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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생들이 교과서 및 생활에서 접하는 음악은 대부분 서구 공통 관습시

대의 장·단조 체계에 의한 것으로서 그 기저에 놓인 화성에 대한 이해는

음악을 이해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화성 교육이

단편적 이론 주입에 그칠 경우 음악적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음악성 계발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성

교육은 ‘감각적 체득에 의한 실제적 이해’를 목표로 한 ‘청각적 경험을

통한 지각 및 인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주요 3화음을 중심으로 한 화음 상호 간의 관계 및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리만(H. Riemann)1)의 기능화성(functional harmony) 이

론에 기초한 말러(W. Maler)2)의 표기법을 토대로 연구한 것이며, 실제

적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학습 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에 의한 18종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 중 5종의 교과서에서 제재곡을 선정

하였다. 학생들이 제재곡을 바탕으로 한 표현 및 감상 활동을 통해 화성

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느끼고 지각하며, 더 나아가 음악에

있어 화성의 역할을 파악하는 인지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화음의 구성

원리’, ‘조성확립에 있어 화음의 역할’, ‘화성적 종지와 프레이징

(phrasing)’, 단순한 선율의 ‘화음 진행 유형’, 그리고 ‘조바꿈’ 등의 각 학

습 주제에 따른 활동을 통한 실제적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개인별 음악적 소양에 따른 학습 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교수

-학습 전략 및 반음계적 화성, 현대 화성 등 교육범위가 확대된 후속연

구를 기대한다.

1) 휴고 리만(Hugo Riemann, 1849-1919)은 9세기 독일의 음악학자로서 기능화성을

통해 화성의 본질과 구조를 규명하려 하였다.
2) 빌헬름 말러(Wilhelm Maler, 1902-1976)는 독일의 작곡가이자 음악이론가로,

『Beitrag zur Harmonielehre』(『화성 구조와 기능』으로 번역·출판됨)를 저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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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서구 공통관습시대의 음악 및 현대 대중음악, 특히 학생들이 교과서 및

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음악은 장· 단조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조성

음악에 있어 화성3)은 조성의 확립 및 진행, 마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

며 음악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므로

음악 교육에 있어 화성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학생들은 합창, 연주 등의 음악활동을 통해 화성 안에서 서로 다른 음

들의 어울림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심미적 음악 경험은 조화와 협동

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

서 화성 교육이 제재곡을 통한 단편적 이론의 이해에 머물 경우 학생들

의 음악적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제를 유

리시킴으로써 음악성의 계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음악은 소리를 재료로 하여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특별한 청각적 자극

이며, 음악적 지각의 결과는 음악 개념 형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러

한 지각의 결과는 학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4) 화성 교육의 중심 또한

이론이 아닌 ‘소리’여야 하며, 이러한 청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화성에 대

한 지각(perception) 및 인지(cognition)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야 한다.5) 본 연구에서는 청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음악적 지각 및 인

지를 위한 학습 과정을 ‘감각적 체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3) 높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릴 때 이를 화음(chord)라고 하며,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연결된 화음을 화성(harmony)이라 한다. 교육과정 및 교과

서에는 화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

화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4) MENC.(1981). Documentary report of the Ann Arber Symposium: National

symposium on the applications of psychology to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music. Reston, VA: Author.; 권덕원 외 3명(2005).『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

육과학사. pp.104-105에서 재인용.
5) 감각을 선택하고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지각이라 하고, 인지는 의미를

가진 지각들을 활용, 기억, 추론하고 판단하는 고급정신 과정을 일컫는다.(박

유미, 2009,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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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능화성’은 화성의 감각적 체득을 위한 교육에 있어 효과적인 이

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기능화성 이론은 주요 3화음을 중심으로 한 화

음 상호 간의 관계 및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성음악에 있어 화성적

측면을 이해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화성 교육이 화성적 기능,

즉 각 화음의 역할을 기초로 한 감각적 체득을 목표로 한다면 학생들이

음악에 있어 화성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능화성에 기초한 화성의 감각적 체득을 위한 교육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달크로즈(E. Jaques-Dalcroze)6), 코다이(Z. Kodály)7), 오르프(C. Orff)8),

고든(E. Gordon)9) 등의 음악 교육학자들은 음악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 중 화성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단순한 이론적 이

해가 아닌 소리를 통한 화성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수법들이

담겨 있다. 일부 교사들이 이러한 방법론 중 하나 혹은 다양한 방법의

조합을 화성 지도에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음악 교수법 전반에 대한 방

6) 에밀 자크-달크로즈(Emile Jaques-Dalcroze, 1865-1950)는 스위스의 음악교육가

이자 음악가로, 그의 교육철학과 원리를 적용한 유리드믹스(Eurhythmics), 솔페즈

(Solfege), 즉흥 연주(Improvisation)의 세 가지의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달크로즈

교수법은 코다이, 오르프 등의 저명한 음악교육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임미경 외, 2010, pp.11-18)
7) 졸탄 코다이(Zoltan Kodály, 1882-1967)은 헝가리의 작곡가이자 음악교육가로, 모

든 어린이들이 음악을 읽고, 쓰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의 교수법적 특징은 악보읽기와 기보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권덕

원 외, 2005, p.236)
8) 칼 오르프(Carl Orff, 1895-1982)는 독일의 작곡가이자 음악교육가로, 아동이 흥

미를 가지고 자연스러운 접근 방법으로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적 체계

를 완성하였다, 언어, 신체동작, 음악의 통합을 하나의 음악 카테고리로 정하고 이

것을 ‘원초적 음악(Elemental Music)’으로 개념화하였다. 이것에 의해 학습지도 체

계를 완성한 작품이『오르프 슐베르크(Orff-Schulwerk)』이다. (권덕원 외, 2005,

p.247)
9) 에드윈 고든(Edwin Gordon, 1927-)은 미국의 저명한 학자이며 교사, 저술가로

자신만의 음악학습이론을 정립하였으며 나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음악적성검사를

개발하였다. 그의 학습이론은 ‘오디에이션’, ‘음악적성’, ‘음악학습위계’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임미경 외, 2010, 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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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에 해당하므로 화성의 본질에 대한 효율적인 교수법으로 활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직접 교수 ․ 학습하기 용이하도록 교과

서를 중심으로 실제적 교육 방안을 고안하였다. 학습 대상은 교육 내용

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 3학년10)으로 제한하였다.

먼저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또

한 교과서가 교육과정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교육되는 지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올바른 화성 교육 방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후 중학교 화성의 감각적 체득을 위한 교육 내용 및 방안을 연구하였

다. 화성의 역할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주요 개념 및 원리를

차례로 분류하고 5종의 중학교 교과서의 제재곡을 각 화성 개념 및 원리

에 기초하여 분석, 다양한 악곡의 예시와 함께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교

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활동 중심의 음악 교육이 강조된

2009 개정 교육과정11)의 취지에 따라 표현 및 감상 활동12)을 비중 있게

다루어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은 주로 조성감이나 화음감의 구별 및 비교, 정서적 반응13) 등을 파

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학습지’, 음악을 시

각화한 도형, 그림, 화음 패턴 등의 ‘학습 자료’를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방안이 적용 가능하도록 교육 계획과

학습지도안, 평가 방법 등의 교육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실제 수업에서 효과적으

로 사용되어 나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육 내용이 학년 군으로 제시되어 있다.
1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의 영역을 표현, 감상, 생활화로 나눈 것은 음악교육

이 전체적으로 활동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채원, 2012, p.26)
12) 생활화 영역에서의 화성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 영역에서 제외되었다.
13) 정서적 반응이란 음악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표현하는 행동을 뜻한다. (권

덕원, 2009 P.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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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 의한 수업은 소리에 대한 변별과 인지를 기본으로 하

여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 개인별 음악적 소양에 따라 학습 능력에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각 학습주제는 학습 대상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으로, 화성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가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이 화성 진행의 본질적 원리들을 감각적

으로 체득하고, 나아가 서구 공통관습시대의 음악 및 현대 전 세계적인

대중음악에 내재한 공통된 화성 원리에 대한 실제적 이해의 토대를 쌓는

한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이론적 지식을 넘어 실제적 이해를

통한 즐거움이 수반되는 심미적 음악 경험14)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

14) 음악교육에서 말하는 심미적 경험이란 작품 속에 내재된 속성(quality)과 의미

(meaning)를 직관과 통찰을 통해 개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권덕원 외, 2005,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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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현황

1. 기능화성의 이론적 배경

화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3화음(triad)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시작한

르네상스 시기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능화성(functional harmony)은 이러한 수많은 연구 가운데 20세

기 초 리만(H. Riemann, 1849-1919)15)에 의해 제안된 이론이다.

리만은 19세기 독일의 음악학자로서 화음을 기능(T, S, D)적으로 구분

하여 화음 상호 간의 관계 및 역할을 설명하였다. 19세기 당시의 비엔나

와 오스트리아에는 18세기 ‘숫자저음(figured-bass style)’16)의 전통이 이어

진 제히터(S. Sechter, 1788-1867)17)를 중심으로 한 ‘음도이론(Stufethe

orie)’이, 독일 북부와 프러시아에서는 리만을 중심으로 한 ‘기능화성

(Funktiontheorie)’이 보급되었다.18)

‘음도이론’은 화음의 근음으로 그 음도가 결정되며 제히터는 음도를 음

계에 속하는 음(온음음계)과 음계에 속하지 않는 음으로 분류하였고 대

부분의 반음계적인 화성은 반음계적으로 변화된 온음계적인 화성으로 간

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9) 이 이론은 우리나라에서 화성학을 처음

15) 휴고 리만은 모리츠 하우프트만(Moritz Hauptmann), 헤르만 헬름홀츠

(Hermann Helmholtz), 아더 본 외팅겐(Arthur von Oettingen)의 영향을 받아

화성이론의 기본 개념을 확립하였다.
16) 17-18세기 유럽음악에서 건반악기 연주자가 주어진 저음 외에 즉흥적으로 화음

을 곁들여 반주성부(伴奏聲部)를 완성시킨 일, 또는 그 저음부분을 뜻한다.
17) 제히터는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자 이론가이며 궁중 오르가니스트로도

활약하였다.
18) 안소영(2004).『네오리이만 변형이론의 역사적 개념 및 기본개념』. 서양음악학

vol.7. pp.228-229.
19) Ian D. Bent & Anthony Pople(2001). Analysis.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1. London: Macmillan Publishers. p.541.; 강현희

(2004).『후고 리만의 화성 이론에 관한 연구』. 音樂論壇 (JOURNAL OF THE

SCIENCE AND PRACTICE OF MUSIC) vol.18. p.1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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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먼저 접하고 있으며, 화성의 기본 구조

를 파악하기에 용이하여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의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화음 쌓기의 기초 단계에서부터 화음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주요한 이론적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기능화성’은 모든 화음을 세 개의 기능(T, D, S) 즉, 으뜸화음

(Tonic), 딸림화음(Dominant), 버금딸림화음(Subdominant) 및 그와 동일

한 기능을 수행하는 화음으로 구분한다. 리만에 의하면 으뜸화음과 그

이외의 다른 화음의 관계에서 중요도에 따라 화음의 기능을 부여하는

데,20) 세 가지의 기능 이외의 다른 모든 화음들은 이들 세 가지 기능을

가진 화음의 대리 화음 또는 불협화적으로 변화된 화음으로 간주된다.

기능화성은 음도이론만큼 널리 대중화되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음

악 이론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리만 이후의 음악학자들은 화성적 이원론21)에 기초한 리만의 기능이론

이 실제적으로 화음을 파악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리만의

이론을 점차 수정·발전시켰다. 따라서 현대 기능이론은 리만의 이론에서

좀 더 간단하며 화음을 파악하기 쉬운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의

기능화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리만의 이론에 기초한 말러(W.

Maler)의 표기법22)을 따랐다.

20) 박순희(1997).『리만의 화성 이론 연구』. 연세음악연구. vol.7. p.178
21) 화성적 이원론(Harmonic dualism)이란, 일원론과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장화음

과 단화음이 서로 다른 근원을 가졌다는 이론이다. 오버톤(원음으로부터 상행되

는)에서 장3화음과 딸림음 개념이 만들어지며, 언더톤(원음으로부터 하행되는)에서

단3화음과 버금딸림음(S) 개념이 만들어진다. 장3화음의 이원론적 근음은 현재의

근음에 해당하며, 단3화음의 이원론적 근음은 현재의 5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

하고 있다.
22) Wilhelm Maler(1996).『화성 구조와 기능』. 백병동 외 1명 공역. 서울: 현대음

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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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교육 현황

2.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화성 관련 교육 내용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7 개정 시기와는 달리 학년 별로 내용체

계를 명시하지 않고 영역에 따른 내용 체계만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23)

또한 표현, 감상, 생활화의 세 영역으로 대영역이 바뀌면서 활동 중심의

음악 교육이 강조되었고, 이해 영역은 포괄 · 통합 되었다. 그 대신 학생

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내용, 즉 학년별로 학습하여야 하는 구

체적인 내용의 위계는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화성학습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딸림 7화음과 다양

한 소리의 어울림, 종지’의 세 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음

계’ 또한 화성 지도에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 중 ‘장・단음계’의
학습이 화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장・단음계는 초등학교 5-6학년

군의 학습내용이고 중학교에서는 그 외 여러 가지 음계까지 확대된 것으

로 보여지나, 실제 교과서의 조성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장・단 음계 뿐

아니라 다양한 음계, 관계조의 개념까지 확장되어 다루어지므로 그 내용

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화음’ 및 ‘성부의 어울림’에 대한 이

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거쳐 이루어지고, ‘종지’의 개념이 중학교에

서 새롭게 등장한다.24) 다음 표는 2007 개정 교육과정25) 및 2009 개정

교육과정26)의 중학교 1-3학년 군27)에 해당하는 내용 중 화성 학습에 관

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비교한 것이다.28)

23)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내용체계와 학년별 내용이 구분되어 나타나 있다.
24) 교육과학기술부(2011).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2]. p.7.

25) 교육인적자원부(2007).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
책 12]. pp.5-6.

26) 교육과학기술부(2011).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2]. p.7.

27)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의 학교 급별 편제와 시수배당에 제시된 학년 군 단
위에 따라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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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 2007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화성 학습 내용 비교

화성학습에

관련된

요소 및

개념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해’ 영역으로 제시)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로 제시)
중 1학년 •마침꼴(V-I)

중 1-3학년

군으로 제시

•여러 가지 음계

(장・단 음계)
•딸림 7화음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종지

중 2학년

•조성의 변화

•화음의 진행

•7화음(V7)

이전 교육과정에서의 동일 학년 군의 화성 학습에 해당하는 내용은 ‘마

침꼴(V-I), 조성의 변화, 화음의 진행, 7화음(V7)’이다. 표 Ⅱ-1을 보면

현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 제시된 ‘조성의 변화, 화음의 진행’

등에 대한 학습이 보다 거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교육과정 내용을 학년 군・교과 군을 고려한 최소 필수 학습내

용으로 정선하여 약 20% 감축 조정29)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교사는 이로써 학습 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이전의 이해 영역

에 비해 축소된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보다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중학교 교과서 제재곡 중에

서는 ‘조바꿈’이나 ‘화음 진행’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곡이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고, 학습 내용에도 조바꿈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은 교육 현장에서 대부분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은 활동 예시에서

‘성부의 어울림을 느끼며 2부 합창, 부분 3부 합창을 한다.’와 같이 서술

하고 있으며, 다성 음악을 연주하고 이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것은

28) 교육과정 문서에는 화성 관련 부분에 전반적으로 ‘화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화성’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

29) 이경언(2011).『‘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의 추진 과정과 방향』.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책자. 한국교육과정평

가원.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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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교육과정30)의 9학년(중 1학년) 화성 이해영역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 성부의 어울림’이라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 교육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활동을 예

시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강점이며 교육과정

을 중심으로 학교에 따른 다양한 수업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틀이라 할 수 있다.31) 아래 표는 중학교 1-3학년 군의 성취기준에 따른

각 영역 별 학습활동 예시를 나타낸 것으로, 화성 학습에 해당하는 부분

을 발췌한 것이다. ‘생활화’ 영역은 화성학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

는 내용이 없으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Ⅱ-2> 영역별 학습활동 예시 중 화성 학습에 관련된 부분

영

역

내용

체계
성취기준 학습활동 예시

표

현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

하기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

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장음계, 단음계의 느낌을 살려

노래 부른다.

•딸림 7화음을 이해하며 악기로

연주한다.

•화음감과 종지감을 느끼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성부의 어울림을 느끼며 2부 합

창, 부분 3부 합창을 한다.

감

상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1-3학년 수준의 음

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할 수 있

다.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의

7-9학년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을

한다. (딸림 7화음,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종지)

30) 교육부(1997).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p.38.
31) 홍진표(2011).『‘음악과 공통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과제와 해결 방향』.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책자. 한국교육과정평

가원.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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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의 학습 활동에 제시된 ‘장음계’와 ‘단음계’의 학습은 장・단조
를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화성 학습의 기본이 된다. 또

‘딸림 7화음’이나 ‘종지’개념이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주요3화음’보다 상위

위계의 개념이지만, 이전 학년에서 배우지 않았던 주요 3화음의 역할 등

의 이해를 통해 딸림 7화음 및 종지를 배워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성부의 어울림’의 지도 또한 위에 예시된 합창활동이

효과적이며, 경우에 따라 기악활동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상 영역은 하나의 대 영역으로 제시된 만큼 그 활동의 비중이

이전에 비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감상 활동에서는 단순히 딸림 7화음

과 성부조직의 이해, 종지의 개념적 이해를 넘어 이를 반영하는 신체표

현, 그림 악보 그리기, 그룹 활동, 시・청각적 자극을 통한 주요 3화음의

역할 이해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딸림 7화음의 이해’와 같은 표현이나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의 ‘해당 학년 내용 이해’, 성취기준의 해당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할 수 있다’ 라는 표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어떻게

이해하며,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대 영역 중 ‘생활화’의 영역에서는 화성 교육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힘

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와 활동에 해당

하는 ‘표현, 감상’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외에도 학습활동 예시에 직접적으로 화성 학습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

어 있지는 않지만, 화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이를 응용해야 하는 활

동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창작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표Ⅱ-3>에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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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내용체계 성취기준 학습활동 예시

표

현

창의적

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만들 수

있다.

• 시, 소설, 설화 등의 한 부분을 음

악으로 표현한다.

• 연극, 영상, 춤 등의 한 장면에 어

울리는 배경 음악을 만든다.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배경 음

악을 만든다.
•주제에 맞는 노

랫말과 극본을

만들어 음악극으

로 표현할 수 있다.

• 극본, 음악, 노랫말 등을 만들어

종합적인 음악 활동을 한다.

• 이야기에 알맞게 음악극을 만들어

발표한다.

•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가

락을 만들 수 있

다.

• 제재곡의 동기를 바탕으로 여덟

마디 가락을 만들어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 주어진 가사나 장단에 어울리는

간단한 가락을 만들어 노래 부르거

나 악기로 연주한다.

<표Ⅱ-3> 화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기타활동

지금까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화성학습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

게 제시되어 있는 지 살펴보았다.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학습 내용이

20% 감소되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한 긍정적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음악

교육의 방향을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교사의 재량에 따른 수업의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화성 지도에

있어 교사의 노력 여하에 따른 수업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더불어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활동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화성지도

의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사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수업하되, 재량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

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학습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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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및

개념
출판사

세부 내용

(심화된 내용)

교과서 제재곡/ 주제

(페이지순)

여러

가지

음계

(장・단

음계)

교학사

• 장・단 음계
• 장 · 단 음계 비교
• 나란한조의 음계 비교
• 관계조
• 조성의 변화

얼굴, 봄이 오면
그대 있는 곳까지, 송어,
작은 별 주제 변주하기,

파헬벨의 주제 변주하기

금성
• 장 · 단 음계
• 음계 바꾸기

얼굴, 산타루치아, 청산에 살
리라, 어머니

두산

동아

• 장 · 단 음계
• 단음계의 종류
• 장 · 단조 특징 비교
• 조성의 변화

즐거운 나의 집, 그 집 앞, 얼
굴, 미뉴에트, 봄이 오면, 보
리울의 여름, 하이든 ‘놀람 교
향곡’ 제 2악장

세광

음악

• 장 · 단 음계
• 단음계의 종류
• 장 · 단조 특징 비교
• 관계조
• 조성의 변화

중학생의 꿈, 행진, 얼굴, 금강
에 살으리랏다, 어머니의 마음,
나의 친구, 솔바람 오는 길, 꽃
의 계절, 10월의 어느 멋진 날
에, You raise me up, 로렐라이,
산토끼, 노래로 배우는 음악이론

천재

교육

• 장 · 단 음계
• 단음계의 종류
• 장 · 단조 특징 비교
• 조성의 변화

노래는 즐겁다, 휘파람 불며,
다양한 변주 만들기, 어머니
의 마음, 고향생각,
보리수, 무궁화

2.2.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화성 관련 교육 현황

본 연구에서는 18종의 교과서 중 교학사,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세광음

악출판사, 천재교육의 5종 교과서를 선별하여 화성 학습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을 발췌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제

시된 화성 관련 학습 내용은 ‘장 · 단음계’, ‘딸림 7화음’, ‘성부의 어울림’,

‘종지 유형’ 등이며, 주로 제재곡을 통해 이론과 음악 활동으로 학습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Ⅱ-4>는 교과서에 수록된 화성 관련 학습 내용 및 해

당 제재곡을 정리한 것이다.

<표Ⅱ-4> 교과서에 수록된 화성 관련 학습 내용 및 제재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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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및

개념
출판사

세부 내용

(심화된 내용)

교과서 제재곡/ 주제

(페이지순)

딸림

7화음

교학사

• 같은으뜸음조화음비교
• 나란한조의 화음 비교
• 다양한 조의 주요 3화음
• 7화음(Ⅰ7, Ⅴ7)
• 화성음 비화성음 구분
• 화음의 진행
• 화음 분석
• 화음의 제시 형태
• 반주 유형
• 화음(chord) 읽기
(주·부 3화음, 딸림 7화
음, 부딸림 7화음)

얼굴

한 송이 흰 백합화

아무도 모르라고

연가

그대 있는 곳까지

일어나리

오케스트라

모여서 산다

두 도막 형식 창작

작은 별 변주곡

학교 가는 길

금성

• 주요 3화음

• 딸림 7화음

• 블루스의 화음 진행

• 화음(chord) 읽기

(주·부 3화음, 딸림 7화음,

부딸림7화음)

• 반주 유형

별

청산에 살리라

어머니

피아노 연주하기

기타 연주하기

두산

동아

• 주요 3화음

• 딸림 7화음

• 화성음 비화성음 구분

• 화음의 진행

• 화음(chord) 읽기

(주·부 3화음, 부·딸림 7화음,

부딸림 7화음)

즐거운 나의 집, 로렐라이, 그

집 앞, 무지개, 스와니강, 봄

이 오면, 개구쟁이, 베토벤

‘합창’ 교향곡 제 4악장

세광

음악

• 화음과 화성

• 3화음의 구성

• 주요 3화음

• 부 3화음

중학생의 꿈, 행진, 얼굴, 금강에

살으리랏다, 푸른 목장, 어머니

의 마음, 나의 친구, 동무 생각,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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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및

개념
출판사

세부 내용

(심화된 내용)

교과서 제재곡/ 주제

(페이지순)

• 딸림 7화음

• 화음(chord) 읽기

(주·부 3화음, 부·딸림

7화음, 부딸림7화음)

• 화음(chord) 그리기

꼴지를 위하여, You raise me

up, 땅 위의 기쁨, Vive la

compagnie!, 기타 연주하기, 젊

은 그대, 건반악기 연주하기, 신

세계 교향곡 2악장, 가락에 어울

리는 화음 만들기, 음악 소프트

웨어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 노

래로 배우는 음악이론

천재

교육

• 3화음의 구성

• 주요 3화음

• 딸림 7화음

• 화음의 진행

• 화음(chord) 읽기

(주 · 부 3화음, 부 · 딸

림 7화음)

노래는 즐겁다, 휘파람 불며,

피크닉의 노래, 어머니의 마

음, 슈베르트의 자장가, 꿈을

먹는 젊은이, You are my

sunshine, 주어진 주제로 왈츠

작곡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교학사

• 합창의 성부 조직

• 다양한 음색의 어울림

•호모포니(homophony)

와 폴리포니(polyphony)

• 다성음악: 푸가(fugue)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

악 입문’, 바흐 푸가 ‘16번 사

단조’

금성 • 다성음악: 푸가 헨델 ‘메시아’ 중 ‘할렐루야’

두산

동아

• 합창의 성부 조직

• 호모포니/폴리포니

• 다성음악: 푸가

음악의 짜임새, ‘바흐 푸가

'16번 사단조’, 함께 노래 부

르기 기초학습, 여행자

세광

음악

• 합창의 성부 조직

• 성부의 음역

• 성부의 모방 · 반복

• 호모포니/폴리포니

• 다성음악: 푸가

아침의 노래, 바흐 ‘평균율 피

아노 곡집’ 제 1권 제 1번 중

‘푸가’

바흐 ‘토카타와 푸가’,

헨델 ‘메시아’ 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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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및
개념

출판사
세부 내용

(심화된 내용)
교과서 제재곡/ 주제

(페이지순)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천재
교육

• 합창의 성부 조직
• 선율의 모방
• 대위법의 개념
• 다성음악: 푸가

별, 땅 위의 기쁨, 우박은 춤
춘다, 남촌, 끼리끼리 분리수
거, 산타루치아, 헨델 ‘메시아’
중 ‘할렐루야’

종지

교학사 • 4가지 종지유형 아무도 모르라고
금성 • 4가지 종지유형 청산에 살리라
두산
동아

• 반종지, 정종지 서양 음악 창작기초, 스와니강

세광
음악

• 종지의 개념
• 4가지 종지유형

땅 위의 기쁨, 다양한 형식의
가락 만들기

천재
교육

• 4가지 종지유형 우박은춤춘다, 새봄, 산타루치아

모든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종지 유형’

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심화 · 확대된 요소 및 개념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요소나 개념들은 따로 분류하지 않고, 해당 범주에 포함하여 정

리하였다.32)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음계’와 ‘화음’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였다. 단순

음계 학습에서 장 · 단조의 특징을 비교하거나 ‘관계조’를 이해하는 활동

으로 확대되었고, 금성을 제외한 4종의 교과서에서 ‘관계조’ 및 ‘조바꿈’

의 내용까지 제시되었다.

