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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아츠 프로펠의 교수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전통음

악 중 하나인 수제천을 피리선율과 함께 지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수

제천은 현재 중학교 음악교과서 14종에 모두 수록되어 있고, 교육과정의 

음악요소와 개념체계에 제시된 연음형식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악곡

이다. 또한 피리는 전통음악에서 주요한 선율을 담당하는 악기로 전통음

악을 학습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악기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

려하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수제천의 피리선율을 중심으로 아츠 프

로펠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 모형을 자유학기제 수업에 적용한 지도방안

을 고안하였다. 

  본문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중학교 음악 14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국악기악 영역의 악기와 국악

기악 감상 영역 제재곡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아츠 프로펠 연주 도

메인 프로젝트의 5단계인 <개인연주> - <합주 연습 비평> - <합주 연습 

비교> - <그룹 연습 및 개인지도> - <합주 감독>의 방안을 국악 지도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의 1단계인 개인연주 단계에서는 피리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 학습하고, 관악기 연주에 사용되는 호흡법을 연습하면서 나

만의 호흡 연습법을 만들어본다. 또한 피리의 ‘서’를 불어본 느낌을 

표현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2단계 합주 연습 비평 단계에서는 정간보

를 읽는 방법과 피리의 운지법에 대한 학습을 하고 연습곡을 연주하면서 

서로의 연주를 비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단계 합주 연습 비교 단계에

서는 수제천의 역사, 문화적 배경에 대해 학습한 후 정읍사의 가사를 새

롭게 만드는 활동을 하고, 국악의 연주형태와 연음형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제천의 앞 부분을 연주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4단계 그룹 

연습 및 개인지도 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 과제를 평가하고 모둠별로 수

제천 음악에 어울리는 무용을 창작해 신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5단계 합주 감독 단계에서는 학급 발표회를 준비하고 서로의 



- ii -

발표에 대해 평가지를 통해 비평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로 

음악일지와 활동지, 포트폴리오와 같은 과제들을 통해 다양한 활동의 방

안들을 고안하였다. 

주요어 : 아츠 프로펠,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 자유학기제, 수제천, 피리

학  번 : 2019-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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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의 문화적 역량은 아시아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의 서구사

회까지 영향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 이러한 문화 창작물들은 다양한 미

디어와 결합하여 국가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국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문화와 예술 분야의 많은 작품들

이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이 아닌 서양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

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한국의 문화 경쟁력이 더욱 견고해지려면 한국

고유의 문화에 기반을 둔 예술이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통문

화와 정체성이 교육을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문미옥, 2006). 헝가리의 음

악교육학자 졸탄 코다이(Zoltan Kodály)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

해서 전통문화, 그 중에서도 전통음악을 토대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자

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권덕원, 2017).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내 교육에서도 점차 국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위하여 전통음악에 대한 음악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권혜근, 2010). 또

한 체계화된 교육내용 속에서 ‘우리 음악의 이해’와 ‘다른 나라 음악의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의 제시와 함께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화 영역의 국악 활동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

식하고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항목에 추가한

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시 우리 문화의 이해와 더불어 다른 문화의

가치도 함께 배우며 세계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소양을 길러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번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국악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

고 있으나, 과연 현장에서 내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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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기제의 예술활동 중 국악과 관련된 활동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김주희, 2019). 학교 현장의 여러 상황들로 인해 실제적인

국악교육이 실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국악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교육은 직접 음악을 체험하는 수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이론위주의 음악수업이 실행되고 있

다. 음악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이고 이론위주의 교육은 온전하게 음악을

습득할 수 없다고 한 음악교육학자 엘리엇(David J. Elliot)의 주장처럼

행위를 통한 음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Elliot, 1995).

