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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가창교육은 음악교육 역사와 미학을 통하여 그 중요성이 드러나며, 음

악교육에서 주요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통해서도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가창활동은 음악수업의 주요활동이며, 가창능력은 음악교사가 갖춰

야할 기본능력이다. 가창교육의 기초는 발성법에 관한 지도이다. 교사는

발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발성지도능력을 갖추어 학생들이 건강한 발

성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음악교사의 발성능력을 위해서

는 교사의 실기 및 교수 훈련 기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비교사 교육과 교사 재교육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교사들이 실제로 발성지도를 실시하는 현

황에 대해서도 이전에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발성지도

에 대한 여러 현황들을 문헌과 인식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였고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문헌조사 대상은 음악교사 기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음악교육과 교과와 교원 연수로써, 조사를 통해 발성지도에 대한

제도적 현황을 알아보았다. 문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문항은 전

문가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받고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뒤에 본 조사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는 3가지 영역으로, 발성교육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

식, 실제 발성지도 현황, 대학 및 교원 연수를 통한 교사들의 발성 학습

경험에 대해 조사한 후, 발성지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해보았다.

문헌연구 결과, 발성지도에 대한 중요성과 발성지도 현황에 대해 살펴

볼 수 있었다. 국내․외 음악교사 기준에서는 교사가 발성 실기 및 지도

능력을 길러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발

성지도에 대한 내용이 빠지지 않고 제시되어 발성지도의 중요성이 드러

났다. 음악교육과 교육과정과 교원 연수 조사를 통해서는 교사들이 발성

법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발성지도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과 발성지도 현황 및

교사교육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음악교사들은 발성지도를 중요하



- ii -

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발성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다. 가창수

업에서 교사들은 발성지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대학 및 교원연수를 통해

발성법을 배운 교사들은 주로 단체 강의를 들었으며, 수강인원의 절반정

도만이 발성법을 충분히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첫째, 문서를

통해 발성지도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교사들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

나 발성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로써 음악교사들의 발성지

도능력을 신장시킬 필요성이 나타났다. 둘째, 음악교사를 위한 발성 교육

의 기본적인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발성법 자체만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 범위의 지역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활발

히 연구된 적 없는 분야로써 그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연구 범위의 확대와 발성법에 대한 종합적인 정

리조사를 제언한다. 첫째,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 초등 음악 연구, 전

국적 교원 연수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발성지도의 종합적인 현황을 파

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들의 효과적인 발성지도를 위한 안내

를 위해 학교교육 수준에 적합한 발성법에 대한 정리와 다양한 발성 교

수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발성지도, 발성 지도 현황, 교사 자격기준, 음악교사 인식,

교원 연수

학 번 : 2013-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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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창교육은 역사적으로 음악 교육의 주요 영역을 차지했다. 서양에서

는 초기 가톨릭교회의 성가학교(Scholae Cantorum)에서부터 18세기 유

럽의 페스탈로치, 파이페르와 네겔리의 가창교육을 통해 대중 음악교육

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개화기 때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에서부

터 ‘창가’ 과목이 개설되면서 가창 중심의 음악교육 전통이 이어져왔다

(민경훈 외 2010, 20-41).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음악교육에서 가창영역

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중학교 교과서는 출판사에 따라 3

4～51%가 가창영역이고(임예원 2016, 19),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약

56～69%가 가창영역으로 구성되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생활화 영역

중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강향자 2011, 40). 따라서 가

창활동이 음악수업의 주요 활동이 되므로, 가창능력은 음악교사가 갖추

어야 할 전문적인 교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유덕희 1978, 21).

가창교육의 기초는 발성법에 관한 지도이다. 가창수업, 합창단, 성악

레슨 등 가창 관련 활동은 대부분 발성연습에서 시작하며, 성악 전문 서

적과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도 발성법이 빠지지 않고 다루어진

다. 발성지도 방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도 발

성 지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좋은 발성으로 목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성대를 많이 사용하는 교사

와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한 성대와 좋은 목소리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Palac 2008, 20). 미국음악교육자협회(MENC)는 건강한 발성으로

노래부르기를 권장하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소리 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선미 2014, 3). 음악교사는 발성에 대한 정

확한 지식과 발성지도능력을 갖추어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성대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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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가지 않는 건강한 발성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음악교사가 학생들에게 좋은 음악적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실기 및 교

수 훈련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미국의 음악전문교사

와 일반음악교사 두 집단 간1)에 미국음악대학협회(NASM)에서 요구하

는 음악 능력 및 교수 수준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을 때, 음악전문교사가

학급담당교사나 일반음악교사에 비해 NASM에서 요구하는 교수 수준을

더 잘 지키면서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결과를 보였다. NASM의

가창, 악기 연주, 즉흥연주, 작곡, 시창, 청음 및 분석, 평가하기 등 음악

의 기술적 능력이 강조되는 기준들은 일반음악교사보다 오랫동안 음악

및 교수 훈련을 받은 음악전문교사들에게 훨씬 익숙했기 때문이다(Byo

1999, 120-121).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음악교사가 발성 기술과 지도능

력을 갖추기 위해 충분한 훈련을 받는 일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사가 발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소리를 듣고 구별하는 능력을 바

탕으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은 단기간에 길러지지 않

으며, 혼자 터득하기도 어려운 분야이다. 그러므로 음악 교사 자격 기준

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음악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비교사

교육과 교사 재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은 교사 1인과 다수의 학생 간에 지식이 전달되는 구조로써,

제 3자가 관찰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 음악 교과는 많은 분량과 적

은 시수 및 음악 교사의 전공 다양성으로 인해 학교마다, 교사마다 수업

의 내용과 질이 상이한 특성이 있다. 그래서 학교교육 실태는 객관적 관

찰 및 비교가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 더불어 음악교사의 교육의 질 차이

는 교사의 실기 및 교수 훈련 기회가 되는 교사 교육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다. 교사 교육 또한 대학마다 교육과정이 조금씩 다르고, 가르치

는 교수마다 다루는 내용과 범위도 일정하지 않다. 교원 연수 현황은 연

수 방법과 경로, 연수 기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현황을 파악하

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학교교육과 교사교육 현황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 않은 분야이다. 그러나 발성지도 현황과 교사교육 현황을 정확하게

1) 미국 음악교사는 하나의 전문분야를 다루는 교사(Specialist)와 일반음악 전반을 담당

하는 음악교사(Generalist)로 종류가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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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종합적인 교육 현황 파악을 통하여 현재

교육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성지도에 대한 제도적 현황을 알아보고 발성지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먼저, 발성지도와 관련된 여러 가

지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음악교사 기준 안에 포함된 발성지도와 관

련된 내용을 알아보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발성지도 관련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발성법 관련 대학 교과 현황 및 교원 연수 현황을 조사

하여 교사를 위한 발성교육 여건이 어느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는지 종합

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발성지도 실태 파악을 위해 음악교사들에게 자기 평가적인

조사를 하고자 한다. 발성지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성지도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교사들 간의 발성 능력을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발성의 개념에 대한 본인의 이해를

평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 교육과 교원 연

수 참여에 대해 조사하여 교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발성 교육 현황

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발성지도와 관련된 현황은 어떠한가?

1. 음악교사 기준 내 발성지도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

2.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발성지도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

3.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발성 교육 현황은 어떠한가?

나. 발성지도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1. 발성 지도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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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음악 교사들의 발성지도 현황은 어떠한가?

3. 대학(대학원) 및 교원 연수를 통한 교사들의 발성 학습 경험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 가. 에서는 문서상에 나타난 발성지도 관련 현황을 알아보고

자 한다. 문헌조사를 통해 음악교사 기준, 교육과정, 교과서를 검토하고,

전국의 음악교육과 교과 및 교원 연수 현황을 조사하여 발성지도와 관련

된 내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나. 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 발성지도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가. 에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

들어진 설문도구를 통해 발성지도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과 발성지도

현황, 대학과 교원 연수에서 교사의 발성 학습 경험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 조사하는 발성지도의 범위는 성악과 대중음악에서의 발성

의 기초이며, 두 발성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에 해당한다. 성악과

대중음악 발성의 차이점이나 전문가 지도를 위한 발성의 자세한 내용은

중등 음악교사가 지도하는 일반 중․고등학생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 발성의 범위는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발성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는 조사 범위 상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원 연수 자료 결과는 조사 범위가 한정되

어 있다. 교원 연수 조사 대상은 2014년 서울 정교사 1급 자격 연수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교원연수정보서비스에 등록된

기관연수이다. 따라서 지역 별로 자격연수 과목 편성이 차이가 나는 점

이나 교원연수정보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 연수는 조사 대상에서



- 5 -

제외되어 있는 등 자료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둘째, 중등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조사 범위가 서울

경기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교원 연수는 지역별로 접근성이 다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교사들

은 교원 연수를 접할 기회가 비교적 많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교원 연

수 참여 등 조사 결과를 우리나라 중등 음악교사 현황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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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음악교사의 발성지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에 앞서 발성

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외

발성 관련 서적들을 통해 발성법의 개념을 알아보고, 음악교육에서 발성

지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발성법

발성법에서는 발성의 개념 및 발성의 과정, 발성 기관의 구조를 살펴

보고, 발성의 바른 자세와 복식 호흡의 원리와 방법, 공명의 개념과 방법

및 모음과 자음의 발음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가. 발성법의 개념

발성법(發聲法, vocalization methods)이란 가창자가 발성 기술 습득을

위해 폐, 혀, 입술, 이 등 여러 기관을 사용해서 조절하고 훈련하는 방법

을 총괄하는 말이다(삼호뮤직 2002).

발성2)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호흡을 들이마시면 성대(聲

帶, vocal cords)가 열려 폐에 공기가 들어가고, 늑골(肋骨, rib)이 넓어지

고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폐 내부에 공기가 가득 찬다(그림 Ⅱ-1). 성대

가 거의 닫히고 폐가 근육의 힘으로 공기를 내보내려고 하면, 성대 아래

쪽의 공기압이 올라가면서 공기가 성대 사이를 빠져나가며 성대를 진동

2) 사전적인 의미의 발성(voice production, 發聲)이란, 폐로부터 나온 숨이 성문(聲門)을

통과할 때, 성대를 진동시켜서 목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삼호뮤직 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발성법을 다룰 때 발

성의 의미를 소리의 발생뿐만 아니라 성대의 진동 및 공명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등

발성의 개념이 일정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사전적인 의미의 발성만을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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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성대의 진동, 즉 개폐운동으로 인해 공기의 압력차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음(후두원음)이 발생하고, 이 음이 구강, 비강 등에서 공명되면

소리의 울림이 발생한다. 여기에 구강, 혀, 입술, 치아 등의 조음 기관에

의한 다양한 모음과 자음이 섞인 음파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목

소리이다(타카다 사부로 2011, 65-66).

[그림 Ⅱ-1] 호흡 기관의 도식 (Ware 1998, 95)

발성법을 가르칠 때는 발성의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의 작용과 그

기관들을 조절하고 훈련하는 내용, 즉, 성대의 구조, 바른 자세, 호흡, 공

명, 발음 등이 발성법의 중심 내용이 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가

창의 기본기와 관련된 학습요소로 발성, 바른 자세, 호흡, 공명, 발음 등

을 다루어왔으며, 발성법을 다루는 많은 국내․외 서적에서도 자세, 호

흡, 공명, 발음과 같은 요소들을 발성법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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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대의 구조와 발성 원리

[그림 Ⅱ-2] 성대 주변의 근육

(타카다 사부로 2011, 70)

[그림 Ⅱ-3]

음역별 성문 크기

(이시카와 카오리 2010, 104)

성대는 기관의 입구에 위치해있으며, 점막과 근육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Ⅱ-2). 성대의 구조는 얇은 점막상피, 점막이나 조직, 근육층, 이렇

게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분들의 파동운동 및 개폐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의 변화가 생겨난다. 소리의 높이, 세기, 지속성, 음

질 등의 변화는 성대 주변의 내후두근을 통해 성대의 개폐 형태와 긴장

된 상태가 변화되면서 이루어진다(타카다 사부로 2011, 70-71)

호흡이 성대를 통과할 수 있는 성대 사이의 틈을 성문(聲門, glottis)이

라고 한다. 발성할 때에 성문은 닫히면서 진동을 통해 그 음의 높이에

맞는 적정한 양의 공기가 성대를 통과한다(그림 4). 음의 높이에 따라 성

문의 길이가 달라지는데, 낮은 음에서는 성문이 크고, 음이 높아질수록

성문이 작아진다(이시카와 카오리 2010, 103). 그리고 낮은 음역에서는

성대가 두껍고 짧은 상태로 성대 전체가 진동하고, 높은 음역에서는 성

대 전체가 진동하지 않고 성대가 얇고 팽팽하게 펴지면서 성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성문 앞쪽만 진동한다(그림 Ⅱ-3). 따라서 고음을 노래할 때는

호흡의 양을 줄여야 한다. 노래할 때 음역을 넓히고, 음역에 따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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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흐트러짐 없이 노래기 위해서는 성문의 크기와 성대 진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타카다 사부로 2011, 95).

