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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향토민요는 생활 현장의 노래이자 민중의 소리, 삶의 이야기로 전승되
었다. 향토민요는 각 지역의 특성과 대표성을 뚜렷하게 반 하고 있으며 
단순한 가락과 반복적인 리듬형의 사용으로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고, 지
역적인 특색을 담은 방언을 통해 사회 문화적 맥락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오랜 시간 민중들의 삶 속에서 전해 내려온 향토민요의 단순하
고 소박한 선율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진 노랫말은 중학교 수준의 학
습자들에게 음악적・교육적인 소재로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민요 수업을 지도하여 
향토민요 수업의 교육적 가치 및 의의와 향토민요 수업의 교육적 기대효과
를 검증해보고자 하 다. 

  먼저 현직 중등 음악 교사들을 대상으로 향토민요 수업에 관한 인식도 
및 주요 학습활동을 조사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서 향토민요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2차시의 향토민요(훨훨이)와 통속민요(한강수타령) 수업을 지도하여 학생들
의 학습과정을 관찰하고 수업 내용에 따른 설문 결과를 분석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향토민요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반응 및 학습결과를 살펴보
았다.

  현직 중등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교사들은 향토
민요보다 통속민요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통속민
요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친근한 음악임과 동시에 통속민요와 관련한 학
습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이었다. 향토민요 수업을 지도해 본 교사들은 대
부분 ‘가창’활동 중심으로 2-3차시의 수업을 계획했으며, 농사 또는 어업
과 관련한 노동요들을 주요 제재곡으로 활용하 다. 음악 교사들이 향토민
요 수업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로는 학생들의 흥미 및 동기유발이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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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업 연구자료 및 학습교재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요 수업을 지도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민요의 시김새와 토리가 지닌 음악적 표현에 대한 
부담이 적고 가사와 가락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향토민요 ‘훨훨이’를 보
다 쉽고 빠르게 익히는 경향을 보 다. 노래와 장단을 함께 배울 때도  
‘훨훨이’에 대한 학습 부담이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민요를 배울 때 친구들과의 모둠별 활동을 통한 메기고 받는 소리 가사 창
작, 받는 소리의 안무 창작과 같은 새로운 활동에 즐거움을 느낀다고 답했
다. 특히, 1인 1역할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로 모둠별 활동에 참여
하고, 친구들의 발표를 함께 감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
어질 때, 보다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표현(가창, 기악, 창작)과 감상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둠별 활동
을 실시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학생들의 학년별 수준과 난이도를 고려한 다양한 주제의 향토민
요 악곡제시와 더불어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합
적인 활동을 제시할 때, 보다 교육적이고 의미 있는 향토민요수업이 이루
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향토민요 수업을 위한 몇 가지 교육적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교과서에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주제의 제
재곡이 수록되어야 한다. 각 지역의 교육적・음악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향토민요가 전문가들에 의해 꾸준히 발굴되고 악곡의 채택, 채보, 편집 과
정을 거쳐 다양한 주제의 향토민요 악곡들이 교과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수준과 악곡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1학년에서는 전래동요와 놀
이요 중심으로, 2학년과 3학년에서는 다양한 노동요와 의식요 등을 중심으로 
제시해야 한다. 악곡의 음계 및 가락의 특징, 장단, 기능별 특징과 가사의 내
용 등을 고려하여 학년별・주제별로 제시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민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표현(가
창, 기악, 창작), 감상, 생활화 등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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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학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모둠별 활동을 통한 협동학습과 1인 1역할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협동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주요 
학습 활동에 따라 병행하여 적용된다면 더욱 효율적인 향토민요 수업이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악 교사들이 향토민요 수업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풍부한 교재개발연구와 학습자료 제공 및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지도하는 음악교사들이 향토민요 악곡을 적절히 활
용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가 꾸준히 개발됨과 동시에 수
업 연구 자료 및 학습 교재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한 민요 수업 내용을 토대로 향토민
요 수업의 교육적 의의 및 기대효과를 검증하고, 효율적인 향토민요 수업
을 위한 교육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시작
으로 다양한 주제의 향토민요가 발굴 및 채택되어 음악교과서에 수록되고, 
음악적・교육적 가치를 지닌 향토민요 수업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요어 : 향토민요, 통속민요, 중학교 음악, 훨훨이, 한강수타령
학번 : 2008-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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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민요는 생활 현장의 노래이자 민중의 소리, 삶의 이야기로 전승되었
다. 부녀자와 아이들이 놀이를 하며 소리하고, 일하면서 소리하고, 마음 속 
소원을 빌며 소리하고, 장사 치르며 소리하던 것이 바로 민요다.1) 민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새로운 소리가 더해지기도 하고, 마을 안 부녀자
나 일꾼들의 입을 통해 마을의 담장을 넘어가 다른 마을의 이야기가 보태
지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변형, 계승되었다. 민요가 지닌 개방성과 융통성, 
향토색이 짙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이러한 소리의 발생과정을 거치며 만
들어진 것이다. 

  또한 민요는 그 음악적 가치 뿐 아니라 고유의 가사가 지니고 있는 국
문학적 관심과 더불어 사회, 문화적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주
는 역사적 측면에서도 소중한 문화적 유산이다. 즉 민요가 우리나라 문화
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불리며 
우리 민족의 가치관과 삶에 대한 태도가 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
니라, 음악과 가사 속에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어 음악적 특징 뿐 아니라 
사회 ‧ 문화적 가치까지 지도할 수 있는 제재이기도하다. 이러한 민요 악
곡이 지닌 다양한 측면의 교육적 의의를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
로 가르칠 수 있다면, 교과를 넘나드는 통합적 교육은 물론 우리 음악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학습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2)

1) 팔도소리, www.paldosori.co.kr, 삶 속의 노래<일판과 소리판>.
2) 성기련,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민요 관련 지도내용 고찰」, 『한국민요학』 제 25집

(전남: 한국민요학회, 2009),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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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향토민요의 교육적 중요성에 대해 먼저 인식하고 음악교육에 
적용하고자 했던 외국의 음악학자로는 헝가리의 코다이를 꼽을 수 있다. 
헝가리의 음악 교육자이자 작곡가인 코다이는 음악적 모국어를 통한 음악
교육을 강조했는데 코다이가 주장하는 음악적 모국어란 어머니의 말과 민
요를 의미한다.3) 연구자가 생각할 때 어머니의 말과 민요를 의미하는 음악
적 모국어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음악적 장르는 민요 중에서도 향토민요에 
가깝다. 향토민요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민중의 음악문화 유산으로서 
삶의 이야기와 언어를 음악 속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
라의 민요 중에서도 특히 향토민요는 코다이가 강조하는 음악적 모국어의 
가장 근접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헝가리의 코다이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음악 교육 학자들 역시 향토민
요4)의 음악적・교육적 가치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학자들이 제시한 향토
민요의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5) 첫째, 기존의 음악어법에 충실한, 우
리 민족을 대표하는 음악이다. 향토민요는 각 지역의 특성과 대표성을 뚜
렷하게 반 하고 있으며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전통음악이자 전문 음악
인들이 아닌 평범한 기층민(일반 민중)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치기 적합하다. 둘째, 향토민요는 노래를 ‘감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어울려 ‘즐기는’ 노래로 향유
되었다. 모두가 어울리는 소리판에서는 소리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구별

3)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328-334쪽.
4) 우리나라 민요는 크게 통속민요와 향토민요로 구분된다. 향토민요는 일반적으로 전문적 음

악인에 의한 통속민요와 대칭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향토민요는 민중에 의한 공동
작의 노래이므로 이를 통해 민중의 생활상과 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속학적으
로 중요하다. 더불어 향토민요는 노동과 삶의 현장에 접히 결합되어 있어서 지역성, 더 
나아가 민족성을 구명하는 데에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최은숙, 향토민요 [鄕土民謠],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 편)』, 국립민속박물관, http://nfm.go.kr)

5) 이러한 주장을 한 학자들로는 김혜정, 성기련, 이동재 등이 있다. 위의 내용은 다음의 연구
를 참고로 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김혜정, 「초등국악교육을 위한 유희요의 음악적 특
성과 분포연구」, 『한국민요학』 제17집(서울: 한국민요학회, 2005), 147-151; 성기련, 「2007
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민요 관련 지도내용 고찰」, 『한국민요학』 제 25집(전남: 한국민요
학회, 2009), 199-201쪽; 이동재,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제재곡 및 지도내용 선정 방
안」, 『국악교육연구』 제2권 제2호, (충북 청원: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008),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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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향토민요의 특징은 가창자의 능동적이고, 향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 주체적으로 음악을 즐길 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셋
째, 향토민요는 단순한 가락과 반복적인 리듬형의 사용으로 학습 부담이 
적고, 지역적인 특색을 담은 방언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유
발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향토민요의 소박한 선율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진 노랫말은 중학교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음악적・교육적으로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할 수 있다. 이처럼 향토민요는 다양한 의미에서 학
습자가 주체가 되어 음악을 재미있게 즐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제재이자 다양한 교육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음악 자료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이러한 향토민요를 가르치는데 있
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부담은 향토민요 수업의 축소 
또는 기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향토민요는 전문 소리꾼이 아닌 지역
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던 소박하고 단순한 노래이기 때문에, 교육
용 자료나 교재의 개발이 제한적이고 음원 등의 교수학습용 자료 역시 통
속민요에 비해 부족하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향토민요보다 통속민요 위
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 역시 향토민요 보다
는 통속민요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전래동요 혹
은 향토민요 악곡도 중등 교육과정에 이르면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
다. 또한 학생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널리 잘 알려진 통속민요가 보다 
익숙한 제재이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친숙한 통속민요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인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동료 음악교사들과 수업연구에 관한 협의를 진
행할 때, 향토민요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음악 수업에서 
직접 향토민요를 지도한 사례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이 본 연구의 시발(始發)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 제재곡을 
활용한 향토민요 수업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
의 향토민요 연구는 특정 지역의 향토민요를 활용한 지역 교재화 연구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향토민요 수업지도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 4 -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향토민요와 통속민요를 실제 

지도해보고, 향토민요의 교육적 가치와 향토민요 수업을 통한 교육적 기대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 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향토민요를 직접 
가르치는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향토민요 수업에 대한 인지도 및 주요 활
동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 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요 수업을 구
상하여 12차시에 걸친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 다. 또한 실제 민요 
수업을 지도하며 학습과정을 관찰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간 설문 및 최종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학습 결과를 분석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향토민요를 활용한 민요 수업의 교육적 의의 와 기대효과 
및 성취수준을 검증해보고, 보다 효율적인 향토민요 수업을 위한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향토민요의 음악적 특징에 관한 연구 및 향토민요의 교육적 중요성과 
향토민요를 활용한 수업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
다. 향토민요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는 향토민요의 음악학적 내용에 관한 연구이고, 둘째는 민요의 노랫말과 
장단 및 기능에 따른 지도내용에 관한 연구, 셋째는 향토민요의 지역화 교
재 활용 방안 및 수업지도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향토민요의 음악적 양상과 소리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혜정, 손인애, 이윤정의 논문 등이 있다.

  김혜정6)은 「여성민요의 음악적 존재 양상과 전승 원리」에서 향토민요 

6) 김혜정, 「여성민요의 음악적 존재 양상과 전승 원리: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성남: 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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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여성민요에서 주로 발견되는 사설단위요를 중심으로 시집살이노
래, 밭 매는 소리, 논농사요, 길쌈노래 등에서 나타나는 여성민요의 특징 
및 음악적 양상과 전승원리를 살펴보았다.  

  손인애7)는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연구」에서 20세기 초 사당
패집단의  소멸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사당패소리가 각 지역 향
토민요에 수용된 양상을 조사하고 그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 다. 연구자는 
전문가들의 음악이었던 사당패 소리가 민중들의 소리인 향토민요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는지를 토리, 박자, 장단, 선율진행 및 리듬, 악
곡구조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사당패소리의 흔적 및 음악적 
수용・변형과정을 분석하 다. 

  이윤정8)은 「경기논농사 소리의 음악적 정체성」에서 경기도 향토민요
인 논농사소리의 음악적 정체성을 밝히고자 하 다. 경기도 논농사소리의 
사설유형별 분포를 살펴보고 박자구조, 음조직, 음폭, 음조직 분포양상, 사
설유형과 음조직과의 상관성, 인접지역과의 논농사소리 비교 등을 통하여 
단순하게 획일화하여 규정하기 어려운 경기도 향토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 다.

  다음으로 향토민요가 지닌 노랫말, 장단, 기능에 따른 지도내용과 관
련한 연구로는 한윤이, 김민하의 논문 등이 있다.

  한윤이9)는 「노랫말의 특성에 따른 장단의 구조 및 지도 내용 연구」를 
통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장단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형태
의 반주 장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올바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연
구자는 통속민요와 향토민요 악곡을 중심으로 중중모리 장단과 굿거리장단
의 노랫말 단락과 선율 단락을 연구하고 장단이 지니는 기경결해(起景結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7) 손인애,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8) 이윤정, 「경기 논농사소리의 음악적 정체성」,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07.
9)  한윤이, 「노랫말의 특성에 따른 장단의 구조 및 지도 내용 연구-중중모리와 굿거리장단의 

달고 맺는 기능을 중심으로」, 충북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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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의 특성에 따라 분류 및 분석10)하 다.
  김민하11)는 「농업노동요의 교재곡 선정 및 교수・학습 방안 연구」에서 

농업노동요가 지니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노동요가 불리
는 상황 맥락과 쓰임, 노랫말의 의미, 농업노동요의 역할과 가치, 음악적 특
성을 종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재곡을 선정하고, 교수・학습 방안을 구
안하여 민요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향토민요의 교육적 활용방안 및 수업지도와 관련한 연구로
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경기, 인천, 부여, 울산 등 각 지역의 향토
민요 또는 창작국악동요를 활용한 지역화 교재로서의 활용 방안 및 수업지
도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경숙12)은 「향토민요의 교육활용 방안」을 통해 팔탄면의 향토민요를 
학생들이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악곡을 정리하여 가창 교
육 자료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민요를 즐겁게 부르며 표현도구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가사 바꾸어 부르기, 가사 만들어 부르기, 가창 방식 바꾸어 
부르기, 형식 바꾸어 부르기, 장단 바꾸어 부르기 등 통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학교에서 향토민요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안정연13)은 「향토민요 소재의 창작국악동요 지도방안 연구」에서 기존
의 향토민요와 향토민요를 소재로 활용하여 새롭게 창작된 국악동요를 비
교하여 교육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 다. ‘세상 달궁’과 
‘자진방아타령’, ‘별 하나 꿈 하나’와 ‘훨훨이’, ‘생일 축하 상사도야’와 ‘상
사도야’를 비교・분석하여 각 고장의 향토민요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학습

10) 한윤이는 이 논문에서 향토민요가 반복해서 달고 맺는 구조이므로, 달고 맺는 구조를 중
심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훨훨이의 경우, 반복해서 달고 맺는 구조(2-2
형)를 기본으로 하여 이를 확대한 (3-4형) 확대형임을 확인하 다.

11) 김민하, 「농업노동요의 교재곡 선정 및 교수・학급 방안 연구」, 충북 청원: 한국교원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2) 조경숙, 「향토민요의 교육활용 방안-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을 중심으로」, 인천: 경인교육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13) 안정연, 「향토민요 소재의 창작국악동요 지도방안 연구-고양 김매기 소리를 중심으로」, 서
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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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았다.
  이미혜14)는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향토 민요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의 음악교재를 분석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울산지역의 향토민요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향토음악이 초등학교 교재로 활용되기 위
한 지역교재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울산지역의 향토민요인 ‘쇠부리 소
리’와 놀이, ‘재 넘자 소리’와 놀이 등을 교재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모
색해보았다. 

  최진15)은 「초등학교 음악교과의 지역화 교재를 위한 방안 연구」에서 
인천지역 어요 감상지도를 중심으로 지역화 교재의 필요성과 인천 지역의 
향토민요를 활용한 실제 학년별 교수학습 지도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인천의 향토민요를 일노래와 놀이노래로 분류하고, 어요(노동요)를 중심으
로 한 민요 감상 지도방법과 학년별 지도 내용을 소개하 으며 향토민요가 
음악과의 특성을 살린 지역화 교재로 개발되어야 함을 주장하 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향토민요 지도방안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은화16)는 「감상을 통한 향토민요 지도방안」에서 포괄적 음악교육의 

나선형모델을 부분적으로 응용하여 향토민요의 단계별 지도방안을 준비-활
동-감상 단계로 제시하 고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곡 가운데 의식요 ‘성
주풀이’와 노동요 ‘콩 꺾자 콩 꺾자’에서 이를 활용한 감상지도안을 구상하

다. 
  김경희17)는 「향토민요 지도에 관한 연구」에서 부여의 지역적 특징과 

음악적 기능을 지닌 부여 농사 짓기 과정에 사용된 노래를 찾아 악곡을 분
석했다. 그리고 부여의 A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사 짓기 노
래와 관련한 6곡의 향토민요를 차례로 지도하여 호흡, 발성, 노랫말 붙임, 

14) 이미혜,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향토 민요 활용방안 연구-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동
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15) 최진, 「초등학교 음악교과의 지역화 교재를 위한 방안 연구-경기민요 중 인천 지역 어요 
감상지도를 중심으로」, 서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6) 김은하, 「감상을 통한 향토민요 지도방안-중학교 교과서 수록곡 중심」, 서울: 숙명여자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7) 김경희, 「향토민요 지도에 관한 연구-부여 농사 짓기 소리를 중심으로」, 충남: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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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및 시김새를 중심으로 나타난 향토민요의 교육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향토민요의 음악적 양상 및 특징에 관한 음악학

적 연구와 민요의 특성에 따른 지도내용에 관한 연구, 각 지역의 향토민요
를 활용한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도 각 
지역의 향토민요를 선정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향토민요 수업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 않았다. 또한 향토민요를 활용한 민요수업의 교육적 기대
효과와 학습 결과 분석에 따른 수업 검증에 관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학생들을 지도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향
토민요를 활용한 수업의 교육적 의의 및 기대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먼저 
현직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향토민요 수업에 관한 인지도 및 수업 내용을 
조사하 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지도하며 학습과정을 관찰하
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또한 표준화된 악곡 선정을 위
해 현행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을 활용하 고, 기존의 가창활동 중
심에서 벗어나 표현(가창, 기악, 창작), 감상, 생활화 역을 통합하는 다양
한 활동을 제시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향토민요를 통한 민요수업의 
교육적 의의와 기대효과를 검증하 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3. 연구 문제 및 방법

가.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현직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에 관한 인식도를 분석해보고, 실제 수업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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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향토민요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중학교 1학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수업을 실시한 후 학생들이 느
끼는 향토민요에 대한 친 도 및 교육적 성취수준을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 음악교사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의 난이도 및 악곡 

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중등 음악교사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를 어떻게 수업에 

적용 및 활용하고 있는가?
  셋째, 중등 음악교사들이 느끼는 향토민요 수업의 어려움과 개선되어

야 한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 
  넷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민요 수업 후,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특징 및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가?
  다섯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향토민요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

고 있으며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수업 후에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가?

나.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위의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연구 방법으로 진
행되었다.

  첫째, 연구문제의 첫 세 가지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직 중등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향토민요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결과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각 문항별로 기술통계분석과 빈도
분석을 실시하 고,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중 경력을 변인으로 하여 경력 10
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해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 다.

  둘째, 연구문제의 네 번째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12차시에 걸친 민요 수업을 구상하 다. 현행 교과서에 수록
된 악곡 중 향토민요 ‘훨훨이’와 통속민요 ‘한강수타령’을 선정하여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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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한 교수・학습 지도안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 다. 실제 수업을 지
도하며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관찰하 고, 수업 내용과 관련한 중간 설문조
사를 통해 학습의 결과를 확인하 다.

  셋째, 연구문제의 다섯 번째 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가지 유형의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의 결과는 
SPS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했으며 집단 비교 분석 및 t-검정, 기술 통계
분석과 빈도분석,  Cronbach a 등을 실시하 다.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민요 분석에 사용된 교과서는 현행 개정 7차 교육과정을 기

준으로  2013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인정을 받아 출판된 통합 교과서 17
종을 대상으로 했다.

  둘째, 향토민요 및 향토민요 수업에 관한 음악교사의 인식도 설문 조
사는 서울・경기 지역의 중등 음악교사 10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
문은 경력 및 전공, 소속 지역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음악과 직무연수와 신규 임용 교사 연수 및 1급 정교사 자격연
수 대상자, 그리고 1988년 창단된 서울지역 음악교사 합창단을 대상으로 
하 다. 

  셋째, 향토민요・통속민요 수업 및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대상은 서울
지역의 공립 중학교로 한 학급당 30명(남학생 22명, 여학생 8명) 내외로 
구성된 1학년 6개 학급이다. 자유학기제로 실시로 인해 교육과정상의 부담
이 가장 적은 1학년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수업의 내용 및 난이도를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설정하 다. 또한 지역의 특성상 남녀 합반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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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녀 성비가 고르지 않고 학급수가 많지 않아 1학년 전체 학급을 대상
으로 하 으나 수업과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총 170명 내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토민요 수업 과정 및 학습 결과에 따른 유의미한 정보
를 제공해주지만, 여건상 서울 지역 A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 현장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결과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수업에 활용된 제재 악곡 선정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거주
하고 있는 서울・경기 지역의 민요로 한정했으며, 교과서에 가장 높은 빈
도로 수록되어 있는 경토리 민요 가운데 비슷한 음계와 형식, 빠르기를 지
닌 향토민요 <훨훨이>와 통속민요 <한강수타령>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
에서는 훨훨이와 한강수타령 각각 한 곡씩 제재 악곡으로 선정하 으나, 
보다 다양한 제재 악곡을 선택하여 수업을 지도한다면 향토민요와 통속민
요의 개념 및 음악적 특징을 학습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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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향토민요 학습의 이론적 배경 

가. 민요교육의 필요성

  헝가리의 작곡자이자 음악교육자인 졸탄 코다이(Zoltan Kodaly, 
1882-1967)는 음악 교육에서 민족 음악 문화유산인 민요와 민족 예술 가
곡을 주된 교재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8) 

  코다이는 Budapest 음악학교에서 작곡을 공부한 후에 작곡가가 되었
고, Listz  Frence 음악학교를 졸업하면서 음악 교사 자격을 취득하 다. 
1905년 농부들이 부르던 민요를 수집하면서부터 헝가리의 민족 음악에 관
심을 갖기 시작하 고, 1906년부터 친구인 벨라 바르톡(Bela Bartok, 
1881-1945)과 함께 헝가리 각지를 돌아다니며 헝가리의 민요를 수집하고 
정리했다. 그들은 헝가리의 순수 민요를 발견해내는 작업 뿐 아니라 노래
의 특징에 따라 분류 및 정리, 기록하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
는 민족 예술 음악의 창달과 민속 음악을 기초로 하는 음악 교육 체제 확
립에 원동력이 되었다. 

  코다이의 교육 철학에는 민요와 민족 예술 가곡에 대한 중요성과 민요
의 예술・교육적 가치가 잘 담겨있다.19) 그 중 민요와 관련하여 주장한 바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은 모국어를 배우듯이 익혀야 한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어

18)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328쪽.
19) 코다이의 음악교육 철학을 정리한 저서로는 조홍기, 『코다이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

판사, 2004,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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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라 익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그것이 곧 언어교
육의 시작이다.

코다이는 음악이 어머니의 민요를 따라 익힘으로써 자연스럽게 배움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코다이의 음악적 이론을 정리한 Lois Choksy 
역시 "민요는 하나의 예술적 형태로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들에
게 문화적 동일성을 심어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민족 음악 문화의 유산인 민요와 민족 예술 가곡을 주된 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민요 부르기는 음악 시간마다 포함되어야 하며 그것은 
민요를 익히게 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뿐 아니라, 그것을 대대로 보존하며 
음악과 모국어와의 관련성에 대한 감각을 계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코다이는 민요가 세련되지 않은 원시적인 상태의 음악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다듬어지고 성숙되어 온 예술품이라고 믿었다.

  코다이의 음악언어(musical language)는 모국의 민속음악을 지칭하는 
표현이며, 음악적 모국어인 민요를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며 자연스럽게 
쓰고 익히며 즐기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코다이는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러한 
음악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다이는 모든 어린이를 위한 음
악, 음악의 조기교육의 중요성, 우수한 교사와 훌륭한 교재에 의한 음악교
육, 목소리와 함께 노래 부르기의 중요성 등에 대해 많은 설명과 주장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민요와 모국의 음악언어가 가장 훌륭한 음악적 교재이
자 오랜 시간 성숙된 음악적 예술품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코다이의 음악
교육 철학은 헝가리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 소개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도
입되고 있다.20)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임미경, 양종모, 조홍기 등에 의해 
1990년대 이후 코다이의 교육방법 및 교육철학이 소개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 현장에 맞게 연구 및 적용되고 있다. 

20) 코다이의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국, 독
일,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페루, 칠레, 포루투칼, 아르헨티나, 러시아, 핀란
드, 일본 등이다.(송광자,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졸탄 코다이의 음악교육 방
법에 대한 고찰」, 2006,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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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의 코다이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음악학자 및 음악교육학자들 역
시 민요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의의에 대해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 중에
서도 전문적인 소리꾼에 의해 널리 퍼져나간 통속민요 이전에, 각 지방의 
지역적인 특징과 음악적 사투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향토민요가 민요의 
본질적인 의미에 더욱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토민요는 중등교육은 물론 초등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초등 교과서에도 전래동요를 포함한 향토민요가 다양
하게 제시되고 있다. 초등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음악적 모국어
를 먼저 교육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둘 때 그 소재로 전래동요를 포함한 
향토민요가 주를 이루어야 함에 반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21) 향토민요
는 악곡의 난이도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교육 소재로 적합하고 흥
미와 동기유발에 적절한 내용의 곡들이 많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부터 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연속성과 계열성을 가진 향토민요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향토민요 교육의 필요성 및 초등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적 의미
를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혜정은 “향토민요의 모양새가 단순, 소박하여 익히기가 쉬우므로 초
등학생에 대한 보편적인 음악 교육의 소재로 매우 적절하다.”22)고 보았으
며, 초등교육에서 향토민요가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남은 
초등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향토색이 짙은 토속(향토)민요와 기교
가 없이 단순한 형식의 통속민요를 제재곡으로 선택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
람직하며, 그러한 악곡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23)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 현황을 분석하고 향토민요의 음악적・교육

21) 김혜정,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의 민요 수록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민요학』 제 25집(전
남: 한국민요학회, 2009), 40쪽.

22) 김혜정, 「초등국악교육을 위한 유희요의 음악적 특성과 분포연구」, 『한국민요학』 제17집
(서울: 한국민요학회, 2005 12월) 148쪽.

23) 이동남, 「초등 검정 음악 교과서의 국악내용 분석」, 『국악교육』 제31집(서울: 한국국악교
육학회, 2011년 6월),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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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학자들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은주는 향토민요가 “전문 소리꾼들에 의해 다듬어진 통속민요보다 

사설 및 음악적인 면에서 민요의 본질적인 모습을 올곧게 간직하고 있고, 
그만큼 교육적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24)고 보았다. 따라서 “교과서 내에 
향토민요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하고, 특히 경기 지역의 민요는 대부분 통
속민요만으로 레퍼토리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더 많은 향토민요 제재곡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25) 임미선은 교과서의 민요 교재곡 
수록 현황을 분석한 후 교과서의 민요 교재곡이 통속민요에만 치우쳐져 있
음을 지적하고, 향토민요의 경우 “특정 갈래에만 편중되지 않고, 노동요, 
유희요, 의식요 등을 다양하게 다루어야 하며, 문화적 맥락에서의 포괄적 
이해가 가능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26)고 보았다.

  또한 성기련은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새 교과서에서 통속민요 중
심의 악곡 선정 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민요 악곡이 선정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민요의 본질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를 위해서는 수많은 개개인의 삶의 기록이자 우리 역사와 문화의 반 물인 
향토민요를 발굴하여 교과서에 수록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하 다.27) 또
한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와 선율로 된 향토민요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그에 
맞는 기보체계와 지도내용에 대해 연구하여 교과서에 수록해야 한다고 보
았다.28) 

  향토민요가 지닌 음악적・교육적 의미 뿐 아니라 정서적・문화적 향
에 대해 고찰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은하는 그의 논문에서 “향토민요는 지역민의 삶과 정서를 함축하고 
있으며 사설이나 가락이 비교적 소박하고 단순하고 이러한 향토민요의 음

24) 신은주, 「경기 지역 어업노동요의 교육적 활용」, 『국악교육연구』 제7권 1호(청원: 한국국
악교육연구학회, 2013년 2월), 152쪽.

