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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른 국악기 교육 검토를 바탕으로 교육용 국악기로 정착해온 가락

악기들의 성과를 고찰하 고, 그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현재까지 모두 7번의 전면 개정과 2번의 부분 개정이 있었으며, 제5차 

교육과정까지 국악기 지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악기 지도 관련 내용

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리듬악기로 소고, 장구, 꽹과리, 징이 소개되었고, 가락악기로는 처음으로 

단소가 소개가 되어 이후 단소교육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 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소고, 장구, 단소가 제6차 교육과정에 이어 계속 기악 학습추천 악기로 제시되었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고, 장구, 단소에 가락악기인 소금이 추가 제시되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가락악기로 관악기인 단소, 소금에 가야금을 새롭게 추가 제시함으로써 국악기 교육은 새로

운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용 국악기 중 가락악기로 인정받고 있는 단소, 소금, 금, 가야금 등의 악기들에 관해 

크기와 재료, 구조, 경제성, 일반화 등의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용 단소는 본래 단소와 비교하여, 취구 부분의 보조기구와 지공을 추가한 일부 구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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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변화 없이 나무를 합성수지로 변경, 경제성 확보 등, 교육현장에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금은 단소처럼 크기 변화 없이 나무를 합성수지로 바꾸고, 경제성

을 갖추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일반화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하 다고 판단된다. 또한 금은 

일부 지공간 구조변경이 시도되고 있지만 크기 변화 없이 나무를 합성수지로 바꾸고, 경제성을 

갖추어가고 있는 중이며, 향후 교육용 국악기로의 적용 가능성 기 를 제시하 다. 현악기인 가야

금은 크기를 줄이고, 명주실을 폴리에스테르와 명주실의 합성으로 바꾸고, 가격을 낮추었지만, 

아직도 크기와 경제성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 으며, 그에 따라 아직 일반화 단계에 도달

하지는 못하 다고 판단하 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단소나 소금은 기본음의 음고를 달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단소 제작과 

국악기 중 음색이나 크기 등을 고려한 교육용 국악기로의 개발 필요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 다.

【주제어】국악기, 교육용 국악기, 국악기 교육, 단소, 소금

1. 머리말

최근 음악교육의 활동 역 중 가창 역과 함께 다양한 기악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악기악의 경우 1992년 공포된 제6차 교육과정부터 단소가 음

악교과에서 중요한 가락악기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국악교육의 정상화

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소금에 이어 가야금도 가락악기군

에 포함되면서 국악기악교육은 국악교육 정상화에 한 발 다가선 느낌이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현재까지 모두 7번의 전면 개정과 2번의 부분 개정이 있

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천을 거치는 동안 국악교육은 제4차 교육과정까지

는 음악교과서 내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제5차 교육과정부터는 20%를 

웃도는 수준으로 바뀌었으며,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전체 음악교과서 중 1/3수

준까지 올라갔다.1)2)

 1) 변미혜, ｢광복 60년, 개정시기별 교육과정과 국악교육의 변화｣, 광복60년, 음악문화환경과 국악의 변

화－세미나자료집(국립국악원, 2005), 83쪽; 변미혜, 교사교육을 위한 국악교육논총(민속원, 2016), 
86쪽에서 재인용.

 2)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이전까지 1종으로 발행되는 국정교과서에서 다종으로 발행되는 검인정교과

서 체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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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장구, 소고, 단소, 소금, 가야금 등의 

국악기와 트라이앵글, 탬버린, 캐스터네츠, 북, 기타, 건반 악기, 리코더 등의 서

양 악기 중에서 학생의 흥미, 발달 특성,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지도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교과서에는 이들 악기지도에 관한 내

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장구, 소고, 단소, 소금, 가야금의 악기지도에 관한 내용

도 다양한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사용되는 국악기는 약 100여종에 이르는데,3) 그 중 현

재까지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서 연주 자세나 연주법 등 국악기 지도에 적극

적으로 활용되는 악기는 앞에서 소개한 장구, 소고, 단소, 소금, 가야금 등 다섯 

악기에 불과하다.4)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악기 지도가 일부 특정한 학생들만 선