[그림 Ⅱ-4] 성대를 후두경으로 본 모양

(노영주 2011, 30)

다. 호흡

한 번의 호흡을 하는 동안 횡격막과 복부 근육의 움직임은 흡기

(Inspiration) - 정지(Suspension) - 호기(Expiration) - 회복(Recovery)

네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호흡을 들이마시는 흡기 단계에서는 입이나 코를 통해 공기가 인두로

들어간다. 공기가 후두를 따라 기관, 기관지, 폐로 이동하면 횡격막이 내

려가면서 가슴과 복부 벽, 하복부가 부풀고 폐가 흉곽 안에서 팽창한다.

그러다가 반동하는 힘이 흉곽이 팽창하는 근육의 힘보다 커서 흡기가 반

대로 일어나면 짧은 정지가 일어난다. 정지는 보통 1초 이내에 끝나지만

반동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흡기 근육을 수축시킨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호기는 흡기와 반대 과정으로 약 3초간 지속된다. 폐가 안쪽으로 수축

하면서 흉곽을 함께 당기고, 복부 근육이 평상시의 상태로 되돌아오거나

더 수축되며 복부 안의 내장이 안쪽과 위쪽으로 움직인다. 횡격막이 위

로 올라가면서 흉곽의 부피가 줄어들고 흉강 내의 압력이 증가한다. 공

기가 폐에서 기관, 후두, 성도를 차례로 지나 소리 없는 공기나 음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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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간다. 이 과정은 노래를 부를 때는 약 14～20초, 평상시 말을 할

때는 1～5초 정도 지속된다.

마지막으로 회복 단계는 새로운 호흡이 시작되기 전에 호흡에 사용되

는 모든 근육이 이완되는 순간이다.

가창을 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호흡은 복식호흡이다. 복식호

흡은 완전히 이완된 호흡을 위해 횡격막의 위치를 충분히 아래로 내리는

호흡이다(Ware 2010, 103-104). 횡격막을 낮추는 훈련은 턱을 열고, 혀의

힘을 빼면서 제 위치에 혀를 놓은 뒤, 후두의 위치를 낮춰 안정화 시키

는 단계로 연습할 수 있다(황세진 2008, 65-66).

복식호흡을 위해서는 윗배와 아랫배, 엉덩이 부분의 세 가지 근육의

힘이 필요하다. 복식호흡을 할 때 흡기 시에는 윗배와 엉덩이의 근육이

사용되고, 아랫배 근육은 호기 시에 사용된다. 윗배가 팽창되었다는 것은

횡격막이 내려간 것을 의미하고, 내려간 횡격막이 아래쪽에서 그대로 유

지되기 위해서는 엉덩이 근육을 수축시켜야 한다. 소리를 낼 때 깊은 호

흡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윗배를 팽창시키면서 엉덩이 근육의 힘으

로 횡격막을 아래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단전 부근의

아랫배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수축할 때 압축된 호흡의 힘이 생기며 그

호흡이 강하게 뿜어져 나올 수 있게 된다(황세진 2014, 23-25).

횡격막을 아래쪽에서 유지할 때 생기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호

흡이 길어진다. 횡격막이 아래쪽에서 유지될 때 공기가 최대한 저장되어

호흡을 길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호흡의 압력으로 소리의 힘이 강해

지고 소리가 멀리까지 도달하게 된다. 소방차 호스의 수압이 커서 건물

의 높은 층까지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황세진 2014,

41-44).

라. 공명

공명(共鳴, resonance)이란 소리가 증폭되어 울리는 것을 말한다(황세

진 2008, 72). 성악에서는 신체의 빈 공간에 소리를 통과시켜 울림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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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것을 뜻한다(황세진 2014, 106). 같은 호흡을 사용하더라도 공명 여

부에 따라서 성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 공명을 사용하면 먼저, 소리에 힘

이 생겨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된다. 두 번째로, 사람마다 다른 얼굴 구조

때문에 그 사람의 고유한 음색이 나온다. 세 번째로, 호흡을 조금 사용하

면서 큰 울림을 갖게 되므로 호흡이 길어진다. 마지막으로, 호흡과 공명

이 잘 연결될 때 레가토 선율 표현을 잘 할 수 있다(황세진 2008,

73-75). 공명강들은 처음부터 잘 울리지 않으므로 반복 훈련을 통해 좋

아질 수 있다(김희권 2012, 203).

구강(口腔, oral cavity)은 소리가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 중요한 공명기

관이다. 성대에서 발생된 소리는 자연스럽게 경구개에 전달되고 부딪쳐

서 진동한다. 경구개는 비강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구개에서

부딪친 소리의 진동은 연결된 뼈로 자동으로 비강에 전달되며 전달된 진

동이 비강과 그 주변의 뼈로 이루어진 공간을 울려주게 됨으로써 공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문병율 2011, 53).

비강(鼻腔, the nasal cavity)은 연구개 바로 위부터 두개골 아래까지

연결된 강(腔)이다. 연구개를 내리면 인두가 열려 음파가 비강으로 지나

갈 수 있다. 연구개가 부적절하게 아래로 내려가면 콧소리가 나고, 반대

로 부적절하게 위로 올라가면 감기나 알레르기로 비도가 부었을 때 생기

는 무비성이 난다. 발성 전문가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음을 길

게 발음할 때 연구개가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살짝 열리는 것이 가장 좋

다고 주장한다(Ware 2010, 169-170).

후두의 위치는 공명에 영향을 준다. 후두가 아래로 내려가면 인두가

넓어지는데, 이 후두강의 크기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공명체로 여겨진다.

후두 주위의 근육들을 사용해 설골뼈를 내려서 후두를 낮출 수 있다

(Ware 2010, 168-170). 이때, 후두를 힘을 줘 억지로 내리지 않고, 목에

힘을 빼고 후두가 경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의 압력을 통해 자연스럽

게 내리는 것이다. 후두를 내리는 힘을 주면 후두 전체에 힘이 들어가서

성대 떨림도 없어질 수 있다. 후두 주변의 근육을 단련을 통해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자연스럽게 후두를 내릴 수 있게 된다(황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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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6-58).

마. 발음

발음을 할 때에는 입술에 힘을 빼고, 구강 안쪽의 모양, 후두의 위치,

성대 진동이 발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음은 발성을 유지

하면서 정확하게 한다. 다만 발음이 너무 크면 불필요한 긴장이 되어 좋

지 않고, 반대로 너무 작으면 소리 산출과 가사 전달에 방해가 될 수 있

다(노영주 2011, 75).

모음의 특징은 음높이, 음색, 조음기관(혀, 턱, 후두)의 움직임을 살펴

보면 잘 알 수 있다. 모음을 동일한 음높이로 부를 때 ‘이’는 가장 음색

이 밝고 높으며, ‘에, 아, 오, 우’ 로 진행될수록 음색이 어둡고 낮아진다.

후두의 위치는 ‘이’ 에서 가장 높은 앞쪽에 위치하다가 점점 낮아져서

‘우’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가 된다. 후두는 편안한 상태로 아래쪽에서 음

역 전체를 통틀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다. 입술을 둥굴게

하면 후두가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으며 입술을 양 옆으로 벌리면

후두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노래할 때 혀와 턱이 이완되면

후두가 효율적으로 내려간다(Ware 2010, 160-170).

자음은 모음과 달리 조음 기관(입술, 이, 치조 융기, 연/경구개, 혀 뺨,

턱)을 이용하여 폐로부터 나오는 공기를 폐쇄-[p, b, t, d, k, g], 전환

-[m, n], 수축-[f, v, s, z]하여 발성된다.

풍부한 표현의 가사 전달을 위해서는 조음 기관의 불필요한 긴장을 이

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아가 표현력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숙달하

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표현적 어법인 발음에 대

한 ‘청각적 이미지’를 마음속에 각인해야 한다. 모범이 될 만한 성악가들

의 노래를 한 가지 이상의 언어로 듣는 것이 좋다. 또한 넓은 공간에서

과장될 정도로 모든 음소를 쉽게 귀로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자음

과 모음을 되풀이하여 연습해야 한다(Ware 2010,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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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세

가창 시 자세는 호흡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호흡할 때 사용하는 근육들이 유연하고 균형 있게 사용되지 않아 호흡과

관련된 근육의 힘으로 노래하지 못하고 목에 힘을 주어 노래하게 된다.

좋은 호흡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연습을 통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

관을 길러야 한다.

먼저 발을 양쪽 어깨 너비만큼 벌리거나 양발을 살짝 엇갈리게 벌려

체중을 분산시키고 척추를 똑바로 펴서 호흡한다. 상체나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문병율 2011, 54). 가슴

은 편안하게 편 상태이지만, 밖으로 내밀어 군인의 차렷 자세처럼 되지

않게 한다. 흉곽(胸廓, the chest)은 바깥쪽으로 조금 팽창된다. 어깨와

팔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떨어뜨린다. 목은 힘을 뺀 상태로 바로 세우

고, 머리는 척추 윗부분에서 균형을 잡아 어떤 방향으로든지 쉽게 움직

일 수 있도록 한다(Ware 2010, 65-66).

2. 음악교육 분야에서의 발성지도 관련 연구

발성법에 관한 연구는 성악, 대중음악, 국악 등 장르에 따라, 또 일반

음악과 음악교육 등 분야별로 수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본 장에서는 발

성지도와 관련된 연구 조사를 위하여 먼저, 음악교육 분야에서 가창수업

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발성 교수법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가창수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크게 분류해 보면 학생의 연령과 특성에

따른 가창수업 방안, 특정 교수법을 이용한 수업 지도방안, 음악 외적 목

적을 위한 가창지도 수업방안, 가창수업 내 학습요소에 대한 탐구 및 분

석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학생의 연령과 특성에 따른 가창수업 방안에는 초등음악수업에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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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노래 부르기 지도방안 모색(홍승연, 김연정, 홍기승 2010) 연구와

중학생의 변성기 현장 실태 조사 및 변성기 가창 수업안 개발(이은주

1998)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특정 교수법을 이용한 수업 지도방안에

는 스캠퍼 기법을 활용하거나(김선미 2011), 아카펠라(조순이 2011), 고

든의 음악학습이론(홍승연 2013), Jaques Dalcroze의 유리드믹스(정말옥

2007) 등 다양한 교수법 또는 가창 형태에 의한 가창학습 지도방안에 대

한 연구들이 있었다. 음악 외적 목적을 위한 가창지도 수업방안에는 청

소년의 정서순화를 위한 가창지도의 수업방안 연구(이도식 1993)가 있었

고, 마지막으로 가창수업 내 학습요소에 대한 탐구 및 분석 연구에는 가

창지도에 있어서의 Perceptual-Motor Learning의 역할 연구(고선미

2006), 가창학습시 계명창과 가사창의 상호 우선학습의 장단점에 대한

고찰(김성복, 양순구 1993)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가창수업

에 대한 연구는 음악교육학자들과 현직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연구하는 분야로써, 특정 주제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다.

한편, 가창의 기초인 발성이나 발성지도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하고 깊

이 있는 연구들이 있었다. 성악전공자들의 발성기법과 발성지도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대중가요 발성법 연구까지 수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

며,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발성지도 연구, 특별히 변

성기 학생들을 위한 가창지도 연구와 합창을 위한 발성지도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 중, 음악교육 분야에서 발성지도에 관한 연구는 발성

의 개념 및 발성의 방법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른 발성지도 요점과 교수

법, 실제 지도 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종국(1988)은 그의 연구에서 호흡과 자세, 발성의 기본 요소들을 이

론적인 원리부터 훈련 방법까지 폭 넓게 다루었다. 호흡 시 신체 구조

변화와 발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뒤에 호흡 방법과 여러 가지 호흡 훈련

법에 대해 제시했다. 같은 사람이라도 자세에 따라 음량과 음색이 다르

게 표현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전체적인 신체의 밸런스에서부터 턱, 목,

어깨, 후두, 입 모양, 구개, 이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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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발성의 개념 및 발음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계명 발성, 에(E)

발성, 스타카토 발성 등의 발성 훈련 방법을 언급하였다.

고선미(2012)는 초등학생을 위한 음정지도전략으로 음정학습과정, 소

리모델, 듣기 훈련, 발성지도, 음정 기억력 훈련, 피드백 등 6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음정지도를 위한 발성지도 전략의 내용은 말소리

와 노랫소리의 특징을 비교 제시하여 학생들이 두 소리를 구분할 수 있

도록 훈련시키고, 음정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 훈련 방법 및 음역을 확대

하고 공명감을 체득하는 두성 발성을 연습하는 방법이다. 후속 연구에서

는 어린이의 노래하는 목소리의 특성과 발성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고선

미, 2014)을 제시하였는데, 어린이의 노래하는 목소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어린이의 발성기관, 즉 성인과 다른 후두부 및 성대의 발달과 해부

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구3)에

근거해서 노래하는 목소리와 말하는 목소리를 비교하고, 학생이 발성 기

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소리 모델과 피드백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

였다.

조순이(2007)는 초등학교 가창지도의 효율적 발성훈련을 위하여 노랫

말의 발음을 활용한 발성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음성이 발화(發話) 될

때 사용되는 발성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입과 혀의 모양과 위치, 목,

얼굴(표정 포함), 가슴과 배, 팔과 다리 등의 신체기관을 활용해서 바른

소리를 내는 자세와 상태를 자세하게 다루었으며, 이때 입, 코, 뺨, 미간,

머리 등 얼굴의 활용은 공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했다. 더불어 정

확한 발음을 통한 발성 훈련을 위해서 유성음, 무성음 등 모음과 자음의

다양한 분류 용어를 소개하고, 각각의 모음, 자음의 발성 훈련 방법을 자

세하게 제시하였다.