‘화음’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딸림 7화음’까지의 학습 뿐 아니라, 화성음

및 비화성음의 구분, 화음의 진행, 반주 유형, 화음(chord) 읽기33) 및 그

리기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교과서 뒤쪽에 악기 연주

의 선행학습이 수록되어 있으며 화음의 종류는 주·부 3화음, 부·딸림 7화

음, 부딸림7화음34) 등으로 다소 어려운 수준이다. 주된 활동은 단편적

화음 읽기로, 화음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해당내용은 기울임 글씨로 표시하였다.
33) 교과서에는 ‘코드’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화음’으로 수정하여 표기하였다.
34) 딸림화음의 기능을 이차적으로 만든 화음(부속화음)이며,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속화음이라는 용어 대신 부딸림화음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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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 진행’은 대부분 종지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Ⅰ-Ⅳ-Ⅴ-Ⅰ의 이론

적 설명만 제시되었다. 천재교육의 ‘슈베르트의 자장가’의 세부 활동에서

는 딸림 7화음의 지향성 및 7음 해결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진행을 곡에

서 찾아보게 하여 화음진행을 적극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의 경우 합창 성부 조직의 이해, 호모포니

(homophony)와 폴리포니(polyphony)의 비교, 푸가(fugue)의 이해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그 중 푸가 감상 학습은 화성학습에 있어 심화된 내

용이며 학생들이 수직적 화성과 수평적 선율의 연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간단한 음악 이론을 별도로 소개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는데, 교학사는

‘디딤돌’, 금성은 ‘정리하는 음악실’과 ‘음악이론 정리’, 두산동아는 ‘음악

의 기초’와 ‘음악이론 정리’, ‘피아노 코드’ 부분이며, 화성 이론도 다룬다.

특히 세광음악출판사는 5장의 생활화 편에 ‘노래로 배우는 음악 이론’을

수록, 조성 및 화성 학습에 관한 내용을 노래 선율과 가사에 담아 학생

의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창작 활동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화성 학습 내용이 있다. 주로

주요 3화음 이해하기, 선율 작곡이나 변주를 위한 화성음 및 비화성음,

한 도막 형식이나 두 도막 형식 선율 작곡을 위한 반종지와 정종지 유형

을 학습하는 내용이다. 세광음악출판사에서는 가락에 어울리는 화음 반

주 만들기 활동을 제시하여 보다 심도 있는 창작 활동을 수록하고 있다.

교과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현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개념 뿐 아니라

화성의 기본적 원리 그리고 교과서 제재곡에서 교육되고 있는 관계조와

조바꿈을 추가하여 ‘화음의 구성 원리’, ‘조성확립에 있어 화음의 역할’,

‘화성적 종지와 프레이징(phrasing)’, ‘단순한 선율의 화음 진행 유형’, ‘조

바꿈’을 학습주제로 선정하고자 한다. ‘관계조’와 ‘조바꿈’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의 내용과 교사의 재량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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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습

대상
연구 목표

기초 이론 및

교육 방법
평가방법

강현정

(2010)

초등

3-6

학년

‘음악적

소양 향상’

‘인지적 도제 이론’을 기

초로 한 화성 지도 내용

및 단계

학습지

김정선

(2010)

정해

지지

않음

‘접근하기

쉬운 화성의

교수-학습‘

‘인지주의 학습 이론’을

기초로 ‘기능화성이론’을

‘색’으로 학습. ‘컬러막

대’에 특정색 지정

학습지,

자기평가지

3. 선행연구 고찰

화성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지금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

으나 다양한 이론이나 교수법에 기초하여 교육 방안 및 그 효과 등이 연

구되어 왔다. 첫 번 째로 <표Ⅱ-5>와 같이 인지주의 이론을 기초로 하

여 ‘화성 지도 방안’을 연구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표Ⅱ-5> 선행연구 분석 1

강현정(2010)35)은 실제적 상황에서 음악에 참여하고, 학습자 간에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며 화성에 관한 지식 습득과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인지적 도제 이론’이 화성 학습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 이에

바탕을 둔 화성 지도 내용 및 단계를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고

안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화성 지도 단계는 ‘의도 탐색’, ‘안내 탐

색’, ‘상호 형상화’, ‘화성 표현’, ‘화성 반성’, ‘새로운 탐색’으로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기악, 창작, 감상 활동에 대한 적용의 실제를 제시하였다.

김정선(2010)36)은 ‘인지주의 학습이론’의 측면에서 ‘기능화성이론’에 ‘색’

을 적용, 화성진행을 표시한 ‘컬러막대’에 특정색을 지정하여 시각적으로

35) 강현정(2010). 『구성주의의 인지적 도제 학습에 바탕을 둔 화성 지도 방안 :

3-6학년을 중심으로』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6) 김정선(2010).『‘색’을 적용한 ‘기능화성이론’의 음악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음

악교육공학. Vol.10. p.2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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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습

대상

연구

목표
교육 방법 평가방법

김경복

(2010)

초등

4학년

‘화음감

신장’에

미치는

영향

‘코다이 솔페이지 (Kodály

solfege)’를 적용한 합창 지도

-응창으로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며 리듬치기, 오스티나토

· 캐논으로 노래 부르기 등

화음 변별 ·

화음창 능력

검사지,

음악적 태도

검사지

김수영

(2011)

중등

3학년

‘화음감

및

음악성

향상’

‘고든의 음악학습 이론’을

기초로 한 ‘오디에이션(audiatio

n)39)’

-패턴학습

학습지

김은정

(2004)

초등

3-6

학년

‘화성감

신장’

마침꼴 합창, 코다이 손기호,

오스티나토, 보르둔, 어울리

는 화음 찾기, 대선율 붙이기 등

없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였다. 주요3화음 및 부3화음, 변화화

음을 각각 색채심리학에서의 색이 가진 보편적인의미로 연결하여, 4단계

에 걸쳐 악곡에 화음의 변화와 함께 컬러막대로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두 번 째로 기존의 음악교수법을 활용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새롭게 제

시한 화성 교육 관련 연구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화음감’ 혹은

‘화성감’ ‘신장’이나 ‘향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학습 대상은 대

부분 초등학교 학생이며 ‘코다이 교수법’의 화음지도 및 합창 지도 방안

이나 ‘오르프 교수법’의 오스티나토(ostinato)37), 보르둔(bordun)38) 등의

반주를 활용한 교육 방안이 상당수 사용되었다. 이세진(2003)의 연구에

서는 이러한 지도법을 구체적으로 따르지 않고 기존의 교수법 등을 활용

하여 연구자가 5가지 교육 방안을 단계적으로 고안 · 적용하였다.

<표Ⅱ-6> 선행연구 분석 2

37) 한 악곡의 부분이나 전반의 동일 성부에서 동기나 주제가 ‘줄곧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연주되는 것을 말한다. (임미경 외, 2010, p.162)
38) 기본음에 5도 또는 한 옥타브의 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을 뜻한다. (권덕원 외,

2009,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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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습

대상

연구

목표
교육 방법 평가방법

배경숙

(2001)

초등

5학년

‘화음감

신장’

화음 듣기, 화음 붙이기, 오

스티나토, 화음반주, 대선율,

화음놀이의 6가지 활동

학습지,

자기평가지

이세진

(2003)

초등

4학년

‘화음감

향상’

화음 듣기, 화음 익히기, 화

음 붙이기, 화음의 진행알기,

창작하기의 5가지 단계

학습지,

교사 및

자기 평가지
이희숙

(2003)

초등

6학년

‘화음감

신장’

제재곡의 선율에 대선율을

붙여 활동 중심의 수업 구상
없음

김수영(2011)40)은 ‘고든의 음악학습 이론’을 기초로 소리의 내적 조작

능력을 일컫는 ‘오디에이션’을 통해 화음감 및 음악성 향상을 위한 실음

중심의 음악 교육 방법을 연구하였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수업의 도입과 전개부분에 패턴 학습으로 오디에이션을 경험하

게 하고, 수업의 정리 및 평가에서는 실음 중심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김경복(2010)41)은 ‘코다이 솔페이지’를 적용한 ‘합창’ 지도 방안이 학생

들의 화음감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수업 전과 후, 사전 ․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화음 변별 능력, 화음창 능력, 합창 활동

에 대한 음악적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결과를 얻어 화음감

신장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은정(2004)42)은 화성감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가창활동에서는 줄리노의 발달단계에 따른 화

음 합창 및 코다이의 성부 합창법을 참고로 하였고 그 외 기악, 창작, 감

39) 실제로 들리지 않는 음악을 마음속으로 듣고 (상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다.(임

미경외, 2010, p.245)
40) 김수영(2011).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을 적용한 화음 지도 방안 : 중학교 3학년

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1) 김경복(2010).『코다이 솔페이지를 적용한 합창 지도 방안이 화음감 신장에 미

치는 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2) 김은정(2004).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통한 화성감 신장 지도 방안 연구』. 한

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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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활동을 통하여 화성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음색의 다양성, 표

현의 다양성을 체득하게 하였다.

배경숙(2001)43)은 화음 듣기, 화음 붙이기, 오스티나토, 화음반주, 대선

율, 화음놀이를 통한 화음감 신장을 위한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

과 학생들은 자신감, 적극성, 음악적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소집단 활

동으로 협력하는 태도와 친밀감이 높아졌다.

이세진(2003)44) 화음감 향상을 위한 단계적인 지도방안으로 화음 듣기,

화음 익히기, 화음 붙이기, 화음의 진행알기, 창작하기를 적용하여 학습

지 및 자기 평가지를 분석, 음악적 성장 정도를 검사문항을 통해 측정하

였다. 그 결과 각 능력 및 자신감, 적극성 및 음악적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희숙(2003)45)은 학생들의 화음감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6학

년 음악 교과서 제재곡의 본 선율에 대선율을 붙여 활동 중심의 음악 수

업을 구상하여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화음’이나 ‘화성’의 용어가 연구

마다 혼용되고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 ‘음도 이론’을 기초로 하였고, ‘기능

화성이론’이 기초가 된 경우는 김정선(2010)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의 역할을 색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음도이론 중심 연

구의 방법론에 비해 화성의 기능 및 진행을 더욱 명확히 학습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하지만 활동보다는 이론적 지식의 학습이 우선시되어 음악

발달 단계 상 상위 인지단계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등학생을 학습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교육 내용은 대부

분 주요3화음, 딸림7화음, 종지유형 등으로 교과서 제재곡이 다수 활용되었

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부3화음이나 반음계적 화음, 조바꿈으로 확대된 경

우도 있었다.

43) 배경숙(2001).『다양한 음악활동의 단계적 지도를 통한 화음감 신장 방안』. 대

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4) 이세진(2003).『화음감 향상을 위한 지도방안 연구』.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45) 이희숙(2003). 『화음감 신장을 위한 대선율 응용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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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표Ⅱ-5>의 ‘인지적 도제 이론’이나 ‘인지주의

학습이론’으로 접근한 연구의 경우 해당 학습 모형이나 방법으로 학습

단계를 제안하였고, 타 논문에 비해 활동보다는 이론 학습의 비중이 높

은 편이다. <표Ⅱ-6>의 고든, 코다이, 오르프 등의 교수법 혹은 이를 응

용한 경우에는 가창 · 기악 · 감상 · 창작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코다이와 오르프의 교수법은 상당수의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이 경우

그 방안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교수법에서 ‘코

다이 손기호’나 ‘마침꼴 합창하기’ 등의 활동을 활용하였고, 기존의 방안

을 새롭게 응용하거나 새로운 방안들을 고안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교수법이 기초가 된 연구에서는 이론보다는 ‘실음 중심’46)의 활동

이 비교적 많은 편이나, 활동 내용을 평가하는 ‘학습지’를 살펴보면 화음기

호나 이름, 그리기 등이 중심이 되는 이론적 내용을 위한 활동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상당 수 찾아볼 수 있었다. ‘자기 평가지’ 및 ‘교사 평가지’를

활용한 경우 학습 전반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본 연구에도 이 평가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론적 지식보다

‘감각적 체득’이 우선시 되는 ‘활동’ 중심의 교육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화음 상호 간의 관계 및 역할을 파악하는 데 용이한 ‘기능 화성 이론’을

기초로 하여 ‘조성확립에 있어 화음의 역할’을 파악할 뿐 아니라 ‘화음의

구성 원리’에서 ‘조적 관계’, ‘조바꿈’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하고자 한다.

이처럼 교육 내용을 기존 연구의 ‘화음 익히기’에서 중학교 수준의 심화학

습을 포함한 화성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전체 차시를 활동 중심의 학습으

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화음감’ 또는 ‘화성감 신장’이라는 용어 대신 ‘화성

의 감각적 체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청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음악적 지각 및 인지를 위한 학습 과정’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였

으며 선행 연구에서도 ‘화성감 체득’이라는 용어는 사용된 바 있다.47)

46) 대다수 연구에서 표기되고 있는 용어임.
47) 김은정(2004).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통한 화성감 신장 지도 방안 연구』. 한

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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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화성의 감각적 체득을 위한 교육 방안

1. 화음의 구성 원리

1.1. 3화음

1.1.1. 3화음 및 3도 구성화음의 원리

3화음 및 3도 구성화음의 원리 학습을 위한 악곡은 하이든 (F. J.

Haydn, 1732-1809)의 ‘놀람 교향곡 2악장’의 주제 부분과48)49) 모차르트

(W. A. Mozart)의 ‘세레나데 13번 K.525’의 제1주제 부분이다.50) 두 악

곡의 주제 부분은 분산화음으로 되어 있어 화음 및 3도 구성화음의 원리

학습하기에 알맞다.

먼저 <악보Ⅲ-1>은 ‘놀람교향곡’ 주제 부분 선율의 움직임과 화음을 분

석한 것이다. 선율은 각 화음의 구성음이며, 특히 으뜸화음(T)으로 이루

어진 1-2, 5-6마디는 3도 구성화음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어 숫자를

따라 시창해 보면 화음의 근음, 3음, 5음을 표현할 수 있다. 이 악절은

부딸림7화음( DD
7
)51)이 딸림화음(D)을 수식하고 있으며 딸림화음(D)의 반

종지로 맺게 된다. 여기에 사용된 대리화음(S6)52) 및 부3화음(Tp)53), 부딸

림7화음( DD
7
)은 이후 장에서 학습할 화음으로 이 장에서는 으뜸화음(T)의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48) 최은식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두산동아. p.99.
49) 허화병 외 3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190.
50) 최은식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두산동아. p.111.
51) V도에 대한 딸림7화음으로(V7/V) 딸림화음의 기능을 이차적으로 만든 부딸림

화음(부속화음)이다.
52) 버금딸림화음에 5음 대신 6음이 부가된 형태로 ⅱ도 위에 쌓은 3화음의 1전위에

해당한다.
53) 으뜸화음에 대한 나란한 화음을 뜻하며 ⅵ도 위에 쌓은 3화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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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Ⅲ-1> 하이든 ‘놀람 교향곡’의 주제부분 분석

‘놀람 교향곡’의 주제부분을 감상할 때 ①선율의 움직임을 나타낸 선을

따라 감상하고, ②1-2마디를 계이름으로 시창, ③1-2마디를 코다이 손기

호로 계이름 및 숫자로 시창해 본다. 감상 활동을 하며 학습지의 빈 칸

에 으뜸화음(T)을 만들어 보고 소리를 들어본다.(학습지①-1 참고)

두 번 째로 <악보Ⅲ-2>를 참고하여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K.525’

의 주제부분을 감상해 본다. 이 부분은 으뜸화음(T) 및 딸림화음(D7)의

분산화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7화음으로 확대된 3도 구성화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놀람 교향곡’의 주제부분에 비해 분산화음의 진행이 다소 어

렵게 배열되어 있어 심화된 학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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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Ⅲ-2>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의 주제부분 분석

이 곡의 1-4마디를 감상할 때도 마찬가지로 ①선율의 움직임을 나타낸

선을 따라 감상하고, ②계이름으로 시창, ③코다이 손기호로 계이름 및

숫자로 시창해 본다. 감상 활동을 하며 학습지의 빈 칸에 으뜸화음(T)과

딸림7화음(D7)을 만들고, 그 울림을 비교해 본다.

(학습지①-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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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놀람 교향곡’의 주제 선율 및 화성을 변화시켜 3도 구성화음

과 4도 구성화음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화음은 그것을 구성하는 음정 구

조에 따라 3도를 기초로 한 3도 구성화음(tertian chords)과 3도가 아닌

다른 음정을 기초로 한 비 3도 음정(non-tertian chords)의 2가지로 구분

되는데, 전통적 화성법에서는 3도 구성의 화음(tertian chords)이 주로 쓰

이고 3화음과 7화음이 그 기본이 되고 있다.54)55)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화음은 3도 구성화음이지만 근현대에 이르러 양식적 변화가 일

어나고 불협화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함에 따라 4도 구성화음, 다양한 음

정의 혼합, 심지어 수직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수평적 진행의 중첩에

의한 우발적 울림 등 다양한 형태의 화음이 사용되었다.56)

학생들에게 주제부분을 4도 구성화음으로 바꾸어 비교 · 감상하게 한다

면 음악적 변화를 감각적으로 느끼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3

도와 4도 음정 비교 후 주제 1-4마디를 4도 간격으로 바꾸어 들려준다.

(학습지 ①-2참고) 이론적으로 완전4도는 진동비가 3：4로 완전어울림음

정에 속하고, 장3도는 진동비가 4：5로 불완전어울림음정에 속하지만 학

생들은 실제로 어떤 음정을 더 어울리는 소리로 느끼는지 살펴본다.

<악보Ⅲ-3> 4도 화음으로 변화시킨 주제부분의 1-2마디

다음으로 위와 같이 선율과 화성을 4도 구성화음으로 변화시킨 부분을

연주하여 들려주고, 4도 구성화음과 3도 구성화음의 차이를 이야기해본

다. (학습지 ①-3참고) 4도 화음은 완전4도 음정으로만 구성하였다.

54) 백병동(1998).『대학음악이론』.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p.139.
55) 근대 화성법에서는 3도 이외의 구성화음도 쓰이고 있다.
56) 전상직(2014). 『음악의 원리』. 서울: 음악춘추.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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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 · 단 3화음

5종 교과서의 3화음 지도 영역을 살펴보면, 가창활동을 위한 제재곡에

서는 대부분 주요 3화음이 중심이 되고, 화음 읽기를 위한 기악활동을

위한 제재곡에서는 주요 3화음 뿐 아니라 부 3화음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부 3화음에 해당하는 장3화음, 단3화

음, 증3화음, 감3화음의 성질까지 학습 범위에 포함시켰다.

먼저 장 · 단3화음을 살펴보기 위해 앞 장에서 학습한 ‘놀람 교향곡’ 제

2변주를 살펴본다. 처음 4마디는 다(c)단조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단조에

서의 으뜸화음을 학습해 볼 수 있다. 제2변주는 단3화음으로 변화된 으

뜸화음(t)이 분산화음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악보Ⅲ-4> ‘놀람교향곡’의 주제와 제2변주 1-4마디 화성 비교



- 27 -

•장3도+완전5도 •단3도+완전5도 •장3도+완전5도
* 화음의 변화가 일어난 곳에서 학생들이 손을 들도록 지도하고,

화음의 울림이 어떻게 감각적으로 변화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학생들이 제2변주의 1마디가 주제 부분의 장3화음과 비교하여 어떤 점

이 달라졌는지 비교하여 감상하도록 하고, 장3화음이 단3화음으로 변화

되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 또 주제와 제2변주의

1-4마디를 연결하여 불러본다.

<악보Ⅲ-5> ‘놀람교향곡’의 주제와 제2변주 각 1-4마디 연결

또한 안정된 장3화음의 패턴을 들려주다가 단3화음으로 변화된 후 다시

장3화음으로 돌아오는 아래의 예시를 들으며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손

을 들어 구별해본다.

<표Ⅲ-1> 패턴화된 장3화음과 단3화음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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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협화 음정이 포함된 화음

1.2.1. 감3화음 및 증3화음

제재곡은 벌린(I. Berlin, 1888-1989)의 ‘다함께 노래를’이라는 뮤지컬 곡

이다.57) 이 곡은 뮤지컬 ‘Watch your step’(1914)에 삽입된 노래로서 전

혀 다른 두 곡이 어우러져 있다. 먼저, 증3화음의 학습을 위해 6마디 딸

림화음의 5음 상향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악보Ⅲ-6> ‘다함께 노래를’에서 딸림화음의 5음 상향 변화된 부분58)59)

딸림화음의 5음 상향 변화된 부분은 변화된 방향으로 상행 해결되며,

이를 화성으로 나타내어 보면 아래와 같다.

<악보Ⅲ-7> 6, 7마디에서의 증딸림화음과 그 해결

57) 김용희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금성출판사. p.88.
58) ×표시는 비화성음을 나타낸다. 5음 상향변화와의 구별을 위해 별도로 표기한 것
이다.

59) 5<표시는 5음 상향변화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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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노래할 때는 학생들이 5음 상향변화와 해결로 인해 장3화음

에서 증3화음으로 소리가 진행하여 다시 장3화음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선율 진행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협화적

장3화음 -> 불협화적 증3화음 ->협화적 장3화음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증3화음의 울림을 감3화음과 비교하기 위해 증3화음이 사용된 부

분의 멜로디와 화음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노래해 볼 수 있다. 증3화음

의 경우 장3화음에서 5음이 상향변화된 것과는 달리 3음과 5음이 하향변

화된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악보Ⅲ-8> 증3화음을 감3화음으로 변화시킨 부분60)

위 악보에 표시된 부분은 증3화음이 놓인 곳에 감3화음을 쌓아 선율을

변화시킨 것이다. 여기서 쓰인 감3화음(D7)은 근음이 생략된 부딸림7화

음과 같고, 이 화음의 해결화음은 다(C)단조의 Ⅵ도 위에 쌓은 3화음과

같다. 이 해결화음은 같은 으뜸음조에서 빌려 온 화음이라는 의미인 차

용화음(borrowed chord)에 해당되며,61) 단조화된 으뜸화음의 반나란한

화음(tG)62)에 속한다.

60) 화음기호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7은 7화음, 아래에 표시된 3은 3음이 베이스에

위치한 1전위 화음을 뜻한다.
61) 전상직(2014). 『음악의 원리』. 서울: 음악춘추. p.104.
62) 단조화된 으뜸화음에서 3도 아래에 있는 장3화음, 즉 다(C)단조의 Ⅵ도 위에 쌓

은 3화음이다.



- 30 -

‘다함께 노래를’을 부르며 원곡의 증3화음 부분과 감3화음으로 변화시킨

부분을 비교해 본다. (학습지②-1 참고) 여기서 장3화음->증3화음->장3

화음 진행과, 장3화음->감3화음->장3화음 진행을 비교하며 각 화음이

변화될 때 느껴지는 불협화도와 해결감, 두 진행의 느낌의 차이 등을 이

야기해 본다. 이 때 학생들이 표현을 어려워한다면 교사가 먼저 예시를

들어주는 것도 좋다. 일반적인 정서적 행동은 기분(mood) 또는 특성

(character)반응을 일컬으며, 서구 문화에 있어 특정한 음악적 소리 패턴

들은 여러 가지 상이한 심리적 기분상태를 반영하게 된다. 특정한 음악

은 위로감을 주거나 이완시켜주고 어떤 음악은 좌절감이나 흥분을 유발

시킨다. 하지만 음악이 특징지을 수 있는 기분의 범위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기분의 범위만큼이나 크기 때문에63)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반

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장3화음 및 단3화음이 배경으로 지속되다가 다른 화음들로

바뀌어 다시 돌아오는 <악보Ⅲ-9> 패턴을 통해 3화음의 4가지 성질 및

소리를 구별해보고 차이점을 이야기해본다. (학습지②-2 참고)

<악보Ⅲ-9> 패턴화된 3화음의 성질 구별

63) Rudolf E. Radocy 외 1인(2015). 『음악심리학』. 서울: 학지사. p.318.



