄기 안에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초견을

할 때는 시간적 흐름의 요구에 반드시 정직해야 하며 리듬 감각을 발달

시켜야만 한다.66) 데미오(Demio) 교사 역시 초견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

적 감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리듬 감각을 꼽았다.

모든 사람들은 초견에서 리듬 문제를 가장 어렵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고전 소나타의 느린 악장을 통해 정확한 리듬감각과 박자를 익히는 것

을 중요시합니다. 또한 다른 전공 수업에서도 음악에서 리듬이 갖는 중요성을

항상 인식시키고 리듬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요. CIM은 리듬을 아주 잘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리듬을 학습하기 위해서 심지어 댄스도 배웁니

다. 초견을 비롯하여 다양한 과목에서 2년 동안 리듬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

하는지 잘 지도해주는데, 이것은 리듬감각을 높이는데 탁월합니다. 학생들 중

에서 초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리듬 전문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음악 전체에서 계속되는 리듬에 대응하는 능력은 연주자가 초견에 대

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67) CIM은 초견 수업에서 리

듬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지도를 받거나 댄스

수업을 듣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리듬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

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66) Spillman, Sight Reading at the Keyboard, p.18.
67) Burmeister, Keyboard Sight Reading,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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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각하는 수업

앞서 기술했듯이 CIM의 초견 수업에서 주간별 레퍼토리의 선정 및

수업 구성은 교사가 제시한 틀 안에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음악적 해석

이나 초견을 위한 교수법은 교사가 어떠한 지침을 정해놓기 보다는 학생

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묻고 답을 유도하는 과

정을 통해 스스로 더 나은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연주 자세나 악보를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규칙을 두지 않습

니다. 학생들이 전문가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유도하는 과정을 통

해 그들이 직접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음악적인 해석에 관한 부분이나 악보를 보는 방법을 고민하며 연주

하는 것은 보통의 실기 레슨과도 비슷하다. 이는 초견을 하더라도 단지

음과 리듬의 정확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가능한 한 음악적인 연

주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3) 초견의 교육적 가치

① 초견 능력과 연주 실력의 관련성

초견의 교육적 가치는 초견 능력과 피아니스트의 연주력의 상관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교사의 생각은 다

음과 같다.

좋은 질문입니다. 나는 초견과 피아노 연주 실력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

니다. 초견을 잘 하면 곡을 배우는 시간이 줄어들고, 연주하는 곡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다이내믹이나 다양한 음악적 내용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이



- 44 -

죠. 자신의 곡을 잘 이해하고, 구조 파악을 하면 연주력이 좋아집니다. 초견을

잘 못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어떤 조의 음악을 연주하는 지도 빨리 파악을 못

하는데, 이는 학생의 연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들이 곡 구조를 얼마나

빠르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연주 실력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초견이 피아노 연주 실력과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첫째, 초견에 능숙할 경우 악곡을 익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나

머지 시간동안 음악적인 내용을 더 신경 써서 연주곡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초견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곡의 전반적인 구조

와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고 잘 익힐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초견에 서

투른 학생의 경우 음악적 정보에 대한 파악이 늦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전공 악기의 연주 능력과도 이어진다고 말하였다.

② 초견이 음악가의 삶에 미치는 영향

많은 음악가들과 교육자들은 초견 능력이 음악가의 인생에 미치는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스필만(Spillman)는 초견 능력은 음악의 세계에서 가

장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가치 있는 음악의 기술이라고

말했다.68) 헤리스와 크로져(Poul Harris, Richard Crozier) 역시 유능한

초견 능력은 젊은 음악가가 획득하기에 틀림없이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이

라고 말하였다.69)

데미오(Demio) 교사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초견의 중요성에 동의

하고 있으며 CIM의 초견 교육에 강한 자부심을 보였다.

연주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연주를 해야 할 상황에서 학생들이 전문 연주자로 살아

남는 것은 결국 초견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연주자들은 새로

68) Spillman, Sight Reading at the Keyboard, p.1.
69) Paul Harris and Richard Crozier, The Music Teacher's Companion: A Practical
Guide (London: Associated Board of the Royal Schools of Music, 2000),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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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악곡을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또 잘하는데, 이는 초견을 잘하기 위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초견 능력은 전문 피아노 연주자들에게 매우 중요

합니다. 학생들이 성악 수업을 통하여 노래로 초견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악기로 초견을 학습하는 곳이 그

리 많지는 않아요. CIM이 초견 과목을 개설한 것은 매우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피아니스트는 독주와 반주, 앙상블, 협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 속

에서 연주하며, 때때로 촉박한 시간을 두고 연주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

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럴 때 초견 능력은 곡의 완성도와 나아가 연주자

로서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음악가의 삶에서 초견 능

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예시가 되며 초견의 교육

적 가치에 한층 더 힘을 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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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지금까지 초견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CIM 교사와의 인터뷰를 진행

하였으며 학습 대상의 특성 및 수업 목표, 교수 학습 방법의 특징, 초견

의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해외 음악학교 초견 교육의 전반적인 특징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학교의 초견 교육은 예비학교, 평생교육 등에서도 이루어지

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피아노 전공 학사과정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초견을 단지 피아노 초보자가 배워야 할 부분

이라고 여기거나, 연주곡의 연습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과정이

라는 인식이 강하나, 외국의 경우 전공자를 중심으로 전공과목을 개설하

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초견 수업은 대부분 8〜10명 내외의 그룹으로 진행되며 수업

내용에 따라 다른 악기 연주자들을 초빙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

은 독주 초견 뿐만 아니라 듀오와 반주, 앙상블 등 다양한 즉흥적인 상

황에서 초견 연주를 하게 된다. 함께 하는 연습은 혼자 연습할 때보다

초견 실력의 향상과70) 더불어 초견에서 중시하는 음악요소인 리듬감을

발달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71)

셋째, 초견에서는 한 곡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많

은 악보를 경험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따라서 다양한 시대의 피

아노 악곡을 다룰 뿐만 아니라 여러 음자리표로 이루어진 악보, 대위법,

70) 레먼(Andreas C. Lehmann) 외 연구자들은 독주로 연습할 때보다 함께 하는 연습에

서 초견이 더욱 향상된다고 말한다. (Andreas C. Lehmann 외, “Performance

without Preparation : Structure and Acquisition of Expert Sight-Reading and

Accompanying Performance,” Psychomusicology : A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Cognition Vol.15 No.1-2, 1996, p.23-24.)

71) 왓킨스(Alice Watkins) 외 연구자들은 혼자 연습한 경우보다 미리 녹음된 솔로 연주

와 함께 초견을 연습한 학생들의 리듬감이 훨씬 더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Watkins 외, “The Effect of an Accompanying Situation on the Improvement of
Students’ Sight Reading Skills,” Psychology of Music Vol.14 No.2, 1986,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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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주법의 현대음악, 오케스트라 총보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악보가

초견 수업의 제재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레퍼토리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낯선 작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요소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학생

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초견 연주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단지 음을 틀리지

않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비록 음 실수가 있을지라도 전체적

인 박과 리듬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곡의 구조를 신속히 파악하고 음악

적인 흐름에 따라 연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다섯째, 초견 실력은 악기 연주능력과도 연결된다. 초견이 뛰어나면

곡을 익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연주자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

이는데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주자가 일정

이 촉박하여 곡 연습 시간이 부족할수록 초견 능력은 연주의 성패를 가

르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초견 능력은 연주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가치 있는 기술이

다. 이상의 현황 정리를 통해 이제는 국내에서도 초견의 교육적 가능성

을 새롭게 평가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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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초견 교재 분석 및 교수 학습 방법

본 장에서는 초견 능력의 향상을 위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초견 교수법 교재를 분석하였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피아노 전공자를 위한 초견 교재가 없으나, 해외

에서는 피아니스트를 위한 다양한 초견 페다고지 교재가 출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음악대학 피아노과에 오랜 기간 재직한 교수들

이 자신들의 경험과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교 피아노 전공자의

초견 향상을 돕기 위해 만든 『건반 초견』(Keyboard Sight Readin

g)72)과 『건반 악기에서의 초견 연주』(Sight Reading at the

Keyboard)73) 교재를 주목하였다. 이 교재는 피아니스트가 초견 연주를

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곡의 형태에 따라 나눈 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난이도별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수업시간에 사용하기 용이하게끔 구성되어 있기에,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교재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음 두 교재의 특징 및 학습 내용을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중

시하는 요소를 고찰하여 초견 향상을 위한 이론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72) Ellen Burmeister, Keyboard Sight Reading (Mountain View, Californi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91).

73) Robert Spillman, Sight Reading at the Keyboard (New York: Schimer Book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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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아노 전공자를 위한 초견 교재 분석

(1) 『건반 초견』(Keyboard Sight Reading)의 구성 및 특징

미국 위스콘신 대학(University of Wisconsin)의 명예교수인 버메이

스터(Ellen Burmeister)에 의해 1991년 발간된 초견 교재이다. 저자는 서

문에서 악보 읽기를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에는 개인별 차이가 있다고 지

적하며, 이 책은 대학교 수준의 건반 악기 연주자들 중 악보를 읽고 초

견으로 연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임을 밝

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클레멘티 소나티네와 바흐 프렐류드 정도를 피아

노 초견할 수 있는 실력을 전제로 하며, 음악에 대한 뚜렷한 전문적인

목표가 있는 연주자를 학습 대상으로 한다.