송주병(2002)은 음정에 영향을 미치는 발성기관의 사용에 관한 연구에

서 흉부 및 복부의 구조, 복식호흡과 흉식호흡, 성대, 후두 등 발성기관

의 위치 및 사용방법, 정확한 음정을 내기 위해 공명강에 대한 이해, 호

흡을 유지하기 위한 폐의 사용, 늑골, 복부, 골반, 둔부 근육의 사용을 설

3) 발성을 할 때 동반되는 진동감각과 소리의 영역- 흉성구, 중성구, 두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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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또한, 자세는 가창의 기본 요소이며 발성 훈련에서 자세를 반

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게다가 음

의 지속을 위한 정확한 모음발성과 자신의 음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영화(2011)는 변성기 남학생을 위한 가창 지도 방법에서 사춘기에

목소리의 변성이 일어나면서 가창교육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적절한

방법을 개발하여 훈련과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발성의 개념을 호흡의 조절과 소리의 시작, 음질, 조음법과 모음

발성, 성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 구분에 따라 호흡연습, 발성, 전통

국악가창 방법의 개선, 성역이론과 음역의 조정, 조음법과 음조, 표현적

인 가창 등 실제적 가창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발성지도에 대한 연구는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각 연구에서는 발성 기관, 호흡,

공명, 발음, 자세 등 발성지도의 범위 중 몇 가지 발성의 개념을 선정하

여 그 교수법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거나, 특정 대상을 위한 발성지도 연

구 등 상세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창지도와 발성지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가창지도 혹은 발성지도의

중요성이나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실제 발성지도 현황이나

교사들의 인식 현황까지 연계해서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과 방법론을 제시한 앞선 연구들의 실제 상황을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창교육과 발성

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실제 발성지도 현황을 조사하

고, 지도 시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상황

도 하며, 교사 교육 현황까지 범위를 넓혀 조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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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가.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음악교사 기준, 음악과 교육과정과 중학교 음악 교과서, 전

국의 음악교육과 교과과정 및 교원 연수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음악교사 기준은 국내․외에서 발표된 교사 자격 기준 및 음악교육 관

련 문헌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1차 교육과정에

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10차례 발표된 교육과정을 모두 검토하

였다. 교과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9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편된 중학교 통합 인정교과서 16종

이 이에 해당된다. 특별히 중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현

재 공통 교육과정의 범위가 중학교까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교육 현황조사의 범위는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와 기관 연수를 중심

으로 하였다. 전국의 음악교육과 교과과정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음

악교사 양성에 뚜렷한 목표를 두고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 교원 연수의 조상대상은 연수 주체가 연수 기

관이 중심이 되는 기관연수이다. 기관 연수는 교내 연수나 자율 연수에

비해 자료 수집과 객관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

이다. 자격 연수는 2014년 서울 중등 음악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대상으로 하였고, 직무 연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교원연

수정보서비스(http://ttis.edunet4u.net/edutts/)를 기준으로 최근 7년(2010-

2016년) 간 실시된 연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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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서울․경기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음악교사

1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군집표집 후에 무선표집을 실시하

였다. 모집단인 전국의 음악교사들 중 하위집단인 서울, 경기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전화 연락을 통해 직접 설문 링크

주소를 불러 주거나, e-mail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서 설문

링크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설문지(Google)를 배포하였다. 설문은 총 200

부가 배포되었으며, 2016년 6월 3일까지 웹에서 회수된 설문지 154부(회

수율 77%)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를 식별할 수 있는 문

자 ID를 받아서 웹 상 오류로 인해 설문이 중복 회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숫자 ID로 변환하여 설문관리 및 연구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성별, 교육경력, 교사자격증 취득경로, 세부전공,

근무지 설립구분, 근무 지역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교육경력

은 1급 정교사 자격을 얻는 3년을 기준으로 초임교사와 경력교사를 나누

었고, 5년 기준으로 교육경력을 나누어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교사자격증 취득경로는 음악교육과와 음악과 교직 이수자, 교육대

학원 출신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전공은 음악교사의 전공이

다양한 만큼 세분화되었는데, 서양음악에서의 발성지도에 관한 연구임을

고려하여, 서양음악 전공자 및 성악 전공자를 구분하기 위해 건반악기,

관․현악기, 성악(양악), 성악(국악), 작곡․이론․음악학으로 나누었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성별, 학교급, 학교형태, 교직경력, 전공에 관

한 특성별 분포는 <표 Ⅲ-1>와 같다.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자가

전체의 26.6%, 여자가 73.4%로 여자가 2배 이상 많았다. 교육경력이 3년

미만의 초임교사는 20.8%, 3-5년 미만은 18.2%, 5-10년 미만은 14.3%,

10년 이상의 교사는 46.8%로 응답자의 약 절반이 경력이 많은 교사였다.

교사자격증 취득경로에 따른 분포는 음악교육과 50%, 음악과 교직이수

22.7%, 교육대학원 26.6%의 비율로 나타났다. 세부 전공에 따른 분포는

건반악기 35.1%, 관․현악기 19.5%, 성악(양악) 20.8%, 성악(국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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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이론․음악학 20.1%, 기타(국악 기악, 지휘) 2.6%로 나타났다. 근

무지 설립구분에 따라서는 국․공립이 81.2%, 사립이 18.8% 이었다. 근

무지역은 서울 51.9%, 경기도 58.1%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위(%)

성별

남자 41 26.6

여자 113 73.4

전체 154 100

교육경력

3년 미만 32 20.8

3년 이상-5년 미만 28 18.2

5년 이상-10년 미만 22 14.3

10년 이상 72 46.8

전체 154 100

교사자격증

취득경로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77 50.0

일반대학 음악과 교직이수 35 22.7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41 26.6

기타 1 0.6

전체 154 100

세부전공

건반악기 54 35.1

관․현악기 30 19.5

성악(양악) 32 20.8

성악(국악) 3 1.9

작곡․이론․음악학 31 20.1
기타 4 2.6

전체 154 100

근무지설립구분

국,․공립 125 81.2

사립 29 18.8

전체 154 100

근무지역

서울특별시 80 51.9

경기도 74 48.1

전체 154 100

<표 Ⅲ-1> 조사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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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가. 문헌조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발성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발성, 호흡,

공명, 발음, 자세’ 5개 어휘의 출현 빈도를 조사하였다. 교과서에서는 발

성법에 대한 설명의 양(쪽수)도 함께 살펴보았다. 음악교육과의 과목 조

사에서는 ‘합창, 성악, 가창’ 과 관련이 있는 과목의 시수와 학점, 필수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교원 연수 현황 조사에서는 연수명이나 세부 강

의명 중 ‘발성, 노래, 합창, 성악’ 이 포함된 연수 목록을 조사하고 총 연

수시간과 발성 강의 시수를 함께 알아보았다.

나. 설문조사

발성지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의 내용은 본 연구

의 문헌조사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다. 설문조사의 문

항내용은 응답자의 개인배경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과 발성지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음악교사의 발성지도 현황, 음악교사의 발성 학습 경험의 3

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개발은 연구자가 먼저 문항을 개발한 후

에 현직교사와 동료 연구자 및 음악교육전공 교수에게 의뢰하여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 받았고, 예비조사를 거쳐 한 번 더 수정되었다. 모든 문항

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체크리스트 형 문항

은 항목 별 응답 빈도와 합계를 구하여 백분율을 구하였다. 조사자가 문

항을 선택하여 응답하는 경우에도 무응답자의 빈도와 백분율을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만 응답자 중 백분율을 따로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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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성지도에 대한 인식

본 영역의 문항들은 교사들이 발성지도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 인식이

어떠한지 조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영역은 총 4문항이며, 발성법 개

념을 묻는 문항에서는 9개 소문항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

항 내용은 교육과정에 있는 발성 항목에 대한 인식, 발성지도의 중요성,

발성법 개념 인식 정도, 음악교사의 발성 능력 및 발성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양자택일형 및 평정식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발성법의 주요 개념

선정은 먼저, 발성 관련 전문 서적 및 국내 음악교육 교수가 작성한 학

술지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발성법의 개념을 선정한 후, 성악전공 교수

1인과 성악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소지한 교사 3인에게 의뢰하여 타당

도를 검증받고, 실기와 이론적 개념 구분에 따른 개념 나열 순서를 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음악교사의 발성능력 및 발성지도능력 향상을 위해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문항은 선다형 문항이면서 개방형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설문을 마친 뒤에 생각해볼만한 어려운 내용을 고

려하여 설문의 마지막 순서로 배열하였다.

(2) 발성지도 현황

본 영역은 가창수업에서 음악교사의 발성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는지 조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영역은 총 6문항이며, 첫 번째 문항

인 발성지도 빈도에 대한 응답에 따라 나머지 문항 중 4문항 혹은 1문항

에 선택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나머지 문항 내용은 발성지도 방법, 교

사가 중요하게 다루는 발성지도 요소, 발성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 발성

지도를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는 내용이다. 문항의 형태는 평정식 또

는 선다형 문항이며, 일부 문항은 개방형 응답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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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의 발성 학습 경험

본 영역은 출신 대학(원)과 교원 연수에서 발성에 관련된 강의를 수강

한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영역은 총 11문항이며, 교사의

학습 경험 유무에 따라 2-3문항 또는 10문항을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문항 내용은 출신 대학(원)의 발성 관련 과목 유무, 수강 여부, 수강

기간, 강의 방식 및 발성법 습득 정도, 강의를 통해 습득한 발성법의 요

소, 연수 경험 유무, 연수 종류, 연수 참여 시간, 연수의 방식 및 발성법

습득 정도, 연수를 통해 배운 발성법의 요소, 연수 경험이 없는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강의 또는 연수의 방식 및 발

성법 습득 정도를 묻는 문항은 6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형

태는 양자 택일형, 선다형 및 체크리스트형이며, 필요한 문항에는 개방형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표 Ⅲ-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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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내용 문항번호 문항형태

배경변인 성별, 경력, 전공, 지역 번호없음 선다형/개방형

발성지도

에 대한

인식

교육과정 상 발성 항목 인식 1 양자택일형

발성지도의 중요성 인식 2 평정식

발성법 개념 인식
3

(9개 소문항)
평정식

음악교사 발성능력 및 발성지도능력 향상

위해 개선될 점
7 선다형/개방형

발성지도

현황

발성지도 빈도 4 평정식

발성지도 할애 시간 4-1 선다형

발성지도 방법 4-2 선다형

중요하게 다루는 발성지도 요소 4-3 선다형/개방형

발성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 4-4 선다형/개방형

발성 미 지도 이유 4-5 선다형/개방형

교사의

발성

학습경험

출신 대학(원)의 발성 관련 과목 유무 5 양자택일형

발성 관련 과목 수강 여부 5-1 양자택일형

발성 관련 과목 수강 기간 5-2 선다형/개방형

강의 방식 및 발성법 습득 정도
5-3

(6개 소문항)
선다형

수강을 통해 배운 발성법의 요소 5-4
체크리스트형/

개방형

발성 관련 연수 경험 유무 6 양자택일형

발성 관련 연수 종류 6-1
체크리스트형/

개방형

발성 관련 연수 참여 시간 6-2 선다형/개방형

연수의 방식 및 연수 후 발성법 습득 정도
6-3

(6개 소문항)
선다형

연수를 통해 배운 발성법의 요소 6-4
체크리스트형/

개방형

발성 관련 연수 경험 없는 이유 6-5 선다형/개방형

<표 Ⅲ-2> 설문조사 영역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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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한 후에 성악

전공 교수와 음악교육전공 교수로부터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예비조사는 전국의 현직교사 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기간

은 2015년 4월 약 한 달간 진행되었고, 조사방법은 본 조사와 마찬가지

로 인터넷 상에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예비조사결과 및 현직교사

와 음악교육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본 조사에 사용할 문항을 2차 검

토․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로 3주간에 걸쳐 배포되었고,

2016년 6월 3일까지 회수된 설문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데이터 코딩, 편집 과정을 거쳐 사회과학 통계분석

도구인 SPSS Ver.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응답

별 백분율 비교를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Ⅲ-1]과 같다.

문헌 

조사
⇒

문항 

개발
⇒

문항의 

타당도 

검증

⇒
예비

조사
⇒

2차 

문항 

검토

⇒

설문자 

모집 

및 

설문지 

발송

⇒
설문지 

회수
⇒

통계 

분석 

및 

결과 

해석

[그림 Ⅲ-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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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발성지도 관련 현황

1. 음악교사 기준 내 발성지도 관련 내용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 요인이다. 교사의 자질과 능력

은 교육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교사의 역할의 핵심은 가

르침에 있는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매우 전문적인 성

격을 띠고 있는 일이다. 정부에서는 교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사의

자격기준 설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김성열 2007, 27-30), 교원 자격 제도

를 통해 교수 전문성 확보, 지속적 전문성 개발 유도와 같은 목표를 지

향한다(조석훈 2007, 5).