- 31 -

1.2.2. 7화음 및 9화음

3화음 위에 근음에서 7도에 해당하는 음을 겹치면 7화음(seventh

chord)이 되며, 음의 수가 넷이기 때문에 4화음(four-tone chord)라고도

부른다.64) 5종 교과서에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화음 영역의 딸림7화음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에 따라 부7화음, 부딸림7화음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딸림7화음을 중심으로 교육하되 화음 반주 등 기

악활동에 필요한 7화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딸림7화음이나 부7화음에

대한 설명을 해당 악곡마다 보충하였다.

3도 구성화음은 <악보Ⅲ-10>에서와 같이 배음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데, 기음으로부터 제5배음까지 취한 것이 장3화음, 제7배음까지 취

한 것이 딸림7화음, 제9배음까지 취한 것이 딸림9화음, 제11배음을 생략

하고 제13배음을 취한 것이 딸림13화음이 된다.65)

<악보Ⅲ-10> 배음현상과 3도 구성화음의 확대

64) 백병동(1998).『대학음악이론』.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p.142.
65) 전상직(2014). 『음악의 원리』. 서울: 음악춘추.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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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학습내용에는 이러한 화음구성의 확대에 대한 내용이 해당

되지 않으나 교과서의 낭만시대 및 근 · 현대 감상곡을 학습하기 위해 3

도 구성 화음이 확대되어 그 불협화도가 증가될수록 소리가 어떻게 달라

지고 어떠한 음악 양식 안에서 이러한 화음이 사용되는 지 학습해 볼 필

요가 있다.

지난 수업에 이어 3도 구성화음이 확대되어 만들어지는 화음의 울림을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인지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으뜸화음(T)과 딸림7화

음(D7)의 분산화음으로 선율이 제시되는 <악보Ⅲ-11>의 멕시코 민요

‘라 쿠카라차’를 활용하여 7화음 및 9화음을 학습해본다.66)

66) 최은식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두산동아.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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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Ⅲ-11>

‘라 쿠카라차’의 으뜸화음(T)과 딸림7화음(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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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화음 (T) •딸림 7화음(D7)

* 화음의 변화가 일어난 곳에서 학생들이 손을 들도록 지도하고, 3화

음과 7화음의 울림이 어떻게 감각적으로 변화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 후, 7화음의 구성원리가 어떻게 다른지 발표해본다.

‘라 쿠카라차’의 선율에 으뜸화음(T)과 딸림7화음(D7)이 분산화음으로

사용된 부분을 각각 부른 후, 오선지에 화음을 쌓아 그려본다. 이후 아래

와 같이 으뜸화음(T)의 패턴 사이에 딸림7화음(D7)의 분산화음을 섞어

학생들에게 들려준 후, 소리를 비교해 본다.

<악보Ⅲ-12> ‘라 쿠카라차’의 으뜸화음(T)과 딸림7화음(D7)의 분산화음

<표Ⅲ-2> 패턴화된 장3화음과 딸림7화음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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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딸림 7화음 부분을 9화음으로 변형하여 들려준 후, 소리를 비

교해 본다. (학습지②-3 참고)

<악보Ⅲ-13> 5-6마디 딸림7화음을 딸림9화음으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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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화성음에 의한 불협화

불협화음67)은 비화성음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계류음

(suspention)과 지속음(pedalpoint, organ point)에 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먼저 화음이 바뀔 때 바뀌기 전 화음 중 한 음이나 두 음이 머물러서

불협화를 이루는 음을 계류음이라 한다. 이 음은 뒤늦게 2도 상 · 하행

함으로서 화성음으로 도입된다. 같은 자리에서 연결된 앞쪽의 음을 예비

음, 2도 상 · 하행으로 화성음으로 도입되는 음을 해결음이라 하고, 계류

음은 주로 강박에 배치하는 것이 해결감을 주는 데 효과적이다.68)

모차르트(W. A. Mozart, 1756-1791)의 ‘작은 별 변주곡’의 제8변주에서

는 이러한 계류음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69)70)71)72) 아래는 주제부분

과 8변주의 1-8마디까지의 악보로 주제가 어떻게 변주되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 4분음표의 단순한 음형의 다(C)장조의 주제가 제8변주에 이

르러 다(C)단조로 조바꿈 되었고, 계류음이 3마디부터 각 마디의 첫 박

에 배치되어 예비-긴장-해결이 연속된 특징적인 진행으로 변주되었다.

‘작은 별 변주곡’ 감상 후 교사는 제8변주의 오른손 부분을 피아노로 천

천히 연주하면서 학생들이 불협화에 의한 긴장감과 이 음의 해결에 의한

긴장 해소의 느낌을 각각 어느 부분에서 느끼는 지 손을 들어 표시하도

록 지도한다.

67) 협화음과 불협화음은 동시에 울리는 두 개 이상의 소리가 인간에게 어울리는 것

으로 들리는지 혹은 서로 부딪히는 것으로 들리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한국

음악지각인지학회, 2005, p.217)
68) 백병동(1996).『화성학』. 서울: 수문당. p.161.
69) 김용희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금성출판사. p.145.
70) 최은식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두산동아. p.96.
71) 허화병 외 3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191.
72) 민은기 외 3명(2013).『중학교 음악』. 서울: 천재교육. 민은기 외 3명(2013).『중

학교 음악』. 서울: 천재교육.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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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Ⅲ-14> ‘작은 별 변주곡’ 주제와 제8변주의 1-8마디73)

<그림Ⅲ-1> ‘작은 별 변주곡’의 협화와 불협화 패턴

불협화음에 의한 긴장이 느껴지는 음에는 ◌를, 불협화적 긴장이 해결

되면서 해소되는 음에는 ●표시를 하도록 지도하여 시각적으로 긴장과

이완(긴장해소)의 규칙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계류음이 사용되

지 않은 주제부분과 비교하여 감상하고 그 음악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학습지③-1 참고)

73) 주제의 1-4마디는 T음의 지속음 위에 화음이 구성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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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속음은 다른 성부에서 화음이 변하는 동안 이와 관계없이 한

성부를 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오르간 페달을 사용할 때의 습관 때문

에 베이스 성부에 나타날 때가 가장 많고, 간혹 소프라노에 나타나기도

한다. 적어도 두 마디 이상이 지속되어야 효과가 있으며 지속되는 음은

으뜸음 혹은 딸림음이다.74)

브람스(J. Brahms, 1833-1897)의 ‘자장가’ 반주에서는 이러한 지속음이

악곡 전체에 사용되었다.75)76)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으뜸음이 베이스 성

부에서 지속음으로 연주되었고, 이 음이 화음의 구성음인 경우는 협화적

인 소리가 나지만 화음의 구성음이 아닌 경우는 불협화적인 소리가 난

다. 여기서 지속음은 각 마디의 첫 박에 4분음표로 사용되었으나 마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악보Ⅲ-15>는 ‘자장가’의 화음과 지속음을 분석한 것이다. 불협화적인

소리가 만들어지는 곳에는 빨간 색의 동그라미와 화음으로 표시하였다.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불협화적인 소리를 인지하면서도 그 효과를 생각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지③-2 참고)

74) 백병동(1996).『화성학』. 서울: 수문당. p.170.
75) 김용희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금성출판사. p.36.
76) 최은식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두산동아.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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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Ⅲ-15> 브람스 ‘자장가’ 에 사용된 T 지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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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협화적인 소리가 나는 부분은 지속음 위에 딸림7화음(D7)이나 딸림9

화음(D9)이 사용되었으므로(빨간색 표시) 이 부분의 베이스를 딸림화음

의 근음인 ‘솔’로 바꾸고, 11마디와 15마디에서 지속음으로 인해 사용되

지 못한 버금딸림화음(S)의 근음을 베이스에 배치하여 그 소리를 비교해

본다. (학습지③-2 참고)

<악보Ⅲ-16> 지속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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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기타 불협화도가 증가된 화음

이 장에서는 불협화도가 더욱 증가되어 사용되는 화음에 대하여 알아본

다. 교과서에서 이러한 화음은 주로 근·현대의 감상곡에서 찾아볼 수 있

는데, 스트라빈스키(I. Stravinsky, 1882-1971)의 ‘봄의 제전’77)78)79)80)은

극단적 불협화 수단으로 단2도 간격의 두 화음이 겹쳐진 복화음(E♭

dominant 7th81) + F♭major82))을 사용하고 있다.

<악보Ⅲ-17> ‘봄의 제전’

‘봄의 싹틈과 젊은 처녀들의 춤’ 화음 분석

77) 김용희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금성출판사. p.155.
78) 민은기 외 3명(2013).『중학교 음악』. 서울: 천재교육. p.186.
79) 이홍수 외 5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교학사. p.215.
80) 허화병 외 3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208.
81) E♭음 위에 쌓아올린 딸림 7화음(속7화음)을 뜻한다.
82) F♭음 위에 쌓아올린 장3화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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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Ⅲ-18> ‘봄의 제전’에 사용된 화음

이러한 불협화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이 화음은 청각적으로 E♭이 분명

한 근음으로 지각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Lendvai에 의하

면 이 화음은 복화음이 아닌 8음음계(octatonic scale)에 기초한 화음으

로 설명된다. 이 화음이 E♭β 화음(중심축이론83)에서 근음이 되는 으뜸

음 및 딸림음을 포함하는 감7화음으로 구성된 화음)으로서 그 최저음

E(F♭)가 3화음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84)

학생들에게 이 화음의 구성에 대하여 완벽히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간단한 연주활동을 통하여 그 이전 시대의 음악들에 비해 3도

구성화음이 확대되어 불협화도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83) 헝가리의 음악학자 Ernӧ Lendvai의 논문 “B. BartÒk의 형식과 화성에 대한 입

문”에 제시된 이론으로 5도권으로 순환하는 12개의 음을 세 개의 기능(T, S, D)

로 나누어 12개의 모든 음 또는 그 음을 근음으로 하는 화음들을 한 조직 내에서

유기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전상직, 2002, P.7)
84) 전상직(2002).『Bela BartÒk 작곡기법 입문』. 서울:수문당.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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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 2 3 4
리듬과

악센트
>
♪ ♪ ♪ ♪

>
♪ ♪ ♪ ♪

> >
♪ ♪ ♪ ♪ ♪ ♪ ♪ ♪

마디 5 6 7 8
리듬과

악센트
>

♪ ♪ ♪ ♪
>
♪ ♪ ♪ ♪

>
♪ ♪ ♪ ♪

>
♪ ♪ ♪ ♪

금성출판사 교과서에서는 ‘봄의 제전’에 대한 감상활동의 하나로 두 모

둠이 화음을 하나씩 맡아 연주하는 기악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모둠 1에

서는 E♭을 근음으로 하는 딸림7화음을, 모둠 2에서는 E85)를 근음으로

하는 장3화음을 각각 연주하여 불규칙한 악센트의 32박 리듬을 연주하도

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멜로디언으로 연주 활동을 계획하였다.

<악보Ⅲ-19> 두 모둠으로 나누어 멜로디언 연주하기

이 때, 3화음 및 7화음 그리고 확대된 불협화음의 비교를 위하여 모둠1

과 모둠2가 화음 1 · 2를 각각 연주한 후 원곡에서와 같이 두 모둠이 합

하여 두 화음을 동시에 연주해 본다. 세 가지의 연주 방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협화음의 정도를 비교해보고 소리의 느낌도 이야기해본다.

(학습지④-1 참고)

85) 원곡에서는 F♭음 위의 장3화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편의를 위하여 이명동음

인 E음 위의 장3화음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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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협화 · 불협화음의 개념은 소리가 얼마나 어울리게 들리는지의

느낌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은 화음이라도 경험하는

주체에 따라 협화음 혹은 불협화음으로 들리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화음의 울림에 대한 지각은 이처럼 판단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러나 협화음은 한 시대, 한 지역의 음악양식 속에서 보편적인 공감대를

가지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음악이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 어떤 음정이 협화음인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변해왔던 것

이다.86) 이것은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개념이 물리적 속성에만 근거한 것

이 아니라 문화, 특히 음악 양식 변천에 따른 심리적인 개념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87)

‘봄의 제전’ 또한 20세기의 음악으로 학생들에게 생소한 불협화음으로

들릴 수 있는 음악이지만, 연주활동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처음 음악을

들었을 때와 비교할 때 느껴지는 불협화음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 예상한

다. 그리하여 화음1과 화음2를 동시에 연주할 경우 1번 연주했을 때와 5

번 이상 반복하여 연주하였을 때 느껴지는 불협화음의 정도가 어떻게 변

화하였는지 생각해보고, 20세기의 음악의 특징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해

본다. (학습지④-2 참고)

86)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2005). 『음악의 지각과 인지Ⅰ』. 서울:음악세계. p.245.
87)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2005). 『음악의 지각과 인지Ⅰ』. 서울:음악세계.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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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성확립에 있어 화음의 역할

2.1. 주요3화음의 역할

장 · 단음계를 구성하는 7개의 음들은 각기 주요3화음의 구성음으로서

화성적 맥락에 따라 각 화음의 근음, 3음, 5음 등이 된다.

기능화성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화음을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하는데,

으뜸음 기능(Tonic), 딸림음 기능(Dominant), 버금딸림음(Subdominant)

기능이 그것이다. 즉 으뜸음, 딸림음, 버금딸림음 위에 쌓은 주요 3화음

이 이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화음 진행의 중심이 된다. 화음의 연결

과 진행은 단순히 선율 구성음과 협화를 이루는 음들을 선택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화성적 맥락에 맞는 화음들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화음 진행은 조성 확립에 기여하게 된다.

<악보Ⅲ-20> 주요3화음과 조성확립

이 장의 제재곡은 모차르트(W. A. Mozart, 1756-1791) 오페라 ‘요술피

리’의 아리아 ‘아름다운 방울 소리’이다.88)89)90) 수업을 도입에서 학생들

이 주요3화음을 음계 안에서 찾아 그려본다. (학습지⑤-1 참고) 각 화음의

구성음을 찾아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하여 세 화음의 구성음으로 완성된

음계를 시창하고, 괄호 안에 화음 기호를 써 넣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요3화음이 다(C)장조 확립에 기여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88) 허화병 외 3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106.
89) 최은식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두산동아. p.105.
90) 김용희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금성출판사.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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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아름다운 방울 소리”를 배운 후 <악보Ⅲ-21>의 빈 칸에 으

뜸화음(T), 버금딸림화음(S), 딸림화음(D)을 기초로 하여 선율을 자유롭

게 창작해 본다. 이 곡의 화음은 전위나 부3화음, 대리화음 표시 없이 T,

S, D의 세 가지 기능으로만 나타내었으며 원곡에서는 2, 6, 11마디에서

버금딸림화음(S)이 아닌 Sp(부3화음에 해당) 혹은 S6(대리화음에 해당)

화음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주요3화음의 역할에 대한 학습을 목

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주요 기능이 되는 버금딸림화음(S)화음

을 사용하여 창작 · 비교해보도록 한다. (교수 ·학습지도안 참고)

<악보Ⅲ-21> 화음의 세 가지 역할을 기초로 부분선율 창작91)

91) <악보Ⅲ-21>의 D(7)은 3화음 및 7화음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며,
마지막 종지의 딸림화음(D6)은 D의 근음을 베이스로 한 계류적 화음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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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화음 사용에 따른 선율의 예시 (교사)

•T,S,D

화음

모두

사용

•S, D

화음만

사용

•T, D

화음만

사용

•S, T

화음만

사용

<악보Ⅲ-22> ‘아름다운 방울소리’의 음계 및 화음

T, S, D 화음을 모두 사용한 학생들의 선율을 발표해보고, 각 화음 사

용에 변화를 준 다음의 예시와 비교해본다. (학습지⑤-2 참고)

<표Ⅲ-3> 화음 사용에 따른 조성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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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리화음 및 부3화음의 역할

장조에서의 부3화음은 제 Ⅱ, Ⅲ, Ⅳ음 위에 구성된 단3화음을 말한다.

부3화음들은 주요 3화음과 3도권의 관계이기 때문에 T와 S화음은 각각

나란한화음(Tp, Sp)과 반나란한화음(Tg, Sg)라는 3도 근친관계를 가진

다.92)93)94) 이를 넓은 의미로서 ‘가온음 관계(mediant relationship)’라 한

다.

<악보Ⅲ-23> 다(C)장조의 주요3화음 및 부3화음95)

대리화음은 T, S, D의 대리기능을 가지므로 이 화음들의 근음과 같은

음이 베이스에 오는 1전위 형태로 사용하며, 많이 쓰이는 화음은 으뜸화

음(T)의 대리화음인 T6화음, 버금딸림화음(S)의 대리화음인 S6화음, 딸림

화음(D)의 대리화음인 D6화음이다. 교과서 수준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리

화음은 S6화음이다.

92) Wilhelm Maler(1996).『화성 구조와 기능』. 백병동 외 1명 공역. 서울: 현대음

악출판사. p.147.
93) P(p)는 나란한 화음, G(g)는 반나란한 화음의 약자로서 장3/ 단3화음에 따라 소

문자 혹은 대문자로 표시한다.
94) 부3화음이 단3화음일 때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Tp, Sg 등등)
95) D7화음은 근음이 생략된 딸림7화음(D7)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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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에서의 부3화음은 대부분 장3화음이며, 단조에서는 5도권 관계가

풍부하여 장조에서보다 부3화음의 중요성이 약화된다.96) Ⅲ음 위의 장3

화음은 대리화음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 tP97)로의 일시적 조바꿈에

서 주로 쓰인다.

<악보Ⅲ-24> 가(a)단조의 주요3화음 및 부3화음98)

96) Wilhelm Maler(1996).『화성 구조와 기능』. 백병동 외 1명 공역. 서울: 현대음

악출판사. p.149.
97) 단으뜸화음의 나란한 화음(Ⅲ도 위의 장3화음)을 뜻한다.
98) D7화음은 근음이 생략된 딸림7화음(D7)을 뜻하며, Ⅶ음 위에 쌓은 감3화음과 같

다. (D7)tP는 단조화된 으뜸화음의 나란한 화음(Ⅲ도 위의 장3화음)에 대한 부감

3화음(종지기능으로서의 감화음을 이차적으로 확대 응용한 화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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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화음 및 부3화음의 역할을 학습하기 위한 제재곡은 슈베르트(F. P.

Schubert, 1797-1828)의 가곡 ‘보리수’이다.99)100)101)102) 교과서에서는 다

(C)장조로 조옮김되었고, 피아노 반주부는 2종 교과서에만 수록되었

다103). 참고로 원곡은 <악보Ⅲ-25>와 같다.

<악보Ⅲ-25> ‘보리수’ 원곡 악보

위 반주부의 화음을 두산동아와 세광음악출판사에 수록된 피아노 반주

부와 비교해 볼 때, 두 곡 모두 주요 3화음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원곡에서는 이 화음 이외에도 딸림화음에 대한 딸림화음을 두 곳에서 더

사용하여 딸림화음을 강조하고 있다.

99) 허화병 외 3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28.
100) 민은기 외 3명(2013).『중학교 음악』. 서울: 천재교육. pp.50-51.
101) 최은식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두산동아. p.136.
102) 김용희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금성출판사. p.45.
103) 두산동아와 세광음악출판사에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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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교과서 반주부의 화음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래 악

보는 교과서 피아노 반주부의 화음을 화성적 리듬에 따라 보기 쉽게 나

타낸 것이다. 화음은 으뜸화음(T), 버금딸림화음(S), 딸림화음(D)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주로 T와 D화음이 번갈아 진행한다. D화음의 경우 T화

음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D7화음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11마디에

S화음이 등장함에 따라 다(C)장조의 모든 음계의 음을 포함된 세 가지

기능의 화음이 모두 사용되었고, 이는 조성감의 확립을 돕는다. 종지는

차례대로 정종지, 정종지, 반종지, 정종지가 사용되었다. 분석된 악보에

주요 3화음을 각각 파랑, 빨강, 노랑색의 동그라미로 표현해본다.

<악보Ⅲ-26> ‘보리수’ 화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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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리수’의 주요 3화음에 대리화음 및 부3화음을 첨가하여 화음

의 조합을 다양하게 구성한 것이다. 학생들은 분석된 악보를 보고 주요3

화음과 베이스가 같은 대리화음은 같은 색깔의 세모 모양으로 표시, 같

은 기능의 부3화음은 비슷한 색감의 파스텔 색으로 표시하여 화음 사용

의 다양성을 색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악보Ⅲ-27> 화음의 조합이 대리화음 및 부3화음으로 다양해진 ‘보리수’

<악보Ⅲ-27>은 대리화음 및 부3화음 사용을 통해 얻어지는 소리의 다

양성이 시각적인 다양성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 악보에서 나타난 음악적·

시각적인 변화를 모둠 별로 발표해 본다. (학습지⑥-1, 2 참고)

또한 3-4마디와 7-8마디에서 대리화음의 사용을 통해 종지유형이 각각

변종지, 위종지로 바뀌었고 그 유형이 더욱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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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

종지 부분

화음진행
화음변화

변화된

종지 유형

3,4

마

디

•정격종지->변격종지

-버금딸림화음 ( S )

의 대리화음, 즉 ⅱ

도 위의 1전위 화음

(S6) 사용

7,8

마

디

•정격종지-> 위종지

-버금딸림화음 ( S )

의 대리화음(S6) 사용

-으뜸화음(T)에 대한

나란한 화음(TP), 즉

ⅵ도 위의 3화음 사용

11,

12

마

디

• 반종지

(변화 없음)

15,

16

마

디

• 정격종지

(변화없음)

-버금딸림화음(S) 및

딸림화음(D)의

계류적 화음 사용

아래 표는 종지 부분에서의 화음 진행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전에

비해 4가지의 다양한 종지 유형을 취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리화

음은 화음 막대에 외곽선을 더하여 표시함)

<표Ⅲ-4> 종지화음 변화에 따른 종지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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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성적 종지와 프레이징(phrasing)

3.1. 화성적 종지의 역할

하나의 악구(phrase)에서 화음 진행은 종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다. 주요 3화음이 중심이 되어 화음 연속(chord succession)104) 및 화음

진행(chord progression)105)을 이루며 종지로 향하고 악구의 끝에서 각각

의 종지 유형으로 마무리된다. 악구는 대체로 종지를 선행하는 화음연속

(chord succession), 종지로 접근하는 화음진행(chord progression)의 결합으

로 완성되며 종종 단순한 종지형태106)의 방법으로 완성되기도 한다.107)

이 장의 제재곡은 베르너(F. Werner, 1898-1977)의 가곡 “들장미”이

다.108)109)110) 괴테의 시에 베르너가 가락을 붙인 곡으로, 같은 시를 이용

하여 작곡된 슈베르트의 ‘월계꽃’ 또한 한 교과서에 나란히 소개되어 있

다.111)112) 교과서의 2부 합창으로 편곡된 악보를 중심으로 화음을 분석

했을 때, 이 곡은 종지의 4가지 유형(정종지, 변종지, 반종지, 위종지)이

모두 사용되었고 종지의 느낌이 다양하다.

104) 한 구간에서 한 화음만으로 된 화성의 운동을 뜻한다.
105) 한 화음에서 다른 화음으로의 화성의 이동을 뜻한다.
106) 악구는 S-D-T, D-T의 진행 또는 종지의 바로 앞에 한 개의 화음만을 배치하
는 등의 방법으로 화성적으로 완성될 때도 있다.

107) Douglass M.Green(2000).『조성음악의 형식』. 박경종 역. 서울: 삼호출판사.
108) 최은식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두산동아. p.35.
109) 김용희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금성출판사. p.29.
110) 허화병 외 3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135.
111) 최은식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두산동아. p.34.
112) 슈베르트의 ‘월계꽃’은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들장미’라는 제목의 제재곡으로 나
와 있다.(김용희 외, 2013,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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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Ⅲ-28> ‘들장미’의 화음과 종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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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

종지부분(2마디)의

화음진행

종지

유형

종지의

느낌
음악적 효과

4

마

디

변

격

종

지

- 약화된

종지감

- 긴장된

종지감

- ‘들에 핀 장미화’

라는 주제어가

담긴 가사로 첫

악구를 마무리함

8

마

디

반

종

지

- 계속되는

느낌

- 일시적

종지감

- 열린

종지113)

- A가 마무리되

는 부분에서 D

화음으로 반종지,

후에 T화음으로

시작되는 A'부분

으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됨.

<악보Ⅲ-29> ‘들장미’의 음계와 화음

‘들장미’는 위와 같이 A-A'의 두도막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4개의 종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악구는 T, S, D의 기능을 갖는 화음의 연속

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이 일정한 화음진행을 통해 종지에 도달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Ⅲ-5>

4가지 종지유형 및 음악적 효과



- 57 -

마

디

종지부분(2마디)의

화음진행

종지

유형

종지의

느낌
음악적 효과

12

마

디

위

종

지

- 임시로

끝나는

느낌

- 이 곡

에서는

고조되

는 느낌

- 악곡을 마무리

하는 정종지 전

에 나오는 거짓

종지로 고조되면

서 ‘장미화’를 강조

14

마

디

정

종

지

- 끝나는

느낌

- 위종지

뒤에서

종지하여

종지감

더욱 큼

- 이 곡의 주제

어가 담긴 ‘들에

핀 장미화’라는

가사로 정종지

하며 마무리.

위 표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 악구에서는 ‘들에 핀 장미화’의 같은 가사

로 서로 다르게 종지하고 있고, 세 번 째 악구 또한 ‘장미화’라는 가사로

마무리한다. 이 세 종지의 느낌을 비교하여 종지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위종지 뒤에 오는 정종지는 종지의 느낌을 더욱 강화시킨다.