초견 수업을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진 교재이지만, 경우에 따라 개인

연습 혹은 그룹 피아노 연구 등을 위한 보충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부분을 발췌하여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다.74) 저자는 책에서

소개하는 기본적인 읽기 기술에 관해 확신을 갖고 있지만, 어떠한 방법

은 연주자의 자발성과 개성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효

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한 클래스의 구성원을 4명으로 하며, 각 학생들마

다 피아노가 있는 환경을 추천한다. 교사가 특정 연습 방법을 소개하면

학생들은 그 원칙을 따라야 하며, 초견 능력의 향상은 각 연습에 담겨있

는 학습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얼마나 적용시키는지에 달려있

다고 강조한다.75)

초견에 서투른 연주자들은 유연성 부족과 근육의 긴장감 부족, 육체

적인 둔감함, 즉각적인 결정력의 부족, 일관성 있는 리듬감각의 부족 중

하나 이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76) 저자는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하는

74) Burmeister, Keyboard Sight Reading, p.6.

75) Burmeister, 위의 책, p.6.
76) Burmeister, 위의 책,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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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중심으로 각 장의 내용을 조직하였다. 책은 총 7개의 주제가 위

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한 장(章) 내에서도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각

소주제에 따른 예시곡을 연습하는 과정이 난이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

성되어 있다. 또한 초견의 이론을 글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곡을 어

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악보와 함께 다양한 기호와 필기로

상세히 표기하였다. 예제곡으로는 단선율 피아노곡부터 성악 합창곡과

오케스트라 총보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악기구성과 음악 형식의 곡이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수록되었다.

첫 장은 연주자의 유연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습으로 시작한다. 초

견에 서투른 연주자라고 할지라도 배운 작품을 연주할 때는 능숙한 경우

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연주자가 수많은 반복 연습으로 곡을 익히면서

연주곡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반복적인 연습 대신

연주자가 스스로의 직관에 의존하여 연주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초견에 대하여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는 연주자들은 거의 항상

호흡을 죽이고 연습하며, 시선 처리와 표현적인 부분을 걱정한다. 세부사

항에만 고정되어 있는 비자발적이며 비활동적인 눈의 움직임은 수동적인

연주자가 갖고 있는 주요 특징이다.77)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부

드러운 눈의 움직임과 넓은 시야, 음악적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도

움을 주는 호흡 연습 등 초견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초견의 문제에서 운지법에 대한 지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초견을 위해서는 눈이 손보다 앞서서 먼저 악보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들을 손가락으로 원활하게 잇기 위하여 아

래를 바라보고 확인하거나 생각하면서 건반을 짚는 등의 버릇은 반드시

고쳐야 할 습관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건반을 보지 않고도 원활하게

음악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음악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패턴

을 효과적으로 연주하기 위한 운지법들을 소개한다.

77) Burmeister, 위의 책,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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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학습 내용 

1 유동성

⋅집중하기

⋅즉흥성

⋅베이스 선율

⋅자유로운 이조

⋅악보 

⋅건반 감각 

2 눈과 호흡
⋅부드러운 눈

⋅호흡하기 

3 눈의 움직임 ⋅기억으로부터 연주

책의 후반부에는 광범위한 장르의 음악 작품을 연주할 때 앞서 공부

한 초견 방법들을 적용시킨다. 음 사이의 간격과 음 패턴의 방향을 인지

하는 연습, 수직 읽기 연습, 수직과 수평적 읽기가 결합된 폴리포니 음악

을 다루는 방법을 훈련하며, 마지막 장에서는 앞서 소개된 원칙에 기초

하여 총보 읽기를 도울 추가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더블링을

다루는 것, 생략할 음을 결정하는 것과 총보를 양손 안에서 재분배 하는

것 등을 포함한 교수법을 다룬다.78)

리듬의 경우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나, 저자는 교재 전체를 통

해서 리듬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메트로놈을 사용하면서 원래의 박자대

로 연주하고, 소리 내어 박자와 리듬을 읊어보며, 지휘에 맞추어 연주하

는 과정 전체는 계속적으로 박과 리듬을 강조한다.

각 주제별 학습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Ⅳ-1]

[표 Ⅳ-1] 『건반 초견』(Keyboard Sight Reading)의

주제별 학습 내용

78) Burmeister, 위의 책, p.6.



- 52 -

⋅악보 훑기

⋅시선 아래로 두지 않기 

⋅전방에 대한 민첩한 시야

4 연결

⋅대체하기

⋅슬라이드

⋅비전형적인 크로싱

⋅균형 잡힌 독립성

⋅체계적인 자료 

    - 숨겨진 반복된 음들

    - 도약 : play-move-place 

    - play-move-place 레가토 

5 수평 간격 

⋅수평적인 읽기

⋅수평 간격 읽기 운동 

⋅수평 읽기의 예제 

⋅테너 선율의 이조 

⋅가온음자리표에 의한 이조 

    - 음자리표 대체하기 

    - 가온음자리표 

⋅통주저음

⋅건반의 느낌 

6 수직 읽기

⋅화성 읽기 

⋅기술의 복합 

    - 하나의 작품에 대한 다른 관점

7 총보 읽기

⋅악보상의 혼란을 줄이기 

⋅파트의 재분배

⋅생략 

⋅확장과 축소

⋅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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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반 악기에서의 초견 연주』

(Sight Reading at the Keyboard)의 구성 및 특징

미국 콜로라도 대학(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의 명예교수

인 스필만(Robert Spillman)에 의해 1990년 만들어진 초견 교재이다. 이

책은 학교 수업이나 개인 레슨 혹은 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만

들어졌으며, 서투른 초견의 원인이 되는 수많은 실수와 잘못된 인식들을

확인하고 문제를 바로 잡는데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초견 교육 방법을

담고 있다.

책의 앞부분은 초견에 대한 이론이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의 순서 및 장별 내용은 난이도 순서대로 구성되었다. 또한 책에서

다루는 이론을 곧바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예제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있으며, 책의 뒷부분에는 악보를 수록하였다. 전반적으로 초견을 위한

기술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초견을 해

야 하는지, 연주 전후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생과 교

사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토의할 수 있게끔 많은 질문거리를 던진다. 이

로써 초견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음악을 탐구하고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초반에는 연주자가 음악을 읽을 때 겪는 어려움의 종류와 원인들을

파악한 뒤 악보 상 어떤 부분을 먼저 읽을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초

견에서 중요한 리듬의 경우 피아노 듀오 작품을 통해 학습하는데, 강박

을 중심으로 전체 박과 리듬을 안정감 있게 따라가는 방법을 어떻게 익

히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피아노 건반의 백건과 흑건은 높낮이가 다르며 길이와 간격에도 차이

가 있다. 4장에서는 이러한 건반의 지형적인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초견

으로 연주하는데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연습 방법을 제시한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이조와 대위, 다양한 악기구성과 장르의 작품을

초견으로 다루게 된다. 마지막 장은 앞서 설명한 초견 방법에서 나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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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과정으로, 복합 리듬과 표기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읽고 연

주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초견을 설명할 때 책에서 제시한 예제곡 뿐만 아니라 더욱 다

양한 악곡을 공부할 것을 추천한다. 이를 위해 추가로 초견 공부에 도움

이 되는 레퍼토리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앙상블

악곡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앙상블 연습이 초견에서 호흡과 박

자, 리듬감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정확한 리듬감은 훌륭한 초견 실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기술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며, 초견에서의 리듬 감각을 강조한다.