본 연구는 이러한 행위를 통한 음악교육의 일환으로 ‘아츠 프로펠

(Arts PROPEL)을 교육 모형으로 선정한다. 아츠 프로펠은 예술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모형으로 단순한 이론적 기반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가 지

각, 생산, 반성의 과정을 통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

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학습자들은 능동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서로 협동하고 의논하면서 학습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계발

할 수 있다. 또한 음악적 과제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고 음악적 문제들

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들

이 있다(박현진, 2020). 아츠 프로펠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론 중심의 강의식 수업

을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아직 교

육현장에서 낯선 피리 교육을 실시하기에 시간의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

운 자유학기제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은 악(樂), 가(歌), 무(舞)가 하나로 이루어진 음악

들이 많은데, 이를 지도할 때 이론중심의 교육보다는 감상과 기악이 연

계된 통합 교육이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본다. 국악

기 중 피리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연주할 때 주요 선율을 연주하는 악

기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피리는 작은 크기의 악기로 휴대

성이 용이해 초심자들이나 학생들이 배우기에 적합하다. 피리의 특징이

잘 나타난 대표적인 곡으로는 수제천이 있는데, 이 곡은 현재 20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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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4종 음악 교과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곡이

다. 또한 음악 요소와 개념체계표에 제시되어 있는 ‘연음형식’이 가장 두

드러지게 잘 나타나는 곡이 수제천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제천 수업을

위해 피리 선율을 활용한다면 전통음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

음이 자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츠 프로펠의 연주도메인 프로젝트 학습 모형을 적용

하여 피리 선율을 중심으로 하는 수제천 감상 지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연주도메인 프로젝트 학습 모형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유학

기제를 활용하여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습과정의 문제점들을 극복하

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수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논문의 목적으로 한

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아츠 프로펠 학습모형을 적용한 국악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이다. 특히 교과서에 수록된 수제천의 피리선율을 활용하여 국악의 이해

를 돕는 지도방안으로, 현재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수

업에 도입하고자 한다.

첫 번째,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아츠 프로펠을 다양한 선행연구와 문

헌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아츠 프로펠을 구성하는 지각, 생산,

반성의 개념을 알아보고, 교수 학습방법인 도메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반성수단에 대해 알아본다.

두 번째, 자유학기제의 추진 배경과 운영모형들을 알아본 후 현재 중

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국악의 학습내용들을 분석한다. 현재 사용되

고 있는 14종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국악기악 연주 영역에 수록된 악기

와 제재곡의 비율을 살펴보고, 국악기악 감상 영역에 수록된 제재곡의

비율을 분석해본다.

세 번째, 자유학기제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피리 선율을 사용하여 수



- 4 -

제천을 학습하는 지도방안을 제시한다. 이 때 아츠 프로펠 연주도메인

프로젝트의 <개인연주> - <합주 연습 비평> - <합주 연습 비교> -

<그룹 연습 및 개인지도> - <합주 감독>의 5단계를 수제천 지도에 맞

게 재구성하고자 한다. 수업 전반에 걸쳐 아츠 프로펠의 요소인 지각, 생

산, 반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

지, 음악일지, 포트폴리오 등의 과제들을 제시하겠다. 또한 아츠프로펠의

단계 중 피리연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피리 실기지도

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원소재 중학교 2학년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을 대상으로 본문의 피리 실기와 관련된 활동들을 시연

하였다.1) 시연을 통해 작성한 활동지들을 부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고찰

아츠 프로펠을 적용한 음악교육의 선행연구들을 찾아보면 크게 서양음

악에 적용한 것과 국악에 적용한 것이 있다.

첫 번째, 아츠 프로펠을 서양음악교육에 적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안여진(2012)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아츠프로펠을 음악 감상 수

업에 적용한 지도안을 계획하였다. 바로크, 고전, 낭만 시대별 대표곡을

선정해 음악극과 같은 3개의 도메인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음악사의 시대

별 흐름에 연계성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

다.

박미정(2019)은 경남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6명을 대상으로 아츠

프로펠을 적용한 음악 만들기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수업은 가

락패턴과 주선율 만들기와 관련된 음악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진(2020)은 아츠 프로펠을 적용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

감상 수업을 개발하고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2015 개정 음악과 교

육과정 및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여 제재곡을 선정하고, 음악

1) 코로나 19(COVID-19) 상황으로 인해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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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 4단계 이론을 적용하여 총 8차시의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지도안을 현직 교사 및 전문가에게 현장 적합성을 검증받았다.