113) 반종지는 정종지보다 약하고 계속되는 느낌이 강해 ‘열린 종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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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종지(화음의 5도 하행진행)는 완전한 종지감을, 변종지(화음의 5도

상행진행)는 긴장된 종지감을, 반종지는 일시적인 종지감(계속될 것임을

암시)을 부여한다. 한편, 위종지는 종지를 형성할 것이라는 감상자의

예측을 벗어남으로써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종지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킨다. 114)

한 악곡에 다양한 종지 유형을 사용하게 된다면 위와 같이 종지의 성격

들이 악구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악곡의 화성적 색채

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긴장과 이완 등을 만

들어 낸다. 학생들은 이러한 음악적 다양성을 반주 및 화음 합창의 울림

의 비교를 통해 감각적으로 체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같은 시로 멜로디를 붙인 슈베르트(F. P. Schubert, 1797-1828)

의 ‘들장미’115)116)를 베르너의 ‘들장미’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악보Ⅲ

-30>은 금성출판사의 ‘들장미’로, 다른 교과서에서는 ‘월계꽃’이라는 가사

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곡은 베르너의 ‘들장미’와는 달리 정종지

만을 사용하고 있다. 조성은 5마디에서 내림 마(E♭)장조의 5도 위 딸림

조인 내림 바(B♭)장조로 조바꿈되어 10마디에서 정종지하고 있으며, 11

마디에서 다시 원조로 돌아와 12마디에서 정종지한다. 이 때, 12마디에서

정종지 대신 위종지를 사용한다면 그 종지의 느낌이 어떻게 변화할지 생

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114) 전상직(2014). 『음악의 원리』. 서울: 음악춘추. p.111.
115) 최은식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두산동아. p.34.
116) 김용희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금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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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Ⅲ-30> 슈베르트의 ‘들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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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화음(T)으로의

회귀
종지화음 변화의 예

학생들의

종지감 변화 인지

정격종지:

Ⅴ(D)-Ⅰ(T)

-5도 하행

-완전히 끝나는 느낌

-이완/해결감

① ⅵ (TP117))

-위종지에 해당

T

의

기

능

- 교사는 으뜸(T)

화음으로 회귀했

을 때와 비교하여

학생들이 종지감

의 변화를 감각적

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음악작품 속에

서 실제로 변형된

종지 부분을 들려

주고 감상하도록

한다.

② ♭Ⅵ5♭(tG118))

-위종지에 해당

③ Ⅳ6 (S6119))

④ ♭ⅳ6 (s6120))

⑤ Ⅵ3# (TP121))

⑥ ⅶ7°/x

(T를 포함하는

감7, 반감7 화음)

변격종지:

Ⅳ(S)-Ⅰ(T)

-5도 상행

-약화된 종지의 느낌

① ⅳ♭ (s)
S

의

기

능

② N.6 (s
n)

③ ⅱ6 (S
6122)),

ⅱ7의 1전위

(S6123))5

3.2. 화성적 종지의 변형태

종지는 5도 상 · 하행 진행에 따라 크게 으뜸화음(T)으로의 회귀와 딸

림화음(D)으로의 반종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것은 기능적 확대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종지화음의 변화가 가능하다.

<표Ⅲ-6> 으뜸화음(T)으로의 회귀와 화음 변화에 의한 차이

117) 으뜸화음(T)의 나란한 화음을 뜻한다.
118) 단조화된 으뜸화음(t)의 반나란한 화음을 뜻한다.
119) 버금딸림화음의 첫 번째 자리바꿈을 뜻한다.
120) 단조화된 버금딸림화음의 첫 번째 자리바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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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마침
종지화음 변화의 예

학생들의

종지감 변화 인지

반 종 지 :

Ⅴ(D)

- 계 속되

는 느낌

① ⅶ7
° (Dv124)) D

의

기

능

- 교사는 학생 개별적

감각의 다양성을 존중

한다.

=> 음악의 다양한

표현 및 형식을 심

미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Ⅴ♭

(d, 단조화된 딸림화음)

③ ⅲ (Dp125))

④ ♭Ⅲ5♭(dG126))

➄ Ⅳ (S) S

의

기

능
⑥ ⅱ (Sp127))

<표Ⅲ-7> 딸림화음(D)으로의 반종지와

화음 변화에 의한 차이

화성적 종지의 변형태 학습을 위해 앞 장에서 4가지 종지유형을 학습한

베르너(F. Werner, 1898-1977)의 가곡 ‘들장미’를 2부로 합창하여 어디에

서 종지감이 느껴지는지 다시 살펴본다.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4개의 종지 유형 중 각 종지부분을

합창하고128) 각각 다른 화음으로 다양하게 변화시킨 부분을 교사가 연주

한다. 변화된 종지부분 감상 후 2부 합창으로 부른 후 느껴지는 종지감

의 변화를 원곡과 비교하여 이야기해 본다.129)

121) 장조화된 장으뜸화음의 나란한 화음을 뜻한다.
122) 5음 대신 6음을 가진 버금딸림화음을 뜻한다.
123) ⅱ7의 첫째자리바꿈을 뜻한다.
124) 감7화음을 뜻한다.
125) 딸림화음(D)의 나란한 화음을 뜻한다.
126) 단조화된 단3화음의 반나란한 화음을 뜻한다.
127) 버금딸림화음의 나란한 화음을 뜻한다.
128) 합창과 반주 울림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원래의 4성부 악보를 따라 피아노 반주

부분을 만들었고, 교과서에 편곡된 2부 합창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129) 합창성부에는 최소한으로 변화를 주고, 반음계적 변화 등 비교적 어려운 음은

교사의 반주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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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

종지 부분에서의

화음진행
종지 화음의 변화

3,

4

(변

격

종

지)

①

②

③

④

<표Ⅲ-8> 변격종지와 종지 화음 변화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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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

종지 부분에서의

화음진행
종지 화음의 변화

7,

8

(반

종

지)

①

②

③

④

<표Ⅲ-9> 반종지와 종지 화음 변화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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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

종지 부분에서의

화음진행
종지 화음의 변화

7,

8

(반

종

지)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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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

종지 부분에서의

화음진행
종지 화음의 변화

11,

12,

마

디

(위

종

지)

①

②

<표Ⅲ-10> 위종지와 종지 화음 변화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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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

종지 부분에서의

화음진행
종지 화음의 변화

13,

14

마

디

(정

격

종

지)

①

②

③

④

<표Ⅲ-11> 정격종지와 종지 화음 변화의 예시130)

130) DD
9 화음은 부반감7화음으로, 딸림화음(D)에 대한 반감7화음을 뜻한다. 여기에

서는 첫째 자리바꿈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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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음 진행 유형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전래 민요 · 동요 등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화음 진행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다. 이러한 화음 진행은 단순

한 선율로 이루어진 노래들과 교과서의 제재곡에 다수 나타나고 있다.

그 첫 번 째로 으뜸화음(T)과 딸림화음(D)으로만 이루어진 T-D, D-T

진행, 주요3화음이 모두 사용된 T-S-D-T 진행, 주요3화음과 딸림화음

(D)에 대한 딸림화음이 사용된 T-S, DD -D 131) 진행이 있다.

<그림Ⅲ-2> 단순한 선율의 화음진행 유형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화음진행은 5도 상 · 하행 진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진행에서는 으뜸화음(T)에서 5도 상행(4도

하행)하고, 그로부터 다시 5도 하행(4도 상행)하여 돌아온다. 두 번째 진

행에서는 5도 하행 진행(4도 상행)이 두 번 나오는데 으뜸화음(T)으로

시작하여 본래 화음으로 되돌아온다. 세 번째 진행에서는 두 번의 5도

하행 진행이 나오고 처음의 으뜸화음(T)에 비해 5도 상행(4도 하행)된

딸림화음(D)으로 향하게 된다.

131) DD 는 부딸림화음으로 딸림화음에 대한 딸림화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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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T-D, D-T

첫 번 째로, ‘T-D, D-T’ 화음 진행은 셔먼(R. B. Sherman, 1925-2012)

의 동요 ‘작은 세상’의 첫 번 째 악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132)

<악보Ⅲ-31> ‘작은 세상’ 첫 번째 악절의 화음 진행133)

T화음과 D화음의 연결에서 5도 상행 시와 하행 시의 느낌이 다르므로

베이스 음을 손기호로 시창 후 자일로폰으로 연주하고 두 화음 진행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학습지⑨-1 참고) T-D화음으로 5도 상행

시 물어보는(?)/계속되는 느낌을 갖게 되고, D-T화음으로 5도 하행 시

대답하는(!)/마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학생들이 베이스 음을 노래하고

연주하며 이러한 진행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132) 이홍수 외 5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교학사. pp.72-73.
133) 교과서 악보에 있는 화음을 참고하여 화음악보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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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D-T 진행이 화음의 전위로 사용된 예는 베토벤(L. v. Beethoven,

1770-1827)의 가곡 ‘Ich liebe dich'의 첫 악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134)

<악보Ⅲ-32> ‘Ich liebe dich'의 T-D, D-T 화음진행에서 전위된 예

2, 3마디에 쓰인 딸림7화음(D7)은 서로 다른 전위형을 사용하여 베이스

가 변화하고 있으나135) 화음의 기능은 D로 모두 같다. 전위된 화음을 기

본위치 화음으로 변화시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악보Ⅲ-33> ‘Ich liebe dich' 첫 악절 화음의 기본위치 진행

134) 민은기 외 3명(2013).『중학교 음악』. 서울: 천재교육. p.42.
135) 2마디는 딸림7화음의 둘째자리바꿈, 3마디는 딸림7화음의 첫째자리바꿈화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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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생들이 위 악절을 부르며 화음의 근음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위 악보와 같이 기본위치 화음으로 반주한다. 학생들이 손기호 가창 및

자일로폰 연주 활동 이후(교수 · 학습지도안 참고) 베이스가 5도 상행하

였을 때와 5도 하행하였을 때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 지 이야기한다.

또 다음과 같이 화음 및 베이스 진행을 변화시켜 연주하여 원곡과 감각

적인 차이를 느끼도록 지도한다.(학습지⑨-2 참고) 학생들은 베이스음을

손기호로 시창 후 자일로폰으로 연주하며 노래를 부른다. 변화시킨 화음

은 원곡의 선율을 방해하지 않고 반주할 수 있는 화음들이며, 화음들 간

의 연결보다는 베이스 진행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악보Ⅲ-34> 5도 상행->3도 상행으로 바꾸어 진행136)

<악보Ⅲ-35> 5도 하행->2도 상행으로 바꾸어 진행137)

136) Dp7화음은 딸림화음의 나란한 화음의 7화음으로, Ⅲ음 위에 쌓은 7화음을 뜻한다.
137) DD

9 화음은 부반감7화음으로, 딸림화음(D)에 대한 반감7화음을 뜻한다. 여기에

서는 첫째자리바꿈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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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T-S-D-T

두 번 째로, ‘T-S-D-T’ 화음 진행은 ‘스승의 은혜’의 두 번 째 악절에

서 찾아볼 수 있다.138) 이 진행은 두 번의 5도 하행진행 후 첫 화음인 T

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처럼 S-D-T 화음 진행으로 종지하는 것을

완결종지(full cadence)라고 한다.

<악보Ⅲ-36> ‘스승의 은혜’의 화음 진행

먼저, T-S 진행과 S-T 진행을 비교해본다. 첫째 악절의 1-3마디에서

이 두 가지 진행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면 교사가

베이스 음을 노래하고 서로 역할을 바꾸어서 노래해보는 과정을 통해 화

성의 진행감을 비교할 수 있다. (학습지⑩-1 참고) 이 두 가지 진행에서

5도 상행 시 물어보는(?)/계속되는 느낌을 갖게 되고, 5도 하행 시 대답

하는(!)/마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앞서 살펴본 T-D와 D-T의 진행에서

는 5도 상행-하행 순서로 이러한 느낌을 느낄 수 있고, T-S와 S-T의

진행에서는 5도 하행-상행 순서로 느낄 수 있다.

138) 민은기 외 3명(2013).『중학교 음악』. 서울: 천재교육.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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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S-D 진행과 D-S 진행을 비교해 본다. 아래와 같이 6-7 마디

와 8마디를 변화시킨 7-8마디의 가창 및 기악활동을 통해 진행감을 비

교해 볼 수 있다. 교사의 화음 반주를 들은 후 학생들은 자일로폰으로

베이스를 연주하며 노래하고 화성의 진행감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학습

지⑩-2 참고) 2도 상행 진행은 2도 하행 진행에 비해 더욱 뚜렷하고 안

정적인 진행감을 갖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악보Ⅲ-37> 6-8마디의 S-D 진행과 D-S 진행

이어서 원곡의 5-8마디의 베이스 음을 불러보고, 화음 반주로 노래를

불러본다. 2번의 5도 하행 진행과 1번의 2도 상행 진행이 포함된

T-S-D-T 진행의 진행감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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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 장에서 다루었던 ‘작은 세상’의 둘째 악절에서도 T-S-D-T 진

행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버금딸림화음(S) 대신 버금딸림화음에

대한 대리화음(S6)이 사용되었다. 이 곡의 첫째 악절은 T-D, D-T 진행

으로 두 악절은 S6화음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고, 첫째 악절은 5도

상·하행이 사용된 반면 두 번 째 악절은 두 번의 5도 하행진행이 사용되

었다. 학생들은 이 두 악절의 비교를 통해 버금딸림화음(S) 사용에 따른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학습지⑩-3 참고)

<악보Ⅲ-38> ‘작은 세상’ 1-8마디 화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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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T-S, DD -D

세 번 째로 T-S, DD -D 진행을 들 수 있다. DD 화음은 딸림화음(D)에

대한 딸림화음으로 딸림화음(D)을 수식하여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화음진행은 크리스마스 캐롤곡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의

첫 악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139)

<악보Ⅲ-39>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의 T-S, DD -D진행140)

이 곡에서도 두 번의 5도 하행 진행이 사용되었고, DD 화음으로 인해 반

종지로의 종지감이 강화되었다. 한편 6-8마디의 화음 진행은 5도권 진행

으로 많이 사용되는 진행이다. T-S, DD-D 진행과 앞서 학습한

T-S-D-T 진행은 모두 2번의 5도 하행으로 진행하나 전자는 으뜸화음

(T)에서 딸림화음(D)을 향해가고 후자는 같은 화음으로 되돌아온다.

(학습지⑩-4 참고)

139) 민은기 외 3명(2013).『중학교 음악』. 서울: 천재교육. p.133.
140) 5마디의 (D) [Sg]는 버금딸림화음의 반나란한 화음(ⅲ도 위의 단3화음)의 부딸

림화음이란 뜻으로, 2도위의 S화음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따로 표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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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Ⅲ-40> T-S, DD -D와 T-S-D-T 화음 진행

또한 1-4마디의 내성부 시->도->도#->레를 따라 부르고 여기서 도->

도#->레로 진행할 때 진행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한다. 이후 이 선

율을 시->도->도♮->레로 바꾸어 그 느낌을 비교해본다. (학습지⑩-5참고)

<악보Ⅲ-41>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의 화음 진행 변화141)

141) 여기서 Sp7화음은 버금딸림화음(S)의 나란한 화음의 7화음으로 ⅱ음 위에 쌓은

7화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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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바꿈

5.1. 조바꿈에 따른 느낌의 차이

조바꿈 학습을 위해 먼저 조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어떤 조에 대하

여 근친성을 가진 조가 있는가 하면, 조적 관계가 먼 조도 있다. 조들 간

의 근친성은 관계조(relative key)로 표현되며, 이는 원조에 대하여 기능

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조라 할 수 있다. 조의 근친성은 음 및 화음

의 근친성과 상관관계에 있다.

먼저, 1차 관계조(closely related keys)는 어떤 조를 중심으로 위로 5

도 관계(딸림조)와 아래로 5도 관계(버금딸림조), 그리고 이 세 개 조와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장· 단조 관계인 나란한조(relative keys), 같은 으

뜸음을 가진 장 · 단조 관계인 같은 으뜸음조(parallel keys)를 포함한다.

<그림Ⅲ-3> 5도권을 중심으로 한 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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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4> 다(C)장조의 1차 관계조

<그림Ⅲ-3>은 5도권을 중심으로 조의 관계를 나타낸 도표142)이다. 화

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며 ♭및 #이 추가되어 5도 아래, 5도 위로 조가

바뀌어가고, 이로써 조적 근친성이 점차 멀어지게 된다.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은 다(C)장조의 1차 관계조에 해당하는 조이다. 구체적으로, 딸림 ·

버금딸림조 및 그 나란한조는 조표 1개의 차이로 6음이 공통음인 근친관

계에 있으며, 나란한조는 같은 음계를 사용한다는 점, 같은 으뜸음조는

같은 으뜸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1차 관계조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적 근친성을 가진 조로 곡이 조바꿈되면 두 조가 가지는 공통

음 및 공통화음이 많으므로 그 외의 원거리 조에 비해 자연스럽게 느껴

진다. 바로크 시대에는 조바꿈의 영역이 대체로 1차 관계조 내에 머물렀

으나 점차 그 영역이 넓어져 낭만시기에는 거의 모든 조로 조바꿈의 영

역이 확대되었다.143)

142) 백병동(1998).『대학음악이론』.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p.65.
143) 전상직(2014). 『음악의 원리』. 서울: 음악춘추.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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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딸림조 · 버금딸림조

어떤 조로부터 위로 5도 관계와 아래로 5도 관계에 있는 조를 각각 딸

림조, 버금딸림조라 한다. 딸림조는 으뜸조의 딸림음을, 버금딸림조는 으

뜸조의 버금딸림음을 으뜸음으로 한다.

<악보Ⅲ-42> 딸림조 및 버금딸림조의 관계

바하(J. S. Bach, 1685-1750)의 ‘미뉴에트’(Minuet in G Major BWV

Anh.114)에서 딸림조로의 조바꿈을 찾아볼 수 있다.144) 이 곡은 기악 2

중주를 위한 곡으로 리코더 연주를 위해 원래의 사(G)장조가 아닌 바(F)

장조로 조옮김되어 있다.

144) 최은식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두산동아.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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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바(F)장조의 1차 관계조는 아래와 같다.

<그림Ⅲ-5> 바(F)장조의 1차 관계조

바하 ‘미뉴에트’에서는 <악보Ⅲ-43>에서와 같이 바(F)장조에서 딸림조

인 다(C)장조, 다시 바(F)장조로 조성이 변화되었다. 이 곡은 제1미뉴에

트-트리오145)-제1미뉴에트의 3부 형식이다. 바(F)장조로 시작된 제1미뉴

에트는 음악적으로 대조되는 트리오에서 다(C)장조로 조바꿈되어 진행하

다 마지막 악구에서 다시 바(F)장조로 회귀하였다. 이는 D.C.146)로 다시

반복되는 제1미뉴에트로 가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

바꿈은 형식 및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형식 및 구조에 있어 조바꿈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145) 제 2미뉴에트라고도 한다.
146) D.C.(Da Capo): ‘처음부터’의 뜻, D.C. 로 나타낸다.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또
는 처음부터 <Fine>, <da capo al fine>로 표시된 곳까지 되풀이하는 것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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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Ⅲ-43> ‘미뉴에트’의 조와 화성분석147)

147) 상 2성부로 된 곡이기 때문에 화음의 전위는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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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F)장조와 다(C)장조는 주요 3화음 중 바(F)장조의 T, D를 그대로

공유하고 있으며 임시표도 ♭하나가 차이나는 아주 가까운 조이다. 트리

오의 첫 마디에서 바(F)장조의 으뜸화음(T)이 다(C)장조의 버금딸림화음

(S)과 공통화음이 되었는데, 이는 이 화음이 원래 조의 T기능에서 벗어

나 다(C)장조의 S기능으로 속하게 된 것이다. 20-23마디는 조바꿈된 다

(C)장조의 이끈음인 B♮가 두드러지게 등장하며, 이것은 24마디에서 으

뜸음인 ‘도’로 향하고 있다. 다시 원조로 회귀 시에는 다(C)장조의 으뜸

화음(T)이 바(F)장조의 딸림화음(D)에 해당되게 된다.

학생들은 조바꿈이 되기 전 악절과 조바꿈된 17-24마디, 그리고 원래의

조로 회귀했을 때의 악절이 어떠한 차이를 느끼는 지 리코더 2중주 활동

을 통해 알아본다. 먼저 17-24마디가 딸림조로 조바꿈된 원곡을 리코더

2중주로 연주하고, 이 마디를 원조인 바(F)장조로 변화시킨 <악보Ⅲ

-44>의 선율부분(상성부)을 연주하여 비교해 본다. (학습지 ⑪-1 참고)

<악보Ⅲ-44> 17-24마디에서 조바꿈하지 않은 ‘미뉴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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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Ⅲ-44>에서 보는 것과 같이 17-24마디에서 조바꿈하지 않고 원

조 그대로 두었을 때 아래 성부의 경우 리코더 음역에서 벗어나게 되어

학생들은 모두 리코더로 위의 주선율을 연주하고, 교사는 피아노로 아래

성부를 연주하도록 한다. 연주 후 5도 위의 딸림조로 바뀌었을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본다.

다음으로 버금 딸림조로 조바꿈된 <악보Ⅲ-45>를 리코더 2중주로 연

주해보고 원조와 딸림조, 버금 딸림조로 조바꿈한 경우를 각각 비교한다.

(학습지 ⑪-2 참고) 원래 미뉴에트(minuet) 등 겹세도막 형식의 트리오

(trio) 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버금 딸림조로의 조바꿈이 잦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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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Ⅲ-45> 버금딸림조로 조바꿈한 ‘미뉴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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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나란한조

나란한조(relative keys)란,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장조와 단조의 관계를

뜻하며, 각 으뜸음의 간격이 단 3도이다. 다(C)장조와 가(a)단조, 가(A)

장조와 올림 바(f#)단조 등을 서로 나란한조라 부른다.

<악보Ⅲ-46> 나란한조의 관계

나란한조의 학습을 위해 먼저 수업의 도입 부분에 ‘산토끼’를 조바꿈하

여 변형시켜 불러보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해 볼 수 있다.

<악보Ⅲ-47> 조바꿈된 ‘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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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산토끼'를 다(C)장조에서 가(a)단조로 부분적으로 바꾸어 부를

수 있도록 조바꿈한 것이다. 같은 조표를 쓰는 장조와 단조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바꿈된 부분이 연결될 수 있다. 가사와 음악에 나

타난 조의 분위기에 대해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나란한조

로의 조바꿈으로 인해 곡의 분위기가 대비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

도한다.

이후 슈베르트(F. P. Schubert, 1797-1828)의 가곡 ‘송어’148)를 통해 나

란한조로의 조바꿈을 학습한다. 이 곡은 곡 중간 부분에서 나란한조로

조바꿈되어 다시 원조로 돌아오는 조바꿈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

Ⅲ-49>에서 보는 것처럼, 내림 나(B♭)장조에서 나란한조인 사(g)단조로

조바꿈 되었다.

내림 나(B♭)장조 부분에서는 으뜸음인 B♭과 딸림음인 F가, 나란한조

인 사(g)단조 각 부분에서는 으뜸음 G와 딸림음 D가 선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음을 중심으로 각 조에서 S, T, D의 주요 화음

으로 악곡이 구성된다. ‘송어’의 조와 음계 및 주요3화음은 다음과 같다.

<악보Ⅲ-48> ‘송어’의 조성 및 나란한조 비교

148) 이홍수 외 5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교학사.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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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Ⅲ-49> ‘송어’의 조바꿈과 화음 분석149)

149) ‘송어’의 반주는 원곡의 반주를 그려 넣었고, 조성과 멜로디는 교과서에 수록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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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송어’를 감상하며 (학습지 ⑪-1)의 그림악보를 완성하게 한다.

내림 나(Bb)장조의 5-9마디, 사(g)단조로 조바꿈된 31-35마디의 음을 나

타내고 있는 그림악보의 점(리듬 제외)을 연결하여 음높이 및 중심이 되

는 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지도한다.150) (학습지 ⑫-1 참고)

한편, 사(g)단조로 조바꿈된 부분은 가사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으며,

‘낚시꾼’의 부정적인 행동을 단조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다시

36마디에서부터 원래의 조인 내림 나(Bb)장조로 돌아오게 되는데 원조

로의 회귀 과정은 학생들에게 반음계적 수식화음 등 심화된 학습을 필요

로 하므로 이 부분을 비교할 때에는 처음의 달세뇨표로로 돌아가 반복하

는 45마디와의 비교가 좋다. (학습지 ⑫-2 참고)

또한 31-35마디 부분이 <악보Ⅲ-50>과 같이 조바꿈되지 않은 경우를

연주하여 들려주고, 학생들이 어떠한 차이를 느끼는지 살펴본다.