덧붙여 초견에 서투른 연주자들은 종종 심리적인 공포 때문에 초견

연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초견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성공적

인 읽기에 반드시 필요한 용기와 자기 의존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79)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방대한 범위를 고려할 때 학교 커리큘

럼 안에서 모든 내용을 공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교사

가 초견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해 이 교재를 참고하거나 내용을 부분적으

로 선별하여 수업시간에 다루어보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며, 초

견 실력의 향상과 더불어 음악을 바라보는 시야과 근본적인 음악성을 함

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별 학습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Ⅳ-2]

79) Spillman, Sight Reading at the Keyboard,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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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학습 내용   

1
 음악을 배우는 

방법에 대한 생각 

⋅초견의 중요성

⋅읽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 

2  악보를 읽는 방법 
⋅베토벤 소나타 Op.13. No.8, 3악장 도입부  

⋅슈만 환상 소곡집 Op.12.No.7 

3  리듬의 안정성과 

화성 분석 연습

<강박 훈련>

⋅한 음악 안에서 강박 선택하기 

⋅새로운 곡에서의 강박 선택

<더듬기의 문제>

⋅음악의 한 곡으로부터 다양한 요소를 끌어내기

⋅화성 재료를 추출하기

⋅읽기의 우선순위 

⋅화성 분석에서의 강조점과 읽기를 위한 우선순위  

⋅리듬 읽기

⋅화성적인 배경 읽기

4 
지형상에서의 

예술적 표현 연습 

⋅건반 보지 않기 

⋅건반에서 음과 화음 찾기 

⋅옥타브 배치 

⋅페이지의 구획 

⋅덧줄 읽기

⋅줄 바꾸기

⋅페이지 선회하기 

⋅복습하기 

[표 Ⅳ-2] 『건반 악기에서의 초견 연주』

(Sight Reading at the Keyboard)의 주제별 학습 내용



- 56 -

5 
대위법  

⋅주변 시야와 사전 지식 

⋅2성부 대위법   

⋅평행하는 선율 

⋅왼손 선율 읽기 

⋅한 번에 하나의 성부에 집중하기 

⋅3성부 대위법 

6 즉흥 연주

⋅모차르트 즉흥 연주 

⋅바로크 음악 즉흥 연주

⋅브람스 즉흥 연주 

⋅더 나아간 즉흥 연주 

7 

 

이조 

 

⋅귀로 이조하기

⋅귀로 익숙한 멜로디 이조

< 가온음자리표 읽기 >

⋅가온음자리표를 이용한 이조

⋅간격에 의한 이조

⋅조표 바꾸기에 의한 이조

⋅다양한 방법에 의한 이조 

⋅음렬음악 이조하기

8  총보 읽기

 

⋅성악 합창곡 읽기

⋅혼성 합창곡 

⋅오블리가토 악기와 함께 음악 읽기 

⋅J.S. 바흐 칸타타 

⋅오케스트라 총보 

⋅이조하면서 오케스트라 총보 읽기  

⋅듀엣으로 총보 읽기 

⋅현악 4중주와 5중주 읽기 

⋅코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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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보된 리듬과 

표기상의 문제들

⋅혼합 구획 

⋅심화된 혼합 리듬  

⋅혼합 박절 

⋅세로줄 없는 음악 

⋅공간적인 표기법 

⋅속기 쉬운 형태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정의하기

   

부

록  

 

추가적인  공부를 

위해 제안하는 

음악

⋅비교적 간단한 악곡의 모음

⋅더욱 난이도가 있는 작품과 특별한 음악

⋅어려운 덧줄이 포함된 악보

⋅다성부 성악곡 

⋅도버(Dover)판 총보의 재 인쇄 

⋅완전히 연주하기 불가능한 오케스트라를 줄이기 

⋅복잡한 리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음악

⋅리듬적으로 복잡한 힌데미트의 작품들

⋅세로줄이 없는 부분이 포함된 찰스 아이브스의 

훌륭한 리듬적 퍼즐 작품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20세기의 이정표적 작품들

⋅피아노 듀엣 작품

⋅두 대의 피아노, 여덟 개의 손을 위한 작품들

악보 ⋅제재곡 악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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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견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

본 장에서는 위의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한 구성요소를 토대로

하여 올바른 초견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을 연주 전 자세, 눈의 움직임,

호흡하기, 리듬 읽기, 연결을 위한 운지법, 도약하기, 수평적 읽기와 수직

적 읽기, 총보 읽기의 여덟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연주 전 자세

연주 전 약간의 시간동안 연주자는 음악을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 정

확한 해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눈으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베토벤 피

아노 소나타 No.8, Op.13 “비창(Pathetique)” 3악장 악보의 첫 줄을 보았

을 때 굳이 연주를 하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악보 Ⅳ-1]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No.8, Op.13 “비창(Pathetique)”

3악장 중, (Sight Reading at the Keyboard p.11)

∙ 형식 : 론도

∙ 작곡가 : 베토벤

∙ 속도 : 알레그로

∙ 조성 : 다단조

∙ 박자 : 2/2박자

∙ 음계 : 화성 단음계

∙ 악상 기호 : 여리게

∙ 보표 : 낮은음자리표와 높은음자리표



- 59 -

[악보 Ⅳ-2] 선율의 흐름 및 리듬적인 특징

(Sight Reading at the Keyboard p.11)

악보를 눈으로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로 연주 시작 전에 가능하면 어

려운 부분들을 마음속으로 리허설 하는 시간을 짧게 갖는다. 내청으로

음을 상상하고 자동적으로 오른손을 무릎 위에 놓고 손가락을 움직이면

서 음악적 패턴을 찾아간다. 상행하는 음인지 하행하는 음인지, 혹은 동

형진행인지 등을 확인하고 규칙이 보이면 그룹 짓도록 한다. 이를 바탕

으로 연주를 어떻게 할지 최소한의 그림이 그려지면 마음속으로 적당한

템포를 설정하고 박자를 세면서 연주를 준비한다.80)

그러나 만약 음악의 장르나 악상 표시, 음계나 조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정보를 눈으로 파악하더라도 초견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없다. 결국 음악의 역사적인 바탕과 구조를 많이 알수록 더

쉽게 새로운 음악을 익힐 수 있다.81) 따라서 초견을 할 때 단순히 음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음악적인 표현으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음악에 대한

배경지식이 밑바탕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비록 짧은 시간이

더라도 연주자가 주어진 정보를 통해 해당 악곡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미리 파악한다면, 연주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연주 도중에 나타나

는 어려운 구간들을 마음속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80) Spillman, 위의 책, p.10-11.

81) Spillman, 위의 책,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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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의 움직임

1) 부드러운 눈82)

눈은 우리의 몸 중 처음으로 악보와 접하는 신체 기관이다. 그러므로

연주자는 이 장점을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눈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것

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눈의 개념을 탐구해야

한다. 음악을 읽을 때 눈은 재빨리 화음에서 화음으로, 혹은 패턴에서 패

턴으로 가볍게 떠돌아다니며 연주하고 있는 악보의 모든 주요한 부분에

탄력성 있는 시선을 두어야 한다. 만약 연주자가 특정 부분의 화성이나

음을 파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오랜 시간 초점을 맞춘다면 다음에 나올

음들이 시야에서 벗어나면서 박자와 리듬의 연속성이 끊어지기 때문이

다. 따라서 눈은 느리지만 일관되고 포괄적인 움직임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은 눈의 움직임을 연습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방법이다. 첫째, 연

주자는 선생님이나 도와줄 조력자와 함께 음악을 소리 내어 읽는다. 이

때 조력자는 긴 막대기로 악보를 읽는 연주자의 눈보다 더 앞선 마디를

짚도록 한다. 연주자는 아직 앞의 구간을 읽고 있더라도, 연필을 인지하

는 순간 읽던 것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읽기를 멈추었을 때 원래

읽던 부분과 관련해서 막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다.

여전히 전방을 주시하면서 가능하면 앞을 향해 점진적으로 시야를 넓혀

본다. 부드럽게 2-3초 동안 넓게 주시하다가 연주하고 있는 구간으로 돌

아온다. 셋째, 이 과정을 다음 페이지에서도 반복한다. 대부분의 사람들

은 처음보다 더 빨리 악보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얼마나 더 빨리

새로운 색깔의 곡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 다른 성격의

곡으로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습해본다.

82) Burmeister, Keyboard Sight Reading, 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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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훑어보기

초견을 할 때는 곡의 다양한 특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악보를 빠르

게 훑어보아야 하며, 이 과정은 단 몇 초 안에 일어나야 한다. 베이스 성

부의 움직임을 훑어볼 때에는 방향과 간격, 도약하는 간격의 화성적인

성격, 음자리표의 변화여부 등을 확인한다.83)

3) 건반 보지 않기

초견에 능숙한 연주자는 피아노를 치는 동안 건반을 거의 보지 않는

다. 반면 초견에 취약할 경우 같은 화음을 짚기 위해서 건반을 두 번 이

상 보게 된다. 그 이유는 연주자가 연주해야 할 다음 음을 찾는 것에 대

하여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거나, 방금 읽은 음에 대하여 손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초견을 위해서는

건반에 시선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84)

(3) 호흡하기

초견에 취약한 연주자들 중 대부분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호흡이 경

직된다. 초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종종 숨을 쉬지 않고 연주하는 경우

가 있다. 호흡을 멈추는 것은 심장 속도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산

소 공급을 감소시키는 등 신체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연주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 중에서 호흡에 유의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연주자는 악보를 읽는 동안 규칙적으로 호흡해야

하며 복부 근육을 이완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체화(體

83) Burmeister, 위의 책, p.28.

84) Burmeister, 위의 책,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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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피아노 연주를 위한 준비에 호흡 연습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효과

적이다. 손가락을 연습할 때 패턴에 따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본다.