이러한 맥락에서 음악교사 자격기준에 관한 논의는 음악교육의 질 향

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음악교사 자격기

준에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좋은 음악적 모범이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국내 외 음악교사 기준에서는 발성지도에 관련된 교사의 자격

및 소양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음악교사 자격 기준(2008)은 교직 이

해, 학습 복지, 학생 이해, 교과, 교육과정, 수업, 평가, 학습 지원, 교육

공동체, 교사 전문성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교과 영역의 자격

기준에서 “음악교사는 교과 내용과 교과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실기

능력을 갖는다.”, “음악교사는 다양한 실기 능력을 갖는다.” 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김성은 2014, 18).

미국음악교육자협회(MENC)의 음악교사 자격 기준(1987)은 지도 기술,

음악적 기술, 개인적 자질을 기준으로 내용을 제시한다. 그 중 음악적 기

술 영역에서는 “주 전공 이외의 다른 악기(피아노, 기타, 성악, 교실 악

기 또는 부전공 악기)를 연주한다.” 라는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음악 교사가 실기 능력을 갖는 것을 교사의 자격 기준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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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민경훈 외. 2010, 393).

미국음악대학협회(NASM)에서도 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음악 능력을

음악가로서 필요한 음악 능력, 음악교사로서 필요한 음악 능력, 음악교사

로서 필요한 전문 능력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제시한다. 음악가로서 필요

한 음악 능력 중 연주 능력에서는 “시창이나 독보 연주라도 음악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음악교사로서 필요한

전문 능력에서는 “일반 음악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음악성과 성악적, 교

수법적 기술” 항목이 기준으로 제시된다(민경훈 외. 2010, 383-385).

앞에서 언급한 음악교사 자격 기준들의 공통점은 음악교사가 실기 능

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의 교

육과정과 공립 중등학교 음악교사 임용시험에 반영되어, 예비교사들에게

실기 능력을 가르치고, 교사를 채용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음악교

사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교사로서 실기능력 함양의 중요성을 인

식할 수 있다.

호퍼(C. R. Hoffer)는 교사의 기준에 대하여 전문적인 음악교사는 어

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 결정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언급했다. MENC의 교육정신에서도

바람직한 음악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음악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목표를 세

우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천하는 것을 추구한다(Hoffer 2009, 60-62).

음악교사 기준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음악교사는 가창수업을

할 때 교사 스스로 발성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업의 요소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발성지도의 기술과 방법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전문적인 시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학생들 스스로

가 발성을 터득할 수 있는 과정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 능동적인 교사

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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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발성지도 관련 내용

발성은 자세나 호흡 등 한 가지 요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호흡, 공

명, 발음, 자세 등 모든 요소가 조화되었을 때 발성을 올바르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발성지도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는 발성법의 하위 개념과 설명을 수록하고

있다.

가.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발성지도 관련 내용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제1차 교육과정부터 최근 2015 개정 교육과

정까지 모든 차수별 교육과정의 가창(혹은 노래부르기) 영역 내용체계에

는 발성지도에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4)

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까지 총 10번의 교육과정에서

‘발성’ 은 총 7회 나타났고, 발성의 구성요소인 ‘호흡, 공명, 발음, 자세’

등의 용어는 각각 8회, 3회, 8회, 4회씩 제시되었다. 이 중에서 ‘발성, 발

음, 자세’ 등이 주요 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공명’ 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3회 등장하고 5차 교육과정 이후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4) 교육과정에서 발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성음, 표현, 음역

등 대표성이 낮은 어휘는 제외하고 발성, 호흡, 공명, 발음, 자세 5가지 어휘를 중심으

로 교육과정에서 발성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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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학교급 내 용

1차

중

바른 발성과 발음을 지도하며, 특히 변성기에 있는 학도에게는

무리한 발성을 피하여 가창을 하게 한다. 변성 후의 학도는 개인

의 능력에 따라 성역(省域)을 넓히며, 소리의 종류를 구별하도록

한다. (음악과 > 二. 중학교 음악과의 목표 > 1. 가창 > 가. 항)

바른 호흡 및 발음에 유의하여, 변성기에 있는 학도는 센소리,

낮은 소리, 높은 소리를 피하여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변성후의

학도는 발성의 방법을 가르쳐, 음역(音域)을 넓히며, 소리의 종류

를 구별하여 준다. (음악과 > 三. 각 학년의 지도 목표 > 1, 2, 3

학년 > 1. 가창 > 가. 항)

고

변성 후의 음성을 성질에 따라 발성법을 지도하며, 음역을 넓히

도록 한다. (음악과 > 二. 고등학교 음악 교육의 목표)

바른 발성법을 지도한다. (음악과 > 三. 각 학년의 지도 목표와

그 내용 > 제1, 2학년 > 1. 가창 > 가. 항)

여러 가지 음악적 표현에 필요한 발성법을 습득한다. (음악과 >

三. 각 학년의 지도 목표와 그 내용 > 제3학년 > 1. 가창 > 가.

항)

2차

중

바른 자세, 호흡, 공명 및 발음에 유의하여 부드럽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며, 변성기에 대한 예비 지식에

의하여 성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음악과 > Ⅱ. 학년 목표

> 제 1, 2, 3 학년 > (1) 가창 > 1) 항)

고

바른 자세, 호흡, 공명 및 발음에 유의하여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며, 개성에 따라 그 소리의 종류를

구별하여 초보적인 발성법을 체득하도록 한다. (음악과 > Ⅱ. 음

악Ⅰ > 1. 지도 목표 > (1) 가창 > 2) 항)

고

바른 자세, 호흡, 공명 및 발음에 유의하여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로 자유롭게 노래부를 수 있도록 하며, 개성에 따라 그 소리

의 종류를 구별하고 음넓이를 넓히는 동시에 기초적인 발성법을

체득하도록 한다. (음악과 > Ⅲ. 음악Ⅱ > 1. 지도 목표 > (1) 가

창 > 2) 항)

3차 중
바른 자세, 발음, 호흡, 공명 및 아름다운 소리로 부른다. (음악

과 > 나. 내용 > 제1, 2, 3학년 > (1) 가창 > (다) 항 > (3) 항)

<표 Ⅳ-1> 음악과 교육과정 변천과정 내 발성지도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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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음의 특징과 개성에 따른 자유로운 표현 (음악과 > 2. 내용

> 가. 가창 > (1) 항 > (나) 항)

4차

중
바른 호흡, 발음, 공명 등으로 개성에 따라 아름답게 부른다.

(음악과 > 나. 학년 목표 및 내용 > 1, 2, 3학년 > 2) 내용 > 나)

표현 능력 > (1) 가창 > (가) 항)

고
성음의 특징에 따른 바른 방법을 익히고, 개성에 따라 아름답게

부른다. (음악과 > 나. 내용 > 2) 표현 능력 > 가) 가창 > (1)

항)

5차 중
알맞은 발성과 각 악기의 주법을 익혀서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음악과 > 나. 학년 목표 및 내용 > <1, 2, 3학년> > 2. 내용 >

가) 표현 > (2) 항 > (가) 항)

6차

중

자연스런 발성,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기 (음악 > 3. 내용

> 나. 학년별 내용 > 1, 2학년 > (2) 표현 > [가창] > (가) 항)

풍부한 발성과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기(음악 > 3. 내용 >

나. 학년별 내용 > 3학년 > (2) 표현 > [가창] > (가) 항)

고
풍부한 발성과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부르기 (음악 > 3. 내용 >

나. 내용 > (2) 표현 > [가창] > (가) 항)

7차

중
바른 자세ㆍ호흡, 정확한 발음, 무리 없는 발성으로 부르기 (음

악 > 3. 내용 > 가. 내용 체계 > 7, 8, 9학년 > 활동 > 가창)

고
바른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풍부한 발성으로 부르기 (음악 >

3. 내용 > 가. 내용 체계 > 10학년 > 활동 > 가창)

2007

개정
중

바른 호흡으로 표현하기 (음악 > 3. 내용 > 가. 내용 체계 > 7,

8학년 > 활동)

무리 없는 발성으로 노래하기(음악 > 3. 내용 > 가. 내용 체계

> 7학년 > 활동)

2009

개정
중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할 수 있다. (음악과

> 공통 교육과정 > 1. 음악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 나. 학년

군별 성취 기준 > [중학교 1～3학년군] > 표현 영역 > 내용체계

1-1. 항 > (1) 항)

2015

개정
중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거나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익혀 표현한다.(음악과 >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

준 > 나. 성취 기준 > [중학교 1～3학년] > (1) 표현 > [9음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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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수별 발성 관련 출현한 용어의 수를 정리해 보면 1차 교육과정에

서는 ‘발성, 호흡, 발음’ 등 3개의 용어가 사용되었고, 2차 교육과정은 학

습 분량이 방대해지면서 5개 용어가 모두 등장했다가 3차 이후로 점차

어휘의 수가 줄어들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는 2～3개의 용어가

출현하고, 출현 용어의 종류는 일정하지 않다(표 Ⅳ-2).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과 교육과정 출현부터 모든 개정 과정

에서 ‘발성’ 및 관련 어휘가 꾸준히 언급되어 왔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관련 어휘들의 잦은 출현 빈도와 다양한 어휘들이 사용되어 온 것을 바

탕으로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음악교육에서 발성지도를 비중 있

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

차수
발성 호흡 공명 발음 자세

어휘 수

(개)

1차 ○ ○ ○ 3

2차 ○ ○ ○ ○ ○ 5

3차 ○ ○ ○ ○ 4

4차 ○ ○ ○ 3

5차 ○ 1

6차 ○ ○ 2

7차 ○ ○ ○ ○ 4

2007

개정
○ ○ 2

2009

개정
○ ○ ○ 3

2015

개정
○ ○ ○ 3

출현빈도

(회)
7 8 3 8 4

<표 Ⅳ-2> 교육과정 차수별 발성 관련 어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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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서의 발성법 내용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정된 중학교 음악 교과서 16종에서 모두

가창 영역에서 발성법을 다루고 있다. 16종 교과서에서 발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태성 외 3종의 교과서에서 1페이지, 금성 외 4종의 교

과서에서 2페이지, 박영사 외 2종의 교과서가 3페이지 이상 발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미래엔 외 3종의 교과서에서는 1페이지의 하단만 차지

하는 적은 분량으로 발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교과서마다 발성의

주요 요소인 호흡, 공명, 발음, 자세 및 기타(준비운동, 발성연습)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표 Ⅳ-3>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교과서마다 발성법의

요소를 다루는 정도가 각각 다르다.

호흡(복식호흡)에 대한 내용은 16종의 교과서에서 전부 다루고 있으나,

교과서마다 그 설명의 정도가 다르다. 간단하게 설명한 경우에는 호흡의

방법에 관하여 한두 문장으로 짧게 언급하였고, 상세하게는 호흡의 과정,

호흡 시 폐와 횡격막의 위치 변화 등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명에 대한 내용은 태성 외 6종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5종의 교

과서에서는 공명의 정의에 대해 언급하거나, 공명 위치에 대한 그림 자

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공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세광

음악출판사의 교과서에서만 설명하고 있다.5)

발음에 대한 내용은 총 7종의 교과서에 다루고 있다.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가지 모음의 입 모양 사진을 비상교육, 태성, 지학사, 세광음악

출판사, 성안당 5종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그 외에 교학사(이홍수 외)

와 경기도 교육청 교과서에서는 자음과 모음, 받침 발음 방법 등에 관하

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노래할 때 바른 자세에 대한 내용은 16종 교과서 모두가 다루고 있다.

서서 노래할 때, 또는 서거나 앉아서 노래 할 때 바른 자세를 신체 각

부분의 긴장, 시선, 턱과 양손, 발의 위치 등에 대해 사진이나 그림과 함

5) ‘그 방법은, 하품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충분히 입을 벌리고, 혀의 힘을 빼고 평평하게

아랫니에 놓아 봐. 그리고 턱은 매달려 있는 느낌으로 힘을 빼면 돼.’ (중학교 음악,

세광음악출판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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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발성법과 함께 제시된 기타 내용에는 준비 운동 방법, 발성 연습을 위

한 기본 음계 및 음형, 변성기에 대한 설명, 표정 연습 등이 있다.