150) 간주부분을 포함한 마디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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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Ⅲ-50> 조바꿈하지 않은 ‘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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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나란한조와 원조가 번갈아가며 사용되고 있는 악곡 스메타나

(B. Smetana, 1824-1884)의 ‘몰다우’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다.151)152)

<악보Ⅲ-51> ‘몰다우’에서 혼용되는 나란한조

151) 민은기 외 3명(2013).『중학교 음악』. 서울: 천재교육. p.184.
152) 이홍수 외 5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교학사.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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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같은 으뜸음조

같은 으뜸음조(parallel keys)란, 같은 으뜸음을 사용하는 장조와 단조

의 관계를 뜻한다. 같은 으뜸음조의 조표는 서로 다르나 음계의 으뜸음,

딸림음, 버금딸림음, 위으뜸음, 이끈음 등은 서로 같은 음이다.153)

<악보Ⅲ-52> 같은 으뜸음조의 관계

같은 으뜸음조의 학습을 위해 먼저 수업의 도입 부분에 말러 교향곡의

멜로디를 감상해보고 원곡인 프랑스 동요 ‘프레드 자끄’154)와 어떻게 달

라졌는지 교사의 연주를 들으며 그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악보Ⅲ-53> 같은 으뜸음조로 변형된 멜로디 비교

153) 백병동(1998).『대학음악이론』.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p.66.
154) 김용희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금성출판사.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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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토끼’를 아래와 같이 나란한조, 같은 으뜸음조로 조바꿈하여 불러

보고 그 느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악보Ⅲ-54> 조바꿈된 ‘산토끼’

본격적으로 같은 으뜸음조 학습을 위해 신귀복 작곡의 가요 ‘얼굴’을 배

워본다. 이 곡은 음계 및 화음 학습 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55)156)157)158)

‘얼굴’은 가(a)단조의 악곡이다. 가(a)단조의 음계를 가(A)장조와 비교하

여 들어보고, 악곡의 후렴부분을 가(A)장조의 음계로 바꾸어 본다.

<악보Ⅲ-55> ‘얼굴’을 같은 으뜸음조로 조바꿈하기

155) 김용희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금성출판사. p.18.
156) 이홍수 외 5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교학사. p.14.
157) 최은식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두산동아. p.28.
158) 허화병 외 3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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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Ⅲ-56> ‘얼굴’의 조성 및 같은 으뜸음조 비교

<악보Ⅲ-57> 조바꿈된 선율에 화음 그려 넣기

장 · 단조의 음계를 비교하면 3, 6, 7음이 달라지는데, 이 중 7번 째음

은 단조에서 상행시(화성단음계)159) 이끈음으로 반음 올려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장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A)장조로 조바꿈된

선율에서 변화된 음은 3번째 음인 C#과 6번째 음인 F#이다. 원래의 조에

서 앞 2마디와, 변화된 부분에서의 뒤 2마디 음들을 연결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59) 단조에서는 하행시에는 원래음으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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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Ⅲ-58> 원조의 음과 조바꿈된 부분의 음 연결

이처럼 변화되지 않은 가(a)단조의 선율과 변화된 가(A)장조의 선율을

부분적으로 합하여 나타내 보면 같은 으뜸음을 가진 장·단조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선율을 얻을 수 있다.

<악보Ⅲ-57>의 원래의 선율과 변화된 선율, 그리고 <악보Ⅲ-58>의 두

경우를 합하여 하나로 나타낸 선율을 노래한 후 (학습지⑬-1)의 내용대

로 비교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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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같은 으뜸음조로 조바꿈되어 장 · 단조의 선명한 대비를 보여

주는 슈베르트의 연가곡 ‘보리수’의 조바꿈 부분을 함께 들려주며 비교해

볼 수 있다.160)

<악보Ⅲ-59> ‘보리수’의 조바꿈 부분

160) 민은기 외 3명(2013).『중학교 음악』. 서울: 천재교육.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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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조바꿈과 가사(text)의 상관관계

가사(text)가 음악에 사용될 때 그것은 선율 및 화음의 진행, 종지, 조

바꿈, 리듬 등 많은 음악적 요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그 중 조

바꿈은 가사가 담긴 선율을 구성하는 음계 및 화성을 바꾼다는 점에서

큰 음악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요인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조의 관계가 1차 관계조와 같은 근친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음악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1차 관계조 밖의 범위에 있을 때는 원조

와는 다소 색다른 울림을 갖게 된다. 가사 또한 이러한 음악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며 그 의미가 전달된다.

헨델(G. F. Händel, 1685-1759)의 ‘울게 하소서’(Lascia ch'io pianga)161)

는 바로크 시대에 유행하였던 A-B-A형식의 다 카포 아리아 형식162)의

곡으로 각 부분의 조성의 변화가 뚜렷하고 조바꿈과 가사(text)와의 상관

관계가 잘 드러나 있다.

한편, 이 곡의 조성은 원래 바(F)장조이나, 교과서에는 학생들의 음역에

맞추어 단3도 낮은 라(D)장조로 조옮김된 악보가 실려 있다.

<악보Ⅲ-60>은 ‘울게 하소서’ A부분의 조성 및 화성을 분석한 것이다.

조성은 라(D)장조-가(A)장조-라(D)장조로 조바꿈된다. 8마디까지 라(D)

장조로 진행하고, 9-14마디에서 5도 위의 딸림조인 가(A)장조로 조바꿈

하여 고조된 분위기로 진행한 후 15마디부터 다시 라(D)장조로 돌아와

앞의 선율을 반복한다. 주제와 대조, 반복하는 부분이 이러한 조성 변화

에 기초하여 뚜렷하게 구분되므로 a-b-a의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61) 민은기 외 3명(2013).『중학교 음악』. 서울: 천재교육 pp.236-237.
162) 다 카포 아리아 형식은 B의 끝 부분에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뜻의 D.C를 표시

하여 A 부분을 되풀이한다. 되풀이되는 A 부분은 가수가 즉흥적으로 음을 넣거

나 변형하여 자신의 기교를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 96 -

<악보Ⅲ-60> ‘울게 하소서’ A부분 조성 및 화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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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의 가사(Text) 및 해석 주요 단어 및 의미163)164) 조성
a. Lascia ch'io pianga

la dura sorte

울게 놔 두오 내 슬픈 운명165)

e che sospiri la libertà

한숨을 짓네 나 자유 위해

*lascia(lasciare): 놔두다

*pianga(piàngere): 울다

*dura(duro): 굳은, 험한

*sòrte: 운, 운명

라(D)장조

: T

(원조)

b. e che sospiri e che sospiri

la libertà

나 한 숨 짓네 나 한 숨 짓네

나 자유 위해

*sospiri(sospirare):

한숨쉬다, 탄식하다

*libertà: 자유

가(A)장조

: D

(딸림조)

a. Lascia ch'io pianga,

la dura sorte

울게 놔 두오 내 슬픈 운명

e che sospiri la liberta

한숨을 짓네 나 자유 위해

a 부분의 반복

라(D)장조

: T

(원조)

다음 표는 ‘울게 하소서’ A부분의 조성 변화와 가사(text)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본래 가사(text)분석은 원어의 단어와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미 뿐 아니라 음절, 강세, 모음의 길이, 억양 등과 함께 선율 및

리듬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살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는 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원어의 의미와 조성변화의 관계만을 살펴보았

다. 가사는 조의 흐름에 따라 고조되고 반복되는 시점이 정확히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에서 심경을 담담히 노래했다면

b에서는 ‘나 한 숨 짓네 나 한 숨 짓네 나 자유 위해’라는 어구의 반복으

로 심경을 더욱 고조시켜 노래한다. b부분의 조성 또한 딸림조로 조바꿈

하여 긴장을 고조시켰고 a보다 비교적 높은 음역에서 내적 갈등을 표현

하고 있다. 이후 a에서는 같은 어구를 반복하며 원조로 회귀한다.

<표Ⅲ-12> '울게 하소서' A부분 조성변화 및 가사(text)　　

163) http://itdic.naver.com 네이버 이탈리아어 사전 참고.
164) 이지인(2010)『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오페라 아리아의 가창 지도 방
법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7-18.

165) 이 부분에 적힌 해석은 교과서에 해석된 가사를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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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A부분을 노래하며 느끼는 반응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응답해

본다. 가사는 구체적인 정서들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음악(선율, 화

성 등)의 정서와 연관시켜 표현해본다. 가사를 통해 느끼는 학생들의 다

양한 정서와 음악이 주는 정서가 각각 어느 정도 상관관계에 있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 (학습지⑭-1 참고)

조바꿈되는 부분의 변화를 잘 느끼게 하기 위해 a, b, a의 각 선율과

화성에서 어떻게 주요3화음이 쓰였는지 소리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부

분에서의 화성 분석은 어려우므로, 각 부분의 종지 부분을 활용하여 손

기호로 어떻게 각 조의 종지음으로 진행하는 지 비교할 수 있다. <표Ⅲ

-13>은 각 조의 종지 부분을 시창할 때 음의 높이에 따라 손기호를 활

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종지 부분에

서만 손기호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손기호의 특성을 활용하여 5도

위의 딸림조로 조바꿈되는 b부분의 고조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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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a: 7-8마디 * b: 13-14마디 * a: 21-22마디

종

지

종

지

음

의

높

이

비

교

기

능

원조에서의

조성 확립

5도 위

딸림조에서의

긴장 및 고조

원조로의 회귀 및

긴장 해소

<표Ⅲ-13> 종지 부분에서의 손기호 활용 및 조바꿈 기능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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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Ⅲ-61> 헨델 ‘울게 하소서’ B부분 조성과 화성분석

한편, B부분은 A부분에 비해 짧지만 조성이 4마디 단위로 변화되며 1

차 관계조를 벗어나 조바꿈된 부분도 있다. 조성은 나(b)단조-가(A)장조

-올림 바(f#)단조로 조바꿈되는데 이러한 조성 변화에 따라 B를 세 부분

으로 나눌 수 있다. 화음 또한 반음계적 화음이 일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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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의 가사(text) 및 해석
주요 단어 및

의미166)167)
조성

c. Il duol infranga queste ritorte

고통의 끈을 끊어 주소서

(슬픔이 나의 고통의 사슬을

끊게 하소서)168)

*duòlo:

비탄, 깊은 슬픔

*infranga

(infràngere):

부수다, 깨다

*ritòrte: 꼬임

나(b)단조:

Tp

(원조의

나란한조)

d. de' miei martiri sol per pietà, si

내 이 큰 고통 다 끊어 주소서

(자비를 통해서 굴레를 벗기소서)

*martiri(màrtire):

순교자, 헌신자

*pietà: 자비, 동정

가(A)장조:

D

(원조의

딸림조)

e. de' miei martiri sol per pietà

자비를 내려 다 끊어 주소서

(자비를 통해서 굴레를 벗기소서)

d의 반복

올림

바(f#)단조:

Tg

(원조의

반나란한조)

다음 표는 B부분의 조성변화와 가사(text)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고통을 끊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더욱 고조되어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

다. 가사에서 사용된 단어 역시 ‘비탄, 부수다, 꼬임, 순교자, 자비’와 같

이 고통을 원색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조성도 A부분에 비해 4

마디의 더 작은 단위로 조바꿈된다.

<표Ⅲ-14> '울게 하소서' B부분 조성변화 및 가사(text)　

166) http://itdic.naver.com 네이버 이탈리아어 사전 참고.
167) 이지인(2010)『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오페라 아리아의 가창 지도 방
법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8.

168) 괄호 안의 해석은 직역된 것을 쓴 것이다.
이지인(2010)『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오페라 아리아의 가창 지도 방법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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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을 학습하고 노래한 후에 학생들이 조성 변화가 주는 효과를 비

교해볼 수 있도록 B부분을 A의 조성 라(D)장조 그대로 변화시켜 원래

의 조바꿈된 선율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두 번 조바꿈되는 B부분의 불안

정한 느낌과, A의 조성 그대로 진행하는 B부분의 상대적인 안정감이 음

악적으로 어떻게 비교되는 지 살펴볼 수 있다.

<악보Ⅲ-62> 원조로 조바꿈한 B부분169)

A부분에 이어 B부분을 원조로 불러보고, 다시 A를 불렀을 때, 조바꿈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가사의 느낌이나 전달이 어떻

게 차이나는 지 살펴본다. (학습지⑭-2 참고)

169) B부분을 원래의 조인 라(D)장조로 나타내면 위 악보에서 한 옥타브 높은 음역

으로 불러야 하나 학생들의 음역에 맞지 않음으로 한 옥타브 내려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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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형식 및 구조에 있어 조바꿈의 역할

조성음악에서 형식은 구상(design)170)과 조성체계(tonal structure)를 지

칭하는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 조바꿈은 화성조직(harmonic organi

zation)의 변화로 인해 조성체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형식의 명칭과 영

역에 영향을 주게 된다.171)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헨델(G. F. Händel, 1685-1759)의 ‘울게 하소

서’(Lascia ch'io pianga)172)는 조바꿈에 따른 형식 및 구조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악곡이다. 이 곡은 바로크 시대에 유행하였던 A-B-A형식

의 다 카포 아리아 형식173)의 곡으로 각 부분마다 조성의 변화가 뚜렷하

다.

<그림Ⅲ-6> 다 카포 아리아 형식

170) 구상(design)은 선율·리듬·종지·음색·짜임새·템포 등으로 불리는 요인들의 결합

이다.
171) Douglass M.Green(2000).『조성음악의 형식』. 박경종 역. 서울: 삼호출판사.

pp.14-15.
172) 민은기 외 3명(2013).『중학교 음악』. 서울: 천재교육 pp.236-237.
173) 다 카포 아리아 형식은 B의 끝 부분에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뜻의 D.C를 표시

하여 A 부분을 되풀이한다. 되풀이되는 A 부분은 가수가 즉흥적으로 음을 넣거

나 변형하여 자신의 기교를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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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 전체의 조성변화를 기능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Ⅲ-7> 곡 전체의 조성변화

A의 조성을 T로 했을 때 조바꿈되는 조들은 위와 같은 기능적 관계를

갖는다. A와 A'부분에서는 5도 위 딸림조(dominant key)로 조성변화가

주로 나타나고 있고, B부분에서는 3도 아래와 3도 위의 조까지 3도권으

로 확대되어 조성이 변화되었다.

조성음악에서의 근음의 3도 관계(Terzverwandtschaft, mediant relation

-ship)는 5도권을 메우는 진행으로서, 3도 관계에 놓인 화음들 간의 기

능적 근친성으로 인한 대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174) 따라서 B부분에서의 3도권으로의 조바꿈은 기능적 확대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생들은 각 조의 으뜸음의 변화를 시창하며 각 으뜸음 간의 관계를 이

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A에서의 5도 하행 진행 및 회귀,

B에서의 3도권 진행, 다시 A부분으로의 회귀 및 반복 등을 각 으뜸음의

음정 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74) 전상직(2002).『Penderecki의 신낭만주의 음악의 화성어법』. 운지회 논문집.
vol.1.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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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부분의 마지막 화음은 보통 다시 재현되는 원조의 딸림화음(D)

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곡에서는 원조의 3도 위인 올림 바

(f#)단조의 t화음으로 마무리되고, 다시 3도 아래의 조인 라(D)장조의 으

뜸화음(T)으로 시작한다. 그 기능 관계는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Tg-T

가 되며, 이 또한 위에서 설명한 3도관계의 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사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조바꿈에 따른 형식 및 구조와의 관계

파악을 돕기 위해 아래 감상 학습지를 활용할 수 있다. (지도 방법은 교

수 · 학습지도안 참고) 학습지의 표현 활동에서 각자가 지은 이름을 발

표해보고, 조바꿈되는 양상이 형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B-A의 다카포 아리아 형식을 확립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학습지⑮-1 참고)

두 번 째로 (학습지⑮-2)를 통해 조바꿈에 따른 가사(text)와 형식과의

관계를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 방법은 교수 · 학습지도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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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화성의 감각적 체득을 위한 교육 실행 방안

1. 교수 · 학습 방안

1.1. 학습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서의 학습 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의 화성 관련 교육 내용 중 중학교 학년 군에서 화성의 기초

및 필수 학습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교과서에는 더 나아가 화성의 심화

된 학습내용까지 제시하고 있어 이 시기가 화성 학습의 전반을 다루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 과정 중

중학교 1-3학년 군의 화성 관련 교육 내용은 ‘여러 가지 음계(장・단 음

계)’, ‘딸림 7화음’,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종지’이며 이러한 요소 및 개

념들은 화성 학습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개념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화성의 기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악곡에서 제시되는 ‘조적 관계’ 및 ‘조바꿈’의 학습

영역은 화성의 큰 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심화

된 학습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한편, 학자들이 제시한 음악 발달 단계 · 발달 모델 등을 살펴보면 중

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체로 상위단계에 속하며 음악적 능력이 보다 종

합적으로 발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먼저, 가드너(H. Gardner)175)의

‘음악인지 발달단계’에 의하면 13세 이상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문화

관습적 음악어법에 대한 기계적 순응으로부터 창의적 작품으로 관심이

변화하고, 음악에 대한 비판적 의사소통 및 악보 독보 능력이 발달, 예술

175) 인지주의적 교육심리학자로서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과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가드너는 인지 발달의 단계를 논리 · 수리를 중심으로 하는 단선적 과정

으로 본 피와제와는 달리 여러 종류의 각기 다른 지적 영역(domain)에서 각각

종류의 발달단계를 거쳐 인지가 발달한다고 보았다. (권덕원 외, 2009,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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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 자세를 갖게 되는 시기이다.176)

또한 스와닉177)과 틸만(K. Swanwick & J. Tillman)은 연구를 통해 발

견된 자료들을 근거로 ‘음악발달 모델’178)을 개발하였는데, 15세 이상의

‘상위 인지단계’에 속하는 학생들은 초반부에서 음악형식, 표현 등과 개

성이 하나로 합쳐져서 음악이 개인의 개성을 ‘상징’하게 되고 후반부에서

새로운 체계의 음악을 창출,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

는 시기라고 설명하였다.179)

하그레이브스(D. Hargreavs)180)는 감각 운동적 단계에서 전문적 단계에

이르는 발달과정을 가창, 상징, 인지, 창작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

하였으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속하는 15세 이상의 전문적 단계에서는

관습적 양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

한 이 단계에서는 관습적인 양식을 통달, 체계적 반성적인 능력을 전제

로 하는 창의적 표현(창작)이 가능하다고 하였다.181)

이상의 학자들이 제시한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음악 발달 특성을 종합하

였을 때, 이 시기의 학생들이 갖는 음악에 대한 비판적 의사소통 능력

및 악보 독보 능력, 음악 전반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 창작활동에 대한

능력 등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화성 교육 내용을 학습하기에 대체로 적

합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176) 권덕원 외 3명(2005).『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p.117.
177) 음악교육학자로서 질적인 접근으로 음악교육연구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그의 이론은 영국의 교육과정에 많은 변화를 주었으며 특히 영국 음악교육과

정에서 창작영역의 비중을 확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이영미, 2009, p.10)
178) 스와닉과 틸만의 음악적 발달단계는 숙달단계(0-4세), 모방단계(4-9세), 상

상단계(10-15세), 상위인지 단계(15세 이상)로 나눈다.(김종현, 2015, p.13)
179) 권덕원 외 3명(2005).『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pp.118-120
180) 음악심리학자로 예술 영역의 발달 단계를 다섯 단계로 제안하였다. 각 발

달단계는 감각운동기, 형상적 단계, 도식적 단계, 규칙체계 단계, 전문적 단

계이다. 다섯 개의 발달과정은 ①그림그리기 ②쓰기 ③미적 지각에 대한 연

구와 노래부르기 ④음악 표현 ⑤선율지각 ⑥작곡과 같은 영역의 음악적 발달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한다. (김종현, 2015, p.14)
181) 김종현(2015).『음악이론을 중심으로 한 중학교 음악교과서 비교분석(음

정, 음계, 화음)』.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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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교육 과정 및 교과서에서 제시된 화성 관련

교육 내용과 학생들의 음악 발달 특성, 학습 주제의 난이도 ·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 대상을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한정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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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 계획

앞서 Ⅲ장에서 제시한 화성의 감각적 체득을 위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안을 기초로 학교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계획을 단계 별로 제시하

고자 한다.

화성 교육에 있어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음악 수업의 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론적 지식보다 ‘감각적 체득’182)이 우선시되는 수업이 되어야 한

다. 화성학습은 보통 이론적 지식의 내용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화성

은 소리에 대한 지각 및 인지의 과정을 통해 실제적으로 교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에게 음악적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

고, 음악성 계발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기능화성’을 기초로 한

수업에서 이론적 학습에 집중하기 보다는 주요3화음을 중심으로 화음 상

호관계 및 역할을 음악적 맥락 안에서 파악해 나가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

다.

둘째, 학생들이 다양한 표현 및 감상 활동을 통해 직접 음악을 경험하

고 화성의 개념 및 원리들을 터득해 나가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화성의 실제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신체표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화성을 교육하고자 하였으며 그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

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교사는 본 연구에 제시된 다양한 학습 자료들

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 활동을

이끌어갈 때 학습지에 제시된 질문을 활용, 학습 개념이나 원리들에 대

해 호기심을 유발하여 단순 활동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

여 음악적 차이, 소리의 변별, 정서적 반응 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해 청각적 경험을 중심으로 한 기본 활동에서 시각화하

여 표현하기, 신체로 표현하기, 창작하기 등의 보다 다양한 감각적 활동과

182) 본 연구에서는 청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음악적 지각 및 인지를 위한 학습

과정을 ‘감각적 체득’이란 용어로 표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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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결을 꾀하였다.

셋째, 소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는 수업이 되

어야 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소리의

변별 및 인지, 정서적 반응을 위한 활동에는 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학생들이 예상된 바와 다르게 느낄 가능성도

존재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음악적 맥락 안에서 학생

들의 활동을 정리해 주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학생들 고유의 음

악성 계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넷째, 학습과정이 중시되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이 수업에서는 학습활

동을 통한 화성의 지각 및 인지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매 차시마다 ‘학습지’ 및 ‘자기평가지’와 ‘교사

평가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매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화성

을 체득하기 위한 활동과 그 과정에서 체득되는 사항들을 검사하는 모든

평가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태도 영역의 평가를 위한 학

생 및 교사 평가지를 별도로 제작하였다.



- 111 -

구

분

화성의 기초 화성의 기본 원리 화성 학습의

심화← 교육과정의 필수 학습 내용 포함 →

학

습

주

제

화음의 구성 원리 조성

확립에

있어

화음의

역할

화성적

종지와

프레

이징

화음

진행

유형

조바꿈

3화음

불협화

음정이

포함된

화음

조바꿈에

따른

느낌의

차이

조바꿈의

기능

1

차

시

2

차

시

3

차

시

1

차

시

2

차

시

1

차

시

2

차

시

1

차

시

2

차

시

1

차

시

2

차

시

3

차

시

1

차

시

2

차

시

1.2.1. 학습 목표 설정

본 연구에서의 화성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기능 화성을 기초로 다양

한 표현 및 감상 활동을 통해 화음의 상호 관계 및 역할을 이해하고 나

아가 화성을 감각적으로 체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각 학습 주제별 학습 목표를 차시별로 제시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화성 교육 내용은 범위가 넓고 각 학습 주제 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학교 수업과의 연계에 있어 경우에 따라 심화학습

의 형태로 학습 주제별로 적용,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다.

먼저 학습 주제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화음의 구성

원리와 같은 기초적 내용이 교육의 앞부분에 제시되었고, 주요3화음을

비롯한 화음 역할의 학습에 대한 내용이 다음에 순차적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종지, 화음진행과 같이 보다 확대된 화성의 연결이 다루어지게 되

며 마지막으로 조적관계 및 조바꿈의 학습에서 보다 심화된 화성의 내용

을 학습하게 된다. 자세한 구분은 <표Ⅳ-1>과 같다.

<표Ⅳ-1> 학습 주제의 분류

다음으로, 위와 같이 조직된 학습 주제에 따라 학습목표를 진술하였다.

차시별 학습목표는 <표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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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학습주제 학습목표

1

차

시

•3화음

•3도 구성 화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3화음(협화적 화음)과 7화음(불협화적 화

음)의 울림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장3화음에서 단3화음으로의 변화를 구별

할 수 있다.

2

차

시

•

불협화

음정이

포함된

화음

•

불협화

음정이

포함된

화음

•협화적 3화음에서 불협화적 3화음으로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다.

•딸림7화음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선율과 화성 변화를 통해 7화음에서 불협

화도가 증가된 9화음으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3

차

시

•비화

성음에

의한

불협화

•계류음에 의한 불협화적 긴장과 이완감

을 느끼고, 그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지속음에 의한 불협화를 느끼고, 그 음

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4

차

시

•불협

화도가

증가된

화음

•‘봄의 제전’ 첫 부분의 두 화음을 두 모둠이

나누어멜로디언으로연주할수있다.

•연주 횟수 및 화음조합의 방법에 따라 달

라지는 불협화음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5

차

시
•조성

확립에

있어

화음의

역할

•주요

3화음의

역할

•주어진 주요3화음에 기초하여 부분선율을

창작할 수 있다.

•주요3화음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6

차

시

•대리

화음 및

부3화음의

역할

•주요3화음과 대리·부3화음을 색으로 표현

할 수 있다.

•화음 조합의 다양성에 따른 음악적·시각적

효과를 이야기 할 수 있다.

<표Ⅳ-2> 학습 주제에 따른 차시별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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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학습주제 학습목표

7

차

시
•화성적

종지와

프레

이징

•화성적

종지의

역할

•4가지 종지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종지유형의 음악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8

차

시

•화성적

종지의

변형태

•종지화음 변화로 인한 종지감의 변화를 느

낄 수 있다.