택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닌 해당 학년의 전체 학생들을 상으로 한다는 점에

서, 다섯 악기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악 기악 관련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인 악기로 인정받은 셈이다. 특히 연주법이 상 적으

로 간단한 리듬 악기와 달리 가락 악기의 지도는 국악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가락 국악기는 초기부터 지금의 형태로 학교 현장에 그 로 적용되었

던 것은 아니었다. 즉 장구나 소고 같은 리듬 악기는 상 적으로 쉬운 연주법 

덕분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교육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단소 같은 

악기는 소리내기도 힘들 뿐 더러, 악기마다 서로 다른 음고 차이5)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되기 곤란하 다. 또한 교육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

운 가격6)과 정상적인 단소의 량 구입 곤란 등의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3) 김 운, 국악개론(음악세계, 2015), 86쪽.
 4) 물론 서양악기의 경우도 실질적인 연주법 등을 지도하는 악기는 트라이앵글, 탬버린, 캐스터네츠, 북, 

기타, 건반 악기, 리코더 등 7종에 그친다.
 5) 초창기 교육현장에서는 나무로 만든 수제 단소를 사용하 는데, 나무의 서로 다른 두께와 내경 등

의 이유로 인해 편차가 큰 악기들이 많았다. 즉 악기마다 음고가 다르거나 기본음이 다른 경우가 많았

고, 동일 제작자인 경우에도 음정이 다른 악기가 나타났다. 
 6) 교육과정에 권장 국악기로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이전 단소는 전문 연주자나 그에 준하는 일부 애호가들

이 사용하던 악기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았다. 또한 당시 단소 제작자의 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부분 연주활동을 하면서 부업 형태로 주문제작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소 가격은 상 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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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단소 지도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이후 교육용 단소 제

작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변천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교육용 가락 악기로 정착해온 국악기들의 성

과를 고찰한 후, 그를 바탕으로 교육용 국악기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교육용 가락 국악기의 성과와 과제

국악교육 중 가락 악기를 지도하는 국악기 교육은 제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단소를 기점으로 2000년  들어 소금과 가야금으로 확 되기 시작하 다. 이 장

에서는 교육용 가락 국악기로 주목받고 있는 단소, 소금, 가야금, 금 등의 변

천과정을 통해 그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단소

단소는 제6차 교육과정인 1992년도에 처음 교육과정에 가락악기 지도악기로 

편입되었다. 그 전까지 단소는 일부 제한된 교사만 특정한 학생들을 상으로 

지도했고, 일반 학교 현장에서는 부분 단소에 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황이

었다. 당시에는 단소가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습용 악기로 사용되지 않

았기 때문에 단소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실제 단소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교사 역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단소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교사 상의 단소 연수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 합성수지 단소

단소는 본래 나무로 만든 악기인데,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극히 제한

로 비싼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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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합성수지단소와 드릴

된 제작자만 연주자용 단소를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이다. 또한 전통 단

소는 나무를 가공하여 만든 수제품인 까닭에 기본 음고나 음정이 악기마다 서

로 다른 경우가 많아서 동시에 여러 학생을 상으로 한 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일부 단소 연주자들은 학의 동아리나 동호

인들을 상으로 한 단소강습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단소를 제작하기도 하

는데, 그 당시 경제적이고 구하기 쉬운 합성수지관7)을 수동 드릴로 구멍을 뚫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음 <그림 1>의 단소와 수동 드릴은 필자가 1980

년  직접 제작했던 단소와 공구이다.

1980년 에는 위와 같은 합성수지 재질로 된 단소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 국악기 제작자는 합성수지 교육용 단소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에 따라 

교육용 합성수지 단소를 출시하는 회사나 개인업체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

다. 다만 합성수지 교육용 단소의 시장규모가 아직 크지 않아서 본격적인 

량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교육

용 단소시장을 선점하려는 업체들의 노력

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6차 교육과정이 발표된 

1992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

게 된다. 단소가 초등학교 5학년의 지도악

기로 제시되었고, 이는 중학교 과정에도 적

용되기 때문에 교육용 단소의 시장 규모는 

이전과 비교하여 엄청나게 커졌다. 그에 따

라 단소 제작에 서양 교육용 악기를 제작하

는 형회사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각 업체

는 타 업체와의 차별화를 강조하기 시작하

 7) 수도관이나 전기 배선에 주로 사용되었다.