25) 위의 글, 127쪽.
26) 임미선, 「학교에서의 민요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민요학』 제42집(전북: 한국민요학

회, 2014년 12월), 232쪽. 
27) 성기련,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민요 관련 지도내용 고찰」, 『한국민요학』 제25집(전남: 

한국민요학회, 2009 4월), 199쪽.
28) 위의 글,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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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적 특징은 해당지역이 기층적인 음악 언어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한국인
의 음악정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도 중요하다.”29)고 설명했다. 또 
김혜란은 “각 지역의 향토민요에는 각 지역의 문화적・음악적 특징이 잘 
반 되어 있고 우리 민족의 사상, 관습, 정서 등이 잘 드러나 있으므로 학
생들에게 지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30)고 보았으며 “초・중등 음악교과
서에 향토민요를 학생들의 발달 단계 및 향토민요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31)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음악학자들과 음악 교육자들이 향토민요의 교육적 가치와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의 향토민요가 음
악교육 현장에서 적용,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 고시된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악 교육의 질적 
제고’를 개정 중점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교과서에 실리는 국악 
제재곡이나 국악 감상곡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음악을 우리나라 음악답게, 그 맛과 멋을 살려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탁월한, 우리나라 
음악의 고유 어법에 충실한 교육 소재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요이
다. 민요는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틀, 즉 공식적인 음악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 직업음악인들의 생활음악이기 때문에 그 모양새가 단순하고 소
박하여 익히기 쉬운 음악이다. 또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전통
음악의 다양한 장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되던 장르이기 
때문이다.32) 

  국악 교육의 질적 제고란 국악을 우리 고유의 어법에 충실하도록 가르
친다는 것이다. 민요를 통하여 우리 음악이 주는 맛과 멋을 느끼고 내면화

29) 김은하, 「감상을 통한 향토민요 지도방안-중학교 교과서 수록곡 중심」(서울: 숙명여자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쪽.

30) 김혜란, 「경기 향토민요의 교육적 활용 방안」, 『국악교육연구』 제 5권 1호(청원: 한국국악
교육연구학회, 2011년 2월), 49쪽.

31) 위의 글, 49쪽.
32) 김혜정, 「초등 국악교육을 위한 유희요의 음악적 특성과 분포 연구」, 『한국민요학』 제17집

(서울: 한국민요학회, 2005, 12월),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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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다양한 음악개념을 통한 음악적 요소들을 충실하게 배우기 위해서는 
민중의 생활과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향토민요가 기본 제재로 다루어져야 
한다. 향토민요야말로 민중의 삶이 반 된 다양한 형태로 노동의 현장에
서, 놀이의 마당에서, 의식의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불러지고 향유되어 온 
노래이기 때문이다. 

  또한 향토민요는 가창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체적인 음악이자 자연스럽게 창작의 기회를 부여하는 열린 음악이며 지
역 사회 문화를 능동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연결 통로로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한 음악 어법에 충실하고 기
층성이 강한 음악이자, 민중 스스로 즐기고 참여하여 향유되던 우리나라의 
대표적 음악장르인 향토민요가 교과서에 보다 다양하게 수록됨과 동시에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나.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민요교육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1946-1954년 교수요목 시기를 거쳐 1954년 시
행된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1년 고시된 현행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이르
기까지 총 9번의 개정 작업을 거쳐 변화되었다. 음악과 교육과정 역시 국
가 수준의 교육과정 변천과 시대적 흐름을 같이 하며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번 장에서는 음악과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나라의 민요 교육이 어
떠한 모습으로 변화 ‧ 발전되었는지를 ‘내용체계’ 및 ‘교수학습 방법’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및 민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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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총 9번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그 이후로 5년 내지 10년간 학교 음악 교육의 방향
과 내용이 변화되고, 그 새로운 변화의 내용이 학교 교실에 큰 향을 주
게 된다.33) 즉, 새로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실제 수업에서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쳐져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해당 교육과정별 교과서의 내용이 분석되어야 하고, 실
제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진 수업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되어야 한
다. 즉,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총론 및 각론의 내용과 그
것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구현되어 나타난 교육과정, 그리고 실제 교사들에 
의해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진 교육과정 연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부분과 교과서에 구현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교과서의 내용과 실제 수업 현장에서 음악 교사들이 재구성하여 
지도한 교수학습 과정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상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
용만을 근거로 ‘민요교육’의 흐름 및 변화 양상을 분석하 다. 연구 대상 
및 범위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교수학습 방법’ 역에 나타
나 있는 ‘민요교육’ 내용으로 제한하 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950년
대 제1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음악과 교육과정 속에 
나타난 ‘민요교육’의 변화・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제1차 교육과정의 민요교육(1954-1963)34)

  이 시기에는 각 학년의 지도목표를 구분하여 가창과 감상, 음악의 기
초이론 역에서 민요와 관련된 내용이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33) 권덕원,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기초한 국악교육의 방향」, 『국악교육』 제27집, 
(서울: 한국국악교육학회, 2009년 6월), 20쪽.

34) (가)-(아)항까지의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초‧중‧고등학교 음악과 교
육과정 기준(1955~1997)』 (서울: 신일문화사, 2001)을 참고하여, 음악과 교육과정
의 민요교육과 관련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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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 역에서는 단음창, 윤창, 합창 등의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속조
로 된 곡과 우리나라 작품을 적어도 5곡 이상 쓸 것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감상 역에서는 외국의 민요와 우리나라의 건전한 민요를 감상하
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 3학년 음악의 기초이론 역에서 민속음
계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는 민요교육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가창과 기초이론 역에서 민속조 또는 민속음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창에 나타나는 ‘민속조로 된 곡’의 의미가 민요, 
판소리와 같이 민속음악의 음계를 지닌 악곡을 지칭하는 것인지, 서양음악 
작곡자가 작곡한 창작 국악곡을 지칭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우리
나라 작품’을 5곡 이상 쓸 것이라는 요소 역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우리나라 작품의 범위를 해석하는데 있어 시조, 민
요, 판소리 등과 같은 국악 성악곡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작곡가가 
작곡한 모든 작품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감상 
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전한 민요’라는 개념 역시 건전함의 
기준(가사의 내용 또는 노래 주체자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이 없어 명
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민속 조, 민속음계와 민요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며, 우리나라 작품, 우
리나라의 건전한 민요 역시 명시된 조건만으로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우리나라 민요교육은 피상적 또는 한정적으로 이
루어졌으며 민속조로 된 곡, 민속음계, 우리나라 작품 등 의미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민요교육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 제2차 교육과정의 민요교육(1963-1973)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는 가창, 창작, 감상 활동 역에서 민요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으나, 하나의 음악적 장르로서 언급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가창 역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곡과 민요 부르기, 우리나라
의 음계 이해하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3학년 창작 역에서는 민요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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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악곡풍의 가락 짓기 활동이 나타나며, 감상 역에서는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고상하고 유명한 음악(민요 포함)의 감상 및 이해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의 민요교육은 서양 음악적 토대 위에서 민요가 함께 다뤄지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창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곡과 민요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민요 제재곡에 대한 기준이나 범위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음계 이해하기 활동은 우리나라의 어떤 
음악 장르 음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창작 역에서 제시된 ‘민요풍’이라는 개념이 음악적・교육적 용어로 
적합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요의 음계나 시김새를 활
용한 가락 창작활동이 아닌, 민요풍의 가락 짓기 활동이 서양 음악적 기법
을 의미하는지 민요교육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감상 역에서는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고상하고 유명한 음악 범주 안에 민요를 포함시켜 
민요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독립된 음악적 장르로서 분리되지 못한 모습
을 보여준다.

(다) 제3차 교육과정의 민요교육(1973-1981)
  3차 교육과정에서 민요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엿보이는 부분은 가창과 

감상 역이다. 가창 역에서 민요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노래를 50%이상 
부를 것과 우리나라 음계로 이루어진 노래, 민족(민속)적인 가락과 건설적
인 가사의 노래를 부르도록 제시하고 있다. 감상 역에서는 민요, 구군악, 
농악, 가야금 산조, 국악합주 등의 장르를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음악
을 감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시기의 민요교육은 감상 역에서 민요를 독립적인 국악 역의 한 
장르로 구분하여 소개함으로써 이전보다 보다 구체적인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민족적, 민속적, 건설적인 가사, 우리나라 
음계 등 해석이 불분명하고 의미가 모호한 개념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민요를 포함한 우리나라 노래로 범주화하여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
다. 또한 여기서 우리나라 노래라는 개념이 민요를 포함한 국악 성악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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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인지, 한국 작곡가가 작곡한 모든 작품을 아울러 표현한 것인
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제3차 교육과정의 민요교육 역시 표면적으로 언급된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전히 모호한 개념이 사용되어 제재곡의 범
위와 구분이 불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제4차 교육과정의 민요교육(1981-1987)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는 민요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다소 포괄적인 학습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만, <지
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에서 전통 음악을 각 역의 학습 활동 속에서 
충분히 다룰 것과 리듬 학습의 소재로서 전통 음악의 장단을 활용하는 일, 
가창과 기악 학습에서 민요를 소재로 삼는 일 등 모든 학습활동 속에서 전
통 음악의 소재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 음악이라는 포괄적인 
범주 안에서 민요를 소재로 삼거나 장단을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을 뿐 
민요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도 방향이나 학습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제5차 교육과정의 민요교육(1987-1992)
  5차 교육과정에서는 표현이라는 독립된 역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민

요와 관련해서는 가사에 의한 가락 및 민속풍의 가락 지어 적기,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서 쓰이는 조 등으로 쓰이는 악곡을 표현하기가 제시되어 있
다. 감상 역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 쓰이는 조35)로 이루어진 악곡의 
특징을 비교, 파악하기와 민요, 구군악, 농악, 산조, 합주, 판소리 등 우리
나라의 전통 음악을 감상하기 활동이 제시되었다. 

  이 시기 교육과정에서도 ‘민속풍’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다시 사용되고 
있으나,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통 음악’이라는 구분법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또한 민요를 포함하여 다양한 장르의 우리나라 전통 음악 감상하기를 

35) 2, 3학년에서는 ‘여러 가지 선법으로 이루어진 악곡의 특징을 비교, 파악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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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활동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전통 음악을 각 
역의 학습활동 속에서 충분히 다루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음악의 음악적 어법과 음악적 특징 등을 처음으로 독립적인 음악적 개
념으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또한 전통 음악에서 쓰이는 조, 여러 가
지 선법이라는 개념 제시는 민요 및 국악교육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구
체적인 음악적・교육적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는 변화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과정 상에 민요교육에 대한 활동지침이나 교수학습 과
정에 대한 언급이나 예시가 없다는 점에서, 아직 우리나라 민요교육에 대
한 체계적인 지도내용과 교육적 개념이 교육과정상에 구현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바) 제6차 교육과정의 민요교육(1992-1997)
  이 시기의 교육과정부터는 표현 역에서 각 학년별로 민요와 관련하

여 위계적인 학습 단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1학년에서는 각 지역의 민요
와 세마치, 굿거리장단을 2학년에서는 민요의 특징과 자진모리장단을, 3학
년에서는 민요의 개성적 표현과 여러 장단을 학습하도록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위계적 학습내용 제시는 제6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학년별 학습요
소를 위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매 학년마다 필요한 핵심개념들을 
연계・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또한 이해, 표현, 감상 등 
다양한 역에서 민요를 골고루 학습하도록 고려하고, 학년별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해 역에서는 처음으로 전통음악의 장식음
을 배우도록 하고 있으며,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민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6차 교육과정에서는 시김새와 정간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다. 교육과정에서 민요를 지도할 때 시김새를 넣어 
부르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정간보를 보고 표현하도록 제시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교육과정부터 민요 및 국악교육에 있어서 정간보
가 활발하게 적용되기 시작하고, 시김새와 장식음 등 전통음악 어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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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음악적・교육적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또한 지역 음악 문화와 관련하여 각 지역의 독특한 음악 문화 및 자료들을 
학습 활동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언급하는 등 이해, 표현, 감상의 모
든 역에서 민요 및 국악 교육의 비중이 커지고 중요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사) 제7차 교육과정의 민요교육(1997-2009)

  7차 교육과정에서는 7가지 음악적 개념을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해 역과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세분화되는 활동 역으로 구분된
다. 각 학년별로 이해와 활동 역에서 민요 학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학
습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범주가 넓어지는 나선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7학년에서는 여러 가지 장단과 민요 음계를, 8학년
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장단과 변형장단, 민요음계, 시김새, 긴-자진 형식을 
학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9학년에서는 꾸밈음과 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목소리를 덧붙여 배우도록 하고 있다. 

  지도방법에 있어서는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실제저인 지도 방법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 인적 자원
을 활용하여 우리 음악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
악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문화 행사에 참여하여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
해하고 생활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인적 자원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문화 행사에 관심을 갖
고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민요교육(2009-2011)
  2007년 개정되어 2009학년에 전면적으로 개정 실시된 2007 개정 교

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에 기본 바탕을 두고 부분적인 수정을 감행한 교육
과정이다. 

  이 시기의 개정 중점 사항 중 하나가 국악 교육의 질적 제고 으며 그
에 따라 국악 학습내용이 증대되고 체계화되었으며 다양한 국악 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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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도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생활화 역이 독립적으로 생
성되었고, 7차 교육과정과 달리 활동 역이 이해보다 앞서 제시되고 있어 
활동-이해-생활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7,8,9학년 활동 역에서 가곡, 민요 부르기
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7학년 이해 역에서 민요의 여러 조와 여
러 가지 장단을 학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생활화 역에서는 우리 음악
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악과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타 교과
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
는 민요 뿐 아니라 창작국악, 가곡, 시조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 활동 및 
음악적 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국악과 관련한 학
습활동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민요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의 ‘내용체계’와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았다. 1946년 교수요목 시기부터 
제5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음악과 교육과정 및 음악교과서 내용은 서양
음악 위주로 편성되었다.36) 우리나라 음악과 관련해서는 민속조, 민속음계, 
우리나라 음계, 민속적인 가락 등 정체성이 모호한 요소 및 개념이 사용되
었다. 가창과 감상, 창작 역에서 극히 부분적으로 민요 관련 내용이 제
시되었으나 구체적인 활동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
았다. 특히,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민요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
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요교육의 방향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제5차 음악과 교육과정까지 민요를 포함한 국악 수업이 매
우 미비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초⋅중⋅고 음악 수업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국악’은 199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일정한 비중을 차지
하게 되었다.37) 1990년대에 이르러 국악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

36) 임미선, 「학교에서의 민요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민요학』 제42집(전북: 한국민요학
회, 2014년 12월),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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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교수법 및 교육 활용 부분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국악교육은 
6차 교육과정에서 약 30%, 제7차 교육과정(1998~2008)에서는 약 40% 정
도로 외형상의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38)

  국악교육의 양적인 증가 뿐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을 염두에 둔 질적인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1998)에서는 서양음악
용어에 포함할 수 없는 국악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들(민요음계, 시김
새, 장단 등)을 별도로 제시하 다. 또한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지침 등에 
있어 국악교수법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민요 교육의 내용 
및 교수법 역시 서양음악이론이나 교수법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전심수의 
특징을 살려 듣고 부르기를 활용하여 가르치도록 제시39)하는 등 국악교육
의 질적인 변화를 꾀하 다. 

  이와 같이 국악교육 흐름의 변화에 따라 국악교육에서 민요가 차지하
는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고, 동시에 민요의 지도 내용에도 큰 진전이 나타
나게 되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교과서에서 “향토민요
가 이전보다 늘어남과 동시에 향토민요를 기능적 측면에서 노동요, 의식
요, 유희요 등으로 구분하여 학습자가 통속민요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40)된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각 지역의 향토민요가 지역사회로 연계되어 생활화로 
연결되는 과정이 미흡하고, 노동요, 의식요, 놀이요 등 각각의 기능에 따른 
분류 및 다양한 형태의 악곡 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교육과정 상에 우리 민요의 본질적인 부분인 향
토민요가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통해 

37) 권덕원, 「국악교육이 인성에 미치는 향」, 『국악교육』 제 39집(서울: 한국국악교육학회, 
2015년 6월), 8쪽.

38) 임미선, 「학교에서의 민요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민요학』 제42집(전북: 한국민요학
회, 2014년 12월), 206쪽.

39) 허선형, 「경기민요 ‘늴리리야’를 통해 살펴본 중학교 민요 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안」, 
『국악교육연구』 제 8권 2호(경기 안성: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014년 8월), 109쪽. 

40) 임미선, 「학교에서의 민요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민요학』 제42집(전북: 한국민요학
회, 2014년 12월),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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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국악
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이 이루어졌고 민요교육은 국악 교육에서 가장 커
다란 비중을 차지하며 변화 및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변화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의 교육과정에서는 향토민요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주제의 제재
곡과 통합적인 학습활동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향토민요와 지역사회 
문화의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한 음악의 
생활화가 개개인의 음악적 경험 속에서 체화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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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2009개정 교육과정)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인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위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41) 중학교 수준의 음악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음악과의 역 및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표현, 감상, 생활화 세 역
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표현” 역에서는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를 제시하고 있고 
“감상” 역에서는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
며 감상하기, “생활화” 역에서는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가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하위 역으로 내용 체계에 따
른 성취기준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음악활동에 대한 목표를 제
시함과 동시에 음악활동이 모두 마쳐진 시점에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4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음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12), 2011.

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나. 음악의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

다.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을 

활용하는 태도를 갖는다.

<표 1> 음악과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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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체계 성취기준

1. 표현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
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7~9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악곡의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악곡의 특징을 살려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예술가곡, 민요, 판소리 한 대목, 가곡의 초장을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창의적으로 
음악을 만들어 

표현하기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주제에 맞는 노랫말과 극본을 만들어 음악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가락을 만들 수 
있다.

2. 감상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7~9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할 수 있다.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음악을 듣고 현대 사회에서 음악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3. 
생활화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며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표 2> 음악과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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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1~3학년) 음악 요소 및 개념체계

・ 여러 가지 박자
・ 장단(중모리, 엇모리, 가곡), 장단의 세
・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
・ 여러 가지 장단의 장단꼴
・ 말붙임새

・ 여러 가지 음계
・ 여러 지역의 토리
・ 여러 가지 시김새

・ 딸림 7화음
・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종지

・ 형식(연음형식, 엮음 형식, 한배에 따른 형식, 푸가, 론도, 소나타, 변주곡,   
     ABA 등)

・ 셈여림의 변화

・ 빠르기의 변화 / 한배의 변화

・ 여러 가지 음색

<표 3> 중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체계

  2009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국악의 전체적인 비중이 증가하
고 특히 교수・학습 방법의 내용 역별 지도과정에서 국악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가락학습에 있어서 손
이나 가락선 악보 등을 활용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악기를 지도할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세계 속에서 우리 음악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30 -

때는 악기의 구음을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체적 활동이나 춤
을 통하여 장단 감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국악 곡은 되도록 
국악기로 반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악 곡 만들기(창작)활동에서는 국악
기를 이용하여 국악의 특징을 표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악 곡을 감상할 
때에는 추임새 넣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음악 감상에 참여하도
록 제시하고 있다. 국악 곡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간보와 
구음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표현, 감상 역에서 각 단락마다 국악학습
과 관련하여 독립된 지도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이며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악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지도 방법을 음악과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현행 음악 교과서의 향토민요 수록현황

  현행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에는 자장가를 비롯한 전래동요와 
강강술래 범주의 유희요, 농업‧어업‧임업 등과 관련한 노동요, 액막이타령
과 진도 씻김굿과 같은 의식요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토민요 가운데
서도 전래동요(유희요), 의식요 등은 제외하고 논농사, 밭농사, 어업, 임업 
등과 같이 노동과 관련된 노동요 중심으로 악곡을 선정 및 분류하 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연
번 교과서명 쪽 제목 활동 지역 비고

1 금성 62 이야홍타령 기악+가창 제주 장단꼴연주

2 두산동아 58 훨훨이 가창 경기 참고곡

3 비상 145 이어도 사나 감상 제주

4 세광 87 상주 논매는 소리 알고가기 경상

<표 4> 2009 개정 음악과 교과서의 향토민요 수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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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민요 가운데 노동요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17종의 음악교과서 
중 9개의 교과서에서 17곡의 노동요가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동요는 논농사와 밭농사 때 주로 불리는 농사요와 어업의 현장에서 불리는 

남방아 노래 제주

5 음악과
생활

184 부여바심소리 가창 충청

185 멸치 후리는 소리 감상 제주 참고곡

6 와이비엠

45 훨훨이 가창(제창) 경기

169 이어도 사나 감상 제주

170 몸 돌려 가창 경기 고양 김매기 
소리

180 거문도 뱃노래 가창+감상 남도 ‘뱃노래’와 
비교감상

211 산유화가
(부여 긴 모심기소리) 감상 충청 ‘더 해보기’

7 천재

60  이어도 사나 가창 제주 ‘뱃노래’비교

75 논매는 소리 가창 경기 일노래

76 콩 꺾자 콩 꺾자 가창 전라 일노래

8 태성 52 훨훨이 가창 경기 고양 김매기

9 현대음악
174

명주(강릉) 
모내기소리

이해하기

강릉 농사일관련

연기 집터 다지는 
소리 연기 토목공사관

련

삼천포 그물 당기는 
소리

삼천
포

어업관련

175
봉산 풍구타령

가창
서도

참고곡
해녀 뱃노래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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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요, 기타 노농요로 구분하 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충청, 전라(남도), 
서도, 제주 등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는 이해 역과 더
불어 가창, 기악, 감상 활동 등을 통해 학습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며 모심
기소리, 논매는 소리와 같은 농사요와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어
업요가 주로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노동요를 종류
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향토민요는 한정적인 지역에서 어떠한 기능이나 목적을 가지고 불리어
진 후에 사당패와 선소리꾼과 같은 전문 소리꾼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42) 이러한 향토민요의 특징에 따라 각 지역에서 지엽적으
로 전해진 소리를 악보로 분류 및 정리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악곡들을 찾아 교과서에 수록하고자 하는 노력이 학
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교과서에는 다양하게 반

42)  김혜정, 「경기소리 전승맥락과 보존‧계승 방안」, 『한국민요학』 제26집(전남: 한국민요학
회, 2009년 8월) 참고.  

종 류 곡       명 곡수(N) 비중(%)

농사요

훨훨이, 상주 논매는 소리, 남방아 노래, 부여 
바심소리, 몸 돌려, 산유화가(부여 긴 모심기소
리), 논매는 소리, 콩 꺾자 콩 꺾자, 명주(강릉) 
모내기 소리

9 52.9

어업요
이야홍타령, 이어도사나, 멸치 후리는 소리, 거
문도 뱃노래, 삼천포 그물 당기는 소리, 해녀 
뱃노래

6 35.2

기타노동 연기 집터 다지는 소리, 봉산 풍구타령 2 11.8

계 17 100

<표 5>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노동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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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들을 살펴보면 어업 노동요는 대부분 제주 

지역의 민요가 한정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논매기, 모심기와 관련된 농업 
노동요는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소개되는데 그치고 있다. 향토
민요의 본래 기능과 목적에 충실한 각 지역의 현존하는 향토민요를 꾸준히 
발굴하고 악보화 하는 작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지역의 향토민요가 교육적 
검토를 거쳐 교과서에 수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향토민요에 관한 음악교사 대상 설문 조사
 

  본 설문은 현직 중등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현행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에 대한 인식도 및 실제 수업활용도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된 것이
다.

가. 연구 대상

  본 설문은 현직 중등 음악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103
부의 설문지가 연구에 활용되었다. 설문은 음악과 신규교사 연수와 1급 정
교사 자격 연수,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음악과 직무연수, 1983년 창
단되어 서울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서울시 음악교사 합창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신뢰도와 대표성을 위해 무선 표집 혹은 유층 표
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소속의 다양한 경력을 
지닌 음악 교사들의 집합 연수인 음악과 직무연수와 오랜 경력을 지닌 서
울시 음악교사 합창단을 통해 설문 결과를 구하 다. 그리고 경력 5년 내
외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1급 정교사 연수와 경력 1년 미만의 
신규교사 임용연수를 통한 조사를 통해 경력 상의 고른 분포가 이루어지도
록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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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대상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교사 83명(80.6%), 고등학교 교사 
19명(18.4%), 무응답 1명으로 대부분 중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
으며,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모두 서울시교육청 소속으로 서울 지역의 음
악 교사들이었다. 중학교는 74명이 서울 지역의 음악교사들이며 9명은 경
기도 교육청 소속의 음악교사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강서(14.6%), 강남
(12.6%), 서부(8.7%) 교육지원청 소속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근무 경력 기준으로는 1년 이상 5년 미만의 교사 응답자가 총 4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5년 이상 30년 미만(18%)의 교사 그룹으로 
나타났다. 경력 5년 이하 교사의 응답률이 높은 이유로는 신규교사 자격 
연수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통한 설문조사 참여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5년 이하의 경력을 지닌 음악교사들이 다양한 직무연수에 적
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경력 25년 이상의 음악 
교사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서울시 음악교사 합창단에서 오랜 시
간동안 활동한 교사들과 다양한 음악과 직무연수와 교과 연구회에서 활동
하는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공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양음악 전공 교사가 103명 중 95명으로 
92.2%를 차지했으며 국악전공 교사는 7명(6.8%)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
이 서양음악 전공이었으며 서양 음악 전공자들의 세부 전공을 살펴보면 성
악이 39명(37.8%)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피아노 29명(28.2%), 
작곡 16명(15.5%), 관현악(6.8%), 음악교육(3.9%)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악 
전공 중에는 해금, 대금 국악이론, 가야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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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비율(%)

학교 급
중학교 83 80.6

고등학교 19 18.4
무응답 1 1.0

경력

5년 미만 43 41.7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4.6

10년 이상 – 15년 미만 4 3.9

15년 이상 – 20년 미만 10 9.7

20년 이상 – 25년 미만 9 8.7

25년 이상 – 30년 미만 17 16.5

30년 이상 5 4.9

전공분야
서양음악 95 92.2

국악 7 6.8
무응답 1 1.0

계 103 100(%)

<표 6> 연구대상자의 학교 급, 경력, 전공분야별 배경 

본청 강서 강남 서
부

성
동

북
부

남
부

동
부

동
작

성
북

강
동

중
부

경
기

무
응
답

계
(N/
%)

19 15 13 9 7 7 6 5 4 4 3 1 9 1 103

18.4 14.6 12.6 8.7 6.8 6.8 5.8 4.9 3.9 3.9 2.9 1.0 8.7 1.0 100

<표 7> 연구대상자의 지역별 소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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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 피아노 작곡 관현악 음악
교육 해금 대금 국악

이론
가야
금

무응
답

계
(N/%)

39 29 16 7 4 2 2 2 1 1 103

37.9 28.4 15.5 6.8 3.9 1.9 1.9 1.9 1.0 1.0 100

<표 8> 연구대상자의 세부전공

나. 설문 방법 및 구성 체계

  본 설문지는 연구를 준비 계획한 2013년 봄부터 2014년 겨울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배부
되었으며 개별적인 방법으로 수거되었다. 현직 음악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루어지는 중등 음악교과 연구회와 음악과 직무연수 참석 및 이메일을 통해 
약 11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으며, 부분적인 응답으로 인해 유의미한 결
과를 얻기 어려운 설문지와 누락 내용이 많아 분석하기 어려운 설문지 7
부(6.45%)를 제외하고 총 103부(93.6%)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본 연구에 
활용되었다. 