교과서에서는 발성법의 필수 어휘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그러나 16종

중 13종의 교과서가 1-2페이지 안에 발성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교과서에 실린 발성법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

은 상태임을 시사한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음악수업의 지침이 되는 교육과정과 교과

서에서는 모두 발성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지만, 발성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정도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마다 차이가 났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발성법과 관련된 어휘의 출현을 비교해 보았을

때 ‘호흡’ 은 발성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공명’

은 교육과정 출현 횟수가 가장 적고, 교과서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은 내

용으로 발성법의 개념에서 비교적 어려운 내용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으

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발음’ 은 교육과정에서 계속 언급되어 온 것에

비해 교과서의 절반 정도에서만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그 중요성이 축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자세’ 는 교육과정에서 자세에 대한 언급 횟수

가 비교적 적었던 것에 비해 교과서에서 다루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아

발성법의 기본적인 요소로 인식되었고,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교육과정에

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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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호흡 공명 발음 자세

기타

쪽수발성

연습

변성

기

준비

운동

표정

연습

교학사(이홍수 외) ○ ○ ○ ○ ○ 2

금성 ○ ○ ○ ○ ○ 2

음악과 생활 ○ ○ ○ ○ ○ 2

지학사 ○ ○ ○ ○ ○ ○ 2

경기도 교육청 ○ ○ ○ ○ 2

박영사 ○ ○ ○ ○ ○ 5

세광음악출판사 ○ ○ ○ ○ ○ ○ 4

현대음악 ○ ○ ○ ○ ○ ○ ○ 3

교학사(강민선 외) ○ ○ ○ ○ 1

비상교육 ○ ○ ○ 1

태성 ○ ○ ○ ○ ○ 1

천재교과서 ○ ○ ○ ○ 1

성안당 ○ ○ ○ ○ 1

미래엔 ○ ○ 1

아침나라 ○ ○ 1

천재교육 ○ ○ 1

빈도(회) 16 7 7 16 10 7 4 2

<표 Ⅳ-3> 중학교 음악 교과서 발성법 요소 분포

3.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발성 교육 현황

가.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발성법 관련 과목 현황

전국에 있는 10개의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중심으로 발성법과 관련

있는 과목을 조사하면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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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과목명 학점 및 시간 선택/필수

건국대

6)

딕션 1학점 2시간 전공 선택

합창합주1-8 2학점 2시간
전공 선택

(※5, 6만 전공 필수)

부전공실기1-8 1학점 1시간 전공 선택

경남대

7)
합창지도1-6 2학점 4시간 전공 선택

경상대

8)

가창1, 2 1학점 2시간 전공 선택

합창 합주1-8 1학점 2시간
전공 선택

(※8만 전공 필수)

공주대

9)

가창1-6 2학점 2시간 전공 필수

합창1-4 4학기 0학점 2시간 전공 필수

합창5-6 4학기 1학점 2시간 전공 선택

목원대

10)

성악 이론과 실습 2학점 2시간

챔버 콰이어1-8 1학점 2시간

서원대

11)

가창지도법1, 2 2학점 2시간 전공 선택

합창 합주1-6 2학점 4시간 전공 선택

전남대

12)

가창지도법 2학점 2시간 전공 선택

합창1-6 2학점 2시간 전공 선택

조선대

13)

가창지도법1-4 1학점 2시간 전공 선택

성악실기지도법1-4 1학점 2시간 전공 선택

합창 및

합주지도법1-8
1학점 2시간 전공 선택

청주대

14)

가창지도법1, 2 2학점 전공 선택

중등합창ㆍ합주지도법 2학점 전공 선택

합창ㆍ합주지도법 2학점 전공 선택

한국교

원대15)

성악실기1-4 1학점 2시간 전공 선택

합창1-6 1학점 2시간 전공 선택

<표 Ⅳ-4>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발성법 관련 과목

6) 건국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konkuk.ac.kr/ 2015. 1. 24. 접속.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홈페이지 http://educate.konkuk.ac.kr/ 2015. 1. 24. 접속.

7) 경남대학교 음악교육과 홈페이지 http://www.kyungnam.ac.kr/mudu/ 2015. 1. 24. 접

속.

8) 경상대학교 음악교육과 홈페이지 http://musicedu.gnu.ac.kr/ 2015. 1. 24. 접속.

9) 공주대학교 음악교육과 홈페이지 http://sabum.kongju.ac.kr/musicedu/ 2015. 1. 2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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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중 2군데(건국대, 경남대)를 제외한 8군데

음악교육과에서는 가창이나 성악을 가르치는 전공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게다가 모든 학교에 합창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가창 또는 성악 과목이

없는 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는 부전공실기를 통해서 성악을 배우길 원하

는 학생들이 성악 실기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경남대학교 음악교육과는

주당 4시간씩 편성된 합창지도 과목에서 합창 발성을 다룬다. 학교마다

성악 관련 과목의 수, 선택이나 필수, 강의 시간 등의 차이는 있지만, 음

악교육과에 진학한 학생들이라면 성악 기초 발성과 교과서 성악곡들을

배우는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발성법 관련 과목에 대한 안내를 정리하면 <표 Ⅳ-5>와 같다.

10) 목원대학교 음악교육과 홈페이지 http://edumusic.mokwon.ac.kr/ 2015. 1. 24. 접속.

11) 서원대학교 음악교육과 홈페이지 http://www.seowon.ac.kr/ 2015. 1. 24. 접속.

12) 전남대학교 음악교육과 홈페이지 http://musicedu.jnu.ac.kr/ 2015. 1. 24. 접속.

13) 조선대학교 음악교육과 홈페이지 http://www.chosun.ac.kr/~music/ 2015. 1. 24. 접

속.

14) 청주대학교 음악교육과 홈페이지 http://www.cju.ac.kr/web/musicedu/ 2015. 1. 24.

접속.

15)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홈페이지 http://music.knue.ac.kr/ 2015. 1. 2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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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과목명 과목 소개 내용

건국대

16)

딕션

성악공부에 기초가 되는 이태리어, 독일어에 대한

정확한 발음법을 공부하고 가곡에 적용시켜 아름다

운 노래를 정확하게 부르는데 도움이 된다.

합창합주1-8

음악의 전 분야를 통합하여 협동 음악의 체험을 얻

게 하여 장차 중등학교에서 합창․합주 지도자로서

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부전공실기1-8

음악교사의 역할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범창, 범주의 과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피아노와

성악 및 다른 여러 기악 실기 중 택하여 기초부터

터득하도록 한다.

경남대

17)
합창지도1-6

고도의 예술적 합창음악을 이론과 실제를 경험토록

지도하며 아울러 합창의 발성법과 악곡해석법, 합

창지휘법, 합창단 운영방법 등을 강의하여 체험을

통해 현장에서의 지도력과 통솔력을 기르게 하는

과목이다.

서원대

18)

가창지도법1, 2

올바른 가창에 필요한 기초 발성과 교과서 음악을

“한국, 독일, 이태리, 영미, 민요, 대중가곡" 등 장르

별로 선별하여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

목이다.

합창 합주1-6

각 성부와 악기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전공에

상관없이 Blending Balance와 호흡법 그리고 구절

법, 발성, 발음 등을 세분하여 학습하고, 또한 악기

자들이 함께 모여 음악을 연주하면서 각 파트간의

조화와 구절법, 악곡의 분석을 통하여 작곡자의 작

품의 재현능력과 앙상블 능력을 기른다.

<표 Ⅳ-5>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발성법 관련 과목 소개

16) 건국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konkuk.ac.kr/ 2015. 1. 24. 접속.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홈페이지 http://educate.konkuk.ac.kr/ 2015. 1. 24. 접속.

17) 경남대학교 음악교육과 홈페이지 http://www.kyungnam.ac.kr/mudu/ 2015. 1. 2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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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성법 관련 교원 연수 현황

교원 연수는 연수를 주관하는 주체에 따라 연수 기관이 중심이 되는

기관연수,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교내연수,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자

율연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조사 가능한 기관연수 중 서울특별

시에서 실시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중심으로 발성법과 관련된 교원

연수현황을 파악한다.

(1) 자격연수

자격연수는 상급 자격이나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과정으로

2급 및 1급 정교사과정, 교감 및 교장과정 등이 있다(김지은 2011, 11).

자격연수 중 발성법과 관련된 연수 강좌는 중등 음악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4년 실시된 서울특별시 중등 음악 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대

표적으로 살펴보면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수 기간은 2014년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15일간 실시되었다. 교과 영역은 행정, 교양교

직, 교과지도 세 영역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 26개의 강의,

95시간(1시간=50분)으로 편성되었다. 그 중 발성지도와 관련된 강의는

‘합창발성법 및 지휘실기(모둠활동)’ 로써, 교과지도 영역(총 19개강의,

81시간)에 편성되어 있었다. 강의 시수는 7시간으로 총 시수 중 약 7%

의 비중을 차지하고, 강의 개수 비율로는 총 26개의 강의 중 약 4%를

차지한다.19)

18) 서원대학교 음악교육과 홈페이지 http://www.seowon.ac.kr/ 2015. 1. 24. 접속.

19) 강남대학교, “2014학년도 하계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음악) 세부일정 안내” 강남

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2014. 6. 23, http://grd.kangnam.ac.kr/. 2015. 3. 1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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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연수

직무연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연수로써, 교과교육ㆍ

생활지도ㆍ정보화 등 직무와 관련되거나 교양ㆍ취미 등의 자기 계발과

관련된 연수를 말한다. 교원 연수 기관 중 직무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에

는 시․도 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그 외 특수 분

야 연수기관20)이 있다. 2010～2016학년도에 실시된 직무연수 중 발성법

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수 현황21)은 <표 Ⅳ-6>과 같다.

2010년도부터 발성법 관련 연수는 실기 강의의 특성 상 모두 교사들이

직접 참석하는 연수로 운영되었다. 총 31개의 직무연수 중 합창과 관련

된 연수는 24개, 가창지도는 4개, 성악은 1개, 보컬 관련 연수는 2개로

확인되었다. 총 연수시간은 15시간 또는 30시간이었고, 그 중에서 발성법

과 관련된 강의는 1시간에서 8시간까지 편성되어 있었다. ‘코다이 아카펠

라 합창 지도법Ⅱ(2016년 1월)’ 연수에서 예를 들면, ‘아카펠라 발성법(2),

발성의 기초(1), 발성실습(2), 발성과 표현(2)’ 으로 발성법 관련 강의가

세분화되었다. 연수를 주관하는 기관 중 확인 가능한 기관으로는 한국코

다이협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글로빌콘서바토리평생교육원, 월

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유엔젤보이스아트센터, 국립합창단, 서울호서전문

학교, 서강전문학원 등이 있었다. 연수 대상은 서울, 부산, 전국으로 나뉘

어졌는데, 서울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연수는 18개, 부산은

3개,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연수는 10개였다.

조사한 직무연수는 주제 상 합창 관련 연수가 가장 많았고, 클래식 음

악과 대중음악 중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대부분이었다. 연수 지역에 따라

서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연수만 확인되었고, 조사된 연수목록

중 약 1/3만이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대상 연수

가 실행되는 지역도 서울, 부산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에 관한 연수를 운영하기 위하

여 총괄운영기관에서 지정․승인한 연수기관.

21) 교원연수정보서비스. http://ttis.edunet4u.net/edutts/. 2015. 3. 1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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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연월 연수명 주제
연수대상
(지역)

2010. 4 독일어 중심의 원어가사 성악 딕션과 합창 합창 서울

2010. 10 전래동요 아카펠라 합창지도 2 합창 서울

2010. 10
학교 합창단을 위한 소리 만들기와 연주

테크닉
합창 전국

2011. 1
어린이의 올바른 발성지도를 통한 효과적인

가창수업 지도법
가창지도 전국

2011. 1 교과서 중심의 양악 가창 가창지도 서울

2011. 1 합창발성 및 합창지휘법 강좌 (동계) 합창 전국(서울)

2011. 4 합창 지도의 이론과 실제 합창 서울

2011. 4 라틴어 중심의 원어가사 성악 diction과 합창 합창 서울

2011. 7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올바른 가창지도법 가창지도 전국

2011. 7 어린이와 청소년 합창지도법 합창
전국

(경기 성남)

2011. 8 합창발성 및 합창지휘법 강좌 (하계) 합창 서울

2011. 10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한 합창이야기(합창지도) 합창 전국(서울)

2012. 1 중창과 합창의 바른 지도법 합창 전국

2013. 4
합창단과 교실 수업을 위한 아카펠라 합창

초급과정
합창 서울

2013. 6 합창발성 및 합창지휘법 강좌 합창 서울

2012. 7 합창발성 및 합창지휘법 강좌 합창 전국(서울)

2013. 7 놀이와 노래로 만나는 아이들 가창지도 서울

2013. 8
부활과 함께하는 밴드활동 및 실용음악

실무(보컬)
보컬 전국(서울)

2013. 9～11 국립합창단(합창지휘아카데미) 합창 서울

2014. 1 합창발성 및 합창지휘법 강좌 합창 서울

2014. 4
코다이 합창 지휘와 아카펠라 지도법 초급과정

1기
합창 서울

2014. 8
코다이 합창 지휘와 아카펠라 지도법 초급과정

2기
합창 서울

2014. 8 즐거운 노래와 성악 교실 성악 전국(부산)

2015. 1 타악(드럼)/피아노/보컬/통기타 보컬 서울

2015. 1
코다이 합창 지휘와 아카펠라 지도법 초급과정

3기
합창 서울

2015. 7 합창발성 및 합창지휘법 강좌 (하계) 합창 서울

2016. 1 코다이 아카펠라 합창 지도법Ⅱ 합창 서울

2016. 1 합창발성 및 합창지휘법 강좌 (동계) 합창 서울

2016. 1～3 즐거운 합창과 지휘법 배우기 1 합창 부산

2016. 4～6 즐거운 합창과 지휘법 배우기 2 합창 부산

2016. 7～9 즐거운 합창과 지휘법 배우기 3 합창 부산

<표 Ⅳ-6> 발성법 관련 직무연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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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성지도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 조사

결과

본 장에서는 음악교사들의 발성지도에 대한 인식과 음악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발성지도 현황, 교사의 발성 학습 경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1. 발성지도에 대한 인식

발성지도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발성 항목에 대한 교

사들의 인식과 발성지도의 중요성, 발성법의 개념, 발성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 교육과정 상 발성 항목 인식

본 문항은 음악과 교육과정에 발성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를 묻

는 문항이다. <표 Ⅴ-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응답자의 92.9%가 교

육과정에 발성 관련 항목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의 교사들이 교육과정 상 발성 관련 항목에 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빈도(n) 퍼센트(%)

알고 있다 143 92.9

모른다 11 7.1

합계 154 100.0

<표 Ⅴ-1> 교육과정 상 발성지도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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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퍼센트(%)

매우 중요하다 32 20.8

중요하다 74 48.1

보통이다 41 26.6

중요하지 않다 7 4.5

매우 중요하지 않다 0 0

합계 154 100

<표 Ⅴ-2> 가창수업에서 발성지도의 중요성

나. 가창수업에서 발성지도의 중요성

본 문항은 가창수업을 할 때 발성지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요하다’

고 응답한 교사는 48.1%였고, ‘매우 중요하다’는 20.8%, ‘매우 중요하지

않다’ 는 응답은 없었다. 전체 응답자의 2/3 이상이 발성지도를 중요하다

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발성법 개념 인식

본 문항은 발성법에 대한 여러 개념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실제로 발성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7가지 항목(바른 자

세, 호흡 훈련, 후두 위치 낮추기, 성대 접지, 공명의 개념과 공명강 사

용, 모음․자음의 발음, 턱과 혀 근육의 이완)과 발성의 원리(성대의 구

조와 원리, 복식호흡의 원리와 방법) 등 9가지 항목을 조사하였다.