<그림 2> 다양한 플라스틱 단소 <그림 3> 분리형 플라스틱 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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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가장 표적인 것이 다음의 <그림 2>에서 보듯이 다양한 색깔이었다.

합성수지로 된 단소 초창기에는 <그림 3>처럼 보관과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2단 혹은 3단으로 분리된 단소가 큰 호응을 받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분리와 결

합으로 인한 헐거움과 미세하지만 공기의 누출 등으로 인한 소리내기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어 지금은 통으로 된 단소의 인기가 좋은 편이다.

이러한 플라스틱 단소들은 黃을 E♭에 맞추어 제작되었으며, 초중등학교 현

장에서 교육용 단소로 부분 사용되고 있다.

(2) 안공을 추가한 단소

앞에 언급한 플라스틱 단소는 나무로 된 단소를 가공하기 쉽고 경제적인 

합성수지로 재질을 변경하여 제작한 경우로, 기존의 나무 단소와 구조적인 차

이는 없다. 이러한 단소는 기존의 전통 국악곡을 연주하기에는 적합하지만, 7음

음계인 서양음악을 연주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단

소 연구가인 송현식8)은 단소로 전통 국악악곡을 연주하면서 동시에 서양의 7음 

음계 곡을 연주하기 위해 개량된 단소를 제작하 는데, 기존의 앞 1공과 2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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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송현식 개량 단소

이에 구멍 하나를 추가한 형태로 만들었으며, 필

요에 따라 추가된 구멍은 스티커로 막을 수 있게 

하 다. 이 단소는 최근까지 전라북도 지역에 상

당히 많이 보급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많이 활

용되고 있다. 이 단소는 기존 단소와 구별하기 

위해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송현식 단소로 불리

고 있다.

(3) 취구를 개량한 단소

단소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소리를 쉽게 

소리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단소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어지러움과 함께 상당 기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쉽게 소리를 내지 못하

는 한계를 가진 단소는 그런 점에서 학생들은 물론 교사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많은 단소 연주자나 관련 연구자들은 쉽게 소리낼 수 있

는 방안에 한 연구를 계속하 으며,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중 하나는 

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이유를 취구와 입술의 위치 및 각도 조절에 있음을 파악

하고, 정학한 입술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취구 부분 양 끝에 

조그만 돌기를 부착한 이른바 돌기 단소9)이다. 이 단소는 취구와 입술의 위치를 

쉽게 일치시킬 수 있어 좀 더 쉽게 소리내기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중 단소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과 돌기의 효용성 정도에 한 차이 등이 단

점으로 제기된다.

또 다른 성과는 서양악기인 리코더처럼 바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리내는 

장치를 취구에 부착한 개량 단소이다. 아래의 <그림 6>과 <그림 7>에서 보는 

 8) 단소 연구가 겸 교육자.
 9) 단소교육 전문가 박희덕 제작.



<그림 5> 돌기단소 취구부분도 <그림 6> 황종 단소 <그림 7> 초보자용 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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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는 황종 단소10)와 초보자용 단소11)로 소리를 내는 취구 부분에 호루라기 

원리를 이용한 장치를 부착하여 소리를 내고, 부착장치를 제거하면 일반 단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처음 소리 내는 단계에서는 부착장치를 활용

하여 연습을 하고, 일정 수준이 되면 부착장치를 제거하여 일반 단소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존 단소에 비해 다소 비싸다는 점과 부착장치 제거 

후 소리 내기 연습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은 여타 단소에 비해 단점으로 보인다.

