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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가창은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음악 영역이다 많   . 은 교

육의 현상 중에 노래를 하고 배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로 우리 삶에 

녹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창이 학교교육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즐. 

겁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싫어하게 되는 현상을 본다 이에 우리가 보지 .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가창교육을 찾아 발견하고 교육에 대안을 제

시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보컬리스트의 레. 

슨을 관찰하여 가창 교수 학습을 발견하고 음악교육적인 의미를 모색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소규모의 집단을 연구하는 데 적   

합한 질적 연구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는 년 월부터 년 월. 2017 3 2019 4

까지 교수자의 작업실과 공연장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교수자 . 1

명 남자 학습자 명 여자 학습자 명이었다 수업은 매주에 한 번씩 , 1 , 1 . 

정기적으로 관찰하였고 면담은 작업실과 공연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시행

하였다.

연구 문제는 첫째 보컬 레슨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어떠한 가창 교수   , -

학습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보컬 레슨 과정에서 어떠한 교수 학? , -

습의 방법과 구조가 나타는가 셋째 가창 교수 학습의 현장으로 본 보? , -

컬 레슨은 음악교육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 이다? .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참여자들의 가창 교수 학습 배경을 살펴보기 위   -

하여 장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노래를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되면III

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생애사적인 접근으로 살펴보았다 환경 속에서 . 

노래와 삶은 따로 분리되지 않고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참. 

여자들은 잘못된 것 을 배우기도 하고 원하는 것 을 배우지 못하기도 ‘ ’ ‘ ’

한다 참여자들에게는 필요한 학습을 찾기 위해 교수자들과 만나고 헤어. 

지며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반복되는 시행착오에서 . 

참여자들은 필요한 배움을 더 분명하게 찾아가는 학습을 하고 있었다. 

장에서는 두 번째 문제인 참여자들의 가창 교수 학습 방법과 구조   IV -

를 살펴보기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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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측면들을 이끎 과 맞춤 으로 살펴보았다 이끎 은 이끄는 교수‘ ’ ‘ ’ . ‘ ’ ‘ ’

의 표현이다 소리 에서는 참여자들의 학습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 ‘ ’

말하는 것처럼 내는 소리와 보컬과 성악 이 소리 내는 방식이 다른 “ ” “ ”

점을 비교 하고 발음 에서는 우리나라 보컬들 인 참여자들인 가사를 ‘ ’ , ‘ ’ “ ”

어떻게 발음하는지 교수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소리 에서는 교수자. ‘ ’
인 표심송이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하는 것 을 소리 “ ”

내는 것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었다 비교 에서는 표심송의 소리 내는 . ‘ ’

방식을 보컬과 성악 으로 나누어 자칫 모호하게 될 수 있는 노래에서 “ ”

소리 학습을 좀 더 이해 가능한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음 에서는 교수자의 노래에서 발음이 문화적인 체험을 줄 수 . ‘ ’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맞춤 은 맞추는 학습 으로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만나서 만들어 나아   ‘ ’ ‘ ’

가는 학습의 흐름이었다 절충에서는 학습자들이 처한 상황에서 교수. ‘ ’

자와 합의하며 학습의 합의를 하는 과정이 일어났다 학습자인 이미래“ ” . 

는 방학 때 노래를 연습하기로 하고 학기 중에는 기초와 음계 연습을 하

기로 한다 학습자인 조표현은 상황에 따라 해오던 연습을 기초인 소리 . 

연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기로 한다 변화 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들. ‘ ’

이 학습의 방향을 수정하면서 손과 얼굴 가슴의 감각 을 같이 느껴, ‘ ’ “

야 되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교수 학습이 바뀌었다 인간에서는 교수자” - . ‘ ’

가 학습자의 편에서 학습자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

다 교수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심어린 조언과 행동은 학습자들에게 교. 

수자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믿으며 따르게 하는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한

다는 것을 보았다.  

두 번째 문제인 교수 학습 방법과 구조를 더 잘 보기 위하여 장에서   - V

는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노래를 가르치며 배우는 구조를 의존 과 독립‘ ’ ‘ ’
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의존 지향 의 경향을 보이는 조표현의 학습. ‘ ’

에서는 교수자의 능력이 중심이 되는 교수 중심 의 학습을 하고 있었‘ ’

다 교수 중심 에서는 조표현의 학습이 로 주입하면 로 하려는 수직. ‘ ’ ‘A A ’ 

적인 구조가 나타났다 반복 효과 에서는. ‘ ’  조표현과 표심송이 학습을 반‘

복 을 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를 보았다 반복 은 교수자가 포착하고 안내’ . ‘ ’
하고 판단하고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나타났다 탐구 반성 에서는 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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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것을 되는 것으로 구별하고 인식하는 발견이 있었다 교수 중. ‘

심 의 학습이라도 대화는 이루어졌다 교수자와 대화에서 일어난 학습 ’ . 

문제는 학습 장소를 떠나도 계속 진행되는 연장이 일어났다 의존 지. ‘

향 의 경향을 보이는 교수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 -

스스로 학습을 촉진하지 못하면 교수자가 중심이 되어 학습을 적극적으, 

로 돕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독립 지향 은 다른 것에 덜 예속된 상태로 자유롭게 지식을 흡수하   ‘ ’

는 이미래의 학습 경향이었다 학생 중심 에서는 이미래가 현재 교수. ‘ ’ -

학습 관계에 있으면서 외부세계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 

은 학습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취하는 수평적인 구조

를 보여준다 자기 주관 에서는 학습자인 이미래가 자기 주관의 개입으. ‘ ’

로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고 수준의 차이로 이어져 교수자와 충돌하는 현

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상호 조율 에서는 수업의 주제나 주도권이 바뀔 . ‘ ’

수도 있었다 학습자는 관심이 흐르는 방향으로 학습을 이동하고 교수자. 

는 수긍하기도 한다 독립 지향 의 학습에서 교수자의 질문은 학습자가 . ‘ ’
하고 있는 학습을 분명하게 하면서 자기 지식으로 만들게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독립 지향 의 경향은 학습자의 흐름을 따르면서 교수자. ‘ ’

의 의견도 반영시키며 교류하는 학습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장에서는 참여자들이 했던 경험과 레슨을 통하여 가창 교수 학습의    VI -

음악교육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년부터 그동안의 참여자들의 레슨으2017

로 본 가창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삶과 환경 사이에서 시행착오를 거 

치며 나은 배움을 향해 나아가며 각자 다른 상호작용 속에 있다는 것을 ‘ ’

발견하였다. 그 다음 자기 소리의 인식과 가창 체험의 의미를 다룬 해‘

보는 것 을 가창에서 음악교육으로 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음악’ , ‘ ’
교육자는 가창의 본질적인 요소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이끌 수 

있고 도와주어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준 가창학습은 교수자의 경험적 지식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자의 환경적 상황이 들어 있었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각자의 . 

수준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를 보여준다 교. 

수자와 두 학습자는 상호의존하고 상호이해 하며 불일치의 경계면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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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가는 학습을 한다 연구참여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교수 학습이라는 . -

구조는 외부세계의 환경과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로써 가창.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소리 체험의 깊은 단계를 학

습자가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학습자를 이해하고 

함께 학습해 나아가는 인간적 측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감각으로 소리 내고 익히는 학습 과정을 가창수   

업 전체로 확대하여 설계에 반영해보거나 소리 내기의 방식을 연습하면, 

서 학습자의 연령과 발달 시기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하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적용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본 가창학습의 과정은 . 

노래부르기의 실천이며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교학상장하며 나아가는 , 

것이 음악교육이 나아가야 할 가치라는 함의에 도달했다.   

주요어 보컬 가창 음악교육 교수 학습 체험 상호작용: , , , - , , 

학  번 : 2015-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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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음악교육에서 가창   1)은 흥미로운 수업일까 음악교육을 공부를 시작? 

하고 조금이나마 교사와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

민하고 있었을 때 묵직한 자물쇠로 채워져 있던 피아노와 교회 의자 같, 

이 붙어 책상과 걸상 애국가 사보하기 교가 가사외우기가 기억의 전부, , 

였던 나의 가창수업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 

창수업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관, 

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관심이 연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년 후반에 지금의 참여자들과 몇 개 학교의 학생들을 상2016

대로 예비조사2)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 ” 
수업이라거나 음악수업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 ”

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내가 그동안 음악교육에 가졌던 가창에 관한 . 

관심을 상심을 통한 찾기 조용환 로 바꾸어 놓았다‘ ’( , 2004a) . 

몇 년 전에 교과목 집중이수제가 시행되었다가 폐지된 일이 있었다   

(현경실, 2013) 표면적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과목. 

이 늘어나면서 학습의 부담을 줄이고 교사는 내실 있게 학생을 돌볼 수

1) 음악교육에서 노래부르기 는 가창 으로 풀이된다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는  ‘ ’ ‘ ’ . 

노래 노래부르기 이지만 이 연구가 음악교육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 ’, ‘ ’
문에 가창 이라는 용어는 노래부르기 와 혼용해서 사용할 것이다‘ ’ ‘ ’ .

2) 이 연구를 위하여 나는 경상남도와 서울에 있는 몇 개의 초 중 고등학교 · ·

를 졸업한 대학생 일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를 진행했. 

을 때 발견과 이해 그리고 통찰을 얻기 위하여 메리암 과 , (S. B. Merriam)

패튼 이 사용했던 선택적 표집 서덕희 서덕희(S. Patten) ( , 2006, p.20; , 

의 방법을 사용하였다2018, p.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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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겠다는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논의되는 과정. 

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들의 학습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 , , 

악 미술과목들을 빠른 시간에 이수하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었다 음악, . ‘

교과 가 학교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을 때’ , 

학교교육의 마지막 선에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음악 교과가 사라

질까 염려한 음악교육학계는 집중이수제 시행을 철회하기 위하여 교육부 

공청회에 참여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투쟁도 벌이는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음악수업을 하는 직접적인 주체인 학생들의 목

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창수업이 전혀 도움이 되지 . “

못했던 수업이라거나 음악수업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는 호소와 어떤 ” “ ”
관련이 있는 것일까? 

최근에 음악교육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주제   

는 교수 방법의 역량 문화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음악교육의 전략‘ ’, ‘ ’, 

음악교육 학습프로그램의 실제 적용 들이다‘ ’ .3) 이러한 논의들은 특정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여 음악교육자인 교사가 잘 짜여진 교수전략을 준

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수전략의 필요성은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구성하기 위하여 규정된 형태로 교실에서 구현된다 가창교육에 . 

초점을 둔 교수 학습들은 규정에 의해 개념화된 형태를 가진 수업의 예-

를 잘 보여준다 김기수 문원경 외 엄태숙 조순이 ( , 2017; , 2016; , 2015; 

정광식 정말옥 이러한 경향은 가창교육을 어떻게 2011; , 2003; , 2007).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럴듯하게 답하기에 앞서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의도한 부분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보면서 나는 학생들이 왜 가창수업에 대하여 부정적   , 

인 이야기를 하였는지 궁금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가창 체. 

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동안 음악교육에서는 ? 

3) 여기서 인용한 문장들은 년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와 년에 열린 한 2017 2018 ‘
국음악교육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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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교사가 풍부한 지식과 경험, , , 

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다 홍인혜( , 2015). 

하지만 그러한 지식을 다채롭게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

식을 잘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로 흘러온 것이 사실이다

정길선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음악교육도 교수가 중심이 되( , 2008). , 

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가창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는 음악의 표현이다 엄태숙 조순( , 2015; 

이 그러나 학습자를 생각하지 않고 , 2007; Brenner & Strand, 2013). 

가르치려고만 하는 교육의 태도는 교육을 받는 주체인 학생을 이름 없는 

학습자 로 만들기도 한다‘ ’ (Turton & Durrant, 2002).

음악교육에서는 교수자의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도적이건    . 

그렇지 않건 교수자가 중심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길애경 임미경· , 

임미경 외2013; , 2016; Townsend, 그렇다면 왜 교수와 학습이 2015). 

라는 말이 나온 것일까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교수와 학습을 따로 떼? 

어 놓고 교육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우리가 교육이라고 말하고 . 

있는 것이 외부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교육의 장으로 가지고 온 것

이라고 할 때 더욱 그러하다 교수는 인위적으로 일어나지만 학습은 그. 

와 반대로 원초적으로 일어난다 교수는 있고 학습이 없(Sünkel, 1996). 

거나 학습이 있고 교수는 없거나 교수도 학습도 다 없는 경우를 교, , ‘

육 이라고 부르지는 못한다 조용환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기보다’ ( , 1997). 

는 교수와 학습이 자연스러운 학습의 동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것이 중요

하다 학습자의 학습동기 자체를 해치지 않기 위하여 주변의 환경을 잘 .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교육의 현. 

장이라면 정말 이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 

주변에서 그러한 좋은 교육 이 일어나는 곳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 . 

가창교육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면서 나는 가창하기에서 교수와 학습   

이 거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학생들이 . 

가창수업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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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를 안고 나는 년 말에 참여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참여자들2016 . 

을 면담하면서 가창을 가르치는 음악 교사들이 가창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가창교육에 동기를 발화할 만한 요소를 찾

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교수자와 학. 

습자 간에 괴리가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창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나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원리들을    

발견하고 가창 학습의 과정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어떻게 수업을 해나가

는가를 밝혀내는 것은 가창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고 판단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심과 상심을 연구주제로 변화시키고 보. 

컬리스트가 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지금

의 참여자들과 현장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연구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 

대학원 강좌인 현지연구와 질적 분석 을 시작으로 년에 교육인류< > 2017 <

학연구 와 교육문화기술법 연습 을 들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질적 > < > . 

연구의 기법을 공부하며 연구의 주제를 구체화시켜 나갔다.4) 

연구현장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보컬 혹은 보컬리스트   ‘ ’ , ‘ ’5)라

4) 년과 년에 내가 수강했던 위의 강의들은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2017 2018

연구 분야의 현장을 구축한 다음 현장을 통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직접 실

습하였다 실습과 함께 나의 연구와 관계가 있는 주변의 연구자들과 서로 . 

의견을 나누고 스스로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5) 일반적으로 노래하는 사람을 부를 때 보컬리스트 와 보컬 은 혼용되어 쓰 , ‘ ’ ‘ ’
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영역에서 보컬 은 전문가가 아닌 노래를 전문. ‘ ’
적으로 부르기 위한 학습의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컬리스트 는 노래를 , ‘ ’
전문적으로 부르는 사람으로 본다 다르게 칭하는 말로 가수 라는 말도 있. ‘ ’
는데 이 말은 보다 대중적인 의미로 불린다 대중적인 의미에서 팝 가. ‘ (Pop)
수 가수 등을 상징하는 가수 라는 개념은 어떠한 장르를 포함하며 ’, ‘R & B ’ ‘ ’
상업적인 기획사에 소속되어 이익과 인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보컬리스트 는 인기만을 쫓아 상업성을 띠는 소속사의 구. ‘ ’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또한 딱히 장르적인 구분을 하지 않고 노래를 . 

자유롭게 골라서 한다 현장에서 이들은 보컬리스트 라는 말을 가장 많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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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 학습자들은 어려운 배움의 과정을 겪다가 지금의 교수자인 . 

표심송6)을 찾아가 교수 학습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들은 보컬리스트- . ‘ ’

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교수자는 노래를 . 

잘 가르치기 위하여 학습자의 편에서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한편 학습자는 노래 잘 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온 , 

힘을 다하여 배우고 있었다 년부터 참여하게 된 이 현장에서 참여. 2017

자들은 미묘한 차이 를 감지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소리를 내기 위하여 “ ”

공부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의 학습에는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 

는 역동적인 과정이 있었다 노래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교. 

수자와 학습자의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었다. 

학교의 음악교육 방식은 중요하다 학교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하고    . 

교육받아야 하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좋은 교육이 이. 

루어지길 기대한다 많은 교육자들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관심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러한 이유는 음악학자나 교육자들이 교육에 관한 연구를 . 

하는 데 있어 기존에 늘 해 왔던 학교로 접근하는 방식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김한미( , 2009; Sotto, 1994).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이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학교를 찾   

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태도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학교 .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형식이나 논의들에 대해서 둔감하

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현재의 교육이 특정 시대 특정 세계에 내. “ , 

던져진 우리의 존재론적인 한계 김한미 이기도 하지만 오랫”( , 2009, p.2)

동안 익숙해진 틀 속에 있는 방식에 길들여져 왔다는 데에도 이유가 있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교육 환경이 사회의 특정 시기에 놓.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쓰는 용어를 자료화 하여 그대로 쓰는 질. 

적 연구방식에 기초를 두는 이 연구에서는 보컬 과 보컬리스트 를 그대로 ‘ ’ ‘ ’
사용할 것이다.

6) 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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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으며 그러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라는 테두. 

리에서 얻는 배움이 세계에서 얻는 지식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은 경계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제도는 변화된 수업의 요구를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낡은    

제도로 간주된다 수업이 잘못 제도화되면 외부구조가 안정화된 내부구. 

조에 영향을 미치고 긴장관계가 된다 그러면 수업 진행과정이 지장을 . 

입게 되고 제도화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 내기가 곤란해진다 그때는 개. 

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Sünkel, 1996). 

는 학교는 낡은 학교 이기 때문이다 쥥켈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우‘ ’ . 

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의미 있는 교육을 끊임없이 찾아보고 

드러냄으로써 교육에 대안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달리 표현하면 . 

떨어져 있는 생활세계와 학교교육의 거리를 좁혀서 교육다운 교육 을 ‘ ’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지금껏 가지고 있던 상심의 . 

실마리를 학교로부터 눈을 돌려 제도 밖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좋은 . 

교육의 장면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 

현장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교육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교육의 영역에서 가창은 악기라는 매개체 없이 바로 음악을 체험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과정이다 현대에는 뮤지(Woody & Lehmann, 2010). 

컬 음악으로 대중가요로 보컬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 

해 왔다 가창은 소리로 음악을 표현해 주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담는 내. 

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노래를 좋아해서 만난 연구참여자들이 겪은 생애를    

통해 노래와 관련된 교육적 사건들을 주목할 것이다 그 다음 교수자와 . 

학습자가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소리 체험을 어떻게 하는지 탐구해 

보려고 한다 보컬을 배우며 발생하는 문제를 연구참여자들이 해결해 나. 

가는 과정을 보면서 음악교육에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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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2. 

이 연구는 참여자인 표심송과 학습자인 조표현과 이미래가 보컬리스   

트가 되기 위하여 각종 유형의 수업을 받으며 겪은 과정을 살펴보는 데

에서 출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수업의 과정인 가창 교수 학습이 어떠한 . -

방법과 구조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가창학습에 대한 음악교육적 의미

를 찾아보고자 한다 참여자들이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에서 나타. 

나는 가창 교수 학습은 이 연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본질이다 따라서 - .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 보컬 레슨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어떠한 가창 교수 학습 배경을    , -

가지고 있는가 참여자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은 참여자들이 살아 온 ? 

배경과 관련이 있다 참여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래를 잘 하. 

는 것이다 그렇다면 참여자들의 환경에서 노래를 만나고 삶의 중심에 . 

놓이게 되는 과정을 보는 것은 가창이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 가까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질문에서는 연구참. 

여자인 이미래와 조표현 그리고 표심송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오다가 노, 

래를 하게 되고 교수 학습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참- . 

여자들이 노래를 하면서 무엇이 변화되는지 제도 안팎의 환경에서 교수, 

자들과 어떤 문제를 겪으면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볼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보컬 레슨에서는 어떠한 교수 학습의 방법과 구조가 나타는가   , - ? 

여기서는 참여자들이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다르게 발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질문에서 참여자들의 학. 

습에서 드러나는 문제의 양상을 범주화가 될 수 있는 것들로 묶어서 나

누고 나누어진 범주가 교수 학습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 -

로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방법은 가르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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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체계를 밝히는 것에 의미를 한정하지 않을 것이다 학습의 방법을 . 

본다는 것은 참여자들이 처한 상황 교수자와 학습자가 가창에서 중요하, 

게 부각되는 것 학습자들의 학습 패턴과 시간적 변화를 두루 살피며, , 

가창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본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이 과. 

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하고 있는 가창 교수 학습의 구조가 드러날 것이-

다.  

셋째 가창 교수 학습의 현장으로 본 보컬 레슨은 음악교육적으로 어   , -

떠한 함의를 가지는가 어떤 것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의미를 찾는다는 ? 

것은 목적을 달성하고 가졌던 의문을 풀어버리는 목적론적인 자세가 아

니라 목적에 대한 의미를 찾는 데에 있다 가창 교수 학습에 관한 연구. -

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질문에서는 연구의 현장인 이들의 교수. 

학습을 총체적으로 관찰하여 발견한 내용을 함의하고 현실태에 맞게 성-

립이 가능한 교육적인 언어로 재조명해보는 단계를 가지려고 한다 그 . 

다음 연구의 발견들을 음악교육의 장으로 가지고 와서 어떠한 대안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해볼 것이다 연구를 하면서 배우게 된 점과 변화해야 할 . 

점은 없는지 음악교육다운 음악교육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 

다. 

연구 방법3. 

이 연구는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참여하고 관   

찰하며 거기서 발견되는 가창 교수 학습의 현상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소규모의 현장을 연구의 사례

로 선정하여 시간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데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을 선

택하려고 한다. 

질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절한 측면이 있다 첫째 연구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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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고자 하는 현상 대상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나 사전 지식이 전혀 , , 

또는 거의 없을 때 둘째 복잡하고 미묘한 사회적 관계 또는 상징적 ”, , “

상호작용을 탐구할 때 셋째 소집단 또는 소규모 사회의 역동에 관해 ”, , “

국지적이지만 총체적인 연구를 하고자 할 때 넷째 사건의 맥락 흐”, , “ , 

름 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하고자 할 때 다섯째 현상 이면에 , ”, , “
내재한 가치체계 신념체계 행위규칙 적응전략의 파악이 연구의 목적, , , 

일 때 조용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 , 2008, p.23) . 

은 내가 연구하려는 현장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 

질적 연구 방식은 연구자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참여하고 관찰하면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하는 방식을 가진다 참여자들의 활동. 

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상황을 밀착하여 함께 보면서 

수집한 자료는 질적 연구 방식이 보여주는 특성이다 이때 질적 연구를 . , 

수행하는 연구자는 현장과 참여자 간의 관계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관계, 

는 일정한 흐름 즉 맥락을 형성하게 된다 조용환 맥락은 연, ( , 1999a). 

구자에 의해 대화 혹은 사건이나 사태로 드러난다 포착된 맥락 속에 나. 

타난 문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부단히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를 잘 보. 

기 위해서 연구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면서 ‘ ’ 

최대한 낯선 눈으로 세상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사(van Manen, 1990). 

건 사태를 확대 과장하거나 감환시키지 않고 현장을 볼 때에 참여자, , , 

들의 관계와 현상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은 현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   , 

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연구의 과정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연구의 . 

결과를 얻는 것도 그 결과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일상세계 속에서 이, 

루어진다는 것은 질적 연구의 중요한 논리이다 조용환 그래서 ( , 1999a). 

사례의 선정은 연구자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와 방향을 담고 있다 연구. 

자는 질적 연구를 하려고 할 때 그 연구에 해당하는 정보나 준거를 충, 

분히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기 마련이다 질적 연구에서 사례 선. 

정은 연구에 관한 목적을 보고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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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시작할 때 무작위로 선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례를 선정하고 그 현장에 참여하면서부터 질적 연구는 시작   

된다 연구자는 현장으로부터 자신이 궁금해하는 연구 문제에 대한 좋은 . 

답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연구자 한 명이 대규모의 현장을 연구하며. , 

의미 있는 결과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질적 연구가 하나 혹은 . 

소규모의 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연구의 폭보다 연구가 드

러내는 깊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괴츠(Wolcott, 1994). 

와 르꽁뜨 는 할당하거나 전형적이나(J. P. Gpetz & M. D. LeCompte) , , 

유일한 것을 찾거나 유명한 것이거나 이상적이거나 대조적이거나 연, , , , 

계적인 사례들이 질적 연구의 준거를 줄 수가 있다고 했다 조용환( , 

재인용 공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모아 범주화하는 1999a ). 

것은 연구의 성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사례를 선정하는 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연구자의 선입   

견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김한미 는 연구자(van Manen, 1991). (2009)

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점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 

적에 비추어 보면서 신중하게 사례를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장에 들어갈 때 연구자는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료들을 연구, 

자가 구성하며 새롭게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면서 연구가 축적되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가 .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기록하고 질문

을 구성하는 일은 현장과 자료 글쓰기와 함께 순환되며 이루어진다, 

(Seidman, 2006; Spradley, 1980). 

연구현장1) 

가창을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은 표심송의 지하 작업실이다 일반건물    . 

지하를 개조하여 만든 이곳을 사용하는 뮤지션들은 이곳을 연습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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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실 이라고 부른다 지하는 층으로 되어 있고 비밀번호로 되어 “ ” . 1

있는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약 제곱미터 평 의 공간에 가장 먼저 264 (80 )

휴게 공간이 보인다 인용 소파 개와 개수대 커피포트와 컵들이 있. 4 2 , 

다 그 주변에는 가끔 다른 악기들이 바닥에 놓여 있을 때도 있다 휴게. . 

실을 정면에 난 문을 통과하면 복도를 오른쪽으로 약 평 되는 작업실2~3

이 개 있다 각 작업실에는 쓰는 사람의 용도에 맞게 피아노와 의자11 . , 

테이블이 있다 복도 마지막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표심송의 방이 보인. 

다 표심송의 방은 가로 세로 약 미터와 미터로 작은방에 속한다 표. 2 3 . 

심송은 이 작업실의 모든 뮤지션들과 격 없이 지낸다 비록 작은 방을 . 

쓰지만 모두 그가 원할 때 자신의 방을 빌려줄 정도의 친분이 있다. 

연구참여자2) 

연구의 필요성에서 설명했듯이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창   

교육의 학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장을 보는 것은 이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늠하는 중대한 일이었다 나는 그러한 . 

현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술 잡지 그와 상관되는 예술가 음악교육 예, , 

술 관련 학회 음악가 예술 기관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 의 예술가 보, , ( ) , 

컬리스트를 양성하는 아카데미 등을 수소문했다 현장을 찾을 때 제도. , 

교육과 관련이 되지 않거나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는 곳을 선택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장을 . 

찾을 수 없어 낙심하였다 그러다 지인으로부터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 

있는 사람인 표심송을 소개받게 되었다 나는 표심송에게 연락을 하여 . 

연구 주제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고민하는 나의 진심을 보게 된 보

컬리스트는 여러 차례 고심 끝에 어렵사리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현장을 

참여관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교수자인 표심송과 . 

그에게 배우고 있는 학습자인 이미래와 조표현을 연구참여자로 맞이하게 

되었다 교수자인 표심송은 대 초반으로 전문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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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학습자인 이미래는 년제의 실용음악학교에서 보컬을 전공하는 . 2 20

대 초반의 학생이다 다른 학습자인 조표현은 대 초반의 성인으로 전. 30

문적인 보컬리스트 활동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심송(1) 

나는 교수자인 표심송을 년에 알게 되었다 전문보컬리스트인 표   2011 . 

심송은 외동아들로 년대 방송사의 사장까지 지냈던 아버지 덕분에 1980 M

돈 걱정 없이 자랐다 표심송은 어렸을 때부터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 . 

덕분에 클래식음악을 들으며 음악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 

그의 어머니는 표심송이 공부를 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표심송은 꿈을 .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그 . 

꿈은 버릴 수가 없었다 부모는 완강히 반대하였고 표심송은 상위권이었. 

던 자신의 성적을 등급으로 떨어뜨려 부모님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표15 . 

심송의 부모는 성적으로 갈 대학이 없었던 표심송이 성적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노래를 하도록 승낙해주었다 표심송은 보컬리스트가 되고 . 

싶었다 그러나 표심송의 부모는 음악 장르에서조차 클래식 성악을 해야 . 

한다며 표심송의 선택에 반대하였다 할 수 없이 그 뜻을 받아들여 성악. 

을 공부하여 음대로 진학했다 성악을 공부하면서도 보컬리스트의 꿈을 . 

접을 수 없었다 음악대학 졸업과 동시에 보컬리스트들을 따로 찾아다니. 

며 사사하여 보컬리스트로 전향하였다 졸업 후 보컬리스트로 활동하면. 

서 모은 돈을 털어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전문보컬리스트 과정을 마치고 

년 한국으로 귀국한 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2011 .  

이미래(2) 

두 번째 참여자인 이미래는 일반고등학교에서 보컬을 전공하여 대학   

에 입학한 여성보컬로 년부터 현재까지 표심송에게 노래를 배우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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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초등학교 때는 바이올린과 단소로 중학교 시절에는 춤과 노래를 . , 

하는 댄싱팀 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에 노래 부르는 것에 관심을 “ ” . 

보였고 노래를 전공으로 하여 평생 부르고 살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 

러나 이미래의 부모는 이미래가 노래를 부를 만한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

고 시킬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 이에 이미래는 어릴 적부터 재능을 보일 .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 않았다며 끊임없이 설득했고 끝내 허락을 얻

어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보컬이 되기 위. 

해 준비했다 그러나 학원 보컬선생의 소리 가르치는 방식 이 자신과 . ‘ ’

맞지 않아 계속 선생을 바꾸다가 관두게 되었다 그렇게 지내다 우연히 . 

학교에서 진행하는 피아노 방과후 수업에서 만난 선생의 눈에 띠게 되었

다 피아노 선생의 소개로 표심송을 소개받게 되었다. .          

                  

  

조표현(3) 

사진 < 1> 표심송과 이미래의 수업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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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참여자인 조표현은 년부터 군입대 년을 제외하고 년째    2011 2 7

표심송에게 수업을 받고 있는 남성보컬이다 조표현의 가족은 노래 좋. ‘

아하는 가족이다 조표현의 부모는 어린 조표현을 데리고 노래방에 일’ . “

주에 일곱 번을 넘게 간 적도 있을 정도 였다 조표현은 어릴 적 사람들 ” . 

앞에서 노래를 할 때 박수를 받았던 기억을 정말 좋은 기억으로 가지‘ ’ 
고 있었다 조표현은 정식으로 노래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노래 .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자신도 음악을 좋아

하게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 자연스럽게 보컬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

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보컬입시학원을 다니면서 보컬선생을 정하고 한. 

참 열심히 연습해 임하던 때 표심송의 공연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표. 

심송이 변화무쌍하게 내는 소리와 즉흥연주의 기교를 보고 매료되었다. 

그 후 입학한 학교에서 배정받은 실기 강사로 만나게 되었다 그 이후부. 

터 교수자와 학습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년인 지금까지도 조표현. 2019

은 표심송에게 보컬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 < 2 표심송과 조표현의 수업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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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정3) 

나는 표심송이 노래하는 모습을 년에 작은 공연장에서 처음 보았   2011

다 그때 표심송이 다른 보컬리스트들과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표심송은 노래를 할 때 장르를 가리지 않고 불렀다 음정 한 음을 내는 . 

것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가사로 노래한 음정들을 변주할 때는 남들이 . 

잘 사용하지 않거나 꺼려하는 영역까지 자유자재로 내는 모습을 보았다. 

그 후로 노래하는 모습을 몇 번 더 보게 되었다 표심송을 볼 때마다 다. 

른 보컬리스트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느껴졌다 공연이 끝나고 표심송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표심송. . 

은 성악발성과 보컬을 함께 공부하였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취약한 악기, 

나 음계7)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목관악기도 연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가 가진 특이한 이력을 알게 된 후 표심송이 다른 . 

보컬리스트와 다르게 느껴졌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표심송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게 된 것은 이 연구를 설계하기 위하여    

수강했던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현지연구와 질적 분석 이라는 강의를 통< >

해서였다 표심송은 격주에 한 번씩 이미래와 조표현과 만나 보컬수업을 . 

하는데 표심송이 공연을 하거나 학생들이 다른 일이 없을 때를 제외하, 

고 대부분의 수업은 목요일에 이루어졌다 이들의 수업은 목을 풀기 위. 

하여 발성을 하고 가지고 온 곡이나 과제로 연습한 곡을 노래하거나, , 

음악과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 

데 이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혹은 학습자의 상태에 

따라 바꾸거나 생략하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상. 

황을 보기 위해서 서술관찰 을 그 다음 연구할 초점이 맞추어지는 범‘ ’ , 

위를 좁혀서 하는 집중관찰 을 하였다 분석과정은 한 번 하고 끝내는 ‘ ’ . 

것이 아니라 매번의 관찰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의 분석과

7) 음계 는 음들이 나열되어 가지는 질서이다 (sc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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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친 후에는 연구자인 나의 눈에 파악된 내용을 선별관찰 조영“ ”(

달 하면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진, 2005, p.161; Spradley, 1980, p.43)

행하였다. 

연구를 하면서 녹음이나 녹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신경   

을 쓰지 않는 듯했으나 막상 연구가 진행되고 캠코더로 녹화를 진행하, 

면서 참여자들은 얼굴과 몸이 모두 드러나는 상황에 거부감을 나타내었

다 그래서 녹음장비로 대체하였다 녹음장비는 . . ‘Voice USB Recorder 

라는 모델을 선택했다 작고 가벼워 손 안에 들어오면서도 고성능 xp12’ .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 동안 음성을 녹음할 수 10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었다 나는 이 녹음기를 참여자들이 연습하는 피. 

아노 위에 두기도 하고 문틀이나 액자 위에 올려놓으며 녹음하기에 좋은 

자리를 찾았다 녹음이 진행되면서 표심송과 이미래 조표현의 수업이 . , 

음악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을 , 

참여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 

실제로 레슨을 할 때면 녹화용 카메라가 자신들 앞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내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래서 녹화 . 

대신 녹음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수업 중에 간간히 사진 . 

촬영을 하는 것은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수업 장면을 녹음하면서 보조. 

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어 놓고 자료화하였다. 

연구 초기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학습자인 이미래와 조표현이 수업    , 

중에 자신들의 부족한 점이 연구자인 내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썩 좋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조표현은 수업에서 연습이 충분. 

히 되지 않았다는 표심송의 말에 바로 그 이유를 답하지 않고 나중에 표

심송에게 전화를 해서 이유를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 

어느 순간 연습하는 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나도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찰을 하고 있는 나도 어느새 참여자들의 수업. 

에 동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던 이미래와 조표현은 점차 .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렇게 현장을 관찰한 지 개월이 넘어서야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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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하고 현장에서 참여자들의 레슨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지 못했다 초조함마저 들었다 매주 쌓이는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 . 

할지 몰라서 헤맸던 적도 있었다 이 현장에 처음 들어설 때 학습자인 . , 

이미래와 조표현이 자발적으로 표심송과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이 

연구 시작의 큰 이유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표심송이 가진 노래. 

에 관한 경험적 지식이 꽤 구체적이며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수준을 학습자인 이미래와 조표현이 .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들의 가르침과 배. 

움에서 교육적인 가창 교수 학습의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현장이 가창 교수 학습 연구에 적합한 이유를 좀 더    -

면밀하게 따져보기로 했다 만약 이 현장과 참여자가 내가 하려는 가창. 

교육의 연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나는 다른 현장을 찾아 떠나야 할 ,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컬리스트의 레슨 현장이 연구에 적합한 .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참여자들의 교수 학습의 관계. , -

가 자발적이라는 점 둘째 이런 연구현장을 쉽게 구하기가 어렵다는 , , 

점 셋째 참여자들이 노래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 , 

있다는 점 넷째 현장을 구성하고 있는 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 , , 

다섯째 일반 가창과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 

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 여섯째 가르치는 방법을 드러냄으로써 가창교, , 

육의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일곱째 교수자인 표심송과 배, , 

움의 관계를 맺은 지 오래된 사람과 그리 오래되지 않은 학습자를 동시

에 볼 수 있다는 점 여덟째 참여자들의 관계 속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 , 

작용하며 깨우치는 즐거움이 교수 학습적인 교훈이 된다는 점은 내가 현-

장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하였다. 

년과 년도에 나는 이 현장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본 일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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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 모든 녹음 자료를 텍스. 

트로 전사하지 못했다 년에 지도교수와 함께 논문 작업을 하면서 . 2018

모든 자료를 새롭게 정리하고 여 페이지의 전사 자료와 여 페이지800 60

의 현장 노트 그리고 여 장의 사진 음반 메모들과 연습에 관한 기, 20 , , 

타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자료를 모두 읽고 분류한 다음 . 

분석하고 새롭게 의미화하는 일은 자료를 모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

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어를 바탕으로 하거나 시각자료의 일부에 대해 부가적이고 현저하   

게 나타나는 본질을 포착하여 그것들의 속성을 의미의 단위로 분류하여 

체계화하는 것을 코딩 작업이라고 한다 본격(coding) (Saldanña, 2009). 

적으로 연구를 하기 전에는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대로 소재를 한정하여 

코딩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해 놓고도 큰 그림을 그리면서 코딩 작

업을 해보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한 후에는 연구의 큰 . 

틀을 세우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위주로 의미들을 묶어놓고 카테고리가 커지면   , 

다시 유사한 다른 의미로 묶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것은 개방형 코딩. 

의 한 형태였다 가창을 기반으로 한 나의 연구에서 가장 (open coding) . 

많이 나오는 단어는 소리 에 관한 내용이었기에 소리코딩을 시작으로 ‘ ’ , 

교수 학습 의 코딩을 파생시켰다 논문지도를 받으며 지도교수의 눈에 ‘ - ’ . 

많이 띄어 체크한 부분들은 따로 메모를 해 두었다가 내가 해놓은 교수-

학습 코딩에다 첨가하여 영역을 넓혀가면서 확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몇 . 

개의 중간급 카테고리들이 형성되었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연구의 본론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현장에 있는 참여자들의 용어를 그대로 활. 

용한 에믹 한 코드체계를 시작하여 만들어 낸 함축적인 용어로“ (emic)” , 

축을 설정하고 에틱 조용환 한“ (etic)”( , 2019, p.4) 8) 코딩작업에 들어갔 

8) 에믹은 연구참여자들이 있는 세계를 내부자적 관점에서 그대로 보는 것이 ‘ ’
며 에틱은 연구참여자들의 세계를 외부자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이 두 , ‘ ’ . 

가지 관점은 서로 교차되며 연구자는 한 가지 관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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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쓰기 작업을 하면서 코딩한 자료가 정확히 들어맞지 않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글쓰기 작업과 함께 필요할 때마. 

다 코딩을 계속하게 되었다 기존에 했던 코딩을 수정하면서 원래 코딩. 

체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코딩을 만들었다 이 작업은 몇 번에 되는 일. 

이 아니라 새로운 사태를 보거나 발견을 할 때마다 계속하게 되었다 그. 

래서 글쓰기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고 앞의 코딩과 중복이 되는 내용, 

들이 생겨 고민 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런 일은 질적 연구를 위한 지침. 

서에서 조언을 구할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참여하는 질적 연구의 . 

공동학습 모임인 기오재에서 코딩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들의 이야‘ ’
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런 경험은 연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연구 초기부터 현장의 교수 학습이 어떠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    -

알 수 없었기에 중심축으로 만들어 놓은 코딩을 기준으로 하여 일사천리

로 진행할 수가 없었다 여러 개의 의미화된 코딩축을 만들어 놓고 코딩. 

을 하다가 글쓰기 단계에서 연관성이나 체계에 비교하면서 맞지 않는 것

은 일단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런 다음 부족하지만 글쓰기에 반영이 될 . 

만한 것들은 기초 자료인 관찰 기록지와 면담 기록지로 다시 돌아가서 

읽기를 반복했다 더 세밀한 코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한글의 작업창. 

의 찾기 기능 에서 의미가 된 단어를 검색하여 검색결과 중 코딩을 하[ ]

려는 의미와 상통하는 단어들은 추려내기도 했다. 

텍스트화할 당시에는 녹음으로 구성된 음악이나 소리를 최대한 생생   

하게 자료화 하였다고 생각했지만 본론에 들어와 글쓰기 작업을 하면서 , 

그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과 관찰 기록지에 남아 있는 자료가 의미하는 

두 가지 관점에 충실해야 한다 원래 에믹 과  에틱 이라는 . ‘ (emic)’ ‘ (etic)’
용어는 각각 ‘phonemic 과 ’ ‘phonetic’이라는 단어의 끝 부분을 딴 것으로서 

파이크 라는 언어학자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용어들은 언(K. Pike) . 

어학적 자료를 구분하고 대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파이크는 이 구. 

분이 인간 행동의 구조를 연구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자세한 . 

사항은 조용환 의 를 참고(2004b) p.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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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다를 때가 있었다 그럴 때는 해당하는 녹음파일을 직접 들었는데 . 

상황에 관계된 자료들을 보강하는 데 도움을 얻었다 이 연구를 진행한 . 

과정을 시간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의 표 과 같다 검은색 바탕은 실제 < 1> . 

연구 기간을 의미한다. 

활동 기간/
예비조사 

타기관 설문

관찰 면담

공연 참관 (

포함)

분석 및 

글쓰기

년 월 2016 9 ~ 

년 월2016 12
예비작업

년 월 2017 1 ~ 

년 월2017 2

타기관 

설문 차(1 )

년 월 2017 3 ~ 

년 월2017 12

년 월 2018 1 ~ 

년 월2018 2

타기관 

설문 차(2 )

년 월 2018 3 ~ 

년 월2018 12

년 월 2019 1 ~  

년2019

월2

년 월 2019 3 ~ 

년 월2019 4

표 연구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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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와 한계4. 

이 연구의 참여자인 이미래는 표심송과 공부를 시작한 지 년 조표   4 , 

현은 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이들의 공부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기7 . 

도 하지만 참여자들의 교수 학습이 긴 시간을 두고 있는 흐름 속에서 구-

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자들의 수업은 단발적. 

으로 끝나지 않고 긴 시간을 두고 맥락을 형성한다 질적 연구는 사건이 . 

시작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사건의 내용이 말해

주는 관계를 이해하고 드러낼 수 있다.

년 교육부에서 제시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표현영역에는 가창을    2015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좋은 소리로 노래한다고 쓰여 있다‘ ’ , ‘ ’ .9) 그런데  

여기서 나온 표현들을 실재하는 각각의 가창현장에 적용시켜 본다면 어

떤 것이 가창의 바른 자세인지 자연스러운 발성인지 규정짓기 어렵다, . 

교육과정을 예로 보아도 커다란 테두리가 존재할 뿐 어떠한 전형을 따, 

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컬리스트인 표. 

심송과 학습자인 이미래와 조표현의 교수 학습 환경에서 전개되어 온 상-

황을 연구의 범위로 삼는다 다시 말해 이 현장의 사례는 모든 가창하. , 

기의 전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창이라는 영역을 연구하기 위한 하

나의 사례이며 모든 가창교육 사례들의 대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여기서 다른 가창교육의 현장과는 달리 이 현장에서 나. 

타날 수 있는 독특성이 존재하며 현장과 관련되어 있는 맥락과 함께 드

러난다 가창을 가르치는 방법도 참여자들이 속해 있는 상황의 맥락과 . 

관계를 고려하며 진행되는 것이다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한 . 

이 현장은 수업을 하게 되는 참여자와 수업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리고 , 

공간에 따라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

리 밝히고자 한다.

9) 교육부 의 음악과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학년 음 (2015) < 5~6 >, [6 01-06] 

중학교 학년 음 참조p.10, 1~3 [9 01-05] p.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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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 연구는 특수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창교육을 주제   , 

로 삼고 있다 가창교육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가창교육. 

을 하는 곳은 내가 선정한 이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밝힌 대로 이 연구는 하나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단일 사례를 . 

상당 기간 동안 연구하였다 이러한 단일 사례는 하나의 조건에서 일반. 

화하기보다는 독자가 처한 조건에 맞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컬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이해의 한계이다 내가 음악   , . 

을 전공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나의 음악적 지식은 음악 전반에 대, 

한 일반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있을 뿐 보컬리스트의 수업과정에 대해서, 

는 참여자들이 이해하는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 -

학습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관점이나 원리를 포착할 수는 있겠지만 참여, 

자들이 공부하고 있는 좋은 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 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는 관련된 질문을 하여 그들을 생각을 듣고 . 

수렴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셋째 연구시점의 한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학습자   , . 

가 처한 시점에 맞추어서 가르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들이 . 

추구하고 있는 학습의 목적이나 목표가 변화할 수 있다 이 변화는 시간. 

의 흐름과 관계한다 인류학자들이 우려하는 문화기술적 현재. ‘

의 오류 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ethnographic present) ’ . 

가창 교수 학습 연구는 내가 관찰한 기간 동안에 알아낸 것을 바탕으로 -

구성되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를 함에 있어 이러한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구가 이   

루어지는 현장은 한정되어 있으며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상이 아니라 인, 

간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삶은 우리의 연구가 착수된다고 해서 시작되는 . 

것도 아니며 우리의 연구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

이다 앞서 언급한 한계를 인정하고 연구(Clandinin & Connelly, 2000). 

에 최선을 다할 때 의미 있는 결과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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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II. 

여기서는 이 연구 주제와 관련을 가지는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지금까   

지의 연구가 초점을 맞추어 온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경향을 보고 파악 가능하게 

구분을 지으며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배울 점과 부족한 점을 찾, 

아보는 것에 있다.  

이 연구는 보컬리스트가 노래를 가르치는 현장을 통해 가창 교수 학   -

습이라는 교육의 현상을 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컬리스트

와 가창 교수 학습의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순서도 연구- . 

의 현장인 보컬리스트 를 첫 번째로 그 현장을 통해 볼 가창교육 을 두 ‘ ’ ‘ ’

번째로 선행연구 개관 을 세 번째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 ’ .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주로 고찰해보   

려고 한다 먼저 보컬 에서는 보컬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 . ‘ ’
개념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 보컬의 범주는 어디까지이, 

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요소 장르를 결정하는 발음 문제 보컬의 노래, , , 

와 대중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가창교육 에서는 음악교. ‘ ’

육과 가창이 맺고 있는 관계 가창과 삶 일반 환경에서 가창의 교육적 , , 

모습 교육에 쓰이게 된 이유를 역사에 비추어 살펴본 다음 학교 교육에, 

서의 가창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선행연구 개관 에서는 현재 학계에. ‘ ’

서 진행되고 있는 가창 교수 학습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려고 한다 선행- . 

연구 개관에서 나타날 가창 교수 학습에 관한 연구들은 기능적인 효과와 -

교수 학습적인 연구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창 교수 학습에서는 이- -

러한 부분을 따로 구분하여 보는 것보다 큰 카테고리들로 묶어서 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창에 관한 기존 . 

연구들을 가창의 중요성을 발생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다음 가창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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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이 인간 정서에 미치는 영향 가창에 들어 있는 가사의 경험 가창 , , 

언어를 사용한 말놀이 음정 학습 노래할 때의 창법 가창활동의 두려, , , 

움 가창에서 표현력 기존의 가창 교수 학습에서는 어떠한 이론들을 응, , -

용하고 있는지 가창을 하면서 신체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나누어서 고찰, 

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의 위치를 잡고 그동안의 연구들이 보지 못한 것을 찾으려 하

는 데에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보컬1. 

이 연구의 직접적인 주체는 보컬리스트와 레슨을 받는 보컬들이다   . 

보컬이라는 이름에 좀 더 명확하게 접근하기 위해 보컬은 어떤 뜻을 가

지고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보컬 이라는 말의 어원은 이다 이 말의 기원은 라   (vocal) ‘vox, voc’ . 

틴어가 사용되었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의 의미를 풀이하면 . ‘vox’
사람의 소리나 말이 후두를 거쳐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현상 이‘ ’

다.10) 는 영어로 표기하면 즉 음성이 되고 여기에 을 하 ‘vox’ ‘voice’, ‘~

는 사람 이라는 의미의 가 더해져서 보컬리스트 가 된다’ ‘ist’ (vocalist) . 

의미상으로는 언어가 없고 학문적 의미가 들어가지 않은 원시적인 인간‘

의 목소리 원형을 말한다’ (Honing, et al., 2015) 다시 말해 인간이 . , 

가진 소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내는 소리는 청각적 장으로 현존하기 . 

때문에 하나의 장으로 붙어있는 개념을 이룬다(Ihde, 1976). 노래를 전

공한다고 하거나 노래한다고 하면 혹은 이라는 말을 쓴다voice vocal . 

그런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라는 어원이 의미상으로는 노래하다vocal

10) 의 어원은 인터넷 에서 년 일에 확인한  ‘vocal’ ‘Oxford Dictionaries’ 2019 28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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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의미가 빠져 있다 여기에 음정과 멜로디 가사가 더해(singing) . , 

질 때 노래를 부른다는 가창( 과 같은 의미를 띠게 된다) .歌唱 이렇게 보 

면 보컬이라는 말은 인간의 목소리를 뜻하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관점에 따라 보컬에 대한 규정은 달라진다 한 개인은 어느    . 

문화권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문명과 떨어져 토속적인 문화에 있을 수도 

있고 현 시대의 문화를 공유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Wuthnow et 

al., 1984). 개인이나 집단이 놓여 있었던 환경에 따라 수용해 온 음악

적인 배경이 다를 수 있다 그것처럼 어떤 문화의 음악을 공부를 했는. 

지 공부한 , 노래가 대중성을 띠는 곡을 주로 다루는가 아닌가는 보컬리

스트를 규정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컬리스트라. 

는 말이 문화를 구성하는 대중과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Davis & Blair, 2011). 

보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라틴 팝 재즈   (Latin), (Pop), (Jazz), 

소울(Soul), R & B11) 댄스 발라드 록 펑크, (Dance), (Ballad), (Rock),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던버할 은 노래(Funk) . (Dunbar-Hal, 1993)

의 성격을 삶의 방식들과 시대를 연결짓고 나열하여 분석12)해 보았다. 

던버할은 음악 스타일이 삶의 방식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속에서 하위문

화들이 형성되고 그들끼리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인간의 . 

삶의 형식이 음악의 장르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된다 다양. 

한 유형의 음악들은 어떤 행위예술이나 대중적 문화 분야에서 실제적인 

기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위의 주장대로 각 장르들은 삶의 형식에 따. 

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각 범주는 서로 겹칠 수도 있다 그래서 김. 

도수 는 보컬을 대중과 관계 깊으면서도 다양한 노래들을 소화하는 (2013)

11) 는 리듬 앤 블루스 의 약자이다  ‘R & B’ ‘ (rhythm and blues)’ .

12) 은 하위문화가 음악스타일 하위문화들 Dunbar-Hall (music style) - 

삶의 방식 신념 으로 구분하여 (sub-culture) - (life style) - (beliefs)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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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보컬은 위에서 말한 장르적 범주들을 모두 . 

포괄하여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대중과의 관계 에서 대중 은 특정한 지위에 있는 계층을 말하는 것   ‘ ’ ‘ ’

이 아니라 일반 서민을 가리킨다 김병오 그래서 보컬리스트가 ( , 2012). 

부르는 노래는 특정 계층에 대한 내용보다는 서민이 살아가는 내용을 담

아 노래한다 보컬리스트에게는 일반 서민을 대변하는 문화적 감수성이 . 

숨어 있다는 것이다 보컬리스트는 노래로써 대중의 일상 현 세대의 일. , 

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노래들도 그러한 일상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은 아니다 다만 보컬리스트가 노래를 부름으로써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삶의 방식을 가까운 거리에서 좀 더 잘 드

러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다(Ilari, & 

Chen-Hafteck, & Crawford, 2013). 

조동욱 은 청중들이 보컬리스트가 노래를 잘 한다고 공감대를    (2015)

형성하는 요소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 

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의 요소를 고음을 소화해내는 방식 노래의 , 

마디를 호흡으로 이어가는 기술 노래의 전달력으로 보고 보컬리스트가 , 

내는 노래 소리의 파동을 측정하여 그림으로 나타냈다 그런데 이러한 . 

접근은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의 형식을 테크닉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보컬리스트가 청중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노래를 좋아하게 . 