  

  본 설문지는 크게 다섯 가지 역으로 구분되며 첫 번째 역은 설문
대상자의 개인적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학교 급별, 경력
별, 전공과 관련된 문항을 제시하 다. 두 번째 역은 전반적인 국악 수
업에 관한 내용으로 국악 수업을 할 때 가장 높은 비중을 두게 되는 장르
와 그 이유, 수업의 주요 활동 및 민요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을 조
사하 다. 세 번째 역은 향토민요 수업에 대한 인식 및 주요 학습활동과 
관련한 내용으로 향토민요에 대한 교사의 악곡인지도, 수업경험 유무, 향
토민요 수업 차시활동 및 계획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문항을 제시하

다. 네 번째 역은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와 관련하여 난이도
와 악곡 수, 교육적 의미 및 교과서의 문제점 및 수정, 보완되어야 할 내



- 37 -

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역은 향토민요 수업
의 어려움과 개선방향에 관한 것으로 총 세 개의 문항을 제시하 다. 설문
지 문항구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영 역 문항번호
문항 수

(하위문항포함)
Ⅰ. 연구대상: 개인적 배경 1-4 4

Ⅱ. 전반적인 국악수업에 관한 조사 5-6 4

Ⅲ. 향토민요 수업에 대한 인식과 주요 학습활동 7-11 12

Ⅳ.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 분석 12-17 6

Ⅴ. 향토민요 수업의 어려움과 개선방향 18-20 3

합 계 29문항(서술형 포함)

<표 9> 설문지 역과 문항구성

다.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2.0 Version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 다. 각 문항별 유효 값과 결측 값을 합하여 그에 따른 기
술 통계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또한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중 
‘경력’ 변인을 기준으로 경력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을 구분하여 
Chi-square test를 실시하고 문항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라. 결과 및 분석

(1) 개인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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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배경은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학교 급별, 경력별, 지역 교육청
별, 전공별 특징을 조사한 것으로 위의 ‘연구대상’과 관련한  <표 6> - 
<표 8>과 같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현직 중등 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하
다. 서울 지역의 중학교 음악교사 참여도가 가장 높았고 경력 5년 미만의 
교사들이 가장 많이 응답하 으며, 서양음악을 전공한 교사들의 응답이 절
대적으로 많았다. 세부 전공으로는 성악을 전공한 교사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지의 개인적 배경요인을 학교 급, 지역, 경력, 전공분야별로 
구분했을 때, 각 집단별 빈도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 집단 간 비교분석
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경력을 변인으로 하여 10년 미만과 10년 이
상으로 구분했을 때 응답자의 비율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따라서 개
인적 배경 요인 중 교직 경력을 기준으로 SPSS를 활용한 Chi-square 검
정을 실시하 다.

  아래 <표 12>와 <표12-1>은 Chi-square 검정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교직 경력 10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58명과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45명을 대상으로, 개인적 배경을 묻는 1번 역의 4개 문항과 중복 응답
이 가능한 8번, 9-1번 문항, 2개의 서술형 문항을 제외한 총 19개의 객관
식 문항을 검정해 보았다. 분석 결과, 19개의 문항 중 5-1번 문항에서만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악 역을 가르
칠 때 민요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선택하는 이유’를 선택하는 문항에서 
Chi-square 검정 결과, person 카이제곱 값이 , 유의도(P)가 .007
로 산출되었다. 이는 5-1문항에서 경력 10년 미만의 교사와 경력 10년 이
상의 교사의 응답 간 차이가 존재하고, 두 집단의 비교 결과 값이 매우 높
은 수준의 변별력을 지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문항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5-1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문항들에서는 경력 간 구분에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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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대체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경력을 변인으로 하여 구분했을 때, 
두 집단 간 응답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두 집단이 결과적으
로 동일한 응답 양상을 보 다는 것을 의미한다. Chi-square 검정에 따른 
경력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업 경험이 많은 교사와 비
교적 경험이 많지 않은 교사들의 응답이 비슷한 양상을 보 다는 것은 향
토민요 수업에 대한 음악 교사들의 인지도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음악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학습 자료가 풍부한 통속민
요 중심의 수업을 지도하고 있으며 경력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향토민요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지니고 있고, 실제로 향토민요 수업을 지도해 본 경
험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
번호

문항내용
유의도

(p)

5 국악 역을 가르칠 때 가장 높은 비중을 할애하게 되는 
장르는 어떤 것입니까? .147

5-1
 위와 같은 장르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007**

5-2  위에서 선택하신 장르를 가르치실 때 주로 어떤 활동으로 
수업하십니까? .434

6 국악 역에서 민요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868

7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409

9
본인의 민요 수업에서,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중 어느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62

10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중 교육적으로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62

<표 10> 설문지 전체 문항의 Chi-square 검정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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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2) 전반적인 국악수업에 관한 조사

  현직 중고등학교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국악 역을 가르칠 때 가장 

11 향토민요 악곡으로 직접 수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623

11-1 향토민요 수업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십니까? .182

11-2 향토민요 수업을 주로 몇 차시 분량으로 구상하십니까? .578

12
교과서에서 향토민요에 대한 개념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35

13 교과서에서 향토민요와 통속민요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84

14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의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11

15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의 악곡 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12

16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63

17 교과서의 향토민요와 관련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1

18 향토민요 수업을 준비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666

19 보다 효율적인 향토민요 수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69

20 향토민요를 학습함으로써 얻게 되는 교육적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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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중을 할애하게 되는 장르를 물었을 때 아래 <표 11>과 같이 민요
(84.5%)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내용에 따라 가창, 기악, 창
작, 감상 활동 중 어떠한 활동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다양한 응답이 나
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국악 수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가르치게 
되는 역을 물었을 때 민요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민요 
수업은 대부분 가창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교사들은 가창 중심의 
민요 수업을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형태의 국악 수업으로 인식하는 것
으로 보인다.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많은 국악 곡 중에서 민요를 가장 높
은 비중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민요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
하게 여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민요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연계적으
로 음악교과서에 높은 비중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음악교사들이 민요를 가장 많이 가르치게 되는 이유로는 아래 
<표 12>와 같이 ‘학습자가 흥미 있게 학습에 참여하기 때문에(46.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24.3%)’, ‘교사

 국악을 가르칠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 빈도(N) 백분율(%)

민요 87 84.5

판소리 8 7.8

창작 국악곡 5 4.9

가곡, 가사, 시조 1 1.0

산조, 시나위 1 1.0

무응답 1 1.0

합계 103 100

<표 11> 국악을 가르칠 때 가장 높은 비중의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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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음악 소재이기 때문(12.6%)’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교사들이 민요 수업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가르치는 이유는 학생
들이 국악 역 중 민요 수업에 가장 흥미 있게 참여하고 교사에게도 익숙
하고 친근한 음악 소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악 교과서에 민
요가 높은 비중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민요를 많이 가르치게 된다고 
응답한 교사들도 24.3%에 달했다. 교사들은 학습자의 흥미와 교과서의 수
록 정도, 교사의 음악적 친숙도 등을 근거로 국악 역 중 민요수업을 가
장 선호하고 많은 비중을 두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동일한 문항을 경력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미만과 10년 이
상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검사했을 때 검사결과는 아래 <표 12-1>과 같았
다. 결과를 살펴보면, 경력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교사 집단 모두 학습
자 중심의 장르를 선택하고 있다. 교사들은 장르와 제재를 선택할 때, 학
생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만한 내
용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음악교사들은 수업을 구상할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 빈도(N) 백분율(%)

학습자가 가장 흥미 있게 학습에 참여하기 때문에 48 46.6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25 24.3

교사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음악 소재이기 
때문에 13 12.6

국악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2 11.7

수업자료와 학습교재가 풍부하여 수업준비가 
용이하므로 5 4.9

합계 103 100

<표 12> 민요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가르치는 이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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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습 수요자의 흥미와 만족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다만, 경력 10년 미만의 교사들은 민요를 가장 많이 가르치는 이유로 
‘학습자가 가장 흥미 있게 학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대적으
로 높았으나,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들에게는 ‘학습자의 흥미’와 ‘교과서의 
수록 비중 정도’, ‘교사의 친숙도’ 역시 비슷한 수준의 중요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즉, 경력별 집단의 응답 순위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각 보
기에 대한 응답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력 10년 미
만의 교사들에게는 ‘(민요가)교사에게 가장 친근하고 익숙한 음악이기 때문
에’라는 보기의 응답자가 2명(3.4%)으로 가장 낮은 반응을 보 으나,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 집단에서는 45명 중 11명(15.6%)이 응답하여 상대적으
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따라서 경력이 높아질수록, 국악 수업에 대한 
경험이 많아질수록, 음악 교사들에게 민요가 친근하고 익숙한 음악으로 인
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12-1>과 <표12-2>는 5-1번 문항인 “국악 장르 중 민요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가르치는 이유”에 대한 경력별 Chi-square 검정 결
과를 정리한 것이다. 검사 결과 person 카이제곱 값이 , 유의도(P)
가 .007로 산출되어 이 문항의 변별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유의미한 결
과를 나타내는 문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검사에서 a. 2셀(20.0%)
이 기대빈도 5보다 작은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어, 본 카이제곱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해석된다. Likelihood Ratio(우비도) 역시 
유의도가 p<0.05로 경력에 따른 두 집단의 응답 차이는 독립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
빈도(N)

전체
백분율(%)

<표 12-1> 민요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가르치는 이유(경력별 Chi-square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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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민요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활동은 가창(81.6%)이었

으며 다음으로는 감상(13.5)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교사들은 민요를 
가르칠 때 노래하는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창 활동을 통해 민
요를 학습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교사들은 민요의 가창 
활동이 민요를 배우고 익히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10년 미만 10년 이상

학습자가 가장 흥미 있게 학습에 참여하기 
때문에

34
(58.6)

14
(31.1)

48
(46.6)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14
(24.1)

11
(24.4)

25
(24.3)

교사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음악 
소재이기 때문에

2
(3.4)

11
(24.4)

13
(12.6)

국악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
(8.6)

7
(15.6)

12
(11.7)

수업자료와 학습교재가 풍부하여 
수업준비가 용이하므로

3
(5.2)

2
(4.4)

5
(4.9)

합계
58 45 103

(100)103(100)

값 자유도 유의확률(P)
Person 

Chi-Square  4 .007**

Likelihood Ratio 14.704 4 .005

N for Valid Cases 103
 (**p<.01)

<표 12-2> Chi-square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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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 활동을 위해 교사가 먼저 노래를 불러주거나(시범창) 전문가의 노래
를 감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악과 창작 활동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민요 
학습은 거의 가창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악 수업
을 할 때 단소 나 장구, 소금 등의 악기를 활용한 기악활동을 통해 민요의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 한 배에 따른 변화, 올바른 주법을 통한 시김새 
표현 등의 학습 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락에 따른 가사 창작이나 시김새와 주요 음을 활용한 가락선 만들기, 가
사에 따른 안무 창작하기 등 다양한 창작활동 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장르를 가르칠 때 주로 선택하는 활동 

가창 감상 기악 창작 합계(N/%)

84 14 4 1 103

81.6 13.6 3.9 1.0 100

<표 13> 위와 같은 장르를 가르칠 때 선택하는 활동

 
  교사가 민요 수업을 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으로는 아래 <표 14>와 

같이 ‘민요 특유의 발성을 사용하는 것(61.8%)’과 ‘민요의 시김새를 표현하
는 것(22.5%)’이 대표적이었다. 이는 가창 중심의 민요 수업을 할 때 교사
가 먼저 시범창을 보이는 과정에서 민요 특유의 발성과 시김새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요에는 지역적 음악 특
징인 토리와 시김새가 나타나는데 서양음악을 전공한 음악교사들이 민요 
가창 수업을 할 때 선창이나 시범 창을 보이는 과정에서 남도 민요의 굵게 
떠는 음과 꺾는 음, 서도 민요의 콧소리, 털어내며 내는 소리 등의 표현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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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향토민요는 통속민요에 비해 시김새가 어렵지 않고 단순한 구
성 음과 따라 부르기 쉬운 가락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민요 
수업을 할 때 향토민요를 제재곡으로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접
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향토민요는 일반인들에 의해 지역적으로 
불린 노래이기 때문에 통속민요에 비해 음악적 기교나 가락의 세련된 맛은 
덜할 수 있으나 교사와 학생들이 음악적으로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
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악에서 민요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빈도(N) 백분율(%)

민요 특유의 발성을 사용하는 것 63 61.8

민요의 시김새(꺾는 음, 떠는 음)를 표현하는 것 23 22.5

기타 8 7.8

장구 장단으로 반주하는 것 5 4.9

정해진 음높이(청)가 없다는 것 4 3.9

합계 103 100

<표 14> 민요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3) 향토민요에 관한 인식 및 주요 학습활동

  세 번째 역에서는 실제 향토민요 수업과 관련하여 음악 교사들이 교
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에 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관
련한 문항과 향토민요 수업을 주로 어떤 활동으로 진행하는지에 관한 내용
을 조사하고자 하 다.

  먼저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와 관련
하여 ‘알고 있다(84.5%)’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11.7%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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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음악 교사들은 ‘모르겠다’고 대답하여 약 10명 중 1명의 교사는 향
토민요와 통속민요의 특징 및 개념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르겠다’고 반응한 응답 중에는, 향토민요가 시간이 흐르면
서 ‘통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한정적인 지역에서 불리던 소리가 전문
음악가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불리게 되는 경우에 향토민요와 통속민요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데에 따른 반응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번 문항에 대한 응답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8번 문항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향토민요, 통속민요, 창작 국
악곡 중 17곡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제시하고 이 중 향토민요만을 골라 표
시하도록 하 다. 다중 응답이 가능한 이 문항에서 향토민요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곡은 남도(전라도) 노동요인 ‘콩꺾자 콩꺾자(56.8%)’ 으며, 
다음으로는 경상도 민요인 ‘상주모심기소리(54.5%)’가 선택되었다. 17곡 
가운데 교사들이 선택한 향토민요 악곡의 빈도수와 퍼센트는 아래 <표 
16>과 같다.  

  표를 보면 대부분의 음악 교사들이 향토민요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
하고 바르게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남도 노동요인 ‘콩꺾자 콩꺾자’와 ‘상
주 모심기 소리’는 대표적인 농사 노동요로 향토민요의 기능 및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악곡이며, 전남 고성 지역의 ‘칭칭이 소리’와 경기 고양 
지역의 김매기 소리 ‘훨훨이’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여 많은 음악 교사들이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차이 인지 빈도(N) 백분율(%)

정확하게 알고 있다. 87 84.5

모르겠다. 12 11.7

무응답 4 3.9

합계 103 100

<표 15>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개념 차이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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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 향토민요 악곡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놀이요(유희요)로 노래되다가 현재는 통속민요로 분류되는 ‘통
 개타령’과 ‘금다래꿍’, ‘싸름’ 등의 답안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제주 지

역의 대표적 통속민요인 ‘너 나 ’, ‘오돌또기’, 경기 지역의 통속민요인 
‘늴리리야’, 창작국악동요로 잘 알려진 ‘산도깨비’ 역시 3.3%의 응답률을 
보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범주를 혼용하여 이
해하고 있는 소수의 교사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순위 제목
응답빈도수
(N/중복)

응답율(%) 백분율(%)

1 콩 꺾자 콩 꺾자 50 56.8 8.8

2 상주 모심기 소리 48 54.5 8.4

3 들강 달강 44 50.0 7.7

4 칭칭이 소리 42 47.7 7.4

4 통 개타령 42 47.7 7.4

6 훨훨이 41 46.6 7.2

7 돈돌라리 40 45.5 7.0

8 금다래꿍 36 40.9 6.3

9 너 나 32 36.4 5.6

9 옹헤야 32 36.4 5.6

11 강강술래-자진강강술래 31 35.2 5.4

12 싸름 29 33.0 5.1

<표 16> 교사들이 향토민요로 인지하고 있는 악곡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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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문항에서 음악 교사들이 실제 민요 수업을 할 때, 향토민요와 통
속민요 중 어느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통속
민요 83.5%, 향토민요 13.6%, 무응답이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 음악 교사들은 국악 역 중 민요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민요 수업을 계획할 때 향토민요보다는 통속민요를 중심의 수업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요 수업을 할 때 더 높은 비중을 두는 민요 빈도(N) 백분율(%)

통속민요 86 83.5

향토민요 14 13.6

무응답 3 2.9

합계 103 100

<표 17> 민요 수업에서 비중을 두게 되는 통속/향토민요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아래 <표 18>과 같이 응답하

13 오돌또기 24 27.3 4.2

14 신고산타령 22 25.0 3.9

15 몽금포타령 21 23.9 3.7

16 산도깨비 19 21.6 3.3

17 늴리리야 18 20.5 3.2

합계 571 648.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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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했을 때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학습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29.8%)’ 으며 다음으로는 ‘교사에게 더 친근하고 
익숙한 음악이기 때문에(27.2%), ‘교과서에 더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25.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것은 ‘보다 교육
적이기 때문에(6.0%)’라는 보기 다. 

  교사가 민요 수업 중 통속민요에 비중을 두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습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향토민요와 관련한 
수업 자료 및 교재가 통속민요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 중 통속민요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교사용 
지도서와 참고서, 그밖에 교육용 학습 자료인 음원이나 소프트웨어 등도 
통속민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향토민요 수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다양한 향토민요 음원과 학습 자료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각 지역별로 교육적 가치와 의의를 지난 향토민요를 지속적으로 발
굴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한 학습 자료와 교재 개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
져야 교사가 그것을 토대로 수업 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용 및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통속민요가 교사에게 더 친근하고 익숙한 음악이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교사가 수업의 제재곡을 선택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할 때, 교사에게 더 익숙하고 친숙한 악곡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반 할 때 전문가에 의해 더 많이 알려지고 대중적인 통속
민요가 더 많이 선택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18>은 교사가 통속/향
토민요를 선택하여 가르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9번과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빈도(N) 백분율
(%)

학습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45 29.8

<표 18> 통속/향토민요를 선택하여 가르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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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문항에서는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중 교육적으로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 질문에는 <표 
19>과 같이 52명의 음악교사가 통속민요(50.5%)라고 응답했고 33명(32%)
의 교사가 향토민요라고 응답했으며, 아무 응답도 하지 않은 교사는 18명
(17.5)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음악교사가 통속민요가 교육적
으로 보다 의미 있다고 답했으나 대부분의 음악 교사들이 통속민요 중심의 
음악 수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83.5%)을 감안할 때, 실제 통속민요 중심
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향토민요가 교육적으로 더 의미 있다고 생각
하는 음악교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하지 않은 18명(17.5%)의 교사들 중에는 통속민요와 향토민요의 
구분 및 선택이 의미 없다고 인식하는 교사와 둘 다 교육적으로 의미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교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에게 더 친근하고 익숙한 음악이기 때문에 41 27.2

교과서에 더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39 25.8

학생들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17 11.3

보다 교육적이기 때문에 9 6.0

합계 154 100

교육적으로 보다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민요 빈도(N) 백분율(%)

통속민요 52 50.5

향토민요 33 32

무응답 18 17.5

<표 19> 통속/향토 민요 중 교육적으로 보다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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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생각한 이유를 묻는 10-1문항은 서술형으로 기입하도록 제
시하 으며 103명의 응답자 가운데 62명(60.2%)이 응답하 다. 62명 중 
통속민요에 관한 의견을 기입한 교사는 36명(58.1%)으로 그 이유를 살펴
보면 통속민요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동기유발이 쉽기 
때문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 교사들은 통속민요가 우리나라의 민
요를 대표할 수 있는 일반적인 민요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문가에 의해 
불려 졌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동
기 유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통속민요가 지닌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음악적 특징과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낄 것이라는 교
육적 특징으로 인해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교육적인 소재로 향토민요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기입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 중 20명(32.3%)이었으며 이러한 향토민요의 특징으로 ‘지역적
인 특징이 강하고 지역 색을 잘 나타내고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가
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반인들이 불러왔고, 삶의 모습과 더 닮아있기 때
문에’, ‘우리나라의 정서와 뿌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므로’, ‘학생들이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을 보 다. 

  따라서 음악 교사들은 향토민요의 지역적 특징과 지역 색을 가장 큰 
교육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토민요를 삶의 모습과 닮아있는 음악, 
우리나라의 정서와 뿌리가 담겨있는 음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향토민요는 통속민요와 달리 특정한 지역에서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불러진 노래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색채가 강하고 기능에 따른 분류가 확실
하다. 따라서 민요를 학습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기능을 지
닌 향토민요를 학습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단순한 형태의 향토민요를 먼저 
학습함으로 민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 교사가 작성한 답안 
중에 ‘학생들이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응답이 포함되어 

합계 1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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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아 통속민요 뿐 아니라 향토민요 역시 학생들에게 쉽고 흥
미 있는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하지 않은 6명(9.7%)의 교사는 기타 의견으로 구분하 으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통속민요와 향토민요를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으며 현행 교과서에서도 그 구분이 모호하므로 굳이 
나누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통속민요와 향토민요 모두 교육적 의
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조화롭게 가르쳐야 한다는 반응이 대표적이었다. 통
속민요와 향토민요 가운데 한 가지 보기를 선택한 교사 가운데도 기타 의
견란에 통속민요와 향토민요가 각각 지니고 있는 교육적 의미와 가치에 대
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모두 각각의 교육적 의미와 특징적인 교
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설문 문항은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교육적 
우위나 가치의 경중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민요 수업을 
구상할 때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중 어느 민요를 보다 중점적으로 가르치게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제시된 문항이다. 또한 10-1번의 서술형 
문항을 통해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에 대한 음악 교사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
견을 수렴하여 정리해보고자 하 다.

  설문지의 10번 문항과 10-1번 문항의 서술형 답안을 유형별로 정리하
여 <표 20>와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나머지 의견들과 기타 답안은 <표 21>
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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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다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빈도(N) 백분율(%)

통속민요
(36/58.1)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고 있기 
때문에 

14 22.6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동기유발이 쉽기 
때문에

12 19.4

전문가가 불러서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6 9.7

음악적 개념 및 특징이 보다 교육적이어서 4 6.5

교과서에 더 많은 비중으로 실려 있기 
때문에

1 1.6

향토민요
(20/32.3)

지역적인 특징이 강하고 지역 색을 잘 
나타내고 있어서

8 12.9

일반인들이 불러왔고, 삶의 모습과 더 
닮아있기 때문에

6 9.7

우리나라의 정서와 뿌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므로

3 4.8

학생들이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어서 3 4.8

기타
(6/9.7)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으며 개념자체가 
모호하다고 생각함. 둘 다 조화롭게 배우는 
것이 좋음.

6 9.7

계 62 100

<표 20> 통속/향토민요가 보다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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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속민요
・익숙해서 더 가르치기 쉽고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향토민요는 가사가 어렵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해시키기 어렵다.
・학생들이 좀 더 친숙하게 여기는 민요로 접근하여 흥미를 높여주기 위해서
・많이 들어서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며 음악적 어법도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더 많이 알려 주어야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익숙해서, 학생들이 더 쉽고 익숙하게 배울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 불리며 후대에 더 잘 전달되고 알려짐
・전문가에 의해 불러졌기 때문에 보다 음악적 깊이가 있다고 여겨짐
・지방마다 색깔이 다르고 노래 부르기도 쉬워서
・지역에 국한된 내용이 많은 향토민요보다 널리 알려진 통속민요를 먼저 접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교과서에 비중이 많아서 은연중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음
・향토민요와 통속민요를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보다 

더 잘 알려진 민요를 가르치게 됨
・향토민요는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전문가들의 많은 연구를 통해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통속민요가 우리 조상의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를 가르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따라 불러보며 발성, 시김새, 장단 등 개념을 정리하기에 더 적합해서

향토민요
・보통 사람들의 삶의 노래이므로, 생활과 연결되는 음악이어서
・우리의 전통 민요 즉,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풍습이므로
・우리민요가 노동요에 가깝기 때문에
・향토민요가 널리 알려지면 통속민요가 되기 때문에 향토민요의 통속화가 필요함.
・지역의 특수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민요의 특색을 알 수 있어서
・각 지역의 생활 풍습, 시대적 상황을 가장 잘 반 하고 있는 노래이므로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변형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역 색이 강하기 때문에
・향토민요가 더 우리나라의 정서와 뿌리가 담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나라 정서를 전달할 때 배우는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어서
・지역별로 특징 있는 민요를 배우면 우리나라 민요를 더 잘 계승할 수 있으므로
・민요를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져서

<표 21> 통속/향토민요가 보다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 기타 서술형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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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둘 다 조화롭게 배워야 한다, 둘을 구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둘 중 하나에 꼭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개념 구분이 이제는 모호하다고 생각되며, 민요 수업을 통해 

지역에서 불러진 노래를 배우는 것 뿐 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더욱 포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수업내용(교재)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어느 쪽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토민요를 일부러 발굴해서 가르치고자하는 의지는 없다. 

  11번 문항의 향토민요 악곡으로 직접 수업을 해본 경험을 묻는 질문
에는 절반 이상의 교사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실제 학교 수업 현장
에서 향토민요 제재곡으로 수업을 경험한 교사는 44명(42.7%)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40%가 경력 5년 미만
의 교사들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수업 경험이 
많지 않은 교사들이 향토민요를 선택하여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본 사례가 
많지 않았을 것이고 나머지 음악 교사들도 정해진 시간 안에서 다양한 음
악적 소재를 가르치다보면 향토민요를 제재곡으로 선택하여 이루어지는 수
업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국악 역 중에서 민요를 가장 높은 비중(84.5%)으로 가르치고는 
있으나 이러한 민요 수업은 통속민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향토민요 수업이 민요 수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 교사들의 향토민요 수업 경험과 관련한 응답을 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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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민요 수업 경험 유무 빈도(N) 백분율(%)

없다 59 57.3

있다 44 42.7

합계 103 100

<표 22> 음악교사들의 실제 향토민요 수업 경험  

  11번 문항에서는 실제 향토민요 수업을 진행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
한 교사(44명)를 대상으로 향토민요 수업과 관련된 하위 역 - 주요 활동 
및 차시 계획, 수업에 활용한 제재곡 – 에 대하여 질문하 다. 

  하위 역은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토민요 수업에서 주
로 이루어지는 활동, 전체적인 수업의 분량, 제재곡으로 사용한 악곡에 관
한 내용이다. 10번 문항에서 향토민요 수업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
답한 44명의 교사들 가운데 대부분의 음악교사들은 향토민요 수업에서 가
창 활동(54.5%)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 으며 다음으로는 감상 활동(36.4%)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악과 창작 활동은 각각 
4.5%로 가창과 감상에 비해 저조한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확인한 민요 수업의 주요 활동 내용(표 12 참고)과 동일한 순으로, 음악 
교사들은 대체로 민요수업을 진행할 때 가창 위주의 교수학습 활동을 선호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민요의 개념과 악곡의 특징을 학습할 때 가창을 통한 노래 부르기 활
동이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경험이 될 수 있으나, 하나의 제재곡을 가지
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향토민요 수업을 구상하고 진행할 때 가창과 기악, 감상과 창작과 
같이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토민요가 지닌 가사와 배경적 특징을 활용하여 차
시별로 개인별, 모둠별 수업을 진행하거나 다른 교과와의 융합수업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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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하는 등 향토민요 수업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향토민요 수업의 주요 활동

가창 감상 기악 창작 합계(N/%)

24 16 2 2 44

54.5 36.4 4.5 4.5 100

<표 23> 향토민요 수업의 주요 활동 

 

   두 번째 하위 문항은 실제 향토민요 수업을 진행할 때, 전체 차시(수
업의 분량)에 관한 것이었다. ‘향토민요 수업을 진행할 때 대체로 몇 차시 
분량을 계획 하는가’ 라는 물음에 28명(63.6%)의 교사가 ‘2-3차시’라고 응
답했고, ‘1차시’에 15명(34.1%), ‘4차시 이상’에 1명(2.35)이 체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음악 교사들은 향토민요 수업을 진행할 때 2-3차시 분
량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1차시에 향토민요 수업을 마치는 교사도 3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 교사들이 향토민요 수업에 그다지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향토민요 수업의 차시 계획 빈도(N) 백분율(%)

1차시 15 34.1

2-3차시 28 63.6

4차시 이상 1 2.3

<표 24> 향토민요 수업의 차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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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문항에서는 음악교사들이 실제 진행한 향토민요 수업에서 제재곡

으로 활용한 악곡들을 단답식으로 기입하도록 하 다. 
  설문에 참여한 103명의 교사 중 실제 향토민요 수업을 진행한 44명의 

교사(42.7%)가 기입한 악곡은 총 52곡이다. 답안을 살펴보면 향토민요 중
에서 농업 및 어업과 관련된 노동요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상주모심기소리, 옹헤야, 멸치잡이노래, 김매는 소리, 뱃노래, 거문도 
뱃노래, 벼 타작소리, 모내기 소리, 모심기 노래, 훨훨이, 가래질소리, 콩 
꺾자 콩 꺾자, 농부가’ 등은 논농사와 밭농사, 어업과 관련한 노동요이며 
교과서에도 높은 비중으로 수록되어 있는 향토민요들이다. 