•종지감의 변화를 통해 음악적 다양성을 느

낄 수 있다.

9

차

시
•화음

진행

유형

•T-D,

D-T

진행

•각 화음 진행의 베이스를 자일로폰으로 연

주할 수 있다.

•5도 하행, 5도 상행 화음진행의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각 화음 진행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10

차

시

•T-S-

D-T/

T-S,

DD -D

진행

•각 화음 진행의 베이스를 자일로폰으로 연

주할 수 있다.

•2도 상행, 2도 하행 화음진행의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각 화음 진행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11

차

시
•조바

꿈에

따른

느낌의

차이

•딸림조

및 버금

딸림조

•리코더 2중주로 바하 ‘미뉴에트’를 연주할

수 있다.

•딸림조 및 버금딸림조 조바꿈을 이해하고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12

차

시

•나란

한조

•나란한조의 대비를 그림악보로 표현할 수

있다.

•나란한조 조바꿈을 이해하고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13

차

시

•같은

으뜸음조

•‘얼굴’의 선율을 같은 으뜸음조로 조바꿈할

수 있다.

•같은 으뜸음조 조바꿈을 이해하고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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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학습주제 학습목표

14

차

시
•조바

꿈의

기능

•가사

와의

상관

관계

•1차관계조 및 보다 먼 조로 조바꿈된 악절

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가사와 조바꿈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

15

차

시

•형식및

구조에

있어

조바꿈의

역할

•다카포 아리아 형식을 설명할 수 있다.

•조바꿈에 따른 형식의 변화를 이해하고, 색

이나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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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학습 내용 선정 및 조직

학습 목표에 따른 학습 내용은 학습주제 별로 주요 개념 및 원리를 구

분하여 <표Ⅳ-3>과 같이 선정하였다. 학습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을 기초로 화성의 기초 및 기본, 심화 학습으로 재구성

한 것이며 이를 난이도 및 학습 시간 등에 따라 조정하여 각 차시별로

제시하였다.

주요3화음 및 딸림7화음, 종지 등과 같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요소 및 개념은 학습 활동을 통해 그 이론적 내용까지 모두 이해하도록

하였고,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음악적인 느낌의 비교를

통해 그 특성을 인지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불협화가 포함된 화음’, ‘불협화도가 증가된 화음’과 같은

학습 내용에서는 화음의 표기나 종류 등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제외하고

불협화도와 그것이 증가된 느낌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학습 내용을 제시

하였다. 심화된 내용에 해당하는 조바꿈의 학습에서도 이론적 분석보다

는 학생들이 원조를 중심으로 조성감의 변화를 느끼거나 가사 및 형식과

의 관계를 탐구하며 학습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이론적으로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각 화성의 개념

및 원리들은 최대한 활동 안에서 비교적 쉽고 흥미롭게 교육될 수 있도

록 하였다. <표Ⅳ-3>에서 주로 사용된 ‘-와 -의 비교’라는 표현은 제재

곡을 기초로 구성된 활동을 통해 각 화음 및 조성을 청각적으로 구별 ·

비교하는 것을 뜻하며, 주로 위와 같은 개념 및 원리에 사용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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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학습주제 주요 학습 개념 및 원리

1

차

시

•3화음

•3도 구성 화음의 원리

•3화음과 7화음의 비교

•협화적 장3화음과 단3화음의 비교
2

차

시 •

불협화

음정이

포함된

화음

•불협화

음정이

포함된 화음

•협화적 3화음에서불협화적 3화음으로의변화

•딸림7화음의 구성 원리

•7화음과 9화음의 비교
3

차

시

•비화성음에

의한 불협화

•계류음에 의한 불협화와 음악적 효과

•지속음에 의한 불협화와 음악적 효과

4

차

시

•불협화도가

증가된 화음

•불협화도가 증가된 화음

•연주 횟수 및 화음조합의 방법에 따른

불협화음 정도의 차이
5

차

시

•조성

확립에

있어

화음의

역할

•주요3화음

의역할

•주요3화음을 기초로 부분선율 창작

•조성확립에 있어 주요3화음의 역할

6

차

시

•대리화음 및

부3화음의

역할

•주요3화음 및 대리·부3화음의 역할

•화음 조합의 다양성에 따른 음악적 효과

및 시각적 표현
7

차

시

•

화성적

종지와

프레

이징

•화성적

종지의 역할

•4가지 종지유형

•다양한 종지유형의 음악적 효과

8

차

시

•화성적

종지의

변형태

•종지화음 변화로 인한 종지감의 변화

•종지감 변화의 음악적 효과

9

차

시
•화음

진행

유형

•T-D, D-T

진행

•T-D, D-T 진행

•5도 하행, 5도 상행 화음진행의 음악적 효과

•각 화음 진행의 차이
10

차

시

•T-S-D-T/

T-S, DD -D

진행

•T-S-D-T 및 T-S, DD -D 진행

•2도 상행, 2도 하행 화음진행의 음악적 효과

•각 화음 진행의 차이

<표Ⅳ-3> 학습 내용 선정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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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학습주제 주요 학습 개념 및 원리

11

차

시 •조바

꿈에

따른

느낌의

차이

•딸림조 및

버금

딸림조

•딸림조 및 버금딸림조

•딸림조 및 버금딸림조 조바꿈 및 음악적

효과
12

차

시

•나란한조
•나란한조

•나란한조 조바꿈 및 음악적 효과

13

차

시

•같은

으뜸음조

•같은 으뜸음조

•같은 으뜸음조 조바꿈 및 음악적 효과

14

차

시
•조바

꿈의

기능

•가사와의

상관관계

•먼 조로의 조바꿈

•가사와 조바꿈의 관계 및 음악적 효과

15

차

시

•형식 및

구조에 있어

조바꿈의

역할

•다카포 아리아 형식

•조바꿈에 따른 형식의 변화 및 음악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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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제재곡 선정 및 활동 계획

학습 목표 및 이에 따라 선정된 학습 내용에 따른 각 차시별 제재곡과

활동 내용을 <표Ⅳ-4>와 같이 구성하였다.

제재곡은 5종 교과서 중 학생들에게 친숙한 동요나 전래민요에서부터

가곡, 뮤지컬곡, 가요, 고전 및 현대 감상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시대의 곡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대곡은 5종 교과서에서 감상곡으

로 다수 수록되어 있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선정하여 ‘불협화

가 포함된 화음’ 학습의 3차시에 연주 활동으로 계획하였다. 학생들은 이

악곡의 활동을 통해 ‘불협화도가 증가된 화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화

성의 시대적 변화도 함께 인지할 수 있다.

각 차시의 제재곡은 학습 주제에 따른 주요 개념 및 원리가 곡의 선율

이나 화음진행, 조바꿈 등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선별하였으며, 학생들

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 익숙한 곡으로 선정하였다.

교과서 제재곡의 화성은 그 반주부를 원곡의 화음진행과 비교 · 분석하

여 활용하였고 반주부가 없는 경우 원곡의 반주부를 활용하여 화성화하

였다. 또한 화성의 개념 및 원리를 음악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먼저 원곡

으로 표현 및 감상 활동을 한 후 다양한 화음으로 악곡을 화성화하거나

다른 조로 조바꿈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양한 예시의 활용을

위하여 5종 교과서 내의 다른 악곡을 선별하여 제재곡과 함께 통합적으

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조성음악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였다.

수업은 차시별 활동에 따라 개별 및 모둠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특

히 심화 학습 내용이 담긴 14차시 및 15차시는 학습지의 과제를 모둠원

들이 협동하여 탐구, 발표하는 활동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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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학습주제 제재곡 활동

학습

형태

1

차

시

•

3화음

•3도 구성 화음의 원리를 이

해할 수 있다.

•3화음(협화적 화음)과 7화

음(불협화적 화음)의 울림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장3화음에서 단3화음으로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다.

•하이든

‘놀람교향곡’

•모차르트

‘세레나데13번’

감상

및

신체

표현

개별

학습

2

차

시

•

불협화

음정이

포함된

화음

•협화적 3화음에서 불협화적

3화음으로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다.

•딸림7화음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선율과 화성 변화를 통해

7화음에서 불협화도가 증가된 9

화음으로의변화를느낄 수있다.

•어빙 벌린

‘다함께노래를’

감상

및

가창

개별

학습

3

차

시

•

비화

성음에

의한

불협화

•계류음에 의한 불협화적 긴

장과 이완감을 느끼고, 그 음

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지속음에 의한 불협화를 느

끼고, 그 음악적 효과를 이

야기할 수 있다.

•모차르트

‘작은별변주곡’

•브람스

‘자장가’

감상

및

가창

개별

학습

4

차

시

•

불협

화도가

증가된

화음

•‘봄의 제전’ 첫 부분의 두

화음을 두 모둠이 나누어 멜

로디언으로연주할수있다.

•연주 횟수 및 화음조합의 방

법에 따라 달라지는 불협화음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감상

및

기악

모둠

학습

<표Ⅳ-4> 차시별 제재곡 및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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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학습주제 제재곡 활동

학습

형태

5

차

시

•

주요

3화음

의

역할

•주어진 주요3화음에 기초하

여 부분선율을 창작할 수

있다.

•주요3화음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모차르트

‘아름다운

방울 소리’

가창

및

창작

개별

학습

6

차

시

•

대리

화음

및

부3화

음의

역할

•주요3화음과 대리·부3화음

을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화음 조합의 다양성에 따른

음악적·시각적 효과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슈베르트

‘보리수’

가창

및

표현

모둠

학습

7

차

시

•

화성적

종지의

역할

•4가지 종지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종지유형의 음악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베르너

‘들장미’

•슈베르트

‘들장미’

가창

및

분석

모둠

학습

8

차

시

•

화성적

종지의

변형태

•종지화음 변화로 인한 종지

감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종지감의 변화를 통해 음악적

다양성을 느낄 수 있다.

•베르너

‘들장미’ 편곡

(화음 인지를

보다쉽게하기

위해 반주를

4성부로 편곡)

가창
모둠

학습

9

차

시

•

T-D,

D-T

진행

•각 화음 진행의 베이스를

자일로폰으로 연주할 수 있다.

•5도 하행, 5도 상행 화음 진

행의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

할 수 있다.

•각 화음 진행의 차이를 느

낄 수 있다.

•셔먼

‘작은 세상’

•베토벤

‘Ich liebe

dich'

가창

및

기악

모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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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학습주제 제재곡 활동

학습

형태

10

차

시

•

T-S-

D-T/

T-S,

DD -D

진행

•각 화음 진행의 베이스를

자일로폰으로 연주할 수 있다.

•2도 상행, 2도 하행 화음 진

행의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

할 수 있다.

•각 화음 진행의 차이를 느

낄 수 있다.

•권길상

‘스승의 은혜’

•셔먼

‘작은 세상’

•캐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가창

및

기악

모둠

학습

11

차

시

•

딸림조

및

버금

딸림조

•리코더 2중주로 바하 ‘미뉴

에트’를 연주할 수 있다.

•딸림조 및 버금딸림조 조바

꿈을 이해하고 음악적 효과

를 이야기할 수 있다.

•바하

‘미뉴에트’
기악

모둠

학습

12

차

시

•

나란

한조

•나란한조의 대비를 그림 악

보로 표현할 수 있다.

•나란한조 조바꿈을 이해하

고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슈베르트

‘송어’

•참고 악곡:

조바꿈된

‘산토끼’,

스메타나

‘몰다우’

감상

및

표현,

가창

개별

학습

13

차

시

•

같은

으뜸

음조

•‘얼굴’의 선율을 같은 으뜸

음조로 조바꿈할 수 있다.

•같은 으뜸음조 조바꿈을 이

해하고 음악적 효과를 이야

기할 수 있다.

•신귀복 ‘얼굴’

•참고 악곡:

‘프레끄자끄’

및말러교향곡

1번3악장/

조바꿈된 ‘산

토끼’, 슈베르

트 ‘송어’

가창

및

분석

개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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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학습주제 제재곡 활동

학습

형태

14

차

시

•

가사

와의

상관

관계

•1차관계조 및 보다 먼 조로

조바꿈된 악절의 변화를 느

낄 수 있다.

•가사와 조바꿈의 관계를 이

야기할 수 있다.

•헨델

‘울게 하소서’

감상

및

표현,

가창

모둠

학습

15

차

시

•

형식

및

구조에

있어

조바

꿈의

역할

•다카포 아리아 형식을 설명

할 수 있다.

•조바꿈에 따른 형식의 변화

를 이해하고, 색이나 도형으

로 표현할 수 있다.

감상

및

표현,

가창

모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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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학습 단계 및 방법

각 차시의 학습은 도입-전개-정리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도입 단계에

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학습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

재곡의 다른 편성이나 편곡 연주, 관련 영상, 학습 주제에 맞추어 변형시

킨 음악, 관련 경험 나누기 등으로 수업을 도입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 주제에 대해 소개하거나 배경지식을 이끌어내게 된다.

전개 단계에서 학생들은 각 학습 주제에 따라 가창, 기악, 감상, 창작,

신체 표현 등의 활동을 통해 화음 및 조성감을 구별 · 비교하고 정서적

반응 등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학습 내용은 차시별로 제시된 ‘학

습지’ 혹은 ‘학습자료’ 등을 통하여 발표 · 정리하게 된다. 교사는 이 단

계에서 학생들이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통해 화음 및 조성감을 체

득할 수 있도록 음악 속 주요 개념 및 원리들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수업의 정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기평가지’ 및 ‘교사평가지’를 작성하여 종합적 태도와 학업

능력의 향상을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의 교수 · 학습 방법은 Ⅲ장의 ‘화성의 감각적 체득을 위한 교

육 내용 및 교육 방안’에서 학습 주제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

으므로 이 장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교육 방안은 공통적

으로 학생들이 개별 혹은 모둠의 형태로 다양한 표현 및 감상활동을 하

며 ‘학습지’에서 제시된 주요 학습 활동을 체득해나갈 수 있도록 고안하

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각 학습주제에 따른 차시별 ‘교수 · 학습 지

도안’을 작성, 다음 2장의 <표Ⅳ-6>~<표Ⅳ-50>에 수록하고 각 차시별

‘학습지’를 첨부하였다. 인지적인 영역에 대한 답안은 주로 학습지 하단

의 지도상의 유의 사항과 함께 기록하였으며 정서적 반응 영역에 대한

답안은 다양한 표현으로 예시를 작성하여 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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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입 전개 정리

단계

별

주요

내용

•학습주제에 대한

소개 및 흥미유발

•학습 분위기 조성

•다양한 표현 및 감상

활동

•활동을 통해 화성의

주요 개념 및 원리

체득

•학습 정리

•평가

세부

학습

내용

•관련 음원 듣기,

관련 영상 시청,

학습주제를 적용

하여 변형시킨 동

요 부르기, 경험

나누기 등

•가창, 기악, 감상, 창

작, 신체 표현 등의

활동

•각 차시별 화성의

주요 개념 및 원리에

따라 화음 및 조성감

구별 · 비교

•정서적 차이 등을

정리·발표

•수업 내용 요

약·정리

• ‘ 자기평가지

및 교사 평가

지 작성’

•질문 및 과제

제시

•다음차시 예고

<표Ⅳ-5> 단계별 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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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3화음 학습대상 중 3학년 차시 1/1

학습

목표

•3도 구성 화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3화음(협화적 화음)과 7화음(불협화적 화음)의 울림의 차이

를 느낄 수 있다.

•장3화음에서 단3화음으로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인지

•피아노로 여러 가지 화음을 쳐주고, 화음

구성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학습목표 인지하기

전개

3도 구성

화음의

원리

•‘놀람 교향곡’의 주제 부분 감상하기

①선율의 움직임을 나타낸 선을 따라 감상

②1-2마디를 계이름으로 시창

③1-2마디를 코다이 손기호로 계이름 및

숫자로 시창

•감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3화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1-4마디를 들으며 학습지에 으뜸화음(T)

쌓기 (학습지①-1)

•으뜸화음(T)의 울림 듣고 느낌 이야기하기

음원

악보Ⅲ

1-5

학습지

2. 교수 · 학습 지도의 실제

2.1. 차시별 교수 · 학습 지도안

<표Ⅳ-6> ‘3화음’ 학습을 위한 교수 · 학습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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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전개

3화음과

7화음

울림의

차이

장3화음

에서

단3화음

으로의

변화

평가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 K.525’ 1주제 부

분 감상하기(위와 같은 방법으로 감상활동)

•감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7화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주제 부분을 다시 들으며 학습지에 으뜸

화음(T)과 딸림화음(D7)쌓기 (학습지①-1)

•두 화음의 울림을 듣고 협화/불협화도 비

교하기 (학습지①-1)

•‘놀람교향곡’의 주제 1-2마디를 4도 화음

으로 변화시켜 들어보고 원래의 화음과 비

교하기 (음정->화음 순으로)

(학습지①-2, 3)

•‘놀람교향곡’ 제 2변주의 1-4마디 감상하기

•주제와 연결하여 손기호로 시창하기

•패턴화된 장3화음을 듣고 단3화음으로 변

화/회귀하는 지점 손들어 맞추어 보기

•장3화음->단3화음으로 변화되었을 때의

느낌 이야기하기

•자기평가지 및 교사 평가지 작성하기

* 교사 평가지는 활동 중 수시로 기록하여

마무리와 함께 정리하도록 한다.

음원

악보Ⅲ

1-5

학습지

정리 차시 예고 •학습한 내용 복습 및 다음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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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화음(T) 으뜸화음(T)과 딸림7화음(D7)

1: 근음

3: 3음

5: 5음

1: 근음

3: 3음

5: 5음

7: 7음

•화음의 느낌

이야기하기

•두 화음의 울림 비교하기

(보다 협화183)적으로 들리는

화음 이야기하기)

예) 안정적이다/ 밝다/

기쁘다 등

* 학생들이 딸림 7화음(D7)을 더 불협화

적이라고 느끼면 이 화음에 있는 단7도를

따로 들려주고 불협화적인 울림을 유발하

는 음정이라고 설명한다.

<표Ⅳ-7> (학습지①-1) 3도 구성화음 구성 및 비교

* ‘놀람교향곡’과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 주제 첫 악절을 감상하며 각

각 아래 괄호에 3도 구성화음을 만들고 화음의 느낌과 울림을 비교하세요.

183) 협화음과 불협화음은 동시에 울리는 두 개 이상의 소리가 인간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들리는지 혹은 서로 부딪히는 것으로 들리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2005,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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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3도 완전4도

•보다 더 협화적으로 들

리는 음정은? (O표시)

* 학생들은 이론적으로 완전4도 음정을 보다 더 협화적으로 들어야

하지만, 공통관습시대의 3도 구성화음의 소리에 익숙한 학생들은 장3

도가 더 협화적 음정이라 느낄 것이다. 3도 음정은 중세 시대에는 협

화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15세기 이후 공통관습시대의 음악에서 사람

들에게 협화로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음악 안에서의 협화 혹은 불협

화 지각의 차이는 학습과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 볼 수 있

다.184)

화음의 구성

3도 구성화음 4도 구성화음

•보다 더 협화적으로

들리는 화음은? (O표시)

•화음의 느낌 이야기하기
예) 안정적이다/

밝다/ 기쁘다 등

예) 불안하다/

난해하다/ 복잡하다등
* 학생들의 기록이 끝난 후 3도 구성화음은 공통관습시대, 4도 구성

화음 근·현대 이후에 사용된 화음이라 설명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화음의 구성이 좀 더 다양하게 변해왔음을 설명한다.

<표Ⅳ-8> (학습지①-2) 장3도와 완전4도 음정의 차이

<표Ⅳ-9> (학습지①-3) 3도 · 4도 구성화음의 차이

184) 음악적 협화는 감각 혹은 지각으로 와닿는 음향 자체로서의 협화 개념, 즉 감

각적 협화라는 기본적 토대 위에서 이론적으로 협약된 것이며, 학습과 맥락에 따

라 협화 혹은 불협화로 인지가 가능하다. (박유미, 2009,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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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불협화

음정이

포함된 화음

학습대상 중 3학년 차시 1/3

학습

목표

•협화적 3화음에서 불협화적 3화음으로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다.

•딸림7화음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선율과 화성 변화를 통해 7화음에서 불협화도가 증가된 9화

음으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인지

•‘다함께 노래를’ 의 뮤지컬 영상 감상하기

•학습목표 인지하기
영상

전개

협화적

3화음에서

불협화적

3화음으

로의 변화

딸림7화

음의

구성

이해

•‘다함께 노래를’ A부분을 듣고 5음 상

향 변화된 부분에 유의하여 노래하기

•6-7마디 증3화음을 감3화음으로 변화시켜

부른 후 울림의 차이 비교하기

(학습지②-1)

•패턴화된 3화음을 듣고 변화된 지점에서

손들어 맞춘 후 변화된 느낌 이야기하기

(학습지②-2)

•‘라 쿠카라차’ 노래를 불러보고 으뜸화음

(T)과 딸림7화음(D7) 울림의 차이 비교하기

(학습지②-3)

•패턴화된 으뜸화음(T)과 딸림7화음(D7)을

듣고 변화된 지점에서 손들어 맞춘 후

D7화음의 구성 원리 이야기하기

음원

악보Ⅲ

6-13

학습지

<표Ⅳ-10> ‘불협화 음정이 포함된 화음’ 학습을 위한 교수 · 학습지도안:

1차시



- 130 -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전개

7화음에서

9화음으로

변화

평가

•딸림7화음 부분의 선율과 화성을 딸림9화

음으로 변화시켜 들어보고 울림의 차이

비교하기

•자기평가지 및 교사 평가지 작성하기

* 교사 평가지는 활동 중 수시로 기록하여

마무리와 함께 정리하도록 한다.

음원

악보Ⅲ

6-13

학습지

정리 차시 예고 •학습한 내용 복습 및 다음 차시 예고

구분 학생들의 반응

•원곡 그대로

부르기

• 장3화음->증3화음->장3화음 진행

- 불협화적 긴장감이 느껴지는 화음 이야기하기

- 해결감이 느껴지는 화음 이야기하기

•감3화음으로

바꾸어 부르기

• 장3화음->감3화음->장3화음 진행

- 불협화적 긴장감이 느껴지는 화음 이야기하기

- 해결감이 느껴지는 화음 이야기하기

•두 경우

비교하기

• 불협화음의 정도/ 느낌의 차이)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예) 증3화음이 감3화음에 비해 더 불협화적으로/

더 불안정하게 느껴진다//

증3화음은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감3화음은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

증3화음은 날카로운 느낌이 들고,

감3화음은 응축된 느낌이 든다 등

<표Ⅳ-11> (학습지②-1) 증3화음과 감3화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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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생들의 반응

•전체 연주
•화음이 변화된 곳에서 손들기

•불협화적으로 느껴진 부분에서 손들기

•1-4 마디

연주

•장3화음->단3화음으로 변화

- 소리 · 느낌의 차이 이야기하기

예) (3음의) 반음이 내려갔다/

안정->불안/밝다->어둡다/기쁘다->슬프다 등

•5-8마디

연주

•장3화음->증3화음으로 변화

- 소리 · 느낌의 차이 이야기하기

예) 협화->불협화/(5음의)반음이 올라갔다/

안정->불안/ 밝다->난해하다/기쁘다->화내다 등

•9-12 마디

연주

•단3화음->감3화음으로 변화

- 소리 · 느낌의 차이 이야기하기

예) 협화->불협화/(5음의)반음이 내려갔다/

불안->불안증대/밝다->어둡다/기쁘다->슬프다등
* 화음의 변화가 일어난 곳에서 학생들이 손을 들도록 지도하고, 화

음의 울림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화음의 구성

딸림7화음(D7) 딸림9화음(D9)

•불협화음이 보다 더 크

게 느껴지는 화음은?