되는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인이 경험하는 일상의 감정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드러내는가는    

발음 문제와도 관련된다 그러기 위해 보컬리스트가 조음기관의 위치를 .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기도 한다 배샛별( , 

정확하면서도 빠른 말을 구사하는 래퍼 와 오페라에서 2015). (rapper)

아리아를 부르는 성악가 사이에는 조음기관의 사용이 다르다 보컬리스. 

트가 조음의 방식을 달리함에 따라 노래가 그 시대가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시대가 다른 노래는 음역이나 음폭 전달의 방식을 달리할 . , 

수 있다 음정과 리듬을 가사에 붙이는 조음의 방식은 보컬리스트가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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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매체나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   

가를 토대로 보컬리스트를 평가하기도 한다 김병오( , 2012; Blom, 

보컬리스트가 대중에게 노출되는 정도는 대중의 마음을 노래로 2006). 

얼마나 자극해서 인기를 얻는가와 관련될 수 있다 대중의 마음을 자극. 

하지 못하면 매체에 노출되기 어렵다 그래서 보컬리스트의 정체성은 노. 

래를 듣는 사람인 청중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보컬리스트는 대. 

중과 관련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하. 

나의 개성을 그대로 복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Simon & Will & 

John, 2001) 이러한 현상은 대중이 원하는 구미에만 맞게 변화하여 음. 

악적 발전을 도외시하는 한계성을 지니기도 한다 개성 변화의 한계에도 . 

불구하고 보컬리스트가 변화하는 시대의 맥락에 더 밀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창교육2. 

가창은 선율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음을 인간의 목소리와 결합하여    

직접 표현하는 음악예술의 한 분야이다 가창을 가르친다고 하면 음악의 . 

공통 요소인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음악활동이 된다 여기서 가창은 음. 

을 노래로 하여 음악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자 음악교육의 한 부분이 

다 어떤 소리를 다루는가에서 차이가 있지만 소리 자체를 교육의 소재. 

로 다룬다는 점에서 가창을 가르친다는 것은 음악을 가르치는 것과 다르

지 않다 그래서 가창교육은 음악교육에 포함되는 관계를 가진다. .  

아도르노 는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인간의 기본적 행   (T. W. Adorno) “

동이며 자기발견의 도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석문주 외”( , 2006, 

이라고 했다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노래로 드러내며 자신을 발p.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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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한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본질적 속성 중에 노래하고자 하는 예술적 . 

욕구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본질적 속성은 소리를 내는 것에. 

서 출발한다 승윤희 외 는 인간은 목소리나 사물을 이용하여 소리. (2014)

를 내려고 하는 행위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목소리를 내고 소리. 

에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생태적 본성이라는 것이다 박성순 은 소. (1996)

리를 음으로 지각할 수 있는 음악의 본질적 속성을 가진 인간이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기억하고 밖으로 노래하는 능력은 선천적이라고 본다 인. 

간이 음을 듣고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은 타고난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러. 

한 주장들을 보면 인간은 소리를 듣고 노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

것을 외부로 드러내려고 함을 알 수 있다 가창을 교육한다는 것은 음악. 

교육의 본질적인 요소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목소리로 드러내는 작용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음악교육의 다른 측면이 발달하려면 가창교육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   . 

음을 들은 후 말하고 눈으로 보았던 음을 읽고 쓰는 모든 종류의 음악, 

교육에서 음에다 이름을 붙여 말하기는 제일 처음에 이루어진다 김연수( , 

들은 음을 말하는 것은 시창으로 가창의 한 부분이다 모든 음악2017). . 

교육에서 가창이 선행되어야 다른 음악교육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창은 우리의 주변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음악의 한 부   

분이 된다 홍찬양 은 가창활동이 온 국민이 동요에서부터 뮤지컬. (2015) “

에 이르기까지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일상생활, 

에도 보편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창”(p.3) . 

이 인간의 삶과 행동을 표현하는 매개가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릴 때 . 

배웠던 친근한 노래나 친구들과 부르던 노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용기

와 도움을 준다 어린이들이 밤에 혼자서 집을 볼 때면 대부분 노래를 . 

부른다 성인들도 혼자 밤에 적막한 산길을 가야 한다든지 두려움이 생. 

기는 경우에는 노래를 부른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박성순 몸에 ( , 1996). 

배여서 나오는 가창 행위는 인간에게 용기를 준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 올 때 또는 두려움이나 외로움을 느낄 때 노래는 인간이 겪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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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불안 요소들을 떨쳐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도식 은 인성을 구성하는 목소리와 언어로 표현을 이루어 내   (2002)

는 것을 성악이라고 한다면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은 언어 사용과 관, 

계없는 어떤 멜로디도 가창교육의 소재로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 

말은 생활세계에 명시되지 않고 퍼져 있는 선율들도 가창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쿠스토데로. (Custodero, 2006 는 가창 경험)

이 의미화되지 않고 생활세계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일찍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가창은 기악 영역처럼 소리 내기 전에 먼저 . 

악기의 구조를 익혀야 하는 수고가 없이도 음들의 체험이 가능하다 이. 

것은 가창을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의 영역으로 만들어준다 음악이라는 . 

것이 모든 인간에게 편안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이강숙 의 관점을 빌려서 말하자면 가창 교수 학습은 음악예술에 (2015) -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가창은 근원적인 음악교육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 

부르는 자장가는 시대나 민족을 막론하고 가정에서 행하는 가창교육 형

식 중의 하나이다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 하는 노래에 익숙하게 반응한. 

다 이선채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익숙한 엄마의 목소리가 있( , 2007). 

기 때문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불러주는 노래에는 목소리로 전달되는 음. 

악이 교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목소리를 통한 음악예술. 

은 개념이나 언어 등의 중간매체 없이도 인간에게 직접 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랭어 가 말한 음악언어의 상징성이 교육에 . (S. Langer)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상징성은 언어기호와 발화되는 (Bowman, 1998). 

말의 소리로써 드러나지만 그와 함께 나오는 음정의 연속에서도 드러난

다 외부적으로 발화되는 언어는 인간 내부로 작용한다 그런데 노래는 . . 

다른 음악예술과는 달리 외부적 내부적 상징, 13)을 동시에 매개하면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래서 다른 음악예술에 비해 파(Bowman, 1998). 

13) 여기서 말하는 외부적 은 노래가 외부에서 인간에게 닿는 것을 내부적 은  ‘ ’ , ‘ ’
노래를 들은 인간의 심적 변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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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력이 매우 강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모가 내는 음과 목소리 두 가. 

지 측면으로 음악적인 영향을 동시에 받는 것이다.

노래를 교육함으로써 마음에 안정을 가지게 하고 인간적인 심성을 다   

듬을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때(Caldwell, 2013). 

문에 노래는 공동체나 사회적 연대를 강화시키는 힘이 있다 장은언( , 

이렇게 노래가 가진 음악적 강점을 특정한 교육이나 훈육의 목적2006). 

으로 사용한 예는 역사에 자주 등장한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것은 교회의 예배의식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예배의식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기원전    . 

세기에 수백 개의 필사본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것들은 수도원의 미사의9

식에 쓰인 기도문이나 성경의 시편 혹은 찬미가“ ”, “ ”(Grout, 1988/1996, 

의 형태로 남아 있다 미사 의 순서인 입당송과 봉헌송의 p.16,59) . (Mass)

각 부분에는 그에 맞는 짤막한 노래들이 삽입되어 있다 고대 로마제국. 

에서 콘스탄티누스 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 수많은 가톨릭1

교회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에게 종교는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예, . 

배의식을 돕기 위한 노래들은 예배의 부분마다 전략적으로 삽입되었다

예배의식을 집행할 때 노(Caldwell, 2013; Romanou & Barbaki, 2011). 

래는 예배를 신성하게 했다 또한 그들이 믿는 신이 인간의 영혼에 영향. 

을 주는 데에 대단한 위력을 가지게 하였다 중세시대 이전부터 전해 내. 

려오는 대다수의 교회음악이 기악이 아닌 성악인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허영한 외 성직자나 교회 관계자들은 교회에 온 사람들의 ( , 1998). 

마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신을 찬양하는 가사를 멜로디에 녹여서 

예배의식의 곳곳에 배치했다 중세교회는 예배의 중간(Caldwell, 2013). 

에 노래를 포함시켜 성서의 내용을 가사와 멜로디에 담았다 예배라는 . 

의례는 노래의 힘을 입어 성서의 논리를 더욱 더 성스럽게 포장할 수 있

는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의례에서 노래와 같은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성적 욕망과 죽음으로부   

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 안정을 찾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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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배하는 효과를 갖게 했다(Shilling 실제로 예배의식을 돕, 2003). 

기 위해 쓰인 노래는 성경의 교리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의식과 몸을 

내재적으로 구속하는 효과가 생겼다 노래가 가지는 힘의 강력함은 노래. 

를 직업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기관을 만들어야 할 필

요성을 가져왔다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의 전역에 교회에서 노래를 하는 .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가창학교인 스콜라 칸토룸 이 (Schola Cantorum)

세워졌다 이러한 방식을 모방한 가창학교가 수도원과 대성당에 세워졌. 

다 이영민 노래가 가진 힘의 강력함은 교회가 노래를 전문적으( , 2002). 

로 가르치는 사람을 양성하여 예배의식에 조직적으로 사용하게 했던 것

이다.

   학교에는 교가가 있고 학급에는 반가가 있다 회사에는 사가가 있다. . 

노래는 조직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그래서 . 작은 규모의 공

동체를 넘어 국가도 가창교육의 영향력을 이용한다 노래를 교육하는 일. 

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생각이나 표현을 하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사용하기 좋다 장은언 그러나 노래를 어떤 방식으로 ( , 2006). 

이용하는가에 따라 공동체나 사회가 이성적인 사고를 간과하게 하기도 

한다 과거 일본에서는 자국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 

을 다짐하는 노래들을 만들어 군인과 시민들에게 부르도록 했다 이 노. 

래들은 찬양가 혹은 군가 로도 불렸는데 당시에 “ ” “ ”(Pope, 2003, p.79)

국민에게 애국심을 심고 나라의 제국적인 성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상

들을 그대로 심어 놓은 것이었다 이런 노래에서는 자국 민족이 우월하. 

다는 성격이 담겨 있다 이것은 노래가 자문화중심주의적인 수단으로도 . 

이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에서는 유대인을 체포하고 살해하는 .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내용을 문구로 만들어 넣어 노래를 부르게 하기도 

했다 가창교육은 나라를 운영하고 사상을 집약시키기 (Giessen, 1995). 

위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상적인 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개인의 덕을 높   

이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가를 형성하고 지탱하려면 인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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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롭고 훌륭한 품성을 함양하는 내용이 담긴 노래를 선별하여 음악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경훈 외 이홍수 우리나라의 ( , 2013; , 1990). 

초기 학교가창교육도 플라톤의 주장과 비슷한 양상으로 시작되었다 우. 

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재학당 이, 

화학당 경신학교 영신학교 숭실학교 등을 세웠다 이홍수 승, , , ( , 1990; 

윤희 외 당시에 불렀던 찬송가의 내용은 기독신앙과 함께 이웃 , 2014).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년에는 보통학교와 사립학교가 세워지고 창가1906 ( )倡歌 14)라는 과목이 

편성되어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시 가르쳤던 노래들은 학도가. “ , 

권학가 공덕가 단음 창가 복음 창가 이홍수 들이었다, , , ”( , 1990, p.23) . 

이러한 노래들에는 인간의 인성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도덕적 내용과 국

가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한다는 애국적인 성격이 들어 있었다 위. 

의 내용들을 보면 가창교육은 오랜 시간 동안 국가나 사회에서 의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훈육

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 

사적 사실을 달리 보면 가창교육이 음악을 경험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넘

어서 음악 외적인 영역까지 끼치는 영향력이 어느 예술보다 강하다는 것

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이전까지의 가창교육을 보면 인간을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기   

능론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가창 . 

경험을 통해서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석문주 . 

외 는 인간에게 인간이 소리를 느끼고 반응하는 미적감수성이 인간(2006)

의 기본적 행위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키워주어야 한다고 말한

다 학생의 음악 표현의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 

14) 이명미 에 의하면 창가는 개화기 일본에 의한 강제 점령된 기간을  (1998) , (

포함 에 불려졌던 신식 노래를 말한다 창가는 다시 이름 그대로 신식 노) . 

래로 불렸던 창가와 유행창가로 나눈다 자세한 것은 이영미 한국 . (1998) <

대중가요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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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치관을 잘 형성시켜주려면 학교에서 노래를 통해 음악예술을 

경험하고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미적감수성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음악을 목소리에 담아 노래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며 . 

음악의 가치를 경험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 나라의 가창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예술이다 가창 문   . 

화를 이해하면 그 민족이 품고 있는 가창의 다양성과 정신문화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래서 학교 음악교육에서 다른 나라의 노래를 부르면 노래. 

가 담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기 때문에 별다르게 이해하

려는 노력 없이도 쉽게 알 수 있다 승윤희 외 길애경 임미경( , 2014; · , 

가창을 교육하면 가창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가창교육2013). . 

은 다른 방식의 교육을 자연스럽게 통합한다 노래 속에는 그 사회의 이. 

야기나 그림 노래 춤 연극 같은 요소가 함께 들어 있고 서로 연결되, , , 

어 있다 노래를 부르며 몸으로 장단을 맞추고 노래의 여운을 체험하다 . 

보면 그 노래가 가진 문화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창. 

활동을 하면 노래가 말하고자 하는 사회적 배경이나 시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는 노래에는 노래를 통해 표현하. 

려고 하는 타인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활동은 노래가 서로 다른 .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 속의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

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주장들을 보면 학교 가창활동은 음. 

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노래를 통해 음악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해주

며 인간과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적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 

가창교육은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음악교육이라고 말한다 실제. 

로 학교의 음악수업을 들여다보면 가창수업의 비율이 음악수업의 다른 

영역보다 상당히 높다. 

일반학교 음악수업의 절반은 가창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서형   “ ”(
화 조아라 있다는 것만 보아도 가창교육은 음악교육에서 · , 2004, p.23)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승윤희 외. (2014)

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적감수성을 느끼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창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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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가창교육에서 소리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

식하고 있는 음악 교사는 많지만 실제 소리 지도에 들어가면 어떻게 가

르쳐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창수업을 하는 음악 교사들이 대

부분이다 정성희 이러한 모습은 ( , 2017). 가창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보

다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다른 음악수업에 비해 준비물이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편의적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 

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수업이 가능한 가창교육의 좋은 점이 현실에서는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행연구 개관 3. 

가창의 중요성은 목소리 사용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에서 출발한다   . 

인간이 노래를 사용한 기록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고학자들. 

에 따르면 만 천 년 전에 발견된 뼈나 화석에서 인간이 목소리나 발, 4 5

성의 방식을 사용하여 음악적 행위를 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이 목소리로 음악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은 노래 소리를 이용. 

하여 그들만의 의미를 만들었다는 학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Honing, 

목소리의 사용은 자연의 소리를 모방하고 변화시키면서 et al., 2015). 

위험한 외부 유기체의 접근을 경계하는 인간생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

결하고 동종 간에 이루어지는 의례나 집회 기념일과 같은 문화적인 행, 

사를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노래를 통해 문화를 흡수하고 전. 

달하는 가치를 생산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Beatriz, & 

Chen-Hafteck, & Lisa, 2013).  

음정을 소리 내는 것에 관련된 연구는 기원전 세기의 고대 그리스    4

시대에도 볼 수 있다 당시 음악에 관하여 연구했던 학파. 15)들 중에 하

15)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음악과 관련하여 활동했던 학파는 그리스학파 피타고 , 

라스학파 하모니학파이다 이현주 자세한 내용은 이현주, ( , 20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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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학파의 아리스토크세누스 는 음과 목소(Aristoxenus. BC. 375~335)

리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음과 음 사이의 관계를 숫자로 계량한 다

이어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다이어그램에 숫자로 표시된 음들은 인. 

간이 실제의 목소리로 구현해 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관계들은 . 

다이어그램에 제시된 음의 구분보다는 음의 지속 과 연속(continuity)

의 상호관계로 볼 때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현(consecution) (

주 음정과 목소리의 결합을 숫자로 나타내어 차이를 보는 것은 , 2009). 

피상적인 차이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음정을 담은 목소리의 복잡한 의미

에 접근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고대의 학자들도 음정을 인간의 . 

소리로 구현하는 음악적 현상을 중요한 탐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가창은 음악과 함께 다른 영역과도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있는 속성이    

있다 먼저 가창의 속성을 자세히 보면 호흡 발성 음고 음정 발음. , , , , , 

음색 기보 시창 청음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청음은 음악적인 영역, , , . 

과 관계가 있지만 음고 음정 음색 기보 시창 청음은 가창이 아닌 , , , , , 

다른 음악의 영역과도 같은 부분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 

로 음악을 시작하게 되면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여 학습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이하목, 2002). 

가창 교수 학습을 하게 되면 음악학습의 기본적인 영역을 넘어 사회   -

에 속한 인간과 관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울려 즐기는 가창 경험은 인간이 작은 

집단이나 사회에 적응을 하는 데에도 유용하다(Turton & Durrant, 

얼마나 노래를 잘 하는가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2002). 

이 될 수 있다 노래를 하면 듣는 사람이 음성을 듣는 중에 음성을 내는 . 

사람과 연결해서 듣는 학습을 한다 음성을 듣는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 

이 가진 소리 자체에 대한 친밀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 

이에 형성되는 친밀감은 사회구성원 간의 유대를 돈독하게 해준다는 것

참고p.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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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창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 중에 하나는 정서적인 측면일 것이다 노   . 

래의 정서적 측면들은 가창수업의 장면에서 나타난다 노래의 성격에 따. 

라 차이는 있으나 수업에서 노래를 배우면서 학습자의 마음에 변화가 생

기게 된다 박영하 정한기 정서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 , 2011; , 2016). ‘ ’
욕구와 현실 사이의 갈등을 조화롭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태도

를 말한다 태도라고 함은 영향을 받은 감정을 다른 어떠한 분위기나 행. 

동으로 표출하는 것인데 노래하면서 마음속의 정서가 태도로 나타나게 , 

되고 학습자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적 감수성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만들어 낸다 가창 학습에서 정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떠한 노. 

래를 계속 들려주는 것 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박영하 특정‘ ’ ( , 2011). 

한 노래를 일정 시간 계속해서 들려주면 자연스럽게 같이 노래를 하게 

되는 활동 으로 바뀐다 자연스럽게 손과 발의 동작이 함께 하게 되는 ‘ ’ . 

것이다 어린이들의 경우 어른보다 훨씬 동작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다.

노래를 배우는 학습자의 연령이 매우 낮을 경우에는 음악적 정서는    

부모가 선택하는 음악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부모가 노래에 . 

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악곡의 선택권이 없는 아

이는 특정 악곡을 듣게 되도록 선택당하거나 반대로 배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음악적 정서가 형성(Custodero, 2006). 

된 후에 인간에게 노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일부 가 되며 공‘ ’ , ‘

유된 경험 으로서 영향을 주는 작용을 한다’ . 

그렇다고 정서의 형성이 아주 어린 형성기 에 만들어져서 멈추어 있   ‘ ’

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한다 학습자가 속해 있는 . . 

일상세계에서의 가창 경험과 학교에서 배우는 가창을 가르치는 내용은 

떨어져 있을 때보다 일치하거나 유사할 때 학습자에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다 이것은 선정된 악곡을 학습하는 것과 (Turton & Durrant, 2002). 

학습자가 넘나드는 외부세계와 관련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학습자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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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계와 관계가 적더라도 교수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가창에 대한 경험

과 지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는가에 따라 가창에 대하여 가지

게 되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정서를 만들(Turton & Durrant, 2002). 

거나 만들어진 정서에 영향을 가하거나 감할 수 있는가는 교수자가 가창

수업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와 연관이 있는 것이

다 직접적인 가창 경험은 교수자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정서는 감정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는데 노래를 불러야 나타. 

나고 노래 부를 때 감정은 노래에 실려서 전달되며 전달되는 과정에서 , ,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다 전주(

현 이러한 주장들을 보면 가창과 가창을 가르치는 교수자 사이, 2017). 

에도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서적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하나는 멜로. ‘

디 이고 또 하나는 음악의 다른 영역에는 없는 가사 를 포함하고 있기 ’ , ‘ ’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창 교수 학습의 특징은 선율에다가 말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이다   - . 

목소리에 언어를 더하여 노래하면 고유의 특성이 더 살아난다 강태임. 

은 가창교육을 할 때 언어가 음악적 욕구를 가장 쉽게 충족시켜줄 (2001)

수 있어서 다른 음악교육의 형식에 비해 성취감을 잘 느낄 수 있다고 했

다 가창이 가진 언어적 표현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을 깊게 하. 

도록 해주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가창에 대한 연구들에서 가사를 경험

하는 것은 노래 내용을 이해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 김기수( , 2008a; 

김기수 류미해 여기서 가사를 겸하는 교수 학습적인 방, 2017; , 2009). -

법은 멜로디와 함께 직접적으로 읽는 것 에서 시작된다 가창하기로 처‘ ’ . 

음 보는 악곡을 배울 때 바로 전체를 다 부르지 않고 단락이나 절 단위, 

로 끊어 충분히 익힌 다음 연결해서 노래를 부른다 마찬가지로 가사를 . 

읽을 때도 바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훈련을 통해 박자가 지나‘ ’ 

가는 마디에 대한 감각을 기르며 읽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류미해( , 

가사는 문학의 한 갈래로 자신의 정신생활이나 사회의 여러 현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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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느낀 감동이나 생각을 운율을 지닌 간결한 언어로 나타낸 문학의 

한 형태 김기수 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가사”( , 2008a, p.3) . 

를 읽는다는 것은 노래의 의미를 멜로디에서 언어로 이행하며 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사는 가창에서 의미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와 결합되   . 

면서 의미를 발화하기 때문이다 가사는 예술적인 음악 표현을 할 수 있. 

는 힘이 된다 가사는 음악 표현 대상의 명확성과 그 언어의 상징성을 . “

고차원화 하고 예술성도 높여주는 기능 김기수 을 한다”( , 2012, p.40) . 

그렇기 때문에 가창하기에서 가사를 읽을 때는 멜로디와 연동이 될 수 

있게 리듬감과 예술적인 느낌을 가지고 세련되게 표현하면 깊은 의미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가사를 읽을 때는 일반적으로 글을 읽. , 

는 법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사를 읽는다는 것은 인간과 다른 유기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이에 이루어지는 질적인 상호교류작용‘ (transaction)’16)이며 가사를 , 

읽음으로써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마치 그것을 겪는 것과 유사하게 된다

김기수 이것이 학습자가 스스로 경험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 2017). . 

가사를 읽는 경험을 함으로써 가사에 담겨진 내용에 공감할 수 있는 체

험을 하고 개인의 체험은 학습자 자신의 마음이 가사가 의미하는 내용으

로 대치되고 질서와 균형을 가진 조화로운 상태를 지향하는 마음의 상태

로 바뀐다 이러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사는 멜로디와 따로 떼어놓고 . , 

보아도 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사의 예술성은 교육과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  

   노래를 리듬과 말로 해체한 다음 어떤 형태의 말을 리듬에 넣어도 가

창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방금주 김용희 는 리듬에다가 노랫. · (2000)

말을 붙인 형태인 말놀이 를 만들어 교육할 수 있다고 말한다 리듬에 ‘ ’ . 

16) 김기수 (2017)는 상호교류작용 을 듀이가 주장하는 예술철학 ‘ (transaction)’
개념의 하나로서 자연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에너지의 작용으로 

설명한다 자세한 설명은 김기수 참고. (2017) p.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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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말을 붙이면 다양한 리듬을 익히면서 말의 표현 형식을 터득할 수 

있는 말리듬이 된다 말리듬에 붙일 수 있는 말은 속담부터 시작하여. , 

의성어 의태어들을 리듬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성부, . 

를 여러 개로 나눈 다음 말의 의미에 따라 내용을 연결하여 부르거나 계

속 이어지는 돌림 노래로 부르게 가르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다른 . 

음악교육에서는 보기 드문 재미를 얻을 수 있다.

노래와 말은 동일한 학습 과정에 의해 배운다 고선미   “ ”( , 2012. p.16)

고 한다 비고츠키 도 어린아이들에게 동작과 말에 대한 . (L. Vygotsky)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행동과 말하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

것 을 발견했다 이러한 주장은 가창에서 멜”(Sotto, 1994/2002, p.48) . 

로디와 가사는 동시에 경험될 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 

사에 멜로디와 리듬이 함께 어우러져서 전달될 때 가창이 교육적 영역, 

으로서 영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가사를 구분하여 분석하

는 것만큼 함께 경험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음정과 발성을 따로 떼어놓고 가창 이라고 부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 . 

   가창을 하게 되면 자기의 소리를 들으며 남에게 들릴 자신의 소리를 

인식하게 된다 박성순 과 이재안 은 목소리의 인식과정에서 . (1996) (2015)

인간의 감정이 전달되기 때문에 노래를 배우는 활동을 하면 자신의 인성

을 볼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노래를 부르면 자신의 목소. 

리를 자신이 같이 듣게 된다 그 안에는 자기 소리의 색깔이 담겨 있다. . 

목소리 색깔에는 감정이 담기고 타인에게 표현된다 목소리에 녹아 있는 . 

감정을 전달 받는 타인은 그 기분을 전달한 목소리의 분위기에 젖어들게 

된다 타인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인간은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 

하는 고차원적인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즐. 

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감정 변화를 보인다 노래로 감정을 학습하. 

며 인성을 드러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노래를 가르치고 배울 때 정확한 음정으로 부르는 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창 교수 학습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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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음정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들이 있을까 우리는 ? 

노래를 부를 때 아무 기준도 없이 진공상태에서 부르지 않는다. 피아노

에서 주는 음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것은 가창 교

수 학습의 중요한 훈련이다 학계에서도 음정에 관한 논의를 음정훈련을 - . 

하기 전에 음정이 잘 안 나는 이유에 대한 문제를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권미림 고선미 석문주 외 노래를 ( , 2007; , 2012; , 2014). 

잘 못하는 사람은 목이나 몸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노래한다거나 입을 , 

작게 하고 부른다거나 소리가 작고 자신감이 없거나 시작하는 음정을 , , 

처음부터 다르게 부른다거나 음의 높낮이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그, . 

리고 음정이 급격히 뛰는 멜로디를 잘 부르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권미림 이러한 관점에서 노래할 때 음정을 정확하게 내( , 2007). , 

지 못하는 학습자는 어떤 음에서건 간에 음정을 내보는 경험이 부족하다

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음악적인 환경에 매일 매번 노출되지 못한 . , 

학습자는 당연히 음정을 인식하고 내는 것에 미숙할 수 있다 이것은 어. 

떤 문화권에 속하여 최소한 하나 이상의 언어를 습득하면서 성장하는 인

간의 일반적인 삶과는 달리 가창에서는 음정 훈련을 하기 위한 환경적인 

조건이 덜한 상태에서 성장하였을 수도 있다는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소리를 내는 매개체를 가진 악기 라는 관점으로 보면 몸은 다른 악   ‘ ’

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다 지판을 누른다거. 

나 지공을 막아서 혹은 건반을 누르거나 쳐서 소리를 내는 것과는 달리 , 

신체가 직접 감각하는 능력에 의존하여 음정을 찾아내는 특성17)은 사람

마다 각기 다르며 개념 역시 매우 추상적이다 고선미 여기서 ( , 2014). 

귀는 가창 교수 학습을 하는 신체의 영역 중에 음정을 맨 먼저 인식하‘ ’ -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귀 로 듣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가. ‘ ’ , 

창을 하는 행위는 일단 소리가 발생하면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어렵

고 교수자는 학습자가 낸 소리를 정교하게 비교하는 것에 대한 한계성, 

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음정교정 프로그램. 18)을 사용

17) 고선미 는 이러한 신체능력을 자기감수감각이라고 부르고 있다 (2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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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에서 들려주는 소리는 학습자가 들은 다음 녹음기. 

에 내어 소리의 변화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게 한다 문원경 이승연( · , 

이렇게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창을 가르치는 방법은 음정을 정확2016). ‘

하게 내도록 하는 데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창’ 

을 배우는 데에 대한 만족감을 음정을 정확하게 내는 것으로만 볼 수 ‘ ’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적절한 설명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정확한 음정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몸의 생김새 서양인의 신체와 동   , 

양인의 신체의 구조가 같지 않아서 발성기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키가 크고 얼굴. 

과 코의 면적이 넓고 크게 들려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양인이 

그렇지 못한 동양인보다 정확한 음정을 내기가 용이할 수 있다고 본다

송주병 신체가 타고난 조건에 따라 소리를 잘 내고 그렇지 못( , 2002). 

한 것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서구화 되지 못한 신. 

체구조를 가진 사람은 정확한 음정을 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양인의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 

양의 노래를 부른다 예컨대 서양인이 국악으로 된 곡을 노래할 때 국악. 

의 가창 방식 그대로 노래하지는 못한다 동양인인 우리가 부르는 대부. 

분의 악곡이 서양에서 온 음정발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래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도식 은 가창을 가르. (2002)

치고 배울 때에 우리에게 맞는 발성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고 말한다. 

노래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노래 부르는 방식이라   

고 보는 사람들은 가창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사와 멜로디의 패턴

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본다 멜로디의 패턴을 익히는 과정은 . 

음정이 소리로 들리게 될 때 패턴들은 일정하게 프레이즈, 19) 화(phrase)

18) 문원경과 이승연 은 가창 교수 학습에 오토 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2016) - ‘ ’
을 사용하였다.

19) 프레이즈 는 한 마디 이상으로 구성된 작은 단위의 악절을 뜻한다 (phr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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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김설 이( , 2017; Woody & Lehmann, 2010). 

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래를 프레이즈화 하여 부르는 방식은 창법을 구별

짓는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다 종류가 다른 장식음은 멜로디에 붙어서 . 

음정들로 구현되기 때문에 구성하는 멜로디와 장식음들을 따져서 익힐 

필요가 있다 가창 교수 학습에서 패턴화되어 나타나는 프레이즈를 파악. -

하는 것은 선율과 박자 리듬 속에서 비슷하거나 다른 요소들을 찾아 묶, 

어서 학습자 자신에게 담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이다 가창지도에서 패턴. 

의 요소를 가르칠 때는 악곡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게 하도록 하고 ‘ ’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 ’ . 

홍찬양 은 멜로디의 패턴을 익히는 과정에서 호흡을 어느 정도까지 (2015)

할 수 있는지 또 성량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한 ,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아무리 호흡량이 좋은 사람이라도 여. 

러 마디를 붙여서 노래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노래를 지도할 때는 악. 

보에 그려진 가사와 멜로디에서 호흡을 할 자리를 잘 찾아서 정리한 다

음 곡의 성격에 따라 성량을 조절하면서 패턴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창 교수 학습은 즐거운 활동으로 인식되지 못할 때가 있다 노래를    - . 

가르칠 때 의도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스윗. 

은 가창 상황에서 학습자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노(Seet, 2018)

래를 잘 하고 있는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심리를 갖게 , 

된다고 했다 가창을 지도할 때 . 교수자는 음정연습에 도움을 주는 악기 

혹은 교수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러 보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교수자와 서로 다른 특징들이 서로 부딪치. 

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학습자는 주어진 노래의 음과 다른 음정을 낼 

수 있다 남보다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 가창 교수 학-

습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악곡을 여러 사람 앞

에서 노래해야 하거나 자신이 부른 노래에 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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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을 하게 되면 다른 음악 영역보다 비교적 쉽게 음악적 표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음정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성하는 방법을 달리. 

하면 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은 타인에게 

표현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가창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 . 

것인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작곡자가 만든 악곡을 학습자가 파악한 ? 

대로 부르는 것인가 이강숙 은 노래를 경험한다는 것은 가창의 부? (2015)

분적 요소를 분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창에 내재된 모든 요

소를 한꺼번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했다 노래 부르는 행위는 . 

그 자체로 학습자를 표현해 주면서 표현력의 차원을 넓힐 수 있게 해주

는 것이다 노래할 때 표현력을 넓히게 하려면 학습자가 먼저 노래의 아. 

름다움을 경험할 줄 알아야 한다 노래 경험은 아름다움을 접하는 직접. 

적인 방법이다 학습자가 자신의 주관으로 느낀 감정은 타인이 소유한 . 

직선적인 방법이나 시험 혹은 분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기수 김기수( , 2008a; , 2008b). 

가창을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법을 벗어나 보려고 한 연구도 있다 일   . 

반 악보와는 다른 악보 예를 들면 그래프의 선이나 기호 등으로 적혀진 , 

악보로 노래를 접한다면 악보에 표시된 악곡의 내용을 학습자가 자의적, 

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음을 소리 내게 된다.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가창학습 시도를 통해서 악곡과 자신과의 새로운 만남을 형성하게 되고  

차원이 다른 표현력을 기대할 수도 있다 신문숙( , 2008; Brenner & 

노래를 가르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은 널리 알려Strand, 2013). 

져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교수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교수자들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 

는 데에는 획일적이었던 가창 교수 학습의 접근 방식을 바꾸어 학습자의 -

흥미를 좀 더 갖게 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오선주 와 임은정 은 가창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2011) (2017)

모형을 만들어 제시하였고 김혜신 은 중학생 이전의 학생들의 발성 (2011)

문제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수업을 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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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이들은 가창이 기초적인 음악교육의 영역이라는 점과 학교 음. 

악수업에서 가창활동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지도안을 만들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 

로 도입 목표 제시 전개 활동 평가 마무리 세 단계의 형식( ), ( ), ( ) 20)을 취

하고 있었다 먼저 학습할 악곡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하여 곡명을 알려. 

준 다음 영상을 사용하거나 음악 교사의 시범창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단

계인 도입 으로 시작하였다 전개에서는 노래의 느낌을 살려 부르기‘ ’ . , 

강약을 살려 부르기 리듬에 맞춰 부르기 음정을 생각하면서 부르기와 , , 

같은 익힘의 활동이 있었다 오선주 의 경우 노래를 하면서 학습자. (2011)

가 연상되는 것을 신체로 표현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전개 단계에 

추가하기도 했다 김혜신 은 음색이 변하거나 성역이 협소하거. (2011) , 

나 목소리가 허스키하거나 떨리는 현상을 학생들이 노래하는 현장에서 , 

찾아내어 문제점을 발견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

다 마지막으로 평가에서는 학습한 노래의 내용과 순서를 다시 정리하고 . 

음악 교사가 학생들의 노래를 듣고 평가하거나 학생들끼리 서로 노래를 

들어주며 정리하였다.

가창 교수 학습을 위한 연구들 중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악학자들   -

의 이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가져오거나 응용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고든 은 심리학자이자 음악학자로서 . (E. Gordon)

음악을 상상하는 능력 인 오디에이션 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 ’ ‘ (audiation)’
이 개념을 사용하여 일반인의 지능검사에 해당하는 음악적성검사 를 할 ‘ ’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 오디 는 세 어린이의 음악적 능력. ‘ (audi)’ 3, 4

을 알아보기 위하여 오디에이션 개념에서 파생하여 만든 다른 방식이‘ ’ 

다 이것은 학습자의 동작이나 개별적 반응활동에 관계되는 검사를 하여 . 

음악 소질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만든 검사도구이다 임미경 (

외 노주희 는 고든의 이론 중 오디 에 해당하는 음감소질, 2016). (2004) ‘ ’ ‘

20) 각 연구자들이 세 개의 학습 단계에 붙인 이름은 다를 수 있으나 그 의미 

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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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와 리듬소질검사 를 차용했다 두 개의 실험집단을 만든 다음 소리 ’ ‘ ’ .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창활동을 흥미롭게 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홍승연 은 고든의 이론 중 음악학습위계. (2013) ‘ (music 

를 세 단계learning sequences)’ 21)로 나눈 다음 응용하여 학교 현장에서 

좀 더 재미있게 노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습자들이 자신이 위치한 맥락에서 능동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   “

게 적합한 지식을 구성한다 박영옥 고 보는 구성주의 방.”( , 2009, p.6) ‘ ’ 

식의 교수 방법을 가창교육에 도입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형태를 지향. 

하는 가창 교수 학습은 학습자가 실질적으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나가-

는 구성주의 이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소리의 차이 를 느껴 보거‘ ’
나 소도구를 이용하여 음높이를 표현 해 보기도 하고 감정이입이 될 , ‘ ’ , 

만한 신체활동 표현의 내용을 학습프로그램 내에 구성한다 전주현. 

은 인간의 발달은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조화롭게 형성되어야 한(2017)

다는 인간관에서 출발한 페스탈로치 의 전인교육을 (J. H. Pestalozzi)

가창교육에 접목하기도 했다 이렇게 잘 알려진 이론을 가지고 와서 가. 

창 학습에 적용하거나 응용하는 연구는 학계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연구를 계획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온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의 형태는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려. , 

고 하며 어떻게 학습이 되는가를 알기도 전에 미리 어떻게 가르칠 것인, 

가를 결정한 후 만들어진 체계에서 가창 교수 학습을 한다는 결과를 가-

져온다 그렇기에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학습을 하는 . 

주체인 학습자와 거리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다.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맥락에서 신체 는 학습을 매개하는 역할을    ‘ ’

21) 여기서 세 단계는 다음과 같다 단계는 교실 활동으로 노래하기 움직임 . 1 , , 

노래 읽고 쓰기이다 단계는 학습위계 활동으로 차별학습 추론학습으로 . 2 , 

나누어 듣기와 부르기를 연합하고 통합하였다 단계는 교실활동으로 단. 3 1

계에서 했던 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마무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홍승연. 

참고(2013) p.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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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래서 가창을 하는 데 신체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된다. . 

신체를 이용한 가창의 교수 학습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몸의 특정기-

관을 발달시키기 위한 훈련이 부각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수자가 만들어 . 

내는 손동작을 눈으로 보고 음을 연상하게 하는 코다이 의 (Z. Kodály)

손 기호 교수법 은 음의 높이를 인식하는 청각 훈련에 효과적이다 임미‘ ’ (

경 외 왜냐하면 손이 표현하는 위치나 만들어 내는 모양이 음과 , 2016). 

음 사이의 거리를 연상하게 하고 음의 이름과 실제의 음을 마음속으로 

알게 해주는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악을 받아들이는 주체로서 인. 

간이 소리를 원초적인 방식 그대로 체험해야 된다고 주장한 오르프(C. 

도 손뼉 발 무릎 손가락 등을 사용하여 즉흥적으로 음악에 반응Orff) , , , 

하게 해보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민경훈 외 코다이와 오( , 2013).  

르프는 소리를 몸으로 지각하는 음악 학습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

고 신체로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기초를 마련하였다 한편. , 

정말옥 은 학습자에게 느낌동작 리듬치기 리듬동작 음악 감상(2007) , , , 

의 단계를 거친 다음 노래부르기로 이동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 

자들이 충분한 토론 후에 들려주는 음악을 노래로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청각을 사용하여 들어본 악곡을 기억한 대로 목소리로 . 

자연스럽게 모방하여 허밍 하는 방법도 귀 라는 신체의 한 부(humming) ‘ ’

분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전주현( , 2017). 

앞서 언급한 연구들을 보면 가창 교수 학습은 외부로 발화된 소리와    -

학습자가 만나지 않고서는 학습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는 인간이 하는 학습 활동은 신체가 상호 연합. Merleau-Ponty(1945)

되거나 시각적 내용들과 연합하면서 진행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보면 가창 교수 학습 활동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신체를 매개-

로 하여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 

살펴본 가창에 대한 연구들에서 신체는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22)을 

22) 여기서 말하는 부분적으로 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신체의 사 ‘ ’ . 

용을 가창수업의 도입부분이나 중간부분에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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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것은 가창에서 신체의 쓰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 

고는 있기는 하지만 신체의 사용이 부수적인 측면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

중적인 현상을 보여준다. 

학계에서 보여주는 가창 교수 학습의 연구 경향에서는 교수자와 학습   -

자의 관계 교수 학습의 구체적인 환경에서 작용하고 있는 교수자나 학, -

습자의 학습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하기에 환경에서 작. 

용하는 가창에 관한 교수 학습의 내용은 연구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수업현상은 교수자가 알고 있는 것을 단순히 전달하는 형. 

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용환 특히 가창수업에서 ( , 2004a). 

일반 과목의 가치와 공유되는 측면들을 넘어 그것들이 담기 힘든 음악 

본래의 가치들이 전달될 수 있다 철학자들이 음악을 함으로써 정서를 . 

함양하고 감정을 상징적으로 전달하며 인간의 인성을 조화롭게 하는 심, 

미적인 힘이 있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데에 있다 권덕원 외( , 

민경훈 이안희2012; , 2013; , 1997).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가창 교수 학습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   -

서 출발하여 학습의 영역을 선정하고 이론적 개념들로 체계화한 다음 재

구성하여 설명하는 공통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주로 방법론적인 내. 

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위의 연구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볼 

수 있었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학습자가 가창을 배우는 데 형식과 틀을 갖추   , 

고 체계를 확립한 다음 배워야 하는 기계론적 학습체계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특성은 만들어진 이론이나 잘 다듬어진 시스템에 의존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한 시스템이 학생의 느낌 정서 감정표현들을 . , , 

모두 담아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노래하는 상황에서 . 

느끼는 복잡하고 미묘한 음악교육의 모습은 구축된 학습체계의 시스템 

속에서는 드러나기 어렵다 오히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의 경험을 생활. 

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체의 전체가 아닌 부분의 사용에 집, 

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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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체험한 것에 더 솔직하게 접근 할 수 있다 생활세계로부터 얻. 

어진 “실천적 지혜는 체험 자체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서”(van Manen, 

1990/1994, p. 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학습이 이루어지52) . 

는 곳에 가까이 접근하여 있는 그대로 조용환 보고 이“ ”( , 1999a, p.87) 

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가창 교수 학습의 내용이나 방법을 특정 시기나 한 가지 관점   , -

에 의해서만 조망해서 볼 때 가창교육이 가지고 있는 전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수 학습의 소재가 교육적이며 훌륭하다고 판. - , 

단되더라도 그러한 지식 중에 일부분들만 떼어내서 강조한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가치와 다르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Gadamer, 

가사와 멜로디를 분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1960). . 

대 가창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멜로디와 가사가 합쳐진 상태에서 , 

가능하다 그런데 두 가지가 분리되면 언어 텍스트와 다를 바가 없어진. 

다 특정 악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가창의 특정 부분의 기능을 향상하기 . 

위한 학습의 방향성은 다차원적인 관점을 소유하지 못한 공통적인 한계

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가사와 노래를 함께 부르는 . 

것을 넘어서 부르는 것을 듣고 피드백을 하거나 노래에 관해 세심한 이

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배경을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학습자는 세심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 . 학

습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는 고려 대

상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 교수자와 짝을 이루는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

는 정태적인 상태로 규정되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하나 또는 

몇 개로 계열화하여 개념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자가 가르치는 과정. 

과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직접 보는 것은 교

수와 학습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모습을 찾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하. 

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러한 방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학습자는 실. 

존하지 않는 상태로 규정되거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

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수 학습의 상황에서 위계로 나타나게 된다 교수. - . 



- 49 -

자가 수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는 서열화, 

되고 대화나 질문은 사라지게 된다. 

넷째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가창 교수 학습의 실제적인 현   , - ‘

상 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 , 

교수자와 학습자가 거쳐 온 환경과 현재의 상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다 특정한 조건을 상정하고 그에 입각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가창. 

을 하면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어떠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활동성과 역동

성 그리고 다양함이 공존하는 실제의 시간과 공간에서 발휘되는 교육의 , 

현상을 드러내기 어렵게 만든다 고요한 그렇게 되면 ( , 2008). 노래와 노

래하는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를 도외시하게 되고 그것은 가창 교수

학습이라는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게 만든다- . 

다섯째 소리를 내어 보는 식의 탐구를 하면서 얻게 되는 가창에 대   , 

한 연구가 미약하다 소리를 내는 몸은 학습의 도구이자 주체이다 그런. . 

데 소리를 직접 내는 몸이 가창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

기 어려웠다 몸은 부분적으로 쪼개진 채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몸은 . . 

부분적인 학습의 개념으로 인식되면 안 된다 몸은 전체성을 가지고 있. 

다 설령 몸의 일부를 따로 학습하는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몸은 항상 . 

모든 기관들을 관통하고 있는 전체성의 원리가 들어 있다 조광제( , 

2004). 

이러한 가창 교수 학습 연구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체계적이다 와 같   - ‘ ’
은 식의 접근이나 노래를 이렇게 학습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와 같은 ‘ ’

형태로 귀결되는 담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 

가창 교수 학습에는 상당히 많은 학습 과정이 들어 있다 발성과 발음- . , 

변주 음계 가사 등의 원리들을 학습하는 기능적인 요소들과 그러한 학, , 

습이 일어날 수 있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 그리고 그 상황을 둘러싸, 

고 있는 외부세계가 더불어 존재하고 있다 다층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 

것은 가창 교수 학습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 . 

가창을 부분으로 바라보고 다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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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방법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모하는 존재 그 자체“

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조용환 부단한 체험을 하”( , 2013, p.8) 

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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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 교수 학습의 현장 사례III. -

   

이 장에서는 연구참여자 중 학습자인 이미래와 조표현 그리고 교수   , 

자인 표심송이 살아온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의 사고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고 확장된다 그러한    . 경험은 참

여자들이 살아온 삶의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러면 참여자들은 어떤 삶을 . 

살았으며 어떤 경험을 했으며 노래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나는 이러? 

한 참여자들의 삶과 노래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시간적 관련을 적, 

절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생애사적 접근 을 선택했다 생애사‘ ’ . ‘ (life 

는 구술자의 생활담을 면담 기록자가 역사적 맥락 또는 문화history)’ “

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한 조용환 것이다 그래서 한 사”( , 1999a, p.127) . 

람이 속한 사회에서 경험한 토착적이고 특별한 지식을 연구하려는 초점

에 비추어 구성될 수 있는 성격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 생애사적 접근 . 

방식은 참여자들 각자의 삶에서 진행되어온 가창에 대한 교수 학습의 맥-

락과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가창에 관한 참여자들의 경험은 어린 시절의 환경 가족 학교 음악    , , , 

교사 보컬 선생 교수들과 수업을 하면서 겪는 현상들로 참여자들의 삶 , , 

곳곳에 흩어져 있다 그러나 참여자 각각의 사례가 보여주는 양상은 어. 

느 것 하나 똑같지 않다 이미래의 이야기 조표현의 이야기 표심. “ ”, “ ”, “
송의 이야기 로 구성된 이 장에는 참여자들이 하고 싶은 노래를 찾아 자”

신들이 하고 있는 학습을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노래를 배우는 과. 

정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교수자의 방향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참여자들이 살아온 삶에서 어떤 일들이 학습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교수-

학습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첫 번째 연구 문제인 가

창 교수 학습의 배경이 드러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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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래의 이야기1. 

이미래가 되고 싶은 것은 노래를 직업으로 부르는 사람 보컬리스트   , 

이다 이 꿈을 향하여 온 길은 그녀가 살아온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미. . 

래의 경험은 이미래가 해 온 학습을 보여준다. 이미래의 이야기에서 욕‘

심 수업 신뢰 혼란 이라는 단어들은 이 절을 구성하는 키워드가 ’, ‘ ’, ‘ ’, ‘ ’
되었다 이 절을 통해 이미래가 만난 교수자들과 노래를 배우다가 겪은 . 

문제들 그리고 현재의 교수자인 표심송과의 교수 학습을 설명해 줄 수 , -

있을 것이다 이미래의 이야기는 어릴 적 음악을 처음 배웠을 때부터 시. 

작된다. 

욕심1) : “시험 잘보고 싶다”

이미래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든    잘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 

서 공부든 발표든 남보다 잘하고 싶었다 유치원에서 바이올린을 수업을 . 

배우기 시작했는데 바이올린 교사는 수업이 끝나면 비틀즈를 하나씩 주

었고 그것이 좋아서 열심히 했다 초등학교에 와서는 피아노도 배워보, . 

았다. 

학년이 되어서는 학교에서 리코더를 배우게 되었다 음악교육을 전   3 . 

공한 담임 교사는 음악수업을 할 때면 필요한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수

업을 했다 교재는 각 장마다 난이도가 달랐고 난이도를 하나도 안 틀리. 

고 통과하면 스티커를 하나씩 주었다 이미래는 그 스티커를 하나도 빠. 

지지 않고 다 모았다 아래는 교재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일어난 일이. 

다.

이미래 그런데 그걸 꼭 일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끝까: . 

지 다 왔는데 하필 그때 맹장 수술을 해서 일주일을 쉬게 된 



- 53 -

거예요 퇴원하고 오니까 학생들이 저를 거의 따라 잡은 . ( ) ( ) 

거예요.  

연구자 아: .

이미래 그래서 하루 만에 스무 곡을 다 해서 다 가져갔어요: . 

연구자 어떻게 하루 만에 스무 곡을 다했어: ?

이미래 그게 일등을 하고 싶어서: . 

맹장수술을 하고 온 틈에 친구들은 먼저 했던 곡들을 연습해서 거의    

다 따라온 것이었다 이미래는 그러한 상황을 참을 수 없었고 하루 만에 . 

스무 곡을 다 연습해서 밀린 스티커를 다 받았다. 

단소를 배울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이미래의 입술의 모양이 거꾸로    . 

된 삼자 모양이라서 가운데 구멍으로 바람이 잘 들어가지 않아 소리가 

잘 나지 않았다 소리가 잘 나지 않으니 친구들보다 못 불게 될까 봐 입. 

술 모양을 바꾸는 수술을 받으려고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간 적도 있었

다. 

이미래 어떤 노래 같은 거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저는 빅뱅세대였는: ( ) 

데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전교에서 제가 제일 먼저 외우려고 

가사 다 적어서 등하교 하면서 계속 막 외우면서 하하.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무엇을 하든지 일등 이    “ ”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초등학교 학년이 되어서는 춤과 노래에 흥미. 5

를 가지게 되었다 이미래는 노아 라는 어린이 댄싱팀 에 들어가서 춤. “ ” “ ”

도 추고 노래도 하였다 이전까지는 마냥 잘 하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 

했는데 춤과 노래는 재미있었다 중학교 때는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 

싶었다 그래서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도 하면서 뮤지컬 학원에 다니기. 

도 했다.  

뮤지컬 학원에 다니면서 연기가 자신에게 안 맞다 는 것을 알게 되   “ ”

었다 좋아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것이 있었다 춤도 그랬. . 

다 잘 하려고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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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춤은 “하고 싶지 않았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 . 직접 해보면

서 자기한테 맞는 것 과 안 맞는 것 을 구별해갔다‘ ’ ‘ ’ . 

이미래는 막연하게 잘 하려고 하던 마음에서 진심으로 잘 해보고 싶   

은 것이 생겼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고등학교는  . . 

예고23)로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예고에 가서 . 노래 부르는 것을 

전공으로 하고 싶다고 부모에게 말했다 그러나 부모는 반대했다 음악. . 

은 두각을 나타내는 몇 명만 하는 것이지 “ ”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게다가 . 이미래 가족은 오빠와 언니도 미술과 같은 예술 과목

을 전공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도 했다. 이미래는 그런 생각

을 가진 부모를 설득할 필요를 느꼈다 주변에 음악 하는 사람이 없었. “
기 때문에 음악을 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신이 두각을 나타” . 

낼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 말은 사실. . 

이었다 그러한 설득은 년이 가깝도록 이어졌다 그런 다음에야 겨우 . 4 . 

승낙을 얻어낼 수 있었다. 

승낙을 얻어낸 후 노래를 정식으로 할 수 있었다 부모를 설득하는    . 

데 성공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진로가 보컬리스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에 이미래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진로를 선택. 

한 후 이미래는 자신의 주변에서 노래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 

모색하기 시작했다 학교 음악수업에서 하는 가창시간도 그런 환경 중에 . 

하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는 이미래가 생각하던 것과는 달. 

랐다. 