  노동요 외에도 전라도 놀이요인 ‘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와 전라도 
서부 지역에서 여성들이 주로 부르던 놀이요(유희요) ‘둥당애 타령’ 및 대
표적인 부녀여로 분류되는 ‘시집살이 노래’, 전래동요인 ‘자장가’ 등이 포
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음악교과서에 향토민요가 극히 일부분 수록되어 있다는 점과 
현행 17종 교과서 중 향토민요 악곡이 전혀 수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음악 교사들이 향토민요 악곡명을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답안 중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악곡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향토민요 수업을 진행할 때 교
과서에 수록된 악곡뿐 아니라, 교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악곡들도 향토민
요의 수업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가 뚜렷한 교육적 목표와 의도를 지니고 수업을 계획할 때, 제재
곡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있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바
람직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의 기입한 답안을 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합계 4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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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능별 악곡명 빈도(N) 백분율(%)

향토

노동요

상주모심기소리, 옹헤야, 멸치잡이노래, 
김매는 소리, 뱃노래, 거문도 뱃노래, 
벼 타작소리, 모내기 소리, 모심기 
노래, 훨훨이, 가래질소리, 콩 꺾자 콩 
꺾자, 농부가

29

71.1

놀이요 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 4

기타요
시집살이노래, 둥당애 타령,  자장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4

통속
너 나 , 통  개타령, 늴리리야, 
몽금포타령, 신고산타령, 금다래꿍43)

14 27

기타 악곡명오류 울산아리랑 1 1.9

계 52 100

<표 25> 향토민요 수업에 활용된 제재곡 분석 

(4)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 분석

  네 번째 역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 악곡을 중심으로 음악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 다. 설문 내용은 향토민요의 난이도 및 악곡 수
록 정도에 관한 교사의 인식도,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 제재곡의 문제
점 및 수정・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한 것이다. 

  12번 문항의 “교과서에서 민요의 개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43) 실제 향토민요 수업에서 활용한 제재곡을 묻는 질문에 통속민요 악곡을 기입한 것은 일부 
교사가 문제를 잘못 이해했거나, 위의 악곡들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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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질문에 약 73.8%의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고 ‘그렇다’
라고 응답한 교사는 22.3%에 그쳤다. 대부분의 음악 교사들은 교과서에 
나타나는 민요의 개념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될 음악 교과서에는 민요에 대한 개념 설명이 보다 
자세하고 쉽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서양음악을 전공한 교사들이 
민요를 어렵게 느끼지 않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고려함과 동시에 
민요를 배우는 학생들 역시 민요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의 민요 개념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빈도(N) 백분율(%)

그렇지 않다 76 73.8

그렇다 23 22.3

무응답 4 3.9

합계 103 100

<표 26> 교과서의 민요 개념 설명 만족도

  13번 문항인 “교과서에 향토민요와 통속민요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
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이 53%, ‘그
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응답률이 45%로 비슷한 결과를 보 다. 

  음악 교사들은 교과서에 향토민요와 통속민요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
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표 
15> 참고) 통속민요와 향토민요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교
사들이 10% 가까이 나타난 점을 살펴볼 때 교과서에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악곡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향토민요 
가운데 전문가에 의해 불리어지면서 ‘통속화’되거나 기능에 따른 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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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과서에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악곡을 학습함에 있어서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빈도(N) 백분율(%)

그렇다 53 51.5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 45 43.7

무응답 5 4.9

합계 103 100

<표 27> 교과서에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

 

  14번과 15번 문항인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의 난이도 및 악
곡 수에 관한 질문에는 각각 ‘적절하다(55%)’와 ‘적당하다(55%)’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향토민요 제재곡의 수
준과 악곡 수의 비중에 있어서는 대부분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 28>과 같이 적절하다는 의견 다음으로 ‘너무 어렵다’
고 응답한 교사도 40명(38.8%)에 달해 향토민요를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토민요는 통속민요에 비해 시김
새와 장식음이 적고 반복적인 가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더 단
순한 유형을 보이나, 음악 교사들은 향토민요 악곡을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다소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향토민요 악곡을 접할 기회
가 많지 않아 제재곡이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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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민요의 난이도 빈도(N) 백분율(%)

적절하다 55 53.4

너무 어렵다 40 38.8

너무 쉽다 3 2.9

무응답 5 4.9

합계 103 100

<표 28> 교과서의 향토민요 난이도에 관한 생각

      

 
  음악 교사들의 악곡 수에 관한 의견은 아래 <표 29>와 같이 적당하다

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53.4%) 다음으로 ‘너무 적다(24.3%)’와 ‘너무 많다
(18.4%)’ 순으로 나타났다. 적당하다는 의견 다음으로 악곡 수가 너무 적
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사가 25명(24.3%)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음악적・
교육적으로 가치를 지닌 여러 지역의 다양한 향토민요가 교과서에 지속적
으로 소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
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향토민요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지역의 향
토민요를 찾아 조사해보는 활동과 지역별 축제 조사 및 참가하기 등의 생
활화 역의 활동이 연계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토민요의 악곡 수 빈도(N) 백분율(%)

적당하다 55 53.4

너무 적다 25 24.3

너무 많다 19 18.4

<표 29> 교과서의 향토민요 악곡 수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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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과 17번 문항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 제재곡의 문제점 
및 향토민요 악곡 수록과 관련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한 교사들
의 의견을 조사해 보았다.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과서 향토민요 제재
곡의 문제점으로는 <표 30>과 같이 ‘흥미 및 동기유발 부족(46.6%)’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향토민요에 대한 개념설명 부족(20.4%)’, 
‘제재곡을 통한 다양한 학습활동 부족(14.6%)’, ‘교과서마다 향토민요의 비
중과 수준이 다름(12.6%)’ 등의 문제를 꼽았다.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향토민요 악곡이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내용이 교육적이면서도 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의 악곡이 교과서에 수록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향
토민요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전래동요와 연
계하여 1학년 수준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놀이요(유희요)를 소개하고, 2학
년과 3학년에서는 각 지역의 대표적인 노동요와 의식요 등을 학습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이 여러 지
역의 향토민요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음원 및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3장에서 이루어진 향토민요 수업 중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를 활용
한 향토민요 조사 및 발표 활동에서 많은 학생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꼈다
고 응답하 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
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향토민요를 조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
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만한 다양한 주제의 악곡을 개발하고 수준별로 수록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학생들이 향토민요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활동
을 제시해 준다면 보다 효율적인 향토민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다. 

무응답 4 3.9

합계 1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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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교사들이 인식하는 ‘교과서의 수정・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아
래 <표 31>과 같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만한 다양한 학습활
동이 제시되어야 한다.(57.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제재곡
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참고자료들이 보다 풍성하게 수록되어야한
다.(13.6%)’는 점과 ‘보다 다양한 주제의 악곡들이 수록되어야 한
다.(12.6%)’는 의견이 비슷한 응답률로 나타났다. 

  기존의 민요 수업에서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전문가들의 음악을 감상
하는 가창 및 감상활동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보 다.(표12 참고) 
그러나 음악 교사들은 이러한 가창과 감상 활동을 벗어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만한 다양한 학습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을 계획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자연스럽고 적극적인 수업 참
여를 유도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향토민요 수업을 위해서는 기존
의 활동 이외에 더욱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학습활동이 준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의 문제점 빈도(N) 백분율(%)

제재곡이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지 못한다. 48 46.6

향토민요에 대한 개념설명이 부족하다. 21 20.4

제재곡을 통한 다양한 학습활동이 부족하다. 15 14.6

교과서마다 향토민요의 비중과 수준이 다르다. 13 12.6

제재곡이 다양하지 않다. 6 5.8

합계 103 100

<표 30>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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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향토민요 수업에서 가창과 감상뿐 아니라 창작 및 기악활동까
지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한 향토민요의 특징
을 살려 가사 및 안무를 창작해보는 활동 및 지역사회 문화와 연계한 생활
화 역까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교과서에 다양한 학습활동
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악교사들이 향토민요 수업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사전에 구성할 수 있도록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 자
료들이 보다 풍성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주제의 악곡
이 수록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전체적인 악곡의 수준과 난이도가 조절되어
야 한다는 의견 역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향토민요에 접근할 수 있도
록 지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의 수정・보완되어야 할 점 빈도(N) 백분율(%)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만한 다양한 
학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59 57.3

제재곡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참고자료들이 
보다 풍성하게 수록되어야한다.

14 13.6

보다 다양한 주제의 악곡들이 수록되어야 한다. 13 12.6

전체적으로 악곡의 수준과 난이도가 조절되어야 한다. 10 9.7

놀이요(유희요)의 비중이 높아져야한다. 7 6.8

합계 103 100

<표 31>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의 수정・보완되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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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토민요 수업의 어려움과 개선방향

  다섯 번째 역에는 교사들이 향토민요 수업을 준비할 때 느끼는 어려
운 점과 보다 효율적인 향토민요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
고 느끼는 점, 마지막으로 향토민요 수업을 통한 교육적 기대효과에 관한 3
개의 문항을 제시하 다. 

 18번 문항에서 질문한 교사들이 느끼는 향토민요 수업준비의 어려운 점
으로는 ‘학습 교재와 수업 연구자료 부족(40.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는 ‘시범 창 또는 시범 연주에 대한 부담(2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응답률을 보인 것은 ‘학습자들의 동기와 흥미유발(21.4%)’이었으며 
마지막으로는 ‘교사의 향토민요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 부족(11.7%)’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음악 교사들이 국악 역 중 민요 수업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향토민요 수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18번 문항을 제시하 다. 음악 교사들은 향
토민요 수업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학습 교재와 수업연구 자료 
부족’을 꼽았는데 이는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며 교재 연구를 할 때 향토민
요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만한 다양한 
수업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음악 수업은 음악 교사의 제
재곡 선택과 교육목표에 따른 수업설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토민요가 교사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악곡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
사 연수 및 향토민요 학습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
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업연구 자료가 꾸준히 개
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양 음악을 전공한 음악 교사들은 민요 수업에 있어서 민요 특유의 
발성과 시김새를 사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고) 향토민요 수업을 준비할 때의 어려
운 점에서도 ‘시범 창 또는 시범 연주에 대한 부담(26.2%)’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 다. 그러나 향토민요는 가락이 단순하고 민요적 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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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김새 표현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에 보다 적합한 악곡이라 생각된다. 향토민요는 일반 민중들에 의해 불러
진 생활 속의 노래이기 때문에 통속민요에 비해 기교나 세련된 맛은 덜하
지만 노래를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응답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향토민요 수업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점 빈도(N) 백분율(%)

학습교재와 수업연구자료 부족 42 40.8

시범 창 또는 시범 연주에 대한 부담 27 26.2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흥미유발 22 21.4

향토민요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 부족 12 11.7

합계 103 100

<표 32> 향토민요 수업준비의 어려운 점

  19번 문항의 보다 효율적인 향토민요 수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다양한 수업자료와 학습
교재 연구 및 개발, 정보공유(56.3%)’를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직무연수, 
자율연수 등을 통한 교사 연수 실시, 교사의 전문성 강화(21.4%)’와 ‘향토
민요 원 자료 발굴과 교과서에 다양한 악곡 수록(10.7%)’을 꼽았고 행정적
인 측면에서 ‘국악강사파견과 같은 교육청 단위의 행정적 지원(7.8%)’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택한 교사들도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사가 향토민요 수업을 보다 원활하게 계획
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수업
자료와 학습교재 개발 및 정보 공유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사에게 수업자료 및 학습교재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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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업 교재연구를 통해 교사가 수업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때 학습자가 즐겁고 유의미하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제시되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자료가 실제 수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악보뿐 아니라 다양한 연계 학습자료 및 음원을 제공
하고 학습 자료가 탑재된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교사 연수를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
고 교사가 먼저 향토민요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토민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러 
형태의 학습 자료가 구비되고 공유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향토민요 수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각 
지역의 향토민요 발굴 및 채보 작업이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러한 노력들이 교과서에 반 된다면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향토민요를 접
하게 될 것이다. 음악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향토민요 수업의 개선되어
야 하는 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향토민요 수업의 개선되어야 할 점 빈도(N) 백분율(%)

다양한 수업자료와 학습교재 연구 및 개발, 학습정보 
공유 58 56.3

직무연수, 자율연수 등을 통한 교사 연수 실시, 교사의 
전문성 강화 22 21.4

향토민요 원 자료 발굴과 교과서에 다양한 악곡 수록 11 10.7

국악강사파견과 같은 교육청 단위의 행정적 지원 8 7.8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학습활동 고려 3 2.9

무응답 1 1.0

<표 33> 효율적인 향토민요 수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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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교사들에게 향토민요 수업을 통한 교육적 기대효과가 무엇
인지에 대해 물었다. 20번 문항의 응답은 아래 <표 34>와 같이 ‘각 지역
의 대표적인 음악특징(토리 및 시김새) 학습과 민요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 
것으로 보인다. 향토민요는 특정한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불리던 노래이기 
때문에 지역적 가사의 특징 및 기능에 따른 특징이 잘 드러나는 음악이다. 
이러한 음악적・교육적 가치를 지닌 향토민요를 음악 시간에 잘 다루고 가
르친다면 훌륭한 학습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 교사들은 
‘우리음악문화에 대한 자긍심 형성과 전통음악 계승에 대한 책임감 고취
(26.2%)’ 측면에서 향토민요 수업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
다. 향토민요를 통하여 우리 음악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형성하고 전통음
악 계승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향토민요가 오랜 
시간동안 일반 민중들에 의해 불러진 삶의 노래이므로 우리가 소중히 지켜
야 할 음악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토민요를 통
해 ‘노랫말에 담겨진 내용을 통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이해(25.2%)’가 가능
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 교육(12.6%)’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향토민요를 통한 교육의 기대효과로 나타났다. 향토민요는 각 지역의 
사투리(방언)를 포함하고 있고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담고 있는 특수한 성
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랫말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다. 

  향토민요는 지금까지도 각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전수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화를 통한 통합교육 및 연계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향토민요
의 음악적・교육적 특징 및 장점들이 다양한 학습 자료 및 수업 교재 연구 
개발로 연결되고 다양한 주제의 제재곡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많은 학생들
에게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전수되기를 기대한다.  

  

합계 1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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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민요 수업을 통한 교육적 기대효과 빈도(N) 백분율(%)

각 지역의 대표적인 음악특징(토리 및 시김새) 학습과 
민요에 대한 올바른 이해 33 32.0

우리음악문화에 대한 자긍심 형성과 전통음악 계승에 
대한 책임감 고취 27 26.2

노랫말에 담겨진 내용을 통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이해 26 25.2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 교육 13 12.6

기타 4 3.9

합계 103 100

<표 34> 향토민요 수업을 통한 교육적 기대효과  

  앞에서 조사한 5번째 역의 향토민요 수업의 어려움과 개선방향 관련 
문항들은 각 학교의 음악 교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기보다는, 전문가들
의 노력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주제의 향토민요 악곡이 꾸준히 발굴되어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채보 
및 편곡하는 작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지역의 다양한 향토
민요 악곡들을 학교 현장에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위한 자료와 
교재가 개발 및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교 음악 수업에서 보다 다양한 주제의, 다양
한 지역의 향토민요가 전수된다면 위의 <표 34>와 같이 향토민요의 교육
적 기능 및 기대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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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요약 및 정리 

  이번 장에서는 현직 중등 음악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국악 수업
의 활동내용 및 향토민요 수업에 대한 인식도와 주요활동,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에  대한 이해와 향토민요 수업의 어려운 점 및 개선방안을 위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 등에 대한 의견들을 분석해보았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103명의 음악 교사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역인 
전반적인 국악 수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악 수업을 할 때 가장 
높은 비중을 두는 부분은 민요 으며, 민요 수업은 대부분 가창과 감상 활
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이 느끼는 민요 수업의 어
려운 점으로는 민요 특유의 발성을 사용하는 것과 시김새를 표현하는 것이
었다. 

  세 번째 역에서는 향토민요 수업에 대한 인식과 주요 학습활동에 대
해 질문하 다. 대다수의 음악교사는 통속민요와 향토민요의 특징 및 개념
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약 10%에 해당하는 음악 교사
들만이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 중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인 곡은 ‘콩 꺾자 콩 꺽자’ 으며 대부분 농사 및 
어업과 관련한 노동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속민요와 향토민요 중 교사들
이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가르치는 제재곡은 통속민요가 훨씬 높게983.5%)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유로는 ‘학습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교사가 많았다. 교육적으로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민요를 
선택하는 문항에서는 통속민요와 향토민요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
며 두 가지 모두 조화롭게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통속민요를 보다 교육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
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가 가장 높았고, 향토민요를 교육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로는 ‘지역적인 특징이 강하고 지역 색을 잘 나타내고 있어서’라는 응
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향토민요를 제재로 하여 수업을 경
험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약 42.7%의 음악 교사만이 ‘그렇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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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향토민요 수업을 경험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주요활동과 수업차시 계
획, 수업에 활용한 제재곡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 가창활동을 중심으로 
2-3차시의 수업을 계획했으며 수업의 제재곡으로는 ‘상주 모심기소리’와 
‘옹헤야’와 같은 노동요가 많았다.

  네 번째 역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와 관련하여 악곡의 난
이도 및 악곡 수, 향토민요 제재곡의 문제점 및 수정・보완되어야 할 점 
등에 관하여 질문하 다. 먼저, 교과서에서 민요 개념 설명이 충분히 이루
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교사
가 많았고(73.8%), 향토민요와 통속민요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반응과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반
응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교과서의 수록된 향토민요의 난이도는 ‘적절하다 
- 너무 어렵다 - 너무 쉽다’의 순으로 나타났고, 악곡 수와 관련해서는 
‘적당하다 – 너무 적다 – 너무 많다’의 순의 반응을 보 다. 교과서에 수
록된 향토민요의 문제점으로는 ‘제재곡이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
지 못한다(46.6%)’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수정・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만한 다양한 학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57.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 역에서는 향토민요 수업의 어려운 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물었다. 음악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향토민요 수업의 어려운 점으로
는 ‘학습교재와 수업 연구 자료 부족(40.8%)’이 가장 많았고, 보다 효율적인 
향토민요 수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다양한 수업자료와 학습교
재 연구 및 개발, 학습 정보 공유(56.3%)’를 꼽았다. 또한 향토민요 수업을 
통한 교육적 기대효과로는 ‘각 지역의 대표적인 음악 특징(토리) 학습과 민
요에 대한 올바른 이해(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장에서 현직 중등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향

토민요 수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교사들은 국악 역 중 민요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가르치고 있

으며 그 이유는 학생들이 민요 수업에 가장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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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둘째, 음악 교사들은 통속민요와 향토민요 모두 교육적인 의미와 가치

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더 교육적으로 의미 있
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민요를 선택하라는 문항에는 통속민요라고 응답
한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각각 교육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로, 통
속민요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고 있기 때문에, 향토민요는 
지역적인 특징이 잘 반 되어 있는 음악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셋째, 실제 민요수업 현장에서 통속민요가 향토민요보다 훨씬 높은 비
중으로 가르쳐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학생과 교사 모두 통속민요를 
더 친숙하게 느끼고 통속민요와 관련한 학습 자료가 더 풍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향토민요 제재곡을 가지고 수업을 경험한 교사들은 대체로 가창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3차시 분량의 수업을 계획하고, 농사 및 
어업과 관련한 노동요 악곡들을 제재 악곡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다섯째,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의 난이도 및 악곡 수는 대체로 적
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고 느낀 교사들과 악곡 수
가 너무 적다고 느낀 교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교사들은 보다 효율적인 향토민요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활동이 
교과서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사들이 수업 교재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수업자료와 학습교재 개발, 학습 정보 공유가 활발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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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토민요와 통속민요를 활용한 수업지도의 실제

가. 제재곡 선정 및 악곡 분석

  제재 악곡은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가운데 비슷
한 수준의 두 악곡을 선정하여 학습교재로 활용하 다.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민요임과 동시에 교과서에 가장 높은 빈도로 수록되어 있는 
서울・경기지역의 민요 중에서 음계와 장단, 형식 등이 유사한 수준의 제
재 악곡을 선택하 다.  

  향토민요로는 두산동아, 와이비엠, 태성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농사 
노동요 중 하나인 경기 고양 김매기 소리 <훨훨이>를, 통속민요로는 경기 
지역의 유희요로 알려진 <한강수 타령>을 각각 선정하 다. 두 곡 모두 한
강 이북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제2유형의 경토리 음계를 사용하고 있으
며 각각 중중모리 장단과 굿거리장단을 사용하고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이
루어진 단순한 형태의 민요이다. 

  이 장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훨훨이>와 <한강수타령> 악곡
을 분석해보고 제재곡을 활용하여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지
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기 고양 김매기 소리 <훨훨이>

  고양 김매기 소리 ‘훨훨이’는 경기도 고양시 송포면에서 전승되어 경
기도 무형문화재 22호로 지정되었다.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57호로 지정되
어(2010.7.29.지정) 현재까지 전수되고 있으며, 고양 들소리 보존회와 고양
문화원을 중심으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한강 하류
에 위치해 논농사를 주로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농사 노동요는 논농사의 
시작인 가래질과 논 갈기, 써레질로 흙을 갈고 못자리를 다룬 후 볍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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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고 모찌기와 모내기를 한 뒤에 애벌김매기, 두벌김매기 등으로 김을 
매고 농사의 마지막에 콩을 심으며 매듭지어지는 논농사 과정에서 고된 노
동의 힘겨움을 덜고 일의 효율을 높이고자 작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르던 노래이다.

  논에서 논매기가 끝나갈 무렵, 일렬로 서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둥글
게 둘러싼 모양으로 점점 거리를 좁혀오게 되는데 둥근 모양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우야훨훨로 노래를 바꾸어 새 쫓는 소리를 부른다. 실제로 새
를 쫓을 때 부르던 노래가 논매는 소리의 일부로 전용된 것으로 보이며 원
이 점점 좁아져서 일을 끝낼 때에는 실제로 새를 쫓는 것처럼 ‘우여!’와 같
은 구호를 외치며 끝을 낸다. 무덤을 만드는 달구질이 끝나는 마지막에 부
르기도 한다.44) 새 쫓는 소리는 실제 새를 쫓는 의미도 있으나 액을 물리
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일을 마무리하면서 부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 지역 민요에 사용되는 라선법45)은 반경토리, 또는 베틀가조라 부
른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주로 수록되어 있는 솔-라-도-레-미 구성음의 
창부타령조와 순차 진행하는 선율 진행 방식과 시김새 사용이 유사하지만 
음계의 구조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경토리46)에 나타나는 솔-라-도-레-미 5음 음
계의 구성을 창부타령조 또는 진경토리로 구분하고, 교과서에 제2유형 경

44) 김혜정, 『국악사전』, 국립국악원. http://www.gugak.go.kr
45) 라선법은 라, 도, 레, 미, 솔을 주요음으로 하며 반경토리(한강수타령토리)라고도 한다. 경

기도 서북부 지역에서 전승되는 민요에 보이는 토리로, 진경토리와 토리가 달라서 반경토리
라 부른다. 반경토리의 시김새는 애매한데 대체로 ‘라’에 평으로 내는 목을, ‘솔’ 또는 ‘미’
에서 떠는 목을, ‘도’에서 ‘라’로 길게 흘러내리는 목을 쓴다. 종지음은 ‘라’나 ‘레’로 이뤄진
다. 관용적인 선율은 라―레, 레―라, 라―도―레, 미―레―도―라, 솔―미―레―도―라, 미―
레―도―라―레이다. (이보형,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 편)』, 국립민속박물관)

46) 경기도와 충청도 일부의 경기민요권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경토리는 솔ㆍ라ㆍ도ㆍ레ㆍ미
로 구성되며 같은 음 진행이라도 종지가 솔로 끝나는 것은 ‘솔’선법으로, 도로 끝나는 것은 
‘도’선법으로 따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선법에 속하는 대표적인 곡은 창부타령ㆍ도라
지ㆍ방아타령ㆍ양류가ㆍ양산도ㆍ늴리리야ㆍ태평가 등이며, 이 선법의 특징은 순차 진행이 
많고 장ㆍ단 3도의 진행이 많으며, 세마치나 굿거리장단처럼 빠른 한배로 노래하므로 더욱 
경쾌하게 들린다. (전인평,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음악』, 서울: 현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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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로 소개되어 있는 라-도-레-미-솔 음계는 반경토리로 표기하고자 한
다.47) ‘훨훨이’는 제2유형 경토리인 반경토리 음계가 나타나며 메기는 소
리는 ‘라, 도, 레, 미’의 4음으로 구성되고 받는 소리는 메기는 소리보다 
단순한 ‘라, 도, 레’ 3음으로 구성된다. 메기는 소리로 시작하며 시작음은 
‘라’이고 받는 소리의 종지음은 ‘레’이다. 3소박 4박의 중중모리 장단으로 
1장단을 메기고 1장단을 받는다.

  <훨훨이>는 김매기 작업을 할 때 새를 쫓기 위해 불렀던 노래이나 김
매기 이후에 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아보고자 하는 주술(呪術)적인 성
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훨훨이를 포함한 고양 김매기의 노래 순서
는 다음과 같다.

  ①긴소리 - ②사두여 - ③양산도 - ④방아타령 - ⑤놀놀이 - ⑥자진
방아타령 - ⑦상사도야 - ⑧자진놀놀이 - ⑨훨훨이 - ⑩몸돌려

  ‘훨훨이’는 두산동아, 와이비엠, 태성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논농
사와 관련된 농사 노동요로 분류된다. 두산 동아에는 10장단으로, 와이비
엠과 태성 교과서에는 12장단 악보로 제시되어있다. 

47) 변미혜는 경토리 중 ‘솔, 라, 도, 레, 미’의 5음 음계로 이루어진 악곡은 진경토리로, ‘라-
도-레-미- 솔’의 5음 음계 악곡은 반경토리로 구분하여 교과서에 두 가지 유형을 각각 제
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교과서에서 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을 바르게 설명하려면 예시 
악곡 음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특히 반수심가토리와 반경토리의 경우 ‘라－도－
레－미－솔’의 동일한 음계를 보이므로 시김새 유무에 따라 각 토리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반경토리 악
곡은 한강수 타령, 천안 삼거리, 경복궁타령, 훨훨이 등이다. (변미혜 「중학교 음악 교과서
에 제시된 수심가토리와 경토리 민요의 지도 내용 고찰」, 『국악교육연구』 제 8권 제 1호(경
기 안성: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014년 2월), 76-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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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  경기 민요 – 고양 김매기소리 ‘훨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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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 민요 <한강수 타령>

  경기지역의 대표적 통속민요인 한강수타령은 두산동아를 비롯해 약 8
여종의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훨훨이와 같이 일반적인 경토리 구
성음인 솔, 라, 도, 레, 미의 5음 음계가 아닌 경복궁타령, 천안삼거리와 
같은 제2유형의 경토리로 이루어진 악곡이다. 

  원래 <한강수타령>은 한강변을 중심으로 뱃놀이를 즐기거나 술좌석에
서 흥을 돋우기 위해 불렀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전승되면서 서민의 생활 
감정이나 임에 대한 그리움 등 다양한 가사를 받아들인 다음 유희요가 되
었다.48) 음계는 라·도·레·미·솔의 5음으로 구성되며 꾸밈음과 순차적 진행
의 선율이 자주 나타난다. 4장단을 메기고 4장단을 받는 메기고 받는 형식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굿거리장단으로 반주한다. 세 번째 장단과 일곱 번
째 장단에서는 3소박 4박자의 기본 장단이 아닌 2소박으로 당겨서 연주하
는 장단이 나타난다.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한강수타령’은 유절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약 10
여종의 교과서에서 동일한 악보를 사용하 다. ‘라・도・레・미・솔’의 5음
을 모두 사용하는 제2경토리 음계이며 시작음은 ‘도’이고 종지음은 ‘라’이
다. 선율의 특성상 꾸밈음과 순차적인 진행이 자주 나타나고 훨훨이에 비
해 음역대가 넓은 편이다. 장단은 굿거리장단으로 연주하나 3번째 장단과 
7번째 장단에서 2소박 장단이 나타나 장단의 변화가 느껴지는 곡이다. 선
율이 유려하고 물 흐르듯이 흐르는 양상을 보이나 경기 민요 특유의 시김
새와 꾸밈음이 나타나고 점음표와 박자를 당기는 듯한  훼미올라 리듬이 
사용된다.

48) 장유정,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 편)』,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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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시별 수업계획 및 수업내용

  본 수업은 총 12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A그룹(1-3반)은 통속민요를 배
우고 향토민요를 학습하게 되며, B그룹은(4-6반)은 향토민요를 배우고 통
속민요를 학습하게 된다. 수업 내용 이외의 다른 변수의 향을 최소화하
고 초두효과 혹은 최신효과의 요인 없이 설문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하여 6개 학급을 두 그룹으로 범주화하여,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수업을 동

 <악보 2>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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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진행하 고 각각의 수업이 마칠 때마다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
문지에 응답하도록 하 다. A그룹과 B그룹에서 통속민요 ‘한강수타령’과 
향토민요 ‘훨훨이’ 수업이 마치면 교차로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수업을 진
행했으며 12차시의 수업이 모두 마치고 나면 동일한 내용의 최종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

  수업의 1차시에서는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 및 각 지역의 음악적 특징
인 토리의 개념과 사용된 음계에 대해 학습하 고 2차시에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음악을 감상하고 제재곡을 따라 부르며 감상 및 가창 수업을 
진행하 다. 3차시에서는 굿거리와 중중모리 장단을 배우고 장구 장단에 
맞추어 지난 시간에 배운 노래를 복습하고 음정 및 시김새 등을 연습하
다. 4차시에서는 주제에 맞춰(향토민요: 방배동, 서래마을 알리기/ 통속민
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문화 알리기) 받는 소리 가사를 창작하고 모둠별
로 원 가락에 새로 만든 가사를 얹어 연습하 다. 향토민요/통속민요 모둠
별 창작 활동은 민요의 지역적 구분 및 특징을 중심으로 가사를 새로 정하
고 안무를 창작하도록 지도하 다. 