바른 자세, 호흡 훈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

고, 공명의 개념과 공명강 사용, 모음․자음의 발음, 턱과 혀 근육의 이

완, 성대의 구조와 원리, 복식호흡의 원리와 방법 등 5개 항목에 관해서

는 정확하게 안다는 응답이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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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퍼센트(%)

정확하게 안다 144 93.5

들어본 적 있다 10 6.5

전혀 모른다 0 0

합계 154 100

<표 Ⅴ-3> 바른 자세

떨어졌고, 후두 위치 낮추기, 성대 접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

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1) 바른 자세

본 문항은 발성을 할 때 바른 자세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다. <표 Ⅴ-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다는 응답이 93.3%로 대부분의 교사들이 발성의 바른 자세에 대해 알

고 있었으며, 바른 자세에 대해 모르는 교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호흡 훈련

본 문항은 발성을 위한 호흡 훈련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호흡 훈련에 대

해서는 정확하게 안다는 응답이 85.1%,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14.9%

로 나타났고,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교사는 없었다. 호흡 훈련에 알고 있

는 교사들의 비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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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빈도(n) 퍼센트(%)

정확하게 안다 131 85.1

들어본 적 있다 23 14.9

전혀 모른다 0 0

합계 154 100

<표 Ⅴ-4> 호흡 훈련

　항목 빈도(n) 퍼센트(%)

정확하게 안다 63 40.9

들어본 적 있다 64 41.6

전혀 모른다 27 17.5

합계 154 100

<표 Ⅴ-5> 후두 위치 낮추기

(3) 후두 위치 낮추기

본 문항은 호흡을 통해 후두를 자연스럽게 내려서 공명에 영향을 주는

발성의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표 Ⅴ-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후두 위치 낮추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41.6%였으

며, 정확하게 안다는 응답이 40.9%,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17.5%로 나타

났다. 발성법의 다른 개념에 비해 후두 위치 낮추기에 대해서는 정확하

게 알고 있는 교사의 수가 적었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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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대 접지(붙이기)

본 문항은 성문의 크기와 성대 진동을 조절하는 능력인 성대 접지(붙

이기)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표 Ⅴ-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대 접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40%였고, 정

확하게 안다는 응답이 34.7%,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25.3%로 나타났다.

발성법의 다른 개념에 비해 성대 접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교사

의 수가 적었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빈도(n) 퍼센트(%)

정확하게 안다 55 35.7

들어본 적 있다 61 39.6

전혀 모른다 38 24.7

합계 154 100

<표 Ⅴ-6> 성대 접지

(5) 공명의 개념과 공명강 사용

본 문항은 공명의 개념과 공명강 사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확하게 안다’ 62%, ‘들어

본 적 있다’ 34%, ‘전혀 모른다’ 4%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 응답자의 약

2/3가 공명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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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퍼센트(%)

정확하게 안다 96 62.3

들어본 적 있다 52 33.8

전혀 모른다 6 3.9

합계 154 100

<표 Ⅴ-7> 공명의 개념과 공명강 사용

항목　 빈도(n) 퍼센트(%)

정확하게 안다 106 68.8

들어본 적 있다 45 29.2

전혀 모른다 3 1.9

합계 154 100

<표 Ⅴ-8> 모음, 자음의 발음

(6) 모음, 자음의 발음

본 문항은 발성을 할 때 모음, 자음의 발음 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확

하게 안다는 응답자는 68%,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30%였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는 1.9%로 나타났다. 조사자의 2/3 이상이 정확하게 안

다고 응답했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매우 적었다.

(7) 턱과 혀 근육의 이완

본 문항은 발성 시 턱과 혀 근육의 이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9>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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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퍼센트(%)

정확하게 안다 87 58

들어본 적 있다 55 36.7

전혀 모른다 8 5.3

합계 150 100

<표 Ⅴ-9> 턱과 혀 근육의 이완

항목 빈도(n) 퍼센트(%)

정확하게 안다 73 48.7

들어본 적 있다 65 43.3

전혀 모른다 12 8

합계 150 100

<표 Ⅴ-10> 성대의 구조와 원리

안다고 대답한 교사가 58%였고, 들어본 적 있다는 교사는 36.7%였으며,

전혀 모른다는 교사는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8) 성대의 구조와 원리

본 문항은 성대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8.7%의 교사가 정확하게

안다고 응답했고, 들어본 적 있다는 교사는 43.3%, 전혀 모른다는 교사

는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대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

량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전혀 모른다는 교사도 다른 개념의 응답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 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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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식 호흡의 원리와 방법

본 문항은 복식 호흡의 원리와 방법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

항이다. <표 Ⅴ-1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안다’는 응답이

78.7%, ‘들어본 적 있다’ 는 21.3%로 나타났다. 복식 호흡의 원리와 방법

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전혀 모르는

교사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 빈도(n) 퍼센트(%)

정확하게 안다 118 78.7

들어본 적 있다 32 21.3

전혀 모른다 0 0

합계 150 100

<표 Ⅴ-11> 복식 호흡의 원리와 방법

라. 음악교사 발성능력 및 발성지도능력 향상을 위해 개선될 점

본 문항은 음악교사의 발성 능력과 발성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개선

되어야 할 점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본 문항

은 설문의 마지막에 제공되었다. <표 2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5.8%

의 교사들이 현장교사 전문성 개발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응답

하였고, 교사의 발성에 대한 인식 개선(24%), 예비교사 양성 교육

(14.3%), 기타(5.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는 발성법에 관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접근성 높은 연수 프로그램, 학생의 참여 및 인식

개선 등이 있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장교사 전문성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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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퍼센트(%)

교사의 발성에 대한 인식 37 24.0

예비교사 양성 교육 22 14.3

현장교사 전문성 개발(자격, 직무, 자율연수 등) 86 55.8

기타 9 5.8

합계 154 100.0

<표 Ⅴ-12> 음악교사의 발성능력 및 발성지도능력 향상 위해 개선될 점

2. 발성지도 현황

발성지도 현황 영역에서는 음악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발성지도를 실시

하는 빈도, 할애 시간, 방법, 중요하게 다루는 지도 요소, 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 발성지도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가. 발성지도 빈도

본 문항은 교사들이 가창수업을 할 때마다 발성지도를 얼마나 자주 하

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

자들은 ‘가창수업에서 가끔 한다(40.3%)-‘가창수업 대부분 한다(25.3%)-

가창수업 시수의 반은 한다(14.9%)-가창수업마다 매번 한다(12.3%)-안

한다(7.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92.9%)이 발성지도를

하고 있으며, 약 1/3(37.6%)은 거의 모든 가창수업 시간에 발성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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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퍼센트(%)

가창수업마다 매번 한다 19 12.3

가창수업 대부분 한다 39 25.3

가창수업 시수의 반은 한다 23 14.9

가창수업에서 가끔 한다 62 40.3

안 한다 11 7.1

합계 154 100.0

<표 Ⅴ-13> 발성지도 빈도

나. 발성지도 할애 시간

본 문항은 수업 한 시간을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발성지도를 하는 시간

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1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5분 이내(47.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0분 이내

(33.1%)-15분 이내(6.5%)-20분 이내(2.6%)-25분 이상(4%)의 순으로 응

답하였다. 약 80%의 교사들이 5-10분 이내로 발성지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빈도(n) 퍼센트(%)

5분 이내 71 46.1

10분 이내 51 33.1

15분 이내 10 6.5

20분 이내 4 2.6

25분 이상 6 3.9

발성지도 안함 11 7.1

무응답 1 0.7

합계 154 100.0

<표 Ⅴ-14> 발성지도 할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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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퍼센트(%)

교사 시범 94 61.0

시청각 자료 이용 7 4.5

둘 다 한다 42 27.3

발성지도 안함 11 7.1

합계 154 100.0

<표 Ⅴ-15> 발성지도 방법

다. 발성지도 방법

본 문항은 가창수업 중 교사 응답자의 발성지도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1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61%가 교사 시범을 보

인다고 했고, 시범 및 시청각 자료를 이용을 동시에 한다는 교사는

27.3%였으며, 4.5%는 시청각 자료만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이

교사 시범을 통해 발성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중요하게 다루는 발성지도 요소

본 문항은 발성지도 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발성지도의 요소를 알아

보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1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들은 호흡

(33.8%)-자세(31.8%)-공명의 개념과 사용(18.2%)-성대․후두의 원리와

조절(5.2%)-발음(2.6%)-기타(1.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발성지도에서 자세와 호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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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퍼센트(%)

자세 49 31.8

호흡 52 33.8

성대․후두의 원리와 조절 8 5.2

공명의 개념과 사용 28 18.2

발음 4 2.6

기타 2 1.3

무응답(발성지도 안함) 11 7.1

합계 154 100.0

<표 Ⅴ-16> 중요하게 다루는 발성지도 요소

마. 발성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

본 문항은 교사들이 발성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을 알아보기 위한 문

항이다. <표 Ⅴ-1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교사들은 발성법 설명

(29.9%)-발성 시범(22.1%)-발성지도 외에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음

(20.1%)-발성지도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음(9.1%)-기타(11.7%)의 순

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생의 동기 부족, 변성기 학생 지도,

남교사의 여학생 지도, 다수의 학생 지도의 어려움,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기 어려움 등이 있었다.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발성법에 대한 지식 전

달이나 교사의 발성 실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어려운 점

이 발성법 설명이라는 응답이 발성 시범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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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퍼센트(%)

발성 시범 34 22.1

발성법 설명 46 29.9

발성지도 외에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음 31 20.1

발성지도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음 14 9.1

기타 18 11.7

무응답(발성지도 안함) 11 7.1

합계 154 100.0

<표 Ⅴ-17> 발성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

바. 발성 미 지도 이유

본 문항은 가창수업을 할 때 발성지도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1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발성지도가 필

수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가 2.6%(4명)이었고, 음악 수업 시수가 부

족하다는 응답이 1.9%(3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빈도(n) 퍼센트(%)

발성지도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 4 2.6

음악 수업 시수 부족 3 1.9

교사의 자신감 결여 1 0.6

기타 2 1.3

무응답(발성지도 함) 144 93.5

합계 154 100.0

<표 Ⅴ-18> 발성 미 지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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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퍼센트(%)

그렇다 122 79.2

아니다 32 20.8

합계 154 100.0

<표 Ⅴ-19> 출신대학 교육과정 중 발성 관련 과목 유무

3. 교사의 발성 학습 경험

교사의 발성 학습 경험에 대해서는 교직과정을 이수한 출신대학(원)에

서의 발성 학습 경험과 교원 연수에서의 발성 학습 경험으로 나누어 조

사하였다. 발성 관련 과목의 유무와 과목 수강 여부, 또는 연수 수강 여

부를 조사하고, 수강한 강의의 기간, 강의 방식 및 발성법 습득 정도, 수

강을 통해 배운 발성법의 요소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가. 대학(원)에서의 발성 학습 경험

본 문항은 대학(원)에서 응답자들이 발성법에 대해 학습한 경험에 대

해 조사하기 위한 문항이다. 이 문항은 발성 관련 과목 여부와 수강여부,

수강 기간, 강의 방식 및 발성법 습득 정도, 학습한 발성의 요소를 묻는

소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출신대학 교육과정 중 발성 관련 과목 유무

본 문항은 출신대학 교육과정 중 가창지도(발성법)에 대해 배울 수 있

는 과목(가창교육론, 합창, 합창지도법, 성악, 성악실기 등)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79.2%가 발

성 관련 과목이 있었다고 응답했고, 발성 관련 과목이 없었다는 응답자

는 20.8%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출신대학 교육과정에 발성 관련 과목

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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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퍼센트(%)

그렇다 106 68.8

아니다 16 10.4

무응답 32 20.8

합계 154 100.0

<표 Ⅴ-20> 발성 관련 과목 수강 여부

(2) 수강 여부

본 문항은 발성 관련 과목이 있었다는 응답자 중 과목 수강 여부를 알

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2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목을 수강

한 교사는 68.8%였고, 수강하지 않은 교사는 10.4%였다. 교사들의 약

2/3가 대학에서 발성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것을 알 수 있다.