이미래 대충 얘기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만이 : . 

아니기 때문에 음치가 자기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생

각하지만 단기간에 극복될 수는 없다 그러고 선생님은 노력. 

은 했는데 점수를 못 받으면 애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후. 

하게 주세요 거의 다 외워오면 음 같은 거 잘 안 맞아도 . 

했구나 이러시고‘ ’ .

23) 예고 는 예술고등학교 를 이미래가 줄여서 쓴 말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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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잘하는 것을 시험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였다 노래를    ‘ ’ . 

잘 하려면 노력이 필요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노력. . 

은 시험을 위해 얼마나 잘 외워오는가로 환원되고 있었다 계명이나 가. 

사를 다 외워오는 학생들에게는 점수를 후하게 주었다 시험을 잘 보기 . 

위해서는 잘 외워야 했다‘ ’ . 

이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그런 : . 

노래가 아니라 성악곡을 하잖아요 오 솔레미오 같은. < > ... 

가사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물론 선생님이 해석해 주. 

시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고 하하 성악하는 영상을 틀어 주. 

잖아요 애들이 웃긴 건 아닌데 웃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부. . 

르는 거랑 다르니까 성악가 흉내 내며 우 막 이렇게 부. ( ) ~, 

르시니까 그러면 애들은 그거 따라하면서 막 웃기다고 성대. 

모사처럼. 

음악시간에 학생들이 배우는 노래는 성악곡을 비롯한 가곡들이었다   .  

이미래와 또래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음악 교사는 노래를 하는 영. 

상을 틀어주기도 했는데 그것도 또래 친구들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

악가처럼 부르는 방식이었다 청음을 배울 때도 교사가 시대별 음악의 . 

앞부분을 들려주면 어느 시대인지 맞추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다 학생들. 

은 그런 수업을 부담스러워 했다 이미래도 마찬가지였다. . 어렸을 때부

터 뭐든지 잘하고 싶었던 이미래는 그냥 시험을 잘 보고 싶다 는 생각“ ”

으로 열심히 했다.

이미래가 다니던 학교는 공부를 특성화해서 집중적으로 시키는 학교   

였다 그래서 모든 수업은 시험 위주로 돌아갔고 야간 자율학습은 강제. 

로 해야 했다 밤 시가 되기 전에 마치는 적이 없었다 학교에는 노래. 10 . 

를 배우거나 연습할 마땅한 장치가 없었다 이따금씩 체육선생님이 개교. 

이래 조율이 한 번도 안 된 채 강당에 버려져 있다시피 있던 피아노를 

점심시간 동안 칠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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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는 학교가 자신이 하려는 노래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장

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너무 많았다 이미래는    . 

노래와 관계가 덜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교 공간을 변화시키기 시작했

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은 자는 시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학교가 끝나. ‘ ’ . 

면 집 주변에 잡아 놓은 연습실에서 노래 연습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다시 학교에 등교하면 잠을 잤다 자율학습 시간에는 평소에 관심이 있. 

던 화성악 책을 풀었다 두꺼운 책을 보고 있으면 감독하는 선생은 공부. 

를 하는 줄 알고 넘어갔다.

수업2) : 선생님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

그때까지만 해도 이미래는 보컬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음악학원이 있    

다는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학원에서 보. 

컬 레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는 실용음악학교로 입학하. 

는 길이 있다는 말을 해주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실용음악학원. 24)

이라는 곳을 찾아가 등록을 했다 이미 부모에게 승낙을 받았으니 문제. 

가 없었다 학원에 등록을 하니 보컬 선생을 배정해 주었다 일주일에 . . 

한 번 피아노가 있는 작은 방 안에 들어가 수업을 받았다 그런데 노래, . 

를 배우게 되면서 보컬 선생과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학원 보컬 선생은 이미래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설   

명하는 것이었다 소리 연습을 할 때는 더 심했다 소리를 낼 때 지붕. . “

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지붕이 없다 고 그랬다 그러나 ” . 내가 어떻게 해‘
야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소리는 들려주니까 알 것 같기도  . 

24) 여기서 말하는 학원 은  ‘ ’ ‘실용음악학원 을 말한다 말 그대로 가요나 팝 그’ . 

리고 모던에 이르기까지 순수음악 이외의 모든 장르를 가르치는 사설교육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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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실제로 소리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몰랐다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 

서 무작정 소리를 내야 하니 막막했다 그래서 학원 원장에게 말했더니 . 

보컬 선생을 바꾸어 주는 것이었다 선생님을 바꿀 수 있구나 이미. ‘ ...’ 

래는 학생이 선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미래가 알고 있었. 

던 선생님 이란 존재는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후‘ ’ . 

부터 다른 보컬 선생한테 배우다 안 맞으면 또 선생을 바꾸었다 이번 . 

선생도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선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선. 

생을 바꾸었다.

바뀐 보컬 선생과 레슨을 시작했다 보컬 선생이 바뀌면서 당황스러   . 

운 일이 생겼다.

이미래 보컬 애들도 말하는데 선생님 바꿀 때마다 기초부터 다시 해: 

요 그 선생님만의 기초로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저. . . 

기서 기초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서는 또 기초하라고 그러니

까 헷갈리고 해서 선생님을 잘 안 바꾸거든요 그 분의 취향. 

대로 해야 되니까. 

음정이나 음계들을 소리 내는 법이나 음색의 변화 노래에서 프레이   , 

즈를 처리하는 기법 등의 기교를 전체적으로 연습하면서 보컬들은 기초

를 다진다 그런데 보컬 선생이 바뀔 때마다 이전 보컬 선생이 했던 것. 

과 다르게 가르쳤다 그리고는 기초부터 다시 라고 말했다 이미래는 . “ ” . 

헷갈렸다 무엇이 기초인지 몰랐다 보컬 선생마다 취향 이 달랐다. . “ ” . 알

아듣기 어려운 설명도 마찬가지였다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 

거냐 질문하면 니가 노래하니까 니가 찾으라 는 것이었다 어떻게 소? “ ” . 

리를 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니 답답했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 

렇게 계속 내어 봤지만 계속 헤매기만 하니 더 모르겠는 것이었다 결국 . 

또 보컬 선생을 바꾸게 되었다. 

이미래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항상 기초부터 다시 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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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면 너. . “
는 기초부터 해야 되겠다 고 해요 기초부터 했어요 그 선생” . 

님이랑 그런데 다른 선생님 만다면 너는 기초부터 해야겠. “
다 그래서 또 했어요 하하 그런데 그 기초가 선생님마다 ” . . 

다르다는 거예요. 

보컬 선생들끼리 소리 내는 합의된 방식 같은 것은 없었다 반대로    . 

보컬 선생의 가르침에 문제를 느껴 다른 선생으로 바꾸면 하나 같이 너“

는 기초부터 해야 되겠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기초라는 것이 선.” . 

생이 하는 노래를 그냥 따라 부르는 것이었다 선생이 시키니까 시키는 . 

대로 열심히 연습했다.  

그런데 보컬 선생이 바뀔 때마다 하나 같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 목   . 

이 아픈 것이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목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급기야 . . 

마지막에 바꾼 보컬 선생은 이미래의 나빠진 목 상태에서 나오는 허스키

한 목소리가 좋다며 허스키한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 “선풍기 앞에 입을 

대고 열고 있으라고 ” 했다 그렇게 말을 하니 또 . ‘그런가 생각해서 또 ’ 

열심히 하라는 대로 했다 선생이 시키는 것은 모두 맞는 것이고 그렇게  .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목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연습을 할 수 . 

없는 지경이 되었다 도저히 .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 

학원에서 받는 수업을 관두었다. 

그 무렵 이미래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   , 

다 여기서도 이미래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였고 그러한 모습이 방과후 . 

피아노 강사의 눈에 띄게 되었다 이미래는 학원에서 보컬 선생들과 겪. 

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방과후 피아노 강사. 

는 자기가 노래를 배우고 있는 선생이 있다며 표심송이라는 사람을 소개

해 주었다 하지만 그동안 만났던 보컬 선생들과 잘 진행되지 못했던 수. 

업 경험은 미래에 있을 새로운 수업도 잘못된 기초부터 시킬까 봐 부“ ” 

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새로운 보컬 선생을 만나는 것이 . 

꺼려졌다 표심송이라는 사람도 다른. 보컬 선생들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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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이것저것 하고 . 

싶은 것을 직접 해보며 찾게 된 보컬리스트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인터넷에서 보컬리스트 표심송을 검색해 보았다 동영상으로 보았을    . 

때 소리 내기도 잘 했지만 다루기 힘든 높은 음역도 자유자재로 내는 , 

것을 보았다. 목소리로 희한한 소리25)까지 내는 것이었다 이미래는 이 . ‘
분한테 가면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배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

되었고 다시 수업을 받아보기로 결심했다 표심송에게 연락을 하였다, . . 

그리고 보컬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표심송도 . , 

첫 레슨에서 “나랑 하려면 기초부터 해야 한다 고 말하는 것이었다.” .

신뢰 금방 그만두었던 것 같아요3) : “ ”

이미래가 표심송과 레슨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입시가 얼마 남지 않   

았다 표심송에게 수업을 받으면서도 이미래는 실용음악학교로 입시를 .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시 주 전까지도 표심송은 도. 2 “

레도미도파 같은 기초만 했다 이미래는 입시에 대한 강박 때문에 마음” . 

이 급했다 도무지 집중해서 연습할 수가 없었다 표심송은 입시를 보고 . . 

싶으면 보라고 했다 입시를 보았다 그러나 떨어졌다 이미래도 자기가 . . . 

재수깜 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깔끔히 정리하고 제대로 해보리라 생“ ” . 

각하고 표심송과 보컬 수업에 임했다.

표심송에게 레슨을 받으면서 여지껏 만난 보컬 선생들과 수업을 생각   

하게 되었다 그들은 추상적으로 설명하거나 목이 아프게 잘못 가르치. ‘

는 일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표심송은 연습하는 ’ .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 주었다 혀를 어느 정도 내리는지를 지도해 주고 . 

턱을 얼마나 벌리는가에 따라 나는 소리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놀. 

25) 희한한 소리 는 소수의 보컬리스트들만 전문적으로 낼 수 있는 높은 음역 ‘ ’
의 소리이다 이에 관해서는 절 항의 찾기 한번 찾아보자 의 각주 . 3 2) : “ ”

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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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 것은 알려준 대로 연습만 하면 소리가 그대로 나는 것 이었다 연“ ” . 

습할 때마다 목이 아픈 일도 없어졌다 이미래가 해온 경험으로 봐서는 . 

대단한 일이었다 노래를 배우는 시간은 재미있었다 표심송의 기술적인 . . 

가르침에 감탄했다 그러나 그 시간 말고는 표심송이라는 사람을 알 수. 

가 없었다. 

이미래 저는 월 달에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선생님은 연습 : 5

안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 

연습도 안 하고 와서 저 조금 마음이 힘들어서 연습을 못할 ‘
것 같고 주 후에 뵈면 안 되냐고 말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2 ’ . 

그러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와서 맛있는 거 먹고 ‘ ’ “
가라 고 하하 어 왜 그러지 그때 얘기 좀 하고 그 전까” . ‘ ? ’ . 

지는 사무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느꼈거든요 선생님 늦게 . 

오시면 방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남. ‘
의 방 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방 앞에서 기다리고 선생님이 ’ . 

너 왜 안 들어가 그러면 남의 방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 “ ” 
이러면 너가 내 제자인데 우리가 왜 남이야 그런가 이렇“ ” ‘ ’ 
게 심리적인 경계가 쳐져 있었어요 그때 딱 바뀌었던 같아. 

요. 

이미래는 표심송이 항상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레슨 시간을 빼   . 

고는 다른 이야기를 해 본적이 별로 없었다 레슨 선생인 표심송이 어떤 . 

사람인지도 몰랐다.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없었다. 인간적인 신뢰 같은  

것은 느껴보지 못했다 표심송이 레슨에서 하는 말은 사무적으로 다가왔. 

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 노래는 배우고 있었지만 표심송이 낯설고 멀

게만 느껴졌다. 이미래가 겪었던 다른 보컬 선생들과 마찬가지로 표심송

도 수많은 선생님 중에 한 명“ ”, “음악적 지식이나 주고받는 사이 그 ”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미래는 표심송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기 . 

시작했다 그래서 레슨을 쉬려고 했다 그런데 이미래의 생각과는 달랐. . 

다 레슨을 몇 번 받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 빵도 같이 먹고 아이스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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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먹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도 이야기하고 농담도 주고. 

받았다 표심송은 이미래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인간. . 

적인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미래 그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친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선생님하고는 금방 그만두었

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생각해보면 제가 그랬어요. . 

지금까지 이미래는 자신과 인간적인 신뢰가 생기지 않은 선생들과는    

레슨을 시작하더라도 수업을 계속하지 못했다 사실 표심송과 보컬 레슨. 

을 시작하고 나서는 기계적인 사람 으로 보일 때가 많았다 그런 부분“ ” . 

은 과제를 체크할 때면 확연하게 드러났다 레슨을 하면 주의 여유를 . 2

두었다 과제의 양은 항상 벅찼다. .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할 양은 

많았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했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 ‘ ’, ‘이

거를 열심히 해 가자 생각!’ 하고 그것에 집중하여 연습을 했다 그렇게 . 

연습을 해서 만나면 표심송은 이거 해 보자 고 딱 안 한 거 를 찾아 “ ” “ ”
콕 짚어서 시키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이미래가 열심히 하지 않은 부분. 

을 몇 주 연속으로 맞추어 낼 때도 있었다 표심송은 이미래가 덜 중요. 

하다고 생각한 것을 골라 시켰다 표심송이 보기에는 이미래가 안 한 것.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미래는 이러한 표심송의 모습이 .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모습이 표심송이라는 사람을 . 

인간 대 인간 으로 대하기에는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었다“ ” .

이미래 인간적인 신뢰가 안 쌓여서 그 분 안 친했던 선생님 이 하: . ( )

는 말을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지식이 맞는 . 

걸 수도 있는데 제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교류가 있. 

으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
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게 되면 그럼 나’ ‘
랑 맞는 선생님 찾으러 가야겠다 하고 끝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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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래는 인간적인 교류가 없는 선생과는 수업을 하더라도 성장이    “

더뎠을 것 같다 고 했다 표심송이 확실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배” . 

움의 관계를 맺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는 지식이 맞다고 생. 

각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관계를 시작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다 이미. 

래가 배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을 때였다. 

인간 대 인간 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 사람에게 배울 때 의심이 들더 , 

라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었다 그렇지 않“ ” . 

으면 배움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했다. 인간적인 친밀감 없이 이미래는 

보컬 레슨이라는 교수 학습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학생이었던 것이다- . 

이미래는 선생님을 믿고 연습   한 것을 열심히 했을 때부터 자신의 실

력이 늘었다고 느꼈다 그렇다고 다른 선생들과 했던 수업이 헛되었다고 .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선생들을 겪어보면서 표심송과 레슨이 가치가 .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혼란 어떻게 해야 하지4) : “ ”

년 한 해 동안 표심송에게 노래를 배우면서 실력을 쌓았다 그리   2016 . 

고 다음 해인 년에 이미래는 실용음악학교에 입학하였다 입학하고2017 . 

서도 표심송과 개인적으로 보컬 수업을 계속 이어나갔다 표심송과 계속 . 

노래를 배우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학교에서는 자기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과목이나 원하는 수업을 받기가 어려웠다 학교에서 개설하. 

는 강의들은 기악 전공이 들을 수 있는 것과 보컬 전공이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보컬 전공으로서는 들을 만한 수업이 그다지  

없었던 것이다. 

학교에 가보니 학원에서 들었던 시창이나 청음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강의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미래는 학원과 똑같은 과목을 배. 

우는데 몇 백만 원씩 들여서 그 과목들을 또 해야 되나 돈이 아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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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수들의 강의에서 경험한 지식이 녹아 . 

있는 것을 느꼈을 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다 이름은 같은 과목이. 

더라도 배우는 것은 같지 않았던 것이다.

대학교에 오게 되니 전공 실기 강사를 배정 받게 되었다 표심송에게    . 

레슨을 받아서 학교에 들어오게 된 이미래는 표심송이 노래를 가르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것은 노래보다는 노래를 부르기 위한 재료들. 

을 탄탄하게 연습하는 방식이었다 그러한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오. 

히려 기본적인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학교 전공 실기 강사는 표심송이 . 

알려주지 않는 부분을 알려주었다 표심송이 소리 내는 것을 가르쳐 주. 

면 학교 실기 강사는 가사나 발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다 두 선생에게 . 

배우니 보완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완이 된다고 해서 수업이 항. 

상 잘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래 같은 거를 말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발성법 선생님은 : . 

선생님 표심송 같은 말을 하시는 데 전공 레슨 선생님은 ( ) . 

다른 말을 하세요.

연구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

이미래 그럴 때는 제 마음대로 해요 하하: .

연구자 두 가지 중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나: ?

이미래 이상해요 전공실기 선생님 말씀대로 연습 해 가잖아요 그: . ( ) . 

럼 선생님 표심송 한테 혼나요 왜 그렇게 하냐 고 그러고 ( ) . “ ” . 

표선생님대로 연습하고 전공 실기 선생님한테 가면 왜 그렇“
게 하냐고 혼나요 하하” . . 

표심송과 수업을 받는 식으로 연습을 해 가면 전공 실기 강사는 입을    

너무 벌린다고 하거나 너무 성악적이라고 했고 반대로 표심송은 입의 , 

공간이 부족해서 소리가 잘 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부딪. 

치면 이미래는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 결정을 내리질 못하고 제 마음대“

로 연습했다 이미래는 혼란스러웠다 합의된 지식이라고 한다면 누구” . . 

나 그 지식을 가져도 타인과 함께 사용함에 문제가 없다는 보편적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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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가 들어 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끼리 합의가 이루(Hamlyn, 1978). 

어지지 못한 지식이 서로 부딪치는 것이었다 그럴 때 이미래는 마음대 . “

로 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  

혼란은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개인 연습을 위하   . 

여 연습실을 각자 쓰지만 연습실은 한 공간에 칸이 쳐진 채 묶여져 있었

다 그런 공간에서 학생들끼리 연습하는 노래의 곡들 노래 부르는 스타. , 

일 음색 소리 내는 습관 음계들의 프레이즈는 항상 서로에게 들리게 , , , 

되어 있었다 잘하는 학생의 노래와 그렇지 못한 학생의 노래도 듣는 데. 

는 예외가 없었다.

이미래 나는 못 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걸 연습해야 : . 

되는데 옆방에서 너무 잘하면 못하는 걸 연습 못 하겠는 거

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긴 하지만 의식이 되어 가지고 . 

학교 연습실 잘 안 써요 공강 아니면. . 

이미래는 못하는 것을 연습하려고 하는데 잘 하는 학생이 연습하면    

그게 의식이 되어 자기 연습을 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학생들은 연습을 . 

하다 서로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좋은 노래나 스타일 멜로디가 있으면 , 

그것을 바로 베껴서 자기 것처럼 노래부르기도 했다 전공을 하는 친구. 

들이니 청음이 좋았다 옆방에서 연습하는 것을 베끼는 것은 어려운 일. 

이 아니었다 연습을 했다하면 옆방에서 베껴지는 일이 허다했고 노래. , 

를 부르는 수준을 바로 알게 되고 암암리에 평가되었다 학생들은 보이. 

지 않게 심하게 경쟁했다 학교연습실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연습하는 , . 

곳인데 오히려 그런 것을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들키는 곳처럼 여겨졌

다 이미래는 자신이 연습하는 것이 베껴지는 것도 수준이 평가되는 것. , 

도 싫었다 이미래는 학교에서 내 연습은 들키기 쉬우니까 꽁꽁 싸. “ ”, “

매야겠다 고 생각했다” . 

협동해서 수업하는 과목들에서도 혼란은 나타났다 이미래는 학생들   . 

끼리 팀을 구성하고 연습을 해서 무대에서 연주하는 연주수업이나 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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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과 같은 과목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올 . 

때까지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무대에 올랐다 그런데 앙상블을 하면 함. 

께 팀을 짜서 연습하는 학생들이 노래에 대하여 해석을 안 해오는 것이

었다 보컬 반주는 대충했고 자신이 원하는 풍으로 노래를 할 수가 없. , 

었다 학생들은 같은 음악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관심사와 관련이 적으면 . 

열심히 하지 않았다 수업인데 수업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이미래는 학. . 

생들이 앙상블에서 보컬반주를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

심각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앙상블과 연주수업 과목을 지도하는    ‘ ’ . 

교수이다 그는 매번 수업할 때마다 학생들의 이름이나 전공 연주스타. , 

일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수업을 종강할 때까지 그러한 현상은 . 

계속되었다 심지어는 방금 전에 이름을 말해주어도 잊어버렸다 이미래. . 

는 학교 교수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는 ‘비중을 별로 

안 두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이미래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던 일’ . 

은 앙상블 시간에 노래를 할 때마다 들었던 교수의 지적이었다. 

이미래 그런데 교수님이 누누이 말해 오신 거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  

잘 해야 된다 이렇게 감정 표현을 저도 그걸 알고 있고 그거

에 대해서 전공실기 교수님이랑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안 하

고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지금 뚝딱 하고 고칠 수 없는 것들‘ ’ 
에 대해서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아 나도 하고 ‘ ...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한 지적을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전의 다른 보컬 선생에   . 

게 배운 방식과 표심송에게 노래를 배우는 방식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

다 표심송과 공부할 때는 음정이나 음계 연습 그리고 음계를 바탕으로 . , 

하는 기초 연습과 즉흥연주를 연습했다 수업을 시작하면 한 시간 내내 . 

음정과 음계연습에 집중할 때도 있었다 학원 보컬 선생들에게서는 무작. 

정 따라 하기라도 했기 때문에 노래가 흘러가는 느낌을 흉내라도 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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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표심송을 만나서는 음정들만 연습했다 그런데 이런 연습이 문제만 , .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래는 노래할 때 피치 가 떨어지는 일이 없었. , “ ”

다 다른 보컬 전공 친구들이 노래하다가 아 여기가 나갔구나 하고 고. “ , ”

칠 때 이미래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노래를 할 수 있었다 하, . 

지만 여전히 노래처럼 들리지 않는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았다.

이미래는 이러한 지적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해결   .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 고칠 수 있는 것이 아. 

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상블 교수는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 

지 않고 똑같은 문제를 계속 지적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조금. . 

씩 고쳐나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상황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몰아갔다 노래에 감정을 넣는 것도 다른 학생들과 비교당하며 . 

경쟁 속에 놓이게 되는 것에 상실감과 자괴감이 들 때가 있었다. 

이미래의 이야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   . , 

미래는 자기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잘못된 것을 배우는 데서 찾는다. 

학원 보컬선생들은 목을 아프게 하거나 지붕 이 없다거나 선풍기에 , “ ” , “
입을 대고 있게 했던 잘못된 지식 의 경험을 통하여 학습자가 맞는 지” ‘ ’ ‘

식 을 찾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학교 교수가 가르치는 것과 표심송이 가’ . , 

르치는 것이 달라 보완이 되기도 했지만 서로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다 학습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학습자는 모르는 것을 배우고 있는 . . 

상태에 있다 그래서 조금만 다르게 가르쳐도 혼란에 빠지기 쉬운 것이. 

다. 

2. 조표현의 이야기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사람도 다르게 성장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   . 

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조표현의 삶에도 이미래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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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자라온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것을 자신

의 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들어 있다 그러나 그 양상은 이미래와 다. 

르다 이 절을 구성하는 조표현의 삶에서 환경 태도 방식 이끎. ‘ ’, ‘ ’, ‘ ’, ‘ ’

이라는 단어들을 발견하였다 조표현의 이야기는 아주 어릴 적부터 시작. 

된다.   

환경1) : “노래에 되게 친숙했어요”

집안에 음악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미래와는 달리 조   , 

표현은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 조표현의 . 

가족들은 모두 노래를 좋아했다 조표현의 집은 항상 노래로 가득했다. .  

할아버지는 국악풍의 창을 잘했다 아버지도 노래 부르는 것을 즐겼고 . 

어머니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부모는 어린 아이인 . 

조표현을 데리고 일주일에 일곱 번이나 노래방에 간 적도 있었다 아주 . 

어렸을 때는 거기서 잤던 기억도 여러 번 있다. 

조표현의 가족은 노래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노래를 잘하기도 했다   , . 

그런 핏줄을 이어받아서 그런지 어린 조표현은 목소리도 좋았고 노래도 

잘 했다. 

조표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노래방 이런 데를 데리고 가서 음악: 

에 대한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 

교 때 노래를 계속 접했어요.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동요 지도를 받기도 했다 노   . 

래를 해서 무대에서 박수를 받기도 했다 어디서든지 끊이지 않고 노래. 

를 불렀다 한번은 조표현의 부모가 삼백 만원이 넘는 컴퓨터를 방에 놓. 

아 주었는데 노래방 기능을 찾아내어 반주기로 만들어 놓고는 노래를 , 

불렀다. 

조표현은 변화가 있고 재미있는 것을 좋아했다 초등학교 학년 때는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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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팝송과 스타일의 노래들도 접하게 되었다 세상에서 처음 들R & B . 

어보는 이런 노래들은 충격이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듣기에 좋았다. . 

조표현은 노래들을 계속 따라 불렀다 따라 부르다 보니 그럴듯하게 부. 

를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은 자기가 하는 노래를 친구들에게 들려준 .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잘한다며 신기해하는 것을 보았다 이 나이 때, . 

의 아이들이 가요를 따라 부르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노래 기술이 제, 

법 들어가는 외국 팝송을 초등학생이 그것도 그럴듯하게 따라 부른다는 ,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다 조표현은 그런 노래들을 불렀다 그때부터 이. . 

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조표현 노래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노래할 : 

수 있을까 생각은 해 봤어요. 

 

중학교 때는 부모의 도움 없이 노래방에 다녔다   . ‘I Believe I can 

Fly’26)라는 노래를 들었다 편하게 노래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 

니까 부를 수 있는 음역이 넓어졌다 일주일에 여섯 번을 노래방에 가기. 

도 했다 부르고 싶은 노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들어보고 시간이 . 

나면 노래방에서 가서 불렀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 

좋아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찾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공부다 조표현은 . . 

전교에서 등급의 성적을 유지했다 영어는 원래 좋아했고 어문학 계열1 . , 

의 과목들을 좋아했다 특히 작문 수업이 좋았다 작문에서 언어로 하는 . . 

표현들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수행과제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인터뷰. 

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장래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적어내기도 했

는데 만점을 받은 적도 있었다, . 

학교에서도 노래는 빼놓지 않고 좋아하는 것 중 하나였다 학교 내에   . 

26) 는 알켈리 본명은 라는 보컬리스트가  ‘I Believe I can Fly’ ‘ ( R. S. Kelly)’
부른 미국 팝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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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나브로 라고 하는 콰이어“ ” 27)가 있었다 조표현은 이 동아리 활동. 

을 아주 좋아했다. 

조표현 없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차라리 동아리 활동이 재미있었어: . . 

요 시나브로라고 혹시 헤리티지 모르세요. ?

연구자 아니 모르겠는데: . . 

조표현 아 그럼 넘어가고 불교 학교인데 동아리 노래는 기독교 노: , ( )

래를 했어요. 

연구자 하하 얘기해 봐요: . . 

조표현 헤리티지 회장이 저희 학교 동아리 시나브로 출신이거든요: ( ) . 

헤리티지는 기독교 그룹이 저희 학교는 콰이어를 하는 불교

학교였는데 그런 거 하면 재미있었어요. 

조표현이 다니던 학교는 불교재단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였다 그런데    . 

합창동아리인 콰이어에서는 기독교 노래들을 연습했다 그런 성격의 노. 

래들을 연습해도 재미가 있었다 그런 활동이 음악수업에서 노래 부르는 . 

것보다 더 나았다 학교 음악수업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 

다 음악실에는 변변한 음향장비 하나 없었다. . 피아노 있는 것만 빼면 

교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조표현 그런데 그거를 맡은 음악선생님이 없었어요 그 활동이 훨씬 : . 

나았어요 음악수업은 자기도 귀찮아하는 게 보였는데. .  

음악 교사는 준비 를 하나도 하지 않고 가창수업에 임했다 수업을    ‘ ’ . 

하면 항상 대충 진행했다 노래 수업을 하면 학생들에게 그냥 부르라“ ” . 

고 했다 어쩔 때는 노래를 외워오라고 하기도 했다 욕하고 싶을 정도. . “

는 아니지만 안 좋았다 그런 수업보다 콰이어 활동이 더 재미있는 것.” 

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27) 원래 는 합창 으로 교회 성가대에서 유래된 말인데 조표현은 이 말 ‘choir’ ‘ ’ , 

을 콰이어 또는 합창동아리 로 불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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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대우가 달라졌어요2) : “ ” 

그때까지만 해도 조표현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   

었다 학교생활에는 나름의 즐거움이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문. . . 

제될 것이 없었다 수행 과제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작문을 하는 것도 . , 

해볼 만한 경험이었다 그런 경험 뒤에는 성취감이 있었다 그런데 그. ‘ ’ . 

게 다였다 허전한 마음이 생겼다 열심히 해서 얻는 성취감과 내 자신. . 

이 하는 일에 만족감 은 분명 다른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고 싶‘ ’ . 

지 않을 일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거짓말 을 하는 것이며 그런 일을 “ ” , 

평생 하면서 사는 것은 거짓된 삶 이라고 생각했다 가면 갈수록 노래“ ” . 

를 부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음악 교사를 찾아갔다 조표현은 자신이 보컬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 ,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었다 음악 교사 앞에서 준비한 노래를 불. 

렀다. 너는 내가 모르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계속해보면 괜찮을 것 “ . 

같다 말을 들었다 희망적인 말이었다 플루트를 전공했던 음악 교사.” . . 

는 그렇게 말했다.

사실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조표현은 부모에게 보컬을 전공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는 단칼에 안 된다고 했다. . 

욕구를 억눌러야 했다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중랑천 뚝방. 28)

에 가서 부르고 싶은 만큼 부르고 돌아오곤 했다 시간이 지나 진로를 . 

결정해야 될 학년이 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노래를 해야겠다고 3 .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니가 알아서 해라 고 했다. “ ” .  

조표현 저는 돈을 높은 가치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랬으면 저 : . 

음악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맨날 부모님하고 싸우는데 엄. 

마는 너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고 그러고 나는 엄마“ ” “ , 

28) 뚝방 은 제방 이라는 말의 사투리이다 ‘ ’ ‘ ’ .  



- 71 -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고” .

어머니는 조표현의 생계가 걱정되었다 부모는 나이가 많아서 음악에    . 

대해서 잘 모르긴 했지만 노래를 해서 앞으로 삶을 꾸리며 살아가는 게 

힘든 일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알아서 하라고 말한 아버지는 어. 

린 조표현이 아무것도 모르고 진로에 대한 판단을 내렸을까 봐 알아서 

포기하길 바랐던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도 조표현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앞으로 평생 만족   . 

감을 가지고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

각했다 부모 지원 없이 혼자 노래 공부할 방법을 찾아 꾸려나가야 했. 

다 하지만 고등학생인 조표현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 

막막했다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었다 보컬 레슨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 . 

다 돈이 필요하면 연락하라 는 말이 생각났다 힘들었던 시기에 조표. “ ” . 

현의 아버지에게 많은 돈을 빌린 적이 있었던 막내 삼촌이 한 말이었다. 

조표현은 막내 삼촌의 기억을 떠올리고 연락을 했다 막내 삼촌은 부모 . 

몰래 보컬 학원의 수업료를 지원해 주었다. 

학교에서는 집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표현이 선택한 진로를 방해했다   . 

학교에는 좋은 교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도 있었다 교사의 좋고 . 

나쁨과 상관없이 학생이 교사에게 사랑받는 법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조표현은 성적도 좋은 데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교사들을 찾아 물으러 

다니는 열정이 있었기에 몇몇 교사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그렇게 관심을 . 

받다가 조표현이 공부가 아니라 노래를 하는 보컬리스트가 되겠다고 선

언하자 교사들이 조표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조표현 그냥 음악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천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 

희 학교는 야자를 해야 했는데 야자에 노래간다고 하면 절대 

빼주지 않았죠 뭐 소리 지르러 간다 뭐 이러면서 대우. “ .” . 

가 달라졌어요 고 때까지는 되게 좋아하시다가 음악 한다. 1 

고 하니까 안 좋아하더라구요 달라진 거죠 진짜 딱 느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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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조표현에게 관심을 가져주던 교사들이 태도가 확 달라졌다 어떤 교   . 

사는 노래 연습을 하러 간다고 하면 또 소리 지르러 가냐 고 했다 국“ ?” . 

어 교사는 수업 중에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은유적으로 하기도 했다 담. 

임 교사는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냈다. 

   

조표현 그래서 신뢰가 별로 가지 않았어요 한 분은 이런 선생님도 : .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를 좋아 하시는 선생. 

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음악을 한다고 하니까 니가 음. ‘
악을 해서 되겠어 이런 뉘앙스를 느낀 적도 있었어요?’ . 

연구자 아: .

조표현 그런데 솔직히 조표현이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공: 

부를 안 하고 음악을 한다는 이유로 나를 그렇게 보는 것 자

체가 정말 좀 어이가 없더라구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 

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격려해 주는 교사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격려가 조표현이 보컬리스   . 

트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몰랐다 상처 받을까 . 

봐 해 준 격려였기 때문이었다 또 상처를 받았다 부모의 반대는 집이. . 

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남에게 보이는 일은 없었지만, 

학교에서는 제도와 수업이라는 공적인 상황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갑. 

자기 불쑥 나오는 교사의 말에는 달리 대응할 수도 없었다 더 이상은 . 

학교에서 노래를 하는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자신을  

감추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이나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어폰을 한쪽 

손으로 가리고 노래를 들었다.

방식 그런 사람한테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3) : “ ”

조표현은 매일 하는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을 일주일에 겨우 한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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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가면서 보컬 학원에서 레슨을 받으며 노래 연습을 했다 학원에는 . 

여러 명의 보컬 선생이 있었다 거기에서는 등록하는 사람들을 취미로 . 

배우러 온 사람들과 입시를 목적으로 온 사람들로 구분하여 가르쳤다. 

조표현은 입시반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정식으로 노래를 배우게 되어 정. 

말 기뻤다. 

조표현 노래 부르는 방법 입시니까 그러셨겠죠 이때는 좀 더 빼고 : . . 

이때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느낌 이때는 이렇게 부르고 저. 

때는 호흡을 내뱉고 흔히 말하는 티칭이에요 그냥 정말 ... . 

전형적인 티칭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약간 느낌이라든지 . 

이런 스윙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이 노래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고등학교 학년이 되어서 보컬 레슨을 받은 조표현은 바로 입시곡을    3

받았다 한 곡을 죽어라고 불렀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해왔던 . . 

터라 노래를 들으면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같은 곡을 계, . 

속 부르니 지겨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런 수업 방식이 힘들었다“ ” . . 

조표현 하지만 제가 원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운드가 무: . ... 

대에서도 원하는 사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걸 .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학원 보컬 선생들은 조표현을 잘 대해주었다 그중에는 버클리 음악   . 

학교29)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조표현은 자기가 내. 

고 싶은 사운드 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운드 를 낼 수 있는 방법에 “ ” . “ ”

관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스캣. 30)이나 어려운 음계를 보고서는 이“

29) 는 미국 보스톤에 있는 음악학교의 이름이다 ‘Berklee School of Music’ . 

30) 은 보컬리스트가 코드의 진행을 따라 즉흥적으로 음계를 노래하는 것‘scat’
을 말한다 참여자들은 스캣을 할 때. , “디다다 비바바루바 바바르바 등의 ” 
발음들을 사용했다 이러한 발음들은 악기가 소리 나는 음들을 따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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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안 해도 돼 하고 넘어가기도 했다 노래를 배우는 기쁨은 있었으나 ” . 

그런 방식의 배움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보컬 선생이 남자 보컬리스트가 귀국해서 노래한다고 한번    

가보라고 말했다 시간을 내서 보러갔다 공연은 작은 카페에서 진행되. . 

었다 소리도 즉흥연주도 그 사람의 노래는 대단했다 조표현의 눈에. , , . 

는 다른 연주자 말고 그 사람만 보였다 저런 사람한테 한번 배우고 싶. “

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기억은 뒤로 사라지고 다시 입시에 ” . 

열중했다 그리고 명성대. 31)에 입학했다 노래 한 곡만 열심히 해서 대. 

학교에 왔는데 막상 와보니 입시곡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있었다 노래도 그러한 풍에 따라 다양하. . 

게 부를 수 있어야 했다 화성악 리듬수업을 비롯해 도움이 될 만한 수. , 

업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조표현은 기초가 하나도 . 

없었다 노래만 해서 입학한 조표현은 학교의 수업에 쉽게 적응하기 어. 

려웠다 대학에 와보니 노래만 가르치는 전공 실기라는 수업이 있었다. . 

전공 강사와 일 대 일로 하는 수업이었다 첫 수업을 들어가게 되었다. . 

그런데 전공 실기 강사와의 수업은 좋지 않았다.

조표현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 . . 

아니라고 했어요 교육자라기보다는 뭔가 고집부리는 사람 . 

같았어요 저도 고집이 있었지만 계속 안 된다고 그러고 이. , 

거 아니라고 하고 그런 사람한테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 

    

배우는 학생이라지만 노래에 관해서라면 조표현도 자신의 생각이 있   , 

었다 그러나 그런 조표현의 의견들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 

히려 강사는 자기 고집을 강요 하려고 했다 수업에서는 의사소통이 전‘ ’ . 

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업을 하면 교수의 눈치를 봐야 했다 배울 게 . . “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31) 명성대학교 는 조표현이 처음 들어가게 된 년제 전문대학이다 연구에서  ‘ ’ 2 . 

사용된 국내 학교의 이름들은 가명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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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더는 배우기가 싫어졌다” . . 

지도교수를 찾아가 상담을 했다 그러나 한번 배정된 강사는 바꿀 수 없. 

다며 계속 배우라고 했다 학생으로서 배움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이. 

건 말이 안 된다 고 생각했다 그 말을 들은 후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 ” . 

았다 입시할 시기를 기다리다 다른 학교로 시험을 봤다 그리고 한음대. . 

학교32)에 합격했다 조음정이라는 강사에게 배정이 되었다 그 강사와 . . 

공부하면서 노래를 할 때 필요한 자세 사물에 위치나 보는 시선을 어디, 

에다 두는지에 대하여 배웠다 그런데 그 다음 학기에 실기 강사가 바뀌. 

는 것이었다 이 학교는 한 학기마다 강사가 바뀌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 

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뀐 강사는 어디선가 본 듯했다 예전에 처음 입시를 준비    . 

할 때에 귀국하여 카페 공연에서 노래를 하던 표심송이었다 반가웠다. . 

전공 실기 수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여지껏 배웠던 보컬 선생과는 표심. 

송은 다른 점이 있었다 표심송은 이제껏 말로만 들어봤던 보컬의 기술. 

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모두 구사 하는 것이었다“ ” . 

수업을 할 때마다 신세계 를 경험했다 표심송은 보컬 연습에 대한    “ ” . 

많은 방법을 알고 있었다 수업마다 표심송이 연습하는 방법을 이것저것 . 

보게 되었다 공연으로 봤을 때는 즉흥연주에 흥미가 있었는데 시간이 . 

지나서 보니까 소리를 어떻게 내는가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

각이 들었다 그렇게 배우면서 한 학기가 훌쩍 지났다 그런데 전공 실. . 

기 강사를 또 바꿔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학교는 규정상 학기마다 . 

강사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야 노래를 조금 배울 만한 사람을 . 

만났는데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도교수를 찾아. 

갔다 지도교수는 학교의 시스템 이 그렇다고 했다 시스템을 바꿀 수. “ ” . 

는 없었다 조표현은 학교를 휴학하고 바로 군대에 입대했다 시스템이 . . 

바뀌기를 기다려야 했다 제대할 때쯤에 학교에 다시 연락을 해보았다. . 

32) 한음대학교 는 조표현이 명성대학교 를 그만두고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된  ‘ ’ ‘ ’
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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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그대로였다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자기 돈을 내고도 안 된다 고 . “ ”

생각하니 이 학교도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학. 

교를 그만두었다. 

막상 복학을 못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배웠던    . 

선생인 표심송에게 연락을 했다 사실 조표현은 표심송에게 배우고 싶었. 

다 그런데 표심송은 새롬대학교에 있는 김조화 교수가 자기를 잘 가르. 

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교수가 있는 학교에 시험을 보는 것이 어떠냐

고 추천을 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 김조화 교수. . 

와 수업을 하게 되었다.  

조표현 학교에서 전공실기로 받다보니까 그 교수님도 좋긴 했는데 :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 

주시지는 못했어요. 

김조화 교수도 노래와 소리에 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사람이었   

다 그러나 조표현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공부해야 . ,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

다 조표현은 다시 표심송에게 연락을 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고 선. . “ ” “

생님께 배워야겠다 고 말했다 그 때부터 조표현은 학교를 다니면서 표” . 

심송에게 보컬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4 따름) : 선생님 말대로 해야겠구나“ ” 

학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표심송을 만나기까지 조표현은 여러 명의 보   

컬 선생을 겪었다 그중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노래. . 

를 잘하는 것과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달랐다 뮤지션. ‘ ’

으로서 보컬 선생은 자기 능력은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교육자 로서 ‘ ’

가르치는 데에는 능숙하지 못한 면들이 있다는 것을 본 것이다. 

이런 저런 보컬 선생들과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년이나 입시 준비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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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런데 그동안 배운 노래는 단 두 곡뿐이었다 입시 때는 아무 정. . 

신없이 곡 연습만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노래가 뭘까 보. “ ? 

컬이 뭐지 이렇게 노래하는 게 맞나 내가 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 ? ” 

들었다 음악을 잘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잘 벌기 위한 것은 . 

아니었다 음악을 배우고 노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음악적으로 높. 

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음악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조표현이 지향하고자 하는 삶이었   

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대였다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것은 . . 

항상 자신을 고무시키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느꼈다 조표현은 관객들에. 

게 무대에서 좋은 노래를 선사하고 그것으로 사랑받고 싶었다 그러기 “ ” . 

위해서는 노래도 학문이며 공부가 되어야 했다. 그런데 노래 부르는 것

은 책을 보고 하는 공부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음악적으로 높아진다는 . 

것은 혼자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먼저 같은 길을 가본 든든하게 . 

이끌어줄 선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표현 여기서 좋은 선생님은 어느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그 연습 : 

방법을 확실하게 아는 선생님이 저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

각해요 그 선생님이 표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선생님. . 

들한테는 오랜 기간 안 배워서 하지만 표선생님도 저한테 ...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연습방법을 이것저것 시. 

켜보면서 전에도 이 연습방법이 표현씨한테 맞는구나 이. “ ” 
렇게 말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을 하던 시기에 표심   

송을 만나게 되었다 표심송은 자신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습을 해 . 

보도록 권했다 그리고 연습을 하는 동안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 

면서 어떤 연습 방식이 맞는지 찾아 주기도 했다 표심송은 노래를 부르. 

는 사람에 대해서도 빠르게 파악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표심송은 조표. 

현의 노래 스타일도 파악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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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표현 사람이 노래를 하면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노래를 했고 무엇: ‘
을 개발했고 무엇을 더 개발하면 되고 나는 내가 뭘 더 해’ ‘
야 되는지 선생님이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저한테 단계 ’ 
단계별로 과제를 내주시는 것 같아요. 

표심송에게 노래를 배우면서 표심송이 자기가 배운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에게 맞게 체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수업을 하면서 만든 체계를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더 잘 맞. 

는 것을 찾고 그것을 자신에게 가르쳤다 조표현은 평소 연습할 때 아. “
무거나 이것저것 막 연습하곤 했는데 그러한 문제도 함께 소리”, “ ”, “ ” , 

를 내어보면서 방법을 찾았다 한정된 시간을 보고 그 시간 안에 필요한 . 

것을 선정한 다음 그것만 하도록 했다 조표현은 이러한 이유로 표심송. 

을 만나게 된 자신을 행운아 라고 했다“ ” .  

그렇다고 조표현이 표심송의 가르침을 완전히 신뢰하며 배워오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조표현 머뭇거리다가 그러니까 제가 과제가 정해지잖아요 정해지: ( ) 

면 제가 그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연습. 

을 하다 시간이 되면 가야 하니까 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하

고 가니까 반드시 이걸 해야 하는데 못할 수가 있어서. .

조표현은 노래 연습에만 정신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학교   . 

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개인적인 음악활동도 조금씩 했다 나이 많은 .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미안해서 아르바이트도 했다 그렇. 

게 번 돈은 레슨비와 용돈으로 사용했다 학교 밖에서 따로 음악활동도 . 

겸했다 리허설이나 공연을 하면 피곤했다 잠이 부족했다 잠을 자고 . . . 

나면 연습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한 가운데서 레슨을 받고 있었다 자기 . . 

활동을 하며 남는 시간을 쪼개어서 연습을 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실력 .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컬 레슨에 대한 연습은 해야 할 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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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밀려나기 일쑤였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주위 사람들이 자기가 믿. . 

고 연습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동안 노래가 향상 되었다는 것도 잊고 과연 선생님 말이 맞을까 하는 “ ”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조표현 선생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선생님이 계속 입  : . 

공간을 넓게 하라고 주문하시는 게 전에는 계속 혀를 내리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노래를 하다가 딱 느꼈는데 노. 

래 부르다 보니까 계속 혀를 아래로 고정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구요 소리가 더 뒤로 가지 않고 시원시원하. 

게 나오더라구요 아 이래서 선생님이 억지로라도 하라고 . ‘ ,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 

혼자 연습을 할 때면 자신이 무엇이 안 되고 있는 줄 잊고 관성에 따   

라 연습하기도 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릴 때 도 있었. ‘ ’

다 그러나 레슨에서 노래할 때 표심송이 지적했던 주문들은 연습의 흐. 

름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었다. 

시간에 쪼들려서 의구심이 들어서 연습을 잘 못해갈 때에도 표심송   , 

은 노래를 잘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표심송

의 모습을 보았다 어느 날 수업을 받다가 노래를 재주로 하는 것이 아. “

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은 그동안 연습에 애를 쓰지 않았.” . 

던 자신에게 깊이 와닿았다 조표현은 이 말이 표심송이 온전히 자신을 . 

위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배우면서 년이라. 7

는 세월이 흘렀다 조표현은 부족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표심송이 . ‘ ’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표현의 이야기에서는 학습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못 배우는 문제가    

있었다 학원 선생들은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 학교 음악 교 

사는 가창을 가르칠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학교 교사들은 오히려 조표현. 

의 꿈을 방해했다. 대학에서 전공 실기 강사는 자기 지식을 배우도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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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게다가. 학교의 시스템 때문에 학습자는 교수 

자를 바꾸지도 못하기도 하고 강제로 바꾸게 하기도 했다 표심송을 만, . 

나고 나서는 학습에 만족하게 되었다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는 상태. 

에 있는 학습자라 할지라도 학습자가 있는 위치에서 배우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고 학. 

습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다가갈 수 있어야함을 드러내어 주는 것이다.  

표심송의 이야기 3. 

이 절을 구성하고 있는 표심송의 생애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저   ‘

항 찾기 노력이라는 단어들을 발견하였다’, ‘ ’, ‘ ’ . 여기서는 부모의 반대 

로 늦게 노래를 시작한 표심송이 남보다 더 낮은 지점에서 노력하며 얻

은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표심송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 가정에

서 시작된다.

저항 반대를 심하게 하시고1) : “ ”

표심송은 어릴 적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년대 언   . 1980

론이 통폐합 되던 시기에 방송사의 사장을 지냈다 잘 사는 가정에 자M . 

식이라고는 늦둥이 외아들인 표심송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어렸. 

을 때 돈 걱정 한번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다 어머니. 

는 피아니스트였다 그래서 집에는 온갖 종류의 클래식 음반들이 있었. 

다 음악은 항상 흘렀다 표심송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온갖 음악들. . 

을 들으며 자랐다.

외국에서 하는 방송들을 통해서도 음악을 많이 접했다 그중에서    . 

에서 나오는 아메리칸 탑 포티 라는 방송을 좋AFKN (American Top Fo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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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했다 빌보드 차트. (Billboard Chart)33)에서 위권 안의 인기 있는 40

음악들을 선별해서 들려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윈튼 마샬리스 밴드. 

(Wynton Marsalis Band)34)의 기악음악이나 팝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나왔다 그런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을 때면 신이 났다 언젠가는 . . ‘

저런 음악을 꼭 해보고 싶다 는 생각이 들었다’ .

그 무렵에 라는 것이 나왔다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었지만 좋아하   CD . 

는 음악이 들어있는 는 꼭 사서 모았다 그런 일은 표심송이 제일 좋CD . 

아하는 일 중의 하나였다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표심송. 

의 꿈과는 완전 딴판이었다.

표심송 어머니가 음악을 못하게 하려고 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게 : . 

꿈이었어 어머니가 방문을 항상 잠가 놓으셨거든 피아노를 . . 

못 치게 하려고. 

집에는 피아노만 두는 방이 따로 있었고 그 방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그러나 방 안의 피아노를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었다 어린 나. . 

이에 어머니를 상대로 저항할 수도 없었다 절망 을 했다 어린 표심송. “ ” . 

은 왜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중학생이 되었다 사춘기가 왔다 좋아하는 음악이 생기면 더 적극적   . . 

으로 찾아 듣고 방송도 보았다 일본 방송에는 다양한 음악방송을 했. NHK

다 화려한 스윙음악이 간들어지게 흘러나오기도 했다 음악을 들으며 . . 

노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차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 

33) 빌보드 챠트 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인기 음악잡지이다 ‘ (Billboard Chart)’ . 

이 잡지에서는 매주마다 앨범과 가수의 순위를 합산해서 발표한다 이 순. 

위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주목한다.

34) 는 어려서부터 트럼펫 연주로 유명한 미국 연주자이다 ‘Wynton Marsalis’ . 

많은 연주자들이 그랬듯 윈튼 마샬리스도 자신의 이름으로 밴드를 구성해

서 연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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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졌다 정말이지 저런 걸 꼭 해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도저히 . “ ” . 

참을 수 없었을 때 음악을 하고 싶다고 다시 부모에게 말해 보았다 소, . 

용이 없었다 더 심하게 반대했다 설득도 간청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 . . 

는 동안 시간은 지나가고 있었다. 

표심송은 자신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음악을    . 

하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교 음악수업에서도 . 

교사가 그런 마음을 발견해 주길 원했다 그러나 음악 교사 앞에서 그런 . 

바람들을 나타낼 수는 없었다 오히려 학생의 재능은 무시 되거나 분. ‘ ’ ‘

노 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

한번은 음악 과목의 시험을 학생이 가창으로 시험 칠 곡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한 친구가 동요를 선택해서 노래를 불렀. 

다 그 학생은 기타를 치면서 동요를 부르다가 갑자기 동요의 코드진행. 

에 맞는 가요의 부분을 즉흥적으로 짜깁기하여 부르는 것이었다 저것은 . 

대단한 재능이라고 생각했다 반 친구들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박수도 . 

많이 쳐주었다 그런데 성악을 전공한 음악 교사는 오히려 반감 을 가. “ ”
지고 그 학생에게 화를 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점수를 제일 낮게 주는 . 

것을 보았다 저런 거를 잘 모르네 왜 그런 거를 싫어하실까 생각했. ‘ . ’ 

다 음악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 ” 

이 없었다 가창수업을 하면 가사나 계명을 외워서 끝까지 부르는가 그. 

렇지 않은가로 점수를 주었다. 

고등학생이 되었다 다시 음악을 하고 싶다고 부모에게 말을 해 보았   . 

다 여전히 부모는 완강히 반대했다 그러나 도저히 하고 싶은 욕구를 . . 

누를 수가 없었다 어릴 때는 아무 저항을 할 수 없었지만 계속 이런 상. 