  향토민요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 일대를 주제로 하여 가사를 창작하도록 하 다. 한정적인 지역에
서 불리는 향토민요의 특징에 따라 ‘훨훨이’ 원 가락에 방배동과 서래마을
을 주제로 창작한 가사를 더해 연습하도록 지도하 다. 

  통속민요는 전문가가 불러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민요를 뜻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원 가락에 가사만 새로 창작하도록 하 다. 가
사의 내용은 폭넓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정하고 원 가락
에 가사만 더하도록 하 다. 즉, ‘한강수타령’이 지닌 통속민요의 음악적 
특징은 그대로 사용하되, 가사는 모둠별로 새로 창작하여 누구에게나 널리 
불러질 수 있는 친숙한 통속민요를 창작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 수업을 지도 할 때, 주제에 맞춰 받는 소리를 먼저 정하고 메기
는 소리를 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교사가 순회 지도를 하며 상
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하여 지도할 수 있다. 5차시에는 모둠별로 받는 
소리에 맞춰 간단한 안무를 창작하고 메기는 소리를 함께 연습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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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교사는 음악실 안에서 모둠별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배분해주고 가
사가 주제에 부합하는지, 새로 창작한 가사를 기존 가락에 무리 없이 바꿔 
부를 수 있는지 확인한다. 6차시에는 모둠별로 순서를 정해 한 모둠씩 나
와 발표를 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동 상으로 촬 을 하여 모둠별 발표 
후에 동 상을 함께 감상하며 각 모둠의 잘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 자유
롭게 의견을 나누고 수업을 정리한다.

구분 수업개요

A그룹
(1,2,3반)

개관 → 통속민요(한강수타령) → 향토민요(훨훨이) → 정리 및 평가

B그룹
(4,5,6반)

개관 → 향토민요(훨훨이) → 통속민요(한강수타령) → 정리 및 평가

<표 35> 전체 수업 개요 

  두 그룹 모두 첫 시간에는 민요의 개념과 지역적 음악 특징인 토리 등
에 관한 민요의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수업 내
용과 과제 및 모둠별 활동에 대한 역할을 인지하도록 한다. 첫 시간에 모
둠을 구성하고 모둠 구성원 각자의 1인 1역할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며 앞으로 진행될 수업과 과제는 모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안내
한다. 교사는 매 시간 학습지와 제재곡의 악보를 준비하고 각 차시별 수업
이 끝날 때마다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개인별로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향토민요는 경기 고양 김매기 소리인 <훨훨이>를, 통속민요는 경기 지
역의 <한강수 타령>을 제재곡으로 학습하게 되며 이해, 표현(가창, 기악, 
창작), 감상, 생활화 등 다양한 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면서 모둠별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둠별 발표 및 평가
하기가 이루어지고 12차시에는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고 수업을 마무리한
다. 각 그룹의 차시별 학습목표 및 차시별 수업 모형, 수업활동 내용을 정
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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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활동 향토민요 통속민요

1 이해
▶ 민요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통속민요와 향토민요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2
감상
가창

▶ 일반인이 노래하는        
 ‘훨훨이’를 감상할 수 있다.
▶ ‘훨훨이’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여 노래할 수 있다.

▶ 전문가가 노래하는 ‘한강수 
   타령’을 감상할 수 있다.
▶ ‘한강수 타령’의 음악적 특징 
   을 이해하여 노래할 수 있다.  

3
기악
가창

▶ 중중모리 장단에 맞춰     
  ‘훨훨이’를 노래할 수 있다.  
▶ 장단에 따라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할 수 있다.

▶ 굿거리장단에 맞춰 ‘한강수   
타령’의 장구반주를 할 수 있다.  
▶ 장단에 따라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할 수 있다.

4 창작

▶ 모둠별로 방배지역사회/문화
를  나타낼 수 있는 주제를 정
하고,  받는 소리의 가사를 창
작할 수 있다.

▶ 모둠별로 우리나라의 자랑스
러운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주
제를 정하고, 받는 소리의 가사
를 창작할 수 있다.

5
창작
가창

▶ 모둠별로 창작한 받는 소리와 메기는 소리의 가사에       
   맞추어 간단한 동작을 창작하고 외워서 노래할 수 있다.

6
생활
화

▶ 모둠별로 창작한 ‘방배동   
 향토민요’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각 모둠별 특징을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토대로 
A/B형 설문지를 작성한다.)

▶ 모둠별로 창작한 ‘우리나라
의 통속민요’를 자유롭게 발표
하고 각 모둠별 특징을  평가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토대로 
A/B형 설문지를 작성한다.)

수업 평가, 최종설문지(C형) 작성

<표 36> 향토민요-통속민요 전체 차시별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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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이해]
-민요의 개념설명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특징 구별하기 
-수업 진행과정 설명 및  
 차시별 과제 제시

3차시[기악, 가창]
-지난 시간 배운 노래 복습
-<훨훨이> 장단 배우기
-장구반주에 맞춰 노래하기
-메기고 받는 형식이해
-모둠별로 메기고 받으며  
  노래하기

4-5차시[창작, 가창]
-장단에 맞춰 노래하기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하기
-모둠별로 주제 정하기
-모둠별로 가사 및     
 안무 창작하기

6차시[생활화]
-모둠별 
 발표 및 평가
-설문지 작성

2차시[감상, 가창]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감상하기
-모둠별 향토민요 조사발표
-제재곡 <훨훨이> 감상
-듣고 따라 부르기

사전작업:
-모둠구성
(6명씩*5모둠)
-수업자료 및  
 설문지 준비

<표 37> 향토민요 차시별 수업모형

3차시[기악, 가창]
-지난 시간 배운 노래 복습
-<한강수타령> 장단배우기
-장구반주에 맞춰 노래하기
-메기고 받는 형식 이해
-모둠별로 메기고 받으며  
  노래하기 

4-5차시[창작, 가창]
-장단에 맞춰 노래하기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하기
-모둠별로 주제 정하기
-모둠별로 가사 및     
 안무 창작하기

2차시[감상, 가창]
-전문가 민요 감상
-모둠별 통속민요    
   조사발표
-<한강수 타령>감상
-듣고 따라 부르기

사전작업:
-모둠구성
(6명씩*5모둠)
-수업자료 및  
 설문지 준비

1차시[이해]
-민요의 개념설명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특징 구별하기 
-수업 진행과정 설명 및  
 차시별 과제 제시

6차시[생활화]
-모둠별 
 발표 및 평가
-설문지 작성

<표 38> 통속민요 차시별 수업계획



- 85 -

A그룹(1,2,3반) B그룹(4,5,6반)

1 우리나라 민요 개관(개념 및 특징 이해)

2

한
강
수
타
령

전문가노래 감상, 노래배우기

훨
훨
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발표 
및 감상, 노래배우기

3 장단에 맞춰 노래 부르기 장단에 맞춰 노래 부르기

4
주제에 맞춰 가사 창작,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부르기

주제에 맞춰 가사 창작,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부르기

5 새로운 가사에 안무 창작하기 새로운 가사에 안무 창작하기

6
모둠별로 가사 및 안무 
발표하기

모둠별로 가사 및 안무
발표하기

7

훨
훨
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발표 
및 감상, 노래배우기

한
강
수
타
령

전문가노래 감상, 노래배우기

8 장단에 맞춰 노래 부르기 장단에 맞춰 노래 부르기

9
주제에 맞춰 가사 창작,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부르기

주제에 맞춰 가사 창작,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부르기

10
새로운 받는 소리 가사에 
안무 창작하기

새로운 받는 소리 가사에 
안무 창작하기

11
모둠별로 가사 및 안무 
발표하기

모둠별로 가사 및 안무 
발표하기

12 수업 평가,  최종 설문지 작성

<표 39> 그룹별 수업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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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해 실제 수업을 지도해 본 결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전래동요 및 향토민요 악곡을 제대로 기억
하지 못했으며 민요에 대한 초기 관심도 및 흥미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따라서 수업을 준비하며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위한 다양한 음원 및 
동 상을 수집 및 편집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향토민요 수업의 도입 부분
에서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49) 음원을 활용하여 모둠별로 조사 및 발표
를 하도록 지도하면서 교사 역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주제의 전래 
동요와 향토민요를 찾아 들려주었다. 통속민요의 경우 전문 국악인 중에서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송소희 양의 민요 동 상이나 아이돌 그룹이 통속 
민요를 편곡 및 공연하여 노래 대결을 펼치는 방송 장면을 편집하여 동기 
유발 자료로 활용하 다. 

  또한 첫 시간에 모둠을 구성하고, 각각의 모둠 원들이 1인 1역할을 스
스로 정하여 매 시간 돌아가며 역할별로 과제 및 발표를 담당하도록 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모둠 활동에 기여
함과 동시에, 소외감 없이 동등한 비중으로 모둠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지도하 다. 

  학생들은 개별 학습보다 모둠별 활동에 더욱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
다. 따라서 매 시간 모둠별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
다. 첫 시간에 약속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바탕으로 매시간 모둠별로 회의
하고 발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5분에서 10분까지 허용해 주었다. 학
생들은 이 시간을 활용하여 발표를 준비하고 매시간 수업 준비를 위한 회
의를 진행하 다.

  민요 수업의 1차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노래를 감상하는 감상활동 
위주로 진행되었고 2차시에서는 제재곡을 듣고 따라 부르며 반복적으로 노
래를 부르며 악곡을 익혔다. 학생들은 가락이 단순하고 받는 소리가 반복
적으로 나타나는 ‘훨훨이’를 더 쉽게 배우고 익히는 경향을 보 으며 ‘한강

49) MBC 한국민요대전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홈페이지(http://urisori.co.kr)에서는 1989년
부터 8년간 900여 개의 마을에서 녹음한 12,000여 곡의 민요들 가운데, 기존에 출판된 103
장의 음반 중 12장 분량인 256곡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음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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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타령’의 장식음과 순차 진행 가락을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았다. 3
차시에서는 장구 반주에 맞춰 노래해보고 메기고 받는 형식의 특성을 살려 
모둠별로, 성별에 따라, 모둠 원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메기고 받
으며 노래를 불렀다. 학생들은 장단 학습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
지 않았고 악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부르는 것보다 메기고 받는 형식
으로 노래할 때 더욱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 다. 향토민요 수업의 4-5차시
에서는 ‘훨훨이’의 가사를 우리 동네(방배동과 서래마을) 홍보하기로 바꾸
어 가사 및 안무를 창작하는 활동을 계획하 는데, 이 활동에 대한 학생들
의 관심과 참여도가 가장 높았고 실제 가사 및 안무 창작과 관련하여 우수
한 결과물이 다수 발표되었다. 한강수타령의 가락이 어렵다고 느낀 학생들
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둠별 발표 활동에서 ‘한강수타령’보다 ‘훨훨이’의 안
무 및 가사 창작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창의적으로 이루어졌다. 가사 창작 
활동 역시 통속민요의 주제인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보다 우리 
동네(방배동, 서래마을)에 관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창작되었고 학생들
의 호응도도 높았다. 방배동과 서래마을에 관한 가사 창작의 예로는 ‘한불 
음악축제, 서래마을 맛집 소개, 방배동 사잇길과 서리풀 공원, 몽마르뜨 언
덕 홍보’ 등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에 관한 가사로는 
‘우리나라를 빛낸 스포츠스타와 훈민정음, 제주도 올레길과 전주 먹거리, 
남대문과 같은 유형문화재 소개’ 등이 있었다.    

  연구자는 각 학급의 모둠별 발표 내용을 방송실 카메라로 녹화하여 최
종 정리 시간에 학급별 모둠 동 상을 감상하는 시간을 준비하 다. 동
상 감상을 통하여 본인의 발표 모습을 확인함과 동시에 친구들의 순간적인 
표정이나 몸짓, 태도 등을 함께 관찰하며 자유롭게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 88 -

4. 민요 수업에 따른 학습자 설문 조사

가.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A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 실제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수업을 경험하고 각각의 설문지를 작성하 다. 수업은 2015년 8
월 24일부터 2015년 10월 9일까지 약 7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학년 전
체 학생인 6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학년의 재적수는 179명이나 
유예, 전출, 체험학습 등의 사유로 참여하지 못한 7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총 17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각 학급은 
남녀 혼성 학급으로 남학생 22명, 여학생 8명 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
며 주 2단위의 6주 과정인, 총 12차시 수업으로 진행하 다. 

A그룹 B그룹

학급 1 2 3 4 5 6 계

재적수 30 30 30 29 30 30 179

<표 40> 설문지 대상 학급 인원수

나. 설문 방법 및 구성 체계

  설문지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통속민요 ‘한강수
타령’ 수업을 마친 시점에서 A형을, 향토민요 ‘훨훨이’ 수업을 마친 시점에
서 B형을, 통속민요와 향토민요 수업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C형을 작성하
도록 하 다. A그룹(1,2,3반)은 통속민요 ‘한강수타령’수업을 먼저 진행하

고, B그룹은(4,5,6반)은 향토민요 ‘훨훨이’수업을 먼저 진행하 다. 그리



- 89 -

고 6차시에 걸친 수업이 끝나면 A그룹이 ‘훨훨이’를, B그룹이 ‘한강수타령’
을 학습하도록 하 다. 중간 설문지는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모둠별 발표
가 끝나는 차시에 각각 작성되었고, 최종 설문지는 12차시 수업에서 진행
되었다. A그룹과 B그룹의 민요 학습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설문 순서도 
각각 다르게 진행되었다. A, B그룹의 설문 진행 순서는 아래 <표 42>와 
같다.

구분 설문 순서

A그룹(1,2,3반)  A형(통속: 한강수타령) → B형(향토: 훨훨이) → C형(전체 평가)

B그룹(4,5,6반)  B형(향토: 훨훨이) → A형(통속: 한강수타령) → C형(전체 평가)

<표 41> 학급별 설문 순서

  A형과 B형 설문지는 각각 ‘훨훨이’와 ‘한강수타령’ 수업 내용에 대한 
정리 및 확인과정으로 10개의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1번
과 12번 문항은 전반적인 수업 활동에 대해 7개의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
는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 후 느낀 점을 자유롭게 서술하
는 1개의 서술형 문항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
형 설문지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민요 수업에서 가
장 즐거웠던 수업과 가장 힘들었던 수업을 선택하는 문항과 그렇게 생각하
는 이유를 묻는 서술형 문항, 활동별로 ‘훨훨이’와 ‘한강수 타령’ 중 선택
하는 문항과 각각의 민요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보기에서 선택하는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형과 B형은 총 13개의 문항으로 1번부터 10번까지는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로 구분되는 리
커트 척도 유형으로, 11번과 12번은 7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의 보기를 선
택하는 객관식 유형으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 13번 문제는 수업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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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서술형 문항이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리
커트 척도는 통속민요와 향토민요 수업에 대한 각각의 반응을 비교하기 위
한 것이며 ‘매우 그렇다’가 5점, ‘보통이다’가 3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
점으로 환산하여 검사하 다.

번
호

A/B형 설 문 내  용 유형

1 A, B
민요를 학습하기 전 선생님으로부터 민요의 ‘개념’과 
‘토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나요?

리커트
척도

2
A ‘통속민요’에 대해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었나요?

B ‘향토민요’에 대해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었나요?

3 A, B
수업 후,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특징 및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나요?

4
A 통속민요 수업이 즐겁고 유익했나요?

B 향토민요 수업이 즐겁고 유익했나요?

5
A

이 수업을 통해 통속민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나요?

B
이 수업을 통해 향토민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나요?

6
A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노래들과 비교해 ‘한강수타령’이 
더 쉽고 재미있게 느껴졌나요?

B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노래들과 비교해 ‘훨훨이’이가 더 
쉽고 재미있게 느껴졌나요?

7 A
6차시에 걸친 통속민요 수업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
나요?

<표 42> A형, B형 설문지 문항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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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

향토민요 수업 중 가장 즐거웠던 혹은 기억에 남은 
활동은?

명목
척도

(선택형)

B
통속민요 수업 중 가장 즐거웠던 혹은 기억에 남은 
활동은?

12
A

향토민요 수업 중 가장 어려웠던 점 또는 힘들었던 
점은?

B
통속민요 수업 중 가장 어려웠던 점 또는 힘들었던 
점은?

13 A, B 수업 후 느낀 점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서술형

  

  C형 설문지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번과 3번은 전체 
민요 수업을 차시별로 구분한 12개의 보기 중 한 개의 보기를 선택하는 
문항으로 가장 즐겁고 기억에 남았던 수업과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수업을 

B
6차시에 걸친 향토민요 수업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
나요?

8
A

통속민요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나요?

B
향토민요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방배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나요?

9
A

통속민요에 관한 내용을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B
향토민요에 관한 내용을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10
A

교과서에 ‘한강수타령’과 같은 통속민요 악곡이 더 
다양하게 수록되는 것이 좋을 것 같나요?

B
교과서에 ‘훨훨이’와 같은 향토민요 악곡이 더 
다양하게 수록되는 것이 좋을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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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도록 하 다. 2번과 4번 문항은 그에 따른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서
술형으로 답하도록 하 다.

  5번부터 8번까지 4개의 문항은 가창, 기악, 가사 창작, 안무 창작 활
동으로 구분하여 향토민요 ‘훨훨이’와 통속민요 ‘한강수타령’ 중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던 제재곡을 선택하도록 하 으며, 9번과 10번 문항
은 ‘훨훨이’와 ‘한강수타령’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5개의 보기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 다.

다.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는 자료 처리를 위한 통계방법으로 SPSS Window 12.0 
Version을 사용하 고, 자료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a 

문항
번호

설 문 내 용 유형

1 가장 즐겁고 기억에 남았던 수업은?
선택형

3 가장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던 수업은?

2/4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서술형

5-8 활동에 따른 ‘훨훨이’와 ‘한강수타령’ 비교 선택형

9 향토민요 ‘훨훨이’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선택형

10 통속민요 ‘한강수타령’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계 10문항

<표 43> C형 설문지 문항구성 



- 93 -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실증분석방법을 다음과 같다.

  첫째, 통속민요에 관한 수업내용을 묻는 A형 설문지와 향토민요에 관
한 수업내용을 묻는 B형 설문지에 관한 비교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
여 집단비교 분석(Comparative Analysis) 및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문항별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다. 

  둘째, 통속민요와 향토민요 수업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C
형 설문조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과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A형과 B형 설문지의 리커트척도 문항 신뢰도 판별을 위해 검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 분석을 실시하 다. 

라. 결과 및 분석

(1) A, B형 설문결과

  A형과 B형 설문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있다.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은 리커트 척도로 개별 문항마다 응답자가 느끼는 만족도 
및 인지도를 ‘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
다’의 5단계 중 하나의 단계에 표기하도록 하 다. 11번과 12번은 선택형 
문항으로 7개의 보기 중 하나의 번호를 선택하도록 하 다. 마지막 13번 
문항은 서술형 문항으로 수업 후 느낀 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

다.
  A형과 B형 설문지는 각각 통속민요 ‘한강수타령’과 향토민요 ‘훨훨이’ 

수업 활동에 관한 것으로 질문의 유형은 같으나 비교 대상이 되는 수업의 
내용과 제재 악곡에 따라 ‘한강수타령’을 A형으로, ‘훨훨이’를 B형으로 각
각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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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반 학생들은 한강수타령 수업을 마치고 A형 설문지를 작성한 
후, 훨훨이 수업을 하고 B형 설문지를 작성하 다. 4, 5, 6반 학생들은 훨
훨이 수업을 마치고 B형 설문지를 작성한 후, 한강수타령 수업을 하고 A
형 설문지를 작성하 다. 그리고 최종 민요 수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6개 
학급 모두 C형 설문지를 작성하 다. 6개의 학급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6차시 수업이 마친 시점에서 중간 검사를 실시했으나 
12차시 수업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와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활용된 결과 분석은 12차시 
수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토대로 진행하 다. 

  A형과 B형 설문지의 질문유형은 동일하고 각각 13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설문지의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은 통속민요 수업에 관한 A형
과 향토민요 수업에 관한 B형의 설문 응답을 기준으로 평균 및 표준오차
를 구하여 집단 비교분석  및 t-검정을 실시하 으며, 11번과 12번 문항은 
빈도분석을 통해 전체 응답자의 문항별 응답비율을 확인하고자 하 다. 리
커트척도 문항은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보통이다’를 3점으로, ‘전혀 그
렇지 않다’를 1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하 다. 따라서 검사 결과의 평균값 
및 결과의 숫자가 5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
될 수 있다. 

  <표 44>는 리커트 척도의 점수를 환산하여 통계를 구하기 전에, 각 문
항별 응답 분포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표의 왼쪽
에는 문항의 내용과 설문유형을, 오른쪽에는 응답 결과에 따른 빈도 및 백
분율을 표기했다. 한강수타령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172명이고, 훨훨이 설
문에 참여한 학생은 170명이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았을 때, ‘매우 그렇다’에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낸 
문항은 1번과 7번 문항이었다. 1번 문항인 ‘민요를 학습하기 전 선생님으
로부터 민요의 개념과 토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반응한 한강수타령 응답자는 172명 중 126명이었으며, 훨
훨이의 응답자는 170명 중 1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번 문항인 ‘6
차시에 걸친 통속/향토민요 수업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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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매우 그렇다’고 반응한 한강수 타령 응답자가 107명, 훨훨이의 응답
자가 118명이었다. 이와 비슷한 빈도로 8번 문항에서 ‘통속/향토민요 수업
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우리 동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
아졌나요?’라는 질문에 향토민요 훨훨이를 학습한 뒤 전체 170명 중 104
명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 다.  

  반면에, 5가지 척도에 골고루 반응을 나타내며 ‘매우 그렇다’에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낸 문항은 2번 문항이었다. ‘나는 수업 이전부터 ‘통속/
향토민요’에 대해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각각 16명과 
24명이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본 수업 이전에 통속/향토 민요에 
관심이 전혀 없던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단
계 중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아 한강수타령을 학
습한 학생 중 53명(31%)이, 훨훨이를 학습한 학생 중 51명(30%)이 수업 
이전에 통속/향토 민요에 그다지 큰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100명 이상이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여 매우 긍정
적인 반응을 보인 문항은 1, 4, 7, 8번 문항임을 알 수 있고, 전반적으로 
리커트척도 분포가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에 이르기까지 골
고루 나타나는 문항은 2번과 6번 문항인 것을 알 수 있다.

내  용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이다
(3점)

그렇
지 

않다
(2점)

매우
그렇
지 

않다
(1점)

민요를 학습하기 전 선생님으로
부터 민요의 ‘개념’과 ‘토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나요?

A
126

(73.3)
34

(19.8)
10

(5.8)
2(1.2) 0

B
127

(74.7)
35

(20.6)
6(3.5) 2(1.2) 0

<표 44> A, B형 설문지 빈도분석 (1-10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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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전부터 ‘통속/향토민요’
에 대해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
었나요?

A 42(24.6) 17(9.9) 53(31)
43

(25.1)
16

(9.4)

B 46(27.1) 17(10) 51(30)
32

(18.8)
24

(14.1)

수업 후,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특징 및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
할 수 있게 되었나요?

A 97(56.7) 50(29.2) 20(11.7) 3(1.8) 1(.6)

B 98(57.6) 48(28.2) 22(12.9) 1(.6) 1(.6)

통속/향토민요 수업이 즐겁고 
유익했나요?

A 85(49.4) 59(34.3) 22(12.8) 6(3.5) 0

B
109

(64.1)
42(24.7) 15(8.8) 3(1.8) 1(.6)

이 수업을 통해 통속/향토민요
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
나요?

A 74(43) 46(26.7) 34(19.8)
17

(9.9)
1(.6)

B 89(52.4) 37(21.8) 40(23.5) 3(1.8) 1(.6)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노래들과 
비교해 ‘한강수타령/훨훨이’이
(가) 더 쉽고 재미있게 느껴졌나
요?

A 79(45.9) 38(22.1) 35(20.3)
15

(8.7)
4(2.3)

B 99(58.2) 35(20.6) 27(15.9) 6(3.5) 1(.6)

6차시에 걸친 통속/향토민요 수
업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요?

A
107

(62.2)
45(26.2) 19(11) 1(.6) 0

B
118

(69.4)
40(23.5) 11(6.5) 1(.6) 0

통속/향토민요 수업을 통해 우
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우리 
동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
아졌나요?

A 90(52.3) 49(28.5) 28(16.3) 5(2.9) 0

B
104

(61.2)
35(20.6) 24(14.1) 7(4.1) 0

통속/향토민요에 관한 내용을 
중학교에서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A 76(44.2) 48(27.9) 43(25) 3(1.7) 2(1.2)

B 84(49.4) 42(24.7) 34(20) 6(3.5) 4(2.4)

교과서에 ‘한강수타령/훨훨이’와 
같은 통속/향토민요 악곡이 더 

A 83(48.3) 47(27.3) 37(21.5) 2(1.2)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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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44>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그
렇다’를 4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를 1점으로 환산하여 문항별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하고 t-검정을 실시하여 
아래 <표 4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각각의 문항에 대한 A형 설문지와 B형 설문지의 평균값을 비교
해보면 3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들에서 훨훨이 수업에 관한 B
형 설문지의 응답 평균점수가 A형 설문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인 기준을 5점으로 환산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1번 문항이었다. 한강수타령을 수업하고 
난 이후의 학생들의 평균점수는 4.65로 나타났고 훨훨이를 학습한 학생들
의 평균점수는 4.68로 민요를 학습하기 전 선생님으로부터 ‘개념’과 ‘토리’
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반응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매 수업 시작과 마지막 단계마다 통속민요와 향
토민요의 차이 및 특징에 대해 중간 점검과 퀴즈를 수시로 실시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수업이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제재곡을 학습하
고 그에 따른 활동을 비교 및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 중간마
다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개념 차이 및 음악적 특징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도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2번으로 ‘나는 수업 이
전부터 통속/향토민요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관심이 있었나요?’라는 질문
에 각각 3.15와 3.17의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본 수업 이전에 
통속민요와 향토민요에 대한 관심이 ‘보통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대부분의 문항 평균이 4.2와 4.7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한강수타령
과 훨훨이를 학습한 뒤 학생들은 수업 내용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만족도
와 평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문항별 집단 비교 검사 및  t-검정을 실시한 결과, 10개의 

다양하게 수록되는 것이 좋을 
것 같나요?

B 87(51.2) 40(23.5) 35(20.6) 5(2.9)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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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중 4번과 5번, 7번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번 문항인 ‘통속/향토민요 수업이 즐겁고 유익했나요?’와 5번 문항인 ‘이 
수업을 통해 통속/향토민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나요?’, 7번 문항
인 ‘6차시에 걸친 통속/향토민요 수업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나요?’라는 
문항의 유의도가 각각 .019와 .040, 그리고 .032로 나타나 3개 문항의 응
답 유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강수타령을 학습한 뒤 작성한 A형 설문과 훨훨이를 학습한 뒤 작성한 
B형 설문의 결과로, 학생들은 대부분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사이의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 고, 통속민요와 향토민요의 수업이 즐겁고 유익했다는 
문항의 유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이 문항의 두 집단 반응 결과가 유의미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표45>는 민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작성한 A형 설문지와 B
형 설문지의 응답을 기준으로 하여 집단비교 검정(t-test)를 실시한 것이
다. 설문지는 통속민요(한강수타령)와 향토민요(훨훨이) 수업이 종료된 시
점에서 작성되었으며, 10개의 리커트척도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가 5점, 
‘매우 그렇지 않다’가 1점으로 점수화되어 검사되었다. A형 문항과 B형 문
항의 결과를 비교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 고, 집단 간 결과 
비교를 위한 t-검정을 실시하여 문항별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P값을 얻었
다. 

  검정 결과 4번, 5번, 7번 문항에서 p<.05 값이 산출되어 세 문항의 검
사결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위의 세 문항에서 질문 내용
의 결과 값을 높은 수준으로 변별하고 있으며, 각 집단의 평균과 표준오차
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충실히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  용
M(SD)

t p
A형 B형

<표 45> A, B형 리커트척도 평균값 및 t-검정 (1-10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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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72) (N=170)
민요를 학습하기 전 선생님으로부터 
민요의 ‘개념’과 ‘토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나요?

4.65
(.644)

4.68
(.598)

-.551 .582

나는 수업 이전부터 
‘통속/향토민요’에 대해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었나요?