(3) 수강 기간

본 문항은 발성 관련 과목을 수강한 기간을 묻는 문항이다. <표 Ⅴ

-2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4학기 이상 수강한 교사는 29.2%, 1학기

수강자는 19.5%, 2학기 수강자는 17.5%, 3학기 수강자는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성 관련 과목 수강자 중 절반가량이 4학기 이상 과목을 수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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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퍼센트(%)

1학기 30 19.5

2학기 27 17.5

3학기 3 1.9

4학기 이상 45 29.2

무응답(수강안함) 49 31.8

합계 154 100.0

<표 Ⅴ-21> 발성 관련 과목 수강 기간

(4) 강의 방식 및 발성법 습득 정도

본 문항은 발성 관련 과목의 강의 방식 및 수강한 응답자의 발성법 습

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발성 관련 강의를 수강한 106명

(68.8%)의 응답자들이 수강한 강의 형식은 참여식이 50%, 강의식이

18.8%였고, 강의 형태는 단체가 45.5%, 개인이 23.4%였으며, 강의 방법

은 시범이 62.3%, 교재(서적) 활용이 5.2%이었고, 어휘 및 설명은 명확

하다는 응답자가 44.2%, 모호하다는 응답자가 24.7%였으며, 참여 동기가

적극적이었다는 응답자는 51.3%, 소극적이었다는 응답자는 17.5%였고,

강의를 통한 발성법 습득이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39.6%, 충분하다는 응

답자는 2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성 관련 과목은 학생 참여 형식의 단체식 수업이 많았고, 강의자의

직접 시범에 의한 강의 방법으로 비교적 명확한 어휘와 설명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과목을 수강한 교사들은 2/3 이상(수강자의 74.6%, 총

응답자의 51.3%)이 적극적으로 과목을 수강했지만, 수강자의 절반 이상

(수강자의 57.5%, 총 응답자의 39.6%)은 발성법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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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응답 빈도(n) 퍼센트(%)

강의 형식

강의식 29 18.8

참여식 77 50.0

무응답 48 31.2

합계 154 100.0

강의 형태

개인 36 23.4

단체 70 45.5

무응답 48 31.2

합계 154 100.0

강의 방법

교재(서적) 8 5.2

시범 96 62.3

무응답 50 32.5

합계 154 100.0

어휘/설명

명확함 68 44.2

모호함 38 24.7

무응답 48 31.2

합계 154 100.0

참여 동기

적극적 79 51.3

소극적 27 17.5

무응답 48 31.2

합계 154 100.0

발성법 습득 정도

충분함 45 29.2

부족함 61 39.6

무응답 48 31.2

합계 154 100.0

<표 Ⅴ-22> 강의 방식 및 발성법 습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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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퍼센트(%)

자세 190 39.8

호흡 101 21.1

성대, 후두의 원리와 조절 45 9.4

공명의 개념과 사용 75 15.7

발음 67 14

합계 478 100

<표 Ⅴ-23> 발성 관련 과목 수강을 통해 배운 발성법의 요소

(5) 수강을 통해 배운 발성법의 요소(다중 응답)

본 문항은 발성 관련 과목 수강을 통해 응답자가 습득한 발성법의 요

소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세

(39.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호흡(21.1%) - 공명의 개념과 사용

(15.7%) - 발음(14%) - 성대, 후두의 원리와 조절(9.4%) 순으로 응답하

였다.

나. 교원 연수에서의 발성 학습 경험

본 문항은 교사 응답자들이 연수를 통해 발성법을 학습한 경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문항이다. 이 문항은 발성 관련 연수 경험 유무와 연수의

종류, 연수 참여 시간과, 연수 방식 및 발성법 습득 정도, 학습한 발성의

요소를 묻는 소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1) 발성 관련 연수 경험 유무

본 문항은 응답자들이 발성과 관련된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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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퍼센트(%)

자격 연수 10 10.2

직무 연수 23 23.5

교내 연수 1 1.0

자율 연수 64 65.3

합계 98 100

<표 Ⅴ-25> 발성 관련 연수 종류

보기 위한 문항이다. 합창단, 개인 레슨 등의 활동도 자율 연수에 포함시

켜 폭 넓은 범위에서 조사하였다. <표 Ⅴ-2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

수 경험이 있는 교사는 49.4%로 나타났다. 조사자의 절반정도가 연수 경

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항목 빈도(n) 퍼센트(%)

있다 76 49.4

없다 78 50.6

합계 154 100

<표 Ⅴ-24> 발성 관련 연수 경험 유무

(2) 연수 종류(다중 응답)

본 문항은 발성 관련 연수 경험자의 연수 종류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

이다. <표 Ⅴ-2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율 연수의 비율(65.3%)이 가

장 높았고, 직무연수(23.5%), 자격 연수(10.2%)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

문항에서 자율연수의 종류로 대학원, 세미나, 유학, 개인 레슨, 합창단 등

을 제시하였고, 교사들은 자율연수를 통해 발성 관련 연수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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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퍼센트(%)

15시간 이하 11 7.1

15시간 초과-30시간 이하 15 9.7

30시간 초과-60시간 이하 11 7.1

60시간 초과 37 24

기타 2 1.3

무응답(연수 경험 없음) 78 50.6

합계 154 100

<표 Ⅴ-26> 발성 관련 연수 참여 시간

(3) 연수 참여 시간

본 문항은 발성 관련 연수 경험자의 연수 참여 시간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2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수 경험이 있는 49.4%의

응답자 중에서 연수 참여 시간이 60시간이 넘는다는 응답자가 24%로 가

장 많았고, 16-30시간 참여자가 9.7%, 31-60시간 및 15시간 이하 참여자

는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의 절반이 60시간 이

상 연수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4) 연수의 방식 및 발성법 습득 정도

본 문항은 발성 관련 연수를 통해 교사 응답자가 발성법을 습득한 정

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2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수

를 들은 49.4%의 교사 응답자 중 37%는 참여식, 12.3%는 강의식 연수를

들었고, 연수 형태는 35.7%가 단체, 13.6%가 개인이었으며, 시범을 통한

연수는 42.9%, 교재(서적)을 통한 연수는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

및 설명은 명확하다는 응답자가 35.7%였고, 모호하다는 응답자는 13.6%

였으며, 참여 동기가 적극적이었다는 응답자는 44.2%, 소극적이었다는

응답자는 5.2%였다. 연수를 통한 발성법 습득 정도는 26.6%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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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응답 빈도(n) 퍼센트(%)

연수 형식

강의식 19 12.3

참여식 57 37.0

무응답 78 50.6

합계 154 100

연수 형태

개인 21 13.6

단체 55 35.7

무응답 78 50.6

합계 154 100

연수 방법

교재(서적) 10 6.5

시범 66 42.9

무응답 78 50.6

합계 154 100

어휘/설명

명확함 55 35.7

모호함 21 13.6

무응답 78 50.6

합계 154 100

참여 동기

적극적 68 44.2

소극적 8 5.2

무응답 78 50.6

합계 154 100

발성법 습득 정도

충분함 41 26.6

부족함 35 22.7

무응답 78 50.6

합계 154 100

<표 Ⅴ-27> 연수 방식 및 발성법 습득 정도

고 응답했으며, 22.7%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성 관련 연수는 수강자 참여 형식의 단체식 수업이 많았고, 강의자

의 직접 시범에 의한 강의 방법으로 비교적 명확한 어휘와 설명을 사용

한 것을 알 수 있다. 연수 유경험자 대부분(연수 유경험자의 89.4%, 총

응답자의 44.2%)이 적극적인 참여 동기로 과목을 수강했고, 수강자의 절

반정도(53.8%)가 발성법을 충분히 습득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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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퍼센트(%)

자세 64 21.3

호흡 68 22.7

성대, 후두의 원리와 조절 49 16.4

공명의 개념과 사용 61 20.3

발음 58 19.3

합계 300 100

<표 Ⅴ-28> 연수를 통해 배운 발성법의 요소

(5) 연수를 통해 배운 발성법의 요소(다중응답)

본 문항은 연수를 통해 교사 응답자가 습득한 발성법의 요소를 알아보

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2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호흡(22.7%) - 자

세(21.3%) - 공명의 개념과 사용(20.3%) - 발음(19.3%) - 성대, 후두의

원리와 조절(16.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6) 발성 관련 연수 경험 없는 이유

본 문항은 발성 관련 연수를 듣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연수 경험이 없

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표 Ⅴ-29>에서 나타나는 바

와 같이 본 문항에 응답한 49.4%의 응답자 중 18.8%는 관심은 있으나

관련 연수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했고, 14.9%는 주 관심사가 달라서,

12.3%는 관심은 있으나 연수를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했

다. 기타 의견으로는 성악을 전공해서 연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대부

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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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n) 퍼센트(%)

주 관심사가 다름 23 14.9

관심은 있으나 관련 연수를 찾기 어려움 29 18.8

관심은 있으나 연수를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움 19 12.3

기타 5 3.2

무응답 78 50.6

합계 154 100.0

<표 Ⅴ-29> 발성 관련 연수 경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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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발성지도와 관련된 제도적 현황 조사와 발성지도에 대한 음

악교사의 인식 및 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방식으로 음악교사 기준, 음악과 교육과정 및 음악 교과서, 음악교육과

교육과정, 교원 연수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발

성지도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 음악교사의 발성지도 현황과 교사의 발

성 학습 경험에 대해 조사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 결과, 발성지도와 관련된 제도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음악교사 기준을 통해 발성지도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MENC의 음악교사 자격 기준에는 공

통적으로 음악교사가 실기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호퍼(Hoffer)는 교사들의 능동적인 교육 실천의 책임에 대해 언급

했다. 이러한 음악교사 기준은 교사 스스로가 발성지도를 수업의 요소로

선택하고, 발성지도능력을 연구․개발하는데 힘써야 할 근거가 된다.

둘째, 음악과 교육과정과 음악 교과서의 발성법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발성지도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1차부터

꾸준히 발성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학

교 교과서에서도 모두 발성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는 발성법의 호흡과 자세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루고 있었으나, 공명, 발음 등 기타 세부 내용의 양과 질은 교과서마다

달랐다.

셋째, 대학 교육과정과 교원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발성법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전국의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에서는 발성

법을 배울 수 있는 과목 또는 성악 부전공 등의 과정을 갖추고 있었다.

교원 연수에서는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서 발성법 강의가 포함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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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를 찾을 수 있었다.

발성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성지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교사들은 발성지도를 중요하다

고는 생각했지만 발성법의 전반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사들은 교육과정에서 발성 관련 내용에 대

해 알고 있었고, 발성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발성법의 세부

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자세, 호흡의 개념은 대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었

지만, 공명, 발음, 이완, 성대의 구조, 복식호흡의 원리에 대해서는 정확

하게 아는 교사들의 비율이 조금 낮았으며, 후두의 위치, 성대 접지에 대

해서는 잘 모르는 교사들이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음악교사의 발성 능

력 및 발성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개선될 점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교

사들이 현장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가장 시급한 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발성지도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거의 모든 교사 응답자들이 발

성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성지도는 5-10분 이내에 교사시

범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세, 호흡, 공명 등을 주요 지도

요소로 다루고 있었다. 발성지도 시 어려운 점은 발성법 설명 및 발성

시범이라는 답변이 절반 이상이었다.