다음의 온소리 단소12) 역시 앞에 언급한 황종 단소와 거의 유사한 원리의 개

량단소로 장단점은 황종 단소의 그것과 유사하다. 다만 온소리 단소는 기존 단

소 제일 아래 안공 밑에 구멍을 하나 추가하여 출현음의 확 를 시도한 점에서 

구별된다.

10) 동음악기연구소 동용철 제작.
11) 조순자(국가중요무형문화재 30호 가곡 보유자)는 1985년에 기존 플라스틱 단소의 취구에 부착할 수 있

는 보조취구를 개발하여, 실용신안특허 8689호(20-0046447호)로 등록하 다. 보조취구가 입술에 닿는 

면을 입술모양의 곡선으로 처리하 다. 여기에 한 내용을 국악교육 제8집에 소개한 바 있다[조순

자, ｢단소교육방안의 실천적 고찰 보조 취구를 이용한 보통 교육현장의 단소 실기 교육｣, 국악교

육 제8집(한국국악교육학회, 1990), 75~96쪽 참조].
12) 김원선(전북 학교 교수), 강행복(정읍시립국악단 지휘자) 제작.



<그림 8> 온소리 단소 <그림 9> 온소리 단소 취구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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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합성수지 소금

이상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단소는 정규 교육과정에 가락악기로는 처음으로 

국악기로 국악곡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경제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질을 가공이 쉬운 합성수지로 하고, 학교 현장에

서의 효과적인 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 도구와 추가 구멍을 사용하 다.

2) 소금

소금 역시 단소처럼 나무로 만든 국악기인데, 재질이나 제작방법은 단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6차 교육과정에 단소가 필수 지도 국악기로 제시되면

서 소금은 가장 중적인 교육용 국악기의 지위를 단소에게 먼저 내주었지만, 

국악계와 국악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소

리낼 수 있는 음이 제한된 단소보다 서

양의 7음계 악곡도 연주가 가능한 소금

의 활용도를 더 높이 평가하는 주장이 

힘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교육

용 가락악기로 소금이 자주 거론되었

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단소에 이

어 국악기 가락악기로 채택되었다.

그동안 교육용 단소가 정규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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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사용됨으로써 소금 역시 멀지않은 시기에 국악기 지도 악기로 채택되리라

는 예상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소금의 교육용 악기로서의 량생산을 위한 

연구와 실험이 구체화되었다. 이미 교육용 단소의 정착과정을 위한 수많은 실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를 통한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소금의 교육용 

악기 개발은 큰 어려움이 없는 듯하다. 특히 교육용 단소의 초기 제작 당시 기본

음인 黃의 음고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에 한 논란이 있었지만,13) 소금은 

부분 일반 개론서에 제시된 로 黃의 음고를 E♭으로 정한 교육용 단소의 사례

를 그 로 적용하고 있다.

3) 가야금

우리나라의 표적인 현악기인 가야금은 누구나 쉽게 소리를 낼 수 있고 여타 

국악기에 비해 연주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악기이다. 그러나 큰 몸체와 비싼 가격, 줄 관리의 어려움14)과 실질적인 지도방

법의 부족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15)

이러한 가야금은 그동안 국악기 지도에 활용되지 못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에 국악기 지도악기로 소개되었다. 가야금은 악기가 크고 여타 교육용 국악기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교육용 악기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악기 제

작공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기를 줄이고, 제작단가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가야금은 장구처럼 기존 악기를 

그 로 사용하는 경우가 부분이며, 교육용 악기 활용을 위한 개량은 쉽지 않

13) 일반 개론서에는 黃=E♭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국악관현악단에서는 黃의 음고를 그보다 높은 

E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금도 유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당시 플라스틱으로 

단소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黃의 음고를 무엇으로 할 지에 한 혼란과 그에 따른 불안감이 있었지만, 
부분 개론서에 제시된 로 黃=E♭을 적용하고 있다.

14) 가야금 줄은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줄이 풀리기 때문에 연주를 

할 때마다 조율을 해줘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런데 가야금의 조율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일정 수의 가야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야금 연주가가 없으면 그 가야금은 활용되

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15) 이상규, ｢초등학교 교육용 악기와 가야금｣, 국악교육 제32집(한국국악교육학회, 2011), 173쪽.