3.15
(1.30)

3.17
(1.38)

-.127 .899

수업 후,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특징 및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나요?

4.58
(2.31)

4.41
(.782)

.892 .373

통속/향토민요 수업이 즐겁고 
유익했나요?

4.29
(.823)

4.50
(.778)

-2.348 .019*

이 수업을 통해 통속/향토민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나요?

4.01
(1.03)

4.23
(.912)

-2.059 .040*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노래들과 
비교해 ‘한강수타령/훨훨이’이(가) 
더 쉽고 재미있게 느껴졌나요?

4.18
(2.47)

4.54
(2.43)

-1.384 .167

6차시에 걸친 통속/향토민요 
수업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4.49
(.737)

4.67
(.775)

-2.156 .032*

통속/향토민요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우리 
동네(방배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나요?

4.30
(.845)

4.38
(.878)

-.921 .357

통속/향토민요에 관한 내용을 
중학교에서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12
(.925)

4.15
(1.01)

-.294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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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위의 리커트 척도 10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Alpha값을 구하 다. SPSS프로그램을 활용한 이 검사의 신
뢰도 계수는 .764로 산출되었다. 일반적인 연구나 탐색적 연구에서 0.6이
상의 신뢰도이면 무난한 수준으로 판단50)하는 학계의 기준으로 볼 때, 학
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A형과 B형 설문지의 1번부터 10번까지 리커트 척
도 문항의 신뢰도는 적절 수준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지의 11번과 12번 문항은 각 보기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응답자의 빈도 및 퍼센트를 비교해보고자 하 다. 11번은 문항에서는 
통속/향토민요 수업 중 가장 즐거웠던 혹은 기억에 남는 활동에 관하여 
물었다. 보기는 크게 차시별로 나누어 총 7개로 제시하 다. 

  먼저 통속민요 한강수타령을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즐거웠던 활동은 ‘6차시: 모둠별 발표 및 평가(26.2%)’인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는 2차시, 3차시, 4-5차시의 활동들이 근사한 빈도로 나
타났으며 즐거웠던 활동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도 3명(1.7%)인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향토민요 훨훨이를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속민
요와 동일하게 ‘6차시: 모둠별 발표 및 평가(28.8%)’가 가장 즐거웠던 활
동으로 나타났고, 2차시, 3차시, 4-5차시의 활동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
다. 즐거운 활동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1명(.6)이었다. 

  전체 응답자들은 ‘모둠별 발표 및 평가’ 활동을 가장 즐겁게 기억하고 있

50) 우수명, 『마우스로 잡는 SPSS for window 12.0』(서울: 인간과복지, 2005), 379쪽.  

교과서에 ‘한강수타령/훨훨이’과(와) 
같은 통속/향토민요 악곡이 더 
다양하게 수록되는 것이 좋을 것 
같나요?

4.19
(.932)

4.19
(.980)

-.022 .98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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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본인이 속한 모둠의 발표뿐 아니라 친구들의 
활동을 함께 감상하고 자유롭게 공유 및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2번 문항에서는 ‘통속/향토민요 수업 중 가장 어려웠던 점 혹은 힘들
었던 점’에 관하여 질문하 다. 보기는 발성, 가락, 장단, 시김새, 창작 등
의 요소로 구분하 고 어려운 점이 없었다와 기타 의견란을 포함하여 총 
7개로 제시하 다.

  먼저 통속민요인 한강수타령을 학습한 학생들 중에서는 ‘창작: 가사와 
동작을 창작하는 작업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학생이 60명(34.9%)으로 가

설문 내용
빈도(N) 백분율(%)

통 향 통 향
1차시: 민요의 특징 및 토리 설명
       (수업안내 및 과제제시)

8 11 4.7 6.5

2차시: 다양한 통속/향토민요 감상하기, 
       노래 배우기

39 17 22.7 10.0

3차시: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부르기, 
       장구반주에 맞춰 부르기

37 42 21.5 24.7

4-5차시: 모둠별 가사 창작 및 안무 창작 36 42 20.9 24.7

6차시: 모둠별 발표 및 평가 45 49 26.2 28.8

즐거웠던 활동이 없다 3 1 1.7 .6

기타 4 8 2.3 4.8

합계 172 170 100 100

<표 46> 11번 “통속/향토민요 수업 중 가장 즐거웠던 혹은 기억에 남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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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어려웠던 점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수가 많았
고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보기는 ‘장구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기’ 다. 
한강수타령을 학습한 학생들은 메기는 소리의 동작을 창작하고 가사의 내
용을 바꾸어 창작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향토민요인 훨훨이를 학습한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수업 역시 ‘창
작: 가사와 동작을 창작하는 작업이 어려웠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170명
의 응답자 중 69명(40.6%)의 학생들이 창작활동을 선택했으며 다음으로는 
‘어려웠던 점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39명(22.9%)으로 많았다. 반면에 
가락과 장단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문 내용
빈도(N) 백분율(%)

통 향 통 향

발성
민요의 발성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힘들었다.

23 18 13.4 10.6

가락
노래를 따라 부를 때 선율/가락이 
어려웠다.

15 9 8.7 5.3

장단
장구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가 
어려웠다.

14 9 8.1 5.3

시김새
노래의 꾸밈음이나 장식음을 소리내기가 
어려웠다.

18 13 10.5 7.6

창작
가사와 동작을 창작하는 작업이 
어려웠다.

60 69 34.9 40.6

어려웠던 점이 없다. 28 39 16.3 22.9

기타 14 13 8.1 7.7

합계 172 170 100 100

<표 47> 12번 “통속/향토민요 수업 중 가장 어려웠던 점 혹은 힘들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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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문항은 서술형으로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수업을 마친 시점에서 
각각의 수업에 대한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 다. 남학생들이 
많은 학급의 특수성 때문인지 단답식으로 짧게 응답한 반응이 많았다. 예
를 들어 ‘좋았다’. ‘즐거웠다’, ‘유익했다’와 같은 반응이 많았으나 수업 후 
느낀 점에 대해 자세하고 성실하게 응답한 학생들의 답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비슷한 내용의 답안을 범주화 하여 아래 <표 48>과 같이 정리하
다. 13번 문항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즐겁고 재미있었다’는 내용으로 통
속민요 수업(한강수타령)에서는 45.3%, 향토민요(훨훨이) 수업에서는 
47.6%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답하 다. 다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가사와 
안무를 창작하는 활동이 좋았고,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내용이었으며 이러한 반응은 통속민요 보다 향토민요 수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민요에 대해 잘 알게 되어서 좋
았고 민요가 재미있게 느껴졌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민요에 대한 관심
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창작 활동이 조금 힘들었지만 발표를 마치
고 뿌듯했다.’는 반응은 향토민요 수업보다 통속민요 수업에서 더 높은 빈
도로 나타났는데 학생들이 훨훨이의 가사를 창작하는 것보다 한강수타령의 
가사를 창작하는 활동에 더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밖
에도 다양한 응답이 있었으나 너무 개별적인 내용으로 판단되어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몇 가지 의견들만 아래 기타의견으로 정리하 다.   

통속/향토 민요 수업 후 느낀 점 - 서술형 
한강수
타령

(N/%)

훨훨이
(N/%)

음악수업이 즐겁고 재미있었다.
78

(45.3)
81

(47.6)
친구들과 함께 가사와 안무를 창작하는 활동이 
좋았고,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32
(18.6)

46
(27.1)

<표 48> 13번 “통속/향토 민요 수업 후 느낀 점 –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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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형 설문결과

  C형의 설문결과는 각각의 문항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서술형 답안은 몇 개의 그룹으로 범주화하여 결과를 확인하
다. 1번과 3번 문항은 전체 12차시의 수업 중 가장 즐겁고 기억에 남는 
활동과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활동을 선택하도록 하여 각각의 보기에 해당
하는 결과 값을 산출했으며, 2번과 4번은 서술형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입
한 답안을 범주화하여 분석하 다. 5번부터 8번까지 4개의 문항은 가창, 
기악, 가사 창작, 안무 창작 역으로 구분하여 ‘훨훨이’와 ‘한강수타령’ 두 
개의 보기 중에 한 개를 선택하도록 하 고 9번과 10번은 각각의 민요 수
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5개의 보기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각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A, B그룹의 전체 인원인 171명을 대상으로 C형 설문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민요에 대해 잘 알게 되어서 좋았고 
민요가 재미있게 느껴졌다. 

30
(17.4)

26
(15.3)

창작 활동이 조금 힘들었지만 발표를 마치고 
뿌듯했다.

22
(12.8)

10
(5.9)

친구들과 모둠별 활동을 하면서 의견이 달라서 
힘들었다.

8
(4.7)

4
(2.4)

기타: 앞에서 발표할 때 너무 떨렸다. 방배동과 
서래마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았다. 
우리나라의 전통음악과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2
(1.2)

3
(1.8)

합계 172(100)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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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49> 및 <표 50>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수
업을 모두 마치고 이루어진 C형 설문에서 가장 즐겁고 기억에 남는 활동
을 묻는 질문에 42명(24.6%)의 학생들이 ‘훨훨이’의 모둠별 발표 활동을 
꼽았다. 

  두 번째로는 ‘한강수 타령’의 모둠별 발표 활동인 12차시 활동으로 28
명(16.4%)의 학생이 선택하 다. 모둠별 발표 활동 다음으로는 방배동과 
서래마을 주제로 가사창작하기, 받는 소리 안무 창작하기가 많았다. 학생
들이 친구들 앞에서 직접 발표를 하는 모둠별 활동 다음으로 훨훨이의 가
사 및 안무를 창작하는 활동을 많이 선택한 것은 방배동 및 서래마을을 주
제로 한 가사의 내용이 익숙하고 친근함과 동시에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내
용의 가사 및 안무가 다수 창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방배동과 서래마을을 주제로 
한 향토민요의 모둠별 발표 완성도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 는데 이는 
익숙한 주제를 활용하여 가사를 정하고 그에 따른 안무를 창작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학생들이 가장 즐겁게 기억하고 있는 활동의 1,2 순위가 모
두 모둠별 발표인 것은 직접 창작한 가사와 안무를 모둠별로 연습하고 발
표하는 자기주도형 수업을 좋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친구들의 발표를 감
상하는 활동 역시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차시 학습 활동 빈도(N) 퍼센트(%)

향토민요

1 민요 개념알기, 모둠구성 및 과제제시 8 4.7

2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발표 및 감상, 
노래

20 11.7

3 논농사순서 알기, 노래배우기 8 4.7

<표 49> C형 1번 “전체 차시 중 가장 즐겁고 기억에 남았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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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문항에서는 동일한 선택지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게 기억되는 
활동을 선택하라는 질문을 통해 아래 <표 50>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학
생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게 기억되는 활동은 ‘한강수타령 모둠별 발표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한강수타령의 가사와 안무 동작을 
창작하는 활동에서 많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받는 소리가 반복적으
로 나타나는 훨훨이에 비해 반복 없이 가락이 진행되는 한강수타령의 안무
창작이 보다 어렵게 느껴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활동으로

4
장구반주에 맞춰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

10 5.8

5
<방배동, 서래마을> 주제로 가사창
작하기 받는 소리 안무창작

26 15.2

6 ‘훨훨이’ 모둠별 발표 42 24.6

통속민요

7 민요 개념 알기, 모둠구성 및 과제제시 1 .6

8
전문가가 부르는 노래 감상, 노래배
우기

15 8.8

9 한강수타령 특징알기, 노래배우기 4 2.3

10
장구반주에 맞춰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

3 1.8

11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주제로 가사창작하기, 받는 소리
안무창작

5 2.9

12 ‘한강수타령’ 모둠별 발표 28 16.4

무응답 1 .6

계 1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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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훨훨이 모둠별 발표(14.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보면 학생들은 
모둠별 발표 활동을 가장 즐거워하면서도 동시에 어렵고 힘들게 느낀 것으
로 보인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모둠 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어
려움과 가사 및 안무 창작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으나, 완성되고 난 후에는 
발표하는 과정과 친구들의 노래와 안무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이 즐겁게 느
껴진 것으로 생각된다.

구분 차시 학습 활동 빈도(N) 퍼센트(%)

향토민요

1 민요 개념알기, 모둠구성 및 과제제시 7 4.1

2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발표 및 감상, 
노래

2 1.2

3 논농사순서 알기, 노래배우기 4 2.3

4
장구반주에 맞춰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

5 2.9

5
<방배동, 서래마을> 주제로 가사창
작하기, 받는 소리 안무창작

32 18.7

6 ‘훨훨이’ 모둠별 발표 25 14.6

통속민요

7 민요 개념 알기, 모둠구성 및 과제제시 5 2.9

8
전문가가 부르는 노래 감상, 노래배
우기

2 1.2

9 한강수타령 특징알기, 노래배우기 11 6.4

10
장구반주에 맞춰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

7 4.1

<표 50> C형 3번 “전체 차시 중 가장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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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과 4번 문항은 각각 1번과 3번의 보기를 선택한 이유를 서술형으
로 기술하도록 하 다. 각각의 답안을 몇 개의 범주로 구별하여 나타내보
았다. 1번과 3번에서 각각 선택한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2번과 
4번의 이유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비슷한 내용의 응답끼리 구분하여 
대략적인 결과를 얻었다.

  먼저 전체 차시의 민요 수업 중 학생들이 가장 좋아한 활동은 향토민
요 6차시 ‘모둠별 발표’ 활동이었으며 6차시 활동을 포함하여 좋아하는 활
동에 대한 서술형 응답으로 ‘가사와 안무 창작 활동이 재미있어서’라는 응
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모둠별로 협동이 잘 되어서’, ‘노래를 배우
고 장구에 맞춰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친구들과 함께 창작 활동 하는 것
이 재미있어서’, ‘다른 모둠의 발표를 감상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민요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우리 
모둠이 발표를 가장 잘 한 것 같아서, 나의 활약이 두드러져서’ 등이 있었
다. 반면에 가장 힘들게 느껴진 수업은 ‘한강수타령 모둠별 발표’ 고 그에 
따른 서술형 응답으로는 ‘가사와 안무 창작 활동이 힘들어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 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가사와 안무 창작 활동은 가장 즐거운 활동임과 동
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활동으로 기억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모둠별로 협동이 잘 되었을 때 즐거운 활동으로 느끼고, 모둠 구성원끼리 
팀워크가 잘 맞지 않아 갈등이 생겼을 때 힘든 수업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11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주제로 가사창작하기, 받는 소리 안
무창작

24 14.0

12 ‘한강수타령’ 모둠별 발표 33 19.3

무응답 14 8.2

계 17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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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모둠 구성원을 임의로 선택하 기 때문에 모둠 간의 만족도는 다
를 수 있으나, 모둠 구성원간의 협력도와 친 도가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
여도에 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노래를 배우고 장구에 맞추어 노래를 불러보는 음악활
동에도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하는 협동학습에서도 즐
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 이유로 가사
와 안무를 외우는 것이 어렵고 안무를 창작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
았다는 응답 또한 많았다. 학생들은 창작 활동에 대한 부담감과 친구들 앞
에서 발표를 하는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직
접 작성한 답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즐겁게 느껴진 이유 N/(%) 가장 힘들게 느껴진 이유 N/(%)

가사와 안무창작 활동이 
재미있어서

58
가사와 안무 창작 활동이 
힘들어서

51

모둠별로 협동이 잘 되어서 42
모둠 구성원끼리 팀워크가 
잘 안 맞아서

44

노래를 배우고 장구에 맞춰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26
가사와 안무를 외우는 
것이 어려워서

28

친구들과 함께 창작 활동 
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24
안무 창작할 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26

다른 모둠의 발표를 
감상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13 힘든 활동이 별로 없었다. 12

기타: 민요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우리 모둠이 발표를 가장 잘 

4
기타: 한강수타령의 
꾸밈음이 많아서 노래 
배우기가 어려워서, 앞에 

6

<표 51> C형 2, 4번 “가장 즐겁게/힘들게 느껴진 이유(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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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부터 8번까지의 문항은 4개의 역별 활동에 관하여 훨훨이와 한강
수타령 중 선택하도록 하 다. 5번은 가창, 6번은 장구반주, 7번은 주제에 
따라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 가사 창작 활동, 8번은 새로운 가사에 따른 
안무창작 활동과 관련하여 질문하 다. 1명의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170명의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52>와 같다.

 

한 것 같아서  
나가서 발표할 때 자신이 
없어서

무응답 5 무응답 5

합계
172
(100)

합계
172
(100)

활동 설문 내용
훨훨이
N/(%)

한강수타령
N/(%)

계

가창
노래를 배울 때 더 쉽고 재미있게 
느껴진 곡은?

121
(71.2)

49
(28.8)

170
(100)

장구반주
장구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때 
더 신나고 즐겁게 느껴진 곡은?

108
(63.5)

62
(36.5)

가사창작
가사를 창작할 때 더 즐겁고 재미있
게 느껴진 곡은?

103
(60.6)

67
(39.4)

받는소리 
안무창작

창작한 가사에 맞춰 받는 소리의 
안무를 창작할 때 더 즐겁고 
재미있게 느껴진 곡은?

88
(51.8)

82
(48.2)

<표 52> C형 5-8번 “활동별 훨훨이/한강수타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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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문항에서 학생들은 처음 노래를 배울 때 ‘훨훨이’와 ‘한강수타령’ 
중 ‘훨훨이’가 더 쉽게 느껴진다고 응답하 다. 가창 활동에서 훨훨이의 응
답 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 이유는 훨훨이의 받는 소리 가락이 3개의 음으
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이고, 가락이 유려하고 멜리스마틱한 한강수타령의 
가락보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훨훨이 받는 소리가 학생들에게 더 쉽
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도 한강수타령
의 가락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한강수타령의 순차 진행형의 장식음들과 2소박으로 나누어지는 장단의 변
화를 낯설게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6번 문항에서 장구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때 ‘훨훨이’와 ‘한강수타
령’의 느낌을 묻는 질문에 108명(63.5%)의 학생이 중중모리 장단의 훨훨이
가 굿거리장단인 한강수타령보다 더 신나고 즐겁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
에서 굿거리장단을 충분히 학습하 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노래에 따른 
장구반주의 느낌을 더 좋아하고 연주하기 어려운 ‘기덕’ 장단 없이 단순한 
형태로 연주되는 중중모리 장단이 더 친숙하고 재미있다고 응답했다.  

  7번의 주제에 따라 메기고 받는 소리의 가사를 창작하는 활동 역시 훨
훨이가 더 재미있다고 선택한 학생이 103명(60.6%)으로 나타나, 67명
(39.4%)이 선택한 한강수타령보다 높은 응답을 보 다. 훨훨이의 가사 창
작 주제는 방배동과 서래마을 홍보하기 고 한강수타령의 가사 창작 주제
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과 관련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사전 
과제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맛집과 멋집, 역사 유적지, 산책하기 
좋은 골목길과 공원 등을 조사하 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 동네
의 특징을 홍보할 수 있는 가사를 모둠별로 창작하는 활동을 했다. 학생들
의 어린 시절부터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창의적인 가사가 여러 모둠에서 
창작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져 더 즐겁게 느껴진 것으로 보인다.

  8번에서 새로운 가사에 맞춰 안무를 창작하는 활동 중 더 즐겁고 재미
있게 느껴진 제재 악곡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서는 훨훨이가 88명
(51.8%), 한강수타령 82명(48.2%)으로 비슷한 빈도를 보 다. 가사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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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창작하는 활동에서는 훨훨이와 한강수타령의 제재곡 구분 없이 두 곡 
모두 비슷한 수준의 즐거움과 흥미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9번과 10번 문항은 향토민요 ‘훨훨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과 통속민요 ‘한강수타령’ 수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에 
대한 질문으로,  나머지 보기의 내용은 동일하고 4번 보기의 지문만 다르
게 제시하 다.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53>과 같다.

보기 구분 내용
훨훨이
N/(%)

한강수타령
N/(%)

1 지식습득 우리음악 문화에 대해 지식적으로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37
(21.6)

36
(21.1)

2 음악활동 민요를 배우며 노래를 하고 장구를 
연주하는 음악활동이 즐거웠다.

29
(17.0)

30
(17.5)

3
 모둠별 

창작

친구들과 함께 모둠별로 조사하고 
가사와 가락을 창작하는 과정이 
즐거웠다.

48
(28.1)

55
(32.2)

4

지역사회 
이해(향토)

내가 살고 있는 방배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다.

40
(23.4) ・

우리나라
문화이해

(통속)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다. ・ 35

(20.5)

5
전통음악
의 가치 

이해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전통음악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15
(8.8)

13
(7.6)

무응답 2(1.2)

계 171(100)

<표 53> C형 9-10번 “향토/통속민요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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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민요 ‘훨훨이’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모둠별 창작 활동’으로 
전체 응답자 중 48명(28.1%)의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모둠별로 조사하
고 가사와 가락을 창작하는 과정이 즐거웠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내
가 살고 있는 방배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다.’라
는 응답이 40명(23.4%)인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모둠별 활동을 통한 창
작활동을 즐거워하고 향토민요 수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흥미
가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속민요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 역시 모둠별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55명(32.2%)의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모둠별로 
조사하고 가사와 가락을 창작하는 과정이 즐거웠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는 ‘우리음악 문화에 대해 지식적으로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와 ‘우리나라
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다.’가 비슷한 수준
의 응답을 보 다. 

  따라서 학생들은 본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모둠별로 조사하고 가
사와 가락을 창작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 고, ‘훨훨이’를 통해 내가 살
고 있는 방배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음악 문화에 대해 지식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
하 으며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개념 및 음악적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여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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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설문 결과에 대한 논의

  이 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2차시에 걸친 민요 
수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은 설문 내용을 분석하 다. 

  A형 설문지는 통속민요(한강수타령) 수업과 관련한 것이고 B형 설문지
는 향토민요(훨훨이) 수업에 관한 것이다. C형 설문지는 전체 차시에 대한 
총괄적 평가 및 전반적인 민요 수업내용에 관하여 질문한 것이다.

  A형, B형 두 설문지의 각각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은 ‘사전 개념설명, 
사전 민요에 대한 관심도, 수업 후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구분도, 수업의 
유익도, 민요에 대한 흥미도, 초등학교 악곡과 비교했을 때의 난이도, 수업 
내용의 충분도, 창작한 가사에 따른 흥미와 관심도, 중학교 수준에서 민요
를 꼭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교과서에 다양한 민요 수록에 대한 의
견’에 관한 것으로 리커트척도 문항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확인하
고자 했다. 한강수타령을 수업하고 작성한 A형 설문지와 훨훨이를 수업하
고 작성한 B형 설문지 문항의 t-검증을 실시한 결과 4번과 5번, 7번 문항
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문항의 내용은 통속/
향토민요 수업이 유익했는가에 관한 것과 이 수업을 통해 통속/향토 민요
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
차시에 걸친 통속/향토민요 수업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문
항이었다. 이 문항들에서 유의도 수준이 .05 이하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 
및 유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문항의 리커트 척도 값을 각각의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을 비
교한 결과 가장 높은 평균점수(가장 긍정적인 반응)를 얻은 문항은 1번 문
항인 ‘민요를 학습하기 전 선생님으로부터 민요의 개념과 토리에 대한 설
명을 충분히 들었는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A형의 평균점수는 4.65, B형
의 평균점수는 4.68을 나타내 매우 그렇다(5점)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보

다. 또 ‘향토민요 수업이 즐겁고 유익했나요?’라는 문항의 평균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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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와 4.68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 고 ‘6차시에 걸친 통속/향토민요 수업 
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물음의 평균점수는 각각 4.49와 4.67
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 문항은 2번으로 ‘나는 이전부터 통속
/향토민요에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보통이다’라는 
반응이 각각 53명(31%), 51명(30%)이었고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도 
16명(9.4%), 24명(14.1%)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반응의 분포가 ‘매
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나타났다. 2번 문
항의 리커트 척도 평균점수는 각각 3.15와 3.17로 ‘보통이다’ 수준의 결과
를 보 다. 따라서 학생들은 본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민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적었음을 알 수 있고 통속민요와 향토민요 악곡에 대한 비교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번과 12번의 훨훨이를 주제로 한 향토민요 수업에서 가장 즐거웠던 
활동으로 모둠별 발표하기를 꼽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으로는 가사 
및 안무를 창작하는 활동이라고 응답했다. 한강수타령을 주제로 한 통속민
요 수업에서도 향토민요와 수업과 동일하게 모둠별 발표활동을 가장 즐거
웠던 활동으로, 가사 및 안무 창작을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활동으로 선택
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은 민요 수업에 있어서 개별 학습보다는 
모둠별 협동학습을 선호하고, 직접 모둠 활동에 참여하여 노래 부르고 새
로 창작한 안무에 맞추어 친구들과 함께 발표하는 경험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사 및 안무를 창작하는 활동에서 모둠 구성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창작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에서는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즐거웠던 수업과 힘들었던 활동 모두 창작과 관
련한 모둠별 발표와 관련되어 있는 점을 생각해볼 때, 학생들은 장구반주
에 맞추어 친구들과 새로 창작한 가사와 안무를 발표하는 활동을 가장 어
려웠다고 느낌과 동시에 가장 즐거웠던 활동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인다.

  C형 설문지는 모든 민요 수업이 마치는 최종 정리 시간에 실시되었다. 
1번과 3번 문항에서는 전체 차시 수업 중 가장 즐거웠던 차시의 수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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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들었던 차시의 수업을 선택하도록 하 고 2번과 4번 문항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물었다. 학생들은 향토민요 6차시의 ‘훨훨이 모둠별 
발표’ 활동을 가장 즐거웠던 수업으로 꼽았고, 두 번째는 5차시 ‘방배동, 
서래마을을 주제로 가사 창작하기, 받는 소리 안무창작하기’ 활동이라고 
대답했다. 

  반면에 가장 힘들었던 차시의 수업으로는 통속민요 6차시의 ‘한강수 
타령 모둠별 발표’ 활동이라고 대답했고 두 번째로 힘들었던 활동은 향토
민요 수업 5차시의 ‘방배동, 서래마을을 주제로 가사 창작하기, 받는 소리 
안무창작하기’ 활동이라고 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즐거웠던 활동과 힘들
었던 활동의 순위가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은 모둠별 발표 활동을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가
장 즐겁고 재미있었던 활동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인다. 

  2번과 4번 문항에서는 1번과 3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생
각을 서술형으로 답하도록 하 다. 학생들이 모둠별 발표를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모둠별로 창작 과정이 힘들어서, 모둠 원끼리 의견이 맞
지 않아서 등이 있었다. 반면 모둠별 발표가 가장 즐거웠다고 응답한 학생
들은 그 이유가 모둠별 창작 과정이 즐거워서, 모둠 원끼리 의견이 잘 맞
고 단합이 잘 되어서 등이었다. 즉, 학생들은 모둠별 창작 과정을 즐거우
면서도 어렵게 느끼고, 모둠 원간의 관계가 수업 참여도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한강수타령 모둠별 발표 활동을 가장 힘든 수업으로 꼽은 이
유는, 익숙하지 않은 가락에 새로운 가사와 안무를 창작하는 활동이 부담
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학생들은 단순한 가락으로 
이루어진 훨훨이보다 꾸밈가락과 시김새 표현이 많은 한강수타령의 가락학
습을 더 어려워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모둠별 발표까지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학생들이 가장 즐거웠던 수업으로 훨훨이 모둠별 발표 활동을 
꼽은 이유는, 훨훨이의 반복적이고 단순한 가락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강수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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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메기고 받는 소리에 시김새 표현 및 장단의 변화 등이 섞여 있어 창작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반면, 훨훨이는 받는 소리가 동일한 가락과 
가사로 반복되기 때문에 창작활동에서도 부담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학생들이 가장 즐거웠던 수업으로 훨훨이의 모둠발표를, 가장 힘들었
던 활동으로 한강수타령의 모둠발표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5번부터 8번까지의 문항에서도 잘 나타난다. 훨훨이와 
한강수타령 중 보다 즐거웠던 제재곡을 선택하라는 물음에 4개 문항 모두 
훨훨이가 더 긍정적인 응답을 얻었다. 가창, 장구반주, 가사창작, 받는 소
리 안무창작 활동으로 나누어 질문을 제시했을 때 훨훨이가 더 쉽고 재미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특히 노래를 배울 때 더 쉽고 재미있게 
느껴진 곡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170명의 전체 학생 중 121명이(71.2%)이 
훨훨이라고 답해 학생들은 한강수타령보다 훨훨이를 더 쉽게 느끼고 더 흥
미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향토)민요 제
재를 가지고 접근할 때 악곡의 난이도와 수준의 선택이 중요할 것으로 생
각되며 가창 위주의 수업에서 탈피해 기악, 창작, 감상 등의 다양한 활동
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학습에 대한 참여도 및 흥미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9번과 10번 문항에서는 향토민요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과 통속민
요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각각 선택하도록 했는데, 두 문항에서 모두 
‘친구들과 함께 모둠별로 조사하고 가사와 가락을 창작하는 과정이 즐거웠
다’는 보기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가사와 가락을 새로 창작하는 과정
을 어렵게 느끼면서도 친구들과 함께 창작 및 발표하는 활동을 가장 즐겁
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방배동(서래
마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관심과 흥미가 생겼다’는 보기와 ‘우리나라
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다’는 보기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사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과제에 참
여하며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갖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친구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발표를 감상하면서 우리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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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형성되었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
고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활동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음악을 생활화하고 폭넓게 이해
하며 즐길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생
들이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제재 악곡과 통합적인 학습활동을 제시
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즐겁고 활발한 향토민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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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향토민요 수업에 관한 것으로, 실제 
학생들을 지도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향토민요를 활용한 수업의 교육적 
의의 및 기대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현직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향토민요 수업에 대한 인지도 
및 수업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제 민
요 수업을 계획 하 다. 연구자가 개발한 12차시의 교수・학습 지도안에 
따라 민요 수업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관찰하 고, 수업에 참
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 설문과 최종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습 결과를 
분석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향토민요 수업의 의의 및 
기대효과를 검증해 보았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직 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소결론을 얻었다. 