예를 들어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를 연습할 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숨을

들이쉬고 하강하는 구간에서는 숨을 내쉰다. 다음으로는 호흡 패턴을 반

대로 하면서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를 되풀이한다. 호흡 여부에 따른 소리

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연주를 들려주고 차이점을

묘사하도록 요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85)

(4) 리듬 읽기

화이트사이드(Abby WhiteSide)는 “리듬을 느끼는 것은 아름다운 연

주의 반(半)을 차지하는 셈이며 다른 반(半)은 음악을 듣는 귀의 이미지

(image)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리듬은 좋은 초견 연주의 기초이며,

몸 전체 중력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유창한 동작에 의하여 신비한 마법

을 창출한다."86)고 했다. 가제킹(W. Gieseking)은 학습 상 범하기 쉬운

모든 과오의 90%는 거의 리듬적인 것이며, 특히 음표의 길이나 쉼표가

정확하지 못한데서 생기는 과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한다.87) 레빈

(Josef Lhevinne)은 “리듬이란 대양을 향해가는 기선에 비하면 엔진에

해당되며, 엔진이 고장나면 기선은 표류하거나 침몰하기 때문에 리듬의

난조 현상은 음악의 침몰을 뜻하게 된다고 말하였다.88)

이처럼 많은 음악교육자와 음악가들이 음악에서 리듬이 차지하는 중

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음악은 제 시간에 일어나기까지는 아무것도 아

85) Burmeister, 위의 책, p.21.

86) Abby WhiteSide, Indispensible of P iano Playing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1), p.14.; 성경린, 『피아노 주법 연구』, p.84, 재인용.

87) W. Gieseking, K. Leimer, P iano Technique,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2), p.93.; 성경린, 위의 책, p.104, 재인용.

88) Josef Lhevinne, Basic Principles in Pianoforte Playing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2), p.10.; 성경린, 위의 책, p.10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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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따라서 시간의 줄기 안에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연주자는 작

품이 요구하는 시간적 요구에 반드시 정직해야 하며, 리듬 감각을 발달

시켜야만 한다.89) 그러나 리듬을 교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다.

리듬 지도에 있어서 교육자의 임무는 ‘설명하는 일’보다는 ‘의식화시

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90) 또한 리듬은 정확하면서도 단순히 수학적으

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초견에서의 리듬감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1) 작품에서 강박 찾기

작품 안에서 강박을 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곡을 익히는 연습이다. 처

음에는 메트로놈을 켜고 비록 원래의 속도대로 완전히 연주할 수 없더라

도 강박을 중심으로 따라가며, 소프라노와 베이스 성부를 중심으로 연주

한다. 두 번째로 연주할 때는 강박에 놓인 화성을 완전하게 연주한다. 세

번째 연주에서는 강박에 떨어지는 전체 소프라노와 베이스의 선율을 연

주하면서 약박의 음들과 화성 또한 원래의 음악에 가깝도록 살을 붙인

다.

2) 리듬에 중점을 두고 읽기

먼저 악보를 보면대에 두고 피아노 덮개를 닫는다. 소프라노 성부를

“타" 혹은 "라"와 같은 중립적인 음절로 노래한다. 이때 음정보다는 리듬

의 정확성에 더욱 중점을 둔다. 다음으로 베이스 성부를 앞의 과정과 같

은 방법으로 노래하며 읽고 있는 리듬이 마음속에서 분명한지, 입으로

다시 읊어볼 수 있는지에 유의하면서 연습한다. 마지막으로 리듬의 안

89) Spillman, Sight Reading at the Keyboard, p.18.
90) 성경린, 『피아노 주법 연구』,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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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에 중점을 두면서 건반으로 연주해본다.91)

3) 혼합 리듬 읽기

악보를 보며 혼합된 분할 박을 갖고 있는 마디를 찾은 뒤 리듬만을

말한다. 다음으로 피아노 덮개 위에서 복잡한 부분을 손으로 연주하며

실제 연주에서의 템포를 설정한다. 이 중에서 복잡한 마디는 다시 읽어

본다. 위의 연습 후 문제가 되는 마디를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곡을 연

주해본다.92)

(5) 연결을 위한 운지법

테일러(Franklin Tayler)는 “뛰어난 기법을 형성하는 필수 요소 중에

서 조직적인 운지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93) 또한 뉴먼

(Willam Newman)은 “건반악기에서 운지법의 선택과 준수도의 여하에

따라서 연주가 난조(亂調)에 빠지거나 안정되어진다. 피아노의 운지법은

기억과 무대의 안정감, 기술의 조절, 학습의 속도 및 그 밖의 일반적인

안정도의 확보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그런데 어찌하여 운지법이 이와

같이 무시되고 있는 것일까.”94)라고 말하며 운지법의 중요성을 많은 이

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했다.

운지법은 연주에서 뿐만 아니라 초견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대부분

의 초견을 위한 지침은 운지법에 대한 주의를 포함하고 있다. 느리고 불

확실한 손과 공간 안에서 떠 있는 손가락은 악보를 유창하게 읽는데 장

애물이 되는 반면,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운지법은 손가락이 최대한의

91) Spillman, Sight Reading at the Keyboard, p.24-25.

92) Spillman, 위의 책, p.69.

93) Julien Musafia, The Art of F ingering in P iano Playing (New York: MCA Music
Inc. 1971), p.Ⅵ.; 성경린, 『피아노 주법 연구』, p.127, 재인용.

94) William S. Newman, The P ianist’s Problems. (New York ; Harper and Row,

publisher Inc. 1974), p.98. ; 성경린, 위의 책, p.12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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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민첩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운지법은 손이 건반과

접촉하도록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연주자가 효율적인 운지법

을 익히지 않는다면 초견 실력은 더디게 향상될 것이다. 손가락 사이의

협력이 부족하거나 짧은 범위에서 움직인다면, 이것은 손을 건반에서 떨

어지게 만들며 연주자는 밑을 바라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어떠한

음이 다음에 올 지를 결정하는데 방해가 된다.95) 운지법은 다이내믹과

리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프레이징과 아티큘레이션에도

종종 영향을 준다.96) 위의 의견들을 종합하면, 원활한 초견을 위해서 효

율적인 운지법들을 익히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초견에

효과적인 운지법 지침이다.

화성을 음악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음을 누르고 있는 동안 다음에

올 음형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손가락 번호를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악보 Ⅳ-3] 소프라노와 베이스 성부의 연결을 위한 손가락 번호

(Keyboard Signt Reading p.52)

[악보 Ⅳ-4] 오른손의 연결을 위한 손가락 번호

(Keyboard Sight Reading p.54)

95) Burmeister, Keyboard Sight Reading, p.51.

96) Kurt Schubert, Die Technik Des Klavierspiels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1954), p.90.; 성경린, 위의 책, P.13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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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5] 왼손의 연결을 위한 손가락 번호

(Keyboard Sight Reading p.54)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의 반음계를 연주할 때 손가락을 미끄러지

도록 하여 연주하는 기술은 초견에서 특히 유용하다.97)

[악보 Ⅳ-6]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으로 반음계 연결하기

(Keyboard Sight Reading p.55)

[악보 Ⅳ-7] 한 손가락으로 반음계 연결하기

(Keyboard Sight Reading p.55)

97) Burmeister, Keyboard Sight Reading,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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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8] 엄지손가락으로 스케일 연주하기

(Keyboard Sight Reading p.55)

숨겨져 있는 반복음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

는 손가락 사이의 유연성과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98)

[악보 Ⅳ-9] 숨겨진 반복음 연결하기

(Keyboard Sight Reading p.65)

다음은 비전형적으로 손가락을 교차시켜서 음을 연결하는 연습이다.

[악보 Ⅳ-10]은 4-2-4-2-4-2, 3-2-3-2-3-2, 5-3-5-3-5-3과 같은 손가락

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98) Burmeister, 위의 책,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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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10] 교차 운지법 1

(Keyboard Sight Reading p.56)

[악보 Ⅳ-11]의 손가락 번호는 5-2-3-5-2-3, 1-3-4-1-3-4,

1-2-4-1-2-4 등의 손가락 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99)

[악보 Ⅳ-11] 교차 운지법 2

(Keyboard Sight Reading p.56)

다음의 주어진 손가락 번호로 [악보 Ⅳ-12]를 연주한다.

[악보 Ⅳ-12] 교차운지법 3

(Keyboard Sight Reading p.56)

99) Burmeister, 위의 책,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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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약하기

음악적인 연결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언제라도 건반과의 접촉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피아노 음악에는 도약이 많기 때문에 계속

적인 접촉을 어렵게 만드는 구간이 많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

리를 내기 이전에 건반 위에 손이 미리 위치해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음이나 화음의 소리는 다음 위치로 움직일 때 연속적인 음으로 들려야

한다.100)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리듬과 음악적인 흐름이 끊기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버메이스터(Burmeister)는 도약하는 연습을 위해 “play-move-place“

(연주하기-움직이기-자리잡기)의 세 단계로 구성된 절차를 추천하였다.

[악보 Ⅳ-13] play-move-place 방법을 활용한 왼손의 도약 연습

(Keyboard Sight Reading p.79-81)

100) Burmeister, 위의 책,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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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평적 읽기와 수직적 읽기

1) 수평적 읽기

수평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손가락의 간격이 건반에서의 거리감을 느

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느낌 없이는 피아니스트가 다음 음을 누

르기 위해 건반을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이다.

[악보 Ⅳ-14]의 음표는 분리된 두 음이 아닌 하나의 거리로 보여야

된다.

[악보 Ⅳ-14] 음표의 수평적 읽기

(Keyboard Sight Reading p.86)

[악보 Ⅳ-15]는 2개의 분리된 음이 아닌 하나의 완전 5도로 보여야

된다.