셋째, 음악 교사들의 발성 학습 경험 영역의 조사 결과, 교사들은 대학

(원)과 교원 연수에서 주로 단체식 수업 형태로 발성법을 학습했고, 수강

인원의 절반정도만이 발성법을 충분히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에서 발성 관련 과목 수강 경험에 대해 조사자의 대부분이 발

성 관련 과목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강의형태는 단체, 실기위주의 수업이

많았다. 조사자의 2/3 이상이 발성 관련 과목을 수강했으며, 본인의 적극

적 의사로 수강한 경우가 많았으나, 수강자의 절반 이상이 발성법 습득

에 부족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교원 연수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반수가 연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

했다. 참여한 연수의 종류는 자율연수가 가장 많았고 직무연수, 자격 연

수 순으로 나타났다. 연수 참여 시간은 절반이 6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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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연수 방식은 단체, 실기위주의 수업이 많았으며, 연수 참여자의 절

반 이상이 발성법을 충분히 습득했다고 응답했다. 연수 참여 경험이 없

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으나 관련 연수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주 관심사가 다르다, 관심은 있으나 연수를 위한 시간 내기

가 어렵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대학에서 발성 관련 강의를 수강한 교사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연수 참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발성법 습득 비율은 연수 참여자

가 대학 강의 수강자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첫째, 문서를 통해 발성지도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교사들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발성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로써 음악

교사들의 발성지도능력을 신장시킬 필요성이 나타났다. 발성지도의 중요

성은 음악교사 자격기준, 교육과정, 교과서 등을 통해 충분히 강조되고

있었다. 음악교사들 역시 발성지도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

제로 발성지도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발성법의 개념에 대

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교사들이 발성법을 설명하는 것과 시범을

보이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게다가 발성 능력 및 발성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는 설문 결과는 교

사들 스스로가 발성 능력 및 발성지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음악교사들이 발성법에 대한 지식과 실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음악교사를 위한 발성 교육의 기본적인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발성법 자체만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성이 부각되

었다. 음악교육과 교과와 교원 연수 조사 결과 음악교사를 위한 발성 교

육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더불어 교사들의 상당수가 대학에서와 교

원 연수를 통해 발성법을 배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합창, 가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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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중심으로 다루는 단체식 강의에서 일부 발성법을 다루는 형태가 많

았다. 조사 결과, 비교적 긴 시간동안 과목을 수강하거나 연수에 참여했

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교사들의 절반만이 발성

법을 충분히 습득했다고 응답했다. 충분한 발성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기

에는 강의의 편성이 제한적이며, 훈련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통해 발성법 자체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성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경기 지역의 중등 음악교사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특정 지역의 발성지도 현황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자료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국의 발성지도 현

황 조사에 대한 전 조사, 타 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 시 결과의 비교 자

료로 사용될 수 있다. 연구의 주제 또한 이전에 활발히 연구된 적 없는

실제적인 발성지도 현황에 대한 조사이다. 나아가 교과서 연구, 음악교육

과 교육과정 및 교원 연수에 관한 연구에서도 발성지도라는 하나의 분야

에 관한 상세 조사 자료로써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다음 몇 가지 제언이 있

다.

첫째,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내 발성지도 현

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식 조사의 대상을 전국의 음악교사로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역별 교육 현황까지도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초등 음악 분야에 대한 추후 연구도 필요하다. 발성

지도는 중등 교육에만 국한되는 분야가 아니므로, 초등 음악 교과서 및

교육과정 분석, 초등학교 음악 교과에서 발성지도 현황, 교육대학교 및

초등 교사 연수에서 교사들을 위한 발성법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원 연수 현황의 지역별 조사를 통하

여 전국의 연수 현황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직무 연수의 종류는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에만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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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지역별 연수 현황과 교사들의 접

근성 비교 연구 등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발성법에 대한 정리, 다양한 발

성 교수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

들이 발성능력 및 발성지도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가장 시급하며, 발성법 설명과 발성 시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

이 많았다. 게다가 상당수 교사들은 변성기 학생 지도, 남교사의 여학생

지도, 다수의 학생 지도 등 교수법에 대한 어려움도 느끼고 있었다. 사실

발성법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인데다가 교과서의 간단한 내용만으

로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학생의 수준과 수업에서 가르치

기에 알맞은 발성법 개념과 교수법에 관한 정리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

들을 살펴보면 학생의 연령에 따라, 발성법의 세부적인 개념에 따라, 구

체적인 교수법이 많이 연구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 정리하면

효과적인 발성지도를 위한 좋은 안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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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가창수업에서 발성지도에 대한 인식 및 교육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학교생활 중에도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

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연구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은 중․고등학교 음악 가창 수업에서 발성지도에 대한 중등

음악선생님들의 인식과 현황 및 학습경험을 조사하는 연구를 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를 통해 발성지도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과 개별 학교 현장에서 발성지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파악하고, 교사들을 위한 발성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생님을 의견은 가창수업의 방향을 제시하

고, 중등 음악교사 양성 및 교사 재교육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연

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평소 발성지도에 대해 선

생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솔직하고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면 연구에 많

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설문지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교육청 소재 중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음악교사입니다.

선생님의 의견 및 인적자료는 부호화되어 연구자 이외에는 공개되

지 않을 것이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

립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정성희 올림

(설문시간 약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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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개인배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계처리를 위한 자료이니

해당되는 곳에 빠짐없이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별 ___① 남자 ___② 여자

․교육 경력 ___① 3년 미만 ___② 3년 이상-5년 미만

___③ 5년 이상-10년 미만 ___④ 10년 이상

․중등음악 교사자격증 취득경로 :

___①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___② 일반대학 음악 관련학과에서 교직과정 이수

___③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___④ 기타( )

․세부 전공

___① 건반악기 ___② 관․현악기

___③ 성악(양악) ___④ 성악(국악)

___⑤ 작곡, 이론, 음악학 ___⑥기타( )

․근무지 설립구분 ___① 국・공립 ___ ② 사립

․근무지역 ___① 서울특별시 ___ ②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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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지에서 발성의 범위는 성악적 발성과 대중음악 발성으로 

합니다.

Ⅰ. 다음은 발성지도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빠짐없이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께서는 음악과 교육과정에 발성지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

을 알고 계셨습니까?

___① 그렇다 ___② 아니다

2. 가창수업을 할 때 발성지도를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 매우 중요하다 ___② 중요하다 ___③ 보통이다

___④ 중요하지 않다 ___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3. 다음은 발성법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념들입니다. 각 항목을 선

생님께서 얼마나 인지하고 계시는지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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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확하게

안다

② 들어본적

있다

③ 전혀

모른다

바른 자세

호흡 훈련

후두 위치 낮추기

성대 접지(붙이기)

공명의 개념과 공명강 사용

모음, 자음의 발음

턱과 혀 근육의 이완

성대의 구조와 원리

복식 호흡의 원리와 방법

Ⅱ. 다음은 선생님의 가창 수업 시간 중 발성지도 현황에 관한 설

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빠짐없이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선생님은 가창수업 중 발성지도를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___① 가창수업마다 매번 한다.

___② 가창수업 대부분 한다.

___③ 가창수업 시수의 반은 한다.

___④ 가창수업에서 가끔 한다.

___⑤ 안 한다 (4-5번 문항으로)

4-1. 선생님께서 집중적으로 발성지도를 하실 때 수업 한 시간을 기

준으로 할애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① 5분 이내 ___② 10분 이내 ___③ 15분 이내

___④ 20분 이내 ___⑤ 2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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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선생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발성지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___① 교사 시범 ___② 시청각 자료 이용 ___③ 둘 다 한다

4-3. 선생님께서 가창지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발성지

도 요소는 무엇입니까?

___① 자세

___② 호흡

___③ 성대, 후두의 원리와 조절

___④ 공명의 개념과 사용

___⑤ 발음

___⑥ 기타 ( )

4-4. 발성지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① 발성 시범

___② 발성법 설명

___③ 발성지도 외에 다뤄야할 내용이 많음

___④ 발성지도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음

___⑤ 기타( )

4-5. (4번 ‘⑤안 한다’ 응답자만) 발성지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

엇입니까?

___① 발성지도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

___② 음악 수업 시수 부족

___③ 교사의 자신감 결여

___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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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생님께서 발성법을 학습하셨던 경험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

당되는 곳에 빠짐없이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직과정을 이수하신 출신 대학(대학원)의 교육과정 중 가창지도

(발성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있었습니까?

(가창교육론, 합창, 합창지도법, 성악, 성악실기 등)

___① 그렇다 ___② 아니다 (6번 문항으로)

5-1. 발성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셨습니까?

___① 그렇다 ___② 아니다 (6번 문항으로)

5-2. 발성 관련 과목은 얼마나 오랫동안 수강하셨습니까?

___① 1학기

___② 2학기

___③ 3학기

___④ 4학기 이상

___⑤ 기타 ( )

5-3. 선생님께서 수강하신 발성 관련 과목에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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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강의 형식 강의식 ( ) 참여식 ( )

주 강의 형태 개인 ( ) 단체 ( )

주 강의 방법 교재(서적)( ) 동영상 ( ) 시범 ( )

어휘/설명 명확함 ( ) 모호함 ( )

참여 동기 적극적 ( ) 소극적 ( )

발성법 습득 정도 충분함 ( ) 부족함 ( )

5-4. 발성과 관련된 과목 수강을 통해 배운 모든 발성지도 요소에 ∨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가능)

___① 자세

___② 호흡

___③ 성대, 후두의 원리와 조절

___④ 공명의 개념과 사용

___⑤ 발음

___⑥ 기타 ( )

6. 선생님께서는 발성과 관련된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합창단, 개인 레슨 등 자율 연수 포함)

___① 있다 ___② 없다 (6-5번 문항으로)

6-1. 발성과 관련된 연수의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___① 자격 연수

___② 직무 연수

___③ 교내 연수(강연회, 과제연구, 세미나 등)

___④ 자율 연수(대학원, 세미나, 유학, 개인 레슨, 합창단 등)

___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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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발성과 관련된 연수에 참여하신 총 연수시간은 얼마나 되십니

까?

___① 15시간 이하

___② 15시간 초과∼30시간 이하

___③ 30시간 초과∼60시간 이하

___④ 60시간 초과

___⑤ 기타(횟수, 기간 등) ( )

6-3. 선생님께서 받으신 발성 관련 연수에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연수 형식 강의식 ( ) 참여식 ( )

주 연수 형태 개인 ( ) 단체 ( )

주 연수 방법 교재(서적)( ) 동영상 ( ) 시범 ( )

어휘/설명 명확함 ( ) 모호함 ( )

참여 동기 적극적 ( ) 소극적 ( )

발성법 습득 정도 충분함 ( ) 부족함 ( )

6-4. 연수를 통해 배운 모든 발성지도 요소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복수응답가능)

___① 자세

___② 호흡

___③ 성대, 후두의 원리와 조절

___④ 공명의 개념과 사용

___⑤ 발음

___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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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번 ② 없다 응답자만) 발성 관련 연수 경험이 없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① 주 관심사가 다름

___② 관심은 있으나 관련 연수를 찾기 어려움

___③ 관심은 있으나 연수를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움

___④ 기타( )

7. 선생님께서 음악교사의 발성 능력 및 발성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

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① 교사의 발성에 대한 인식

___② 예비교사 양성 교육

___③ 현장교사 전문성 개발 (자격연수, 직무연수, 자율연수 등)

___④ 기타(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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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eoul/Gyeonggi

Area Secondary Music

Teacher’s Perceptions Regarding

Vocal Instruction and its

Current Status

Seong hee Jeong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Music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vocal instruction is emphasized through the history

and aesthetics of music education. Its importance can be seen in the

weight given to singing instruction in the curriculum. Singing activity

is the main activity of music class, and teachers should exhibit

competence in singing ability and instruction. The foundation of

singing education is teaching vocalization methods. Teachers need to

have accurate knowledge of vocalization and attain the ability to

teach vocalization so that they can instruct students in singi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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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vocalizations. Therefore, music teachers require ample training

opportunities and hands-on practice in order to nurture their abilities

in vocalization training. For this, systematic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 education are important.

The status of the training system is difficult to assess

accurately. In addition, there has been no research as of yet on the

training system available to teachers. One of the principle aims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teaching

vocalization training and practice. In order to accomplish this, the

principle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of the available literature and

curriculum-related materials as well as a field study aimed at

measuring the perceptions of secondary music teachers regarding

their training and readiness to teach vocal music.

Results from a field survey and literature survey were

summari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The literature review

revealed the current institutional status and led to the development of

an analytical rubric including the categories of music teacher identity,

curriculum and textbook, music education course and teacher training.

The question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survey were validated by the experts and used for the survey after

they were revised through a preliminary survey.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three areas: the perception of music teachers about vocal

instruction, the reality of vocal instruction, and the teachers’ learning

experience in college and teacher training.

  As a result of the literature research, the importance of vocal

instruction and vocal instruction training and its status were

examin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music teacher standards shaped

teachers’ experiences in developing their vocalization abilities and

teaching skills. In every curriculum and the textbook, the conte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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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l instruction were presented, revealing the importance of teaching

vocal music. Through music education courses and teacher training

surveys, it was found that teachers had the conditions to learn the

rules of vocal instruction.

  The questionnaire led to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of

vocal instruction. Music teachers recognized vocal instruction as

important, but many lacked a clear understanding of vocal instruction

techniques. While teachers were instructing students in vocal

techniques, many who had received pre-service and in-service

training admitted to a weak sense of mastery of the vocalization

techniques taught in the classro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oth

teachers and the literature attested to the importance of vocal

instruction. At the same time, the results revealed a lack of mastery

of teaching techniques. Second, while the basic conditions of vocal

instruction education for music teachers are provided, there is a need

for expanded opportunities for training in vocalization methods.

  This study represents an important first step in assessing vocal

instruction competence and training of secondary music teachers.

Despite its ambitions, the project remains limited by its focus on the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reas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same time, the principal research hopes this research can serve as a

springboard for research projects focusing on issues in vocal

instruction in other regions of the country.

  As a follow-up to this study, the principal researcher proposes a

comprehensive survey on vocal instruction in secondary schools

nationwide.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complete a survey of

teacher training programs in vocal training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teacher’s perceptions of their own competence i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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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Second, the principal researcher suggests an analysis of

the vocal training methodologies suitable for secondary music

education and an application of these methods in training progra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vocal instruction.

Key words : vocal instruction, vocal instruction status,

teacher qualification standard, music

teacher recognition, teacher training

Student number : 2013-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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