  첫째, 음악교사들은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의 난이도 및 악곡 
수가 적절한 편이라고 인식했다. 

  둘째, 음악교사 중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 악곡으로 실제 향토민요 
수업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은 교과서의 향토민요 난이도와 수록곡 정도에 있어
서 대체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실제 향토민요 수업을 적극적
으로 지도하거나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한 실제 향토민요 수업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대부분 가창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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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중심의 2-3차시 분량의 수업을 계획했으며, 농업 또는 어업과 관련한 
노동요를 주로 다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음악교사들이 향토민요 수업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학습 교재와 수업 연구자료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적인 향토민요 수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점으로는 ‘다양
한 수업자료와 학습교재 연구 및 개발, 정보 공유’라고 응답했다. 즉, 교사
들은 향토민요 수업을 준비 및 지도함에 있어 학습 교재와 수업 연구 자료
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향토민요 수업에 대한 부담과 기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음악 교육의 수요자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민요 수업 후,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특징 및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민요의 개념과 
토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으며, 향토민요와 통속민요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민요 수업을 통한 교육적 기대효
과가 충분히 충족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들은 12차시에 걸친 민요 
수업 내용이 즐겁고 유익했으며, 이 수업을 통해 민요에 대한 관심과 흥미
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둘째, 학생들은 단순한 형태의 향토민요에 흥미를 느끼고, 쉽고 재미
있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 다. 이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가락과 중간 템포 
이상의 장단, 복잡한 시김새와 장식음이 적고 받는 소리가 동일하게 나타
나는 ‘훨훨이’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수준에 적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학생들에게 향토민요 ‘훨훨이’와 통속민요 ‘한강수타령’을 제시하고 학
습과정 중 더 쉽고 재미있게 느껴진 악곡을 선택하라는 문항에서, 모든 항
목에 ‘훨훨이’ 의 응답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이러한 결과를 뒷받
침해 준다. 특히 이러한 반응은 가창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선율이 유려하고 시김새와 장식음이 많은 한강
수타령보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훨훨이의 가락을 익히는 것이 보다 쉽고 
친숙하게 느껴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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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둠별 활동을 
선호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습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은 12차시에 걸친 향토/통속민요 수업 중 가장 즐겁고 기억에 남는 활동
으로 ‘훨훨이 모둠별 발표’ 활동을 꼽았다. 이러한 이유는 노래를 배우고 
가사를 창작하고 안무에 맞춰 모둠별로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발표를 함께 감상하고 자유롭게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은 모둠별 활동 과정에서 각
자 모둠의 구성원으로서 1인 1역할을 수행하며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보여주었다.  

  넷째,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가사와 안무 등을 
창작하는 창의적인 활동에 흥미를 느꼈다. 향토민요 수업과 통속민요 수업 
내용 중 가장 좋았던 점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모둠별로 
조사하고 가사와 안무를 창작하는 과정’이라고 응답했다. 즉 학생들은 모
둠별 활동을 통해 표현(가창, 기악, 창작)과 감상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경험하고, 가사와 안무를 창작하는 등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
를 공유하며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수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토 수업의 좋았던 점으로 ‘내가 살고 있는 방배동과 서래마을
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는 가사 창작 활
동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징과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토민요를 제재로 한 수업을 계획할 때,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축제 및 향토문화를 소개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향토
민요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토민요 수업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학교 수업 현장에서 향토민요 제재가 다양하게 활용 및 지도된다
면, 향토민요의 교육적 활용도가 높아질뿐 아니라 민요 수업의 내용이 보
다 풍성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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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향토민요는 오랜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 노래로 향유되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전해져왔다. 그러나 한정
적인 지역에서 특정한 기능을 지니고 노래되던 향토민요는 전문 음악인들
에 의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통속민요에 비해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
받지 못했다. 따라서 향토민요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낯설고 어려운 제
재로 여겨짐과 동시에, 음악 수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민요수업을 지도해본 결
과, 학생들은 적절한 수준과 난이도를 지닌 향토민요가 주어졌을 때 부담 
없이 쉽고 친숙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 다. 즉, 향토민요가 학생들에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음악 소재임과 동시에, 문화
적・교육적 가치를 지닌 훌륭한 교육 제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러한 향토민요 악곡을 민요 수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교육적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향토민요 수업에 참여하도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여건들이 조성 및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주제의 향토민요 제재곡이 교과
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각 지역의 교육적・음악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향
토민요가 전문가들에 의해 꾸준히 발굴되고 악곡의 채택, 채보, 편집 과정
을 거쳐 다양한 주제의 향토민요 악곡들이 교과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또
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1학년에서는 전래동요와 놀이요 중심으로, 2
학년과 3학년에서는 다양한 노동요와 의식요 등을 중심으로 제시해야 한
다. 또한 악곡의 음계 및 음악적 특징, 가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소재의 향토민요가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다면 학생들이 향토민요를 더욱 
친근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민요 수업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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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가창 
활동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학습활동을 꾸준히 제시해야 한다. 
다양한 그룹별로 메기고 받는 소리 노래하기, 지역사회 특징 및 문화축제행
사 조사하기, 메기고 받는 소리 가사 창작하기, 받는 소리 안무 창작하기 
등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창의적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모둠별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협동학습과 자기 주도 학습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협동학습을 
통한 모둠별 활동과 1인 1역할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이 적절하게 
병행되어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율적인 향토민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뿐 아니라 민요수업을 직접 계획 및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요
구되는 사항도 있다.

  넷째, 음악 교사들에게 효율적인 향토민요 수업을 위한 교재연구 및 
수업자료 준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향토민요를 제재 
악곡으로 선택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함에 있어 부담을 느끼
지 않도록 향토민요와 관련한 교재개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한다. 또
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제공 및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언을 통하여 음악 수업 현장에서 향토민요를 활용한 민요수
업이 보다 다양하게 모색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향토민요와 통속민요를 실제 지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토민요의 교육적 의의와 향토민요 수업을 통한 교육적 
기대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 중 경
기 지역 민요인 ‘훨훨이’와 ‘한강수타령’만을 선택하여 연구하 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민요 악곡을 제재로 활용하거나 다양한 악곡을 선택하여 연구
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학교 수준의 일반적인 수업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실제 수업 현장에서 향토민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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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로 한 수업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향토민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향토민요 자료 개발 연구 및 교재 개발 연구, 수업 지도방안 연구 등 다양

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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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교사용 설문지

1.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는 어느 지역 소속입니까?
  ① 서울특별시  (       )지역교육청    ② 경기도 (        )지역교육청   ③ 본청   

2. 음악 교사로 근무하신 경력을 적어주세요. (        )년

3. 전공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서양음악            ② 국악

4. 보다 구체적으로 전공한 악기 또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전반적인 국악수업에 관한 조사]
5. 국악 역을 가르칠 때 가장 높은 비중을 할애하게 되는 장르는 어떤 것입니까? 
  ① 민요                ② 판소리          ③ 가곡, 가사, 시조        
  ④ 산조, 시나위         ⑤ 창작 국악곡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향토민요 수업 연구(가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지는 현직 중등 음악교사로 근무 중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무기명 기입으로서 오로지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됨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업무가 많아 바쁘고 어려우시겠지만,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과 조언이 연구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각 문항마다 선생님의 평소 생각과 고견을 표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문 문항은 20문항 내외이며 예상 소요시간은 10-15분입니다. 
 
 다시 한 번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이 정 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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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위와 같은 장르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과서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② 국악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③ 학습자가 가장 흥미 있게 학습에 참여하기 때문에
  ④ 교사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음악 소재이기 때문에
  ⑤ 수업자료와 학습교재가 풍부하여 수업준비가 용이하기 때문에

5-2. 위에서 선택하신 장르를 가르치실 때 주로 어떤 활동으로 수업하십니까?
  ① 가창             ② 기악            ③ 창작            ④ 감상
6. 국악 역에서 민요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정해진 음높이(청)가 없다는 것
  ② 장구 장단으로 반주하는 것
  ③ 민요 특유의 발성을 사용하는 것
  ④ 민요의 시김새(꺾는 음, 떠는 음)를 표현하는 것
  ⑤ 기타 (                                         )   

 [향토민요 수업에 대한 인식과 주요 학습활동]

7.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8. 다음 악곡들 가운데 향토민요로 알고 계신 곡에 모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9. 본인의 민요 수업에서,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중 어느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통속민요                  ② 향토민요

너영나영, 훨훨이, 강강술래-자진강강술래, 콩꺾자 콩꺾자, 들강달강, 

싸름, 금다래꿍, 칭칭이 소리, 돈돌라리, 상주 모심기소리, 몽금포타령, 

신고산타령, 옹헤야, 산도깨비, 늴리리야, 통영개타령, 오돌또기 



- 131 -

9-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보다 교육적이기 때문에
  ② 학생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③ 학습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④ 교과서에 더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⑤ 교사에게 더 친근하고 익숙한 음악이기 때문에

10. 향토민요와 통속민요 중 교육적으로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향토민요                  ② 통속민요

10-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1. 향토민요 악곡으로 직접 수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12번 문항으로)

11-1. 향토민요 수업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십니까?
   ① 가창           ② 기악           ③ 창작             ④ 감상

11-2. 향토민요 수업을 주로 몇 차시 분량으로 구상하십니까?
   ① 1차시          ② 2-3차시       ③ 4차시 이상       ④ 기타

11-3. 향토민요 수업에서 활용한 제재곡(또는 참고곡)에는 어떤 곡들이 있습니까?
☞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 분석]

12. 교과서에서 향토민요에 대한 개념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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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과서에서 향토민요와 통속민요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

14.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의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② 너무 쉽다.            ③ 너무 어렵다.

15.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의 악곡 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당하다              ② 너무 적다.             ③ 너무 많다. 

16.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향토민요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제재곡이 다양하지 않다.
 ② 향토민요에 대한 개념설명이 부족하다.
 ③ 제재곡이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지 못한다.
 ④ 교과서마다 향토민요의 비중과 수준이 다르다.
 ⑤ 제재곡을 통한 다양한 학습활동이 부족하다.

17. 교과서의 향토민요와 관련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① 놀이요(유희요)의 비중이 높아져야한다.
 ② 보다 다양한 주제의 악곡들이 수록되어야 한다.
 ③ 전체적으로 악곡의 수준과 난이도가 조절되어야 한다.
 ④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만한 다양한 학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⑤ 제재곡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참고자료들이 보다 풍성하게 수록되어야한다.

[향토민요 수업의 어려움과 개선방향]
18. 향토민요 수업을 준비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학습교재와 수업연구자료 부족
 ② 시범 창 또는 시범연주에 대한 부담
 ③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흥미 유발
 ④ 향토민요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 부족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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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다 효율적인 향토민요 수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향토민요 원 자료 발굴과 교과서에 다양한 악곡 수록
 ② 다양한 수업자료와 학습교재 연구 및 개발, 학습정보의 공유
 ③ 직무연수, 자율연수 등을 통한 교사 연수 실시, 교사의 전문성 강화
 ④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학습활동 고려
 ⑤ 국악강사파견과 같은 교육청 단위의 행정적 지원

20. 향토민요를 학습함으로써 얻게 되는 교육적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교육 
 ② 노랫말에 담겨진 내용을 통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이해
 ③ 각 지역의 대표적인 음악양식 습득과 민요에 대한 올바른 이해 
 ④ 우리음악문화에 대한 자긍심형성과 전통음악 계승에 대한 책임감 고취
 ⑤ 기타 (                                       )

-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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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학생용 설문지(A, B형/C형)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향토/통속 민요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난 3주간 열심히 참여했던 수업내용을 되돌아보면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설문지 작성을 해 봅시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항과 보기를 잘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최고! ♡

[A형 설문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
1. 민요를 학습하기 전, 선생님으로부터 
민요의 ‘개념’과 ‘토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나요?
2. 나는 수업 이전부터 ‘통속민요’에 대해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었나요? 
3. 수업 후, 통속민요와 향토민요의 특징 
및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나요?
4. 통속민요 수업이 즐겁고 유익했나요?

5. 이 수업을 통해 통속민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나요?
6.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고사리꺾자, 떡 
노래, 강강술래’ 등에 비해 ‘한강수타령’이 
더 쉽고 재미있게 느껴졌나요?
7. 6차시에 걸친 통속민요 수업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8. 통속민요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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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속민요 수업활동 가운데 가장 즐거웠던 혹은 기억에 남은 활동은 무엇
인가요?
 ① 1차시: 민요의 특징 및 토리 설명(수업 안내와 과제 제시)
 ② 2차시: 다양한 통속민요 감상
           (송소희 버전, 불후의 명곡 아이돌 민요특집 감상) 
 ③ 3차시: ‘한강수타령’ 노래 배우기, 메기고 받는 소리로 노래하기
           장구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기
 ④ 4-5차시: 모둠별 가사 및 받는 소리 안무창작(주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⑤ 6차시: 모둠별 발표 및 평가
 ⑥ 즐거웠던 활동이 없다.
 ⑦ 기타(                            )

12. 통속민요 수업활동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점 또는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
가요?
 ① 발성: 민요의 발성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힘들었다.
 ② 가락: 노래를 따라 부를 때 선율/가락이 어려웠다.
 ③ 장단: 장구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가 어려웠다.
 ④ 시김새: 노래의 꾸밈 음이나 장식음을 소리내기가 어려웠다.

높아졌나요?

9. 통속민요에 관한 내용을 중학교에서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10. 교과서에 ‘한강수타령’과 같은 
통속민요 악곡이 더 다양하게 수록되는 
것이 좋을 것 같나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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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창작: 가사와 동작을 창작하는 작업이 어려웠다.
 ⑥ 어려웠던 점이 없다.
 ⑦ 기타(                            )

     
13. 수업 후 느낀 점을 한 줄로 정리해봅시다.
    (                                                                )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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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설문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
1. 민요를 학습하기 전, 선생님으로부터 
민요의 ‘개념’과 ‘토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나요?
2. 나는 수업 이전부터 ‘향토민요’에 대해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었나요? 
3. 수업 후,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특징 
및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나요?
4. 향토민요 수업이 즐겁고 유익했나요?

5. 이 수업을 통해 향토민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나요?
6.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아리랑, 도라지’ 
등에 비해 ‘훨훨이’가 더 쉽고 재미있게 
느껴졌나요?
7. 6차시에 걸친 향토민요 수업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8. 향토민요 수업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방배동과 서래마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나요?

9. 향토민요에 관한 내용을 중학교에서 꼭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향토/통속 민요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난 3주간 열심히 참여했던 수업내용을 되돌아보면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설문지 
작성을 해 봅시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항과 보기를 잘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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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향토민요 수업활동 가운데 가장 즐거웠던 혹은 기억에 남은 활동은 무엇
인가요?
 ① 1차시: 민요의 특징 및 토리 설명(수업 안내와 과제 제시)
 ② 2차시: 다양한 향토민요 감상(‘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조사 발표) 
           논농사순서 알아보기
 ③ 3차시: ‘훨훨이’ 노래 배우기, 메기고 받는 소리로 노래하기
           장구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기
 ④ 4-5차시: 모둠별 가사 및 안무 창작(방배지역 향토민요 만들기)
 ⑤ 6차시: 모둠별 발표 및 평가
 ⑥ 즐거웠던 활동이 없다.
 ⑦ 기타(                            )

12. 향토민요 수업활동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점 또는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
가요?
 ① 발성: 민요의 발성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힘들었다.
 ② 가락: 노래를 따라 부를 때 선율/가락이 어려웠다.
 ③ 장단: 장구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가 어려웠다.
 ④ 시김새: 노래의 꾸밈 음이나 장식음을 소리내기가 어려웠다.
 ⑤ 창작: 가사와 동작을 창작하는 작업이 어려웠다.
 ⑥ 어려웠던 점이 없다.
 ⑦ 기타(                            )

13. 수업 후 느낀 점을 한 줄로 정리해봅시다.

    (                                                               )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10. 교과서에 ‘훨훨이’와 같은 향토민요 
악곡이 더  많이 수록되는 것이 좋을 것 
같나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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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설문지]

향
토

① 1차시
민요 개념 알기

모둠구성 및 
과제제시

통
속

⑦ 1차시
민요 개념 알기

모둠구성 및 
과제제시

② 2차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발표 및 감상,
노래배우기

⑧ 2차시 전문가 노래 감상, 
노래배우기

③ 3차시 논농사순서 알기
노래배우기 ⑨ 3차시 한강수타령 특징알기

노래배우기

④ 4차시 장구 반주,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 ⑩ 4차시 장구 반주,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

⑤ 5차시 방배동, 서래마을 
가사와 안무 창작 ⑪ 5차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가사와 안무 창작

⑥ 6차시 ‘훨훨이’ 모둠별 
발표 ⑫ 6차시 ‘한강수타령’ 

모둠별 발표

* 위의 표를 보고 1번과 3번은 번호를 기입하고, 2번과 4번은 서술형으로 쓰세
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향토민요와 통속 민요를 배웠습
니다.
  지난 6주간 열심히 배운 경기지역 향토민요 “훨훨이”와
통속민요 “한강수타령”을떠올리면서 다음 설문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제시된 문항과 보기를 잘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우주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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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즐겁고 기억에 남았던 수업은? (       )번

2.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서술형)
(                                                       )

3. 가장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던 수업은?  (       )번

4.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서술형) 
(                                                       )

[5-8] 보기를 읽고 해당하는 칸에 표시(√) 하세요.

향토민요 
“훨훨이”

통속민요 
“한강수타령”

5. 노래를 배울 때 더 쉽고 재미있게    
   느껴진 곡은? 

6. 장구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때   
   더 신나고 즐겁게 느껴진 곡은?

7. 가사를 창작할 때 더 쉽고 재미있게   
  느껴졌던 곡은? 

8. 받는 소리에 맞춰 안무를 창작할 때   
   더 쉽고 재미있게 느껴졌던 곡은?

9. 향토민요 “훨훨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① 우리 음악 문화에 대해 지식적으로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② 민요를 배우며 노래를 하고 장구를 연주하는 음악 활동이 즐거웠다.
 ③ 친구들과 함께 모둠별로 조사하고 가사와 가락을 창작하는 과정이 즐거웠다.
 ④ 내가 살고 있는 방배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다.
 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전통 음악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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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속민요 “한강수타령” 수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① 우리 음악 문화에 대해 지식적으로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② 민요를 배우며 노래를 하고 장구를 연주하는 음악 활동이 즐거웠다.
 ③ 친구들과 함께 모둠별로 조사하고 가사와 가락을 창작하는 과정이 즐거웠다.
 ④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다.
 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전통 음악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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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교수 ‧ 학습 지도안(훨훨이/한강수타령)

교수・학습 지도안

제재  경기 고양김매기 소리: 훨훨이

차
시 1/12
시
간 45분

학습
목표

 1. 민요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통속민요와 향토민요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음원, 김매기소리 관련 DVD, 민요 수업 관련 동 상, PPT 및 관련 
자료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점

도입

인사 출결 확인 후 인사를 한다.

8
민요음원 
및 동 상 

준비

개념
질문

‘민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곡들을 확인한다. 

민요
감상

통속민요 “한강수타령”과 향토민요“훨훨이”를 짧게 
감상한다.

본 수업 
예고

오늘 수업에서 배울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개념과 
음악적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전개

개념
설명

민요의 개념 및 지역적 특징(토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발생 및 
전승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30

전문가가 
부르는 

통속민요
와 

일반인이 
부르는 

향토민요 

향토/통
속민요 
감상

-전문가가 부르는 통속민요와 일반인이 부르는 
향토민요의 동 상을 감상하고 느낌을 발표한다.



- 143 -

제재  경기 고양김매기 소리: 훨훨이

차
시 1/12
시
간 45분

학습
목표

 1. 민요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통속민요와 향토민요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음원, 김매기소리 관련 DVD, 민요 수업 관련 동 상, PPT 및 관련 
자료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점

특징 
확인

-향토민요의 기능별(노동요, 유희요, 의식요)분류 및 
음악적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동 상,

DVD 
또는 

음원준비

학습지

다양한 
민요
음원 
감상

-향토민요의 기능별 분류 곡들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김매기소리, 그물당기는 소리, 전래동요, 액막이타
령 등)
-교사가 제시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음원을 감
상해본다.
-전문가가 부르는 통속민요를 감상한다. 
(군밤타령, 아리랑 등)

정리

정리 감상한 느낌을 학습지에 글로 정리한다.

7
다음시간 
제재곡 

악보 준비

학습지
확인

학습지에 빈 칸이 없는지 확인하고 간단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확인한다.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 배울 향토민요 ‘훨훨이’의 악보를 
제시하고 앞으로 배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과제제시
-모둠별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향토민요 악곡을 
1곡씩 찾아 조사해오는 과제를 제시한다.
 (가사 및 음원 준비)

인사 마치는 인사를 한다.



- 144 -

교수・학습 지도안

제재  경기 고양김매기 소리: 훨훨이

차
시 2/12
시
간 45분

학습
목표

 1. 일반인이 노래하는 ‘훨훨이’를 감상할 수 있다.
 2. ‘훨훨이’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여 노래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노래음원, 악보, 고양 김매기소리 관련 동 상, PPT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점

도입

인사 출결 확인 후 인사를 한다.

10

고양김매
기소리CD

(고양 
들소리
보존회)

모둠별로 
준비한 

향토민요
음원 및 

가사

개념질문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향토민요의 특징과 기능별 분류
에 따른 내용을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 향토민요의 특징은?
- 향토민요의 노동요, 의식요, 전래동요에 해당하는 

곡에는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모둠별
과제발표

-모둠별로 조사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향토민요
를 발표한다. 다양한 주제의 음원을 감상하며 향토민요
의 특징을 이해한다.

학습목표
확인 다함께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으며 확인한다.

민요음원
감상

경기 고양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부른 훨훨이를 감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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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점

전개 고양 
김매기

소리설명

경기도 고양시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하고 김매기 소
리가 언제 불렸던 노래인지 음악적 배경을 파악한다.
 ▶지난시간에 모둠별로 제시한 과제를 확인한다.
: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모둠별 발표 및 음원감상
(예: 다리세기 놀기, 말꼬리 잇기, 진도 모심기 소리 등)

33

논농사 
순서와
관련한

사진자료

논농사와 
관련된 
동 상

음계,
장단,

형식과 
관련한

ppt

▶고양 김매기 소리의 ‘기능적 의미’와 전통적인 논
농사의 ‘순서’를 알아본다.
 <논농사 순서>
①가래질-②논갈기-③써레질-④못자리다루기-⑤볍
씨뿌리기-⑥모찌기-⑦모내기-⑧애벌김매기-⑨두벌
김매기-⑩콩심기
▶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에서 불린 김매기소리 순서
①긴소리-②사두여-③양산도-④방아타령-⑤놀놀이-
⑥자진방아타령-⑦상사도야-⑧자진놀놀이-⑨훨훨이
-⑩몸돌려
▶ 훨훨이는 논농사를 지을 때 김매기 작업을 하면
서 부르는 노래로 새를 쫓기 위해 불렀던 노래이다. 
동시에 김매기를 하고 나서 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
를 막아보고자 하는 주술(呪術)적인 성격이 더 강하
다고 볼 수 있다. 
▶ 논농사 순서, 논과 밭의 계절별 변화를 학습지에 
정리한다.
▶ 교사가 미리 준비한 훨훨이 학습지에 지역, 토
리, 음계, 장단, 형식 등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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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
점

지역
토리

음계 및 
구성음
(제2경
토리)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경토리

  구성음)  메기는 소리: 라, 도, 레, 미
          받는 소리: 라, 도, 레

장단

<중중모리 장단>

형식 메기고 받는 형식

정리

다음차
시

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
- 다음 시간에는 장구반주에 맞추어 ‘훨훨이’를 노래한

다.
- 메기고 받는 형식을 이해하여 모둠별로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불러본다. 
3

ppt
학습
지

정리

인사 인사를 하고 수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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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도안

제재  경기 고양김매기 소리: 훨훨이
차시 3/12
시간 45분

학습
목표

 1. 중중모리 장단에 맞춰  ‘훨훨이’를 노래할 수 있다.   
 2. 장단에 따라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장구, 노래음원, 악보, 고양 김매기소리 관련 동 상, PPT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
점

도입

인사 출결 확인 후 인사를 한다.

7

지난시
간에 

학습했
던 

ppt,

반주용
장구준

비

개념질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양 김매기 소리의 순서와 음계, 장
단, 형식 등에 대해 질문한다.

학습목표
확인 다함께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으며 확인한다.

노래
부르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훨훨이’를 교사의 장구반주에 맞춰 
다함께 불러본다.

전개

장구소개 장구의 명칭 및 부호 설명과 함께 실음을 들려준다.

33
장단확인

‘훨훨이’의 반주 장단인 중중모리 장단을 확인하며 감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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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
점

장단에 
맞춰 

노래하기

모둠별로 장단에 맞춰 노래 불러 본다.
중중모리 장단을 무릎으로 연주해보고 모둠별로 1-2명
씩 돌아가며 장구 반주를 연주해본다.

장구명
칭 및 
부호 

설명자
료,

학생용 
장구채 
준비

학습자
료

ppt,
훨훨이
음원
준비

훨훨이 
학습지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부르기

- 메기고 받는 형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 다양한 형태의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한다.
각 모둠의 조장vs모둠원, 남학생vs여학생, 교사vs학생 등

 
장구반
주에 
맞춰 

메기고
받는

형식으
로 

노래하
기

▶ 각 조의 작업나누미가 돌아가며 장구 반주를 하고 
메기는 소리 주자를 모둠에서 한 명씩 정한다.
- 각 모둠에서 한 명씩 6명이 메기는 소리를 부르면 

나머지 학생들이 받는 소리를 부른다.
- 6명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메기는 소리를 부르면 

나머지 학생들이 받는 소리를 부른다.
▶ 가사의 내용을 이해하여 메기고 받는 소리로 
노래한다.
찰벼: 벼의 하나로, 열매에서 찰기가 있는 찹쌀을 얻는다. 
메벼: 낟알에 찰기가 없는 벼를 말한다.
돼지찰: 돼지찰벼라고도 한다. 이삭 끄트머리에 빨간 
털이 많이 난 벼로 1945년 해방이 되던 무렵에 사라졌다. 

정리

다음차
시

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
- 다음 시간에 이루어질 ‘훨훨이’의 가사를 창작하는 

활동에 대한 예고를 한다.

5
ppt

학습지
정리과제안

내

-  주제(우리 동네 ‘방배동과 서래마을’ 홍보하기)를 제
시하고 다음 시간까지 모둠별로 주제에 맞는 가사 창
작 소재를 정해오도록 과제를 안내한다.

인사 인사를 하고 수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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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도안

제재  경기 고양김매기 소리: 훨훨이
차시 4/12

시간 45분
학습
목표

 ▶ 모둠별로 방배동 및 서래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고, 
    받는 소리와 메기는 소리의 가사를 창작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노래음원, 악보, PPT, 모둠별 1인 1역할 명렬표, 안무관련 동 상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점

도입

인사 출결 확인 후 인사를 한다.

5

지난시간
에 

학습했던 
ppt,

반주용
장구준비

지난시간
학습확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메기고 받는 형식에 대해 질문한다.
- 모둠별로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한다.
중중모리 장단의 강세를 살려 장단의 구음을 불러본다.
- 선생님의 장구 반주에 맞추어 훨훨이를 노래한다.