[악보 Ⅳ-15] 완전 5도의 수평적 읽기

(Keyboard Sight Reading p.86)

유능한 피아니스트는 본능적으로 음 사이의 간격을 손 안에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음이름을 확인하지 않고도 적당한 음을 함께 누를 수 있

다. 손의 모양은 음색의 조합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장3화음 간격

을 연주하기 위해 연주자가 1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을 사용한다고 가정

해보자. 레와 파♯을 연주하기 위한 손 모양과 미와 솔을 연주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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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모양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연습은 연주자가 다양한 건반 간격에 대한 거리감을 익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101)

① 완전 5도의 간격을 연습한다.

∙ 둘 중 어느 한 손으로든지 1번과 5번 손가락으로 완전 5도를 연

주한다.

∙ 건반을 짚는 손 모양이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한다.

∙ 손 모양을 그대로 한 상태에서 건반에서 손을 떼서 들어 올리고

그것을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움직인다.

∙ 아래를 보지 말고 완전 5도의 모양으로 손을 떨어뜨려라. 당신의

손은 건반에서 또 하나의 다른 완전 5도를 연주하고 있어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앞의 단계를 다시 반복한다.

② 옥타브를 연주하고 앞의 단계를 반복한다.

③ 서로 다른 손가락 번호로 동일한 간격을 연습한다.

④ 서로 다른 간격을 연습한다.

⑤ 나머지 한 손으로도 위의 방법으로 연습해본다.

위의 연습에 익숙해졌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특정 음을 연주하기 이

전에 주어진 간격을 위한 손 모양을 먼저 상상해본다. 건반으로부터 떨

어져서 연주할 음을 위한 손 모양을 만든 다음, 건반을 보지 않고 손 모

양 그대로 피아노 건반에 떨어뜨리는 연습을 한다. 이것을 반복할 때 귀

를 기울여서 틀린 음을 파악하고, 만약 간격이 틀렸다면 손을 재조정하

여 다시 시도해보는 것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주자는 자신

을 더욱 신뢰할 수 있으며, 마치 손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102) 또한 틀린 음을 짚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덜 수

101) Burmeister, 위의 책, p.86.

102) Burmeister, 위의 책,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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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악보를 볼 때 여유를 가지고 더 큰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다. 다음의 [악보 Ⅳ-16]는 보는 즉시 개별적 음이 아닌 스케일로 인지

해야 한다.103)

[악보 Ⅳ-16] 스케일로 인지하기

(Keyboard Sight Reading p.88)

[악보 Ⅳ-17]은 각 마디의 두 번째 박자를 연주할 때 시선은 이미 다

음 마디로 움직여야 한다.

[악보 Ⅳ-17] 한 마디 앞서 읽기

(Keyboard Sight Reading p.89)

곡을 연주할 때 반복적인 패턴이 나온다면, 앞 연주에서의 기억을 되

살려 첫 마디의 두 번째 박을 연주할 때 눈은 세 번째 마디로 이동해야

된다.104)

[악보 Ⅳ-18] 두 마디 앞서 읽기

(Keyboard Sight Reading p.89)

103) Burmeister, 위의 책, p.88.

104) Burmeister, 위의 책,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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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적 읽기

초견에 취약한 연주자들은 종종 악보의 모든 사항을 과도하게 정확하

게 읽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틀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반복 연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견에서는 이러한 경향 때문에

종종 리듬이 흐트러진다.105)

수직 읽기를 위한 연습에서는 세부적인 것 대신에 큰 화성적인 패턴

을 보는 것과 일관성 없는 리듬으로 연주하는 실수가 허용된다. 이 연습

의 목표는 세부적인 것을 최대한 줄이고 큰 화성 패턴을 인지하도록 하

는 것이다.106) 다음 [악보 Ⅳ-19]에서 첫째 마디는 파, 도, 라, 파의 개별

적인 음이 아닌 F화음으로 인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옆 마디의 음들

또한 화성의 성질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악보 Ⅳ-19] 하나의 화성으로 인지하기

(Keyboard Sight Reading p.112)

화성 분석의 큰 틀 속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종종 생략된다.107)

105) Burmeister, 위의 책, p.111.

106) Burmeister, 위의 책, p.111.

107) Burmeister, 위의 책,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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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20] 화성 읽기

(Keyboard Sight Reading p.112)

[악보 Ⅳ-20] 첫 번째 마디의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서 근음이

전위되며, 네 번째 박에는 6음이 추가된다. 둘째 마디 역시 전위와 비화

성음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 번째 마디는 전위와 함께 셋째 박에 불완전

화성이 위치해 있다. 넷째 박에는 Ⅶ도의 반감7화음이 온다. 그러나 화성

표시를 할 때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A♭- E♭ -A♭로 해석할 수 있다.

리사이틀 연주에서는 대부분의 세부사항들이 연주될 것이다. 그러나 초

견을 위한 수직적 화성 연습에서는 화성의 큰 틀을 첫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악보를 연주할 때 중간에 있는 넓은 타원형에 시선을

두고, 다음 마디로 가볍게 옮겨가도록 한다.

코랄 형식의 곡은 음악 전체의 리듬이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체 리듬을 크게 읽어본 뒤 악보를 연주할 때는 베이스부터 소프

라노 성부의 순서대로 시선을 옮기며 화성을 읽는다. 코랄 연주에서 정

확한 박자와 리듬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메트로놈으로

필요한 템포를 조절한 뒤 그에 맞추어 연주하도록 한다. 초견 연주에서

는 개별적인 음을 세세하게 지켜서 연주하는 것보다 적절한 템포 안에서

정확한 리듬으로 연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만약 시간 내에 화음

을 구별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너뛰고 다음 화음으로 시선을 옮겨서 연주

한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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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보 접근법

1) 파트의 재분배

피아노곡을 연주할 때, 손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음을 생략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더 쉽게 음악적으로 연주하기 위해, 악보에 표기된 것과

는 달리 각 손이 담당할 파트를 재분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오케스트라 총보를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악보 Ⅳ-21]와

[악보 Ⅳ-22]를 연주할 때 검정색 굵은 선 위에 있는 음들은 오른손으로

연주하며, 선 아래의 음들은 왼손으로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09)

[악보 Ⅳ-21] 피아노 독주곡 파트의 재분배

Carl Maria von Weber, Sonata No.2, Andante

(Keyboard Sight Reading p.144)

108) Burmeister, 위의 책, p.112.

109) Burmeister, 위의 책,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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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Ⅳ-22] 교향곡 파트의 재분배

Franz Joseph Haydn, Symphony No.94, 2악장

(Keyboard Sight Reading p.144)

2) 생략하기

총보를 피아노로 연주할 때 일정 부분을 생략하는 과정은 필수적이

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술적으로 연주 불가능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간

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명백한 실수를

하는 것보다 비교적 덜 중요한 음을 생략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항상 전체적인 정확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생략

을 위한 연습에서는 리듬의 정확성에만 주의하도록 하며, 음이 빠지는

것은 허용하도록 한다.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경우 언제라

도 음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110)

110) Burmeister, 위의 책,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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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장과 축소

오케스트라나 다양한 악기로 이루어진 악보를 초견으로 연주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이 성부별로 나누어진 악보를 읽는 연습이 효과적이다.

[악보 Ⅳ-23]는 슈만(Robert Schumann)의 《어린이 앨범》(Album for

the Young) 중 ‘Schnitterliedchen’의 피아노 악보이며, 이것을 성부별로

나누어 확대한 것이 [악보 Ⅳ-24]이다. 다음의 두 악보를 번갈아 연습해

본다. 이때 피아노용 악보에 너무 의지하는 것 보다 재배열된 [악보 Ⅳ

-24]를 중심으로 읽도록 한다.111)

[악보 Ⅳ-23] Robert Schumann, Album for the Young,

‘Schnitterliedchen,’ Op.68, No.18

(Keyboard Sight Reading p.152)

111) Burmeister, 위의 책, p.151.



- 78 -

[악보 Ⅳ-24] Robert Schumann, Album for the Young,

‘Schnitterliedchen,’ Op.68, No.18를 성부별로 확대한 악보

(Keyboard Sight Reading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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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초견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1. 초견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의 구성

(1) 학습 목표

본 커리큘럼은 피아노 전공자들이 다양한 악곡을 통해 초견의 전문적

인 기술을 습득하여, 초견 실력을 향상시키고 초견에 대한 자신감과 흥

미를 갖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나아가 연주자로서 더욱 풍부한 레퍼토

리를 가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학습 내용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은 음악대학 피아노전공 1학년 피아노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한 학기 10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2회의 시험을 제외하면 다음의 8차시로 본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 시간

은 차시별로 약 90분〜120분 내외이다.