교육용 가락 국악기의 성과와 과제   87

아 보인다. 그럼에도 많은 가야금 제작자들은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나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야금 제작자가 시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크기를 줄이면서 기존 

가야금의 연주가 가능한 상태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다음 <그림 11>은 왼쪽에 

일반 가야금과 오른쪽에 어린이용 가야금16)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일반용 산

조가야금은 략 길이 145cm, 너비 23cm17)인데 반하여, 어린이용으로 제작한 

가야금은 길이129cm, 너비 22cm로 길이만 약간 짧을 뿐 일반 가야금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 학년이나 유치원생이 이 가야금을 

연주하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실제 가격은 일반 가야금에 비해 크게 싸지 않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18)

이러한 어린이용 가야금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데 비해, 가야금

으로만 연주하는 가야금 중주단19)은 일찍부터 기존 가야금보다 크기가 작은 가야금

을 공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목된다. 가야금만 가지고 연주하는 가야금 

중주단의 입장에서 크기가 작은 가야금은 음역 의 확장과 풍성한 음향 제공 등의 

강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야금은 기존 가야금보다 거의 1옥타브 

정도 높은 음역 를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야금 중주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교육용으로 개발된 어린이용 가야금은 가야

금 중주단의 등장과 함께 공연 현장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진 경우로 판단된다.

한편 일반가야금보다 거의 절반 크기인 길이 101cm, 너비 20cm로 축소한 유

아용 상의 가야금도 일부 제작되고 있으며, 향후 연구성과에 따라 교육용 악

기로의 적용 가능성도 기 된다. 또한 <그림 13>의 어린이용 25현 가야금은 길

16) 고수환(전라북도 무형문화재12호 악기장)은 이러한 가야금이 교육용으로의 활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분의 국악기 제작자들이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던 성과물이라고 언급하 다.
17) 이 수치는 송혜진, 한국악기(열화당, 2001) 395쪽의 ‘국내외 소장 주요 국악기 목록’ 중 가야금 수치

를 참고하여 평균치를 제시하 다. 
18) 고수환 악기장은 어린이용 가야금은 일반 가야금 비 70% 정도이며, 유치원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하

다.
19) 국내 최초의 가야금 중주단인 ‘서울 새울 가야금 삼중주단’은 1990년 창단공연을 가졌는데, 이후 많은 

가야금 중주단 단체가 생겨나는 계기를 제공하 다.



<그림 11> 일반과 어린이용 가야금 <그림 12> 유아용 가야금 판 <그림 13> 어린이용 25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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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아리 가야금

이 79cm, 폭 22.5cm로 상당히 크기를 축소시켰으며, 다양한 악곡을 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용 악기의 장점이 엿보인다. 이 악기는 좁은 공간에 배치된 

많은 줄 때문에 손이 크고 손가락이 굵은 성인은 연주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지

만,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서는 충분한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교육용 가야금을 염두에 두고 개량

된 아리 가야금20)은 아래 그림에서 보듯

이 부들을 없애고, 줄을 폴리에스테르로 

제작하 는데, 길이 110cm, 폭 21cm 높이 

6cm의 아리 가야금과 길이 125cm, 폭 

21cm 높이 6cm로 길이를 조금 늘린 업그

레이드형 아리 가야금 두 가지 형태로, 

2014년 5월 출시하고, 2016년 2월 개량가

20) http://cauari.com/product/detail.html?product_no=17&cate_no=42&display_group=1#none



<그림 15> 플라스틱 정악대금 <그림 16> 플라스틱 산조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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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 특허 10-1593959호를 취득하 다.21) 이러한 아리 가야금은 악기 관리가 

힘든 교육현장의 어려움22)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많이 보급되

고 있으며, 향후 보급은 확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대금

금은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지도악기로 거론되지 않은 악기이다. 금은 악

기 자체가 길고 각 지공간 거리가 길어 초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악기이다. 특히 정악 금의 경우 일반 성인들도 지공을 막기가 어려워 

금의 보급과 일반화에 상당한 제약을 가진 악기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금은 단소와 소금의 교육용 악기의 사용이 높아짐에 따라 플라스틱으

로 제작한 금 역시 일반 상품으로 출시되었지만 그 수요는 그리 많지 않았다. 