학습목표
확인 다함께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으며 확인한다.

과제확인
지난 시간에 과제로 제시했던 ‘방배동과 서래마을’ 
홍보하기에 알맞은 주제와 모둠별로 가사 창작 활동
을 안내한다.

전개

받는 
소리 
창작

모둠별로 정해온 주제에 맞게 ‘후-이-야-훠-월-훨’
에 들어갈 받는 소리 가사를 창작한다.
▶ 예) 서-래-마-을-맛-집, 방-배-동-최-고-야, 방-
배-동-훠-월-훨, 방-배-동-골-목-길 등등 35

모둠별 
역할 표 

제시

학습지

훨훨이 

메기는 
소리 
창작

- 모둠별로 정해진 받는 소리를 중심으로 메기는 소리
의 가사를 창작하고 학습지에 창작한 가사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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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경기 고양김매기 소리: 훨훨이
차시 4/12

시간 45분
학습
목표

 ▶ 모둠별로 방배동 및 서래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고, 
    받는 소리와 메기는 소리의 가사를 창작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노래음원, 악보, PPT, 모둠별 1인 1역할 명렬표, 안무관련 동 상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점

모둠별
창작 및 

연습

- 모둠별로 가사를 창작하고 창작한 가사에 맞추어 노
래 연습하도록 지도한다.

▶ 교사는 모둠을 순회하며 창작된 가사를 점검하고 새
로 만들어진 가사에 원래 가락을 얹어 부르는 연습이 원
활히 진행되도록 돕는다.

음원
반복재

생

교사의 
순회지

도
모둠별

중간발표

- 모둠별로 앞에 나와 진행된 과정까지 중간발표를 한다.
(받는 소리만 불러보거나, 메기는 소리 창작된 부분까지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정리

중간발표 
정리 및 
과제안내

-발표 주제에 대해 정리하고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평가
한다.
-미완성된 부분은 다음차시까지 과제로 해올 것을 안내
한다.

5

학습지 
정리

단순한 
안무동작

제시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
- 다음 시간에 이루어질 ‘훨훨이’의 가사에 맞추어 받는 

소리 안무를 창작하는 활동에 대해 예고한다.
- 반복적이고 단순한 안무 동작 몇 가지를 시범적으로 

제시한다. 

인사 인사를 하고 수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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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도안

전개

학습지

확인

- 지난 시간에 창작한 가사를 학습지에 잘 정리했는지 
확인하고 가사 창작이 잘 된 모둠의 가사를 예시로 
제시한다.

(▶ 교사가 1-2 모둠의 창작 가사를 장구 반주에 맞추
어 시범 창 해줄 수 있다.) 30

학습자료
ppt,

훨훨이
음원

교사용
모둠별 
활동

-지난 시간에 창작한 가사에 원 가락을 얹어서 노래 연습을 
한다.

제재  경기 고양김매기 소리: 훨훨이
차시 5/12

시간 45분

학습

목표

 ▶ 모둠별로 창작한 가사에 맞추어 간단한 동작(안무)을 창작하고

    외워서 노래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장구, 노래음원, 악보, PPT, 모둠별 1인 1역할 명렬표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창작 안무에 따른 소품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점

도입

인사 출결 확인 후 인사를 한다.

7

모둠별 

1인 

1역할 

명렬표 

반주용

장구준

비

지난시간 
학습확인

지난 시간에 모둠별로 가사를 창작했던 활동을 확인해
고 오늘 새로 배울 내용과 활동 내용을 제시한다.
▶ 지난 시간에 창작한 가사에 이어 과제로 완성해온 
가사에 안무를 창작하는 활동에 대해 안내한다.

학습목표
확인 다함께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으며 확인한다.

노래하기 훨훨이의 원래 가사에 맞추어 다함께 노래불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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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창작한 가사의 받는 소리에 모둠별로 안무를 창
작한다.
 창작한 안무에 맞추어 모둠별로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한다.
▶ 교사는 모둠을 순회하며 노래를 지도하거나 부분적
으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준다. 모둠별 안무 연습이 원
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악실 공간을 충분히 배분
해준다.

장구

훨훨이 
학습지

모둠별

중간발표

-모둠 장끼리 모여서 순서를 정하고 교사에게 알려준다.
-모둠별로 창작한 받는 부분의 안무를 앞에 나와서 발
표한다.
 (교사는 장구를 치며 반주를 한다.)
-모둠별 발표가 마치고 나면 모둠별로 다시 모여서 부
족한 부분에 대해 짧게 회의하고 다음시간 준비물 및 
소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교사 
중간평가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중심으로 모둠별 상황을 파악하
고 각 모둠별 수정,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지도한다.
-평가의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한다.
(▶ 전체 모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받는 
소리의 안무가 통일적이고 구체적일 것, 가사와의 관련
성 등등)

정리

다음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
- 다음 시간에는 전체 모둠별 발표를 하고, 동 상으로 촬

을 하여 발표가 끝난 뒤에 함께 동 상을 감상한다.
(▶ 다른 학급에서 촬 해 둔 동 상이 있을 경우 30초
에서 1분 정도 미리 예시를 보여준다.)

8
ppt

학습지정
리

과제안내
- 오늘 모둠별 중간발표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모둠별로 

수정 보완해오고, 모둠별 준비물 및 소품을 잘 준비해
오도록 안내한다.

인사 인사를 하고 수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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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도안

제재  경기 고양김매기 소리: 훨훨이 차시 6/12
시간 45분

학습
목표

 ▶ 모둠별로 창작한 ‘방배동 향토민요’를 발표하고 각 모둠별 특징을 
    평가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방송실 카메라, 장구, 노래음원, 악보, PPT, 모둠별 1인 1역할 명렬표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모둠별 준비물 및 소품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
점

도입

인사 출결 확인 후 인사를 한다.

5

훨훨이
음원

반주용
장구준

비

지난시간
학습확인

- 지난 시간에 가사에 맞춰 받는 소리 안무를 창작했던 
활동에 대해 복습한다.

- ‘훨훨이’의 음원에 맞춰 원래 가사 대로 다함께 노래한
다.

학습목표
확인 다함께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으며 확인한다.

평가기준 
확인

모둠별 발표의 평가 기준을 안내하고, 발표 순서를 확인
한다.

전개

모둠별 
준비 및 
최종연습

모둠별로 최종 리허설 겸 발표 연습을 한다.
▶ 모둠별 준비물 및 소품을 활용하도록 한다. 교사는 
미리 방송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준비 과정을 상으로 
촬 한다.

33

모둠별 
역할 
표 

제시

교사용
장구

모둠별 
발표

- 모둠별 발표를 하기 전 전체 구성원이 지켜야 할 관
람태도와 매너 등에 대해 안내하고, 차분하게 집중된 상
태에서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6개의 모둠이 순서에 맞춰 음악실 발표 공간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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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경기 고양김매기 소리: 훨훨이 차시 6/12
시간 45분

학습
목표

 ▶ 모둠별로 창작한 ‘방배동 향토민요’를 발표하고 각 모둠별 특징을 
    평가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방송실 카메라, 장구, 노래음원, 악보, PPT, 모둠별 1인 1역할 명렬표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모둠별 준비물 및 소품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
점

둠별로 발표한다.
( ▶ 교사는 장구 반주를 한다. 카메라는 각 반 도우미
가 전담하여 촬 하도록 한다.)
- 모둠별 발표가 끝나면 교사는 카메라 메모리에 담김 

동 상을 음악실 컴퓨터로 이동시켜 동 상을 준비하
고, 나머지 학생들은 각 모둠별 발표를 감상한 내용 
및 느낌을 학습지에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방송실
카메라
설치

동 상 
감상 및 

평가

- 교사와 학생이 함께 동 상을 감상한다.
- 감상한 후 느낀 점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하며 의견을 

발표한다. (▶B+C형 설문지를 작성한다.)

정리

교사정리
-오늘 모둠별 발표 활동에 대해 교사가 수업에 대한 최
종 평가를 하고 잘 된 점에 대한 칭찬 및 모둠별 피드백
을 제시해준다. 

7

학습지 
정리

한강수
타령 
음원 
및 

악보준
비

차시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
- 다음 시간부터는 향토민요 ‘한강수타령’에 대해 학습

하게 됨을 안내하고, 악보와 음원을 짧게 제시한다. 

인사 인사를 하고 수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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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도안

제재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차시 7/12
시간 45분

학습
목표

 1. 민요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통속민요와 향토민요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음원, 통속민요 관련 상, PPT 및 관련 자료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점

도입

인사 출결 확인 후 인사를 한다.

8

민요음원 
및 

동 상 
준비

개념
질문

‘민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곡들을 확인한다. 

민요
감상

통속민요 “한강수타령”과 향토민요“훨훨이”를 짧게 
감상한다.

본 
수업 
예고

오늘 수업에서 배울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개념과 
음악적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전개

개념
설명

민요의 개념 및 지역적 특징(토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발생 및 전승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30

전문가가 
부르는 

통속민요
와 

일반인이 
부르는 

향토민요 
동 상

향토/
통속
민요 
감상

-전문가가 부르는 통속민요와 일반인이 부르는 
향토민요의 동 상을 감상하고 느낌을 발표한다.

-향토민요의 기능별(노동요, 유희요, 의식요)분류 및 
음악적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전문가가 노래하는 통속민요를 감상한다.

특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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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차시 7/12
시간 45분

학습
목표

 1. 민요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통속민요와 향토민요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음원, 통속민요 관련 상, PPT 및 관련 자료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점

다양
한 

민요
음원 
감상

▶경기아리랑/진도아리랑/ 양아리랑/강원도아리랑
/너 나

-각 지역의 음악적 특징과 음계 및 토리를 설명한다.
-토리를 이해하며 감상한다.
▶경토리/메나리토리/육자배기토리/수심가토리 해당곡

DVD 
또는 

음원준비

학습지

정리

정리 감상한 느낌을 학습지에 글로 정리한다.

7

다음시간 
제재곡 
악보 
준비

학습
지

정리

 학습지에 빈 칸이 없는지 확인하고 간단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확인한다.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 배울 향토민요 “한강수타령”의 악보를   
제시하고 앞으로 배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인사 마치는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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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도안

제재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차시 8/12
시간 45분

학습
목표

 1. 전문가가 노래하는 ‘한강수타령’을 감상할 수 있다.
 2. ‘한강수타령’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여 노래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노래음원, 악보, 한강수타령 동 상, PPT , 한강수타령 학습지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도입

인사 출결 확인 후 인사를 한다.

7

한강수
타령 

동 상

지난시
간 

학습한
ppt

개념
질문

▶ 지난 시간에 학습한 통속/향토민요의 차이를 확인한다.
-전문가가 부른 음악/비전문가가 부른 음악
-전국적으로 불리는 노래/특정 지역에서 불리는 노래
-향토민요의 기능적 분류 

▶통속민요의 특징 및 대표적인 악곡들을 확인한다.
- 토리란 무엇인가요?
- 육자배기 토리의 구성음은 무엇인가요? 굵게 떠는 음과 

꺾는 음을 불러봅시다.
- 경토리의 느낌은 어떤가요? 경토리는 어느 지역에서 나

타나나요? 

학습
목표
확인

다함께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으며 확인한다.

민요
음원
감상

경기 명창이 부른 ‘한강수타령’을 감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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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
점

전개

한강수

타령 

설명

 ▶ 한강변을 중심으로 뱃놀이를 즐기거나 술좌석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불렀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전승되면서 서민의 생활 감정이나 임에 대한 그리움 
등 다양한 가사를 받아들여 유희요로 불리게 됨.

30 음계,
장단,

형식과 
관련한

ppt

노래
배우기

교사가 한 장단씩 선창하면 가락의 흐름 및 꾸밈음에 
유의하여 한 장단씩 듣고 따라 부른다. (노래는 1절만 
배운다.)

토리

음계 및 
구성음 

이해하기
(제2경토

리)

 ▶ 경기지역(한강 북부), 경토리

 -  라 · 도 · 레 · 미 · 솔의 5음으로 구성
    꾸밈음과 순차적 진행의 선율이 자주 나타남

장단알기

 ▶ 굿거리장단

-세 번째 장단과 일곱 번째 장단에서는 3소박 4박자의 
기본 장단이 아닌 2소박으로 당겨서 연주하는 장단이 
나타남.

형식알기
▶ 메기고 받는 형식
앞의 4장단은 메기고 뒤의 4장단은 받는 형식.
(향토민요에 비해 메기는 소리가 길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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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
점

정리

노래복습,
학습지
정리

지금까지 학습한 한강수타령의 특징을 이해하여 노래
하고
학습한 내용을 학습지에 정리한다. 

8
ppt

학습지

정리

다음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
- 다음 시간에는 장구반주에 맞추어 ‘한강수타령’을 노

래한다.
- 메기고 받는 형식을 이해하여 모둠별로 메기고 받으

며 노래 불러한다.

인사 인사를 하고 수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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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도안

제재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차시 9/12
시간 45분

학습
목표

 1. 굿거리 장단에 맞춰  ‘한강수타령’을 노래할 수 있다.   
 2. 장단에 따라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장구, 노래음원, 악보, PPT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
점

도입

인사 출결 확인 후 인사를 한다.

7

지난시
간에 

학습했
던 

ppt,

반주용
장구준

비

개념
질문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통속민요 ‘한강수타령’의 토리, 형식, 
장단에 대해 질문한다.
-한강수타령의 시작음과 종지음은?
-한강수타령의 토리는 무엇인가요?
-한강수타령의 형식은? 메기고 받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학습목
표

확인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으며 확인한다.

노래
부르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강수타령을 교사의 장구반주에 맞
춰 다함께 불러본다.

전개

장구소
개 장구의 명칭 및 부호 설명과 함께 실음을 들려준다.

30

한강수
타령
ppt

장구
장구채

장단확
인 한강수타령의 굿거리장단을 확인하며 감상한다.



- 161 -

전개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부르기

- 메기고 받는 형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 다양한 형태의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한다.
각 모둠의 조장vs모둠원, 남학생vs여학생, 교사vs학생 
등

장구
명칭 
및 

부호 
설명
자료,
ppt,

학생
용 

 
장구반주
에 맞춰 

▶ 각 조의 작업나누미가 돌아가며 장구 반주를 하고 
메기는 소리 주자를 모둠에서 한 명씩 정한다.
- 각 모둠에서 한 명씩 6명이 메기는 소리를 부르면 

제재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차시 9/12
시간 45분

학습
목표

 1. 굿거리 장단에 맞춰  ‘한강수타령’을 노래할 수 있다.   
 2. 장단에 따라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장구, 노래음원, 악보, PPT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
점

학습지

장단에 
맞춰 

노래하
기

-모둠별로 장단에 맞춰 노래 불러 본다.
-굿거리장단을 무릎으로 연주해보고 모둠별로 1-2명씩 돌
아가며 장구 반주를 연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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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하기

나머지 학생들이 받는 소리를 부른다.
- 6명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메기는 소리를 부르면 

나머지 학생들이 받는 소리를 부른다.

▶ 시김새와 순차진행형 선율에 유의하여 노래한다.
▶ 무릎장단 또는 장구로 장단을 연주하며 노래한다.

장구
채 

준비

음원 
및

학습
지

정리

학습정리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며 학습지를 확인한다.
선생님의 장구 반주에 맞추어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
래불러본다.

8
ppt
학습
지정
리

다음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
- 다음 시간에 이루어질 ‘한강수타령’의 가사를 창작하

는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
- 가사 창작 예시를 ppt화면으로 제시한다.

과제안내
-  주제(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를 제시하고 

다음 시간까지 모둠별로 주제에 맞는 가사 창작 소재
를 정해오도록 지도한다.

인사 인사를 하고 수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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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도안

제재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차시 10/12
시간 45분

학습
목표

 ▶ 모둠별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에 알맞는 주제를 정하 
  고, 받는 소리와 메기는 소리의 가사를 창작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노래음원, 악보, PPT, 모둠별 1인 1역할 명렬표, 안무관련 동 상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
점

도입

인사 출결 확인 후 인사를 한다.

5

지난시
간에 

학습했
던 ppt,

반주용
장구준

비

지난시간
학습확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메기고 받는 형식에 대해 질문한다.
- 모둠별로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한다.
굿거리리 장단의 강세를 살려 장단의 구음을 불러본다.
- 선생님의 장구 반주에 맞추어 노래한다.

학습목표
확인 다함께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으며 확인한다.

과제확인
지난 시간에 과제로 제시했던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
화유산’과 관련하여 모둠별 가사 창작 활동을 안내한다.

전개

받는 
소리 
창작

모둠별로 정해온 주제에 맞게 받는 소리에 들어갈 가사
를 창작한다.
▶ 주제 예시) 훈민정음, 한글과 세종대왕, 거북선과 이
순신, 김연아 박태환 등 스포츠선수, k-pop 등등 35

모둠별 
역할 
표 

제시

학습지

훨훨이 

메기는 
소리 
창작

- 모둠별로 정해진 주제를 중심으로 메기는 소리의 가사
를 창작하고 학습지에 창작한 가사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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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차시 10/12
시간 45분

학습
목표

 ▶ 모둠별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에 알맞는 주제를 정하 
  고, 받는 소리와 메기는 소리의 가사를 창작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노래음원, 악보, PPT, 모둠별 1인 1역할 명렬표, 안무관련 동 상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
점

모둠별
창작 및 

연습

- 모둠별로 가사를 창작하고 창작한 가사에 맞추어 노래 
연습하도록 지도한다.

▶ 교사는 모둠을 순회하며 창작된 가사를 점검하고 새
로 만들어진 가사에 원래 가락을 얹어 부르는 연습이 원
활히 진행되도록 돕는다.

음원
반복재

생

교사의 
순회지

도
모둠별

중간발표

- 모둠별로 앞에 나와 진행된 과정까지 중간발표를 한다.
(받는 소리만 불러보거나, 메기는 소리 창작된 부분까지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정리

중간발표 
정리 및 
과제안내

-발표 주제에 대해 정리하고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평가한다.
-미완성된 부분은 다음차시까지 과제로 해올 것을 안내한다.

5

학습지 

정리

단순한 

안무동

작

제시 

(치어

리더 

관련 

동영상 

준비)

차시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
- 다음 시간에 이루어질 가사에 맞추어 ‘받는 소리 안무

를 창작하기’ 활동에 대해 예고한다.
- 반복적이고 단순한 안무 동작 몇 가지를 시범적으로 

제시한다. 
인사 인사를 하고 수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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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도안

제재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차시 11/12
시간 45분

학습
목표

 ▶ 모둠별로 창작한 가사에 맞추어 간단한 동작(안무)을 창작하고
    외워서 노래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장구, 노래음원, 악보, PPT, 모둠별 1인 1역할 명렬표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창작 안무에 따른 소품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
점

도입

인사 출결 확인 후 인사를 한다.

7

모둠
별 
1인 

1역할 
명렬
표 

반주
용

장구
준비

지난
시간 
학습
확인

지난 시간에 모둠별로 가사를 창작했던 활동을 확인해고 
오늘 새로 배울 내용과 활동 내용을 제시한다.
▶ 지난 시간에 창작한 가사에 이어 과제로 완성해온 가사
에 안무를 창작하는 활동에 대해 안내한다.

학습
목표
확인

다함께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으며 확인한다.

노래
하기 한강수타령 원래 가사에 맞추어 다함께 노래불러본다.

전개

학습지

확인

- 지난 시간에 창작한 가사를 학습지에 잘 정리했는지 확인
하고 가사 창작이 잘 된 모둠의 가사를 예시로 제시한다.

(▶ 교사가 1-2 모둠의 창작 가사를 장구 반주에 맞추어 시범 
창 해줄 수 있다.) 30

학습자
료

ppt,
훨훨이
음원모둠별 

활동
-지난 시간에 창작한 가사에 원 가락을 얹어서 노래 연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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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창작한 가사의 받는 소리에 모둠별로 안무를 창작
한다.
 창작한 안무에 맞추어 모둠별로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
도록 시간을 배분한다.
▶ 교사는 모둠을 순회하며 노래를 지도하거나 부분적으
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준다. 모둠별 안무 연습이 원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악실 공간을 충분히 배분해준다.

교사용
장구

훨훨이 
학습지

모둠별

중간

발표

-모둠 장끼리 모여서 순서를 정하고 교사에게 알려준다.
-모둠별로 창작한 받는 부분의 안무를 앞에 나와서 발표
한다.
 (교사는 장구를 치며 반주를 한다.)
-모둠별 발표가 마치고 나면 모둠별로 다시 모여서 부족
한 부분에 대해 짧게 회의하고 다음시간 준비물 및 소품
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교사 
중간

평가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중심으로 모둠별 상황을 파악하
고 각 모둠별 수정,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지도한다.
-평가의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한다.
(▶ 전체 모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받는 소리
의 안무가 통일적이고 구체적일 것, 가사와의 관련성 등
등)

정리

다음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
- 다음 시간에는 전체 모둠별 발표를 하고, 동 상으로 촬

을 하여 발표가 끝난 뒤에 함께 동 상을 감상한다.
(▶ 다른 학급에서 촬 해 둔 동 상이 있을 경우 30초에
서 1분 정도 미리 예시를 보여준다.)

8
ppt

학습지
정리

과제
안내

- 오늘 모둠별 중간발표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모둠별로 
수정 보완해오고, 모둠별 준비물 및 소품을 잘 준비해오
도록 안내한다.

인사 인사를 하고 수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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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도안

제재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차
시 12/12
시
간 45분

학습
목표

 ▶ 모둠별로 창작한 ‘우리나라 통속민요’를 발표하고 각 모둠별 
    특징을 평가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방송실 카메라, 장구, 노래음원, 악보, PPT, 모둠별 1인 1역할 명렬표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모둠별 준비물 및 소품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점

도입

인사 출결 확인 후 인사를 한다.

5

훨훨이
음원

반주용
장구준

비

지난시간
학습확인

- 지난 시간에 가사에 맞춰 받는 소리 안무를 창작했던 
활동에 대해 복습한다.

- ‘한강수타령’의 원래 가사 대로 다함께 노래한다.
학습목표

확인 다함께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으며 확인한다.

평가기준 
확인

모둠별 발표의 평가 기준을 안내하고, 발표 순서를 확
인한다.

전개

모둠별 
준비 및 
최종연습
모둠별 
발표

동 상 
감상 및 

평가

모둠별로 최종 리허설 겸 발표 연습을 한다.
▶ 모둠별 준비물 및 소품을 활용하도록 한다. 교사는 
미리 방송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준비 과정을 상으로 
촬 한다.

33

모둠별 
역할 
표 

제시

교사용
장구

방송실

- 모둠별 발표를 하기 전 전체 구성원이 지켜야 할 관
람태도와 매너 등에 대해 안내하고, 차분하게 집중된 
상태에서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6개의 모둠이 순서에 맞춰 음악실 발표 공간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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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차
시 12/12
시
간 45분

학습
목표

 ▶ 모둠별로 창작한 ‘우리나라 통속민요’를 발표하고 각 모둠별 
    특징을 평가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방송실 카메라, 장구, 노래음원, 악보, PPT, 모둠별 1인 1역할 명렬표

학 생  교과서, 포트폴리오, 필기도구, 모둠별 준비물 및 소품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분)

자료
활용
및 

유의점

둠별로 발표한다.
( ▶ 교사는 장구 반주를 한다. 카메라는 각 반 도우미
가 전담하여 촬 하도록 한다.)
- 모둠별 발표가 끝나면 교사는 카메라 메모리에 담김 

동 상을 음악실 컴퓨터로 이동시켜 동 상을 준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각 모둠별 발표를 감상한 내
용 및 느낌을 학습지에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카메라
설치

- 교사와 학생이 함께 동 상을 감상한다.
- 감상한 후 느낀 점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하며 의견을 

발표한다. (▶A+C형 설문지를 작성한다.)

정리

교사정리
-오늘 모둠별 발표 활동에 대해 교사가 수업에 대한 최
종 평가를 하고 잘 된 점에 대한 칭찬 및 모둠별 피드
백을 제시해준다. 

7

학습지 
정리

훨훨이
음원 및 
악보준

비

차시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예고한다.
- 다음 시간부터는 향토민요 ‘훨훨이’에 대해 학습하게 

됨을 안내하고, 악보와 음원을 짧게 제시한다. 

인사 인사를 하고 수업을 마친다.



- 169 -

Abstract

A Study on Folk Song Classes for 
Middle School Students

Lee, Jung Eu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olk songs are songs sung in daily lives which contain the 
stories of the people and their lives. Folk songs distinct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major traits of each region and have simple 
tunes and repetitive rhythm patterns, which make them relatively 
easy to learn. Folk songs further serve as a useful learning tool, 
as students can learn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through the 
dialects filled with local traits. Moreover, the lyrics of the folk 
songs, which have been passed down throughout the lives of the 
people for a long time and resonate their simple and honest tunes 
and lives, are meaningful as class materials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as a result, focused on the content of the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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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by current music teachers and on the teachers’ and 
students’ opinions on the lesson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how folk songs lessons are actually conducted in schools. In 
addition, this researcher gave 12 sessions of a lesson on folk 
songs and popular folk songs for 1st year middle school student 
sand observed and analyzed the process and expected effects.

  In a survey targeting current middle school music teachers, 
the teachers responded that they prefer teaching popular folk 
songs to teaching folk songs because popular folk songs are 
familiar, both to the teachers and students, and also because there 
are plenty of learning materials on popular folk songs. 

  Teachers who have given folk song lessons mostly planned two 
to three sessions on the topic, with a focus on singing activities, 
and used work songs related to farming and fishing during the 
lessons. The music teachers found folk songs difficult to teach 
because it was difficult to motivate students and arouse their 
interest on the topic and also due to the lack of research data and 
learning materials. Therefore, for a folk song class that both 
teachers and students can be satisfied with, the music textbooks 
will need to include a variety of songs to spark the students’ 
interest and programs which integrate various activities, such as 
singing, creating, and listening, are needed. Furthe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learning materials and textbooks are also necessary 
for the teachers to have less difficulty in planning and preparing 
for the lessons.

  This researcher’s experience of teaching students and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answered by students revealed that 
students are less overwhelmed with the musical expression of 
sigimsae(various music expression mode, include vib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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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Music styles, including the notes in each region of Korea) in 
folk songs and had a tendency to learn the folk song 
‘Wheolwheolee’ fast and easi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showed that when learning the 
song with the rhythm, students found Wheolwheolee(Gyeonggi 
province koyang city folk song, for the sound of driving out the 
birds from the rice field)  less burdensome to learn compared to 
the Hangang-soo Taryeong(popular folk song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 song for enjoy boating in the Han River). 
Furthermore, the students preferred group activities when learning 
the folk songs and were interested in new activities such as 
creating new lyrics for the calling part of the song and new 
choreography for the receiving part.

  The students’ interest on folk songs, the participation rate and 
the learning effect was highest when students simultaneously took 
part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creating and presenting their new 
dance and songs and appreciating the performances from fellow 
students. In other words, the students showed high participation 
rates and interest in lessons on folk songs through comprehensive 
events which encompassed singing, playing instruments, creating 
and appreciating. This study further found that students participate 
more actively when taking part in group activities, rather than 
working alone. 

  Such results suggest that the folk song classes could become 
musically and educationally meaningful when a variety of folk 
songs which could appeal to the students’ level and taste are 
presented along with various integrative activities in which the 
students can participate.

  In conclusion, for an increase in folk song lessons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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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books should include more songs on a variety of topics that 
could appeal to the students’ level and interest. Experts need to 
consistently excavate more folk songs from each region that have 
educational and musical meaning and value and these songs 
should be added to music textbooks through this process, by 
choosing, writing and editing the songs. Moreover, the teacher 
should set the level of difficulty of the curriculum by each grade, 
with the learning level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consideration, 
and use songs with various topics, tunes, rhythms and functions 
during lessons. 

  Second,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and learning materials. The results of 
such research should be shared to music teachers so that they 
could have sufficient resources for planning their classes. Learning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consistently so that music teachers 
in schools can combine them appropriately when teaching folk 
songs and at the same time, an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he 
teachers to plan and research on their courses should be 
prepared. 

  Third, teachers should provide students with learning activities 
and instruction models which can integrate activities such as 
singing, instrumental performance, listening and living by music, 
so that students can take interest and participate in the classes. 

  Finally, a combination of cooperative learning through group 
activities and self-directed learning by allotting a single role per 
person will lead to a more effective lesson on folk so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opefully become a starting point 
for folk songs on various topics to be excavated and chosen to be 
included in music textbooks and for diverse instruction model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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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 songs, which teachers and students both can participate in 
and have fun with, can be developed and applied.

Key words : folk songs, popular folk songs, middle school music, 
Wheolwheolee, Hangang-soo Taryeong.  
Student Number : 2008-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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