수업 내용은 초견에 대한 이론과 실제가 효과적으로 결합된 형태이

며, Ⅲ장에서 살펴본 해외 음악학교의 교육 방법과 Ⅳ장에서 초견 교재

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제시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절히 혼합하여 구성

했다. 전체적인 흐름은 각 차시별로 호흡과 눈의 움직임, 리듬 읽기, 혼

합 박자 읽기, 연결을 위한 운지법, 도약 읽기, 수평 읽기, 수직 읽기, 총

보 읽기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초견 이

론과 그에 따른 적절한 제재곡을 학습하여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학습 내용 및 주간 커리큘럼 계획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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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1] 초견 커리큘럼의 개요

단계 주 주제 학습 내용

준비 1  오리엔테이션   
⋅수업 소개

⋅초견 능력 사전 테스트 

전개

2 호흡과 눈의 움직임 

⋅악보 읽는 자세

⋅호흡 연습

⋅눈의 움직임

3 리듬 읽기 

⋅준비 연습

⋅강박 따라 읽기

⋅느린 악곡 리듬

⋅다양한 리듬 패턴 

4 혼합 박자 읽기
⋅2/4, 3/4, 4/4 박자 혼합 

⋅7/4, 5/4, 3/4 박자 혼합

5 연결을 위한 운지법 

⋅화성에서 소리 연결하기

⋅손가락 미끄러지기 

⋅반복음 연결하기

⋅크로싱 운지법

⋅종합 

6 도약 읽기   

⋅도약을 위한 방법

⋅왼손 도약

⋅양손 도약

7 수평 읽기

⋅거리 인지 연습

⋅선율 패턴 파악 

⋅단선율 이조

⋅악곡 이조

8 수직 읽기

⋅화성 읽기

⋅코랄 연습하기

⋅3성부 대위법 연주

9 총보 읽기 
⋅파트의 재분배와 생략

⋅오케스트라 총보 듀엣 연주

정리 10
기말 시험

수업 정리 
⋅초견 곡을 무작위로 한 곡 뽑아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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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환경

본 수업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은 두 대의 피아노가 있는 레슨실에서

교사 1명과 학생 4명의 구성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다. 교사가 한 번에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업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실기 수

업의 특성 상 학습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1대 1 수업 즉 모든 학생을

개인 지도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하는 상황 내지 앙상블 연주를

시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교사의 수업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문

제점이 있다. 4명의 학생 구성은 수업 내에서 독주와 듀오 작품 등 다양

한 악곡을 다루기에 적절하고, 교사가 가르치는 것 또한 비교적 수월하

리라 예상한다.

(4) 레퍼토리의 선정

초견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적절한 제재곡을 선정하는 일은 매우 중

요하다. 본 커리큘럼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초견을 위한 레퍼토

리를 구성하였다.

첫째, 본 커리큘럼의 매 차시별 주제에 알맞은 학습 요소를 담고 있

는 곡을 선정하였다. 또한 정해진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학습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곡을 사용했다. 길이가 긴 곡의 경우 필요한

요소를 담고 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였다.

둘째, 연주자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전공 레퍼토리보다 한 단계 쉬운

곡을 사용하였다. 고난도의 기술적 요소가 포함된 곡은 첫 눈에 악곡을

소화해야 하는 초견 연주를 위한 제재곡으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초

견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담고 있으면서도, 기술적 난이도는 학생

들이 초견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평이한 곡들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셋째, 많은 음악 교육자들의 연구는 듀엣이나 앙상블이 초견 실력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피아노 독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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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제 내용 제재곡 

2

호흡과 

눈의 

움직임 

악보 읽는 자세

⋅Robert Schumann, 

  Album fur die Jugend, Op. 68,  

  No.3, “Trallerliedchen” 

호흡 연습 

⋅Bela Bartok, 

  For Children, Vol.3 No.5, 

  “The Peacock Flew“

눈의 움직임 

⋅Bela Bartok, 

  For Children, Vol.4 

  No. 32, “Bagpipe Tune”

3  리듬 읽기 

느린 악곡 리듬  

⋅Franz Joseph Haydn, 

  Piano Concerto No. 4 in G,

  Hob. XVIII:4  

 다양한 리듬 패턴 

⋅Willibald Gluck, 

  Orfeo ed Euridice: 

  “Che puro ciel”

4
혼합 

박자 읽기

2/4, 3/4, 4/4박자 혼합(1)

⋅Gustav Malher,

  “Liebst du um  

  Schonheit”

2/4, 3/4, 4/4박자 혼합(2)

⋅Paul Hindemith, 

  Sonata for Viola and 

  Piano Op.11, No.4, Ⅱ.

  Theme and Variation,

7/4박자, 5/4박자, 3/4박자 
⋅Gustav Holst,

  Savitri, 

뿐만 아니라 성악과 기악 반주곡, 합창곡, 오케스트라 총보 등 다양한 장

르의 악곡을 다루고자 하였다. 연주 형태 또한 독주와 한 곡 로테이션

연주, 듀오, 실제 반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학생

들이 박자와 리듬감각, 음악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커리큘럼의 차시별 제재곡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Ⅴ-2]

[표Ⅴ-2] 초견 커리큘럼 차시별 제재곡



- 83 -

혼합

5

연결을 

위한 

운지법 

화성에서 소리 연결하기 

⋅Edward Shippen Barnes, 

  from School of Organ Playing

  Op.31

손가락 미끄러지기

⋅Edward Shippen Barnes, 

  from School of Organ Playing

  Op.31 

반복음 연결 
⋅Ellen Burmeister, 

  Keyboard Sight-reading, p.65

크로싱 운지법 
⋅Ellen Burmeister, 

  Keyboard Sight-reading, p.56 

종합 
⋅Muzio Clementi,

  Sonatina, Op.38, No.2 

6
도약하기 

왼손 도약

⋅Vladdimir Rebikov,

  from Dance of the  Little

  Ones, Op.35, No.6  

양손 도약(1)
⋅Sergei Rachmaninoff,    

  Prelude Op.23, No.5 

양손 도약(2)   
⋅Jules Massenet,

  from October Roses  

7 수평 읽기 

단선율 이조 

⋅Modest Petrovich Mussorgsky,  

  Pictures at an Exhibition,

  Pomanade

악곡 이조

⋅Robert Schumann, 

  Album fur die Jugend, 

  Op.68, No.1, “Melodie”

8 수직 읽기 코랄 연습 
⋅J. S. Bach, 

  Cantata Gott, der Herr,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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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n’ und Schild (BWV 79): 

  Chorale “Nun danket Alle Gott”

 3성부 대위법 연주 

⋅Johann Kirnberger,

  Four Small Pieces : Polonaise,

  Menuet, La Gaillarde 

9 총보 읽기

파트의 재분배와 생략 

⋅Franz Joseph Haydn,

  Symphony No.94 In G Major    

  Surprise, II. Andante

총보 듀엣 연주  
⋅Louis Bourgeois,

  “Old Hundre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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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간별 커리큘럼 제시

2주 : 호흡과 눈의 움직임

목표
⋅올바른 호흡법과 유동성 있는 눈의 움직임으로 부드럽게 초

견곡을 연주할 수 있다.

학습내용

주제 내용

1. 악보 읽는 자세

⋅Robert Schumann,

Album fur die Jugend,

Op. 68, No.3,

“Trallerliedchen”

⋅악보의 지시사항을 확인한다.

⋅연주전에 악보를 눈으로 훑어보며 두드러지는 패

턴을 파악한다.

⋅건반을 보지 않고 시선을 악보에 고정한 채 초견

곡을 연주한다.

2. 호흡 연습

⋅스케일과 아르페지오

⋅Bela Bartok,

For Children,Vol.3 No.5,

“The Peacock Flew,“

1～40마디

⋅호흡을 통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연습을 한다.

호흡 시 어깨를 내리고 허리는 바르게 세우며 자세

를 교정한다.

⋅스케일 및 아르페지오를 연주할 때 상승하는 구간

에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하강하는 구간에서는

숨을 내쉰다.

⋅예제곡 안에서 프레이즈 단위로 호흡하며 연주한

다.

3. 눈의 움직임

⋅Bela Bartok,

For Children, Vol.4

No. 32, “Bagpipe Tune”

⋅오른손 선율을 계명창할 때, 실제 노래하는 구간보

다 한 마디 앞선 마디를 연필로 짚는다. 그리고 눈

은 연필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한다.

⋅연주할 때 2～3초 동안은 넓게 전방 주시하다가

다시 연주하는 마디의 중앙으로 시선을 옮긴다.

4. 연주 평가

⋅초견하면서 호흡을 할 때와 안할 때 느껴지는 시선

범위, 몸의 움직임의 차이에 대하여 말한다.

⋅다른 학생이 긴장과 이완의 호흡법을 적용하면서 연

주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감상하는 동안 청각적

으로 음악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지 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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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 리듬 읽기

목표 ⋅정확한 템포 안에서 리듬 감각을 살리며 연주할 수 있다.

학습내용

주제 내용

1. 강박 따라 읽기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듀오곡 중 한 학생은 익숙

하고 다른 학생은 생소한 악곡을 임의로 선정하도록

힌다. 2nd 학생이 자신의 파트를 완전하게 연주하는

동안, 초견으로 연주하는 1st 학생은 곡의 템포를 따

라가며 강박만을 중심으로 연주한다.