다음 <그림 15>와 <그림 16>은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정악 금과 산조 금을 보

여주고 있다. 이 중 정악 금은 81cm, 산조 금은 70cm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다.

21) 학교기업 아리 홈페이지(http://cauari.com/sub/instrument01.html)
22) 가야금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는 가야금 줄이 끊어지거나 조율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17> 개량 대금 <그림 18> 개량 대금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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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국악의 비중이 높아졌고, 그와 병행하여 일반 

학교에서의 국악관현악단 활동도 늘어났는데, 국악합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금은 지공간의 넓은 간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지공 개폐가 힘든 초

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기피악기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

다. 그에 따라 정악 금 신 산조 금이나 소금으로 치하여 사용하고 있지

만, 정상적인 국악관현악 합주는 곤란하게 되었다.

그런데 올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이라 할 성과물이 나와 주목된다. 이 

금은 김현곤23)이 연구․제작한 성과물로, 기존 정악 금의 지공 간격 약 

4.5cm를 3.5cm로 좁혀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연주가 가능하게 하 다. 특히 이

를 완성시키기 위해 지공 부분을 이중구조로 하여 본래의 음정을 유지하면서 실

제 손가락 막는 거리는 줄이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교육용 금으로의 확장 가

능성을 높 다고 판단된다.

이제까지 살펴본 교육용 금은 교육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나무인 재질을 

합성수지로 바꾸고, 음정의 편차를 줄이는 등 나름 로 성과를 거두었다. 학생 

특히 초등학생의 체형이 감당하기 곤란한 지공 간격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23) 김현곤(무형문화재 42호 악기장)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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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됨으로써 향후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 된다.

5) 교육용 가락 국악기의 과제

지금까지 논의한 단소, 소금, 금의 교육용 국악기는 나무의 재질을 합성

수지로 바꾼 점이 가장 큰 변화이며, 이는 량생산을 통한 악기 가격 인하와 

함께 안정적인 음정 덕분에 단체학습을 가능하게 하 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

로 교육용 금은 나무를 합성수지로 바꾼 단순한 재질의 적용에서 벗어나 기

존의 음정관계를 유지한 채 악기 구조를 변화시켜 교육용 국악기로의 가능성을 

넓혀주었다고 할 수 있다. 가야금의 경우 크기와 경제성의 측면에서 아직 경쟁

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육용 국악기로서의 성과는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다

양한 시도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괄목할 만한 성과가 기 된다.

한편 가야금과 함께 표적인 현악기로 인정받고 있는 거문고를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에 맞게 길이와 폭, 

괘의 높이와 간격을 축소한 아동용 거문고24)를 제작하여 교육용 국악기로의 또 

다른 초석이 될 것으로 기 된다. 향후 크기를 좀 더 줄이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까지 개발된 교육용 국악기는 아직 그 종류도 많지 않고, 개선할 부분이 

많다. 특히 단소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제작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활용을 위해 기본음의 음고를 달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단소를 제작한다면, 그 

활용도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악관현악단의 금주자들은 부분 서로 

다른 음고의 금을 제작하여 사용음악에 따라 달리 사용하며, 서양의 리코더도 

기본 음고가 서로 다른 악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24) http://www.gugakpeople.com/sub_read.html?uid=17682&section=sc1
악기를 제작한 이창홍은 “축소된 거문고라 울림통이 작아졌지만, 음량과 음색이 뛰어나 교육용 뿐만 

아니라 공연에 사용해도 손색이 없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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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은 국악기 중 음색이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용 국악기로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필자는 초등학교 교육용 국악기의 조건을 쉬운 연주, 좋은 