(O표시)

•7화음과 9화음의 소리 ·

느낌의 차이 이야기하기

예) 7화음보다 9화음이 더 불협화적이다/

낯설다/음 구별이 더 어렵다//

더 난해하다/복잡하다/불안하다 등

<표Ⅳ-12> (학습지②-2) 3화음의 성질 구별

<표Ⅳ-13> (학습지②-3) 딸림7화음과 딸림9화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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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비화성음에

의한

불협화음

학습대상 중 3학년 차시 2/3

학습

목표

•계류음에 의한 불협화적 긴장과 이완감을 느끼고 그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지속음에 의한 불협화를 느끼고, 그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

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인지

•음악을 들으며 긴장했던 경험 이야기한

후 긴장을 유발시키는 요인 이야기하기

•학습목표 인지하기

영상

전개

계류음에

의한

긴장과

이완

지속음에

의한

불협화

평가

•‘작은 별 변주곡’ 감상하기

•제8변주 오른손 부분을 들어보고 불협화

적인 부분 손들어 맞추기

•교사의 연주를 듣고 긴장감과 이완감이 느

껴지는 부분에 ◌, ● 표시하기/

패턴으로 표현하기 (학습지③-1)

•주제부분과 비교하여 계류음을 사용하였을

때의 효과 이야기하기

•브람스 ‘자장가’를 감상 후 피아노 저음

반주를 들으며 노래하기

•불협화적인 부분/ 반주부분에서 요람이

흔들리는 것을 표현한 부분 찾아보기

•지속음을 사용하지 않은(화음의 기본위치

를 베이스에 사용) 반주로 노래 불러보고

원곡과 비교하기 (학습지③-2)

•자기평가지 및 교사 평가지 작성하기

음원

그림

Ⅲ-1

악보Ⅲ

14-16

학습지

정리 차시 예고 •학습한 내용 복습 및 다음 차시 예고

<표Ⅳ-14> ‘불협화 음정이 포함된 화음’ 학습을 위한 교수 · 학습지도안: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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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류음

(강박)

해결음

(약박)

•(오른손만 연주)불협화에 의한

긴장을 유발시키는 음은? (◌표시)
•(오른손만 연주)불협화적 긴장이

해소되는 음은? (●표시)

•(오른손만 연주) 긴장-이완의 패

턴을 ◌. ●의 차례로 표시하기

<그림Ⅲ-1> 협화와 불협화

패턴 참고

•(양손 연주) 주제 1-8마디와 비교

(계류음 사용여부에 따른 차이)

예) 계류음을 사용한 경우

더욱 다양한/역동적인

느낌이 든다 등

* 계류음이 나올 때 학생들이 불협화에 의한 긴장을 느끼고 이 음

이 2도 하행 해결될 때 긴장의 이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

이것이 연속되며 반복될 때 규칙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베이스 음 구분 지속음 사용
해당 화음의

근음 사용

•두 울림의 느낌의 차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예) 지속음이 사용되었을 때

더욱 깊은 울림이 난다/

안 어울리는 음이 생긴다 등
•지속음이 내는 효과 이

야기하기

※ ‘자장가’의 피아노 반주는 요람이 흔

들리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교사는 지속음이 계속될 때 불협화음이 유발되지만 화음의 근음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음악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베이스의 울림을 충분히 연주하여 지속음이 불협화적인 소리 가운데

에서도 특징적인 울림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표Ⅳ-15> (학습지③-1) 계류음으로 인한 긴장과 해결 인지

<표Ⅳ-16> (학습지③-2) 지속음 사용에 따른 느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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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불협화도가

증가된

화음

학습대상 중 3학년 차시 3/3

학습

목표

•‘봄의 제전’ 첫 부분의 두 화음을 두 모둠이 나누어 멜로디

언으로 연주할 수 있다.

•연주 횟수 및 화음조합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불협화음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인지

•스트라빈스키 ‘페트르슈카’ 무용영상 감상

하고 소감 이야기하기

•학습목표 인지하기

영상

전개

봄의

제전의

주요

화음

연주

연주

횟수 및

방법에

따른

불협화음

정도

평가

•‘봄의 제전’ 감상하기

•곡 첫 부분에 사용된 두 화음을 악보로

살펴보고 화음 구성음의 계이름 써넣기

•두 모둠으로 나누어 멜로디언으로 화음

연주하기 (모둠별로 지도)

•모둠1이 화음1을 연주한 경우, 모둠2가

화음2를 연주한 경우, 두 모둠이 동시에

두 화음을 연주한 경우 느껴지는 불협화

음의 정도를 비교하기

•악보에 적힌 엑센트를 따라 32박 리듬

연주하기 (학습지④-1)

•5번 연주한 후, 처음 연주했을 때와 5번

반복했을 때 주관적인 불협화 정도의 차이

비교하기

(학습지④-2)

•자기평가지 및 교사 평가지 작성하기

음원

악보Ⅲ

17-19

학습지

멜로

디언

정리 차시 예고 •학습한 내용 복습 및 다음 차시 예고

<표Ⅳ-17> ‘불협화 음정이 포함된 화음’ 학습을 위한 교수 · 학습지도안: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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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1,2의 연주방법

모둠1

-화음1 연주

(장3화음)

모둠2

-화음2 연주

(딸림7화음)

두 모둠이

동시에 연주

•느껴지는 불협화음의

정도를 작은 정도부터

숫자 1-3으로 표시하기

예) 1 2 3

•소리의 느낌에 대해

생각해보고, 타악기에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소리는 무엇인지 발표하기

* 화음1과 화음2를 동시에 연주하면 불협

화도가 더욱 증가하며 (3도 구성화음이

더욱 확대) 연주의 주법과 어우러져 타

악기에 가까운 소리가 난다.

구분 연주 횟수에 따른 차이
• 불협화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는?

(O 표시)

1회 연주----------5회 반복 연주

• 화음의 울림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O 표시)

1회 연주----------5회 반복 연주

<표Ⅳ-18> (학습지④-1) 연주방법에 따른 불협화 정도 차이

<표Ⅳ-19> (학습지④-2) 연주 횟수에 따른 불협화 정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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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0> ‘조성 확립에 있어 화음의 역할’ 학습을 위한 교수 · 학습지도안

: 1차시

학습

주제

주요3화음

의 역할
학습대상 중 3학년 차시 1/2

학습

목표

•주어진 주요3화음에 기초하여 부분선율을 창작할 수 있다.

•주요3화음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인지

•오페라 ‘요술피리’의 ‘아름다운 방울소리’

연주 장면 감상 후 인물 관계 이야기하기185)

•학습목표 인지하기

인물

관계도

전개

주어진

화음을

기초하여

부분선율

창작

화음의

세 가지

기능

평가

•학습지⑤-1 활동하기

-음계에 주요3화음의 구성음을 찾아 각각

다른 색으로 동그라미/ 세 화음의 음으로

완성된 음계 시창/ 화음 기호 써 넣기.

•‘아름다운 방울소리’ 원곡 부르기

•‘아름다운 방울소리’ 악보의 빈 곳에 주어

진 화음을 사용하여 선율 창작 · 발표하기

① 화성음을 주로 강박에 쓴다.

② 앞 부분의 리듬을 활용하여 쓰되, 발
전적인 느낌이 들도록 한다.

③ 종지 부분이므로 끝나는 느낌이 들도록 한다.
④ 가사 “라”는 음의 수에 맞추어 늘이거
나 줄일 수 있다.

•각 화음 사용에 변화를 준 예시를 듣고

자신이 창작한 화성진행과 가장 비슷한 것

고르기(학습지⑤-2)

•위 활동을 바탕으로 주요3화음이 조성 확

립에 기여하는 화음임을 인지하기

•자기평가지 및 교사 평가지 작성하기

음원

악보Ⅲ

20-22

표

Ⅲ-3

학습지

정리 차시 예고
•빈칸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과제 부여

•학습한 내용 복습 및 다음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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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1> (학습지⑤-1) 주요3화음의 조성확립

* 각 화음의 구성음에 각각 다른 색으로 동그라미 하고,

화음기호를 써 넣으세요. 완성 후 음계를 시창해보세요.

<표Ⅳ-22> (학습지⑤-2) 부분선율 창작

* 오선지의 빈 곳에 기재된 화음을 사용하여 선율을 창작해보세요.

185) 최은식 외 6인(2013).『중학교 음악』. 서울: 두산동아. p.1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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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 사용에

변화를 준 예시

진행의 느낌

이야기하기

자신이 창작한

것과 가장 비슷

한 화성진행은?

• 1번 예시 듣기

(T, S, D 화음 모두 사용)

예) 끝나는 느낌이 강

하다/ 뚜렷하다 등

* 학생들은 주요3

화음을 모두 사용

하여 창작함.

• 2번 예시 듣기

(S, D 화음만 사용)

예) 끝나는 느낌이

약하다/ 어색하다 등
• 3번 예시 듣기

(T, D 화음만 사용)

예) 끝나는 느낌이

강하다/ 단조롭다 등
• 4번 예시 듣기

(S, T 화음만 사용)

예) 끝나는 느낌이

약하다/ 단조롭다 등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이 사용한 화성 진행과 같은 것을 변별할

수 있도록 화음 진행을 강조하여 연주한다. 또한 주요3화음을 모

두 사용하였을 경우 곡의 조성감이나 종지감을 가장 안정되게 느

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표Ⅳ-23> (학습지⑤-2)

화음 사용에 변화를 준 예시와 비교

* 선생님의 예시를 듣고 각 진행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또 자신이 창작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비슷한 화성 진행을 골라

O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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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대리화음 및

부3화음의 역할
학습대상 중 3학년 차시 2/2

학습

목표

•주요3화음과 대리·부3화음을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화음 조합의 다양성에따른음악적·시각적 효과를이야기 할수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인지

•단순한 색, 다양한 색의 조합으로 이루

어진 그림 감상 후 음악에 비유하기

•학습목표 인지하기

전개

주3화음을

색으로

표현

대리화음·

부3화음을

색으로

표현

화음

사용의

확대에

따른 효과

평가

•‘보리수’의 멜로디를 듣고 T, S, D화음

으로 화성화된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기

•4-5명의 모둠으로 앉아 위 악보에서

세 화음을 찾아 쓰고 각각 파랑, 노랑,

빨강색으로 표시하기 (학습지⑥-1)

•‘보리수’를 주요3화음 및 대리·부3화음

으로 화성화한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기

•분석된 악보에 T, S, D 화음을 찾아

원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하고, 대리화음

(T6, S6, D6)은 세모, 부3화음(Tp, Dp,

Sp)은 비슷한 색상계열의 파스텔톤을

활용하여 동그라미 표시 (학습지⑥-1)

•첫 악보와 두 번째 악보의 종지유형을

비교하여 듣고 종지감의 변화 이야기하기

•화음 조합의 다양성에 따른 울림의 차

이와 화음색깔의 변화에 대해 모둠 별

로 발표하기 (학습지 ⑥-2)

•자기평가지 및 교사 평가지 작성하기

음원

악보Ⅲ

23-27

표

Ⅲ-4

학습지

정리 차시 예고 •학습한 내용 복습 및 다음 차시 예고

<표Ⅳ-24> ‘조성확립에 있어 화음의 역할’ 학습을 위한 교수 · 학습 지도안: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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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3화음을 찾아 T, S, D 기호로 표기한 후 각각 같은 색으
로 O 표시하고 악보를 보며 노래해보세요.

* 분석된 악보에 지시된 대로 표시(왼쪽 아래 참고)하고 노래
한 후, 위 악보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보세요.

<표Ⅳ-25> (학습지 ⑥-1) ‘보리수’ 화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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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3화음만

사용된 경우

주요3화음 및

대리·부3화음으로

화성화한 경우

•화음 반주 울림의

차이 이야기하기

(수직적 울림의 다양성)

예) 주요3화음만 사용한 경우 단조로우면

서도 화음 진행이 분명한 느낌이며 대리·

부3화음을 함께 사용한 경우 울림이 다양

해지고 화음 진행이 다소 복잡해졌다.
•소리/ 색의 다양성이

더 큰 경우 O표시하기

(수평적 조합의 다양성)
* 교사는 학생들이 주3화음에 덧붙인 대리화음 및 부3화음의 사용으

로 인해 울림의 다양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지도한다.

<표Ⅳ-26> (학습지 ⑥-2) 화성 변화에 따른 화음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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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화성적

종지의 역할
학습대상 중 3학년 차시 1/2

학습

목표

•4가지 종지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종지유형의 음악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인지

•음악이 끝나는 느낌을 갖기 위해 어떤

음악적 장치(선율, 리듬, 화성 등)가 있

어야 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학습목표 인지하기

전개

‘들장미’

2중창으로

합창하기

4가지

종지유형

다양한

종지유형의

음악적

효과

평가

•두 모둠으로 나누어 ‘들장미’의 소프라

노 및 알토 성부 연습하기

•2중창으로 합창하기

•4가지 종지 부분을 부분합창하기

•4가지 종지유형의 화음진행 이해하기

•각 종지 부분의 종지의 느낌 이야기하기

•각 종지 부분의 음악적 효과 이야기하기

•첫 번째 악구와 네 번째 악구의 ‘들에

핀 장미화’, 세 번 째 악구의 ‘장미화’라

는 가사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 되었는

지 비교하기

•슈베르트의 ‘들장미’ 감상 후 두 곡

의 종지의 느낌 비교하기

•두 곡의 종지유형 비교하기

•다양한 종지유형의 음악적 효과에 대

해 이야기하기

•자기평가지 및 교사 평가지 작성하기

음원

악보Ⅲ

28-30

표

Ⅲ-5

정리 차시 예고 •학습한 내용 복습 및 다음 차시 예고

<표Ⅳ-27> ‘화성적 종지와 프레이징’ 학습을 위한 교수 · 학습지도안: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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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화성적 종지의

변형태
학습대상 중 3학년 차시 2/2

학습

목표

•종지화음 변화로 인한 종지감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종지감의 변화를 통해 음악적 다양성을 느낄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인지

•‘들장미’ 합창 영상 감상하기

•학습목표 인지하기
영상

전개

화음이

변화된

‘들장미’

각 종지

부분

2중창으로

합창하기

종지화음

변화로

인한

종지감의

변화

음악적

다양성 탐구

평가

•지난 시간 배운 ‘들장미’ 2중창하기

•3, 4마디 변격종지 부분을 부른 후, 이

부분의 화음을 변화시킨 반주부를 듣고

화음 변화된 부분 2부 합창하기

•종지감의 변화/음악적 효과 이야기하기

•5, 6마디 반종지 부분을 부른 후, 이

부분의 화음을 변화시킨 반주부를 듣

고 화음 변화된 부분 2부 합창하기

•종지감의 변화/음악적 효과 이야기하기

•11, 12마디 위종지 부분을 부른 후, 이

부분의 화음을 변화시킨 반주부를 듣고

화음 변화된 부분 2부 합창하기

•종지감의 변화/음악적 효과 이야기하기

•13, 14마디 정격종지 부분을 부른 후,

이 부분의 화음을 변화시킨 반주부를

듣고 화음 변화된 부분 2부 합창하기

•종지감의 변화/음악적 효과 이야기하기

•자기평가지 및 교사 평가지 작성하기

음원

표Ⅲ

8-11

학습지

⑧-1

정리 차시 예고 •학습한 내용 복습 및 다음 차시 예고

<표Ⅳ-28> ‘화성적 종지와 프레이징’ 학습을 위한 교수 · 학습지도안:

2차시



- 144 -

종지화음의 변화 종지감의 변화 이야기하기

• 변격종지와

그 화음 변화에 의한 차이

예시① 예)슬프다/우울하다/어둡다
예시② 예)신비롭다/낯설다
예시③ 예)날카롭다/가볍다

• 반종지와

그 화음 변화에 의한 차이

예시① 예)날카롭다/불안정적이다
예시② 예)슬프다/우울하다/어둡다
예시③ 예)가볍다/끝나는 느낌이 덜든다

• 위종지와

그 화음 변화에 의한 차이

예시① 예)신비롭다/낯설다/밝다

예시② 예)밝다/고조된다

• 정격종지와

그 화음 변화에 의한 차이

예시① 예)가볍다/끝나는 느낌이 덜든다
예시② 예)슬프다/우울하다/어둡다
예시③ 예)날카롭다/불안정적이다

* 학습 시간을 고려하여 본문에 제시된 예시를 번호대로 각 2-3

개씩 들려주고 2부 합창으로 불러본 후, 종지감의 변화를 이야기

해 본다.(본 예시에는 표Ⅲ 8-11의 순서에 따라 ①, ②, ③으로

표시했음) 교사는 학생들이 종지화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화음 진행을 강조하여 연주한다.

<표Ⅳ-29> (학습지⑧-1)

종지화음의 변화에 따른 종지감의 차이 및 음악적 효과

* 1. 각각의 예시를 선생님의 반주에 맞추어 2부 합창해보고, 원래의

곡과 비교하여 종지의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야기해보세요.

2. 이러한 변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음악적 효과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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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화음 진행

유형
학습대상 중 3학년 차시 1/2

학습

목표

•각 화음 진행의 베이스를 자일로폰으로 연주할 수 있다.

•5도 하행, 5도 상행 화음진행의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각 화음 진행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인지

•자신이 좋아하는 동요나 외국민요 이

야기하기

•학습목표 인지하기

전개

각 화음

진행의

베이스를

자일로폰

연주

화음의 5도

상·하행 시

느낌

비교

변화된

5도권

진행의

느낌

평가

•‘작은 세상’을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기

•교사가 베이스를 연주하면 학생들은

손기호로 베이스 진행 따라 부르기

•자일로폰으로 베이스 연주하며 노래하기

•두 모둠이 T-D, D-T 진행을 각각 연

주하여 5도 상·하행 시 느낌 비교하기

(학습지⑨-1)

•‘Ich liebe dich’ 첫 악절 노래 부르기

•교사가 화음의 기본위치/변화된 진행으

로 베이스를 연주하면 학생들은 손기호

로 베이스 진행 따라 부르기

•자일로폰으로 기본위치/변화된 진행으

로 베이스 연주하며 노래하기

•기본위치 진행/ 변화된 진행 비교하기

(5도↑을 3↑으로, 5도↓을 2도↓으로)

(학습지⑨-2)

•자기평가지 및 교사 평가지 작성하기

그림

Ⅲ-2

악보Ⅲ

31-35

학습지

자일

로폰

정리 차시 예고 •학습한 내용 복습 및 다음 차시 예고

<표Ⅳ-30> ‘화음 진행 유형’ 학습을 위한

교수 · 학습 지도안: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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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31> (학습지⑨-1)

T-D 진행과 D-T 진행의 느낌의 차이

* 모둠 별로 1-2마디를 연주해보고 해당되는 진행의 느낌에 O표시

하세요.

구분 진행의 느낌 (해당느낌에 O)
• 5도 상행 시

모둠1: 1-2마디연주

으뜸화음(T)->딸림화음(D)

물어보는(?) 느낌-----대답하는(!) 느낌

계속되는 느낌-------마치는 느낌

• 5도 하행 시

모둠2: 3-4마디 연주

딸림화음(D)->으뜸화음(T)

물어보는(?) 느낌-----대답하는(!) 느낌

계속되는 느낌-------마치는 느낌

* 교사는 학생들이 5도 상·하행 진행에 따른 긴장과 이완을 노래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손기호로 베이스 진행을 표현하게 하고, 노래를

부르며 자일로폰으로 베이스를 강조하여 연주하도록 지도한다.

<표Ⅳ-32> (학습지⑨-2) 5도 진행의 변화에 따른 느낌 비교

*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구분 5도 상행 3도 상행
•계속되는 느낌이

더 큰 경우 O표시하기
구분 5도 하행 2도 상행

•마치는 느낌이

더 큰 경우 O표시하기

* 학생들이 베이스음을 자일로폰으로 연주하며 베이스의 근음이 5도가

아니라 3도나 2도 진행할 때 원곡과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본다.

계속되는 느낌은 음의 진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5도 상행 시 더 크게

느껴지며 끝나는 느낌은 5도 하행 시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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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화음 진행

유형
학습대상 중 3학년 차시 2/2

학습

목표

•각 화음 진행의 베이스를 자일로폰으로 연주할 수 있다.

•2도 상행, 2도 하행 화음진행의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각 화음 진행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인지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합창 영상 감상하기

•학습목표 인지하기

영상

전개

각 화음

진행의

베이스를

자일로폰

연주

화음의

5도 및 2도

상·하행 시

느낌

비교

각 화음

진행

이해 및

비교

•‘스승의 날’ 화음 반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교사가 베이스를 연주하면 학생들은

손기호로 베이스 진행 따라 부르기

•자일로폰으로 베이스 연주하며 노래하기

•1-3마디 T-S/ S-T 진행을 각각 두 모

둠이 연주하고 5도 상·하행 시 느낌 비

교하기 (학습지⑩-1)

•6-8마디 S-D/ D-S(변화시킨 화음) 진

행을 각각 두 모둠이 연주하고 2도 상·

하행 시 느낌 비교하기 (학습지⑩-2)

•T-S-D-T 진행의 느낌 이야기하기

•지난 시간 배운 ‘작은 세상’을 모둠 별

로 노래하여 화성의 진행감 느끼기

•T-D, D-T 진행과 T-S6-D-T 진행 비

교하기 (학습지⑩-3)

음원

그림

Ⅲ-2

악보Ⅲ

36-41

학습지

자일

로폰

<표Ⅳ-33> ‘화음 진행 유형’ 학습을 위한 교수 · 학습 지도안: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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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각 화음

진행 이해

및 비교

평가

•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1-8마디를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기

•교사가 베이스를 연주하면 학생들은

손기호로 베이스 진행 따라 부르기

•자일로폰으로 베이스 연주하며 노래하기

•T-S, DD -D와 T-S-D-T 진행의 느낌

비교하기 (학습지⑩-4)

•3마디 부딸림화음을 사용하였을 때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느낌의 차이 이야

기하기 (학습지⑩-5)

•자기평가지 및 교사 평가지 작성하기

* 이 수업에서는 익숙한 노래를 통해 화

음 진행을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가창

지도 보다는 자일로폰의 베이스 연주와

그 진행감을 느끼는 것이 중점이 되어

야 함

음원

그림

Ⅲ-2

악보Ⅲ

36-41

학습지

자일

로폰

정리 차시 예고 •학습한 내용 복습 및 다음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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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34> (학습지⑩-1) T-S 진행과 S-T 진행의 느낌의 차이

(모둠활동)

구분 진행의 느낌 (해당느낌에 O)
• 5도 하행 시

모둠 1: 1-2마디 연주

으뜸화음(T)->버금딸림화음(S)

물어보는(?) 느낌-----대답하는(!) 느낌

계속되는 느낌-------마치는 느낌

• 5도 상행 시

모둠 1: 2-3마디 연주

버금딸림화음(S)->으뜸화음(T)

물어보는(?) 느낌-----대답하는(!) 느낌

계속되는 느낌-------마치는 느낌

<표Ⅳ-35> (학습지⑩-2) S-D 진행과 D-S 진행의 느낌의 차이
(모둠활동)

구분 진행의 느낌 이야기하기
• 2도 상행 시

모둠 1: 6-7마디 연주

버금딸림화음(S)->딸림화음(D)

예) 나아간다/ 밝아진다/ 뚜렷하다/

안정적이다

• 2도 하행 시

모둠 2: 7-8마디 연주

딸림화음(D)->버금딸림화음(S)

예) 후퇴한다/ 힘이 빠진다/ 희미하

다/ 불안정적이다

<표Ⅳ-36> (학습지⑩-3) ‘작은 세상’의 화음진행 비교

(모둠활동)

구분 (T-D), (D-T) 진행 (T-S6-D-T) 진행
• 모둠별로 노래하여

화성 진행감 느끼기

-모둠1: 1, 2마디

-모둠2: 3, 4마디
-다같이: 5-8마디

•(베이스 연주 듣고)

5도 상·하행 진행

화살표로 표시하기
•(화음만 듣고) 종지

감이 더 크게 느껴

지는 진행은? (O표시)
* 교사는 두 번 째 악절에서 버금딸림화음(S6)이 나오는 지점에서 학

생들이 화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강조하여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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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37> (학습지⑩-4) T-S, DD -D와 T-S-D-T 진행의 비교

(전체 활동)

구분
T-S, DD -D

진행

T-S-D-T

진행
•계속되는 느낌이 드

는 경우는? (O표시)
•끝나는 느낌이 드는

경우는? (O표시)

<표Ⅳ-38> (학습지⑩-5) 부딸림화음 사용에 따른 화음진행의 차이

(전체 활동)

구분

(가창선율)

부딸림화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도->도->레)

딸림화음에 대한

딸림화음을 사용한 경우

(시->도->도#->레)
•더욱 고조되는 느낌

의 진행은? (O표시)
•딸림음 ‘레’가 더욱

강조되는 경우는? (O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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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딸림조및

버금딸림조
학습대상 중 3학년 차시 1/3

학습

목표

•리코더 2중주로 바하 ‘미뉴에트’를 연주할 수 있다.

•딸림조 및 버금딸림조 조바꿈을 이해하고 음악적 효과를 이

야기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인지

•‘미뉴에트’를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기

•학습목표 인지하기
음원

전개

리코더

2중주로

바하

‘미뉴에트’

연주

딸림조 및

버금딸림조

이해

딸림조 및

버금딸림조

로의

조바꿈 ·

음악적

효과 비교

평가

•두 모둠으로 나누어 ‘미뉴에트’의 두 성

부 연습하기

•‘미뉴에트’를 리코더로 합주하기

•‘미뉴에트’의 형식 구분/ 조성 파악하기

•두 조의 으뜸음을 비교하고, 딸림조의

관계 이해하기

•조바꿈되지 않은 트리오 부분의 멜로디

를 두 모둠이 리코더로 연주하고 교사가

피아노로 아랫 성부 연주하기

•딸림조로 조바꿈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비교하기 (학습지⑪-1 참고)

•트리오 부분을 버금딸림조로 조바꿈한

부분을 두 모둠이 연습하여 합주하기

•두 조의 으뜸음 비교하고, 버금딸림조의

관계 이해하기

•딸림조와 버금딸림조의 조바꿈 비교하기

•자기평가지 및 교사 평가지 작성하기

음원

그림

Ⅲ-5

악보Ⅲ

42-45

학습지

리코더

정리 차시 예고 •학습한 내용 복습 및 다음 차시 예고

<표Ⅳ-39> ‘조바꿈에 따른 느낌의 차이’ 학습을 위한 교수 · 학습 지도안: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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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40> (학습지 ⑪-1)

‘딸림조’ 조바꿈에 따른 느낌의 차이

구분
다(C)장조로

조바꿈된 경우

조바꿈되지

않은 경우
•연주의 느낌이 어

떻게 차이나는 지

이야기하기

예) 트리오 부분의

느낌이 색다르다/

고조된다 등

예) 단조롭다/ 트리오

부분의 느낌이 비

슷하다 등
•긴장감이 더욱 크

게 느껴지는 경우

는? (O 표시)
* 교사는 학생들이 조바꿈된 악곡에서 단순히 선율의 변화가 아니라

선율 및 반주의 느낌, 가사와의 연관성, 색으로 표현한 형식구분 등을

통해 조바꿈에 의한 변화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표Ⅳ-41> (학습지 ⑪-2) ‘딸림 · 버금딸림조’ 조바꿈의 비교

구분
딸림조로

조바꿈

버금딸림조로

조바꿈

조바꿈되지

않은 경우
•연주의 느낌

이야기하기

예)긴장·해결감

이 느껴진다 등

예)이완·해결감

이 느껴진다 등

예)단조롭다/

안정적이다등

미뉴

에트

->

트리오

진행시

(O표시)

•긴 장 감이

가장 크게

느 껴 지 는

경우는?
•이 완 감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경우

는?
* 음의 진행 상 5도 위 딸림조로의 조바꿈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5

도 아래 버금 딸림조로의 조바꿈은 긴장감을 이완시켜 편안함을 갖게

한다. 또한 조바꿈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긴장과 이완, 회귀의

느낌이 없어 음악적 동력이 보다 약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학생들이 리

코더 연주를 하며 이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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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나란한조 학습대상 중 3학년 차시 2/3

학습

목표

•나란한조의 대비를 그림악보로 표현할 수 있다.