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다. . 

표심송 어머니가 절대로 안 된다고 안 시켜준다고 해서 머리를 쓴 게 : 

고등학교 학년이 되면 진학상담이라는 거를 하잖아 학년 3 . 2

때부터 올라가면서 나는 내신이나 수능성적 같은 거를 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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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게 해서 예체능 쪽으로 돌리도록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바

꿔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때는 내 인생의 목표가 내.’ . ‘
신 등급15 ’35)이었다구.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학교 성적은 꽤 좋았다 사실 표심송의 가족을    . 

비롯한 일가친척들은 공부도 잘했다 모두 명문대학교를 나왔다 사회에. . 

서도 좋은 직장에서 높은 직급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엘리트였다. . 

부모는 표심송이 자기들이 해왔던 것처럼 공부를 잘하길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표심송은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것은 음악이었. 

다 그래서 정반대의 계획을 세웠다 부모의 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성. . 

적을 등급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계획을 세운 후 학교에서 시험을 15 . 

치면 할 수 있는 한 문제를 많이 틀리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계획을 실. 

천에 옮기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등급을 하겠다는 목표가 그. 15

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등급 맞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등급. 1 , 15

을 맞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학년 때는 등급을 맞았는데 학년 . 1 13 2

때는 오히려 등급으로 올랐다 표심송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마다 12 . 

자신의 등급이 계속 오를까 봐 걱정이 되었다.

학년이 되고 진학상담이 시작되었다 담임 교사는 표심송의 성적으   3 . 

로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체능을 하. “

면 이라는 말을 꺼냈다 예체능 계열을 선택하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 . 

에 시험을 봐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부모는 어쩔 수 없이 . 

담임 교사의 말에 동의하고 표심송이 음악을 할 수 있게 허락했다 방법. 

이 통한 것이다 이제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피아노를 하려. . 

니 시기를 놓쳐버렸다. 

표심송 그래서 나는 노래를 하고 싶다 한국예대: . 36)같은 데 가고 싶

35) 표심송이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에는 학교 내신 성적을 제일 높은 등 1

급과 제일 낮은 등급의 단계로 나누고 있었다15 .

36) 한국예대 는 한국예술대학교 의 줄임말이다 당시에 클래식이 아닌 다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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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랬는데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하시고 음악을 하려면 . 

클래식을 해야 된다 그러셔서 성악을 노래하는 것도 좋. ... 

아했거든 어렸을 때 그래서 성악을 하겠다고 그랬어 그래. . 

서 세계대학교37)를 들어가게 됐고 그랬죠.

노래도 좋아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노래를 선택하고 나   . 

서도 문제가 생겼다 표심송은 어릴 적부터 접했던 방송이나 음악들  . CD

노래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음악을 하려면 클래식 그것도 성. , 

악 아니면 절대 시켜줄 수 없다고 했다 설득도 해봤지만 부모의 강한 . 

반대를 이길 수는 없었다 음악 하는 것을 부모가 허락해 준 것만도 천. 

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노래이니 성악 공부도 필요하겠다고 생각. 

했다. 

찾기 한번 찾아보자2) : “ ”

진학상담을 하고 나서야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니 예술   

계통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사이에서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었다. 

표심송은 그만큼 자기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노래 를 . ‘ ’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한다고 하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 , 

할지 몰랐다 그러다 보니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을 선택하는 것도 모두 .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어머니는 신성대라는 사. 

람을 선생으로 소개해 주었다 난생 처음 노래 수업을 배우게 되는 것이. 

었다 그토록 기대하던 순간이었다 그런데 레슨이 거듭되면서 표심송은 . . 

신성대가 자신과 안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원래 신성대는 바리톤을 전공한 성악가였다 노래를 배울 때 노래를    . 

불러주고 그것을 따라하며 익히는 것이 일상적인 방식인데 그것 자체가 

음악 장르를 가르치는 유일한 학교 지금의 실용음악학교 였다( ) .

37) 세계대학교 는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대학교이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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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다 선생이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음역이 너무 낮게 들리고 따라. 

하면 높은 소리로 나왔다 게다가 신성대는 소리를 되게 눌러서 내고 . “ ” 

있었다 그래도 처음 배우는 노래이니 열심히 배우고 따라 했다 그런데 . . 

목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다 으레 그런 것이려니 생각하고 계속 연습. 

을 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입시가 다가왔다 그런데 노래를 하니 . . 

목에서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것이었다 도저히 노래를 할 수가 없었다. . 

결국 그해 입시를 떨어지고 말았다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성대. 

결절에 걸렸다고 했다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수술을 하고나서는 . . 

한동안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표심송은 어머니에게 신성대와 수업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말했다   . 

그랬더니 이번에는 명인대학교의 학장인 이명성 교수를 소개해 주었다.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의 대학교 선배였다 다시 새로운 사람과 레슨이 . 

시작되었다 그런데 몇 개월 수업을 받아 보니 이명성도 자기와 안 맞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수가 먼저 테너한테 배우는 게 낫겠다 고 말했. “ ”

다 이명성 교수는 명인대학교에서 테너를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함께 가. 

르치는 선생으로 붙여주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재수를 하여 세계대학. 

교에 성악전공으로 입학했다 이제야 음악을 제대로 해보는가 싶었다. . 

그런데 학기가 지나자마자 부모는 등록금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적인 지1

원을 끊어버렸다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제 막 대학생이 . . 

되었는데 노래 공부를 하려면 돈을 버는 일도 해야 할 판이 되었다. 

학교에서의 배움도 순탄치 않았다 전공 실기 수업에 강사로 박미송   . 

이라는 강사가 배정되었다 첫 수업을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 . 

나지 않아 이 강사와도 맞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미송도 역시 . 

바리톤이 낼 수 있는 음역으로 가르쳤다 불러 주는 노래를 따라 하기가 . 

힘들었다. 

표심송 응 그래서 아닌 것 같더라구 그래서 수업을 따로 받아야겠: . . 

구나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내가 공감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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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가 좋은 선생님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지’ .

학교에서 배치해 주는 강사와 수업을 받다가는 노래를 제대로 배우기   

는커녕 재수할 때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 겪을 것 같았다 표심송은 가르. 

침을 받을 선생을 직접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대학교에 입학한 그해 . 

년부터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독창회라는 독창회는 모두 1997

찾아다니며 그들의 노래와 소리를 유심히 들어보았다. 

독창회들을 돌아다니다 보니 소리를 내는 것도 사람마다 많이 다르다   

는 것이 눈에 보였다 모두 드라마틱하게 노래하기 위해 힘을 써서 소. “ ” 

리를 크게 내거나 밀거나 눌러서 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게 “ ”, “ ” .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소리가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렇게 해야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 

그렇게 눌러서 내는 방식의 소리가 자신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 ” 

이전에 했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뭔가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을 . 

찾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표심송은 테너가 노래하는 독창회를 집중적. 

으로 찾아다녔다 그러다 한 사람의 독창회를 보게 되었다. .

표심송 그런데 강두성 선생님은 소리를 어떻게 내는가 하면 에너지: 

는 많이 드는데 소리를 힘을 하나도 별로 안 들이고 효율적, 

으로 내는 거야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마다 소리가 바뀌는 . 

게 보여 소리가 움직인다, ( ) .

강두성이라는 테너가 하는 독창회였다 강두성은 당시에 유행하는 경   . 

향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다 강두성은 다른 테너들과 다르게 소리를 매. 

우 밀도 있게 모아서 냈다 소리를 내는 데도 매우 자연스러웠다 음표. . 

에 장식된 복잡한 음들을 표현할 때도 음정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들렸

다 높은 음들을 낼 때 몸의 에너지를 모아서 내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는 . 

아주 가볍게 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테너는 지금껏 . 

본 적이 없었다 찾아보니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을 레지에로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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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leggiero tenor)38)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두성은 레지. 

에로 테너였던 것이다 목소리도 가늘고 비쩍 마른 체격을 가지고 있는 . 

표심송은 강두성과 같이 노래하는 방식이 자신과 가장 잘 맞겠다 고 생‘ ’

각했다 독창회를 다 본 후 저 사람한테 안 배우면 내가 죽겠다 는 생. “ ”

각이 들었다. 

독창회를 기획한 기획사에서 강두성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때마침 성   . 

악을 전공한 덕분에 연예기획사에서 보컬트레이너39)로 일할 수 있는 기

회를 얻어 수업료를 마련하며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여건도 생겼다 다행. 

이었다 표심송은 직접 찾아가 이런 이유로 레슨을 받고 싶다고 했다. . 

강두성은 자기의 노래를 알아 봐주는 것을 좋아하면서 흔쾌히 레슨을 받

으러 오라고 하였다 새로운 배움이 시작되었다. . 

표심송은 실제 노래 공부는 강두성과 하고 학교 전공 실기 강사와 수   

업은 농담이나 하면서 좋은 관계만 유지했다 그렇게 강두성과 년 가까. 5

이 함께 공부하면서 소리에 대한 기초를 정립하게 되었다 표심송은 강. 

두성에게 배우면서 깨우치게 된 내용들을 자신이 트레이너로 일하는 기

획사에서 연습생들에게 적용해 보기도 했다 보컬 연습생들을 가르치는 . 

일을 하면서 성악과 보컬이 소리를 내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하지만 보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성악적인 발성이 어느 . 

정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느덧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었다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해왔지만    . 

이제는 그동안 접어두었던 보컬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다 어차피 . 

부모의 지원 없이 혼자 졸업한 대학이었다 그런데 보컬을 배우기 위해. 

서는 다시 새로운 선생을 찾아야 했다.

38) 는 가볍게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레지에로 테너 ‘leggiero’ ‘ ’ . ‘ (leggiero 

는 소리를 가볍게 낼 수 있는 테너를 말한다tenor)’ ‘ ’ . 

39) 연예기획사에서는 보컬트레이너를 고용하여 가수 지망생에게 노래하는 방

법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다 표심송은 보컬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적지 . , 

않는 돈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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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송 이제는 보컬을 좀 배워봐야겠다 해서 혜나: 40) 선생님을 찾아 

갔어 그런데 그 선생님은 나랑 성향이 되게 안 맞았어 지. . 

금은 많이 바뀌셨어 그때만 해도 레슨하시면서 담배 피시고 . 

그랬거든 학구적이시긴 하지만 나랑 스타일이 좀 달랐어. . 

그리고 내가 담배 냄새를 진짜 싫어하거든 그래서 내가 한 . 

달 반 가다가 그만 갈게요 하고 안 갔거든 그때 무슨 일“ ” . 

이 있었냐 하면 내가 일 년 정도 휴학을 했었는데 버클리에 

썸머 스쿨에 가게 됐었어 가서 밥 스톨로프. 41) 강좌도 듣고 , 

그런데 역시 나한테 큰 영감을 주지 못했어 왜냐하면 밥스. 

톨로프책42)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콜 ‘
앤 리스펀스’43)만 하더라구 수업에서 물론 그 사람이 잘 하, 

는 것은 있지만 응 그렇구나 역시 예상한대로구나 그. ‘ , ... ’ 
랬는데 거기서 나한테 영감을 준 사람이 레이첼 포렐44)이라

고 있어.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찾아간 보컬리스트 혜나와 레슨을 시작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못했는데 그만두었다 얼마 후 미국의 버클리 음악학교에. 

서 주최하는 보컬 마스터 클래스45)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좋은 공부가 . 

40) 혜나 는 당시에 유명했던 국내 보컬리스트였다‘ ’ . 
41) 는 미국 보스톤에 있는 버클리 음악학교‘Bob Stoloff’ (Berklee School of 

에서 보컬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이다Music) . 

42) 밥 스톨로프는 노래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보컬리스트가 갖추어야 할  

소리나 기교 그리고 솔로에 관하여 연마해야 하는 것들을 모아서 책을 썼, 

다.

43) 콜 앤 리스펀스 는 우리나라의 민요에도 나오는 보컬  ‘ (call and response)’
기교의 하나로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다른 사람 혹은 그룹 이 받아서 하( )

는 형식이다. 

44) 레이첼 포렐 은  팝 가스펠을 넘어서 클래식적인 음 ‘ (R. Ferrell)’ R & B, , 

악까지도 넘나들며 구사하는 가창력을 가진 미국 보컬리스트이다. 

45) 마스터 클래스 는 유명한 음악가나 예술가를 초청하여 이루 ‘ (master class)’
어지는 특별한 수업의 방식이다 학생의 지원으로 수강이 구성되며 한시적. 

으로 열리는 특징이 있다 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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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기서 레이첼 포렐이라는 보컬리스트를 . 

만났다 그에게서 입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리를 어떻게 운용하는. 

지에 관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레이. 

첼 포렐이 마스터 클래스를 받는 수강생들 앞에서 평소에 자신이 연습하

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표심송은 그것을 보면서 보컬리스트마다 . 

연습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표심송은 이 수업을 계기. 

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연. 

습할 때 자신만의 연습 방식인 루틴“ ”46)을 만들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좀 더 깊이 있게 노래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 

간절하게 들었다 때마침 피아노를 공부하던 친구가 함께 프랑스로 유학. 

을 가자고 제안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 보컬트레이너로 일하면서 모아 . 

둔 돈을 모두 털어 프랑스에 있는 보컬학교에 시험을 보았고 입학을 하

게 되었다 그런데 입학해서 만난 선생들의 보컬수업은 표심송이 기대했. 

던 것과는 달랐다. 

표심송 학교에서는 뭐 그냥 그랬어 나는 사실 내가 원하는 사람: ... . 

한테 찾아가는 스타일이야 물론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도 했지만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적, 

어서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요렇게 주문하는 성향이 강해“ ” 
서 우선 내가 필요한 게 해결을 봐야지 다음 거를 할 수 있

는 성격이래서 내가 쫓아가는 사람한테 움직이는 스타일이

야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드는 스타일이야 그게 좋은 것도 . . 

있지만 이런 점도 있더라구, . 

그렇다고 학교에서 보컬 수업이 배울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   . 

만 수업에 들어가면 무료 했다 보컬 선생들은 노래에서 사람들을 집중“ ” .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진다.

46) 은 어떠한 일을 하는 순서나 방법 또는 매일 하는 습관을 말한다 ‘routine’ . 

표심송이 말하는 루틴의 의미는 연습의 방법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일을 매

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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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힘도 약했다 무언가 다른 배움을 찾아야 했다 던지는 질문에 . . 

유익한 답을 주지도 않았다 유학을 와서 학교에 있던 표심송은 시선을 .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주변의 카페에서 하는 작은 공연이나 외. 

부에서 하는 노래를 보러 다녔다 어느새 시간을 내어 크고 작은 클럽에. 

서 하는 보컬리스트의 공연을 보러 다니는 것은 표심송의 일상이자 중요

한 공부가 되었다 공연들을 보면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보컬리. 

스트가 있으면 바로 찾아갔다 알고 싶은 것이 생기면 찾아가서 가르쳐. 

달라고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은 알고 있는 것과 더하“ ” . 

는 작업을 하면서 자기 것 으로 만들었다‘ ’ .

표심송의 궁금함은 멈추지 않았다 노래 잘 한다는 말만을 듣고 찾아   . 

가서 배워보기도 했다 미셸 핸드릭스. (Michele Hendrix)47)라는 유명한 

보컬리스트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찾아가서 배우기를 청했다 그런데 . . 

이 사람의 수업은 자신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모, 

아 놓고 수업을 했다 게다가 레슨비는 너무 비쌌고 가르치는 것 중에는 . 

이미 아는 내용도 섞어서 하고 있었다 별로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 

들었다 몇 번 가다가 그만두었다 그러고 나서는 새로운 노래 스타일에 . . 

관심이 생겼다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한 사람이 두 개의 소리를 동시에 . 

내면서 부르는 바스크 노래(Basque song)48)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찾

아가서 배워보기도 하였다. 

어느 날 사라 로저스   49)라는 보컬리스트의 공연을 보고 매료되어 찾

아갔다 그때 표심송은 어느 정도 자기만의 연습 방식을 만들고 그것을 . 

47) 는 미국의 유명한 락 보컬리스트이자 기타리스트인 지미  ‘Michele Hendrix’ ‘
헨드릭스 의 딸이다 그녀도 역시 유명한 보컬리스트이다(Jimi Hendrix) . . 

48) ‘Basque song 은 스페인의 자치 지방의 지명 로 이 지방 특유의 노’ ‘Basque’
래 스타일을 말한다.  

49) 는 보컬리스트이면서 트럼펫 연주자이기도 하다 그는 대학에 ‘Sara Rogers’ . 

서 교수로 있으면서 클래식과 재즈 소울 펑크 등의 장르를 가르치고 있,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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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그동안 연습하고 있던 것들을 레슨에서 보여. 

주었을 때 사라 로저스는 그 방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 

게 하면 어떨까 표심송과 토론을 하기도 했다 또한 표심송이 만든 방식. 

을 다른 수업에서 응용해서 사용해 보기도 했다 그 선생은 그렇게 해보. 

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거나 좋은 점을 다시 이야기해 주었다 이런 방법. 

은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곧 바로 자신의 학습에 반영하였다, .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인간의 목소리로는 도저히 낼 수 없다고 생각   

되는 음역을 놀라운 테크닉으로 노래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 사람. 

의 이름은 메데리 꼴리뇽(Médéric Collignon)50)이었다. 

표심송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 숙원 사업 중의 하나가 휘슬보이스: . 51)

를 내는 거였어 그 사람이 휘슬보이스를 기가 막히게 내. ( ) 

는 남자가수야.  

유학 생활을 하면서 표심송이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는 휘슬보이스로    

노래하는 것이 있었다 휘슬보이스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낼 수 있는 음. 

역대를 넘어서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리가 마치 호루라기와 비슷하, 

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메데리 꼴리뇽은 바로 그것을 노래에 자유. 

자재로 섞어서 낼 수 있는 보컬리스트였다 표심송은 공연을 본 이후 당. 

장 그를 찾아가 레슨을 받았다 그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소리 내기와 . 

계명창 그리고 다양한 음악적인 경험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휘슬보, 

50) 은 프랑스에서 트럼펫 연주도 겸하며 노래도 하고 있는  ‘Médéric Collignon’
유명한 보컬리스트이다.  

51) 휘슬 보이스 는 휘슬 레지스터 로 불리 ‘ (whistle voice) ’ ‘ (whistle register)’
기도 하는데 인간이 일반적으로 낼 수 있는 음역대를 넘어 나는 소리가 마

치 휘슬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보통 옥타브의 레샾‘ ’ . 4 (D#)

을 넘어가면 이 음역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 소리를 사용하면 노래도 가능. 

하지만 다른 소리 이를 테면 새소리나 호루라기 등을 내는 것이 가능하게 , 

된다 여성 보컬리스트 머라이어 캐리 는 이 분야에서 독. ‘ (Mariah Carey)’
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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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년의 유학생활 중에 년 반. 5 3

을 그와 함께 공부했다 이렇게 표심송이 배워 온 학습과정은 잘 하는 .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노래의 스타일에 끌리어 배우고 싶다는 욕구를 가

지고 찾아가 교수 학습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

선생들을 찾아다니며 배우면서 노래 잘 하는 보컬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표심송의 노래를 듣. 

고 좋은 점과 보완해야 할 점들을 찾아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항. 

상 멈춰 있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음악을 대하는 자세“ ” . 

를 보는 것만으로도 귀감이 되었다 표심송은 보컬 선생들에게 노래만을 .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래하는 학습의 자세도 함께 배운 것이다. 

노력 그들보다 더 못한 지점에서3) : “ ”

안 되는 것을 연습을 거듭해서 될 때까지 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참으로 고되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표심송은 연습하는 것. 

이 참으로 재미있다고 말한다 어떨 때는 연습 과정의 즐거움을 마약에 . 

비유하여 말하기도 했다 그만큼 연습하는 것을 좋아하고 연습을 할 수 .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음정이나 프레이즈들을 연습할 때 그. 

것들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즐겁다는 것이다 입 안을 여는 정도. 

와 호흡 그에 따라 달라지는 횡경막의 움직임에 적응하는 일은 표심송, 

에게 언제나 가장 흥미로운 시간이다 표심송은 노래할 때나 연습할 때. 

나 가진 힘을 다 쏟아 붓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노래를 부를 , . 

때도 그러한 모습이 배여서 나타났다. 

표심송 응 언제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한참 생각한다 그렇: . . ( .) 

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나는 노래 부르는 스. ... 

타일이 약간 익스트림이야 음역도 남들보다 안 쓰는 음역까. 

지 다 써야 되고 남들보다 더 뭔가를 해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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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 

 

표심송은 연습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 비해 습득을 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느리게 습득되는 것이 ‘ ’ . 

재미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습득되는 과정이 쉽게 금‘ ’ . , 

방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재미를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 

금껏 보았던 보컬리스트들은 표심송의 상태로는 따라 잡기 어려운 수준

이었다 그러나 표심송은 자신의 눈으로 그들의 노래를 직접 보았고 열. 

심히 연습하는 노력의 여하에 따라 그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

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 할 수는 없더라도 열심히 노력하여 언젠. 

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습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

워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표심송은 연습을 하지 않을 때라. 

도 연습하는 것에 대하여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고의 과정 속“ ” . 

에 있는 것이 즐거웠다 하지만 표심송이 처음부터 연습하는 것을 재미. 

있어했던 것은 아니었다. 

노래를 한참 배우던 대학생부터 유학을 가서까지도 표심송은 노래를    

늦게 시작한 상황에서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들었다. 

남들보다 앞서있는 실력을 갖추려면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했다 그러나 . 

표심송이 처한 상황은 보컬공부에만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지 못하게 

했다 노래를 전공으로 선택하기 전까지는 어느 집 가정의 자녀보다도 . 

풍요롭게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부모가 경제적인 지원을 . 

끊어 버린 후 사정은 바뀌었다 모든 것은 현실로 다가왔다 학비와 용. . 

돈도 가족들과의 관계도 남는 시간을 쪼개어 연습하는 것도 모두 혼자 , ,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남들이 연습 할 때 연습을 더 열심히 해도 모자. , 

랄 판에 돈까지 벌러 다녀야 했다 그래서 몸은 항상 피곤에 쩔어 있. “ ” 

었다 매일매일 연습은 반복했지만 더디게 향상되었다 뒤쳐져 있다는 . . 

압박감은 지쳐 있는 표심송을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보컬 선생들과 배움을 단절하지 않았다 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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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을 받으면서 자신이 보컬리스트로서 노래하는 데 참으로 부족한 사람

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강두성에게 레슨을 받았을 때는 발성을 . 

하기 전에 소리만 내는 성대 접지 연습을 개월 동안이나 한 적도 있었6

다 메데리 꼴리뇽과는 년 반을 계명창만 해도 잘 안 되었다 그러면서 . 3 . 

자신이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표심송 사실은 내가 불운인데 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타고난 : 

보컬리스트가 아냐 내가 머리나 귀 쪽으로는 나쁘지 않은 . 

보컬리스트인데 피지컬 쪽으로는 되게 안 좋은 보컬리스트거

든 굉장히 개발을 한 거지 타고난 보컬리스트가 아냐 성량. . 

이 좋은 보컬리스트는 목이 짧고 두꺼워 그리고 가슴팍도 . 

크다고. 

어렸을 때는 선천적인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그것   

은 자신만의 생각이었다 남들보다 뛰어난 감성 이나 감각 을 가지지. “ ” “ ”

도 못했다 오히려 신체적인 단점만 가득했다 성대는 너무 얇고 키는 . . 

작았다 게다가 몸무게는 겨우 킬로그램을 넘었다 보컬리스트로서 좋. 60 . 

은 소리를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몸을 소유하고 있었다 남들은 열 . “

번 하는 것 을 사오십 번을 해야 겨우 습득하는 것이었다 몇 배의 노” “ ” . 

력을 들이고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 해야 보컬리스트로서 인정받을 수 ‘ ’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남들보다 훨씬 많은 고생 을 하. ‘ ’

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표심송 응 사실은 학생들 가르치는 거는 다 내가 해 봤던 거야: . . 

연구자 안 해봤던 건: ?

표심송 안 해 봤던 건 없어요 다 해 봤어요: . . 

표심송은 자신을 단점 많은 사람으로 여겼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   . 

하였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찾아보고 다 해보았

다 어떤 연습 방법 하나를 배우면 유사한 것들을 모두 찾아보았다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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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것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은 

늘 하는 고민이 되었고 똑같은 방법이라도 여러 가지 교수법을 찾아보, 

게 되었다. 

표심송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금 나는 뭔가 : ... 

새로운 교수법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봐 유튜브에 굉장히 많. 

은 연습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그런데 지. 

금의 나는 예전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해봐서 적응이 되

게 빨라 그래서 난 아직도 유튜브 동영상 많이 보고 있어. .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건 쟤한테 쓰면 좋겠다 이렇게 참‘ ’ 
고를 하려고 연구를 하지 이게 연구라고 한다면 연구를 하. 

는 거지. 

   

노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와 습득이 느리다는 자신의 단점은    

장점으로 바뀌었다 오히려 더 많은 방법들을 찾아보며 노력하게 되었. , 

던 것이다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서 하다 보니 새로운 연. 

습 방법으로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전의 경험들과 연결되었다 적응속. 

도가 빨라진 것이다.

이렇게 안 해 본 것 없이 다 해보면서 고생 을 하다 보니 학습자   “ ” “ ”
들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가 안 되는지 그 지점을 정확하게 “ ” 

볼 수 있었다 일단 알게 된 연습 방법은 자신이 먼저 한 번 해보며 습. 

득했다 그다음 학생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안 되고 있는 지. 

점과 상태를 보고 그에 맞게 연습해야 할 것과 방법을 알려주었다 어떻. 

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지도 보였던 것이다.

표심송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가르치고 있던    

그 학생보다도 더 못한 지점 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이 노래“ ” . 

하는 데 생길만한 고충을 더 안 되는 위치에서 겪다 보니 안 되는 학생

들의 답답한 마음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동안 했던 고생이 지금 . 

가르치는 학생과 더 가까워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표심송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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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잘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노래하는 기술적인 부분과 동시에 

학습의 태도까지 배우게 되었다 성악 선생들과 보컬리스트들로부터 부. 

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고 좋은 점을 부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 

멈춰 있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공부하고 개발하려는 교수자들의 태도를 

학습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단점을 극복하면서 얻은 경험을 학습자를 . 

가르치는 교수 학습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심송은 노래- . 

를 남보다 훨씬 늦게 시작하였고 자신의 학습이 느리다는 절실하게 느꼈

다 안 되던 위치에서 시작한 자신의 배움은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 “ ” 

며 학습자가 안 되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고 교수 학습으로 -

이동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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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 교수 학습의 구조 이끎과 맞춤IV. - : 

장에서는 참여자들이 노래를 하게 된 배경과 노래가 삶의 중심이    III

되면서 참여자들이 겪은 사건들을 생애사적 흐름으로 살펴보았다 참여. 

자들은 노래를 좋아하는 것 에서 잘하고자 하는 것 으로 변화시켰다‘ ’ ‘ ’ . 

선생마다 다르게 가르치는 방식을 겪으며 기초가 바뀌거나 의사소통이 , 

안 되거나 배움이 맞지 않는 어려움도 겪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 . 

참여자들은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 더 깊이 보게 되었다.

장에서는 장에서 드러난 교수 학습의 측면들을 좀 더 자세히 들   IV III -

여다보려고 한다 그 안에서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타날 . 

것이다 이 장을 구성하고 있는 이끎 과 맞춤 은 보컬리스트가 되기 위. ‘ ’ ‘ ’
해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에서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 드러나는 구조이다 이끎 은 목적하는 곳으로 가도록 따라오게 하는 . ‘ ’

교수자의 가르침인 이끄는 교수 를 말한다 맞춤 은 배움이 필요로 하‘ ’ . ‘ ’

는 학습자와 배움을 주려는 교수자가 만나서 나아가는 학습의 흐름이다. 

그래서 맞추는 학습 이 된다 이끎 과 맞춤 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학습 ‘ ’ . ‘ ’ ‘ ’
작용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둘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는 설명이 안 된. 

다. 

제 절 이끄는 교수 에서는 교수자인 표심송이 보컬리스트로서 중요   1 ‘ ’

하게 여기는 것들이 학습자인 이미래와 조표현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드

러나는 현상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제 절 맞추는 학습 에서는 . 2 ‘ ’
표심송과 이미래와 조표현이 학습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진행 중인 학습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관계 속에 어떠한 교육적 인간상이 있는지도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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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는 교수1. 

 

이 절에서는 먼저 보컬리스트가 되려고 하는 참여자들의 학습에서 중   

요하게 나타나는 말하는 것처럼 내는 소리를 시작으로 보컬과 성악“ ” “

은 에서는 보컬과 성악의 다른 점 그리고 우리나라 보컬들은 에서는 ” , “ ”

가사를 발음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장에서 이미 살펴. III

보았듯이 교수자인 표심송은 남보다 훨씬 많은 고생을 하면서 얻은 경, 

험을 통해 소리 내는 방식을 터득했다 표심송의 경험적 지식은 학습자. 

인 이미래와 조표현의 학습을 이끌어가는 근원이 되고 있었다 교수자인 . 

표심송은 소리를 잘 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소리 내어 노래“ ” 

하라고 한다 표심송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노래하려면 보컬과 성악. “

은 소리를 내는 방식이 다르다 보컬과 성악을 비교해 봄으로써 서로 ” .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컬리스트가 되기 위해. 

서는 외국어로 된 노래를 그럴듯하게 해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 

국어인 영어로 노래할 때 표심송은 평소와는 다르게 발음할 필요가 있다

고 한다 노래를 할 때는 하나의 모음과 다른 발음을 함께 내어야 노. ‘ ’ 

래답게 들린다 그런데 학습자인 이미래와 조표현은 우리나라 보컬들. “ ”
처럼 소리를 낸다 제 절에서 살펴볼 세 개의 항은 노래를 잘 하기 위해 . 1

표심송이 터득한 것을 이미래와 조표현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나타난

다. 

소리 말하는 것처럼1) : “ ” 

신체의 일부나 기능을 변형한 것이 아닌 조화가 이루어진 악기를 통

해 나오는 음색은 아름다운 음색에 대한 예술적 기준을 가장 잘 충족

한다 인간의 신체는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가장 자유로운 상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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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가장 근접한다.(Ware, 1998/2010, p.17)  

 

에 나오는 보컬리스트들은 저마다 개성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노   TV

래한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서로 다른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 다른 . 

방식으로 소리에 빠져들 수도 있다 노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목. 

소리를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한 일이다 표심송은 목소리 중에서도 노. 

래를 잘 하는 타고난 목소리가 있다고 말한다 목소리의 음색이 노“ ” . 

래를 부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타고난 음색. 

을 어떻게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참여자들이 노래를 . 

가르치는 현장에서 표심송이 타고난 목소리가 아니라고 말하며 아쉬“ ” 

워하는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표심송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보컬보다 성악을 공부를 먼저 시작했   

다 이후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보컬리스트들을 찾아가 그들이 노래. 

하는 방식을 배웠다 노래를 늦게 시작한 것은 불운이었다 그러나 다. . 

양한 스타일을 가진 보컬리스트들과 공부하면서 표심송은 자신의 단점

이 무엇이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뼈져리게 느꼈다 성악을 공부하면. 

서 목소리가 고음쪽에 집중되어 저음이 잘 나지 않고 소리가 가늘다, 

는 단점의 상당 부분을 극복할 수 있었다 보컬리스트들과 공부하면서 . 

가진 소리를 장르에 따라 운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진행하는 코드에 . 

따라 음계를 사용하여 즉흥연주를 하는 방법도 배웠다 표심송은 노래. 

에 따라 자기 소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했다 많은 . 

장르의 보컬리스트들을 만나고 그들이 하는 노래의 방식을 함께 공부

하면서 표심송은 자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다 고생 을 하면. “ ”
서 경험적 지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과정은 . 

표심송으로 하여금 노래를 하는 사람이면서 노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알게 하는 교수자적 경험까지 얻게 했다 이렇게 쌓인 경험. 

적 지식은 참여자들이 노래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표심송과 조표현 이미래가 노래를 배우는 장면을 보면 오래된 팝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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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고 재즈곡을 하거나 보사노바 풍의 곡들을 잔잔하게 부르기도 , 

한다 아주 느린 발라드를 연습하거나 격하게 빠른 삼바 풍의 곡들 브. , 

라질리안 노래까지 넘나든다 심지어는 한국 대중가요들까지도 연습한. 

다 하고 싶은 노래를 자유롭게 골라서 한다는 점과 무대에 따라 반주자. 

를 직접 구성해서 노래한다는 점은 보컬리스트의 세계가 인기만을 쫓아 

상업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52)들과 노래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 장르를 가리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참여자들의 수업

에서는 자기 소리를 어떻게 잘 내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표심송의 경우도 목소리를    타고나지 못한 보컬리스트였기 때문에 그

들의 세계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몇 배 더 고생 을 하면“ ”
서 열심히 개발했다 이렇게 .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터득한  

것이 있다. 

표심송 그런데 조금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말하는 것 같이 될 : .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프 유 쿳 씨미 나유 이렇게 좀 떠서 . ~ 

하잖아. 

보컬리스트들과 노래 공부를 하면서 표심송이 깨우치게 된 것은 노래   

할 때 말하는 것 처럼 소리를 내는 것이다 말하는 것 같이 소리를 “ ” . “ ” 

낸다는 것은 그냥 사람과 사람이 편하게 일상에서 대화하듯이 노래하“ ” 

는 것을 말한다 말하듯이 소리를 내면 입 모양을 너무 과장하여 벌리지 . 

않는다 평상시에 말하는 것처럼 입을 적당히 벌려서 울림이 좋은 . “ ” “ ”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 하는 상태를 자세히 보면 입을 많. 

이 벌리지 않는다 입을 많이 벌리지 않은 상태에서 울림이 좋은 소리를 . 

낸다는 것은 말이 쉽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표심송은 말하는 것. “

처럼 노래할 수 있으면 노래 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입 안에 만들어진 공간을 이용해서 호흡을 밖으로 보내면 모여 있는    

52) 보컬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서론 의 각주 를 참고 p.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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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낼 수 있다. 

이미래 소리 낸다 아: ( .) ~.

표심송 한참 듣고 있다가 지금 소리 되게 좋아요 모여 있어: ( ) . .

이미래 아: ~.

표심송 듣고 있다: ( .)

이미래 아: ~.

표심송 자 이제 내가 피아노 요고를 하나만 근음 쳐줄게요: ( ) ( ) .  

이미래 아: ~.

표심송 그래 근데 들어간 걸 확인 해야지 아 이거랑 아 이거: . . ‘ ~’ ‘ ~’ 
랑 다르다구 아 아 길게 소리를 지속시킨다 다르지 여. ~ ~ ( ) ? 

기까지 확인해야 돼 아 길게 울림이 지속된 후 손가락으. ‘ ~’ (
로 입 안에 원을 그리며 여기가 음정을 잘 만들어 주는 공) 

명점이야 요고를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야 된다구 알겠어. ?

참여자들이 소리 연습을 할 때 표심송은 소리가 모여 있어야 한다   , “ ” 
는 말을 자주한다 이 말은 내고자 하는 소리의 에너지 가 한 곳으로 . “ ”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심송은 모인 소리를 좀 더 밀도 가 있는 소리 쫙 모인 소리 배   “ ” “ ” , “

음 이 있는 소리 위 쪽에 떠 있는 소리들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미래” , “ ” . 

는 입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래턱을 열어 공간을 확보한 후 변하지 않고 

안정된 소리를 내려고 한다 표심송은 어떤 소리를 내더라도 말하는 범. ‘

위 를 넘어서면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 

모여 있는 소리를 내려면 소리가 잘 울리도록 입 안에 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처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노래할 때 사람은 계속 . 

말을 한다 말을 하는 상태에서는 입 안의 모양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 

설명은 쉽게 들려도 막상 해보면 잘 되지 않는다 아래의 사진 은 표. < 3>

심송이 자신을 가르친 선생들과 공부하면서 정립하게 된 소리 내는 방식

을 그려서 노트에 정리하여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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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리로 노래한다는 것은 노래 잘 한다는 것이고 노래를 잘 한   , 

다는 것은 자기 소리를 잘 사용한다는 것이다 표심송이 입 모양을 적당. 

히 벌려서 소리를 내라고 하는 것은 입이 편안하게 열린 상태에서 소“ ” 

리 내어 보라는 것이다 이미래와 조표현이 이전에 접했던 노래부르기는 . 

시험을 치기 위해 한 곡만 죽어라 부르거나 안 맞는 것 을 배워야 했, “ ”

다 그런 학습에서는 소리를 내는 방식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데 표심. . 

송은 말하는 것 과 같이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방식을 찾아보게 하고 “ ”

있었다 나는 이 과정이 좋은 소리를 찾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이. 

라고 보았다. 

이미래 네: .

표심송 그러면 그 다음에 라라라라 소리를 한참 동안 끌다가 지: ~. ( ) 

금 내가 하면서 소리가 윙윙 하는 게 들리지 그게 음정을 ‘ ’ ? 

되게 정확하게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야 이걸 천천히 할 때. 

부터 관찰을 하면서 넘어가야 된다고 그 소리가 안 나면 다. 

사진 표심송이 적어 놓은 소리의 울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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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야 돼요 피아노 들려준다. ( .)

이미래 천천히 음정을 들으며 시도한다 라 라 라 라 라: ( .) ~ ~ ~ ~ ~.

표심송 그래 아까보다 좋아졌어 음정을 들려준다: . . ( .)

이미래 라라라라라: ~.

표심송은 라라라라 의 한 음들을 충분히 소리 낸 다음 그 소리들을    “ ~”

윙윙 이라고 한다 윙윙 은 소리가 울리고 있는 상태의 표현이다 떨“ ” . “ ” . 

림은 소리가 공간에서 진동으로 바뀌어 오는 근본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표심송이 소리를 내고 있을 때 나는 작업실 (Joseph, 2003). , 

공간 전체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참여자들이 내는 소리의 진동을 . 

눈으로 보고 싶어서 현장에서 파동의 형태를 눈으로 보고 기록해 보았

다.53) 그런데 표심송이 소리를 낼 때 윙윙 의 파동은 일정했던 반면 “ ” , 

이미래의 파형은 요동칠 때가 많았다. 

음고를 파악하는 활동은 노래하기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학습이   

다 이런 학습에서 음악 교사는 피아노의 음정을 들려주고 학생이 기억. 

해서 내는 음정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고선미( , 

여기서 음정을 파악하는 방식은 음계가 배치된 상태인 위 아래2012). ‘ ’

의 관계 중에 맞는 것을 찾는 것으로 이동한다 이미래도 그러한 방식으. 

로 음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미래는 피아노의 음정을 듣고 다시 낼 때에는 실제 음정보다 낮거   

나 높게 내기도 했다 소리를 내다가 음정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 

음 하고 음정을 맞추면서 아래로 위로 올라가요 하고 물었다 이“ ~” “ ? ?” . 

런 상황은 저음에서 고음으로 고음에서 저음으로 상행과 하행을 반복, , 

하면서 여러 음계54)를 연습할 때 나타났다 음정은 위와 아래로 보이는 . 

53) 내가 가진 스마트폰에는 파동을 감지하여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다 녹음하 . 

는 중에 나는 이 기능을 이용하여 참여자들이 내는 소리의 파동을 관찰하

기도 했다. 

54) 참여자들이 연습하는 음계는 다양하다 그것을 나열하자면 온음계부터 반 . , 

음음계 그것들이 다르게 구성되는 장조와 단조 그 다음 특정 음악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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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위치지어 있지만 소리로 낼 때는 음정이 울리는 진동의 일정함, 

과 그 일정함이 파악되는 시점을 알아야 모인 소리를 낼 수 있다 모인 . 

소리는 방법을 기술한 책을 읽거나 간단한 요령을 익히는 것에 의해 습

득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소리가 시간과 공간의 연속적인 선상에서 , 

드러나는 성질을 이해할 때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표심송은 그러한  

음고 파악의 방식을 윙윙 이라는 소리가 진동하는 형태로 표현하여 가“ ”

르치고 있었다.

표심송은 음정의 파악을 소리가 나가는 방향으로도 말하고 있었다   . 

표심송 근데 봐봐 이 쪽 음역대에서는 이게 근음이에요 이렇게 물: , ? 

었는데 어 이렇게 된다구 소리의 방향이 다르게 된다구~ . . 

얼굴을 살짝 돌린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 얼굴( .) ~, (

을 돌린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 방향을 조금 바꾼) ~ (

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 얼굴을 돌린다 내가 ) ~, ( .)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 이게 근음이에요 얼굴을 돌린~, ? (

다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 무슨 소린지 알겠지.) ~ , ?

소리의 방향을 바꿀 때마다 진동이 다르게 들렸다 진동이 달라진다   . 

는 것은 내고 있는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표심송은 . 

소리를 낼 때 말하는 방향을 생각하면서 내야 한다고 말한다 같은 하“ ” . 

나의 소리라도 어디에 위치하여 내고 있는가에 따라 들리고 있는 소리는 

이전에 들리던 소리와 다르게 들릴 수 있다 전상직 거리와 방향( , 2014). 

에 대한 고려 없이 소리를 내면 피아노에 맞는 음정을 내도 틀린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방향에서 진동을 일정하게 . 

내려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이미래와 조표현이 소리를 낼 때 음의 진동이 고르지 않는    

상황을 보면 표심송은 어김없이 혀를 눌르지 말고 혹은 혀 모양이 나“ ” “

쓰는 블루스 음계 오음 음계 반음계 재(blues) , (pentatonic) , (chromatic), 

즈 에서 사용하는 음계 선법 음계를 넘나든다(jazz) , (m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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쁜 게 입 안의 공간이 작아 라는 말을 했다 소리의 다름은 진동과 ”, “ ( ) ” . 

방향 때문에 영향을 받지만 소리를 내는 사람의 입 속 공간 혀가 자리, 

하고 있는 위치가 달라져도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의 입장. 

에서 보면 노래할 때 혀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입을 얼마나 열어야 , 

모인 소리에 가깝게 낼 수 있는지를 인식한다는 것은 애매한 일이다 표. 

심송은 이런 미세한 소리의 차이 를 자신이 엄청나게 고생하여 터득한 “ ”

경험적 지식으로 구분해 주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학습자들이 이전 보. 

컬 선생들이 했던 수업보다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비교 보컬과 성악은2) : “ ” 

성악과 보컬 두 가지를 다 공부해 본 표심송은 보컬을 가르칠 때에도    

성악적 소리에 기초를 두고 조금 응용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냥 성악 방식을 응용한다고 이야기 해주면 학생. , 

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표심송 정격적인 음악이라는 게 있잖아 클래식의 고전적인 음악 이 : , 

팝음악은 특히 락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소리 내는 입 모( )

양이 다 제각각이야 그리고 개성이라는 이름하에 다 용인을 . 

해 줘 그런데 뮤지컬이나 클래식음악들은 다 비슷해 소리 . 

내는 모양들이 그렇지 않아요. ? 

조표현 네: . 

연구자 네: . 

표심송 거의 다 비슷비슷해 성악은 다 똑같애 성악은 또 어떠냐: . . . 

성악도 스펙트럼이 넓어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어 독일 리. . 

트를 부르는 사람은 독일 리트 쪽이 있고 이태리 오페라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멜리스마가 많은 장르가 있어 헨델이나 . 

바흐 같은 것들은 멜리스마가 많거든 그런 것들 롯시니도 . 

그런 것들이 많아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하. 

는 사람들끼리 입 모양이 다 있어 그게 다 비슷해 하는 방. , 



- 106 -

법들이 호흡 쓰는 것도 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격. . 

적인 음악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 팝음악은 개성을 다 용인. 

을 해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자기들 마음이지 근데 발. 

라드나 쪽 이런 사람들은 클래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R & B

든 그 사람들은 또 입 모양이 비슷해 그러니까 클래식적인 . .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이 엄청 좋지.

표심송에 의하면 클래식 성악가들이 소리 내는 방식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뚜렷한 방식을 정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반면 하위 장르들. , 

을 다루는 보컬리스트들은 개성 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 ”

용인 해 주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규정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좋“ ” . 

은 소리를 정격화시키기도 어렵다. 개성을 표현한다면서 고음을 찢어지

게 부르는 락 보컬리스트들은 이미래가 겪었던 것처럼 목이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표심송은 성악의 소리 내기 방식을 가지고 보컬

의 영역으로 와서 보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볼 수가 있다고 말한“ ” 

다 하위 장르들을 노래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소리 내기의 방식은.  

성악가들의 정격적인 방식을 가져오되 그것을 변용하여 내는 것이다“ ” . 

표심송 음 성악발성은 일관성이 있죠 아무래도 넓은 공간에서 마: , . 

이크 없이 해야 하니까 그리고 음을 길게 뻗어내는 곡들도 

많아요 톤도 일관성이 있는 톤을 추구하거든요. .

연구자 네: . 

표심송 그런데 보컬발성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많이 다르죠: . 보 

컬은 아시다시피 장르도 되게 많아요 가요나 팝 그리고 뮤. , 

지컬에 재즈에 무슨 소리인가 하면 계속 변화할 수밖에 ... 

없다는 거예요. 

성악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 내는 방식이 한 가지로 모인 데 반   

해 보컬은 반대로 더 세분화되면서 창법이 혼재되었다 아래의 그림, . 

은 시간의 진행 방향인 화살표를 따라 두 형식이 발전되면서 소리 내

기의 방식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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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보컬과 성악의 차이< 1> 55)   

예컨대 벨칸토   56)라고 불리는 창법을 보면 오페라라는 장르를 노래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발성 연구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오페라의 . 

주연가수로 예술가곡과 아리아를 수많은 대중 앞에서 혼자 부르기 위

해서는 어떤 음이든지 선명하게 낼 수 있어야 했다 세기 많은 대중. 18

들이 모인 오페라극장에서 다양하고 극적인 표현을 소화하기 위해서 

공간을 압도할 정도의 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노래를 잘 하는 가수‘ ’ 

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57) 이런 창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화된  

훈련법으로 발전되었다 그래서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노래하는 자세. 

나 입의 모양도 비슷하다“ .” 

55) 이 그림은 김도수 가 성악과 보컬에서 비교한 것을 내 연구에 참고하(2013)

여 변형한 것이다. 

56) 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bel canto’ , 

테크닉에 구애를 받지 않고 부른다는 음악적 용어로 쓰였다, .

57) 실제로 세기 후반에는 좌중을 압도하기 위하여 벨칸토 창법을 능가하는  19

극적인 발성의 필요하게 되었다 김도수( , 2013; Miller, 2004). 

노래

소리( )

보컬

성악

비클래식

클래식
오페라, 

가곡 아리아, 

보컬 

비정격화

성악

정격화

뮤지컬 가요, 

록 재즈 라틴, , 

보사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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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곡들에는 음을 길게 뻗어 내는 소리를 요구하는 곡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성악가들은 진성 이 가미된 힘 있고 울림이 좋은 소. ‘ ’

리를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성악가들에게는 반주 소리를 뚫고 무대 . 

구석구석까지 자기 소리를 선명하게 내는가가 소리를 잘 내는 것을 판

가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김한미 이에 비해 보컬리스트는 ( , 2009). 

진성 을 바탕으로 노래를 하지만 가성 을 넘나들 때가 더 많다 참여‘ ’ ‘ ’ . 

자들이 부르는 노래의 장르가 워낙 다양한 것도 가성을 빈번하게 사용

하는 데 한 몫을 한다 팝가수는 소리의 색깔 분위기를 강조하고 블. , , 

루스나 를 주로 부르는 가수는 꺾이는 소리를 선호하게 된다R & B .

소리에 계속 변화 를 주는 천차만별적인 개성 은 좋은 보컬리스트   ‘ ’ “ ”
가 내는 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게 한다.  

보컬 분야는 개성 이 음악 자체를 돋보이게 하는 힘을 갖지만 막상 “ ”

노래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점이 노래를 제대로 공부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이전의 선생들과 수업. 

을 하면서 어떤 소리를 내야 좋은 소리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것

도 바로 그런 이유였다. 

   넓은 오페라 무대는 극적 효과를 위하여 성악가에게 무대 전체를  

울려서 관중들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크고 선명한 소리를 요구한다

무대 구석까지 뻗어 나가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입 (Miller, 2004). “ ” 

공간을 크고 넓게 사용한다 그러나 표심송은 “ ” . 말하는 범위 안에서“ ” 
소리 내게 한다 그 이유는 마이크의 사용과 관계가 있다. . 성악가의 공

명점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잘 사용하지 않는

다 마이크를 사용하면 인공적 음향과 공명점이 부딪쳐서 들리는 음정이 .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을 하더라도 거리를 “ ” . 

두거나 천장에 띄워 놓는다. 아래의 표 를 보면 보컬리스트와 성악< 2>

이 주로 노래하는 장소나 소리를 내는 범위 입의 공간 자세들을 어떻, , 

게 잡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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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빠싸지오 는 영어로 말하면 패시지 즉 통과구간으로  (passaggio) (passage), 

소리가 통과 하면서 성구가 전환되는 구간을 말한다 이 구간이 원활하게 . 

바뀌지 못하면 소리가 뒤집히거나 음색이 바뀌거나 음정을 제대로 내지 못

한다 성대의 생김새나 근육의 정도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 이 구간은 . ,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한다. 

항목 차이점/ 보컬리스트 성악 오페라( )

마이크 사용 거의 사용하지 않음( )

발음 일반적 약간 과장

공명점 정확함 정확함

성량 말하는 범위 내
크고 멀리 갈 수 

있게

음색
악곡에 따라 변화가 ( )

많다
일관성 있다

자세
힘이 빠진 

자연스러운 자세

힘이 빠진 

자연스러운 자세

입 공간
말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넓게 사용

입 모양 말하는 범위 내 충분히 크게

소리 방향 앞에서 전체로
앞에서 최대한 

전체로

성대사용범위 넓고 다양하다 일관되다

울림 적당한 울림 꽉 찬 울림

공연 장소
소공연장 레스토랑, , 

야외 무대
오페라 극장

주요 레파토리
가요 팝 재즈, , , 

소울 동요, 
가곡 아리아, 

노래의 영역 음악전반
오페라 가곡, , 

뮤지컬

진성 가성의 사용, 두 가지 다 사용 주로 진성을 사용

빠싸지오(passagio)

58)

성구전환이 잘 

이루어진 소리

성구전환이 잘 

이루어진 소리

표 보컬과 성악의 소리 차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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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보컬리스트는 큰 무대이건 작은 무대이건 마이크를 사용한   , 

다 그래서 내는 소리와 마이크가 증폭하는 소리를 고려하는 소리 내기. 

를 한다 공명점이 덜 선명한 보컬리스트는 마이크에 더 의존한다 그러. . 

나 마이크 음향 시스템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기계로 조작하는 것이

다 마이크 시스템이 좋은 상태이면 보컬리스트는 그 시스템에 도움을 . 

받아 소리를 잘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엉망 일 때는 곤혹을 치른다 심, “ ” . 

한 경우에는 무대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내가 마이크 시스템에 . 

대하여 물어보았을 때 표심송은 어떤 엔지니어를 만나는가 에 따라 노, “ ”

래가 완전히 달리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것은 보컬리스트가 노래를 잘. 

하고 못함이 엔지니어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표심송 자신도 마이크 음향이 잘못되어 무대에서 힘들어했던 적이 많았

다고 했다 그렇다면 음향을 잘 만지는 엔지니어를 만나 소리 내는 데 .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왜 소리연습을 해야 할까 그것은 보컬리스트가 ? 

반대의 경우를 만났을 때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

문이다 아래의 표 은 연구참여자들의 수업에서 나오는 단어를 좋은 . < 3>

소리와 나쁜 소리로 구별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자들은 소. 

리를 낼 때 입과 주위에 있는 기관들이 최대한 힘을 빼고 자연스러운 몸

의 상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노래를 할 때 소리를 증폭하고 . 