음색, 경제성, 소형, 소음량, 흥미, 다양한 활용, 내구성, 좋은 촉감의 재질 등 

9가지 요소를 제시 한 바 있다.25) 그런 점에서 향후 교육용 국악기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맺음말

이제까지 교육과정에 따른 국악기 교육을 살펴보고, 교육용 국악기로 정착해

온 가락악기들의 성과를 고찰하 으며, 그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현재까지 모두 7번의 전면 개정과 2번의 부분 개정이 있

었으며, 제5차 교육과정까지 국악기 지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과정

에 제시된 국악기 지도 관련 내용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리듬악기로 소고, 장구, 

꽹과리, 징이 소개되었고, 가락악기로는 처음으로 단소가 소개가 되어 이후 단소

교육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 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소고, 장구, 

단소가 제6차 교육과정에 이어 계속 기악 학습추천 악기로 제시되었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고, 장구, 단소에 가락악기인 소금이 추가 제시되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락악기로 관악기인 단소, 소금에 가야금을 새롭게 

추가 제시함으로써 국악기 교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용 국악기 중 가락악기로 인정받고 있는 단소, 소금, 금, 가야금 

등의 악기들에 관해 크기와 재료, 구조, 경제성, 일반화 등의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용 단소는 본래 단소와 비교하여, 취

구 부분의 보조기구와 지공을 추가한 일부 구조 변경, 크기 변화 없이 나무를 

25) 이상규, ｢초등학교 교육용 악기와 가야금｣, 국악교육 제32집(한국국악교육학회, 2011), 182~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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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로 변경, 경제성 확보 등 교육현장에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금은 단소처럼 크기 변화 없이 나무를 합성수지로 바꾸

고, 경제성을 갖추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일반화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하

다고 판단된다. 또한 금은 일부 지공 간 구조변경이 시도되고 있지만 크기 변

화 없이 나무를 합성수지로 바꾸고, 경제성을 갖추어가고 있는 중이며, 향후 

교육용 국악기로의 적용 가능성 기 를 제시하 다. 현악기인 가야금은 크기를 

줄이고, 명주실을 폴리에스테르와 명주실의 합성으로 바꾸고, 가격을 낮추었지

만, 아직도 크기와 경제성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 으며, 그에 따라 아직 

일반화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하 다고 판단하 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단소나 소금은 기본음의 음고를 달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단소 제작과 국악기 중 음색이나 크기 등을 고려한 교육용 국악기로의 

개발 필요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 다.

본고에서는 중등학교에서의 국악기 지도가 초등학교의 그것을 심화시키는 과

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용 가락 국악기를 중점으로 살펴

보았다. 이 연구가 교육용 국악기 발전과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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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cess and Challenges of
Educa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Lee, Sang-Kyu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this paper, the process of educational music instruments of Korea based on 

the examin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according to the national 

curriculum is reviewed, and future tasks are presen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national music curriculum have been revised 10 times so far. From the 

first curriculum to the fifth curriculum, it was found that the instruc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as not done. However, after the 6th curriculum, Danso, a 

melodic instrument with Sogo and Changgu, rhythm instruments, was first 

introduced as a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 and then Sogeum and 

Gayageum were added to the present.

This research examined the process of transition in educational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which were used in schools. The result of it presents 

that Danso is the primary for utilizing as educational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and in order to do it, there has been various of experiment process and 

improvements for many years. Based on the outcome of educational musical 

instrument Danso started to be ready for educational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with Sogeum which is similar to Danso's shape and material, 

Especially, the present days, by using special equipment, Daegeum's wid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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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its instrument between holes which it has been suggested currently.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could be one of the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for use in the teaching in the future. Moreover, instance of Gayageum, 

reduce its size for children and introduce it for educational instrument as an 

example and discuss with its needs such as raising its economic feasibility and 

utilization. 

Based on these facts, firstly, it needs to produce Danso or Sogeum which it 

has different basic pitch with different shapes. Secondly, find and develop the 

educational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which are considered for easy 

techniques and their sizes and it will be a task in the future. 

【Keywords】Korean Musical Instruments, Educa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Education for 

Korean Musical Instruments, Danso, So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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