⋅두 번째 연주에서는 강박과 함께 소프라노, 베이스

선율을 추가하여 연주한다.

⋅세 번째로 연주할 때는 악보상의 모든 음들과 리듬

지시를 가급적 지키며 연주한다.

2. 느린 악곡 리듬

⋅Franz Joseph Haydn,

Piano Concerto

No. 4 in G,

Hob. XVIII:4

⋅제시부를 두 대의 피아노로 초견 연주한다.

⋅정확한 리듬 분할과 리듬의 음악적인 표현을 목표

로 연주한다.

3. 다양한 리듬 패턴

⋅Willibald Gluck,

Orfeo ed Euridice:

“Che puro ciel”

⋅여러 종류의 리듬이 한 곡 안에 혼합되어 있는 곡

을 초견 연주한다.

⋅리듬 분할이 바뀔 때 템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한다.

⋅꾸밈음이 리듬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선

율을 중심으로 연주한다.

⋅왼손의 여섯잇단음표를 부드러우면서도 고르게 연

주한다.

4. 연주 평가

⋅다른 학생의 박자와 리듬 표현에서 느낀 특징과 장

단점, 자신의 연주에서 어려웠던 부분 및 자신 있었

던 부분을 함께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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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혼합 박자 읽기

목표

⋅다양한 박자 변화에 순발력 있게 반응하면서 초견으로 연주

할 수 있다.

⋅솔리스트와의 호흡에 유의하며 연주할 수 있다.

학습내용

주제 내용

1. 2/4, 3/4, 4/4 박자

혼합(1)

⋅Gustav Malher,

“Liebst du um

Schonheit”

⋅2/4, 3/4, 4/4박이 혼합되어 있는 성악곡을 초견 연주

한다.

⋅각 마디에서 나타나는 박자별로 강약의 느낌을 적절

하게 살리며 연주한다.

⋅쉼표의 길이를 정확하게 지키며, 악센트의 표현에 유

의한다.

2. 2/4, 3/4, 4/4 박자

혼합(2)

⋅Paul Hindemith,

Sonata for Viola and

Piano Op.11, No.4, Ⅱ.

Theme and Variation,

1〜33마디

⋅도입부는 2박자와 3박자가 혼합되어 있으며 특정한

패턴 없이 박절이 불규칙적으로 진행된다. 박자표가

바뀔 때 별도의 표시가 없으므로 연주자는 악보를

읽을 때 연주하는 구간보다 필수적으로 눈이 두 세

마디정도 앞서서 다음에 나올 마디의 박자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마디 사이의 붙임줄과 쉼표에 따른 당김음 처리에

유의한다.

3. 7/4박자, 5/4박자,

3/4박자 혼합

⋅Gustav Holst,

Savitri,

177～199마디

⋅박수를 치면서 입으로 박절을 부른다. (예: 하나/둘/

셋/하나/둘/셋/넷/하나/둘/셋/하나/둘/셋/넷/)

⋅이 곡의 7/4박자 부분은 4박자+3박자의 구성에서 3

박자+4박자의 구성으로 뒤바뀐다(reverse). 다양한

박자 구성의 변화와 강약 및 리듬 표현에 유의하며

연주한다.

⋅박의 구성이 바뀔 때마다 성악가의 노래 및 움직임

에 유의하여 호흡을 맞춰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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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 연결을 위한 운지법

목표
⋅다양한 운지법을 습득하여 초견 연주에서 자연스럽고 효과

적으로 음악적인 연결을 할 수 있다.

학습내용

주제 내용

1. 화성에서 소리 연

결하기

⋅Edward Shippen

Barnes,

from School of Organ

Playing OP.31

⋅3도 화성을 음악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한 음을 누

르는 동안에도 다음에 나올 음을 대비하여 신속히

상성부의 손가락 번호를 바꾼다. 이때 페달을 사용

해서는 안 되며, 오직 손가락 번호를 적절히 이용하

여 소리를 잇는다.

2. 손가락 슬라이딩

⋅Edward Shippen

Barnes,

from School of Organ

Playing OP.31

⋅1번 손가락과 5번 손가락을 각각 반음계에서 미끄러

뜨리는 연습을 한다. 이때 첫 음을 누른 뒤 손가락

과 팔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부드럽게 미끄러뜨리면

서 다음 음을 연주한다.

⋅위의 방법으로 다장조 스케일을 한 손가락 번호로

만 잇는 연습도 한다. 이때, 첫 음을 누른 다음 힘을

빼고 손이 건반에서 완전히 올라오기 전에 다음 음

으로 이동하며 연주하도록 한다.

3. 반복음 연결

⋅Ellen Burmeister,

Keyboard

Sight-reading, p.65

⋅화성을 연주할 때 내성 간 반복음을 연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지법을 연습한다. 반복음은 2-3-2 등으

로 적절하게 손가락 번호를 바꾸면서 연주한다.

⋅연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손가락으로 연주

하는 것이 아니라 3-2-1, 3-2-1 혹은 4-3-2-1 등으

로 손가락 번호를 계속적으로 바꾸면서 연주한다.

4. 크로싱 운지법

⋅Ellen Burmeister,

Keyboard

Sight-reading, p.56

⋅반음계, 온음계 등 여러 음형에서 기존의 순차적인

운지법이 아닌 비전형적인 교차 운지법을 익힌다.

5. 종합

⋅Muzio Clementi,

Sonatina, Op.38, No.2

⋅손가락 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악보를 초견으로 연주

한다. 연주 후 손가락으로 연결하기 어려웠던 구간

을 악보에 표시한 다음, 어떤 운지법이 알맞을지 생

각한다.

⋅두 번째 연주에서는 같은 곡에 대하여 운지법이 표

기된 악보를 보며 연주하고, 이전 연주에서 문제되

었던 부분과 비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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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 도약하기

목표
⋅효과적인 도약 방법을 익힌 뒤, 초견 상황에서 정확하며 음

악적으로 도약음을 연주할 수 있다.

학습내용

주제 내용

1. 도약을 위한 방법
⋅“play-move-place”(연주하기-움직이기-자리잡기)개

념을 설명한다.

2. 왼손 도약

⋅Vladdimir Rebikov,

from Dance of the

Little Ones, Op.35,

No.6

⋅“play-move-place”의 개념을 왼손 도약에 적용시킨

다. 이때 부드러운 도약을 위해 음을 연주한 뒤 재빨

리 움직여서 다음 음을 누르기 전에 미리 손이 위치

해 있어야 하며, 건반을 보지 않고 연습한다. 이것이

몸에 배여서 자연스럽게 리듬을 탈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한다.

⋅눈을 감고 연주한다. 왼손 리듬의 흐름에 따라 몸을

이완시키고 자연스럽게 오른손 멜로디를 연주한다.

3. 양손 도약(1)

⋅Sergei Rachmaninoff,

Prelude Op.23, No.5

⋅화성을 충분히 누른 다음 손은 도약하는 시간을 최

소화하고 미리 다음에 나올 음에 위치해 있는다. 시

선은 처음 연주에서는 건반을 보는 것을 허용하며 두

번째 연주에서는 악보만을 응시하고 연주한다. 어깨

를 내려뜨리고,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여유 있게 벌

린 다음 연주하도록 한다.

4. 양손 도약(2)

⋅Jules Massenet,

from October Roses

⋅피아노 반주 악보는 점 2분음표 길이의 화성음이 계

속적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음을

누른 후 다음 음으로 이동할 때 “play-move-place ”

방법을 적용시켜서 연주한다.

⋅두 번째 연주에서는 성악 성부를 클래스 학생들과

노래하면서 동시에 반주하도록 한다. 이때 왼손은 단

순히 도약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팔과 몸이 3박자

의 리듬을 타면서 움직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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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 수평 읽기

목표

⋅수평적인 읽기 연습을 통해 악보 상 선율의 거리감을 건반

에서 정확한 간격으로 바꾸어 인식할 수 있다.

⋅이조를 할 때 선율의 수평적인 간격을 인지할 수 있다.

학습내용

주제 내용

1. 거리 인지 연습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으로 도와 솔 완전5도 간격

의 화음을 누른 다음, 눈을 감고도 같은 음을 누를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한다. 익숙해지면 손가락의

거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건반을 옮겨서 다른 완전5

도 화음도 연주해본다.

⋅교사가 임의로 제시한 간격을 머릿속으로 생각한 뒤

바로 건반으로 연주한다.

2. 단선율 이조

⋅Modest Petrovich

Mussorgsky,

Pictures at an

Exhibition, Pomanade

⋅오른 손 선율을 12개의 조로 이조한다. 이때 처음에

는 악보를 훑어보고 한 옥타브 내에서 반복되는 범위

를 파악한 다음, 음들 사이의 간격을 말해본다. 높은

음자리표의 음들을 낮은음자리표로 옮겨서 연주해본

다.

⋅12개의 조로 이조하여 연주한다. 이때 건반을 개별적

인 음의 연속이 아닌 음정 간격의 연속으로 인지하도

록 한다.