가공할 수 있는 마이크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리 자. 

체를 조절할 수 있는 보컬리스트와 마이크의 힘에 좌우되어 노래를 하는 

보컬리스트는 무대에서 노래할 때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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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아포지오 는 이태리어로 기대거나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 (appoggio)

다 여기서는 횡경막 아래로 압력을 주어 힘을 한 쪽으로 의지하게 하는 . 

소리 구분/ 좋은 소리 표현 나쁜 소리 표현

음정
피아노와 같은 

음정 말하듯이 “
편한 소리”
공명점 있는 “

소리”
모인 소리“ ”
배음 있는 “
소리”
편한 소리“ ”
방향이 같은 “

소리”
힘 안 준 “
소리”

호흡이 먼저 “
가는 소리”
압력을 “

버티는 소리”
가볍게 내는 “

소리”
울리는 “
소리”
선명한 “
소리”

들어서 내는 “
소리”
음색이“( ) 

바뀌지 않는 

소리”
안 누른 “
소리”
증폭되는 “
소리”

피아노와 다른 

음정
일부러 “

만들려는 소리”
공명점이 안 “
들리는 소리”
덜 모인 소리“ ”
배음 없는 “
소리”

불편하게 내는 “
소리”

방향이 다른 “
소리”

힘 준 소리“ ”
호흡의 방향이 “
다른 소리”
압력 없는 “
소리”

무겁게 내는 “
소리”
짜부러진 “
소리”
울림 없는 “
소리”

불분명한 “
소리”
퍼진 소리“ ”
바뀌는 소리“ ”
뒤르고 내는 “

소리”
누른 소리“ ”
납작한 소리“ ”

지속
한 호흡에 

변하지 않음

한 호흡에 자주 

변함

발음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과장되게

가사 전달
느낌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정하게

음색
몸에서 가진 

음색

몸이 가진 것과 

다른 음색

턱 적당하게 벌림 과도하게 벌림

혀

아래턱에 

자연스럽게 

위치

아래턱에서 

솟아 오른 위치

아포지오59) 유지 유지 되지 않음
후두 내림 신경쓰지 않음

자세 편안한 자세
어딘가 굳어 

있는 자세

힘
필요한 

근육에만 
온몸에 들어감  

곡 표현

멜로디와 

가사에 따라 

유동적

생각하지 않고 

부름

소리 방향 일정한 소리 변하는 소리
공명점 모인 상태 퍼진 상태

음 이동 부드러움 부드럽지 않음
음 진동 일정함 불일정함

고음 저음, 안정적 불안정적

성대 위치 내리려고 노력 그대로 둠

마스께라60)
광대뼈를 살짝 

올림

웃는 것처럼 

얼굴 전체 

움직임 
목의 

움직임

자연스러운 

익숙한( )

굳어 있음 

불편한( )

표 표심송이 구분하는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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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우리나라 보컬들은3) : “ ”
   

언어는 주어진 메시지를 그대로 번역해서 전달하지만 일단 발화가 되   

면 어떻게 발화되는가에 따라 원래 지시하는 기능을 넘어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문장수 언어 속의 단어들에는 내재하고 있는 또 다른 ( , 2004).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집단의 언어를 보면 살아온 삶의 양식. 

이나 문화를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이 노래를 가르치고 배울 때 사용하는 언어는 다양하다 가   . 

요를 할 때는 한국어로 하지만 남미 노래를 할 때는 스페인어를 사용하

기도 하고 팝송을 할 때는 영어를 사용한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 

외국어는 영어이다 다른 언어들은 몰라도 참여자들이 영어로 된 노래를 . 

할 때면 나는 뭔가 어색하게 들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어를 사용하. 

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말로 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표심송은    “영어에 대한 이해와 한국말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고 한”

다 그런데 같은 영어권 국가라고 해서 다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구사하. 

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와 발음은 명확하게 내지만 발음. ‘T’ ‘D’ , ‘R’ 
은 잘 들리지 않게 낸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말을 해도 딱딱 끊어지는 . 

것 같이 들린다 이에 반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은 단어들을 . , 

이어서 말한다 발음 보다는 발음이 들어가고 악센트도 연결하여 . ‘T’ ‘R’ 

발음한다 줄줄이 연결해서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집중. 

해서 들어야 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리기 때문이다 미국식 영어. . 

에 익숙해 있던 나도 영국에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 

말인지 잘못 알아들어서 여러 번 되물었던 기억이 있다.   

것을 말한다.

60) 는 영어로 마스크 를 말한다 노래를 할 때는 코와 볼 옆 ‘maschera’ ‘ (mask)’ . 

에 있는 주름이 있는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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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외국어로 만들어진 노래를 구성하는 각각의 발음은 만들어진    

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담고 있다 문화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문화권의 . 

노래를 부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를 그럴듯하게 .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강세나 억양 그리고 내려고 하는 발음이 이에 해. , 

당된다. 

이미래 원 룩 디스 오어 유 니드 투: .61) 니드 발음이 좁다 ( .)

표심송 봐봐 오어 유 니드: , ‘ ’ 이런 게 없어 . 

이미래 오어 유 니드 투 씨드 무드 아이 민 퍼헵스 댄 유 리얼라이: 

스 아임 스틸 러브 위드 유 이프 유 쿳 씨미 나우 나우. (‘ ’ 
입이 좁아지고 목소리 톤이 올라간다.) 

표심송 바로 잡으며: ( ) 씨미 나우 그런 거 없어요. . 

표심송 봐봐 오어 유 니드 이런 게 없어: , ‘ ’ . 

이미래 오어 유 니드 투 씨드 무드 아이 민 퍼헵스 댄 유 리얼라이: 

스 아임 스틸 러브 위드 유 이프 유 쿳 씨미 나우 나우. (‘ ’ 
톤이 올라간다.) 

표심송 씨미 나우 그런 거 없어요: . . 

이미래 씨미 나우 유 파인 미: . ...

표심송 유 파인 미 톤을 더 내린다 유을 있잖아 유을 파인 : . ( .) ‘ ’ , ‘
미 빙 레인.

이미래는 같은 가사를 노래 불러도 그럴듯하게 발음하려고 톤을 약간    

올리면 억양이 약간 들떠 올라가서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었다.62) 이때  

표심송이 템포를 조금만 빠르게 하면 한국식의 영어 발음이 느껴졌다. 

표심송은 이 노래는 그렇게 부르면 맛 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맛 은 “ ” . “ ”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대로이다 이미래도 노래할 때 쓰는 발음은 다. “

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말할 때 쓰는 발음이 노래할 때 달라진다는 .” . 

61) 이 노래는 라는 곡으로 년대 초반에  ‘If You Could See Me Now’ 1960 Tadd 

이 작곡하여 히트한 노래이다Demeron . 

62) 표심송은 이런 현상을 보면 톤다운 을 해야 한다고 했다 소 ‘ (tone down) ’ . ‘
리를 들뜨지 않게 내라는 의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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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노래 가사를 그대로 발음하더라도 음정을 붙여서 해보면 노래답게   ‘ ’ 

들리지 않았다 언어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말은 울림이 없는 축에 들. 

어간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외국 노래인 오페라를 .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김한미 노래를 하면 가사를 발음하는 ( , 2009). 

일이 문제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수업을 하면 발음을 그럴듯하게 하기 .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 조표현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 

조표현 웨어 아 입을 벌린다 더 클라운: ( ) .63)

표심송 오 발음을 하는 듯한 웨어 아 그냥: ( ) , . 

조표현 아 웨어 아 입을 벌린다 더 클라운스: ( )  .

표심송 나 죽는다 그냥 하하: ( ) , . 

조표현 하하 웨어 아 더 클라운스 웨더 투비 클라운스 메이비 넥스: . 

트 웨어 메이비 넥스트.

표심송 넥스트: .

조표현 웨어 메이비 넥스트 이 어: ~ .

표심송 그래 앉아요 이제 조금만 쉬자: . . 

조표현 아 입 공간 오 오 발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 . “ ”, “ ” . 

표심송 오 발음도 그렇고 에 발음도 그렇고 이 발음도 그렇고 : “ ” “ ” “ ” 
표현씨 아 발음만 조금 괜찮고 나머지 에 이 오 는 “ ” “ ”, “ ”, “ ”
다 쉣이야. 

조표현 쉣이에요: ?

표심송 쉣이야 구려: . .

조표현은 몇 개의 발음을 과장하여 발음하고 있었는데 관찰을 하면   , 

서 그런 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입이 쉽게 벌어지는 아 발음은 더 . “ ” 

크게 벌리고 나머지의 발음들은 축소하였다 조표현이 열심히 연습을 하. 

는데도 관찰을 하는 나는 듣는 내내 한국 사람이 외국 노래를 부르는 듯

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멜로디의 높낮이에 따라 노래의 뉘앙스가 . 

63) 는 년도 초에 스테판 손드하임 ‘Send in the Clowns’ 1970 (Stephen Sondheim)

에 의해 작곡되어 히트한 유명한 발라드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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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기 때문에 표심송은 그것과 관계없이 발음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멜로디가 저음으로 내려가면 입을 벌리고 있기가 더 어려웠다. 

원래부터 입 공간을 작게 하여 말하는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사람이 영

어를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데 저음으로 내려가면서 입 공간이 축소되니 

더 어려워지는 것이었다.

영어를 읽기만 하면 발음은 어느 정도 좋아졌다 그런데 노래를 하면    . 

달라진다 이미래와 조표현이 노래 부를 때 특히 안 되는 발음들이 있. 

다 과 의 구분이 안 되고 밴드 의 와 밸류 의 . ‘R’ ‘L’ (band) ‘B’ (value) ‘V’

가 화이널리 의 와 포인트 의 를 헷갈려 했다 참, (finally) ‘F’ (point) ‘P’ . 

여자들이 발음하는 가사 속에 들어있는 발음을 보면 그러한 점이 잘 드

러난다 노래 중에 나오는 단어인 경쟁심을 영어로 하면 커어엄 페에. ‘ ’ ‘ ’ 

티이 시어언 이 된다 영어식으로 하면 커어엄과 ‘ ’ ‘ ’(com-pe-ti-tion) . ‘ ’

페에 그리고 시어언 을 발음 할 때 혀가 아래턱 쪽으로 내려간다 그‘ ’ ‘ ’ . 

런데 이 발음을 조표현이 하면 컴페티션 으로 바로 붙여서 하는 것이었“ ”

다 가사에 나오는 블루 블루 도 마찬가지이다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 “ ~ ~” . 

혀 중간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버얼 루우 가 되는데 이미래가 발음하면 ‘ ~ ~’

혀가 천장으로 붙은 블루 가 되었다 한국식으로 하는 영어발음이 되는 “ ” . 

것이다 그래서 표심송은 영어 같이 안 읽어. “ ”, “더 공간이 있어야 

돼”, 그건 한국 사람이 말하는 우야 라고 한다 심지어는 한국 가요“ ‘ ’ ” . 

를 부를 때도 모음이 길어야 한다고 한다“ ” . 

아래의 표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참여자들이 노래를 배울 때 하나   < 4>

의 발음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것과 다르게 발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 를 발음하면서 정반대의 아 를 한다 이 는 으 를 함. “ ” “ ” . “ ” “ ”
께 섞어 발음한다 발음을 할 때 하나의 모음과 다른 모음이 함께 발화.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와 참여자들이 노래할 때의 영어는 . 

달랐다 노래 발음 한 가지만 보아도 영어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는 이들에게 낯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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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한 문화권의 언어를 살펴보는    . 

것은 그 집단이 가진 독특한 역사나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외국 노래를 불러 (Wuthnow et al., 1984). 

보는 것은 다른 나라의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관습 역사 삶들을 간, , 

접적으로 접하는 학습이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내 연구의 참여자들은 . 

영어권 노래의 발음 기호를 최대한 똑같이 발음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 

러한 모습은 언어라는 기호의 상징체계를 통해 축적된 영어권 나라의 문

화를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였다.

코딩 발음 가사

모음이 길어야 “
돼”

아 어“ ” -> “ ” 
발음이  섞인 아“ ”

아 위 어 “
페어”
아빈 쏘 “
매니”

입 안에 “
공간이 있는”

이 앞니를 “ ” -> 
떨어뜨리고 혀가 

내려간 이“ ”, 
으 가 섞임“ ”

이즌 잇 “
리치”

영어 같이 안 “
읽어”

에 아 의 입 “ ” -> “ ”
모양으로 하는 에“ ”

웨어 아 더 “
클라운스.”

“배음이 더 

많아”
오 턱관절이 “ ” -> 
열린 오“ ”

오우프닝“ ”
올 오브 미“ ”

“발음이 

달라져”
비싸졌다“ ”

우 앞관절이 “ ” -> 
열리고 어둡게 

발음 후 가 섞임, “ ”

유 이프 유 “
쿳 씨미 

나우”

표 표심송이 지도하는 노래와 발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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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래 쏘 와이 낫 테이크 올 오브 미: . 

표심송 자 좋았어요 아까 전보다 좋아졌어 근데 이게 무슨 노래 : , . . 

가사예요?

이미래 노래하고 있다 내 모든 것을 왜 안 가져가시나요: ( .) ...

표심송 그리고 그것만 있어요: ? ?

이미래 다시 노래한다 유어 굿바이: ( .) .

표심송 자 이 노래가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 ? ?

이미래 처음은 기쁘고 두 번째는 슬퍼요 조금: , . 

표심송 그래요 내가 듣기는 전체적인 노래가 조금 밝은 것 같애: . . 

미래양이 느끼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없어. 

뭐가 밝은지 어두운지 그런 게 없다구. 

나는 각 발음들을 발음할 때 이미래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보고 싶   , 

었다 노래를 할 때 이미래는 단어에 따라 밝고 어둡게 발음해야 할 것. 

들을 낯설어 하고 있었다. 이 발음을 할 때 윗니와 아랫니를 거의 붙“ ” , 

여서 이 로 발음했다“ ” .   

특히 잇츠 이즈 디스 와 같이 발음되는 단어는 특히 더 그랬   “ ”, “ ”, “ ”

다 영어권 사람들을 보면 입 안이 동그랗게 된 상태에서 혀가 내려가 . 

윗니와 아랫니가 떨어진 채 발음하는데 이미래는 붙을 때도 벌어질 때도 

있었다 표심송에 의하면 잇츠 나 디스 같은 발음은 어두움과 밝음의 . “ ” “ ”
중간 단계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미래가 읽으면 윗니와 아랫니가 붙. 

어서 밝게 들리게 되었다 아시안 사람들 은 이와 비슷한 발음들을 “ ” . “ ”

“거의 다 붙인 상태에서 한다고 했다” . 

나는 표심송이 가르치는 밝음의 밝기와 어둡기를 아래와 표 와 같   < 5>

이 도식화해보았다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면 소리가 밝아지면서 눈에 잘 . 

보인다 표를 통해 보면 아 발음은 제일 밝고 잘 보이는 발음이 된다. “ ” . 

반대로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면 어둡고 눈으로 보기 어려운 발음이 된

다 이 에 오 로 갈수록 발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 발. “ ”, “ ”, “ ” . “ ” 

음은 가장 어둡고 눈으로 보기도 어렵다 영어권 국가의 발음은 밝은 축. 

에 한국은 어두운 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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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송이 노래할 때 눈을 감고 들어보면 외국 사람 같지는 않아도 꽤    

그럴듯하게 들린다 나는 이미래와 조표현이 자란 시대는 표심송이 자란 . 

시대와는 달리 어려서부터 학교나 집 매체들을 통해서 영어에 자주 노, 

출되었을 텐데 왜 발음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미래와 조표현에게 영어에 관심을 가졌는지 영어권 나라에 가, 

본 적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이미래와 조표현은 둘 다 영어 가. 

사를 어려서부터 접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영어권 나라에 가본 적도 . 

없고 외국인들과 만나 대화를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와 달리 표심. 

송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 

연구자 혹시 외국에서 유학하실 때 선생님들이 발음을 지적하거나 : , 

발음

아 어 가 “ ” -> “ ”
섞인 아“ ”
이 혀가 “ ” -> 

내려가고 으 가 “ ”
섞인 이“ ”

눈에( )

잘 안 보임

에 아 의 “ ” -> “ ”
모양으로 하는 

에“ ”

눈에( )

잘 보임

어둡기
오 턱관절이 “ ” -> 
열린 오“ ”

밝기

우 후 가 “ ” -> “ ”
섞인 우‘ ’
국가

영어권 국가

프랑스
아시아 한국, 

표 표심송이 지도하는 발음의 밝기와 소리 내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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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적은 없어요? 

표심송 아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 . 

연구자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지적을 많이들 받는다고 하던: ? 

데.

표심송 나는 뭐 성악을 전공하고 보컬트레이너까지 하고 갔으니 별 : , 

다르게 소리나 발음을 가지고는 말은 하지 않더라구. 

연구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발음도: , . .

표심송 소리는 뭐 발음하고 연관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살: , . 

면서 그 사람들과 노래를 같이 몇 년을 했는데 옛날에 대학. 

교에서는 딕션수업도 받고 해서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더

라구. 

연구자 응 근데 프랑스면 불어로 공부했지 않아요: . ?

표심송 노래는 영어 노래들을 많이 하고 설명은 불어로 하죠: .

연구자 영어랑 불어랑은 발음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

표심송 불어도 모음은 길어요 근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불어는: . . , 

불어는 말할 때 입 안 공간이 영어보다는 조금 작아요. 

연구자 응: . 

표심송 약간 동양사람이랑 조금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도 동양사람: . 

보다는 크죠. 

연구자 응: . 

표심송은 노래를 배우러 외국에 갔지만 그 나라 사람들과 말하면서    , 

문화 속에 살았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 노래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설. , 

명을 듣고 해보면서 발음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익어 있었던 것

이다 매체를 통해 노래를 접해온 이미래와 조표현은 실제 외국 문화권. 

의 사람들과 살면서 함께 노래를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표심. 

송의 설명이 깊게 와닿지 못했던 것이다. 

노래에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발음 하나하나를 그 나라    

사람처럼 내어 보는 것이었다 외국 노래라도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 

다 그런데 노래를 가르치는 교수자가 외국 노래를 그 나라의 방식에 가. 

깝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타문화에 대

한 체험도 크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노래로 문화 체험을 주기 위해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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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 자신이 어떤 문화를 얼마나 체험해 보았는가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끄는 교수에서 보여주는 학습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 , 

노래 잘 하기를 우리가 생활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하는 것“ ”
과 연관짓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는 것처럼 내는 소리를 보컬과 성. “ ” “
악 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것은 자칫 모호하게 될 수 있는 학습을 좀 더 ”
이해 가능한 방향으로 이끈다 둘째 발음 연습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 , 

의 이해의 차이는 다른 문화의 체험과 연결된다는 것이었다 노래 발음. 

으로 문화적인 체험을 주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타문화 체험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맞추는 학습 2. 

제 절 이끄는 교수 에서는 교수자인 표심송이 터득한 경험 중 노래   1 ‘ ’

를 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의 전달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았

다 이 절의 맞추는 학습 은 표심송과 이미래와 조표현이 수업을 하면. ‘ ’

서 만들어 나아가는 학습 흐름의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이미래와 조표. 

현의 학습은 표심송이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는다 이 절에서. 

는 조표현과 이미래가 표심송과 보컬 레슨을 하면서 부딪치는 문제를 수

정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수 학습의 변화 그리. - , 

고 인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절충 합의를 하자구1) : “ ”

아래 예문은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표심송이 조표현과 이미래   

의 학습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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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송 그리고 노래는 사실 두 친구 같은 경우에는 : . 처음부터 나한

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만약에 이(

미래와 조표현을 처음부터 가르쳤다면 이렇게 안 가르쳤을 ) 

거야. 규칙대로 가르쳤겠지. 피아노를 안 친 애들은 음악적 

인 것들 가르쳤을 거고 화성의 이해를 가르쳤을 거고 스케, 

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가르쳤을 거고 그 다음에 아에이“
오우 우에이에아 도 가르칠 거고” , 그런 게 어느 정도 수업이 

삼 사십퍼센트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노래를 가르칠 거야.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에서부터 찾아가려 하는 거지. 

노래의 시작도 서로 거쳐 온 배경도 달랐기 때문에 소리 내는 것에    , 

대해서도 학습자마다 다른 생각이 있을 것이다 표심송은 이미래와 조표. 

현이 보컬 레슨을 처음부터 자신과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점도 각자 다르다는 사실을 받. 

아들이고 있다 표심송의 입장에서는 학습자 각자가 하는 학습과 거기에. 

서 나타나는 생각의 다름을 정면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지점

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이해가 대립되면 노. 

래를 잘 가르치려 하는 마음은 희망으로 끝날 뿐 학습을 실천하면서 깨

닫는 길로 옮겨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표심송의 생각은 조표현의 . 

학습 상황에도 나타난다.

조표현과 표심송의 수업은 즉흥 연주연습도 소리연습도 그때그때    , ,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패턴에 젖어 있었다.

조표현 제가 이번에 졸업공연을 마이 페이보릿 띵스: 64)로 하는데 그

걸 쌈바로 하는데 비플랫 으로 해요(Bb) . 

연구자 오: ! 

조표현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레인 그룹슨 : ... “
로지즈 이게 분의 이잖아요 근데 분의 로 바꾸면 이게 ” 3 4 4 4

64) 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온 배경음악으로 잘  ‘My Favorite Things’ ‘ ’
알려진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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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박자에 약간이 악센트가 들어가서 계속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 

   학교 무대에서 노래해야 할 때나 보컬리스트로서 외부의 무대에 설 

때가 되면 조표현은 거기서 할 곡을 표심송에게 가져왔다 그리고 어떻. 

게 불러야 되는지 그 곡을 부를 때 생기는 문제를 물어보았다 그래도 , . 

조표현은 그런 방식에 만족하고 있었다 조표현이 처한 상황마다 표심송. 

이 해 주는 말들은 큰 도움 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 ’ . 

고 난 년 중순이 되어서도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 때우는 방식의 2017

수업은 계속되었다 조표현은 해야 할 연습에 대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 

고 있었다. 

조표현 피솔 레도 메미 라솔: .

표심송 듣자마자 아냐 메미 메미: ( ) , .

조표현 메미 라솔 시도: . 

표심송 그래 다시 메미 라솔 시도 솔파 피솔 도시 메리 라솔 시도: . . 

조표현 메미 갸우뚱 한다: . ( )

표심송 메미 라솔 시도 솔파 피솔 도시 메미 라솔 시도: . 

조표현 음 아 모르겠다: . . 

표심송 피아노로 첫 음을 친다: ( )

  

고음을 연습할 때 조금만 소리가 표심송과 다르거나 이상하다고 느   , 

껴지면 시도를 해보다가도 지레 포기하곤 했다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 

는 형태로 연습을 하다 보니 안 되는 것 하나를 잡아 집요하게 연습 “ ”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조금만 몰아 붙여도 그것에 대한 자기 방어 수단. 

으로 우리는 의식을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다 조표현은 (Aron, 1996). 레슨을 하다가도 “이것도 해야 하고”, “할 

게 엄청 많은데.”, “그게 계속 안 되니까 짜증이 난다고 했다” . 

수업 중에 무대에서도 배운 대로 해야 하는데 고음에 가면 그대로 되   

지가 않는다고 표심송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연습을 해서 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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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 커버 하려고 되는 대로 해왔” “ ” 

기 때문에 노래가 늘지 않았다 그렇게 해온 것이 버릇 이 되어 집중력. “ ”

도 떨어진 것이었다.  

대학원 진학에 대해 상의를 할 때였다 조표현은 자기 노래의 문제점   . 

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시간도 없고 무대는 . , 

서야 하니까 그냥 노래했다 그러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여유가 . 

생기면서 지금까지 했던 연습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필요

로 하는 연습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표현 연습방법이 잘못 된 거잖아요: . 

표심송 연습방법이 잘못 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야 한다는 거야. 

조표현 근데: . 

표심송 그것만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근육이 바뀐: . 

다고 사실 내가 이것저것 정보들을 많이 준 것도 있는데. . 

나는 표현씨한테 여러 가지를 하게 해야 되잖아 스캣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하는데 정말 해결을 보고 싶다

고 하면 표현씨랑 나랑 합의를 봐야 돼요 우리는 그것만 하. 

자고. 

조표현 노래요: ?

표심송 아니 발성만 하자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

조표현 저는 솔직히 모든 연습들이 소리 이거를 하게 할려고 이거: ( ) 

를 시키는 것 아닌가요?

표심송 복합적인 거지: . 

조표현 저는 이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저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 

표심송 아 그래요: , .

조표현 저는 선생님이 악보 보여주면서 이런 거 할 때: ( ) .

표심송 이게 뭐냐 아 음정: . , . 

조표현 그래서 하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면: .

표심송 근데 내가 숙제를 내준 것도 있는데 완전히 그것만 생각을 : 

해야 된다고 우리가 오늘은 완전히 발성에만 투자에서 수업. 

을 했단 말이야 그런 과정이 년 필요하다구.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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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표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직 죽을 날도 엄청 : ? 

많이 남았는데 그거 해결 못하면 그거 계속 가지고 가야 하

잖아요 대학원 가도. 

표심송 하하 그렇게 해야지 뭐: . . 

조표현은 대학원을 들어가도    “그거 해결 못하면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며 걱정했다 그렇게 되면 공부를 더 해도 소용이 없으니 . “이때까지 

했던 걸 하면 아예 안 되겠네요. 라고 했다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확” . 

실하게 짚어내고 싶어 했다 나는 이 상황에서 표심송이 말해 주는 것이 . 

앞으로 수업에서 공부할 방향을 결정 지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음 목표를 정확하게 말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나의 생각과는 달리 표심송은 의외의 태도를 취했

다 조표현이 .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표심송은 이때까지 했던 ” “

것들 이라고 대답했다 수업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였던 ” . 

호흡이 나갈 때 어느 순간 막아 버리는 문제만 지적하며 “복합적인 거

지 라고 말할 뿐이었다 나는 수업을 하는 중에 표심송이 조표현에 필요” . 

한 말들을 해주는 장면을 많이 보았다 그런데 앞으로 해야 할 수업 방. 

향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뒤에 있었다 표심송은 자기의 생각을 내비. 

치지 않고 교수자로서 결정적인 판단을 내려서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 

런 표심송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다. 

이미 노래를 부르는 수준이나 학생을 파악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   

진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공부해야 할 길 을 알면서도 제대로 말을 해주“ ”

지 않는 태도를 나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조표현이 . “그거 소리 해결 못( ) 

하면 그거 계속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대학원 가도 라고 했으나 표심송” , 

은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거지 라고 하고 말하기만 했다 조표현이 ” . 

“이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저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라고 소리 연습에 ”

집중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야 “그렇게 해야지 라며 수업의 방”

향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년 월부터 표심송과 조표현은 다른 연습. 2017 6

들을 뒤로 하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소리 내는 연습으로 돌아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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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심송은 자신의 결정을 유보함으로써 학습의 방향에 대한 결정을 . 

조표현 스스로 내리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미래는 조표현과는 상황이 달랐다 비슷한 시기에 이미래는    . 

음계를 이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음계 위주로만 연습. 

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미래 제가 노래하는 데 제일 큰 문제가 노래가 안 되는 거라고 생: 

각을 하거든요.  

표심송 네: . 

이미래 노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솔로 연습을 하니까: 노래를  

잊어버리게 되어서요. 그래서 노래 연습을 좀 더 하는 건 어

떨까 해서요 학교에서 계속 지적을 받는 부분이 지금 이 내. 

용이거든요 다 좋다고 하는데 너무 기계적인 거 그래서 . ... 

학교수업도 그렇고 계속 고민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다른. ( ) 

선생님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상담도 한번 받았고요 그런데 . 

노래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지금. 

은 노래 연습이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표심송 음 그런데 노래에서 감정표현도 결국에는 근육 훈련이 되어: . 

야 하는데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러면 학기 중에는 노... ( .) 

래 연습에 집중하는 걸로 하고 방학이 오면 다른 것도 같이 , 

하면 어떨까?

이미래 아 좋아요: , .

표심송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노래를 위주로 수업을 하도: . 

록 해요. 

이미래 네: !

표심송 대신 다음번에 올 때는 지난번에 내어 준 노래를 다시 한번 : 

연습해 오세요. 

이미래는 노래보다는 음정 간의 이동이나 음계를 많이 연습해서 노래   

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표심송은 학기 중에는 “ ” . 

노래 연습에 집중 하고 방학이 오면 다른 연습도 같이 하는 걸로 제“ ” “ ” 

안을 했다 이미래는 좋아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이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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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표심송 간에도 학습의 절충 이 이루어진 것이다‘ ’ . 

그런데 이렇게 절충을 하고 난 후에도 학교에서는 미디   “ ”65)로 찍은 

것 같이 초등학생 처럼 노래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 ” . 이미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이미래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에는 어릴 적부터 무엇이든 잘하고 싶어 했던 욕심도 한 부“ ” 
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미래는. 노래를 전공하고 나서도 기술적으로 어 

려운 것들을 해내는 것에 만족을 느꼈다 또한 악기를 하면 음계를 익히. 

면서 복식호흡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보컬 레슨을 받으면서 클라

리넷도 배우고 있었다 이렇게 다 잘하고 싶은 이미래의 욕심은 기술적. 

인 것에 더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노래할 때 소울 이 없, “ ”
다 감정이 안 느껴진다 는 말을 계속 듣게 되었다, “ ” .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표심송은 노래에 중심을 두기로 약속한 후   

에도 이미래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곡을 조준하

여 주었다. 

이미래 그런데 그 두 곡 가사가 다 저랑은 다 잘 안 맞는 곡이었어: 

요 엔레스트 도 입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마침내 사랑. ‘ ’
을 찾았고 세상은 네잎클로버로 이입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 송 포 유‘ ’66)도 많은 경험이 있는 가수가 여러 곳

에서 노래를 다 불러봤지만 진짜로 부르는 노래는 너한테만 

부르는 이 노래가 진짜 노래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그렇게 . 

많은 노래를 불러본 가수도 아니고 그렇게 불러줄 대상도 없

었고 그래서 가사 이입이 안 돼서 정이 안 갔어요 나중에 . 

그런 상황이 오면 이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노래가사랑 잘 

안 맞아서 정이 안 갔던 것 같아요. 

65) 미디 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기계처럼 소리가 난다는 의미 ‘ (MIDI)’
이다. 

66) 이미래가 부르고 있는 노래는 아레싸 프랭클린 의  (Aretha Franklin) ‘A Song 
라는 미국 가수가 부른 곡이다 이 곡은 발라드 곡이지만 음정의 For You’ . 

미묘한 움직임이 많은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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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노래를 하든지 노래가 가지고 있는 선율과 감정을 잘 전달해   

야 하는 것은 보컬리스트의 중요한 일이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노래의 . 

감정을 자기 음악으로 소화하여 전달하려고 하는 보컬리스트의 진실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다 표심송이 연습하도록 준 곡은 그러한 진실성. 

이 드러나야 하는 보컬리스트의 일대기가 가사의 내용으로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미래는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곡 을 받으면 곡에 담겨진 감정“ ”

을 제대로 불러내지 못해서 힘들어했다. 

빌리 홀리데이 는 미국에서 가장 감정을 잘 전달하   (Billie Holiday)

는 여성 보컬리스트로 꼽힌다 그녀는 다른 보컬리스트처럼 기교가 화려. 

하지도 않고 성량이 풍부하지도 않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나긋나긋. , 

하고 섬세하기만 하다 그러나 그녀의 노래는 들을수록 청중들의 슬픈 , . 

감정을 자극한다 그녀의 노래에는 어려서부터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했. 

던 경험과 그런 공포를 피해 집을 나와 살 때부터 매춘부로 살며 생계14

를 걱정해야 했던 가슴 아픈 삶이 묻어 나온다 노래의 선율 하나하나에 . 

묻어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청중들이 그대로 전달받는 것이다.67) 

이미래는 가사의 내용처럼 겪은 수많은 무대를 겪어보지도 특정한    , 

대상을 위해 노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공감 이 가질 않았다 표심송“ ” . 

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공부하라고 준 곡인데도 막상 부르려고 하면 

정이 안 가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었다 노래를 하면 감정이 넣어질 “ ” . 

줄 알았는데 막상 감정이 들어가 있는 곡을 해보니 그렇게 되지도 않았

다 보컬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미래가 가진 경험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 

이다.

결점 하나 없이 완벽하게 감정 전달을 해낼 수 있는 보컬리스트는 매   

우 극소수이며 오랜 기간 동안 연습하면서 경험을 쌓은 경우가 대부분, 

이다 오한승 표심송은 이미래가 노래에 담겨진 경험을 모두 가( , 2013). 

67) 이 이야기는 이정열 과 에서 발췌하였다 (2003) Berendt(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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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없다는 것을 연습의 방식으로 극복하게 하려고 했다 노래에 소. “

울 을 담기 위해서는 소울 을 넣을 수 있는 연습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 “ ”

각이 있었다 표심송은 노래에 감정을 넣으려면 노래보다 노래를 구성하. 

고 있는 요소들을 먼저 따로 떼어내고 그 음들을 원하는 대로 소리 낼 

수 있을 때 표현이 가능하다 고 보았다 그동안 음정이나 음정 관계“ ” . , , 

그리고 음계 연습을 많이 하도록 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

표심송은 이미래가 원하는 노래를 많이 해보자고 하는 학습의 방향을    

수긍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정을 넣는 방법을 학습하게 하려고 했. 

다 표심송은 이미래가 학습에서 가질 만한 불만을 절충하여 해소하면. ‘ ’

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자신이 터득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

고 있었던 것이다. 

변화 같이 느껴야2) : “ ”

조표현은 소리 연습에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하기로 이미래는 학기 중   , 

에는 노래를 하는 것으로 학습의 방향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각자. 

의 학습을 표심송과 절충을 하고 난 이후에 참여자들의 교수 학습은 감-

각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심송 일어서 있는 상태 다가가서 코 옆에 있는 입술 옆의 근육: ( . 

을 손가락으로 눌러 올린다 아이 소리를 더 내봐요 시.) . . (

간이 흐른다 입이 움직이려고 한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 . 

내가 소리를 바꿀 거야 입 주변이 움찔거린다 표심송은 . ( . 

그대로 잡고 있다.)

이미래 하하: . 

표심송 비강 쪽에 가있어야지 소리가 더 바뀌는데 입술을 바꾸는 것: 

만 가지고도 소리가 더 모이고 지금 소리가 어딘가 안 와 있

어가지고 그게 안 돼. . 

이미래 아아 반음씩 음정 이동한다: ~. ( .)

표심송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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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래 아 소리가 바뀐다 어: ~, ( .) !

이미래는 음이 이동을 하게 되면 소리를 내는 방법 이 바뀌는 것이    “ ”

고민이었다 고음 라 음정에 도달할 때가 되면 음색이 바뀌었는데 . ‘ (A)’ 

표심송은 그런 이미래의 음색 변화를 고쳐주려고 하였다 표심송은 소리. 

가 나오는 이미래의 턱 근육 앞쪽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었고 이미래는 

근육이 눌린 상태에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얼굴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 

에 머물지 않고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여 근육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있었

다 이미래의 입장에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익혀진 몸이 지시하는 대로의 . 

흐름을 끊는 것이었다. 

보컬리스트가 자신의 노래를 하지 않고 남의 노래를 할 때 음역을 낮   

추거나 올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리의 색깔은 바뀌. “

면 안 된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소리의 중간 이상의 음역에 도달하게 ” . 

되면 소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이 구간을 빠싸지오라고 한다 빠싸. . 

지오를 넘어서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음색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다 이미래는 솔 과 라 사이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 ” “ ” . 

표심송은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있는 입 주변의 근육을 엄지와 검지   

로 눌러서 이미래의 입이 닫히지 않도록 했다 노래를 하기 위해 입을 . 

벌릴 때는 턱이 위아래로 얼마나 벌어지는지 보컬리스트는 알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손가락으로 잡았다 표심송이 손가락으로 입술 옆 근육을 .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이미래의 모습은 불편하게 보였

다 입 근육이 손에 눌려 열린 상태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이전에 이미. 

래가 했던 노래부르기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표심송을 통해 제공되, 

는 방식으로 주어졌다 그것은 여지껏 이미래에 의해서 소리를 내고 있. 

는 입 주위의 근육이 이미래의 의지를 떠나서 표심송의 손에 의해 새롭

게 겨냥된 위치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손가락에 눌린 상태에서 소리 . 

내고 있을 때 음색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들은 이미래는 ,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은 조표현과 표심송의 교수 학습에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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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조표현 피아노로 노래 시작 하는 음을 확인 하고 원 후 킵: ( ) 

스 테어링 어라운드 앤 원 후.

표심송 아니 처음부터 바이브레이션 흔들지 말고: ( ) . 

조표현 앤 원 후 캔트 무으브 앤 원 후: , ~.

표심송 아냐 또 찌부러졌잖아: .

조표현 인 원 후 캔트 무으브: ~ .

표심송 그래 조금 나아졌어요 우 할 때 에 가슴에 손을 : . . ~ ( ) 

대볼래 잘 열려 있으면 만져 보면서 여기가 울려? ( ) .

조표현 만지면서 우: ( ) . 

표심송 가슴이 이렇게 울리지: ?

조표현 네: .

조표현은 노래하다가 고음에 도달하면 힘을 주어 소리를 내는 것이    

고민이었다 힘을 주면 고음을 억지로라도 낼 수 있었다. . 조표현은 키도 

이 넘고 허리둘레도 일반 남성보다 크고 목뼈도 일반 사람보다 하나 180 “
없는 몸을 가지고 있다 표심송은 그런 조표현을 보고 노래부르기에 ” . 

타고난 몸“ ”, 드문 케이스 라고 했다 이런 신체 “ ” . 덕분에 남들은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여 겨우 낼 수 있는 소리를 조표현은 조금만 힘을 주면 쉽

게 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계속 힘을 주면서 노래를 하다 보니 모든 소. 

리에 힘이 들어갔다 몸의 어디에 힘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문. . 

제는 힘 때문에 소리의 성질이 바뀌는 것이었다“ ” . 호흡이 성대를 통해 

나갈 때 목은 소리가 울리기 좋게 열려있어야 한다 그런데 항상 힘을 . 

주고 노래를 하니 힘을 어떻게 빼는지 몰랐다 힘을 주는 습관 이 몸에 . “ ”

붙어버린 것이다.

노래에서 소리 연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떠한 변화이든지 눈으   . 

로 파악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는 쉽게 믿음

을 가지기 어렵다 조표현은 노래할 때 힘이 어디로 (Rosenblum, 2009). 

들어가는지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판단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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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표심송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손으로 전해지는 감각 이었다. ‘ ’ . 

표심송은 목이 열려 있으면 가슴이 울리고 목이 안 열려 있으면 가슴이 , 

울리질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를 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 

법이 없다 그래서 표심송은 우 하고 소리를 내게 한 다음 가슴에 손을 . “ ”

얹어보게 했다 소리의 울림이 전해지는 손의 감각을 통해 가슴에 전해. 

진 힘의 양이 얼마나 고르게 이동하며 울리는지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표심송은    자기가 느끼는 것을 조표현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몸의 같

은 부위를 만지게 했다 손 줘봐 봐봐 손을 좀 줘보세요 표현씨 . “ ”, “ , ”, “

만져보라구 여기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구 라고 말하면 아 네.”, “ ” “ ~”, “ ”, 

맞아요 느껴져요 로 대답이 돌아왔다 그런데 조표현은 다음 레슨에“ ”, “ ” . 

서 느낌을 얻었던 가슴의 그 위치에다 힘을 다시 주라고 하면 그 느낌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감각은 감각하는 주체와 사물 간에 . 

부단히 재구성되지만 감각을 하는 사람은 익숙하게 가져 왔던 습관에 , 

거하게 된다 조용환 자기 방식으로 소리 내는 습관에 익숙해져 ( , 2013). 

있던 조표현이 표심송이 말하는 지점에 느꼈던 감각을 그 자리에 그대로 

해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방식은 말로 설. 

명하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인 학습이었다 이런 학습은 계속되었다. .

조표현 라라라라 음정 이동한다: . ( .)

표심송 다시 해 봐요 나 보고: . . 

조표현 라라라라 노래할 때 표심송이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번 툭: . ( ‘
툭 친다 소리가 떨린다 라으라으라으라으 어’ . .) , ! 

표심송 다시 해 봐: . 

조표현 라라라라 다시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번 툭툭 친다 소리: . ( ‘ ’ . 

가 떨린다 라으라으라으라으 어 놀란다.) , ! ( )

표심송 이렇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가슴을 쳤을 때 라 만 해 : . ? “ ”
보세요. 

조표현 라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번 친다: . ( .)

표심송 봐봐 나는 노래하면서 가슴을 주먹으로 친다 라라 여러 : . ( ) , (

번 반복한다 떨림이 없다 다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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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표현 알지 못하는 표정: ( )

표심송 나랑 표현씨랑 반대야 모르겠어: . ?

조표현 알지 못하는 표정: ( )

표심송 표현씨는 가슴 아랫부분 여기를 쳤을 때 반응이 없고 윗 : ( ) (

부분 여기를 쳤을 때 반응이 있었다구) . 

조표현 아: . 

표심송 다시 해 볼게요 자신의 가슴 윗부분을 여러 번 주먹으로 친: (

다 라.) ~. 

조표현 라 같은 부분을 친다 소리가 떨린다: . ( . .)

표심송 그렇지: ?

조표현 아: ! 

표심송 왜 그럴까: ?

연구자 아 신기하다: , . 

 

손은 몸에 대어 울림을 느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주먹으로 몸에 충   , 

격을 주는 형태로 바꾸어 사용했다 두 사람은 가슴을 주먹으로 쳐보면. 

서 나오는 반응을 확인했다 표심송의 가슴을 두드릴 때는 소리의 흔들. 

림이 일어나지 않았고 조표현의 가슴을 칠 때는 소리에 흔들림이 일어났

다 가슴에 힘을 주고 노래를 부를 때 가슴을 둘러싼 상체 근육에는 힘. 

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 소리는 떨리게 된다 그러나 배. . 

에 힘을 준 상태에서 호흡을 가슴으로 올려가면서 소리를 내면 배와 그 

주변에만 힘을 주게 된다 그래서 주먹으로 가슴을 쳐도 소리는 떨리지 . 

않는다 표심송은 소리를 내고 있을 때 에너지 가 된 호흡 이 몸 안 . , “ ” “ ”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가슴을 주먹으로 쳐서 충격

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주먹의 충격으로 나타나는 가슴의 . 

반응은 힘의 이동을 찾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조표현에게 연. “

습 방법 을 찾아서 맞게 해주는 구체적인 학습으로 인식되게 하고 있” “ ” 

는 것이다. 

몸의 감각들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오고가면서 상호적으로 느껴지   

고 있었다 감각을 통한 학습은 정교하면서도 민감하다 느낌을 바로 전. . 

달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가르칠 수가 없다 느끼는 것은 말로는 설명하. 



- 133 -

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증명해 준다 그래서 감각을 가지고 노래를 . 

가르칠 때 교수자가 그 감각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서는 가

르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들의 학습은 힘의 방향을 느끼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다   .  

조표현 다시 천천히 소리를 낸다 아: ( .) ~. 

표심송 코드를 친다: (C .)

조표현 아 방 안을 걸으면서 소리 낸다 도: ~. ( . ‘ ’)
표심송 듣고 있다가 그래: ( ) . 

조표현 아 레: ~. (‘ ’)
표심송 피아노 치다가 걸으면서 아: ( ) ~.

조표현 아: ~. 미 소리가 떨린다 (‘ ’ .)

표심송 보고 있다가 그거 봐 아직 내질 못하잖아 압이 없단 말: ( ) . , 

이야 지금. 

조표현 걸으면서 도레미파 솔파미레도 아: ( ) ~. 

표심송 그거 봐 아직도 압이 없어 아 뭔가 다르지: , . ~, ?

조표현 그게 밖으로 내밀어야 돼요: ?

표심송 응 아 계속 버텨야 돼 자신의 허리와 배 쪽을 가리키면: . ~. (

서 이쪽으로) .  

조표현 최대한요: . 

표심송 응: . 

조표현과 표심송은 방 안을 걸으면서 소리 내는 연습을 하고 있다   . 

조표현은 걸으면서 소리 낼 때 내는 음들이 떨렸다 소리가 떨리는 현상. 

은 소리를 가두고 있는 힘인 압“ ”68)을 유지하지 못해서 나타나고 있었

다 의도적으로 압 을 누르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다. “ ” . 걸

을 때는 다리의 양 쪽에 있는 힘이 분배되면서 한 쪽으로 실리게 된다. 

그때 힘은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골반 근육과 허리 근육으로 분산되고 

등을 거쳐 가슴까지 들어가게 된다 힘은 한쪽 발을 디딜 때마다 같은 . 

방식으로 다른 발에 전달된다 걸을 때 힘의 방향은 서로 교차하게 되며 . 

68) 참여자들의 수업에서 말하는 압 은 압력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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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게 힘을 주고 빼게 되는 것이다. 

걸으면서 노래하듯이 호흡을 하니 배에 있는 압 이 계속 떨어져 소   “ ”

리를 유지하지 못했다 몸은 힘을 주고 있어야 하는 부분과 빼야 하는 . 

부분을 분간하지 못했다. 노래를 하면서 소리를 내면 배에 힘을 주어“ ” 

야 하고 그 힘이 몸 안에서 압력으로 작용한다 걸으면서 소리를 내거, . 

나 음정 이동을 하게 되면 걸으면서 다리에서 교차되어 올라오는 힘의 , 

영향으로 소리를 내기가 불편해진다 말하자면 배에 압력을 주어서 내. , 

고 있는 음이 다리에서 올라오는 힘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다 표심송과 조표현은 익숙해져 있는 걷는 몸틀에 압 을 유지하며. “ ” 소 

리를 내는 불편한 상황을 대입하여 노래하는 몸틀을 얻어내고 있었던 것 

이다. 

조표현에게 걸으면서 소리 내어 보도록 하면서 그 뒤를 따라 걷고 있   

는 표심송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처럼 점수. 

를 매기기 위하여 감독관처럼 학습자를 평가하고 계열화시키는 것이 아

니라 어떻게 하면 나은 소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었다. 

이들은 소리를 내다가   코를 막아보기도 했다 .

표심송 입 열어 입이 자꾸 닫히지: ! .

조표현 하하하: . 

표심송 그래 좋은데 표현씨가 자꾸 허허허 이렇게 돼 하하하 웃: “ ” . “ ” 
는 것 같은 거야.

우리가 웃을 때 허허 이러지 않고 하하         “ ” “ .”
죠표현 아: !

표심송 만약에 그걸 확인을 하고 싶으면 코로 갔는지 안 갔는지만 : 

확인하려면 코를 손가락으로 막는다 하하하 그렇지 코( .) “ ” ? 

를 막고 해 봐봐.  

조표현 코를 막고 소리 낸다 하하하 코맹맹이 소리: ( .) . ( )

표심송 하하 이렇게 목으로 끊는단 말이야 호흡으로 끊는다는 생: . . 

각을 하라구 하하하 어떻게 소리가 다른지 알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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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표현 네: . 

표심송 다시: !

조표현 하하하: . 

한쪽 코를 막으면 당연히 막힌 소리가 난다 호흡이 지나가야 할 공   . 

간 중에 한쪽 콧구멍을 막으니까 당연히 답답한 소리가 난다 이들은 코. 

맹맹이 소리를 내다가 다시 손가락을 떼고 다시 소리를 냈다 표심송은 . 

코도 울리고 비강도 울려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한다 호흡이 “ ” . 

나오지 못하는 만큼 그 진동 그대로 손과 코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다. 

내보내는 호흡이 입으로 나가지 않고 코에 머물러 있으면 손가락에 울림

이 느껴졌다.  

조표현이 턱 을 열면서 소리를 내어보니 코가 막히는 소리가 사라지   “ ”

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막히는 소리가 사라지는 현상도 한정된 . “ ” 
몇 개의 단어 에서만 가능했다 다시 소리를 내어보니 코맹맹이 소리가 “ ” . 

들리기 시작했다 코막힘에 대하여 턱을 열고 진동을 느끼려는 의식을 . 

조금이라도 놓으면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표심송과 조표. 

현은 한쪽 코를 막아 호흡의 양을 감지하고 코 안의 근육에서 울리는 느

낌을 행위를 통해 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감각을 이용한 학습에 대하. 

여 이미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연구자 선생님이 눌러 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 ?

이미래 저는 아예 제 턱이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손으로 잡: 

아 주시니까 계속 올리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내‘ , 

가 올라가고 있었구나 하고’ .

연구자 아 못느꼈구나: , . 

이미래 바로 느끼죠: . 

연구자 손으로 잡는 게: . 

이미래 네: . 

연구자 그런 부위들을 말로 하는 것보다: ?

이미래 네 말로 하는 것보다 일단 거울이 있으면 보면 되는데 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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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거울을 보는 것도 아니니까 잡고 있는데 바뀔려고 하면 

움직이잖아요.

연구자 응: .

이미래 그러니까 바뀌고 있구나 바로: . ‘ ’ . 

연구자 응: . 

이미래와 조표현은 소리를 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학습을 하나 같이    

정말 신기하다 고 했다 이후의 면담에서 조표현은 이거구나 하는 느“ ” . “

낌이 드는 게 엄청난 성과 라고 말하기까지 말했다, ” . 표심송은 나에게 

사실 “ 못느끼면 병신이야. 라고 했다” . 원초적인 감각이 그대로 학습되기  

때문에 못느낄 수가 없다는 의미였다 몸의 감각을 학습한다는 것은 자. 

신의 몸을 더 “민감하게 생각” 하며 자극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습. “

관 을 ” 고치려고 하면 느껴야 한다 잘 느끼려면 민감해야 한다 민감하. . 

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감함은 일반. 

적인 학습에서 도외시 된다.

민감함은 그 사람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평가 받   

기도 한다 예술적이고 지적인 문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는 민감함이 특별한 것이 되거나 섬세한 취향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다 반대로 강인함을 선호하는 집단에서는 . 민감한 특성을 치료해야 할 , 

문제점으로 여긴다(Aron, 1996). 우리는 말과 글 수와 양 등의 온갖  , 

부호와 도식을 습득하면서 민감함을 잃어간다 민감함은 오히려 혼자 몰. 

래 일기장에나 적어 숨겨놓는 학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었다 조용환( , 

이미래와 조표현도 몸으로 민감함을 느껴가면서 배우는 학습에 2006). 

익숙하지 않은 집단 속의 사람이었다 민감한 감각을 노래 배우는 도구. 

로 사용하는 학습은 학습자 수가 교수자에 비해 많은 학교에서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참여자들은 수업을 할 때 잡고 있다 거나 올라가는 느낌 에 대하여    “ ” “ ”

일일이 이름 붙이지 않았다 감촉으로 느끼게 해주거나 내려야 돼 혹. “ ”, 

은 바뀌면 안 돼 등의 단어만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렇게 느껴진 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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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시 턱을 내렸다 참여자들이 얼굴을 손으로 만지면서 의식함을 느. 

끼는 순간에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턱을 비롯하여 코 얼굴 근. ‘ ’, ‘ (

육 입술 을 만질 때는 얼굴 근육의 변화를 자세히 보았고 허리)’, ‘ ’ , ‘ ’, 

옆구리 골반 어깨 배 들을 서로 만지면서 언어 없이도 미묘하‘ ’, ‘ ’, ‘ ’, ‘ ’ “

게 다른 느낌들을 학습하고 있었다” . 

참여자들이 몸을 사용하여 노래하는 학습은 지식이나 논리로 아는 방   

식이 아니라 바로 느끼는 방식이었다 리머는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을 “ ” . 