•나란한조 조바꿈을 이해하고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인지

•‘산토끼’를 나란한조로 조바꿈하여 변형

시킨 노래를 다같이 부르고 조바꿈에

따른 느낌의 차이 이야기하기

•학습목표 인지하기

음원

전개

‘송어’ 노래

부르기

그림악보에

표현하기

나란한조

이해

나란한조

조바꿈으로

인한

느낌의

차이

평가

•‘송어’ 노래 부르기

•‘송어’의 선율과 반주에서 분위기가 바

뀌는 부분 찾아보기

•‘송어’ 감상하며 선율을 따라 그림악보의

점 색깔별로 연결하기 (학습지 ⑪-1 참고)

•두 선율의 음높이/ 분위기 등 비교하기

•A와 B, A'부분의 조성 파악하기

•선율/ 주요3화음의 주요 음이 나란한 조

관계인 장 · 단조로 대비됨을 이해하기

•조성과 가사의 연관성 이야기하기

•조바꿈되지 않은 경우를 피아노 반주로

들려주고, 조바꿈된 경우와 비교하기

•스메타나 ‘몰다우’의 나란한조로의 조바

꿈 부분을 감상하고 이야기하기

•자기평가지 및 교사 평가지 작성하기

음원

악보Ⅲ

46-51

학습지

정리 차시 예고 •학습한 내용 복습 및 다음 차시 예고

<표Ⅳ-42> ‘조바꿈에 따른 느낌의 차이’ 학습을 위한 교수 · 학습지도안: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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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장 가까운 음악적 느낌에 O표시
•조바꿈된 경우 안정적이다 ---------------- 역동적이다
•조바꿈되지 않은 경우 단조롭다 ------------------- 다양하다
* 교사는 학생들이 조바꿈된 악곡에서 단순히 선율의 변화가 아니라

선율 및 반주의 느낌, 가사와의 연관성, 색으로 표현한 형식구분 등을

통해 조바꿈에 의한 변화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표Ⅳ-43> (학습지 ⑫-1)

나란한 조의 조바꿈에 따른 느낌의 차이 1

구분 (5-9마디)/(45-49마디) (31-35마디)

•감상 시 선율을 따

라 점 연결하여 완성

하기186)

-전체적인 선율의 음높

이 비교/ 선율의 분위

기 비교/ 각 선율에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음

이야기하기

•조성파악 후 느낌의

차이 이야기하기
(나(Bb)장조) (사(g)단조)

•조성과 가사의 연관

성 이야기하기

거울 같은 강물에

송어가 뛰노네/

마음이 아프게도

나는 그 보았네

낚시꾼이 나타나

물 속에서

(흙탕물을

일으켰노라)

<표Ⅳ-44> (학습지 ⑫-2)

나란한 조의 조바꿈에 따른 느낌의 차이 2

186) 간주부분을 포함한 마디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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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45> ‘조바꿈에 따른 느낌의 차이’ 학습을 위한 교수 · 학습 지도안:

3차시

학습

주제

같은

으뜸음조
학습대상 중 3학년 차시 3/3

학습

목표

•‘얼굴’의 선율을 같은 으뜸음조로 조바꿈할 수 있다.

•같은 으뜸음조 조바꿈을 이해하고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인지

•프랑스동요 ‘프레끄자끄’를 듣고 말러

교향곡 제 1번 제 3악장에서 변형된 부

분 감상한 후 느낌의 변화 이야기하기

•‘산토끼’를 다양한 조로 조바꿈하여

부르고 느낌의 차이 이야기하기

•학습목표 인지하기

음원

전개

‘얼굴’

노래 부르기

같은

으뜸음조의

이해 및

조바꿈

원조 및 같은

으뜸음조,

두 조 혼용된

선율 비교

평가

•‘얼굴’ 노래 부르기

•같은 으뜸음조 관계 이해하기

•‘얼굴’의 선율을 같은 으뜸음조로 조바

꿈하기(학습지⑬-1)

•‘얼굴’의 조성 및 같은 으뜸음조 비교

•A와 B, A'부분의 조성 파악하기

•조바꿈된 ‘얼굴’의 선율에 화음 그려 넣기

•원조의 음과 조바꿈된 음을 하나로 나

열한 선율 피아노 연주로 듣기

•원조 및 같은 으뜸음조, 두 조가 혼용된

선율의 느낌 비교

•같은 으뜸음조로 조바꿈된 슈베르트 연

가곡 ‘보리수’의 조바꿈 부분 감상하기

•자기평가지 및 교사 평가지 작성하기

음원

악보Ⅲ

52-59

정리 차시 예고 •학습한 내용 복습 및 다음 차시 예고



- 156 -

구분 가(a)단조-> 가(A)장조->
두 조가

혼용된 경우

•음악의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하기

예)슬프다 /

우울하다 등

예) 밝다/

고 조 되 어

있다 등

예) 불안정

하다/

대비된다 등

•가사의 느낌이 선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하기

예 ) 선 율 과

잘 어울린

다/ 가사의

느낌이 잘

전달된다 등

예) 어색하다

/색다른 느

낌이다 등

예) 불안정

하다/

느낌이 밝

아진다 등

* 교사는 C→C#, F→F#으로 변화된 음에서 손으로 표시를 하며 강조

하여 학생들이 변화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표Ⅳ-46> (학습지 ⑬-1)

같은 으뜸음조의 조바꿈에 따른 느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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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조바꿈과

가사(text)와

의 상관 관계

학습대상 중 3학년 차시 1/2

학습

목표

•1차관계조 및 보다 먼 조로 조바꿈된 악절의 변화를느낄수있다.

•가사와 조바꿈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인지

•영화 ‘파리넬리’ 중 ‘울게 하소서’의 연

주 장면 감상하기

•학습목표 인지하기

영상

전개

A부분의

가사(text)와

조바꿈과의

연관성

A부분의

가사(text)와

조바꿈과의

연관성

가사와

조바꿈의

관계

평가

•‘울게 하소서’ 노래 부르기

•다카포 아리아 형식 이해하기

•교사의 연주를 듣고 A부분의 조성 변

화 찾아보기 (조성 별로 끊어 듣기)

•모둠 별로 A부분의 가사(text)를 읽고

조바꿈과의 연관성 찾기

•모둠 별로 가사의 정서와 음악의 정서

표현해보고 연관성 찾기(학습지⑭-1)

•각 종지 부분에서 손기호를 활용하여

시창하고 비교해보기

•교사의 반주를 듣고 B부분의 조성 변

화 찾아보기 (조성별로 끊어서 연주)

•모둠 별로 B부분의 가사를 읽어보고

조바꿈과의 연관성 찾기 (학습지⑭-2)

•모둠 별로 조바꿈되지 않은 B부분 악보를

보고 노래 후 조바꿈된 경우와 비교하기

•모둠 별로 탐구한 내용 발표하기

•자기평가지 및 교사 평가지 작성하기

악보Ⅲ

60-62

표Ⅲ

12-14

학습지

정리 차시 예고 •학습한 내용 복습 및 다음 차시 예고

<표Ⅳ-47> ‘조바꿈의 기능’ 학습을 위한 교수 · 학습 지도안: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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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바꿈된 경우
조바꿈되지

않은 경우

•

정서

표현

하기

· 가사의 정서 예) 담담하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등

· 음악의 정서

비교하기

예) 고조되었다 이

완되는 등 다양하

게 변한다/ 가사에

담긴 고통의 표현

이 극대화된다 등

예) 조바꿈된 경우에

비해 단조롭다/

고통이 고조되는

가사의 정서가 잘

표현되지 않는다 등
* 교사는 학생들이 조바꿈된 B부분과 원조로 지속되는 B부분의 차이

를 음악과 가사와의 연관성 안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표Ⅳ-48> (학습지⑭-1) A부분 조성 변화와 가사(text)의 관계

(모둠 별 작성)

구분
a:

라(D)장조

b:

가(A)장조

a:

라(D)장조

•

정서

표현

하기

· 가사의 정서

예) 슬프다/

갈망하다/

담담하다 등

예)힘들다 /

고통스럽다

등

예) 슬프다/

갈망하다/

담담하다 등

· 음악의 정서(선율

및 화성, 리듬 등)

예)담담하다

/억누르다

등

예 )긴장이

느껴진다 /

고조된다 등

예)담담하다

/회귀/안정/

이완 등
* 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도록 지도하고, 가사에서 느

끼는 정서와 음악에서 느끼는 정서를 연관시켜 조바꿈이 어떤 정서나

분위기를 표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표Ⅳ-49> (학습지⑭-2) B부분 조성 변화와 가사(text)의 관계

(모둠 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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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50> ‘조바꿈의 기능’ 학습을 위한 교수 · 학습지도안:

2차시

학습

주제

조바꿈에

따른 형식 및

구조와의 관계

학습대상 중 3학년 차시 2/2

학습

목표

•다카포 아리아 형식을 설명할 수 있다.

•조바꿈에 따른 형식의 변화를 이해하고, 색이나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인지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

서’의 연주 장면 감상하기

•학습목표 인지하기

영상

전개

조바꿈에

따른 형식의

변화

감상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

평가

•‘울게 하소서’ 노래 부르기

•다카포 아리아 형식 자세히 알아보기

•곡 전체의 조성 변화표 살펴보기

•조바꿈된 조가 원조에 비해 어떤 관계

로 조바꿈되었는지 이야기하기

•다카포 아리아 형식과 조성의 변화를

생각하며 ‘울게 하소서’ 감상

•(학습지⑮-1)의 표에 모둠별로 A · B

부분의 이름을 대조시켜 지어보기

•모둠별로 같은 조성끼리 색을 맞추어

각 칸에 색칠하기

•(학습지⑮-2)의 표에 모둠별로 이름과

조성을 써넣고, 그림으로 형식 표현하기

•모둠별로 같은 조성끼리 색을 맞추어

각 칸에 색칠하기

•학습지에 표현한 내용 발표하기

•자기평가지 및 교사 평가지 작성하기

음원

그림Ⅲ

6-7

정리 차시 예고 •학습한 내용 복습 및 다음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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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D)장조 가(A)장조 라(D)장조

• A 부분 이름짓기 예) 땅, 물
나(b)단조 가(A)장조 올림 바(f#)단조

• B 부분 이름짓기 예) 하늘, 불

라(D)장조 가(A)장조 라(D)장조

• A 부분 이름짓기 예) 땅, 물

<표Ⅳ-51> (학습지⑮-1) 형식 및 구조에 있어 조바꿈의 역할 1 (모둠별 작성)

* 같은 조성끼리 짝지어 색칠하고, A와 B부분의 이름을 지어 써 넣으세요.

<표Ⅳ-52> (학습지⑮-2) 형식 및 구조에 있어 조바꿈의 역할 2 (모둠별 작성)

* 같은 조성끼리 색칠하고, 빈 칸을 지시대로 써 넣으세요. 빈칸 완성

후 형식 및 구조, 가사에 있어 조바꿈의 역할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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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도상의 유의점

본 연구는 학생들이 표현 및 감상 활동을 통해 화음의 구성 및 울림,

진행, 조바꿈 등을 감각적으로 지각하고 인지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사는 수업에서 화성 기호 등 이론적 내용의 전달에 집중하기 보

다 주요 3화음을 중심으로 하여 화음 간의 상호관계 및 역할 등을 음악

적 진행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화음 기호 중 주요 3화음에 해당하

는 기호(T, S, D)는 학생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으나 그 외의 화음에 해

당하는 기호는 위 세 가지 기능에 근거한 표시들이므로 필요할 경우 그

역할을 확인해보는 정도로만 활용한다.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적 소

리에 대한 감각적 경험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한편, 학생의 반응을 확인하고 탐구해볼 때 주로 소리를 비교하거나 그

림 혹은 색, 도형으로 표현하는 활동들을 하게 된다. 학생들이 이러한 표

현활동을 어려워 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를 돕기 위해 학습지에 예시가 제시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교사

의 느낌을 먼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또한 교사의 연주를 듣고 학습하는 경우 강조해야 할 소리들을 충분히

강조하거나 이완시켜 연주하여 학생들이 그 음악적 맥락을 잘 지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 학습 내용별 유의점은 학습지 하단에 구체적으로 기

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활동을 통해 각 화성의 주

요 개념 및 원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습지의 활동에

는 이러한 과정이 담겨있으며 여기에는 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학생들이 예상한 바와 다르게 느낄 가능성도 존

재한다.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존중하고, 음악적 맥락

안에서 정리해 주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학생들 고유의 음악성

계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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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평가

본 연구는 학생들이 화음 및 조성감의 변화나 차이를 완벽하게 구별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감각적

차이를 통해 화음 및 조성의 실제적인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답을 이끌어내는 영역에서는 ‘청각적 변별행동 검

사’187)나 ‘청각인지 및 식별행동’의 검사188)가 가능하고 이를 제외한 영역

에서는 ‘-을/ -의 소리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표현하는 ‘정서적 반응 검사’가

적합하다. 그러나 ‘정서적 반응’은 학습자의 개별적 경험과 특성에 의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등급화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189) 대신 서술형

예시와 함께 답안의 큰 맥락을 교사가 이끌어 나가면 학생들이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반응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다양한 영역의 성취를 모두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습 결과 뿐

아니라 과업 수업의 과정과 그 내적 인지과정까지 포함하는 수행평가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190)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인 영역 뿐 아니라

정서적 반응, 주관적인 느낌의 변화를 검사할 수 있는 ‘학습지’와 학생과

교사가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종합적 태도와 학업 능력의 향상을 평가

하는 ‘자기 평가지’및 ‘교사 평가지’를 수행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자 하였다. 교사의 경우 ‘교사 평가지’를 학습 활동 중 수시로 기록하여 마

무리와 함께 정리하도록 한다. 학습지 50%, 학습 태도에 대한 자기평가 및

교사 평가지 1 25%, 학업 내용에 대한 자기평가 및 교사 평가지 2 25%를

종합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하였다. 평가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87) 청각적 변별행동은 두 개 이상의 음악을 듣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 지를 구별하

는 행동으로 두 개 이상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 차이를 변별하도록 요구하는 검

사이다. (권덕원, 2005, p.351)
188) 청각인지 및 식별행동의 검사는 음악을 들려주고 들려지는 음악에 대한

정보를 검사지나 구술로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검사이다.(권덕원, 2009, p.353)
189) 권덕원 외 3명(2005).『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p.356.
190) 이철구(2001).『심리학으로 본 음악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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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가내용
학

생

교

사

가창

영역

•바른 발성과 호흡을 지키며 노래하였나요?

•알맞은 빠르기와 셈여림으로 노래하였나요?

•가사를 잘 표현하여 노래하였나요?

•다른 학생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어울리게

연주하였나요?

기악

영역

•자세나 손가락 모양/ 채를 쥐는 모양 등을 바

르게 하여 연주하였나요?
•알맞은 빠르기와 셈여림으로 연주하였나요?
•다른 학생들의 연주소리를 들으며 어울리게

연주하였나요?
•모둠끼리 협조하여 끝까지 성실하게 연주하였

나요?

감상

영역

•음악을 집중하여 들었나요?

•학습지의 내용에 성실히 대답했나요?

•이 음악을 듣고 흥미로웠던 점이나 반성할 점에 대하

여 적어보세요. (학생만 기재)

창작

영역

•선생님의 지시를 잘 듣고 선율을 창작하였나요?

•주어진 박자와 화성을 올바로 사용하였나요?

•다른 친구와 선생님이 들려주는 창작 선율의

예시를 끝까지 잘 들었나요?

<표Ⅳ-53> 자기 평가 및 교사 평가지 1

* 나/학생의 수업 태도에 대해 아래 점수를 참고하여 평가하세요.

잘함(3)/ 보통(2)/ 미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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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학습

주제
평가내용

학

생

교

사

1

차

시

•

3화음

•3도 구성 화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나요?

•3화음(협화적 화음)과 7화음(불협화적 화음)의

울림의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장3화음에서 단3화음으로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나요?

2

차

시

•불협

화가

포함된

화음

•협화적 3화음에서 불협화적 3화음으로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나요?
•딸림7화음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나요?

•7화음에서 9화음으로의 변화(불협화도의 증가)

를 느낄 수 있나요?

3

차

시

•

비화

성음에

의한

불협화

•계류음에 의한 불협화적 긴장과 이완감을 느끼

고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지속음에 의한 불협화를 느끼고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4

차

시

•

불협

화도가

증가된

화음

•‘봄의 제전’의 화음을 내가 속한 모둠의 화음

악보를 보고 멜로디언으로연주할수있나요?

•연주 횟수 및 화음조합의 방법에 따라 불협화

음 정도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5

차

시

•

주요3

화음의

역할

•주어진 주요3화음을 기초로 부분선율을 창작

할 수 있나요?

•주요3화음의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표Ⅳ-54> 자기 평가 및 교사 평가지 2

* 학습한 내용에 대해 아래 점수를 참고하여 평가하세요.

매우 잘 함(5) / 잘 함(4) / 보통(3) / 좀 더 노력해야 함(2) / 미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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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학습

주제
평가내용

학

생

교

사

6

차

시

•

대리

화음 및

부3화

음의

역할

•‘보리수’에 사용된 주3화음과 대리·부3화음을

색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화음 조합이 다양해지면서 나타나는 음악적 ·

시각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7

차

시

•

화성적

종지의

역할

•4가지 종지유형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다양한 종지유형의 음악적 효과에 대해 이야

기할 수 있나요?

8

차

시

•

화성적

종지의

변형태

•종지화음 변화로 인한 종지감의 변화를

느낄 수 있나요?

•종지감의 변화를 통해 음악적 다양성을

느낄 수 있나요?

9

차

시

•T-D,

D-T

진행

•각 화음 진행의 베이스를 자일로폰으로

연주할 수 있나요?
•5도 하행, 5도 상행 화음진행의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각 화음 진행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10

차

시

•

T-S

-D-T/

T-S,

DD -D

진행

•각 화음 진행의 베이스를 자일로폰으로

연주할 수 있나요?
•2도 상행, 2도 하행 화음진행의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각 화음 진행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11

차

시

•

딸림조
및
버금
딸림조

•리코더 2중주로 바하 ‘미뉴에트’를 연주할

수 있나요?

•딸림조 및 버금딸림조 조바꿈의 각 음악적 효

과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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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학습

주제
평가내용

학

생

교

사

12

차

시

•

나란

한조

•나란한조의 대비를 그림악보로 표현할 수

있나요?
•나란한조 조바꿈을 이해하고 음악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13

차

시

•

같은

으뜸음

조

•‘얼굴’의 선율을 같은 으뜸음조로 조바꿈할

수 있나요?

•같은 으뜸음조 조바꿈을 이해하고 음악적 효과

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14

차

시

•

가사

와의

상관

관계

•먼 조로 조바꿈된 악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

나요?

•가사와 조바꿈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15

차

시

•

형식 및

구조에

있어

조바

꿈의

역할

•다카포 아리아 형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나요?

•조바꿈에 따른 형식의 변화를 색이나 도형으

로 표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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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능 화성이론을 기초로 하여 이를 감각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구상하였다. 5종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 제재곡을

바탕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론적 지식이 아닌 표현 및 감상 활동

을 통해 화성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느끼고, 지각하며 더 나

아가 음악에 있어 화성의 역할을 파악하는 인지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구

체적인 과정과 방법을 모색하였다.

‘기능화성’은 주요 3화음을 중심으로 한 화음 상호간의 관계 및 역할을

설명한 이론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리만(H. Riemann)의 이론에 기초한

말러(W. Maler)의 표기법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먼저, 현황조사를 위해 현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내용을 선정하였다. 학습 내용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의 필수 학습 내용 뿐 아니라 필수 학습 내용

의 기초가 되는 화성의 기본적 원리를 포함시켰다. 또한 교과서 제재곡

에서 실질적으로 교육되고 있는 관계조 및 조바꿈의 영역도 추가하였다.

그리하여 ‘화음의 구성 원리’, ‘조성확립에 있어 화음의 역할’, ‘화성적 종

지와 프레이징(phrasing)’, 단순한 선율의 ‘화음 진행 유형’, ‘조바꿈’을 학

습 주제로 선정, 표현 및 감상활동을 중심으로 각 주제의 원리들을 교육

해나가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 교육 방안으로서 학습 활동은 주로 화음 및 조성감의 구별

과 비교, 정서적 반응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학습

지’에 제시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 음악을 시각화하여 표현한 도형이

나 그림, 화음패턴, 표 등의 ‘학습자료’를 첨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

다. 제재곡은 5종 교과서 중 각 주제의 원리들을 교육하기에 알맞은 곡

으로 선정하였으며 동요, 가곡, 전래민요, 뮤지컬곡, 가요, 고전 및 현대

감상곡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수업에 이러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실행 방안

을 제시하였다. 학습주제에 따른 학습 목표를 진술하고 선정된 학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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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따라 교육 계획을 구상하여 교수 · 학습지도안, 평가지 등을 작성

하였다.

차시별 학습은 먼저 학습 주제에 대해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음악 및

관련 영상, 관련 경험 나누기 등으로 도입하고 전개 단계에서는 학생들

이 각 학습 주제에 따라 가창, 기악, 감상, 창작, 신체 표현 등의 활동을

통해 화음 및 조성감, 정서적 차이 등을 구별 · 비교하여 정리 · 발표한

다. 이후 정리 단계에서 ‘자기평가지’ 및 ‘교사평가지’를 작성하여 마무리한

다.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인지적인 영역 뿐 아니라 정서적 반응, 주관적인

느낌의 변화를 검사할 수 있는 ‘학습지’와 종합적 태도 및 학업 능력의

향상을 평가하는 ‘자기 평가지’ · ‘교사 평가지’를 수행평가를 위한 자료

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수업을 주도할 때 화음의 이론적 분석이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소리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

요하다. 특히, 활동의 목표가 인지적 영역이 아닌 정서적 영역인 경우 제

시된 예시를 바탕으로 음악적 맥락을 설명하며 학생들의 느낌을 정리하

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학생들 고유의 음악성 계발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초 조사 등을 통해 학습자의 개별성을 고려한 교수

-학습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정서적 반응을 정리 · 분류

할 수 있는 교사 매뉴얼 등이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가 기능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 수업을 효과적으로 이끌

어나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사 교육의 지원이 요구된다. 관련 프로그

램 개발을 통해 직무 연수나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 등에서 이러한 교육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반음계적 화성이나 현대화성에 대

한 교육 방안을 추가적으로 연구한다면 교과서의 화음 읽기 영역 및 감

상 영역 등에서 보다 심화된 학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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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the music pieces that students have learned from textbooks

or heard in daily lives are mostly composed of the major-minor key

system from the Common Practice Period. Therefore, understanding of

harmony,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major and minor chord

system, takes a very important part in understanding music itself. If

a harmonic instruction in the classroom is simply limited to reciting

its theory, students would find it difficult not only to be interest in

music but also to improve his or her musicality. For this reason,



- 174 -

harmony lessons are required to help students perceive and recognize

music through a variety of auditory experiences, aiming at leading

students to a practical understanding by embodied and sensory

acquisition of harmonic sounds.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relations between

harmonies of the primary triads and their role in melodies. It is also

purposed to propose a practical teaching strategy, following Wilhelm

Maler’s notation established on Hugo Riemann theory of functional

harmony.

Middle school seniors were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nd

example pieces were selected from 5 out of 18 varieties of music

textbooks currently used in the middle school after the 2009

curriculum revision. This research was intended for the students to

sense and naturally recognize the basic principle of harmony through

related activities. Furthermore, it also found a way to teach the

following subjects involved with musical activities - ‘how to

constitute harmony’, ‘harmony’s role for key establishment’, ‘harmonic

cadence and phrasing’, ‘chord progression patterns in the strains of

simple melody’ and ‘modulation’.

A follow-up study is expected to develop teaching methods and

learning strategies conside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musical

knowledge. Subjects about the chromatic scale and the contemporary

harmony will also have to be included in future studies.

keywords: functional harmony, sensory acquisition, teaching

plan, middle school,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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