3. 악곡 이조

⋅Robert Schumann,

Album fur die

Jugend, Op.68,

No.1, “Melodie”

⋅간단한 악곡을 전체적으로 이조한다. 연주할 때 각

음의 절대적인 위치가 아닌 수평적 간격을 따라가면

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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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 수직 읽기

목표 ⋅화성의 성격과 흐름을 파악하며 연주할 수 있다.

학습내용

주제 내용

1. 화성 읽기

⋅수직적으로 놓인 음들을 하나의 화성으로 말한다.

⋅화성을 읽을 때 눈의 움직임은 아래에서 위로 향해

야 하며 베이스 성부를 중심으로 읽는다.

⋅각 마디 안에서 중심이 되는 화성을 말한다.

2. 코랄 연습

⋅J. S. Bach,

Cantata

Gott, der Herr, ist

Sonn’ und Schild

(BWV 79): Chorale

“Nun danket Alle

Gott”

⋅메트로놈을 켜고 느리지만 균일한 박자로 코랄을 연

주한다. 눈은 한 마디 앞서서 연주하는 구간의 다음

마디를 먼저 읽어야 하며, 때때로 마디 사이를 유동

적으로 움직이며 악보를 읽는다.

⋅마디 안에서 중심이 되는 화성의 기본 성질 을 파악

한다.

⋅가장 아래 성부와 윗 성부만을 연주한다.

3. 3성부 대위법

연주

⋅Johann Kirnberger,

Four Small Pieces :

Polonaise, Menuet,

La Gaillarde

⋅연주 전 악보를 보고 대략적인 화성을 파악한다. 템

포, 조성, 음자리표 등을 빠르게 확인하고 연주를 시

작한다. 

⋅두 번째 연주에서는 클래스 학생들이 선율을 노래하

고, 이에 맞추어 피아노를 반주한다. 연주할 때 다음

에 나올 화성의 움직임을 예상해본다.

⋅세 번째 연주에서는 곡의 전체적인 틀, 화성적으로 

긴장되는 부분, 해결되는 부분 등을 생각하며 연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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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 : 총보 읽기

목표
⋅적절한 손가락 분배와 악보의 생략을 통해 오케스트라 총보

를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다.

학습내용

주제 내용

1. 파트의 재분배와

생략

⋅Franz Joseph Haydn,

Symphony

No.94 In G Major

Surprise, II. Andante

⋅각자 왼손과 오른손이 연주할 파트를 재분배한 뒤

악보에 표시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떤 파트를 생

략하거나 살릴 수 있을지 클래스 학생들과 함께 논

의한다.

2. 오케스트라 총보

듀엣 연주

⋅Louis Bourgeois,

“Old Hundredth”

⋅두 명의 학생이 한 피아노에 앉아서 총보를

연주한다. 처음 연주에서는 한 피아노에 두 명의

학생이 앉는다. 연주전에 악보를 훑어보고 악기의

음역에 따라 파트를 재분배한다. 다음으로 조성과

박자, 템포를 짧은 시간동안 생각한 뒤 합의를 하고

연주를 시작한다.

⋅두 번째 연주에서는 두 대의 피아노에서 연주한다.

하나의 피아노로 연주하지 못했던 세부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연주한다.

화성과 음악의 세부적인 사안들을 충분히 조율해야

하며 각자가 맡은 악기 파트에서 선율적인 부분을

파악한다. 선율을 담당하는 악기와 중심 베이스

선율을 제외한 나머지 음들은 소리를 비교적 약하게

조절하면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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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초견 능력은 피아니스트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며, 전문 연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초견은 개인의 문제 내지 선천적인 재능의 영역으로만 여겨졌

으며, 초보자가 배워야 할 기술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피아노 전공자는

교육의 대상으로서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초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음악대학 피아

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모색한 뒤, 커

리큘럼을 개발하여 초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목

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음악학

교의 초견 교육 현황 및 수업의 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피아노 전공자

의 초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셋째, 초

견 교육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먼저 초견의 원리 및 요인을 살펴보

고 음악사적으로 초견이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짚어보았다. 선행연구에

서는 국내 및 해외의 초견 교육 관련 논문을 살펴보고 연구 동향을 파악

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비전공자를 위한 교수법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으며,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견 연구 및 교육 사례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격적으로 국내 초견 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초견 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학교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초견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보다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클리블랜드 음악학교의

초견 담당교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학습 대상의 특성 및 수업 목

표, 교수 학습 방법의 특징, 초견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논

의하였다. 클리블랜드 음악학교의 초견 수업은 초견을 두려워하는 건반

악기 전공 신입생들에게 매 시간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새로운 악보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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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심리적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독주 및 앙상블 상황에서 보다 능숙하게 초견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돕

는다. 데미오(Demio)는 초견이 연주자의 실기 능력과 심리적인 부분 둘

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강

조하였다.

초견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교수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학교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견 교재인 『건반 초

견』(Keyboard Sight reading)과 『건반 악기에서의 초견 연주』(Sight

Reading at the Keyboard)를 분석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중요시한 내용

을 바탕으로 올바른 초견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국내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 학기 과정의 초견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

이 초견에 자신감과 흥미를 갖고 더욱 풍부한 레퍼토리를 쌓는데 실질적

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해외의 음악학교

에서는 일찍이 피아노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견 교육의 중요성과 교

육적 효과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아노 연주자의 초견 향상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교수법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제는 초견에 대한 새

로운 교육적 통찰이 필요한 시점이며, 초견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 연구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본고에서는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견 교육에

서 다음의 사안을 고려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초견 교육에서는

한 곡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보다 가능한 한 많은 악보를 경험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종류의 악보가 초견 수업

의 제재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레퍼토리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낯

선 작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요소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학생들이 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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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초견을 교육할 때

단순히 속독(速讀)을 위한 훈련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작품의 원리와 형태

를 파악하면서 초견 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악보의 형태와 난이도의 위계에 따라 체계적인 초견 교육이 필요하

며, 학생의 취약한 점을 파악한 뒤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곡을 집중적

으로 초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초견 연주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단

지 음을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비록 음 실수가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박자와 리듬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곡의 구조를 신속히 파악하

고 음악적인 흐름에 따라 연주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견이 뛰어나면 곡을 익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며, 결국 작품의 완

성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더욱이 일정이 촉박하

여 연습 시간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초견 능력은 연주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학생들은 초견 교육을 통해 음악적 편식을 해소하

고 더욱 많은 악보를 공부하여 풍부한 레퍼토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또

한 독주와 앙상블, 반주 등 다양한 상황에서 더욱 민감하고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초견 교육은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

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곡을 읽도록 돕는데서 한 차원 더 나아가, 그들이

다양한 음악 분야에서 전문 연주자로 발돋움 하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현황 조사는 문헌 연구와 인터뷰로 이루어졌기에,

참여 관찰을 통하여 직접 교육 현장을 싣지 못하고 일부만을 간접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커리큘럼의 구성에서 학생별 수

준 차이의 문제를 배제하였으므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개인차를 고려

하여 클래스를 구성하고, 수업 내용이나 제재곡 또한 상황에 따라 난이

도를 조절해서 운영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초견 교육의 필

요성을 제기하고,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초견 교육의 내용 및 방향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육적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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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향후 국내 음악학교에서의 초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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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t-Reading is to directly read and play a piece of written

music which a player has never played. Sight-Reading ability

helps pianist become familiar with various repertories and

enhances the overall musicianship and self-confidence of pianist.

For this reason sight-reading is asked in most professional

auditions for orchestras and ensembles. Therefore,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are needed for students majoring in

piano to develop better sight-reading ability.

However, Korea have not even recognized the significa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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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t-reading while the importance of sight-reading education

have been acknowledged and related courses have been offered

outside of Korea.

This paper is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principles and

important factors of sight-reading in order to develop a

education curriculum that reflects the factors and considers the

educational possibilities for students who major in piano at

college of music.

First, this paper investigates and classifies the principles and

major factors of sight-reading. Next, the current situation of

education in foreign schools teaching sight-reading was

investigated to find out the educational possibility of

sight-reading for students majoring in piano. The paper also

includes the in-depth interview with a teacher in charge of the

sight-reading education in Cleveland Institute of Music to grasp

course contents used in classes.

Sight-Reading teaching materials suitable for university

piano majors, Keyboard Sight Reading and Sight Reading at

the Keyboard, have been analyzed and divided into 8

categories: pre-playing posture, eye movement, breathing,

rhythm reading, fingering for the connection, leaping horizontal

and vertical reading, and score reading.

On the basis of the contents mentioned above, this paper

suggested a sight-reading curriculum designed to help students

have confidence and interest in sight-reading.

A professional pianist should have the sight-read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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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understand the musical structure and meaning of a song not

simply changing notes to sound. We have to recognize

sight-reading as an essential area that needs to be taught

systematically in college of music. Furthermore, we must make

an effort to develop and improve the sight-reading curriculum.

This paper emphasized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the

sight-reading education, and opened the possibilities for the

sight-reading education by suggesting a specific curriculum for

students in college of music. I believe that this paper will pave

the way to activate sight-reading education in Korea in the

near future.

Keywords : Piano Sight-Reading, Sight-Reading Education,

Music education, Music Schoo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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