명명 없이 알아채기 라고 말한다“ ”(Reimer, 2003/2017, p.319) . 우리가 

느끼는 느낌에는 뭐라고 딱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매우 깊고 특별한 다른 

느낌들도 존재하며 그렇게 익히는 것이 노래를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 

된다. 느낌은 머리로 따지거나 분석하지 않고 우선 몸이 아는 그대로 내

맡기는 것이다 이정희 그러한 느낌들은 일일이 말할 수도 없고 ( , 2018).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느끼는 것들에 대하여 그대로 나타냄에 맡길 . 

때 드러나는 것이다(Merleau-Ponty, 1945). 

나는 학습자들의 수업에서 잠재적인 앎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것   . 

은 감각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감각을 이용할 . 

때 이전 혹은 과거에 겪었던 학습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 

운 지점을 발견했다 이런 모습은 감각을 주고받을 때는 사고를 하기도 . 

전에 갑자기 확 다가오는 느낌을 바탕으로 한 학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몸이 자신이나 타인의 감각을 통해 알게 되는 형태나 지점. 

들이 나타날 수 있는 “비존재의 지대”(Merleau-Ponty, 1945/2002, 

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나는 p.169) . 이런 식의 교수 학습이 프-

로그램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래 표 . <

은 연구참여자들이 감각을 느끼는 방향으로 학습이 전환되면서 노래 6>

연습의 양상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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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서로 이해하고3) : “ ”

노래 공부를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표현과 이미래는 표심송의 가르   

침을 더 굳건하게 믿고 따랐다 이런 모습은 장에서 조표현과 이미래. III

가 이전에 배웠던 다른 보컬 선생들에게 보였던 태도와는 큰 차이가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표현 퍼센트죠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나처럼은 되: 100 . . “
지 마라 그런데 나처럼 연습하라고 그만큼 저는 열리신 분” 

이전 방식          달라진 방식   ->         

음계 즉흥연주 노래, , 

가요 팝송 재즈송( , , )

연습 

주제
소리에 집중

모드 선법 음계( )

장단음계 반음계, 

블루스음계 오음음계, 

사용

음계

한 음에 집중

온음계 장단음계( , , 

반음계)

숫자 원투 계명창 가사( ), , 발음

아 에 이 오 우, , , , ,

라 멈 미아, , 

하 발음 없이 입만 (

벌리고) 

피아노 스마트폰, 
보조

도구
피아노 스마트폰 거울, , 

교수자가 듣고 피드백 방식

얼굴 만지기, 

가슴 손대기 주먹치기( , ) 

걸으며 소리 코막기, 

표 달라진 연습 방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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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하고 꼭 반드시 자기처럼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하고 기본기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의 색깔을 더 입혀야겠죠 그런데 저의 근간이 되. 

는 건 표선생님의 가르침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자만하지 말라는 뜻이다 조   . . 

표현은 나처럼 되지 말고 나처럼 연습하라 고 한 말을 인상 깊게 기억“ ”

했다 이 말에는 신체 조건상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며 노래해 온 표심. 

송에 반하여 타고난 몸 을 가지고 있는 조표현은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 ”
자신을 개발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둘째는 표심송과 똑같은 모델이 . 

되지 말라는 것이다 조표현은 표심송이 자기가 터득한 것을 가르치고 . 

있지만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고 말한다 이전 보컬 선생들‘ ’ . 

이 강요했던 그들의 방식을 떠나 자기의 소리를 찾고 개발하여 조표현이

라는 색깔을 가진 보컬리스트가 되길 원하는 것이다. 

청중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보컬리스트에게 자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노래만 잘 하면 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좋은 보컬리. 

스트는 청중을 자기의 노래 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강하다 보컬리스트. 

가 자기의 노래 속으로 청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청중에게 무엇인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노래로 줄 수 있어야 한다 일단 공감을 줄 수 . 

있는 요소가 청중에게 전달되면 감동으로 변화되고 그 과정을 보컬리스

트가 목격할 때 노래의 생명력은 더 살아난다.

이들은 대중성이 있는 노래를 조준하여 만들어 인기만을 쫓으려 하지    

않는다 노래 부르는 것 하나로 실력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 . 

노래를 하면서 청중과 나누는 교감을 특히 중요하게 여긴다 보컬리스트. 

가 입을 열고 노래의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청중들은 느낌을 받는다. 

느낌이 오면 마음을 열어 노래가 끝날 때까지 몰입해서 들으며 즐긴다. 

반대로 느낌이 오지 않으면 청중들은 마음을 닫고 아주 냉소적으로 변해

버린다 오한승 심지어는 한번 노래를 잘 못하면 청중과는 물론( , 2013). 

이거니와 그 세계에서도 노래를 잘 못하는 보컬리스트로 낙인찍힌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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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면 작은 카페까지 소문이 나서 활동하기도 어렵게 된다. 

아무리 작은 무대라도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간 청중과 소통   

은 시작된다 청중의 수가 얼마가 되든지 그들은 모두 보컬리스트가 하. 

는 노래로 소통하게 된다 그러나 소통의 깊이는 보컬리스트의 문제가 . 

된다 결국 보컬리스트는 자기 혼자 노래를 잘 하려고 자기를 개발해야 . 

되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깊게 소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기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다 표심송은 청중에게 인상을 남기는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 . 

불안정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노래해야 하는 보컬리스트의 

상황을 잔인하다 고까지 말한다“ ” . 

보컬리스트는 십 제곱미터도 안 되는 작업실에 들어가 노래에서 전하   

고자 하는 노래의 느낌을 먼저 이해하고 의미를 담아내려고 하는 인고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 과정에서 잠시 나와 무대에서 노래할 때 청중이 노. 

래에 박수로 화답하는 정도를 보며 어느 정도 교감이 되고 있는지 확인

한다 보컬리스트가 작은 작업실에서 보이지 않게 쌓는 노력이 청중과 . 

더불어 음악적인 성취로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이때 보컬리스트는 음악. 

적인 만족을 느낀다 표심송이 잔인하다 라고 한 말에는 항상 음악적으. “ ”

로 성장하며 청중과 교감하기 위해 혼자 끝없이 연습 해야 하는 보컬리“ ”

스트의 길 이 정말로 어렵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이런 말들 하나하나“ ” . 

에는 진심이 묻어 있다.

   표심송의 이런 모습은 노래를 부르면서 힘들어하는 이미래에게 다가

갈 때도 잘 나타난다. 

이미래 이런 느낌 학교에서도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합주 : ... . 

할 때도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막 하면서 열심

히 했는데 학기 때는 다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해요 하2 “ ” 
면서 그냥 잼 하는 것처럼 그냥 스윙하고 한 명씩 솔로 트레

이드 모든 곡을 똑같이 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 ‘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열심히 안 하게 되고 그러다가 ’ 
겨울 방학이 왔는데 한번 아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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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하는 연습은 그냥 한 번씩 해보고 끝난다 교수도 학생도    “ ” . 

그렇게 말한다 시간이 갈수록 . 구태에 젖는 수업은 계속된다 그렇다고 . 

학교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었다 하고는 있지만 별 의미가 없었다 그것. . 

은 헐벗은 반복 이었다 형식적으로 하는 “ ”(Deleuze, 1968/2004, p.75) . 

합주나 연습에서 향상을 얻기는 어려웠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남모르게 자기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 

의미 없는 반복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다. 학교 다니는 내내 보이지 않는 학생 간의 경쟁은 이미래를 괴

롭혔다. 보컬들끼리의 경쟁에서 실력을 검증하는 평균 같은 것은 없다. 

항상 주관적인 판단에 따를 뿐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노래에 대해서. 

도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미래도 그랬다 노래 한 곡을 사람들 . . 

앞에서 부르는 것은 노래라는 예술 작품을 한 사람이 경험하며 변화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런 음악의 존재 방식을 익히는 과정은 (Cook, 1998). 

이미래가 홀로 주관적으로 느끼고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

태로 얼마나 진한 감동을 타인에게 드러낼 수 있는가로 경쟁되고 있었, 

다. 

이미래 그런데 나는 처음에 음악을 배우는 게 좋아서 왔지만 지금도 : 

좋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 

것 밖에 없으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학에서 음

악을 전공해서 수능이랑 멀어져버렸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슬럼프인 건지 우울증 같은 증. 

세 때문에 그런 건지. 

하고 싶어서 시작한 노래는 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이제는 할 수 있   . 

는 다른 일도 없었다 압박감은 무기력감 으로 다가왔다 주위에 있. ‘ ’ “ ” . 

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서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이루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미래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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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았다 연습을 해도 늘지 않는 것 같았다 열등감이 생겼다 그러나 . . . 

이런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는 더 힘들었다 이미래의 부모는 집. 

에서 방문을 두들기면서 오늘은 연습 안 해 라고 한다 가족들이 그냥 “ ?” . 

던지는 말에도 이미래는 상처를 받았다 혹시라도 . 친구들에게 말하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러고 있으니까 라는 말이 돌아올까 “ ”
봐 염려되었다 재수할 때는 우울증약까지 먹었던 적이 있었다 이미래. . 

는 누구에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가 더 큰 상처로 돌아올까 봐 두려워

했다 이런 상황에서 표심송은 이렇게 말한다. . 

표심송 난 솔직하게 얘기 하자면 어릴 적에 되게 우울한 때가 많았: 

거든 매일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러는 때 뭐 늘지도 않고. ...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은 못느끼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 ‘
늘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 .

이미래가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표심송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무엇   

인가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 어렵게 꺼내는 이미래의 이야기에 공감한. 

다. 그 다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 중에서 이미래가 겪고 있는 상황에

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준다. 이미래가 겪는 어려움은 음악을 

하려고 하면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연습의 

과정이 자기의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했다. 표심송은 이미래가 힘들어하는 지점에 서서 어려움을 함께 이해해 

주고 있었다. 

표심송 다른 애들은 십몇 년을 불렀는데 나는 도레미파 도레미파솔: ‘
라시도 이런 것만 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입시도 못 ’ 
볼 것 같고 그래서 진짜 그래서 맨날 울었어 죽고 싶었, 

던 이렇게 연습을 해도 되나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우리 ... ‘ ’ 
선생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셨어 그때 그 선생님이 수업이건 . 

아니건 선생님의 작업실에 오게 해 줬어요 그리고 같이 연. 

습을 해줬어 아니면 옆에 있거나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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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정도 넘게 그렇게 보냈거든 그런데 그게 완전 도움이 됐. 

어 이미래를 정면으로 쳐다보며 와요 여기로. ( ) , . 

연구자 와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 . 

표심송 응 와 여기로 와 무조건 와 와서 놀아도 되니까 여기로 : . , . . 

와 와서 내가 있건 없건 와. .

이미래 그런데 선생님 없으면 문 안 열리잖아요: . 

표심송 아 그건 그러네 아 저 친구 있어 승환이한테 열어 달라구 : , . . 

그러면 되고 그 친구 매일 오니까. . 

이미래 아이참 웃는다: . ( .)

  

표심송은 음악을 늦게 시작하면서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마음고생을    

했다 남들보다 늦게 노래를 시작했다 더 못한 지점 에서 출발해 몇 . . “ ”

배 열심히 해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 

서 이미래가 경쟁으로 인해 겪고 있는 슬럼프가 더 마음에 와닿았다 위. 

와 같은 위로를 해줄 때 나는 교수자로서 표심송이 가르치는 위치에서도 

언제나 그 위치를 내려놓고 학습자의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

았다.

그 후 이미래는 매일 표심송의 작업실에 갔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 

나아질 때까지 표심송의 작업실에서 함께 연습을 하였다 표심송은 자기. 

가 힘이 들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그대로 이미래에게 , 

건네준 것이다 그런 마음은 . 어려운 사람에 불쌍한 마음으로 베푼 선행

이 아니었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을 보고 진심에서 . 

우러나온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다. 표심송은 학습자라는 존재를  

수업 상황에서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함께 학습하며 성장해 나

아가는 존재로 보고 있었다 그런 표심송의 마음을 알기에 이미래는 누. 

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어려움을 털어 놓았다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 

함께 이겨내려는 힘을 주고받는 참여자들의 모습에서 나는 함께하는 따‘

뜻함 을 발견했다’ . 

맞추는 학습 에서 보여주는 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 ’ .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학습은 절충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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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학습자들은 학습 방향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한다 그러나 그러. . 

한 상황에도 학습자의 방식대로 가도록 두지는 않는다 둘째는 절충하면. 

서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이 감각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

다는 것이다 학습은 소리를 듣고 피드백을 주는 식에서 감각을 느끼는 . 

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의 근원으. 

로 파고들어가는 심층적인 과정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셋째는 교수자. 

가 학습자에게 하는 진심어린 조언과 행동이다 타고난 몸을 잘 사용. ‘ ’

하지 못하는 조표현에게 표심송은 나처럼 되지 말고 연습하라 는 말을 ‘ ’

했다 좋아하는 노래가 해야 하는 것이 되면서 친구들과 경쟁을 힘겨워. 

하는 이미래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작업실에 매일 오게 했다. 교수자는 

언제나 학습자의 위치로 돌아간다. 조언을 해주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 

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에 학습자들은 교수자를 신뢰하고 가르침

을 따르게 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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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 교수 학습의 구조 의존과 독립V. - :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노래를 배우는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IV

것을 중심으로 본 이끎 과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 간에 절충하면서 나‘ ’
타나는 교수 학습의 변화를 맞춤 으로 살펴보았다- ‘ ’ . 

이 장에서는 교수자인 표심송과 학습자인 조표현과 이미래가 보이는    

교수 학습을 의존과 독립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이 장을 구성- ‘ ’ ‘ ’ . 

하고 있는 두 가지 지향인 의존 과 독립은 학습자인 조표현과 이미래‘ ’ ‘ ’

가 교수자인 표심송과 노래를 배울 때 나타나는 학습의 서로 다른 양상

을 말한다 의존은 다른 큰 힘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로 학습자가 교수. ‘ ’

자의 경험과 능력에 의지하고 있는 조표현의 경향이다 그와 달리 독. ‘

립 은 다른 것에 덜 예속된 상태로 자유롭게 지식을 흡수하며 이동하는 ’

이미래의 경향이다. 이 두 경향은 서로 다른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수자인 표심송을 중심으로 더불어 교류하고 있다, . 

제 절 의존 지향 에서는 조표현이 교수자인 표심송의 가르침에 대한 인1 ‘ ’

식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어떤 연습의 방식이 효과를 가져 왔는지, 

어떤 식으로 되돌아보며 학습을 인식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제 절 . 2

독립 지향 에서는 이미래가 외부의 학습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인식을 ‘ ’

보면서 표심송과의 학습이 어떤 구조를 보이며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의존 지향1. 

이 절에서는 학습자인 조표현이 교수자인 표심송의 진단과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인식의 배경과 이들이 하고 있는 반복 에서 조표현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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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효과와 해 온 것 을 되돌아보는 학습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 

이 절을 통해 조표현과 표심송의 학습 흐름과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교수 중심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1) : “ ” 

아래는 조표현이 표심송의 가르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연구자 선생님의 가르침이 무대에서 어느 정도 사용돼요   : ?

조표현 제가 테크닉적으로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 

요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부분만 해결하면 내. . 

가 진짜 잘 할 수 있다 난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게 있. . 

어요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사람이 다른 사람도 갖고. ... 

는 있는데 표심송 선생님만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표심송 선생님은 보컬 공부를 .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성악도 많이 하셨고 인간의 . 

성대 구조 이거를 짤라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생. 

님은 그걸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 

솔직히 말해서 저의 노래 스타일하고는 많이 비슷하진 않

지만 저의 테크닉을 개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면

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 

쉽지만은 않죠.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표현은 표심송이 노래 부르는 훈련의 기술   

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조표현은 . 

자신과 표심송이 노래하는 스타일 이 서로 다르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 ” . 

불구하고 표심송과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표심송이 

자신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표현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진단해 내는 표심송을 자기의 학습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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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표현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그동안 자기의 경험에서 표심송보

다 자신을 잘 파악하는 교수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표현. 

이 경험한 수준에서는 표심송 만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조표현 선생님이 로 주입시켰는데 내가 로 나오고 내가 로 표: A , A , A

현한 걸 그 사람이 로 듣는 거예요 아A . . 

조표현은 표심송이 로 주입 받으면 로 나오게 되었다고 좋아했   “A ” “A ” 

다 주입한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되는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 

있는 것이다 표심송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표현이 해주었을 때 잘. , “

했다 거 봐 길이 보이지 선생을 잘 만나야 돼 라고 말한다 이”, “ , ?”, “ ” . 

조표현의 

경험치

표심송의 경험치

           

           

그림 조표현과 표심송의 경험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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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모습은 이들의 학습이 교수자가 가르치는 것을 전달받아 그대로 하

는 수직적인 구조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

수직적 구조에서 상부는 항상 하부의 위에 위치하고 하부는 상부에서    

전달되는 개념에 의해 종속된다 표심송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연주 경. 

험과 가르친 경험들이 종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한 총체적인 경험들. 

로 조표현에게 노래를 가르친다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런 경험은 . IV

말하는 것처럼 노래하거나 감각을 느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 ” ‘ ’ . 

한 교수 학습은 체계로 구성된 순서나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

아니었다 그런데도 조표현은 그런 표심송의 경험을 매우 신뢰하고 있. 

다 이렇게 비가시적인 방식이지만 교수 학습의 관계 유지에 중요하다. , -

는 점에서 조표현이 표심송에게 의존하는 수직적 구조는 도제식 교수 학-

습의 구조와도 유사하다. 

도제식 교수 학습 방식은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시간을 들여 터득한    -

교수자가 탁월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학습자와 공존하면서 경험적인 지, 

식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명시적이지 않고 묵시적인 부분까지도 공유하, 

는 관계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김한미 많은 교육의 형식들( , 2009). 

이 존재하지만 도제식 교수 학습을 국악이나 특정한 기술전수를 위해, - , 

서 사용되는 기술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기능적인 교육 제도로 한정하

여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 

는 일들 예컨대 인간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학 분야나 수많은 사례를 , 

거쳐 완성된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법조계나 기존의 연구를 뒤집는 새, 

로운 연구가 끝없이 등장하는 학문계 프로 스포츠나 예술의 계통은 도, 

제식의 교육방식을 기초로 해서 발전되어 왔다 김진미( , 2016; Lave & 

도제적 교수 학습은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지닌 교수자Wenger, 1991). -

와 지식을 배우려는 학습자의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된다 도제식 교수 학. -

습에서 주목할 점은 교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학습자의 상태를 보면 

단번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성욱 신기현( · , 

이런 관계에서 교수자가 경험적 지식을 전달하지 않으면 학습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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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는 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주입된 와 같이 하려는 조표현은 표심송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A “ ”

라는 말을 자주한다 이 말은 교수자를 학습해야 할 모델로 삼고 그와 . 

같이 되려는 도제식 교수 학습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런 방식의 - . 

교수 학습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를 통해서 깨우치는 지식보다 학습자가 -

교수자에게 배우면서 깨우치는 지식이 훨씬 많을 수 있다 또한 가르치. 

려고 하는 지식의 내용들이 교수자가 직접 경험하여 구현하는 종류의 것

들이기 때문에 교수 중심 적인 경향이 더 강하다 수직적 구조를 보이‘ ’ . 

는 학습에서 학습자는 교수자가 가진 경험을 따라서 학습의 방향을 설정

하게 된다. 

   

위의 그림 에서 큰 화살표의 안은 표심송이 획득한 경험의 범주이   < 3>

며 화살표는 학습의 방향을 가리킨다 교수자는 경험과 지식이 적은 학. 

습자가 하는 학습 경험에 관여하고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러. 

표심송조표현

그림 조표현과 표심송의 학습 방향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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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는 수업이 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 

달리 보면 교수 중심의 수업은 학습자의 수업이 퇴보하거나 다른 길로 , 

가는 것을 막아준다 실력이 검증된 교수자의 경험적 지식을 학습자가 . 

온전히 수행했을 때 학습은 좋은 경험으로 축적되며 그렇게 익혀진 지식

은 사라지지 않을 만큼 깊은 체험을 주기 때문이다.

레이브와 웬거 는 해군 조타수가 배 조종술을    (Lave & Wenger, 1991)

익히는 과정과 양복을 만드는 의복공이 하는 학습을 분석했다 레이브와 . 

웬거는 두 학습의 분화된 각 공정에서 다른 공정으로 이동하면서 교수자 

없이 학습을 익힐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했다 모든 공정에 교수자. 

가 함께 있지 않아도 각각의 공정에서 알 수 있는 지식들이 존재하며 지

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교수자의 교수활. 

동이 없더라도 학습자 스스로 배우게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연구자 참여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길 하고 있었는데: ( ) ?

조표현 하하: . 

연구자 녹음기를 켠다 원래 성실했던 사람 아니야: ( ) ?

표심송 성실하진 않았지 꽤 많이 봤고 그런데 표현씨 얘기가 앞으: . 

로 잘하겠다고 해서 하하 다 잘 될 거야, .

조표현 열심히 해야죠 녹음기를 켠다: . ( )

위의 내용은 조표현이 학습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잘 하겠다고 다짐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녹음기를 켜는 장면이 나온다 조표현과 표심. . 

송의 학습에서 특이한 점은 교수 학습에 일어난 일을 녹음해서 레슨이 -

이루어진 이후에도 학습자가 듣는 것이었다 수업 행위를 한 다음 녹음. 

과 같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이들의 세계에서는 불문율과 같은 것

이었다 그런데 표심송은 조표현이 수업을 녹음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 

다 그것은 학습한 내용을 나중에 다시 들어보고 복습할 수 있게 하기 . 

위함이었다 그러나 조표현은 녹음을 듣는 것은 시간 도둑 이라고 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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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월이 넘도록 듣지 않았다8 . 

장과 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조표현은 표심송에게 년   III IV , 7

을 넘게 배우고 있다 그리고 내가 관찰을 시작한 년째가 되어서야 . 3 “A

로 나오는 학습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점을 감안해보면 조표현은 교수” . 

자의 적극적인 감독과 관여로 학습의 성취가 되어가는지를 계속 확인하

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학습자이다 이것은.  위에서 레이브와 웬거가 주

장했던 학습자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혼자 학습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표현은 교수자에게 의존하는 . ‘ ’

경향이 강하다 조표현은 표심송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 조표현은 학. . 

습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혼자 해내지는 못한다 이처럼 학습자. 

가 스스로 학습을 촉진하지 못할 때 교수자는 학습자가 학습하고자 하, 

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 도우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교수자의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   ‘ ’

기 때문에 수업 상황을 교수자가 점유하는 경우가 많다 조표현과 표심. 

송의 관계도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표심송 힘이 들어가서 뭐가 바뀌었어: ? 근육이 바뀌었다구.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표현씨가 그런 걸 잘 몰

라 하하, . 

조표현 : 어디 근육... 

표심송 입 안의 근육 입 안의 근육 노래하면서 어디 근육을 생각: , . 

해야 될까 팔다리 근육을 생각 하는 게 아니야? . 입 안의 근

육을 생각 하는 거야 횡경막이랑. . 

조표현 보고 있다: ( .)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수준이 높은 교수자가 학습에서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쉽게 답하기 어렵다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조표현이 답을 . 

하지 못하자 표심송은 질문을 해놓고 자기가 대답한다. 교수자가 수업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자들이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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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수업 전체를 이끌어 가는 사람은 표심송이었다 조표현이 아무 . 

대답 없어도 그렇지 그래 하며 혼자 진행했다 대답하는 사람이 없“ ? .” . 

기 때문에 교수자가 혼자 말하게 되는 것이다.

김정원 은 교사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에서의 문제는 교사   (2002) -

가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학습보다 교수 활동. 

이 두드러지는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수업시간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 그. 

렇게 되면 학습의 주체인 학생은 소외된다 소외된 학생들은 지루해지고 . 

수업을 하기가 싫어진다 표심송도 레슨 시간의 많은 양을 자기가 말하. 

면서 수업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조표현이 수업에서 지루해 . 

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들의 수업은 조표현의 학습 활동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표심송이    

즉각적으로 확인 하고 평가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관찰 기록“ ” ‘ ’ . 

지를 살펴보니 조표현과의 모든 학습에서 표심송은 노래를 해본 다음에 

알게 된 그 느낌 이 사라지기 전의 타이밍을 절묘하게 포착해서 필요한 ‘ ’

설명을 넣고 있었다 시의적절성이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조. . 

표현이 땀 을 흘려서 좀 쉬었다 하자 거나 문을 열어 라고 말할 정도“ ” “ ” “ ”

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학습자의 활동 자체가 학습의 중심이 되. ‘ ’ 

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심송이 수업 시간을 주도하고 있더라도 

학습자는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교. 

수자가 수업을 주도해서 학습자가 지루해하거나 소외될 수 있다는 김정

원 의 주장과도 차이가 있었다 나는 교수 중심의 수업이라고 하더(2002) . 

라도 수업 주체인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 교수 학습이 진행되면 -

오히려 활기를 띨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복 효과 이게 먹히는구나2) : “ ”

학습자가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의존할 상대방이 있기에 가능   

하다 이런 의미에서 학습자의 교수자에 대한 의존은 학습의 무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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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지고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심송도 그런 학습의 무게를 조표현. 

과 함께 지고 있었다 조표현이 가진 학습의 무게 중 하나는 노래를 하. 

다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을 자기 자신이 찾지 못하는 것이었다. 

조표현 도시 데: . 

표심송 : 음정을 바로잡고 도시 데( ) .⓵ 데 를 다시 몇 번 치며 기다린(‘ ’
다)

조표현 : 도시 데 데 이상한 듯 여러 번 반복한다 데 데 데. ( ) , , , ⓶
데.

표심송 : ⓷데가 더 내려갔어야 돼 도시 데레. .

조표현 도시 데 생각하다가 도시 데 음을 계속 끈다: . ( ) . ( )⓸ ⓹
표심송 : 아냐 그건 미 플랫이지 피아노로 들려준다 치면서 도, . ( . ) ⓺

시 데레 이거지.

조표현 : 도시 도시 데레 데레 데레 데레 아 더 내려가야 되네, . , .⓻  

도시 데 저는 뭐 내는 거예요. ?

표심송 : 피아노로 들려준다( )

조표현 : 도시 데 음정을 듣고 감지한 후 아 이거 안 되네 한... ( ) , . (

참 동안 반복한다 데 데 데 데) , , , .⓼
표심송 : 피아노로 반복해서 들려준다( )

조표현 도시 데레 도시 데레 데 데 데 데: . . , , , .

위 내용 에서 표심송은 다음 음으로 진행하지 않고 음만 몇 번 치   ⓵
며 조표현을 기다린다 에서 조표현은 데 의 부분이 이상해서 멈춘. “ ”⓶

다 데 를 급하게 여러 번 반복한다 듣고 있던 표심송은 에서 더 . “ ” . “⓷

내려갔어야 돼 하고 말해준다 조표현이 음들을 내기 전에 표심송은 목” . 

소리와 피아노로 들려준다 그 다음 표심송은 의 도시 데 에서 생각. “ ”⓸

하는 조표현의 다음 행동을 기다린다 표심송의 기다림을 직감하고 조표. 

현은 데 에서 멈추어 선다 그리고 에서 데 를 계속 내어 본다 이“ ” . “ ” . ⓹

러한 행동에는 문제를 먼저 포착 하는 표심송이 있다 조표현은 내고 ‘ ’ . 

있는 음정이 “내려가야 함을 찾고 표심송은 음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실” 

제 학습을 안내 한다 한 음을 이동할 때 에서 그건 미 플랫이지 하‘ ’ . “ ”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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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드백 이 나타난다 그러면 의 데 가 더 내려가야 되네 하고 조‘ ’ . “‘ ’ ”⓻

표현의 판단 이 이루어진다 그림 는 조표현과 표심송의 학습 패턴‘ ’ . < 4>

을 보여준다.

   

을 비롯한 위의 예문 속의 연습을 들여다보면 학습의 진행을 멈추   ⓼

고 안 되고 있는 것을 반복 하는 현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 ’

수 있다. 

조표현 늦잠자고 주말에 시계를 봐요 만약에 열두 키가 있다 두 : . . . 

번 여섯 번을 한다 그러면 두 번씩 하면 번을 하게 되는 , 120

거예요 선생님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 

요 제가 집중을 잘 못하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횟수로 해 . 

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좋아. . 

졌어요. 

 

조표현의 이러한 변화는    연습을 하는 방식을 합의 하고 난 후 나타‘ ’

나기 시작한 일이었다 조표현은 아르바이트와 외부 활동들을 하기 때문. 

에 연습할 수 시간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집중력은 항상 약했다 그. . 

포착 

기다린다( )

도시 데

안내

감지한다( )

데 데 데, , , 

데

피드백

이야기한다( )

그건 미 

플랫이지

판단

찾는다( )

더 내려가야 

되네

학습 방향

그림 반복에서 나타난 교수 학습 수행 언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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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표심송은 주어진 시간 안 에서 연습할 곡의 프레이즈 혹은 리듬‘ ’ , , 

음정을 계속 반복하도록 조언을 해주었다 반복을 해야 할 부분과 정확. 

한 위치는 표심송이 수업을 할 때마다 지정해주었다 반복을 할 때는 . 

횟수 를 세어서 하되 다 하고 나면 그 시간에는 더 이상 보지 않도록 “ ”

했다 년 중순에는 반복에 집중하여 연습하였다 이렇게 주어진 시. 2018 . 

간을 쪼개어 반복을 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이 생겼다. 

조표현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 

아. 

표심송 소리를 조금만 들어 반음 올린다: ( ) . ( .)

조표현 네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 . 

에 아. 

표심송 반음 올린다: ( .)

조표현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 

아. 

표심송 아 할 때 더 벌려 반음 올린다 오케이: . ( .) ?

조표현 네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 . 

에 아 자연스럽다. ( .)

표심송 그렇지 잘했다 반음 올린다: ! . ( .) 

조표현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 

아. 

표심송 아 지금 좋아 반음 올린다: , . ( .)

조표현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 

아. 

표심송 반음 올린다: ( .)

조표현 아에아에 아에아에 진성에서 가성: . ( )

표심송 잘했어 하하 잘했어: . .

조표현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 

아 진성에서 가성. ( )

표심송 잘했어요 반음 올린다: . ( .)

조표현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아에아에 : 

아. 

표심송 오케이 반음 올린다: ! ( .)



- 156 -

이 연습은   두 음을 아에아에 로 교차하여 소리 내면서 상 하행을 반 ‘ ’

복하는 연습이다 조표현은 반복에 열중하고 있고 표심송은 향상되는 지. 

점을 찾아내며 좋아하고 있다 조표현과 표심송은 진성과 가성을 넘나들. 

면서 소리를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조표현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소리가 좋아진 것이다 나는 이 장면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소리 하나. 

하나를 내는 것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학습 자체에 . 

몰입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 .

   몰입은 집중을 동반한다. 어떠한 경험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 “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Csikszentmihalyi, 1997/2007, p.45) 
한 사람이 자신의 신경을 온통 쏟아 부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몰입

이다 그러한 순간에는 느끼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로 섞인다. , . 

온음계와 반음계를 아에 로 해서 음들을 하나씩 반복할 때 소리를 내고 “ ”

있는 조표현도 보고 있는 표심송도 , 몰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상에서. 

는 이러한 경험을 맛보기가 쉽지 않지만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반복하는 

동안 그 자체에 빠져들며 몰입하게 된다 몰입되는 현상은 한번에서 멈. 

추지 않았다. 

몰입은 반복에서 일어났다 그 속에서 조표현과 표심송은 무언가 현   . 

상을 찾았다 연습하고 있는 중에는 어떤 것이 문제로 나타나게 될지 알 . 

수 없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반복하는 중에 여기 음정이 정확하지 . “
않았어 누르지 말고 밑으로 내려갈 때 시간을 좀 둬도 돼 여.”, “ ”, “ ”, “

기까지 한 호흡이야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와 같이 문제가 ”, “ ”

드러났다 조표현은 . 수도 없는 반복을 하고 난 후에야 고음역 구간에서 

근육이 줄여 져서 고음이 안 나는 문제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에 표심“ ” . 

송은 “그렇지 잘했다! ”, “오케이 라고 하며 조표현의 달라지는 모습을 ”
보며 흥분했다 이렇게 . 반복하며 현상을 찾아낼 때 재미 가 생겼다‘ ’ .  

연구자 요즘 노래하면서 재미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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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표현 요즘은 재미없어요 그런데 막상 하다가 안 되는 것 하나: . ( ) 

를 딱 잡아서 돌리면 재미가 생기죠( ) .  

반복하는 가운데 학습거리가 보이고 해결하며 찾기를 되풀이한다   , . 

그런 반복은 놀이가 된다 놀이가 된 반복에서 최초로부터 회귀된 것과 . 

현재의 것을 재인식하면서 또 다시 무언가를 발견하는 과정이 들어 있

다 조표현과 표심송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것들을 만나고 차. , 

이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것을 재미로 인식하는 것이다 재미는 하고 있. 

는 현상을 놀이처럼 만든다 놀이하는 사람이 놀이하는 데에 있을 때. , 

노는 것에 빠져들고 놀이에 빠져들어 있을 때 하고자 하는 목적은 놀이, 

가 되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놀이 자체가 목적이 된다(Gadamer, 

재미를 느끼면서 늘어가는 것은 조표현이 받는 칭찬이었다 내가 1960). . 

참여관찰을 시작했던 년 초에 표심송은 조표현에게 칭찬을 해주는 2017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잘했어 진짜 . 2018 “ ”, “

많이 늘었어 와 같은 칭찬 언어들이 점차 늘어났다” . 

조표현과 표심송은 반복을 하면서 몇 가지 패턴을 보여주었다 나는    . 

그러한 패턴들을 아래의 표 과 같이 함께 반복 혼자 반복 방관< 7> ‘ ’, ‘ ’, ‘

자적 반복 속도 반복 구간 반복 소급 반복 의 여섯 가지로 분류’, ‘ ’, ‘ ’, ‘ ’
하였다 교수자가 이건 정말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 자주 틀리는 . , 

것을 들을 때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함께 반복 을 했다 그러다가 , ‘ ’ . 

학습자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면 혼자 반복 을 했다 또한 연습이 ‘ ’ .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나 현재의 양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하고 , 

있는 반복을 계속하도록 두는 방관자적 반복 을 했다 달라지는 것을 ‘ ’ . 

찾지 못하면 하나를 계속 구간 반복 했다 조표현은 하나에 익숙해지‘ ’ . 

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럴 때 표심송은 하고 있는 빠. 

르기를 늦추거나 빨리하는 속도 반복 을 했다 초점이 된 부분의 반복‘ ’ . 

이 어느 정도 원숙해졌다 싶으면 표심송은 노래나 소리의 음계가 시작했

던 지점부터 마지막 지점까지 해보는 소급 반복 을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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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반복 함께 반복 구간 반복 속도 반복 소급 반복은 빈   ‘ ’, ‘ ’, ‘ ’, ‘ ’, ‘

번하게 이루어졌다 매번의 수업과 과제의 상황 그리고 과제의 성격에 . , 

따라 각 반복들은 순환을 이루다가 건너뛰며 진행되기도 했다 반복을 . 

시키는 주도권은 표심송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조표현의 상태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수 중심 수업이라 하더라도 학습자와 교류하면서 . 

학습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의 표 에서 순환 빈도는 반복이 빈번하. < 7>

게 일어나거나 간헐적으로 또는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 

반복 종류 순환 빈도 사용 언어

혼자 반복

빈번함

이제 혼자서 해보세요“ ”
혼자서 시작“ ”

함께 반복
함께 한다 레미레데시미레“( ) ”

같이“ ”

구간 반복

계속“ ”
두 번 더 세 번 더“ ”, “ ”
몇 번 더 지금부터“ ”

방관자적 반복 뜸함
들으며 기다린다“( )”

반주한다 코드만 바꾼다“( . )”

속도 반복

빈번함

내려올 때 천천히“ ”
자 이제 좀 더 빨리“ , ”
빨라지지 말고“ ”

소급 반복
자 그 전에 거까지“ , ”
처음부터 해볼래요“ ”

표 조표현과 표심송의 반복 종류와 패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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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반성 해 온 걸 봐야지3) : “ ”

무언가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경향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나은 것을 위해 나아가는 지향일 것이다 년이 넘어가면서도 표심송과 . 7

조표현의 교수 학습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관계는 조표현이 대학교를 - . 

졸업하고 보컬리스트라는 이름을 얻고 자신의 이름으로 공연을 하면서도 

계속되고 있다 보컬리스트라고 불린다는 것은 조표현도 이제 남들이 말. 

하는 프로 즉 전문가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프로가 프로한테 배우는 상, . 

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조표현이 . ? 

스스로 학습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까 그것은 장에서 살펴본 조표현의 생애에서 드러난다 조표현은 자? III . 

신이 원했다면 등급이었던 성적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었다1 . 

그러나 그런 성취를 만족하는 삶이라고 보지 않았다. 내가 년 동안 지 3

켜본 조표현은 오히려 자기 노래를 들으러 오는 몇 명의 사람들과도 소“

통 하는 것을 좋아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노래를 계속하면서 노래의 실” . 

력이 조금씩 발전하는 것을 돈이나 명예보다 더 큰 즐거움으로 여겼다. 

자신이 하고 있는 학습에 대한 지향이 있는 것이다. 

표심송 네 한번 요고 한번 해 볼래요 옥타브 높은 시 를 세게 내: . ? ( ‘ ’
다가 점점 작게 하) ‘ ~’. 

조표현 아아 저음에서 굉장히 높은 고음으로 치고 올라간다: . ( .) 

하‘ ~’.
표심송 어 그래 표현씨가 옛날보다 확실히 된다 이제: , . , .

조표현 네: . 

표심송 확실히 야 여기 앉아 봐요: . ! .

조표현 네: . 

표심송 확실히 이제 길을 표현씨 이런 거를 좀 해 봤지: ... ? 

조표현 그냥 연주를 계속하니까 이것저것 좀 전보다 좀 나아진 것 : . 

같아요 피로가 덜하고. .

표심송 전보다 좀 나아진 게 아니라 전보다 겁나게 많이 나아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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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연구자 하하: . 

표심송 옛날에 이거 했을 때 안 됐잖아 전혀: ? .

조표현 힘들었죠 한번 하고 내려오고: . . 

표심송 어 이거 많이 좋아졌어 그냥 계속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 . . 

내가 보기에는 한 개월 있으면 굉장히 발전이 있을 거3, 4

야 확실히 노래부르기가 쉬워질 거야 수고했어요. .

연구자 보컬을 모르는 내가 들어도: . 

표심송 응 그러게: . . 

  

이 수업은 년 월에 했던 내용이었다 레슨 중에 표심송은 고음   2018 10 . 

을 한 번 내어 보도록 해보았다 조표현은 남성 영역에서는 가장 높은 . 

구간에 해당하는 시 를 아주 여리게 시작해서 세게 다시 여리게 해냈‘ ’ , 

다 옛날에는 안 됐던 것 이 되는 것 이었다 음계들을 한 음씩 시간과 . ‘ ’ ‘ ’ . 

횟수 로 놓고 반복 연습을 한 결과였다 조표현은 표심송과의 학습에서 “ ” .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표심송과 조표현의 학습 속에는 . 

안 됐던 것 이 되는 향상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향상되고 있다는 ‘ ’ . 

사실을 설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서 되는 것‘ ’
을 느끼며 이해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표심송에 의하면 내가 관찰을 수행하기도 전이었던 레슨 초기에는    , 

조표현이 수업에 집중을 했다고 한다 약간의 긴장도 있었다고 했다 그. . 

러나 그런 집중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업을 하는 어느 순간부. 

터 표심송은 자신의 실력이 부족한 노래를 해도 주목하고 들어주는 선생

이자 관객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지속되면서 교수자인 . 

표심송은 보컬 선생이기 이전에 자신을 잘 아는 편안한 상대가 되었고 

수업의 집중도 어느새 사라졌던 것이다 우리는 선생과 학생이 서로 익. 

숙해지면 친밀해진 관계 때문에 학습도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가 안정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오. 

히려 학습을 촉진하지 못하고 느슨하게 만들 수도 있다(Hamlyn, 1978). 

조표현과 표심송의 익숙한 교수 학습 관계는 오히려 학습의 향상을 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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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들었던 것이다 아래의 그림에서 는 조표현의 향상이 바로 나타. Ⓐ

나지 않고 시간이 걸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느슨했던 조표현의 학습에 변화를 준 데에는 연구자인 나의 관찰도    

영향을 끼쳤다 표심송에 의하면 내가 관찰을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적. , 

어도 레슨을 받을 때만큼은 조표현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다 갑자기 . 

불쑥 물어 보거나 다가가서 얼굴을 쳐다보고 기록하는 나의 모습이 조표

현의 긴장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청중들 앞에서 노래도 자주 하. 

고 가르친 경험도 많은 표심송은 내가 참여해서 달라진 분위기에 상관없

이 수업에 임했다 조표현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연구하고 . 

있는 나를 보면서 긴장을 하게 되었고 집중하게 된 것이다. 

참여자들의 레슨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격   

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은 분야의 교육 현상은 겉으로는 드러. 

A
시간

향상 

정도

그림 조표현의 학습 성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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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들의 일상적 학습의 맥락에서 연구자. 

인 나는 외부자로서 낯설게 개입한 상태이다 연구를 위해 자료를 모으. 

러 온 연구자는 그들의 학습 맥락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조용환 이 말은 현장에서 참여자들의 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 , 2016).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미래와는 달리 조표현과 . 

표심송을 관찰하는 과정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표심송 반음 내린다: ( )

조표현 소리 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 ( ) .

표심송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노래해도 늦지 않아 그렇지: , ?

조표현 네: .

연구자 표현씨 볼 때마다 제가 놀라요 표현씨가 완성되고 내가 왔: . 

으면 내가 할 게 없었을 것 같애. 

표심송 응 그런데 표현씨 이선생님이 우리 수업을 관찰해 주셔서 : . 

잘 돌아가는 것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표현씨 단점 . 

중에 하나가 자극을 못 받으면 약간 이상해져. 

조표현 네 하하: , . 

연구자 아 그래요 제가 자극을 줬나요: . ?

표심송 이선생님 도움이 되게 컸어 있다는 것 자체가 표현씨는 고: . . 

마워 해야 돼.

조표현 네 하하: , .

연구자 나중에 글 열심히 써서 드릴께요 하하: . 

표심송 표현씨는 고마워해야 돼 나는 솔직히 이선생님이 있으나 없: . 

으나 가르치는 게 바뀌는 게 없어 그런데 표현씨가 많이 바. 

뀌었어. 

연구자 표현씨가 그렇게 느낀다면 진짜 고맙고: . 

표심송 표현씨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

조표현 맞아요 이백프로예요: . . 

나는 다른 자료에서도    “이선생님이 있어서 더 긴장되고 잘 되네요”, 

“있다는 것 자체가 라는 말을 찾을 수 있었다” . 현장에서 참여관찰을 하

는 연구자는 서로 믿고서 전해 준 자료나 정보를 얻어 연구가 진행되었“



- 163 -

을 때 그 사람의 권리 이해관계 감수성을 보호해야, , , ”(Spradley, 

한다 내가 관찰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보컬 레슨이라1980/2006, p.28) . 

는 참여자들의 중요한 생활을 침범하게 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나. 

의 관찰은 조표현의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 

은 질적 연구에서 외부자의 참여가 참여자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수직적인 구조를 띠는 의존 지향의 교수 학습 상황에서도 교수자와    -

학습자 간의 대화는 오고간다 아래는 조표현의 소리가 나아진 성과에 . 

대하여 표심송과 이야기하는 모습이다. 

표심송 도 에서부터 미플랫 트라이어드 여기까지 잠깐 쉬: ‘ ’ (Eb) ( ) . △

어요 분 정도 휴식한다 아무 말 없다가 그런데 되게 좋. (5 . ) 

아졌어 확실히 연습은 배신을 안 한다 표현씨 빅밴드에서 . . 

노래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피드백 없었니 소리에 대해서? .

조표현 요새 쉬는 날이 있어서 많이 안 갔어요: . 

표심송 그럼 표현씨가 노래부르기엔 어떤 것 같아: ?

조표현 많이 편해졌어요 많이 그리고 계속 인지하고 이거 힘을 : . . . 

줘서 빡 해서 부르면 아 이거 하고나면 다음에 이제 노래 ‘ ’ ‘
못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 

표심송 응: .

   

표심송은 노래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조표현의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 궁금하여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런데 이 날 조표. 

현은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표심송은 표현씨가 노래부르기. “

엔 무엇이 달라졌는지로 바꾸어 물어보았다” . 이날 수업은 결론 없는 대 

화로 끝났다.

그런데 한참의 기간이 지난 후에   , 표심송의 공연을 보러온 조표현과  

면담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조표현 표심송 공연장 안 쉬는 시간 녹음 시작한다 제가 어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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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래할 기회가 많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 

곳에서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음악 하는 사람이 아, . 

니거든요 플로리스트거든요 그 분이 실장님인데 연주자나 . . 

같은 거를 셋팅을 해요 저희가 연주를 한 지 오래됐으니. 

까 딱 하는데 듣고 소리가 전 보다 되게 부드러워지셨... ( ) “
네요 이러는 거예요” . 

조표현은 음악을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서 되게 부드러워지셨다 는    “ ”

말을 듣게 되었다. 부드러워졌다는 말은 소리 낼 때 힘을 덜 주고 부른

다는 의미였다. 이날 조표현은 소리가 좋아진 것에 대한 기쁨을 나에게 

한없이 자랑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대화를 하지 . 

않았다면 조표현은 분명 플로리스트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 

도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 은 나아진 소리를 다른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 ”

지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인식하는지 고칠 점은 없는지 더 잘 바라, , 

보기 위해 표심송과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 표심송과 이 대화를 나눈 조. 

표현은 대화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 내용을 기억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피드백 을 찾지 못했던 조표현은 내가 누구로. “ ”

부터 소리에 대한 말을 들을까 언제 들을까 내 소리가 타인에게 어떻? ? 

게 들릴까 잠재적으로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대화는 학습에? . 

서 향상된 점을 작업실이라는 공간을 넘어 외부세계로 나가서 찾게 하고 

있었다 수준이 높은 교수자와 가르침을 따르는 학습자 간에 발생하는 . 

학습은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친다 최성욱 신기현 홍정기( · , 2000; , 

대화에서 해결되지 못한 학습 향상에 대한 분석은 학습자에게 시2006). 

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학습을 연장시키며 탐구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후 레슨에서 조표현은 점차 편하면서도 전달력이 있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자신의 학습에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성장한 것이다 조표현의 . . 

학습 변화를 시간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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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존 지향적인 성격을 보이는 조표현과 표심송의 학습을 정리하   

려고 한다 조표현과 표심송의 학습은 로 주입하면 로 나올 수 있는 . ‘A A ’ 

학습의 발달을 추구하는 수직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수직적인 구조를 가. 

진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수업을 이끌기 때문에 교수 중심 의 수업이 된‘ ’
다 학습자가 학습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학습을 촉진하지 . 

못하면 교수자가 중심이 되어 학습을 이끌어가게 된다 교수 중심 으, . ‘ ’

로 수업이 교수자에 의해 주도되더라도 학습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

된다면 학습자의 학습은 촉진되었다 집중이 잘 안 되는 조표현은 자신. 

의 문제를 포착하지 못하고 연습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교수 학. -

습 상황에서는 교수자와 함께하는 반복 학습이 효과가 있었다 학습자와 . 

교수자는 반복을 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찾아내게 되었다 반복을 하면서 . 

몰입하며 재미를 느꼈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가 안 되었는데 되는. ‘ ’ 

향상을 적절한 시기에 인식시켜주었다 수업에서의 대화는 학습의 연장 . 

을 가져왔다 학습자가 교수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의 수업에서도 능동적. 

인 학습의 촉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리 연습 

집중에 합의

년 중순 2017

자신의 녹음 

듣기 시작

년 초2018 년 중순2018

편한 소리 

내기 가능

소리의 향상이 

눈에 보임

년 말2018

그림 조표현의 학습 변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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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지향2. 

독립 지향 의 경향을 보이는 이미래는 표심송과 교수 학습 관계에    ‘ ’ -

있으면서도 외부세계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이 절에서는 다른 교수자의 . 

의견을 수용하는 이미래의 학습이 현재 표심송과 하고 있는 학습에 개입

되는 과정 그리고 학습의 주도권이 이미래에게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학, 

습관계가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 중심 다른 사람 의견도1) : “ ”

이미래는 표심송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교수자의 교수 방식   

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래는 그러한 이미래의 인. 

식이 나타난다. 

이미래 노래하는 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노: . 

래하는 것도 걔도 노래를 잘하고 제가 뭔가 노래적으로 문제

가 있을 때 물어보거든요. 

이미래는 표심송에게 노래를 배우고 있는 교수 학습의 상태에 있다   - . 

표심송과 학습 관계는 이미래가 일방적으로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

에 표면적으로는 수직적인 관계로 보인다 그런데 위의 예문에서 보여주. 

고 있는 것과 같이 이미래는 노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남자“ ”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있다 여기서 문제 는 자기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 “ ”

것이다 이미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필요한 지식을 취하. 

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이미래가 표면상으로 수직적인 교. 

수 학습의 관계를 보이지만 실제 지식을 흡수하는 데에 있어서는 수평적-

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자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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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래 그런데 임미성: ( )69) 선생님께서 직접 전화가 와서 뭐가 고민 “
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 뭐 이런 게 고민이다 이렇게 ” “ ” 
말했더니 그 선생님 생각에는 사실 보컬리스트가 솔로를 하

는 영역은 좁은 영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래로 전. 

달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고 자기. 

가 어떤 걸 봐 줄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 ?” “
봐 주시면 너무 좋죠 그랬죠” .

이미래는 남자 친구의 보컬 선생과 만나서 따로 수업을 받았다 그    . 

수업에서 가사를 보려고 하지 말고 노래를 먼저 외워서 하라는 조“ ”, “ ” 

언을 들었다 이미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위에 있으면 상. 

대를 가리지 않고 물어보았다 필요하면 누구의 생각이라도 얻으려고 했. 

다 이것은 이미래의 학습이 노래에 관한 지식을 구할 때 상부에서 한 . 

방향으로 흐르는 지식을 전달받기보다는 퍼뜨려져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을 잡는 수평적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미래의 학습은 표. 

심송과 교수 학습의 상황 중에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래가 다른 지- . 

식을 흡수하면 현재의 교수 학습에도 영향을 준다, - . 

표심송 코드 바뀌고 시리레데미데레피라데미레데도셀미레데: ( ) .

이미래 두브르브드르두브르드브르브드브드브르 음정이 다르다: . ( )

표심송 코드 바뀌고 미메솔피라피솔시레피라솔피파레라솔피: ( ) .

이미래 브브브브브브브디라드브드브드부부 중간에 음정들이 피아: . (

노와 다르다)

표심송 코드 바뀌고 라셀도시레시도미솔시라도시리피레도시: ( ) .

이미래 음 라라라라드브브브: ... . 

표심송 한숨 쉰다 자 여기까지 하고 느낀 점이 있으면 얘기 해 : ( ) , 

봐봐. 

이미래 음: ...

표심송 자아비판의 시대야: . 

이미래 계명창: ...

69) 임미성 은 이미래의 남자 친구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 보컬 선생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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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송 내가 옆에서 해 줘도 음정이 안 맞잖아요 실러블로만 해서: . 

는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그렇죠. ?

이미래 네: . 

표심송 내가 전에 얘기 했잖아 음정을 알고 부르는 거랑 안 알고 : , 

부르는 거랑 되게 틀리다니까 그런데 미래씨가 실러블만 대. 

충 연습해서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되겠지 하고 왔단 말이야 

그렇지? 

이미래 계명창도 했는데 제가 계명창을 하면 음을 알고 하는 게 : ... 

아니라 가사 외우는 것처럼 그게 만약에 디 키를 하는데 , (D)

에이 키를 하다가 디 키로 갔어요(A) (D) .

표심송 응: .

이미래 그러면 에이 키 음을 그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A ) . 

표심송 응: . 

위의 내용은 년 월의 수업이다 참여자들은 코드 가    2018 7 . (code)

전환되면서 박자에 의해 지나갈 때 연습할 음계들을 박의 속도에 맞

추어 맞는 음정으로 내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이미래는 계명창을 부. 

를 때 키 가 전환되면 전환되기 전의 계명으로 노래를 불렀다, (key) . 

전환되는 키에 따라 계명을 바꾸지 못하고 이전의 키에 있던 실러블

(syllable)70)을 그대로 했다 가사 외우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다. “ ” . 

이전 실러블을 가사처럼 헷갈려 하는 현상은 계속 나타났다 왜 이. 

렇게 되는지 내가 이미래에게 물었을 때 노래 연습 때문에 이 연“ ” 
습을 많이 못했다 고 하였다 다른 보컬 선생인 임미성이 노래를 “ ” . 

먼저 외워서 해보라고 한 조언은 음계를 계명창으로 연습하는 표심

송과의 학습 수행을 대충 연습 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 ”

다 이런 문제는 이미래가 표심송과 학습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나. 

타났다 장에서 본 것과 같이 이미래와 표심송의 학습은 학기 중. IV , 

에는 노래 연습에 비중을 많이 두기로 절충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70) 이미래와 표심송이 연습에서 사용하는 이라는 용어는 음계에 따 ‘syllable’
라 지나가는 음들에 의미 없는 발음을 붙여서 부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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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기 중이 아닌 기간에도 이미래는 노래하는 것에 비중을 두

고 악곡 자체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노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미래와 표심송의 학습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리좀 적    (rhizome)

구조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이진경 리좀은 뿌리와 줄기의 구( , 2002). 

분이 없음을 의미한다 줄기들에는 중심이 되는 뿌리가 없다 중심. . 

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다른 줄기와 접속이 가능하다 하나의 접속. 

으로 모든 줄기의 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줄기와도 접속

되는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성질은 어느 한 점으로 귀결이 되지 않. 

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리. 

좀적 구조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남자 친구 나 남자 친구의 “ ” “

선생님 혹은 학교 교수 도 지식을 흡수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 ”

이다. 

이미래는 예전에 학교에서 받았던 지적 때문에 노래를 연습하는    

것이 고민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표심송이 내준 과제. 

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미래가 하고 있는 교수 학습 -

을 들여다보면 학교 안팎으로 음계 음정 소리 노래 앙상블 등의 , , , , 

여러 학습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 이미래는 노래 연. 

습을 먼저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필. 

요한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양분을 섭취하는 리좀적 구조와 같

이 이미래의 학습도 여러 지식이 놓여져 있는 학습들 가운데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것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래가 노래를 배우는 . 

데 대한 학습 사고가 학생 중심 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아래 그림 ‘ ’ . <

은 이미래의 주위에 있는 학습들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그림으7>

로 그려본 것이다 그림의 화살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미래에게 현. 

재의 교수 학습은 다른 학습들과 동등한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 . 

래서 표심송과의 학습 관계와 상관없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학습 구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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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심 의 경향을 보이는 이미래의 학습에서는 교수자가 정해    ‘ ’

놓은 학습의 단계나 순서를 그대로 습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 

의 예문에서 했던 수업을 마치고 나서 건물 밖에 나와서도 교수자인 

표심송은 계명창의 중요함을 분이나 역설했다 그러나 이미래가 30 . 

노래에 더 치중을 하는 현상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

다 교수자가 학습을 아무리 치밀하게 구성하고 수행하면서 중요성. 

을 설득한다고 할지라도 교수자의 방향으로 학습을 끌고 나간다는 

것은 외면적으로 가능한 일이지 학습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실제적, 

으로는 어렵다 서근원( , 2017). 

학습 A

이미래 

학습 

학습 B 표심송

학습 C

학습 D

학습 E학습 F학습 G

학습 H

그림 < 7> 이미래의 독립 지향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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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심송이 강조하는 계명창 연습을 이미래가 아예 연습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습자가 취사선택하는 지. 

식과 현재 영향을 받는 학습이 섞여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자기 주관 제 생각은2) : “ ”

앞에서 본 것처럼 표심송과 이미래의 교수 학습은 이미래가 선택   -

하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학습자. 

가 영향을 받고 선택을 하는 이유는 관심이 쏠리는 노래의 음악적 

요소들로 학습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래 소리 내다가 그리고 저 연음에서 좀 빨리 돌아가는 발음 : ( )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

표심송 더블타임: 71)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미래 아뇨 이 엄청 빠른데요 선생님 앨범 걸 들어: . . ( ) 표심송이  (

부른 것을 흉내 낸다 두베 두베 봤거든요) .

표심송 : 바로 알아챈다 두레 두레 위베 르바 라바 르베 이런 거( ) , ?

이미래 : 아 그렇게 정확하게 하셨어요. ?

표심송 응: .

이미래 하하 두베르베 두바 따라 흉내 내어 본다 이러시던데: . ( ) .

표심송 아니야: .

이미래 정확하게 하셨는데 빨라서 그렇게 들었나 봐요 죄송해요: , .

표심송 응 하하 두바 르베 라바 르비 리베 르바 빠르게 계속 이: . . “ (

어진다 이런 거 말하는 거지) ?

이미래 네: .

표심송 그거는 그냥 빨리 하는 거야: .

이미래 만들기는 똑같이 만들고: .

표심송 응: .

71) 더블타임 은 일정한 속도로 코드에서 코드는 그대로 있고 속도만 두  ‘ (double time)’
배로 빠르게 하는 연주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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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래 아 음 멋있다: ! . .

이 내용은 표심송이 발매한 앨범   72)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이야

기이다 그런데 이미래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하던 수업 내용은 노. 

래할 때 쓰는 발음들에도 호흡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

다 그런데 수업 중에 이미래는 연음에서 좀 빨리 돌아가는 발음. “ ”
에 대한 질문을 한다 수업의 내용과 상관없이 자기의 관심이 가는 . 

대로 말하는 것이다 관심의 초점이 달라지면 같은 노래를 연습하더. 

라도 해석이 달라진다.

이미래 동영상을 본다 동영상 중지되고 노래한다 어오우 반주 : ( . ) , (

듣고 썸웨어 어오우버더 레인보우 웨이 업 하이 데어스 앤 ) . 

댓 아이 헐드 오브 원스 인어 룰라바이 썸웨어.73)

표심송 한 프레이즈를 듣고 아니야 다 공간이 없어요 흉내 낸: ( ) , . (

다 쓰엄 이러구 있어 시범 보인다 써엄) , ( ) .

이미래 써엄: .

표심송 다시 처음부터 해 봐요 코드 반주 시작한다: . ( )

이미래 네 반주 듣고 썸 웨어: . ( ) . 

표심송 잘 봐요 웨 하고 알 발음이 너무 일찍부터 붙었어요 썸: , (R) . 

웨 어 웨와 어 의 간격을 준다 오브 이거야~ , (‘ ’ ‘ ’ ) .

이미래 네: . 

표심송 썸웨어 흉내 낸다 웨와 어 를 바로 붙인다 이렇게 바뀐: ( . ‘ ’ ‘ ’ ), 

다구 썸웨 어 웨에서 머물다가 오버 더 레인보우 이. ~ , (‘ ’ ) 

렇게 되어야 된다구.  

이미래 그런데 저는 이게 뭐가 부자연스러운 게 말할 때 썸웨어인데 : 

72) 표심송은 년에 한 장의 앨범을 낸 적이 있다 이 앨범은 외국 뮤지컬2016 . 

에서 유명한 음악 라틴 음악 재즈 음악 그리고 스캣 등 다양한 음악적 , , , 

기술이 가미된 노래들이 들어 있다 이미래는 그 앨범 속의 음악을 많이 . 

들었다고 한다.

73) 이미래가 부르고 있는 곡은 라는 곡으로 년에 영화  ‘Over the Rainbow’ 1939

오즈의 마법사 에서 주디 갈랜드 라는 가수가 불러 유명해< > ‘ (Judy Garland)’
진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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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웨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썸웨어 오브더 레인보우 이렇, . 

게 말하니까 노래를 할 때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어 가, 

지고. 

이미래와 표심송은 동영상을 함께 보고 거기서 나오는 노래의 특징을    

연습하고 있다 앞부분의 가사가 썸웨어 오버 더 레인 보우 였는데 수. “ ” , 

업 내내 썸웨어 에 ㅁ 을 뺀 써에 썸웨 의 에 에 집중을 했다“ ” ‘ ’ “ ~”, “ ~” “ ” . 

표심송은 썸웨어 를 하는 이미래의 발음이 너무 빨라서 웨 와 어“ ” R “ ” “ ”
가 하나처럼 들리기 때문에 동영상의 보컬리스트와 똑같지가 않다고 했

다 반면 이미래는 썸웨어 의 웨 와 어 를 붙이는 것이 영상의 표현. “ ” “ ” “ ”

과 더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초반에는 영상을 틀지 않고 그냥 . 

수업을 진행했다 표심송은 썸웨어 를 바로 붙이는 이미래의 현상을 고. “ ”

쳐주려고 수십 번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이미래는 표심송의 지적을 따. 

르지 않고 부르고 있었고 결국 표심송은 컴퓨터 영상을 켜고 영상 속의 

보컬리스트가 부르는 것을 대조하며 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에 . 

대해 이미래는 이렇게 말했다. 

이미래 썸웨 는 그래도 했는데 제 생각이 개입되어서 그런 것 같: “ ” , 

아요 웨어 하면 뭔가 묶는 느낌. . 

연구자 아: . 

이미래 너무 성악하는 느낌의 썸웨어 오브 하는 게 연습할 때는 이: . 

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 

내가 발음을 붙여서 노래를 한 이유가 있냐고 물었을 때 이미래는 자   

신의 생각이 개입되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 곡은 과제로 내어 “ ” . 

주었기 때문에 이미래도 동영상의 앞부분인 썸웨어 를 많이 들어 보았“ ”

다 그런데 이미래는 표심송이 어떤 것을 하도록 하면 무조건 따라 하려. 

고 하지 않았다 이미래는 표면적으로는 표심송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 

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고 다르다고 판단하면 자기 , 

생각을 개입 시켜 연습을 해왔다 이것이 표심송이 보기에는 학습의 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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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벗어난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위의 예문들에서 이미래와 표심송은 앨범과 동영상이라는 매체에서    

나오는 음원을 따라 모방 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학습하고 있다는 특징‘ ’

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창에 해당하는 판소리에는 입에서 입으로 . 

전하는 구전심수 라는 형식이 있다 판소리는 교수자가 인정받( ) . 口傳心授

는 명창이며 유파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 

교수자의 소리를 따라 하는 모방의 일반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이미래와 표심송의 학습에서 모방은 교수자. 

를 모방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음원이나 영상에서 나오는 음색, 

멜로디 처리 리듬의 특징을 연습한다 이러한 모방에서는 교수자가 먼, . 

저 제 의 인물이 가진 노래 스타일이 녹음된 음원이나 동영상에서 나타3

내는 특징을 모방하고 난 다음 파악한 특징을 학습자에게 가르쳐 주는 

형태가 나타난다 모방의 모방 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미래는 모방을 . ‘ ’ . 

하면서도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라는 자기 주관을 드러낸다“ ” .  

이미래가 수업에 자신의 생각을 개입하면서 표심송이 가르치고자 하   

는 방향과도 어긋남이 있었다. 

이미래 음 써엉 써옹: . .

표심송 써옹 어랏 오브 쏘옹: . 

이미래 써옹 어랏 오브 써엉: .

표심송 써엉이 아니라 쏘옹스: . 

이미래 쏘옹 어랏 오브 쏘옹: . 

표심송 선뜻 내키지 않는 듯 열어: ( ) . 

이미래 써옹 어랏 오브 쏘옹: . . 

표심송 아냐 조금만 쉬었다 하자 쏘옹이야 쏘옹 옹옹 내가 오늘 : , . ‘ .’ 
화났어 내가 왜 아레싸 프랭클린을 카피하라고 그랬겠어. ‘ ’ . 

아레싸 프렝클린이 그 여는 거를 기가 막히게 잘 하는 여자 ‘ ’
가수라구 그런데 그런 것까지 들을 줄 아는 게 없어 아직까. 

지 우선 음을 똑같이 맞추더라도 가성만 써도 되는데 그렇. 

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미래씨가 이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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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야.  

이미래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이 선생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 

들리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 . 

아무것도 잘 안 들리는데 저는 귀카피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안 들려요 어떻게 하는 건지. . 

표심송 당황한다 머뭇거리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가르쳐주고 : ( . ) ... 

그러면서 배우는 게 있다구 그러니까 해야지. .

이미래 전공실기 교수님도 반대로 시키는 학생은 처음인데 너는 카: “
피할 때 어떻게 해 이래서 저는 악보보고 메트로놈 틀고 ?” “
음이랑 가사랑 박자랑 이런 거 하는데 이랬는데 교수님이 ” 
너가 그러니까 노래 같이 못 부르는 거라고 노래하는 얘들“
은 귀카피부터 하고 그렇게 하니까 노래처럼 나오는데 너는 

귀카피 안 하고 라라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노래 같이 안 ‘ ’ 
들린다 고 하는데 잘 안 들려요 어떻게 하는 건지” .

이미래는 표심송을 포함한 자기의 생각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자연스   

럽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안 들. “ ”, “

려서 들리는 데 까지만 따라 불렀다 반대로 교수자의 입장에서 표심”, “ ” . 

송의 귀에는 비슷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 불편했다 교수자인 표심송이 . 

보기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이미래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

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표심송은 이 곡을 학습하게 되면 고음에 가서 가성을 쓰는 방법을 익   

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미래는 이 곡 자체가 어려. 

워 아무것도 잘 안 들릴 뿐이었다 수직적인 구조를 보이는 교수 학습“ ” . -

에서는 수준이 높은 교수자의 학습을 신뢰하며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최(

성욱 신기현 그러나 자기 주관을 드러내는 이미래와 표심송의 · , 2000). 

학습에서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은 학습자의 수준과 부딪치며 

충돌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래가 표심송에게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이 선생님이 할 수 있기    “
때문에 들리는 거잖아요 라고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표심송은 적잖게 .” ,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표심송은 자신이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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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다 나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표심송. 

이 이미래에게 이런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놀라웠다 이러한 . 

상황은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 때문에 표심송이 이미래를 인

격적으로 누르거나 주눅 들게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

었다 표심송과 이미래 간의 수준 차이가 그들을 동등한 위치에 있도록 .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실이 둘의 학습 활동 자체를 불평등하게 하지, 

는 않았던 것이다. 

수업이 거듭되면서 이미래는 계명창도 음계도 발음도 표심송이 주   , , 

장하는 것을 조금씩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수 학습에서 불일치가 . -

의사소통의 충돌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충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

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상호 조율 상황을 보면서3) : “ ”

이미래는 수업 상황에서 표심송이 주는 과제들을 수행할 때와는 달리    

자신이 가져온 주제로 수업을 할 때는 유독 말수가 많아졌다. 

이미래 그래서 클라리넷을 하면 하루에 작정하고 열 시간 이렇게 그: 

런 식으로 이번 주부터 학교 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 

이번 수업 보컬 시간에 혹시 제가 우마제로( ) ‘ ’74)편곡을 머릿

속으로 했는데 그게 어떤지 봐 주시고 상의하면 안 될까요? 

표심송 봐달라고: ?

이미래 네: .

표심송 봅시다: . 

이미래 제가 생각한 편곡은요 악보 드려요: , ?

표심송 네 악보 받는다: . ( )

이미래 제일 먼저 드럼이 들어갑니다 일단 솔로처럼 네 마디 브라: . 

74) 우마제로 는 브라질 음악으로 기악곡으로 연주곡이기도 하면서  ‘ (um a zero)’
보컬리스트들이 연주하기도 한다 브라질 특유의 빠르고 강렬한 리듬을 바. 

탕으로 이루어져 흥이 더해지는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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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리듬으로 아 근데 처음 솔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쇼로. 

리듬75)을 몰라서 이게 쇼로 리듬이라고 그랬는데 그 리... , 

듬 응용을 아직은 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표심송 응: .

이미래 그래서 저는 브라질 리듬 중에 아무거나 솔로처럼 네 마디를 : 

만들어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처음에 쇼로 리듬이 있어야 다

른 악기가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솔로를 시킬까 아니면 기본리듬 네 . 

마디만 시키고 들어갈까.

표심송 미래씨가 생각하는 기본리듬은 뭐고 쇼로 리듬은 뭐야 그거: ? 

를 입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미래 그러니까 드럼이 솔로를 할 때 그냥 펑크나 그런 거에서 쓰: 

는 트레이드 할 때 쓰는 솔로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앞에다가 . 

넣고 그다음에 기타가 같이 그 드럼이랑 에이 파트 를 한번 ( )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에이 파트 부터 다른 기타랑 저랑 같( )

이 들어가는 걸로.

표심송 근데 그렇게 되면 내 생각엔 클리어하게 박자가 처음부터 나: 

왔으면 좋겠는데.

이미래 음 그러면 그 친구 드럼 한테는 리듬 네 마디를 치게 하고 : . ( )

그리고 그것도.

이날 수업에서 이미래가 해야 할 과제는 음정을 선명하게 내는 소리   

연습과 몇 개의 음계였다 그런데 이날 이미래는 자신이 했던 편곡을 가. 

지고 와서 합주의 내용과 구성 연주에 관한 지도를 해달라고 했다 그, . 

렇게 하여 수업 시간을 거의 다 사용하였다 표심송은 레슨에서 해야 할 . 

과제를 하지 않고 이미래가 하는 제안을 받아주었다 이미래의 설명을 . 

듣다가 확실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선생님 하고 “ ? ” 

나에게 묻기도 했다.  

예정대로라면 표심송이 준 과제를 토대로 수업이 진행되었어야 했다   .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래가 가지고 온 수업 주

75) 쇼로 리듬 은 브라질의 전통 리듬을 말한다 특유의 강세와  ‘ (choro rhythm)’ . 

경쾌함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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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바뀌어 진행되었다 수업 주제가 바뀌면서 이미래가 설명을 하게 .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교수 학습의 주도권이 교수자에게서 학습자로 전. -

환된 것이다 주도권이 전환된 상황에서는 학습자가 주로 설명을 하고 . 

교수자는 판단만 하게 된다 이미래가 가지고 온 수업의 소재는 노래하. 

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덜한 내용도 있었다. 

교수 학습의 주도권이 전환된 상황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를 찾   -

아서 가르쳐달라고 한다. 

이미래 저 이거 악보를 가리키며 여기서 높은 음이 잘 안 나는: , ( ) 

데 이거 마스께라 해서 하는 것 좀, ...

표심송 네 알겠어요: , . 

이미래 자세를 고치며 표심송 방향을 본다 스릴 이즈 곤: ( ) 76)을...

표심송 악보 덮으며 응 그래 해 봐요 시작 피아노 친다: ( ) , . , . ( )

이미래 더 스릴 이스 곤 더 스릴 이스 곤 노래 이어진다: . ( )

표심송 반주하다가 얼굴을 보면서 피아노를 치다가 멈추고 자: ( ) , 

이미래 발음을 흉내 내며 드리일 이렇게 들려 이 발( ) ~, . ‘ ’ 
음이 윗이빨이랑 아랫이빨이 떨어지긴 해서 좋은데 아래턱

이 너무 자신의 입 모양을 보며주면서 드릴 이렇게 내( ) ~, 

려 왔어 더 드릴 더 들어가야 해 그러니까 턱을 떨어뜨. ~, . 

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미래 스릴: ~.

이미래와 표심송은 음계에 따라 소리 내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수업    . 

중에 잠시 틈이 생기자 이미래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노래를 지도해달라

고 했다 이미래는 마쓰께라 구간에서 높은 음 이 안 나는 게 문제라고 . “ ”

생각했다 그와 달리 표심송은 입을 벌려 발음을 잘 내면 해결될 수 있.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드리일 에 턱을 떨어뜨린다고 생. “ ” “

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 이미래는 자기가 필요한 곡을 수” . 

76) 이 곡은 레이 헨더슨 이 작곡한 더 스릴 이스 곤 (Ray Henderson) ‘ (The 

이라는 곡이다 쳇 베이커 라는 연주자겸 가Thrill Is Gone)’ . ‘ (Chet Baker)’
수가 불러서 히트가 된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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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 그 곡을 노래할 때 일어나는 문제와 고쳐야 

할 부분에 관해서는 표심송의 지식이 필요했다 이미래와 표심송은 수업 . 

상황에서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채워가는 형태로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래의 노래 실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 

아래와 같다.

   

표심송을 만나고 학습을 시작한 년 초기였던 에는 대학교에서    2017 Ⓐ

입학할 수 있는 정도로 노래 실력이 향상되었다 그래서 곡선의 시작점. 

은 향상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는 학교 입학 후 한동안 앙상블의 . Ⓑ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함께 합주를 할 수 있을 정도

가 되었다 그러나 합주에서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능력은 되지 . 

못했다 그래프의 선이 꺾이는 현상은 이것을 보여준다 는 년 중. . 2017Ⓒ

반부터 다르게 연습한 교수자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년 초반까지 학2018

습이 천천히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시간

향상 

정도

A

B

C

그림 이미래의 학습 성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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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와 교수자의 초점이 다른 상태에서는 학습 곡선은 둔화되어 나   

타난다 학습자는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학습부담이 . 

적다 그러나 교수자는 학습자가 가지고 온 주제에서 현재 학습자에게 . 

필요한 초점을 잡아 설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학습의 곡선. 

은 더디게 향상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표현의 노래 실력이 나아지는 속도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미래와    

표심송의 학습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고 있었다 이런 수업이 계속되. 

면서 표심송은 어느 순간 이미래의 노래에서 소리가 좋아졌다는 것을 느

끼게 되었다 아래는 이미래의 학습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 

이미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

표심송 보고 있다가 내가 보기에는 : ( ) 소리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

이미래 아: . 

표심송 : 미래씨가 느낀 게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를 해 줄래?

이미래 생각한다 음: ( ) .

이미래 소리에 대해서요: ?

표심송 응 예전보다 뭐가 편해졌는지 : . 예전보다 뭐가 나아졌는지 그 

런 거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미래 예전에는 그냥 선생님 소리는 확실히 모여 있고 제 소리는 : 

퍼져 있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호

흡할 때도 아래 힘을 주는데 버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표심송 응: . 

이미래 그래서 되게 애매모호 했는데 그때 : , 유튜브에서 영상 보내드

린 거 보면서 혼자 소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손 모양을 둥글게 모으면 (

서 요런 식으로 소리 냈어요) . ( )

표심송 잠시 생각하다가 미래씨가: ( )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가  궁금

해. 그게 알고 싶다는 얘기야. 

이미래 호흡을 할 때 저는 : , 호흡을 넣고 그냥 숨을 참고 버티는 건 

줄 알았는데.

표심송 그러면 :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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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래 아 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몸에: ... , 

도 힘이 들어가고.

표심송 그렇지: .

이미래 온 몸에 : 긴장이 쫙 되잖아요. 

표심송 응: . 

이미래 버티는데 긴장을 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아랫배를 : (

가리키며)여기는 긴장이고 가슴을 가리키며 ( ) 여기는 긴장 

아니고. 

표심송 그렇지 응: . , 맞어.

위의 내용은 년 겨울방학이 되어갈 때 표심송과 이미래가 나누었   2018

던 대화의 내용이다 수업은 절반 정도 진행되었고 표심송은 소리를 내. , 

고 있는 이미래를 중지시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긴 내용을 좀 더 . 

쉽게 파악하기 위해 핵심이 되는 내용을 진하게 표시했다 위의 내용에. 

서 볼 수 있듯이 표심송은 질문을 하고 이미래는 그에 답하는 형태가 꼬

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되고 있다. 

예전보다 뭐가 나아졌는지 하고 표심송이 질문을 시작한다 이미래   “ ” . 

가 유튜브에서 영상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라며 질문에 구체적인 대“ ”

답을 하지 못하자 표심송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가 궁금하다고 재차 , “ ” 

질문한다 이미래는 자신이 했던 학습을 설명하면서 아랫배를 가리키. “(
며 여기는 긴장이고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는 긴장 아니고 까지 이야) ( ) ”

기했을 때 표심송은 맞어 라며 맞장구를 쳐준다 이미래와 표심송의 , “ ” . 

대화에서 표심송은 질문만 할 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나는 이렇게 질. 

문만 가지고도 이미래의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우리. 

는 보통 질문을 하고 답이 틀리면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하는 것이 옳

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답을 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질문하는 것만으. 

로도 목적하는 학습 방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표심송은 (Leeds, 2000). 

자신이 한 질문에 관한 답을 하지 않은 채 이미래로부터 답을 얻고 있었

다.

사실 표심송은 이미래가 어떻게 연습했는지를 모르고 질문을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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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 표심송의 질문에는 학습을 하는 주체인 이미래가 소리가 발전. 

된 것에 대하여 공부해 온 과정을 자기가 설명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

다 이 질문으로 이미래는 해오던 것을 말로 옮기게 되었다. . 말을 할 

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논의하고 있는 , “ 문제가 

더욱 분명해진다.” 말을 하면 생각을 해야 하(Sotto, 1994/2002, p.48) 

고 그것을 말하는 가운데에서 자신만의 통찰에 이르게 된다 말을 하면. 

서 생각 속에 있던 것을 하고 있는 말과 연결시키게 된다 표심송은 초. 

점이 다른 이미래와의 학습에서도 어떤 점이 향상되었는지 인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습에는 표심송이 던지는 질문에 의하여 응답. 

하면서 얻은 것을 정리하며 자기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 나는 .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형 질문 이라는 표로 만들었다 아래의 표 에‘ ’ . < 8>

서 차이를 묻는 뭐가 달라 나 경험을 묻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사“ ?” “ ”, 

고방식을 묻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질문들에는 표심송이 이미래의 “ ?”

생각의 흐름을 보면서 학습을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구분 질문 의미

내용

뭐가 달라“ ?”
차이

방향 모색 

생각 유도

학습 확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

얘기를 듣고 싶어요“ ”
경험

어땠어“ ?”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
원인

왜 하라고 그러는 걸까“ ?”

어떻게 해야 될 것 “
같아요?” 사고

어떻게 생각해요“ ?”

표 표심송이 던진 생각형 질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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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학습에서 이미래의 성장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표심송은    . 

연습을 해온 게 티 가 난다고 했다 표심송과 이미래는 서로 다른 생각“ ” . 

과 주제를 학습하면서도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학습 속에서 주

고받으며 교류하고 있었다. 

이제 독립 지향 의 경향을 보이는 이미래와 표심송의 학습을 정리하   ‘ ’

려고 한다 학생 중심 적인 성격을 가진 이미래는 현재 교수 학습 관계. ‘ ’ -

에 있으면서도 외부세계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학습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을 선택하여 취하는 수평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이런 학습은 현재 진행되는 교수 학습에도 영향을 주. -

었다 독립 지향 의 경향을 보이는 학습에서 학습자의 자기 주관 적 개. ‘ ’ ‘ ’

입은 해석의 차이를 낳기도 하였다 해석의 차이는 같은 문제를 두고도 . 

교수자와 학습자가 다른 초점에서 접근하였다 두 학습 주체 간의 수준 . 

차이는 학습 충돌을 유발하기도 했다 학습 상황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 

초점이 다른 주제를 학습하더라도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학습자가 진행 중인 학습을 분명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독립 지. ‘

향 의 경향을 보이는 이미래는 의존 지향 의 경향을 띠는 조표현의 학습’ ‘ ’

보다 시간을 두고 발전하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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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 교수 학습의 음악교육적 해석VI. -

장에서는 참여자들이 노래와 함께 겪은 삶을 생애사로 접근했다   III . 

장에서는 교수자인 표심송을 만나면서 이어지는 교수 학습의 변화 가IV -

운데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과정을 들여다보았다 장을 통하여 조표현. V

의 의존적 경향을 보이는 학습과 이미래의 독립적 경향을 보이는 학습 

구조를 살펴보았다.  

학교교육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중요한 교육의 형식이다 그러나    .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가창에 관해 배울 점이 있는 교수 학습이 존재하-

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학교는 미성숙한 . 

인간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어. “

디까지나 한 가지 방법에 지나지 않으며 다”(Dewey, 1916/1989, p.43) 

른 교육들과 비교할 때 피상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러한 인. 

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연구의 과정이며 이러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 

생각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노래를 만나고 그것이 좋아서 삶의    

중심으로 가져간다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기쁨도 어려움도 . 

겪으며 성장하고 있었다 이들의 학습에는 인간이 환경과 어우러지며 더 . 

나은 배움으로 가기 위한 두 가지의 상호작용 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 ’
알게 되었다 그 속에는 소리를 온몸을 사용하여 느끼는 체험의 방식이 . 

존재했다. 

이 장은 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좀 더 거시적인 맥락으로    III, IV, V

해석하면서 논의하고자 한다 세 번째의 연구 문제에서 밝히고 있듯이 . 

연구 현장에서 나타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의 함의를 찾고 음악

교육의 장으로 가져와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 

상호작용 을 노래 배우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행위하는 과정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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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보는 것 으로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가창에서 ‘ ’ , ‘

음악교육으로 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상호작용1. 

이 절은 표심송과 이미래 조표현의 학습에서 보여준 상호작용 을    , ‘ ’
삶의 측면 과 교수 학습의 측면 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삶의 ‘ ’ ‘ - ’ . ‘

측면 에서는 노래를 좋아하고 삶의 중심으로 가져가는 연구참여자들의 ’

삶에서 환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교수 학습의 측면 에. ‘ - ’

서는 참여자들의 학습에서 중요한 변화를 주었던 몸을 사용한 학습이 주

는 의미 그리고 의존 지향 의 경향을 보였던 조표현과 독립 지향 의 , ‘ ’ ‘ ’
경향을 보였던 이미래의 교수 학습에서 드러나는 상호성에 관하여 논의-

할 것이다.

삶의 측면1) 

참여자들의 삶을 보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 첫째 참여자들의    . , 

삶이 노래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미래는 춤과 노래를 좋

아하다가 자연스럽게 노래를 하게 되었다 조표현은 가족들이 구성해준 . 

환경을 시작으로 보컬리스트의 꿈을 키웠다 표심송은 음악가였던 어머. 

니의 영향으로 노래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자. 

연스럽게 노래와 친숙해지고 노래를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참여자들은 어느 순간에 노래를 부르기를 자신의 삶 자체로 선택한   

다 이미래는 댄싱팀 에서 노래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임을 느꼈다 보. “ ” . 

컬리스트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에서 화성악 책을 풀며 자신에게 필

요한 공부를 했다 조표현은 노래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거짓된 삶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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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우리는 어떤 활동 어떤 장. , 

소 어떤 시간 사람들과 살면서 매일 하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마, , 

음에 다가오는 것을 포착한다 그 중 어떤 것은 감정적으로 깊게 느끼고 . 

그것으로 인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Csikszentmihalyi, 1997). 

참여자들은 살아가면서 노래와 더불어 작용하고 노래를 삶의 중심으로 

이동시킨다 노래 부르기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다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학습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가족과 친구 동. , 

아리 학원을 오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때 노래를 부르는 활동, . 

은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작용한다 노래를 하고 싶다는 삶의 목표를 . 

설정하고 추구하는 데 일상세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착되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 삶의 한 부분인 노래는 환경에 작용함으

로써 가창활동으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둘째 참여자들의 가창 학습에는 만나고 헤어지고 실수하며 자기 학, , 

습을 찾아 나가가는 과정이 있다 처한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며 노래 배. 

움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 안에는 음역이 맞지 않는 문제를 정확히 . “ ”, “
짚어주지 못한 안 맞는 배움과 ” “선풍기 앞에 입을 대고 연습하는 ” 잘못

된 배움과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배움이 문제로 “ ” 

나타난다 세 참여자들 모두 각기 다른 교수자들과 배움을 거치며 실수. 

와 실패를 거듭한다 참여자들은 학습을 하나 둘 실천하며 자신들이 처. 

했던 문제를 다시 보고 나은 수준의 배움을 찾는 학습으로 이동한다 주. 

어진 환경 속에서 특정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다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셋째 참여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조건들과 얽히며 자신들의 학, 

습을 구성해 나간다. 학습자는 교수자를 믿고 의지하며 학습에 전력을 

다할 수도 있지만 외부관계에 의해 학습이 흔들리는 문제를 겪기도 한

다 장에서 본 것과 같이 조표현도 연습한 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기 . III

전에는 과연 선생님 말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 을 가졌다 이미래는 “ ” ‘ ’ . 

친구 나 학교 교수 강사 선생 과 같은 외부세계의 사람들로부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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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말을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표심송과의 학습을 

혼란스러워 하기도 했다 이것은 참여자들의 학습이 온전히 교수자인 표. 

심송과의 관계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세

계 속에 거주하고 타인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

어 간다 외부세계와 부단히 교차하는 관계 속에서 배우고 적용하는 방. 

식을 찾는 것이다.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표심송과 이미래 조표현은 서로 의논하고 , 

협상하면서 부딪치고 조율하는 학습 과정을 겪는다. 그것은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주체들이 학습에서 거치는 시행착오였다 교수자와 학습자 . 

간에는 시행착오하며 부딪치면서 끊임없이 재조직되고 재구성되며 변 “ , , 

형 을 거치게 되며 방향을 찾는다 그러한 ”(Dewey, 1916/1989, p.105) .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성장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적 사건 안에서 부딪‘ ’ . 

침의 과정을 거칠 때 지식은 형성되고 비로소 인간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주관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배움을 거치며 하나씩 성취하면서 . 

만족을 느끼는 과정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자발적인 성취였다 이러‘ ’ . . 

한 요소들이 참여자들의 성장을 돕고 있었다 듀이 는 성장의 의. (Dewey)

미를 인간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찾는다 각자가 처한 삶의 중심에 있는 . 

것을 과제로 삼고 학습하며 만족을 얻는 것은 삶을 잘 사는 것 과 다르‘ ’

지 않다 혼자 잘 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성장도 결국 상호 간에 이루. . 

어지는 것이다 교육은 삶의 특징이며 상호성장 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 ’ . 

노래가 중심이 된 참여자들의 삶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업은 환경   

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러나 환경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하고 . 

있는 레슨이라는 작은 틀에서 외부세계의 구조들과 서로 상호보완하며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 학습의 측면2) -

참여자들의 교수 학습에서는 두 가지의 주목할 점이 나타난다 첫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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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와 학습자의 가창 학습이 상호 간에 몸을 사용하는 형식으로 구체

화되었다는 것이다 배울 내용이 구체적이며 이해의 수준이 높아야 할수. 

록 그것을 전달하는 교수는 점점 더 중요해진다 참여자들의 학습이 노. 

래와 소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후에 교수 학습은 몸의 -

감각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얼굴을 손가락 근육으로 누르고 주

먹을 쥐고 가슴에 충격을 가하면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서로 감각을 주고

받는다 감각을 바탕으로 하는 수업은 혼자 할 수가 없다 감각은 . . 해석 

없이도 서로 번역되고 이해된다 상호신체성 을 가지는 것이다 참여자. ‘ ’ . 

들이 감각함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것은 몸 안에서 움직이는 힘을 느끼는 

것이었다 모든 힘은 다른 힘과 본질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힘의 . “ . 

존재는 복수이다 힘을 감각하는 과정은 힘의 .”(Deleuze, 1962, p.25) 

운반이며 감각으로 다시 순환되는 과정을 겪는다 참여자들이 보여준 감. 

각으로 느끼는 학습은 학습자와 교수자 두 주체 사이에 상호신체성 을 ‘ ’

이루면서 교류하는 의사소통이었던 것이다.

둘째는 의존 지향 과 독립 지향 을 보이는 두 학습자의 교수 학습에   ‘ ’ ‘ ’ -

도 각기 다른 상호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직적인 구조를 보였. 

던 조표현의 경우 경험적 지식이 많은 표심송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 

수 중심의 경향을 보인다 조표현의 수업은 학교나 외부에서 해야 하는 . 

노래를 표심송이 그때마다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표현은 .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표심송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으며 의존

하고 있었다 이런 패턴은 습관화되어 필요한 학습을 스스로 촉진하지 . 

못했다. 

교수 중심 수업의 특징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학습의 계획이 교수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 교수자는 학습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학습자가 학습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보, 

다는 교수자가 목표로 설정한 학습 내용의 전달에 중점을 두게 된다 권(

낙원, 2002). 교수 중심 수업은 계획 단계와 학습자의 반응 상태 그리고 

학습자에 요구되는 반응조차 교수자의 의도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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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가 계획된 수업에 끌려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교수자가 학습하고. 

자 하는 주제가 학습자의 관심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교수 학습은 더 힘-

들어진다. 

조표현과 표심송의 수업은 조표현의 관심과는 별개로 외부에서 주어   

진 노래를 연습하며 그때의 상황만 커버 하는 식의 학습을 해왔다 교“ ” . 

수자는 외부의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자는 끌

려간다 그런데 조표현이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 

게 되면서 소리를 해결 못하면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 ”

되었다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면서 소리 연습으로 다시 돌. 

아가기로 표심송과 합의 하게 되는 상황을 가져왔다 이렇게 학습자와 “ ” . 

교수자가 해야 할 학습의 주제를 일치시킨 점은 학습에 대한 관심의 초

점을 하나로 통일하게 만들었다. 

학습자와 교수자가 학습하려는 핵심 주제가 일치하면 같은 목표를 향  

해 가게 된다 조표현과 표심송의 목표는 소리의 향상이라는 같은 목표. 

로 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습 상황에서 교수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 

은 학습자가 학습하려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 

교수 중심 이라 하더라도 교수자는 학습자가 촉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 ’

서서 교수를 하는 것이다 교수자의 경험적 지식이 학습자에게 그대로 . 

전수되고 향상을 경험하면서 교수자에 대한 학습자의 의존성은 더 강화

되었다. 

조표현이 표심송에게 보이는 의존성은 학습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발

생된다 그래서 의존성은 무엇이든 변할 수 있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 

는 말이 된다 의존성은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의존성은 불완전한 . . 

학습자의 당연한 상태이다 학습자의 의존 상태는 건설적인 발전을 하려. 

고 하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존은 항상 교수. 

자와 학습자가 같은 목표를 위하여 학습을 해나가는 상호의존 의 관계‘ ’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습자가 교수자에게 하는 의존(Dewey, 1916). 

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서로가 나은 방향으로 나



- 190 -

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미래와 표심송은   ,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쪽으로 학습의 방향 

을 수정했다 이미래는 학습을 변경한 후에도 . 수평적인 구조를 보이면서 

널려 있는 지식을 선택하는 독립 지향의 경향을 보였다 이들의 학습을 . 

좀 더 잘 보기 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학습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생기는 변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시스와 치텐덴

은 교사와 학생의 기여라는 두 축을 중심(Bussis & Chittenden, 1971)

으로 교수 학습의 형태를 연구하였다 첫 번째 축은 교수자의 기여는 크- . 

지만 학습자의 기여는 낮은 전통적인 교수 학습의 방식이다 두 번째는 , - . 

교수자의 기여는 낮고 학습자의 기여는 높은 자유방임 교육방식이다 권(

낙원 학습자의 기여가 높으면 교수자는 학습에 간섭하거나 지시, 2002). 

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자율성이 커지게 된다 자료를 선정하거나 학습하. 

는 방법 그리고 수업의 진행에 있어 학습자가 주도해나가도록 배려하면 , 

학습자의 학습 참여는 더 커지게 되면서 열린 교육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미래의 학습에는 자유방임 방식의 교수 학습이 드러난다 학기 중   - . 

에는 노래에 집중하여 연습을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변경하거나 이미래, 

가 해온 편곡을 그날의 학습으로 갑자기 바꾸는 것을 허용해주는 것은 

교수자의 기여를 낮추기 위한 표심송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이미래가 . 

한 편곡으로 수업이 전환되면서 수업의 주도권은 이미래에게로 넘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학습자는 학습할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어서 할 수 있기 . 

때문에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학습자의 기여가 커지는 열린 교육의 형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열린 . 

교육은 기존에 교수자가 담당했던 학습 초기의 계획이나 진행의 단계에

서 할 수 있는 지시사항 등을 거의 포함하기 않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을 방관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미래와 표심송의 학. 

습에서는 교수자가 방임할 수도 있는 단점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표심송은 이미래가 학기 중에는 노래에 집중하도록 학습을 수정해주   

면서도 학교에서 받은 노래답게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감



- 191 -

정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노래를 연습하게 했다 또한 학습의 주도권이 . 

전환된 상태에서도 마쓰께라 구간의 음정이 나지 않는다며 그 부분을 짚

어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미래에게 발음하는 혀와 턱의 사용이 문제라

는 다른 관점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교수자의 입장에서 표심송은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지식을 학습에서 신념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래는 여러 방향으로 초점을 달리하면서 학습을 하려고 한다 노   . “

래 에 집중하다가 즉흥 연주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잘 하는지 그러다” , 

가 연음에서 좀 빨리 돌아가는 발음 으로 또 다시 높은 음 을 잘 내“ ” , “ ”

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표심송은 자신이 가진 범위의 지. 

식을 활용해 이미래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며 초점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학습자의 학습이 방치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 

이들의 학습은 주제를 찾고 학습을 할 때 학습 과정이 학습자에게 모두 , 

집중되어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열린 교육의 단

점을 교수자의 적절한 개입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 간의 다른 견해가 학습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표심송과 이   

미래의 학습 관계에는 팽팽한 긴장이 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능동적. 

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사고를 가진 교수와 . 

학습의 긴장이 공존하며 움직이고 있다 이들의 학습은 마치 살아있는 . 

생물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토 는 교수자와 . (Sotto, 1994)

학습자 간에 의견이 부딪치고 교류하는 관계에서 학습이 살아있게 하는 

활동성을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긴장 관계가 실질적인 배움으로 이행하게 

된다고 했다. 

독립 지향 의 학습 속에는 갈등과 충돌이 있다   ‘ ’ . 제 생각에는 자연“

스럽지가 않아서 또는 ” 제 생각이 개입 되어서 는“ ” 갈등의 외면적인 표 

현이었다 이런 학습자의 주관. 은 견해 차이를 만든다 학습 목표나 방향. 

이 일치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견해 차이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가진 수준 

의 다름에서 해석의 차이로 드러난다 참여자들의 교수 학습은 이미 말. -

할 수 없는 수준의 격차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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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임하게 될 때 시작점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 

“선생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잖아요 라는 말은 학습자가 가.”

지는 교수자의 수준에 대한 거리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조용환 은 . (2004)

교수자와 학습자가 부조화되고 모순되는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두 

주체 간에 어느 쪽도 소외가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야 상호보완적 

관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표심송과 이미래는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는 . 

협력 관계에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는 서로 대립하는 모순

적인 관계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들은 수준의 다름으로 나타난다. .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준의 차이가 적거나 없다면 서로 가르치고 배울 것

이 없어진다 불일치가 있어야 교육이 된다 홍정기 교수 학습. ( , 2006). -

은 교수자와 학습자 상호 간에 발생하는 불일치를 줄이며 노력해 나가는 

활동인 것이다. 

조표현은    소리에 집중하기로 하고 집중을 못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 , 

시간에 의해 횟수로 반복을 하면서 향상을 경험한다 이미래는 계명창을 . 

연습하면서 다른 편곡을 학습의 주제로 가져온다 학습을 펼치고 필요한 . 

것을 교수자에게 얻어가며 조금씩 향상해 나간다 이렇게 교수자와 학습. 

자는 각자의 경험과 수준의 층위를 넘나들며 학습을 한다 상호이해 로 . ‘ ’

향하는 것이다 수정하고 보완하며 나아가는 참여자들의 학습은. 불평등 

함에서 평등함으로 경계면을 좁혀가는 상호작용 의 과정인 것이다‘ ’ . 

해보는 것2. 

나는 이 연구를 하면서 참여자들이 말하듯이 노래하기 위해 편한 소   

리를 찾고 부단히 소리 내기를 해보는 학습이 가창의 의미에 다가가는 ‘ ’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다 참여자들이 보여준 해보는. ‘ ’ 

학습은 감각을 통한 소리체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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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리 인식1) 

참여자들은 서로의 촉감을 이용해서 얼굴 근육의 변화를 알게 되고    

손가락으로 코를 막으면서 소리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느낀다 교수‘ ’ . 

자와 학습자는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려 보며 소리의 울림과 힘의 이동을 

느낀다 횡경막이 움직이는 미묘한 운동성을 느끼기 위해 에너지 가 된 . “ ”

호흡 이 머물고 있는 몸에 각자의 손을 대기도 한다 참여자들의 학습“ ” . 

은 언어나 기호의 상징체계를 통하지 않고 몸의 감각을 이용하여 직관적

으로 느끼며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조표현은 몸이. 직접 느 

끼는 학습을 체험하면서 스스로도 엄청난 성과 라고 했다 학습자 개인“ ” . 

이 하는 학습의 경험은 교수자와 똑같이 주고받으며 누구의 것도 아닌 

자기의 것 으로 된다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얻은 학습의 성과에는 노래‘ ’ . 

를 직접 해본다는 실습의 의미가 들어 있다.

실습 형태를 가진 학습 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   (learning by doing)

다 시창 청음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차시에 따라 실행하면서 수업 전. 

과 수업 후에 학생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체크해보는 식의 연구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김혜실 서형화 조아라 정말옥( , 2014; · , 2004; , 2007). 

가창에서 학습자가 노래를 해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실습의 과정

이다 학습으로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습득하는 형식의 실습 학습. 

은 앉아서 듣고 배우기만 하는 가창 학습과 비교하여 가치 있는 좋은 교

육의 방법이 된다 정지된 것과 같이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움. 

직여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학습을 좋아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최은식 이미란 그러나( , 2003; , 1992). 계명으로 부르고 가사로 부르 

고 곡의 분위기에 따라 불러보는 일반 체계로 구성된 가창활동은 소리, 

를 근육으로 지각하고 음악으로 환원하여 인식하는 활동을 하는 주체인 

몸이 하는 학습을 체계화시켜 놓는다.

참여자들은 몸에서 소리와 관련된 기관들의 쓰임을 느끼며 노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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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경막에서 호흡으로 일어나는 압력 의 이동을 익숙한 걷는 몸틀을 이“ ”

용하여 느낀다 여기에는 노래를 한번 불러본다는 경험을 넘어 학습자가 . 

호흡을 하는 신체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들이 들어 있다. 

주체인 몸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촉감을 사용하여 만지고 힘의 압, , , 

력을 유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소리를 온몸으로 느껴보는 과정이 들어 있

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가 가진 소리에서 좋은 소리를 찾아내는 학습이. 

었다 노래함을 통해서 학습자가 자기만의 깊은 체험을 만끽할 수 있도. 

록 데리고 들어가는 자기 소리의 인식 이 존재하는 것이다‘ ’ . 

체험하는 가창 2) 

보통의 경험은 로 쓴다 그런데 듀이 는 경험을    ‘experience’ . (Dewey)

즉 시도해보는 것으로 본다 엘리엇 은 ‘trying’, . (Elliot, 1995) ‘trying’
을 음악하기 로 바꾸어 말한다 음악하기 는 노래를 해보는‘ (musicing)’ . ‘ ’ ‘ ’ 

그 자체를 말한다 이라는 단어는 정태적인 명사적 의미이다 그. ‘music’ . 

러나 엘리엇은 여기에 를 붙여서 음악을 한다 라는 활동의 의미를 ‘ing’ ‘ ’

더하고 있다 과 은 둘 다 동사형 의미가 되는 것이. ‘trying’ ‘musicing’

다 이런 관점에서 음악하기는 음악을 하는 사람과 음악이 만나서 어떤 .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미화된다 권덕원 은 인간이 생각하고 깨달. (1999)

음에 이르는 과정은 음악적 행위를 하는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다 가창. 

에서 소리 체험은 자기 소리를 들어보고 내어도 보며 몸의 기관으로 느

끼는 활동이다 활동하는 행위는 자기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가창 . 

체험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보여준 체험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과정에는 체계나 내용   

만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해준다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 

어떤 원리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해당 지“

식을 사용하는 행동에서가 아니고는 찾을 수 없는 경우”(Haml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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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자전거로 커브를 돌면서 그 원리를 말하려다 1978/2010, p.68) . 

보면 원리를 말하려다 넘어진다 원리를 말하려는 시도가 이미 알고 있. 

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엘리엇이 말하는 음악하기 는 바로 말로 표. ‘ ’ ‘

현이 불가능 한 지식들에 관한 체험을 함축하고 있다 직접 체험’ . 을 통한 

깨달음은 그것을 느끼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의 체험으로 자기 주관

적인 반성을 거듭하면서 섬세하고 정교해지게 된다 체험의 연속으로 만. 

들어진 교수자의 몸은 가창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게 한다.  

해보는 것 은 곧 체험해보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 ’ ‘ ’ . 소리를 내면

서 걷기도 하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고 힘이 이동하는 , 

방향을 느끼고 몸이 버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탐구하는 참여자들의 , 

학습에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직접 체험이 들어 있다 체험은 체험하는 . 

주체가 직접 행위를 하면서 얻는 것이다. 조용환 은 이러한 현상을 (2009)

체득으로 설명한다 체득은 온 몸으로 뼛속 깊이 하는 체험적인 학습‘ ’ . 

이다 체험적인 학습은 주관성을 띤다 그래서 체험의 주관성은 경험과 . .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경험. 은( , Erfahrung)經驗  “신체와 상황의 외면적이

고 객관적인 만남 인 반면에 체험” , 은 그 만남을 통해( , Erlebnis) “體驗

서 신체가 변화하는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과정 조용환 이”( , 2009, p.242)

다.77) 학습자들이 하나의 같은 노래를 듣는 것은 경험이다 같은 노래 . 

를 듣는 경험의 과정은 모든 사람이 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모든 학습자

가 그 노래를 듣고 같은 체험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같은 노래를 하. 

면서도 자기 몸에서 나오는 좋은 소리를 찾아보는 것은 노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개인만의 주관적인 과정이다 참여자들이 자기 몸에 깊. “

숙이 소리를 집어넣는 학습을 하는 것은 이런 측면을 잘 보여준다 이” . 

것은 경험을 육화하여 자기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그것은 . 체

험 자체에서 온다 나는 무엇을 생각한다 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할 . “ ” , “
수 있다 인 것이다”(Merleau-Ponty, 1945/2002, p.220) . 

77)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체험이다 나 . 

는 이 글의 이후부터는 경험과 체험을 구분하여 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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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노래하는 모든 것을 몸으로 해보면서 일어난 변화를 인식   

하는 과정을 겪는다 방금 낸 소리 는 힘이 들어간 것이고 힘을 좀 더 . “ ” ‘

빼기 위한 방법 을 찾는 참여자들의 학습은 편한 소리를 찾기 위해 소리’

에 대한 의구심을 행위로 옮기는 과정이었다 해보는 것은 배우려는 것. 

을 소리 체험이라는 행위로 이행 하여 이해 하게 하는 것이다 엘리엇‘ ’ ‘ ’ . 

은 음악적 행위를 함으로써 인간 의식의 실체가 나타난다고 했다 권덕(

원 음악교육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지식은 말이, 1999; Elliot, 1995). 

나 글로 완성된 체계가 아니라 행위에 있다 사고의 확실성은 행위로 이. 

행함으로써 나온다 행위로의 이행이 인간을 실재로 만들고 자신을 만나. 

게 한다 이것은 어떠한 음악적 지식을 알게 하(Merleau-Ponty, 1945). 

는 일이 음악적인 행위를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행위로 배우는 것을 활동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이론적인    

부분만 떼어내어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 이론을 분리시켜 . 

가지고 올 때는 중요한 것은 논리적 완성이지 실제와의 연결이 아니게 , 

된다 노래해보는 것은 의식과 몸의 분리가 아니라 가창 (Dewey, 1916). 

행위 속에 빠져 있을 때 스며들어오는 배움이다 음악학(Elliot, 1995). 

습을 이론적 체계에 우선해서만 가르치려 할 경우 겪으면서 학습자가 , 

얻는 학습은 객체화되고 실제에서 괴리될 수 있다 참여자들이 소리를 . 

내어보면서 손바닥으로 만져보고 주먹으로 몸을 두드리면서 자기 소리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몸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서 실제 자기 느

낌과 연결하는 적용의 과정인 것이다.

참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학습에는 자신들의 몸으로 체험 하며 소   ‘ ’

리가 나아지는 과정이 있었다 학습자의 경험은 교수자와 함께 나누며. , 

상호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나는 자기 소리의 인식 을 통해. ‘ ’
서 체험 한 가창을 타인 그리고 교수자와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래‘ ’ ‘ ’

할 수 있다면 즐겁게 가창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가창 체험은 소리가 몸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을 느끼는 본질적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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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 가창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성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 . 

이 과정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다.

외부세계와 완전히 유리되지 않는 악곡을 선정하여 학생에게 경험하   

도록 해 주는 것은 가창 학습의 관심을 더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 

그것보다 가창활동에서 소리를 내고 체험하면서 학생자신이 좋은 소리를 

찾는 본질적인 과정을 돕는 것이 더 근원적인 가창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창을 가르치려고 하는 음악교육. , 

자는 끝없이 체험한 것을 다시 점검하고 되새기는 반성의 과정을 겪고 

난 후에야 가창교육다운 가창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표심송과 이미래 조표현은   , 몸의 감각이 바로 느끼는 학습 과정을  “ ” 

보여주었다 여기에는 하고 있는 행위를 의식하기 전의 상태인. 비반성적 

인 측면이 존재한다 참여자들이 노래 체험을 할 (Merleau-Ponty, 1945). 

때 겨냥된 학습의 한 부분은 사물처럼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어 대상화, 

된다 체험하려는 사물들은 무제한적으로 펼쳐져 있고 우리는 주의를 기. 

울이는 곳으로 의식하려 하기 때문이다 체험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 

의식하여 아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안다는 것은 인식 이전의 세. 

계에서 인식의 세계로 데려오는 것이다 다시 말(Merleau-Ponty, 1945). 

해 참여자들이 소리를 잘 내기 위하여 체험하는 학습은 인식 이전의 비, 

반성적인 상태의 몸에 겨냥된 부분들을 체험하여 몸 전체로 인식하게 되

면서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반성 가운데에서 반성함을 . 

찾아 체험하게 된다 과거를 구성하고 있는 비반성적인 기초들을 반성적. 

으로 느끼는 가운데서 갖고자 하는 지식의 충만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

이다 참여자들이 하는 감각 학습은 비반성적 상태에서 이름 붙이지 않. 

고 느낀 그대로 갖는 것 이었다 인식하지 못했던 소리가 몸 전체로 왈‘ ’ . 

칵 오는 것을 인식하며 얻는 깊은 체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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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에서 음악교육으로3. 

말하듯이 노래하기 위해 자기 소리를 찾아가는 참여자들의 수업은    “ ” 

소리를 체험하면서 성장하는 가창의 즐거움을 느껴가는 각자의 의미화 

과정이었다. 

종의 장인인 베르가모 는 같은 재료와 양을 아무리 똑   (Luge Vergamo)

같은 시간을 가지고 같은 공정에 투입하여 만들더라도 절대로 같은 소리

를 가진 종을 만들 수가 없다고 했다 이지은 만들어진 종의 소( , 2007). 

리도 각각 다른데 하물며 인간의 목소리는 얼마나 다를까 한번 만들어? 

진 종의 소리는 바꿀 수 없지만 인간은 가진 소리는 변화시킬 수 있다, . 

그런 가능성을 찾아가면서 노래하는 과정은 가창교육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나는 이 연구를 하면서 음악교육자는 학습자가 자기. 

의 소리를 느끼는 감수성을 키우고 찾아서 내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만들

어 주는 것이 가창교육다운 교육을 하게 되는 길이라고 보게 되었다 그. 

러면 자기 소리를 찾는 가창교육은 가능할까? 

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가창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문제를 현실태에서 보려고 한다 두 학습자가 겪은 학교 가창과 그들이 . 

만난 교수자인 표심송의 교수 학습 연구를 바탕으로 가창교육에 대한 대-

안을 음악교육적 측면 교육적 측면 그리고 인간적 측면 으로 모색해 ‘ ’, ‘ ’ ‘ ’

보고자 한다. 

음악교육적 측면 1) 

참여자들이 학교에서 받았던 음악수업을 들여다보면 가창수업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조표현은 음악 교사가 준비 하지 않고 대충 하는 . “ ” “ ”

가창수업보다 합창동아리 활동을 더 좋아했다 이미래는 또래 친구들이 . 

노래하는 방식과 다른 음악 교사가 틀어주는 성악 영상 을 보았다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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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송은 가창시험에 동요와 가요를 재치 있게 엮어서 노래하는 학생의 음

악적 재능에 반감 을 가지고 분노하는 음악 교사를 보았다 연구참여자 “ ” . 

모두는 시험을 치는 데에 맞게 외우면 점수를 잘 주는 식의 가창수업“ ” 

을 해야 했다 여기에는 가창수업을 하는 음악교육자가 수업에 진정성을 .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들어 있다.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위치에서 흥미나 관심을 고   

려한 수업이나 학습자 개개인과 의사소통하는 식의 수업들을 단지 효과

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교수전략으로 인식해버리는 문화가 있다 강인(

애 주현재 이러한 인식을 갖는 교사들의 상당수는 학습자라는 · , 2009). 

주체의 성격과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음악교육자가 학. 

생들을 고려하지 않고 수업을 만들고 진행하면서 수업은 해야 하는 일이 

되고 학생은 수업이라는 체계에서 대상화된다 연구참여자들이 겪은 음. 

악 교사들에서는 위와 같은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 

외부세계에서 가지고 온 참여자들의 음악적 꿈과 개성이 학교 공간에서 

드러나기 어렵다. 

참여자들과 학교 가창수업이 분리되는 양상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 

미래는 학교 수업시간을 자는 시간 으로 만들고 하교 이후의 시간을 노‘ ’

래하는 시간으로 만든다 조표현은 학교에서 몰래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 

들으며 노래하는 자신을 감추었다 표심송은 재능 있게 노래하는 학생에. 

게 분노하는 음악 교사를 보며 가창수업에 등을 돌렸다 조표현과 이미. 

래는 학교라는 공간에 속해 있으면서 보컬 학원을 다니면서 노래를 따로 

배웠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는 음악 교사와 교류되. 

지 않는다 음악 교사가 학습자와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 . 

여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학교 가창수업에서 음악적 가치로 드러낼 시도

를 했다 이미래는 욕심을 가지고 모든 학교수업에 열심히 했다 표심송. . 

은 음악 교사에게 재능을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현실 . 

수업과는 달랐다 조표현은 노래를 전공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후에는 학. 

교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대우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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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내고 키워야 할 학교에서 어떤 것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이. 

러한 모습은 참여자들의 음악 세계가 학교 음악수업과 단절된 채 움직이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습자는 각자 다른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음악 교사를 대하며 음악   

수업에 참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음악수업에서 음악교육자. 

는 학습자 각각의 음악성이 발현되도록 개별성이 있는 주체로서 다시 보

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교육자가 먼저 학습자의 내면에 . 

어떠한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가 노. 

래나 음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학습자의 개별성을 드러내는 것

이다 학습자가 외부세계에서 배우는 노래에 관해서도 음악 교사는 얼마. 

든지 소통할 수 있다 음악 교사라는 사람을 매개로 하여 학생이 좋아하. 

는 노래가 무엇이고 그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학교 공간에서 공

유하며 이야기할 수 있다 음악 교사가 학습자의 음악세계에 보이는 관. 

심과 열정이 상호 간에 공유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음악성은 가꾸어질 수 

있는 것이다. 

조금만 성숙한 나이가 되면 학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음악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노래에 담겨진 멜로디로일 수도 가사일 수. 

도 있다 에이블레스와 쿠스토데로 는 학습. (Ableles & Custodero, 2010)

자가 음악교육자로부터 받은 음악 경험은 그들의 음악성과 가치관에 중

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음악과 함께 형성된 가치관은 성인이 . 

된 이후에도 그들이 구성하는 가족과 사회에 영향을 준다 김용희 외( , 

학습자의 정체성은 음악교육자에게 어떻게 노래를 접했는가에 따2017). 

라 영향을 받으며 그들이 속한 주변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다 참여자들이 노래를 전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음악의 해석에 관한 내. 

용이나 음악인으로서의 나아갈 방향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오히. 

려 학생과 음악 교사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

을 때 학교 음악과 생활세계의 거리는 좁혀질 수 있는 것이다.

음악교육자는 음악함의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학습자가 하는 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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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가창수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노래에 대한 좋은 경험. 

을 하게 해주는 일은 학습자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계속 향유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음악의 내재적 가치를 즐기려면 음들을 느낄 수 있. 

는 감지방식들이 좋은 음악적 경험으로 작용할 때 가능하다 음들을 지. 

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적

인 악곡을 소개할 때 학생들은 노래하기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음악 가치의 중요성보다 음악 학습을 도와주는    

기술의 활용이 높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습자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극적인 학습에 더 끌릴 수도 있다 컴퓨터나 프. 

로그램으로 구현된 학습에 익숙해질수록 학습자와 교수자가 하는 가창 

체험은 가상 체험으로 대체된다 가상 체험은 실제의 체험을 앞서고 부. 

수적 활동은 본질로 뒤바뀐다 기술이라는 것 자체에는 도덕도 비도덕도 . 

없으며 자비나 관용도 없다 민경훈 학습자는 교수자와 함께하, ( , 2019). 

는 체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도구적 학습과 혼돈할 수 있다. 

기술이 주는 부수적 재미만을 쫓다가 음악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음악 공

유를 통한 음악 가치의 향유 과정은 소외될 수 있는 것이다.  

음악교육자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을 음악 전공으로 만들 필요는 없   

다 다만 가창함으로써 음악이 품고 있는 가치를 학생들에게 느끼게 해. 

주어 음악을 좋아하는 애호가가 될 수 있게 할 필요는 있다 나의 연구. 

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겪은 학교 음악교육의 사례를 보면 음악을 좋아해

서 그들의 의지로 보컬이 된 것이지 음악교육자가 도와주어서 꿈을 키웠

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음악교육자가 가창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 

게만 해주어도 학습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악 애호가를 만. 

든다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즐거운 음악 활동이 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음악 교사가 학생의 개별적 음. 

악세계에 관심을 보이고 소통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 노. 

래 활동으로 음악함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음악교육자가 가져

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이강숙 교사의 열정과 소통의 의지로 학(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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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게 음악의 가치를 깊이 느끼게 해주는 것은 각자의 삶에서 좀 더 행

복을 느끼며 사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교육적 측면2) 

   

위에서 본 것처럼 참여자들은 가창수업에 소홀한 음악 교사를 만났   

다 그들을 가르쳤던 음악교육자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이러한 현. ? 

상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하여 두 가지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음악교육자가 일반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과 둘째는 더 높은 수준을 경험시켜주기 , 

위해 음악교육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 주장에는 가. “

창 교사는 음악 전반에 걸친 능력을 가지고 포괄적인 수업이 가능해야”

이도식 한다는 수업 내용의 보편성에 기초한다 두 번째 ( , 2002, p.120) . 

주장에는 학습자 중심 실천 중심 음악수업의 관점에서 음악교육자가 연, 

구와 노력을 하여 수준 있는 음악수업을 구현해야 한다는 전문성에 기초

하고 있다 류미해 석문주 음악교육에서 수업 구현의 보( , 2012; , 2008). 

편성과 전문성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음악을 배우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저학년 시기를 지나 논리적 사고   

가 가능한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 음악 시간에 열광하는 학생이 줄어드

는 현상이 생긴다 이강숙 수업에 등장하는 노래는 다양해지고 ( , 2015). 

이해해야 하는 개념의 수준도 복잡해진다 그런데 경험의 당사자인 학습. 

자는 음악교육자의 수업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교사는 원래 가르치. 

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을 직업, 

으로 삼기도 한다 강진아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 , 2017). 

직업에는 공적인 속성이 있다 가르치는 사람인 교사라는 말에는 교육의 . 

책임과 도덕성 공공성이 함께 있는 것이다 교사가 되었다 는 것은 공, . ‘ ’

적인 시험의 과정을 뚫고 교사라는 집단 내에 진입하게 되어 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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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음악교육자는 소리를 내는 느낌 성취의 즐거움 미묘한 학습자와 교, , 

수자의 관계 변화보다는 일반 교실 상황에서 가창의 지식전달이나 진행, 

진도 등의 내용 전달에 중심을 두게 된다 교육의 내면에는 학습자의 학. 

습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들어 있다 조용환( , 

가르침을 받는 지위체계 아래에서 학생들은 음악수업을 들을 2012a). , 

수는 있어도 참여자들처럼 가르치는 방법이 싫어서 인간적이지 않아서 , 

등으로 교사를 평가하고 바꾸기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음악교육자는 교. 

사집단에 들어올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학

생들의 음악적인 감수성을 키우고 스스로 실력을 쌓기 위해 해야 할 노

력은 간과하게 된다 조표현이 가창 경험을 욕하고 싶을 정도는 아니지. “
만 안 좋았거나 표심송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말했던 것” “ ” 

은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현장을 참여하면서 교수자인 표심송과 조표현 그리고 이미래가 각각    , 

년씩의 연령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 년의 연령 차이가 10 . 20

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겪은 학교 가창수업은 연구자인 내가 겪

었던 것들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들 모두. 

가 받은 학교 가창수업은 소리 하나를 어떻게 내면 좋은 소리인지 어떻, 

게 하면 자기 소리를 찾는지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 

못했다 가창수업다운 가창수업이 되지 못하면 학생들에게 나빴던 교육. 

으로 인식될 수 있다 공교육도 비정상적일 때는 나쁜 교육이 될 수 있. 

는 것이다 조용환( , 2012a). 

음악교육자가 가르쳐야 하는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다른 교과목과 비   

교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 한 과목 안에서 지식의 카테고리가 체계화. 

될 수 있는 일반교과와는 달리 음악은 예술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

다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이라는 각기 다른 음악적 성격을 가진 영역이 , , , 

하나로 묶여 존재한다 이 영역들은 언뜻 보기에 유사하게 보이지만 각. 

기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영역이 나타내는 예술적 깊. 

이의 차이를 체감하는 것은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음악 교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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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다 각 영역이 가진 독특성은 각기 다른 . 

수업 능력을 요구하고 음악교육자로 하여금 어느 하나에도 깊은 수준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생. 

각하지 않고 음악 교사가 가창수업을 할 경우 시대나 문화를 고려하여 , 

악곡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외우게 , , 

하는 단순 지식의 전달로 이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본질은 어떠한 것을 그것답도록 만드는 성질이다 음악교육이 학교에   . 

만 있고 학교 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음악교육에는 교육이라는 본질이 . 

있듯이 학교 밖에도 음악교육의 본질은 찾을 수 있다 단지 인간다운 인. 

간 형성을 위하여 학년과 단계를 설정하고 시기마다 배워야 할 악곡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에다 넣은 것이 다르다면 다른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 

학습상황으로 옮겨갈 때 가창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존재의 문제‘ ’

에서 얼마나 아는가 의 인식의 문제로 변질된다 나는 참여자들의 학습‘ ’ . 

에서 소리를 내어보고 미묘한 소리 가 변화하는 차이를 알아가면서 즐‘ ’

거움을 느끼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어떻게 가창함을 느끼. 

고 소리를 찾을 수 있는지 바꿔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이 음악 시간에 가창을 꺼린다고 해서 노래하는 것 자체를 싫어   

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학교 음악교육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 

난다 나는 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이유가 가창의 본질에 다가가는 수업. 

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음악교육자가 어. , 

떤 전공을 공부했는가의 문제를 떠나 가창을 가르치려고 하는 음악교육

자라면 적어도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 인지 구분할 줄 알고 낼 수 있어‘ ’

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교육자의 실력이 높을수록 수업의 깊이는 있을 . 

것이다 진정한 가창수업은 교양적인 지식에만 기초를 두지 않고 학생. , 

들보다 더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 

직접 구별하여 낼 수 있고 요즘 시대의 악곡을 노래할 수 있으며 학생, , 

들이 하는 노래의 수준을 구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이 본질적인 . 

가창교육으로 가는 길이다 가창은 소리라는 본질을 수용하게 하여 느끼. 



- 205 -

는 것에 있다 그래서 모든 체험의 방식이 수용하는 능력과 관계한다. . 

소리 본질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다면 그 수업은 학생들로부

터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음악교육자가 가르치려고 하는 영역에 대한 실력 갖춤의 문제   

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한 가창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수. 

자도 학습자도 시간이 필요하다 나의 연구에서 교수자는 좋은 소리를 . 

내기 위해서 최소한 년을 그것만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 1,2 ” . 

학습자들은 단 몇 개월 만에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참여자들도 . 

그렇게 빠른 성장이 올 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가능했다 이러한 . 

변화를 관찰하면서 나는 음악교육자가 담당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낼 수 

있는 좋은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면 학교 가창수업도 변

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이것이 현실에서 달성하기 힘든 .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노래를 자주 많이 각자의 몸에서 좋은 소리를 , , 

찾기 위해 음악교육자가 함께 도와준다면 가창수업이 살아 움직일 수 있

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실력 갖춤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기영역만을 가르치는 학교예   ‘

술강사’78)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참여자들이 겪어 온 학교 음악 . 

수업에 비추어 보면 학교에 예술강사를 두는 시스템은 학생이 하는 음악 

경험의 수준을 높여주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내가 수행한 연구에 비추어. 

서 말한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 

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악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만남과 체험의 시간마저 분리시킬 수 있다 음악교육자와 함께 하는 음. 

악시간은 노래하는 방식도 배우면서 소리도 배우며 학습의 재미를 느낄 

78)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의 초중고 

등학교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예술강사로 초빙하여 파견하는 사업이다 박(

부경 학교 수업에서 교사가 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기에 부담스러, 2017). 

운 과목 국악 무용 만화 에니메이션 연극 영화까지도 넓어졌다 나, , , , , , . 

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노래만을 가르치는 강

사와 함께 근무하는 음악 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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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이다.  

우리는 이론과 실제를 구분하는 일에 익숙하다 가창 이론과 실제   . ‘ ’

라는 이론서의 제목에서도 이런 구분은 쉽게 알 수 있다 음악 경험을 . 

음정을 지각하고 지각된 소리를 내어 보면서 음악을 직접 접하는 모든 , 

행위인 음악행 과 음악을 글이나 도식으로 구조화하거나 체계화 시켜( )行

놓은 것을 익히는 음악지( )知 79)로 나누어 보는 것도 그렇다 음악행의 . 

관점에서 모든 것은 음악을 직접 경험 하는 과정에서 벗어나면 음악교육

이 될 수 없는 극단적인 교육론에 빠질 수 있고 음악지에 의존하면 음악

은 공부해야 하는 학문에 머무르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음악교육의 현. 

상을 이미 음악의 수행에서 얻는 경험과 지식에서 얻는 경험으로 분절시

켜 놓은 상태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현장에서 참여. 

자들은 피아노가 주는 음을 하나하나 듣고 음을 내며 그것들의 다름을 , , 

느끼고 호흡을 하면서 소리를 잘 내고 있는지 좋은 소리를 찾아가는 , , 

과정을 겪고 있었다 행은 곧 이론이며 지식과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 

그것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며 가창을 하면서 음악을 알게 , 

되는 순환적인 과정이었다. 

음악을 가르칠 때 우리는 반드시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학습이 음악, . 

적 경험 그 자체와 연결되지 못할 때마다 그 학습은 공론적 이론적 , , 

작업이 되고 음악 교육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 

다 우리는 학생들을 잃게 된다 음악은 결국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인. 

간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굳이 무엇 혹은 어떠한 , ,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작 음악을 느끼고 향유하는 데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Reimer, 2003/2017, p.139,148)

학습자가 실제 경험에 의해서 얻는 음악 체험을 수행이나 이론으로    

분리시켜서 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보지 않고 음악교육의 문제를 

79) 이강숙은 음악선생님을 위하여 와 음악의 이해 에서 음악교 < > p.139 < > p.253

육을 행과 지로 나누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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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음악교육에는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고 멜로디나 리듬을 만들어 보   , , 

며 악곡을 들어보는 각각의 영역이 존재한다 기악은 악기를 창작은 , . , 

음을 재구성하거나 만들어 보는 것을 감상은 존재하는 음악을 자기 방, 

식으로 들으며 느껴보게 하는 과정이 들어 있다 가창은 그중에 하나의 . 

영역에 속해 있다 분리된 영역에서의 가창은 말 그대로 교과서에 표기. 

된 악곡을 노래 불러보는 것이다. 

이 연구를 하면서 참여자들은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기존의 방식   

을 사용해 악보에 적기도 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든 음들을 변주도 , 

해보고 교수자를 모방하거나 음원을 모방해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 참여. 

자들의 학습에는 서로 소리를 들어보고 자신의 소리와 견주어 보며 비교

하는 과정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다른 .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사용하고 있었고 그것은 정말로 하나

의 악기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 교육의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 보, 

는 방식에 따라 가창을 다루는 몸은 악기처럼 기악으로 악보를 보며 음, 

을 직접 만드는 창작으로 서로의 노래를 들어보는 감상으로의 역할을 , 

감당할 수 있다고 보게 되었다. 노래를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대안적 요

소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적 측면3) 

김한미 의 연구에서 성악가인 교수자가 자신의 배우던 시절에    (2009)

교수자가 인격적으로 좋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왕이면 노래 잘 하는 사, 

람을 스승으로 만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인. 

격과 실력은 가창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나는 . 

현장을 연구하면서 노래 잘 하는 실력만큼이나 학습자와 교수자 상호 간 

에 신뢰도 그들의 학습을 이어가는 데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았다. 

조표현은 노래하는 것이 힘들 때 노래는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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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럼 연습해도 되지만 나처럼 되지 말라 라는 진심이 담긴 표심송의 “ ”

조언을 듣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래는 어색했던 사이를 인간 대 인간 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서 표심송“ ”

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노래를 배우게 되었다 이미래는 다른 학생들. 

과의 경쟁으로 힘들어할 때 함께 있어주면서 위로하고 같이 연습하면서 , 

극복하는 표심송을 보며 위로와 힘을 얻었다 의견이 상충하면서도 그. “

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며 배움의 관계를 끊어 버리지 않았다 아무” . 

리 단순한 지식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가르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

념 신념 인격 등의 내면적인 측면은 전달되는 학습에 동일하게 관여한, , 

다(Manheimer, 2003). 

년 월에 조표현과 이미래와 나눈 마지막 면담에서 학습자들은    2019 4

표심송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끌어 준 사람 선생님“ ”, “

이기보다는 스승 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의 관계는 노래에 국한되지 않고 ” . 

인생 전체 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들의 관“ ” . 

계는 노래를 잘하기 위한 기술적인 배움을 찾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인간, 

적인 관계도 강하게 밀착되어 있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작용하는 것이 . 

아니었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간적 관계의 확장은 학습자가 힘들어도 . 

포기하지 않고 자기 꿈을 향하여 계속 노래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나는 언제나 내가 의도한 대로 한 사람의 교사로서 음악을 경험했다, . 

음악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 음악에 대해 내가 배우는 모든 것, , 

음악에 대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나의 자아 발견과 연결되었고 

이것으로 의미가 부여되었으며 이것으로 채색되었다 이것이 바로 내. 

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다. 음악은 곧 내가 그것을 가르치는  

방식을 의미했다.(Reimer, 2003/2017, p.252)

학습자는 교수자에게 노래하는 방식을 배우면서 교수자의 자아도 함   

께 학습한다 학생은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자가 음악을 대하는 자세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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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인품을 보고 음악하는 인간의 모습을 배우게 된다 학습자는 노래 , . 

경험을 하는 데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서 가창에 대. 

한 상호주관적인 체험을 완성한다.  

나는 현장에서 참여자들이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을 향해 찾아가는 과정을 보았다 참여자들이 보여준 학습. 

은 더 나은 배움을 위해 교수자가 학습자를 도와주며 노래공부를 하는 

실천의 과정이었다 여기에는 함께 실천하며 찾고자 하는 인간적인 도움. 

이 있다 음악교육자가 자신의 학생들을 위하여 학습의 성장을 돕고 있. “

을 때 그 음악의 방식과 처해 있는 환경과 관습 안에서 학생들은 진정, 

한 음악적 경험을 다루는 것 이며 음악적 ”(Reimer, 2003/2017, p.234) ,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음악교육자가 학습자와 함께 학습을 실천하. 

는 과정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다 노래를 부르며 역동적인 움직임을 직. 

접 전유하는 음악적 성취 안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라는 인간을 경험하는 , 

과정인 것이다. 

음악교육자가 학습자의 음악적 체험을 돕고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을    

할 때 가창교육은 활발히 상호작용하고 학습자는 더 나은 배움을 얻게 

된다 교사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배운다 학생도 마찬. . 

가지로 가르침을 체험하며 친구나 동료에게 가르치게 된다 교수자와 , . 

학습자가 교학상장 하는 것이다 조용환( ) ( , 2012a). 敎學相長

학교에서 음악적 경험의 주체는 학생이라고 말한다 학생의 음악적    . 

경험에는 음악교육자라는 인간 개인의 체험이 함께 녹아 있다 가창을 . 

좋아하게 하여 많은 가창 애호가를 만들어야 좋은 음악교육이 된다 해. 

보고 싶은 마음을 심어 주고 소리 내는 즐거움을 일깨워 주고 학습자, , 

와 함께 생활하며 학생을 도울 때 가창교육다운 가창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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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VII. 

요약1.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음악의 영역이 가창임에도 불구하고 노   

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가창이 교육될 때는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 연구의 출발이 되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교육의 현상들이 있다. . 

그 중에는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좋은 교육의 현상들도 존재한다 그러. 

한 현상 중에 나는 보컬리스트가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에서 가창

교육의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를 했다. 

보컬리스트의 레슨 현장을 가창 교수 학습의 현장으로 연구하게 된    -

것은 참여자들이 다음과 같은 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자. , 

발적으로 교수 학습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 둘째 깊이 있는 경험적 - , , 

지식을 가진 교수자에 의해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셋째- , , 

참여자 모두가 노래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넷째 교수자와 학습자가 환경으로부터 다른 배움의 층위를 구성하, , 

고 있다는 점 다섯째 가창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깨우치는 즐, , 

거움이 교수 학습적인 교훈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 . 

이 현장이 연구를 하기에 적절하다는 판단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되었

다 참여관찰을 수행하면서 참여자들의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에는 수업 . 

상황을 둘러싼 타인들과 외부세계의 상호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참여자들의 현장이 음악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 

라는 이해에 이르렀다.

연구의 방법은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고 소규모의 집단을    ,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데 장점이 있는 질적 연구를 선택하였다 연구현장. 

은 년부터 년 월까지 교수자가 연습하면서 가르치는 작업실과 2017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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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을 오가며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명으로 교수자 명 학습자 명. 3 1 , 2

이었다 이들의 수업은 격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찰하였고 면담은 . 

작업실과 공연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이루어졌다.

연구 문제는 첫째 보컬 레슨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어떠한 가창 교수   , -

학습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보컬 레슨 과정에서 어떠한 교수 학? , -

습의 방법과 구조가 나타는가 셋째 가창 교수 학습의 현장으로 본 보? , -

컬리스트의 레슨은 음악교육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 였다? .

장에서는 첫 번째 연구 문제인 보컬 레슨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어   III

떠한 가창 교수 학습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참여-

자들이 살아온 삶에서 노래가 중심에 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노래. 

를 접하며 학교라는 제도 안팎에서 다른 교수자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가

운데 드러나는 교육적인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참여자들에게서 드러나는 . 

가창 교수 학습의 양상은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노래를 접하고 좋아하게 -

되고 삶의 중심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교수 학습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이-

었다 이러한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나는 생애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 

택했다 연구과정에서 학습자인 이미래는 욕심 수업 신뢰 혼란. ‘ ’, ‘ ’, ‘ ’, ‘ ’

의 단어들로 조표현은 환경 태도 방식 따름 으로 교수자인 표, ‘ ’, ‘ ’, ‘ ’, ‘ ’ , 

심송은 저항 찾기 노력 의 주제들이 나타났다‘ ’, ‘ ’, ‘ ’ .  

이미래는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잘못된 것을 배우는 데서 찾았다   .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표심송이 가르치는 것이 달라 보완이 되기도 했

지만 서로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다 조표현은 원하는 배움을 얻. 

지 못했다. 대학에서는 배움을 강요받기도 했다 교수자인 표심송을 만 . 

나면서 자기에게 맞는 학습에 대하여 깨우치기 시작했다 표심송은 부모. 

의 반대로 노래를 늦게 시작하여 남보다 많은 고생을 하면서 학습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신도 수많은 교수자들. 

을 만나면서 노래 부르는 기술과 동시에 노래를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를 

학습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이 자라온 배경 이전에 했던 교수자들과 수. , 

업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의 과정들은 참여자들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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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를 더 깊이 보고 찾아가게 하는 작용을 하였다. 

장은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보컬 레슨 과정에서 이들은 어떠한 교수   IV

학습의 방법과 구조가 나타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교수자- . 

와 학습자들이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 학습의 측면들을 살펴보면-

서 이끎 과 맞춤 이라는 구조를 찾게 되었다 이끄는 교수 는 표심송의 ‘ ’ ‘ ’ . ‘ ’
경험적 지식이 이미래와 조표현을 따르게 하는 근원이 되고 있었다 이 . 

장에서는 참여자들의 학습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점인 소리 를 말하‘ ’ “

는 것처럼 낼 수 있는 방법과 보컬과 성악 이 소리를 낼 때 다른 점을 ” “ ”

비교 하고 발음 에서는 우리나라 보컬들 이 가사를 발음하는 방식이 ‘ ’ ‘ ’ “ ”

나타났다.  

소리 에서는 교수자인 표심송이 우리가 일상세계에서 자연스럽게    ‘ ’

말하는 것 을 소리 내는 방식으로 연결지어 설명했다 말하듯이 노래“ ” . ‘ ’ 

하기 위해서는 입을 대화할 때처럼 적당히 벌리면서도 공명점이 있는 소

리를 낼 수 있도록 입 모양을 조절하였다 비교 에서는 보컬과 성악. ‘ ’ “ ”

이 소리 내는 방식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보컬리스트가 찾는 좋. 

은 소리는 성악 발성에서 내는 정격적인 소리 내는 방식을 변용하여 ‘ ’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자칫 개성이 강하여 마음. 

대로 낼 수 있는 보컬의 소리 공부를 이해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발음 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내는 발음들도 노래할 때는 달라진다는 것‘ ’

을 발견하였다 노래의 발음으로 문화적인 체험을 줄 수 있으며 교수자. , 

의 문화 체험이 학습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맞춤 은 맞추는 학습 으로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만나서 만들어 나아   ‘ ’ ‘ ’

가는 학습의 흐름이었다 맞추는 학습 에서는 절충 해서 합의를 하자. ‘ ’ ‘ ’ “

구 같이 느껴야 하는 변화 를 서로 이해하고 의 인간 을 발견했”, “ ” ‘ ’ , “ ” ‘ ’

다 절충에서는 학습자가 학습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 ‘ ’
간의 수정이 일어났다 학습자인 조표현은 매번 변하는 외부의 상황에 .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연습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 

한 영향으로 연습을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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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리 훈련만을 하는 것으로 학습 수정을 하게 되었다 이미래는 노. 

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기초 연습을 하다 보니 노래하는 법을 잊어

버리는 현상이 생겼다 이에 학기 중에는 노래 연습에 집중 하고 방. “ ” , “

학이 오면 다른 연습도 하는 걸 로 절충 하였다 그러나 절충을 하면” ‘ ’ . ‘ ’

서도 교수자의 신념은 작용하고 있었다 변화 에서는 교수 학습의 방향. ‘ ’ -

이 수정되면서 참여자들의 수업도 소리 내고 피드백을 받는 방식에서 

몸의 감각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감각 학습은 얼굴 근‘ ’ . ‘

육을 손가락으로 잡거나 가슴에 손을 대고 두드리거나 걸으며 소리’, ‘ ’, ‘

를 내거나 코를 막고 소리 내면서 느끼는 학습이었다 인간에서는 ’, ‘ ’ . ‘ ’

교수자가 겪은 어려웠던 경험들을 학습자들에게 진심으로 조언하고 행동

으로 보여주었을 때 학습자들은 교수자를 인간적으로 신뢰하며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을 보았다. 

참여자들의 가창 교수 학습 방법과 구조를 더 잘 보기 위하여 장에   - V

서는 두 번째 연구 문제를 의존 과 독립 의 구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 ’ . 

의존은 학습자가 교수자의 경험과 능력에 의지하고 있는 조표현의 경‘ ’
향이다 독립은 외부세계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지식을 자유롭게 흡수. ‘ ’

하며 이동하는 이미래의 경향이다 의존 지향 을 살펴보면서 교수 중. ‘ ’ ‘

심 의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반복 효과 로 느끼는 이게 먹히는구’ “ ”, ‘ ’ “

나 그리고 탐구 반성 하는 해 온 걸 봐야지 의 주제들을 발견하였”, ‘ ’ “ ”

다 교수 중심 에서는 조표현이 표심송의 진단과 판단에 의존 하고 있. ‘ ’ ‘ ’
는 인식의 배경을 보면서 조표현과 표심송의 학습이 수직적 구조 를 가‘ ’

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반복 효과 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하는 . ‘ ’

문제를 포착하고 안내하고 피드백을 주고 판단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탐구 반성 에서는 안 됐던 것과 되는 것을 구분하며 학습자의 나아진 ‘ ’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직적 구조를 띠는 조. 

표현의 학습에서도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대화는 이루어졌다 대화에서 . 

이야기한 내용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학습자의 학습을 연장시키기도 했

다 의존 지향 에서는 학습자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학습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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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지 못하면 교수자가 중심이 되어 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우는 것이 ,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독립 지향 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학생 중심 의 다른 사람 의견도   ‘ ’ ‘ ’ “ ”, 

자기 주관 의 제 생각은 상호 조율의 상황을 보면서 라는 제목들‘ ’ “ ”, ‘ ’ “ ”

을 발견하였다 학생 중심 에서는 이미래와 표심송의 학습이 표면적으. ‘ ’
로는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외부세계의 의견을 수용

하는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자기 주관 에서는 . ‘ ’

이미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자신의 생각을 개입하

는 현상이 일어났다 학습자가 자기 주관을 개입하게 되면서 현재의 교. 

수 학습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노래에 대한 - . 

해석의 다름이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충돌이 있다고 해서 학습관계가 단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이미래는 표심송이 아닌 제 삼의 인물의 특징을 표심송을 

통해서 따라하는 모방의 모방 이 일어났다 상호 조율 에서는 교수자의 ‘ ’ . ‘ ’

의도대로 학습이 이루지지 않았다 교수 학습의 주제가 교수자가 아닌 . -

학습자로부터 주어지면서 수업의 주도권이 교수자에게서 학습자로 넘어

가기도 했다 독립 지향 의 경향을 보이는 학습 상황에서도 교수자가 . ‘ ’

던지는 생각형 질문은 학습을 분명하게 하며 진행 중인 학습을 자기 지

식으로 만들게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장에서는 세 번째 연구 문제인 가창 교수 학습의 현장으로 본 보컬    VI -

레슨이 음악교육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이었다 장과 장 그리고 장에서 발견된 내용들을 토대로 가창 교. III IV , V

수 학습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삶과 환경 사이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나-

은 배움을 향해 나아가는 각자 다른 상호작용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 ’

였다 참여자들은 환경 속에서 관계 맺으며 노래를 찾고 삶의 중심으로 . , 

가져갔다 교수자들을 만나고 헤어지며 그 속에서 잘못된 배움을 겪기도 . 

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도 하며 원하는 배움을 찾는다 환경과 얽히며 . 

자신들의 학습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겪는다 조표현과 표심송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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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직적 구조에서 보이는 의존적 경향도 상호의존인 상태에서 학습‘ ’

이 발생하였다 이미래와 표심송이 보이는 수평적인 구조에서 나타나는 . 

학습의 불일치 도 상호 간에 학습의 수준의 경계면을 좁히며 나아가는 ‘ ’

상호작용 의 과정이었다 해보는 것 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 ’ . ‘ ’

용 안에서 몸으로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 자기 소리의 인식 을 체험하는 ‘ ’
행위 가 가창의 본질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성과로 가창에서 가창교‘ ’ . ‘

육으로 에서는 깊은 소리의 체험이라는 본질적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음’

악교육자도 가창에 대한 깊은 공부와 이해가 필요하며 그러한 체험을 , 

학생과 함께 공유하며 도울 수 있게 될 때 가창교육다운 가창교육이 가

능하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가창을 가르치는 기술적인 측면과 학습자를 . 

진심으로 이해하는 인간적인 측면이 함께 작용하며 교학상장하는 것이 

음악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는 함의에 도달했다.

결론2. 

이 연구를 통해서 가창 교수 학습은 처한 환경과 공존하며 학습자    - , 

각자가 느끼는 깊은 소리 체험을 교수자와 상호주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

을 때 더 나은 배움을 향해 간다는 함의를 얻었다. 후속연구를 위하여  

소리를 체험하는 감각학습을 가창수업 전체로 확대해보고 학습자의 연령

과 발달 단계에 따라 소리 내기의 변화를 기록하고 비교하는 실천적 적

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언으로는 가창에서 비언어적 상황의 연구가. 

능성 가창을 다른 음악 영역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함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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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교에서는 가창하기를 싫어하면서 생활세계에서는 노래부   

르기를 좋아하는 모순된 가창교육의 현상을 이해하려는 상심에서 출발했

다 그러한 현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보컬 레슨 현장이라는 하나. 

의 사례를 질적 연구 방식을 사용하여 참여관찰하였다.  

학교에는 다양한 학생이 있다 좋아하는 노래도 다양하며 음악적 관   . 

심도 다양하다 몸으로 직접 소리를 내는 가창 교수 학습은 소리로 접근. -

하는 음악의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학습자의 관심의 방향이 다. 

른 곳으로 흐르더라도 그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목소리의 

훈련이다 음악교육자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경험적 지식 중에서도 가. 

창교육을 위해서는 목소리의 훈련이 중요하다 음악교육자의 경험적 지. 

식은 학습자와 더불어 소통하며 깊은 체험으로 공유될 때 음악적 가치는 

교류되고 학습자의 음악성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함축해서 이야기한다면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은 소   

리를 찾아가는 깊은 체험을 함께해주고 도우며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

고 유지해 나아가는 더 나은 배움을 위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주관적인 

상호작용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은 배움을 주기 위해 노래를 가르‘ ’ . 

치는 교수자는 학습자가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학습자의 시각으로 되돌

아가는 과정을 겪는다 학습자는 교수자와 상호의존 하며 체험된 자기. ‘ ’

의 소리로 가창할 수 있게 된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이 과정을 성장의 . 

즐거움으로 여긴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은 체험의 공유로 순. ‘ ’
환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 

습자 간의 이해는 있는 자리에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끝

없는 움직임의 연속이다 예술 경험이 인간을 통해 표현될 때. 생생하게  

살아있게 되듯이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도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

들어 나아가는 생동적인 과정인 것이다. 

적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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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제언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방법으로 구상할 수    

있다. 

첫째 소리를 감각으로 내고 익히는 학습 과정을 가창수업 전체로 확   , 

대하여 반영해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존의 신체를 이용한 가창의 교. 

수 방법들이 학습의 도입에 흥미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신체의 부분적인 

이용에 그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감각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 

일상에서 인식하든지 하지 않든지 항상 겪는 일이다 그래서 감각이 중. 

요한 학습의 도구라는 사실은 배경으로 밀리게 된다 나 또한 이 연구를 . 

하기 전에는 감각에 대해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소리를 내. 

면서 나타나는 신체 현상의 변화를 익히는 과정을 수업 안으로 가지고 

온다고 하면 많은 교육자들이 낯설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연. 

구를 하면서 노래를 가르치고 배울 때 몸 전체의 감각을 사용하게 되면 

학습자는 차원이 다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소리 내기를 감각으로 익히는 교수 학습은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 설계해 볼 수 있다 소리의 진동을 자신의 . 

감각 기관으로 느끼기 타인이 내는 소리의 진동이 신체의 어디서 오는, 

지 느끼기 소리로 만들어진 힘의 이동 느끼기 손을 이용해 신체를 눌, , 

러서 느낌 체험하기 호흡기관 배 횡경막 옆구리 등 가슴 목 턱, ( , , , , , , )

을 따라가며 체험하기 주먹으로 충격을 주어 소리 체험하기 쉬운 자세, , 

에서 소리 내기 불편한 자세에서 소리내기 소리가 잘 나는 음역대를 , , 

서로 찾아주기 음색 지각하기 각 음계에 적용하며 서로 들어주기 등으, , 

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을 학습하기 전에 가창. 

수업의 내용과 형식에 맞게 악곡을 선정하고 선정된 악곡에 각각의 방법

들을 차시마다 배치하는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악곡마다 다른 체험의 . 

방식을 넣어서 가창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해보는 것은 가창의 본질적 

교육에 다가서게 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밝혀낸 소리 내기의 방식을 학습자의 연령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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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시기에 따라 학습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하고 비교해보는 것

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신체가 성장 시기마다 다르고 다 자란 성인이라 . 

하더라도 소리 내는 방식은 각자에게 맞게 변용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연구 설계 당시에 나는 현장과 연구참여자를 마음대로 선정할 .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를 시작할 때 만난 참여자들도 . 

성장의 시기를 마친 상태였다 그래서 성별이나 나이 성장의 단계를 마. , 

음대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성장 시기마다 단계를 나누어 같은 소리 내기 방식을 적용해보면 어   

느 단계에 있는 학습자에 이 방법이 잘 맞는지 어떤 신체 상태를 가진 , 

학습자에게 더 적절한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입. 

을 말하듯이 적당히 벌린 상태에서 턱을 열고 입 안의 모양을 공명이 ‘ ’ 

잘 되게 만든다 음을 이동할 때 목과 혀에 힘을 빼며 음정의 진동을 . , 

느끼면서 성대의 위치를 일정하게 하여 소리를 울리는 것이다 노래하는 . 

발음은 규칙적으로 연습한다 관찰 대상자는 어린이 변성기 전후 여성 . , , 

혹은 남성으로 분류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곡을 선정할 때도 학습자의 성. 

장 시기에 맞추어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음역대를 고려해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이미 확인하였듯이 소리의 향상을 . 

느끼기 위해서는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 

여 변화를 관찰해 보고 연구참여자가 어느 시기쯤에 어떤 변화가 오는, 

지 연구자가 관찰과 면담을 해본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제언3) 

이 연구는 시간과 공간에서 움직이는 소리와 그 소리를 학습의 소재   

로 사용하는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장의 상황을 녹화하

고 텍스트화하여 다시 글로 만든 자료 수집의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 

방식의 연구를 하면서 소리의 이동 악보를 보는 연구참여자들 몸짓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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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움직임의 흐름에 따른 모든 변화를 글로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며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 

연구들에 관하여 다음과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가창에서 비언어적인 상황의 연구가능성이다   , . 참여자들의 활동 

에서 드러나는 섬세한 몸짓 의미화되지 않은 소리 소리의 시간성 눈, , , 

빛 반주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간의 미묘한 긴, 

장도 교육적인 연구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 차례 보았다. 

그러나 나의 연구자적인 능력과 지면에 글로 표현해야 하는 방법적인 한

계로 인하여 참여자들이 노래하면서 드러낸 수많은 동작과 비언어적인 

요소들은 일정부분 감환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가창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상황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창에

서 비언어적 상황을 분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요소를 연구해본다면 음악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창의 포괄적 교육 가능성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참여자   , . 

들은 악보를 보고 부르거나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목소리를 다듬어 훈, 

련하고 즉흥적으로 선율을 만들어 보고 다른 노래를 듣는 활동을 보여, , 

주었다 이러한 학습 형태는 가창이 목소리를 악기화한 기악 선율을 만. , 

드는 창작 감상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달리 보면 , . 

가창하는 것으로 다양한 음악의 분야를 동시에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가창수업은 구현할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다른 악기에 비. 

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노래할 때 할 수 있는 동작은 몸에 붙어 . 

있어야 하는 다른 악기 영역들에 비해 상당히 자유롭기도 하다 노래에 . 

율동을 가미하면 노래하면서 어떠한 방식의 상황극도 가능하다 이러한 . 

가창의 장점을 다른 음악 영역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접목하여 차시

별로 연주하면서 상황극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거나 공동

으로 교수 학습을 구성하여 진행해본다면 음악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

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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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보컬리스트의 레슨 문화에    , 

내재된 인식을 깨고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을 열어 보여준 연구참여자들

에게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은폐된 현장에서 드러난 성과들이 조. 

금이라도 가창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나는 지금 이 논문을 . 

맺으려 하지만 이 글조차 완전한 끝이 아닌 여기서의 맺음일 뿐이다, .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 음악예술도 인간에 의해 살아 움직인

다 사람과 사람이 맞물리며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움직임처럼 배움의 . 

상호작용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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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n Music 

Education of Teaching-learning 

for Singing from Vocal Lesson

Lee, HyunSu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Music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ging is a musical domain which we can easily experience in 

our lives. Among many educational experiences existing in our 

society, singing and learning vocalism are embedded in our daily 

lives as natural behavior. Nevertheless, vocalism does not work 

out very well when it is offered as a school curriculum and makes 

students dislike it. Accordingly, this study began to find 

vocalism done in a covert manner in a place we can easily see and 

to suggest alternatives for current singing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teaching-learning for singing by 

observing the lessons which are done between a vocalist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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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arners and to grope for the meaning of music education.

   To achieve this, this study was to use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ppropriate to research a small-scale group. For research 

sites, the research was conducted at the instructor's studio and 

concert hall from March 2017 to April 2019.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one instructor, one male learner and one female 

learner. The lessons were regularly observed once a week and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at the studio and concert halls wherever 

needed.

   From the research questions for this study, it may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what do the research participants have the 

background of teaching-learning for singing in the vocal lesson? 

Second, what kind of methods and structures of teaching-learning 

did occur during vocal lesson? Third, what implications are there 

in terms of music education based on the observations of teaching 

and learning singing?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the teaching-learning for 

singing for the participants as the first research question, in 

chapter III,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structor's and 

learners' problems they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placing 

singing as central to their lives using a life history approach. 

The songs and lives were always affecting the participants, not 

separated in the environment. Sometimes the participants learned 

'wrong ways' or did not learn 'what they want'. This study was 

shown that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in meeting and separating 

with the instructors, and making mistakes and failures in order to 

find necessary learning. Accordingly, the participants conducted 

the necessary learning to find more clearly through the rep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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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and error.

   In chapter IV,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eaching-learning 

sides that the instructors and learners taught and learned the 

songs in terms of 'Lead' and 'Matching'. The 'Lead' is an 

expression of 'a leading instructor'. In 'Sound',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fferences from the sound" like talking" with 

which was importantly dealt in the participants' lessons and the 

sound by "vocal and classical vocal". In 'Pronunciation', this 

study was to the method of pronouncing lyrics by "Korean 

vocalists" from the instructor's point of view. In 'Sound', "Like 

talking" demonstrated how the instructor, Sim-Song Pyo, explained 

in line with ways we 'talk' naturally in our daily lives. In 

'Comparison', this study was to explain it to the better 

understanding of learning sounds which could be ambiguous in 

singing by dividing the method of making sounds by Sim-Song Pyo 

into "vocal and classical vocal". In 'Pronunciation', Pyo 

explained how the pronunciation in the instructor's singing could 

be related to cultural experiences.

   'Matching' refers to 'meeting learners' needs' and is a process 

of negotiating between the instructor and learners. In 

'Negotiation', "meeting halfway" of learning occurred as learners 

in particular conditions by meeting halfway with the instructor. A 

learner, named Mi-Rae Lee decided to practice singing during the 

break and practiced basics and scales during the semester. Another 

learner, Pyo-Hyun Cho, decided to repeat the sound practice as 

basic according to situations. In 'Change', teaching-learning has 

been changed through the intuitive methods to feel 'senses' 

through hands, faces and hearts with the changes of th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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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eaching and learning by the instructors and learners. In 

'Human',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re were instructor's efforts 

to understand learners from their perspectives.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sincere advice and actions based on the 

instructor's experience helped learners to believe in the former's 

sincere teaching and to establish desirable human relationships.

   To look at the teaching-learning method and structure closely 

as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in chapter V,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teaching and learning by the 

instructors and learners by dividing them into 'dependence' and 

'independence'. Pyo-Hyun Cho with 'dependent tendency' was engaged 

in 'teacher-centered' learning in which the instructor's abilities 

mattered most. 'Teacher-centered' represented a vertical 

instructional structure in which Cho learned 'only what was given 

and taught by the instructor all the time'. 'Repetition effect' 

showed that both Cho and Pyo had experienced learning effect 

through 'repetition'. Repetition appeared in a form of the 

instructor's capturing, guiding, judging and giving feedback. 

'Exploration and reflection' illustrated the instances of where 

learners could distinguish and perceive that they could accomplish 

what were not possible before. However, even in a 

'teacher-centered' method, conversations occurred. The learning 

problems that arose in the conversation with the instructor were 

also continually extended apart from learning contexts. In 

'Dependent tendency',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the active 

help centered on the instructor had positive effect on the 

teaching-learning with the 'dependent tendency' if a learner could 

learn by himself/herself even though she/he was willing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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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other hand, 'Independent tendency' was Mi-Rae Lee's 

learning tendency which liberally absorbed knowledge in a less 

subjugated manner. In 'Student-centered', Mi-Rae Lee is currently 

in a teaching-learning relationship and accepted opinions of the 

outside world. Such perception of hers showed the horizontal 

structure that learners took from choosing what they thought was 

necessary. In 'Self-subjectivity, Mi-Rae Lee's intervention of 

self-interest brought about a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Eventually, it led to a difference in level, which could cause 

conflicts between the instructor and learners. In 'Mutual 

attunement', the subject or initiative of class could have 

changed. Sometimes, the learners moved their learning in the 

direction based on her interests and the instructor accepted them. 

According to such "independent tendency," the instructor's 

question had the effect on helping learners learn clear and 

self-knowledge.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independent 

tendency' followed the flow of learners while reflecting the 

instructor's opinions at the same time, which resulted in 

interaction between them after all. 

   In the chapter VI, based on the participants' data from 2017 

onwards, singing education could obtain Idealtypus like ideal type 

as 'interaction' heading for the better learning through the trial 

and error under the instructor and learner's life and environment, 

and followed by 'try to do' which handled the perception of own 

sounds and meaning of singing experience. In 'from singing to 

music education', there was discussion that it needed to lead and 

help the learner in order that the music educator could train the 

essential factors in singing. The singing education show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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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articipants contained the instructor's empirical 

knowledge, the learner's level to accept it, and the learner's 

environmental situation. The instructor and learner presented its 

vertical structure and horizontal structure by interaction at each 

level. Two learners were taught the boundary of discrepancy with 

the 'mutual dependence' and 'mutual understanding'. In addition, 

the structure like teaching-learning surrounding the research 

participants was all crossed over the environment of the outside 

world. Accordingly,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singing 

education should have human sides in understanding the learner as 

well as guiding him/her and learning each other in order the 

learner could subjectively feel the deep phase of sound experience 

under the interaction with the instructor and learner. 

   To conclude, this researcher applied the learning process to 

make sound and learn the senses from such research performance in 

order to reflect it on the design by expanding the whole singing 

lesson, and to record and compare the changes that happened by the 

learner's age and development period by practicing a method of 

making a sound. In this way, this researcher has come to the 

implications that the process of singing education as shown in the 

research participants was practice of singing, and that the 

instructor and learner's learning by teaching together to proceed 

was a value to proceed the music education.

Key words : vocal, singing, music education, teaching-learning, 

experience,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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