김영후(2020)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츠 프로펠

을 적용한 뮤지컬 공연제작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뮤지컬 제작실습과

정에서 연주도메인 프로젝트를 적용하여 구조화된 학습지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생산, 지각,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관리역량을 강화

하고 연습일지와 포트폴리오 과제를 통해 스스로 활동을 구상하는 융합

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다.

두 번째, 아츠 프로펠을 국악교육에 적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혜리(2014)는 수제천과 대취타 악곡을 선정하여 각각 2차시의 수업

을 구성하고 활동지, 동료 인터뷰 등의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수업을 제

시하였다. 또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현직 교사 3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도메인 프로젝트를 국악교육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장기적인 음악수업을 할 수 없는 우리나라 학교 실정에 맞게 적

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박보람(2015)은 종묘제례악 악곡을 선정하여 4차시의 수업을 계획하였

다. 각 차시별로 인지, 창작, 반성의 단계를 적용하여 창의적인 생각과

반성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전 설문지, 모둠 활동

지, 음악일지를 작성하여 창작과 반성의 요소를 학습하는 포트폴리오를

사용하고 있다.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음악교사와 국악 전공 현직 음악

교사 3인에게 설문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교사의 재량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하여 다양한 학년 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츠 프로펠을 적용한 음악 교육 연구들은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이

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서양음악을 위주로 연구들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국악교육에서는 아츠 프로펠을 적용한 연구들이

미비하였고, 연구된 것들이 피상적인 감상 지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감상과 기악 선율이 융합된 교육을 할 때 더욱 효과적

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감상 쪽에 무게를 둔 수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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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들이 연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악

감상지도를 위해 기악 선율을 활용한 학습 지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피리 실기 및 선율을 활용하여 수제천을 학습하는 지도

방안을 제시하므로 피리를 국악교육에 적용한 연구도 고찰해 보고자 한

다. 피리 실기 지도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빛내리(2013)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감상을 적용하여 향피리

지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 입문, 발전, 심화 단계로 구성하고 단계

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평조회상 중 <타령>, <수제천>,

<신뱃놀이>를 단계별로 학습한 후 느낀점을 활동지에 작성하고 음악의

편성과 관련된 짧은 퀴즈를 내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신애(2014)는 기초, 발전, 심화의 단계를 통해 향피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창과 기악영역, 감상과 기악영역을 연계한 학습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 국어, 미술교과와의 영역별 통합학습을 통해

악곡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음악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심

화 단계에서는 <취타>를 직접 연주하면서 연주부호를 익히고 독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피리 지도의 연구들은 개별적으로 좋은 제재곡

과 구체적인 교습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개인교습의 연장선상

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아츠 프로펠을 적용한 지도는 학생 스스

로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생산, 지각, 반성의 영역을 갖추며 이를 통

해 전통음악의 단순한 감상이 아닌 음악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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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중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할

때는 이 지도방안을 기초로 교실의 환경이나 학습자들의 상황에 따라 다

르게 적용할 수 있다.

둘째, 학교현장은 개별적인 특성이 상이하므로 교사가 직접 현장에 적

용할 때는 학교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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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아츠 프로펠

가. 아츠 프로펠의 이해

아츠 프로펠(Arts PROPEL) 프로그램은 미국교육평가원과 피츠버그

공립학교(Pittsburgh Public High School)가 5년 동안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하버드 대학교 교육심

리학과 교수였던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의 언어, 음악, 논리수

학, 신체 운동, 공간, 인간 친화, 자기성찰 등 일곱 개의 대표지능인 다중

지능 이론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 연구팀은 아츠

프로펠 프로그램에서 심리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예술 분야 교육의 기초

를 다지기 위한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 분야의 교과에서 교수 방법 및 학습 평가를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팀의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츠 프로펠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한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자기

평가, 동료평가, 교사 관찰평가와 같은 여러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

들의 지각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또한 아츠 프로펠의 교수 방법은 음악

적 지각을 토대로 음악을 분석하고, 연주와 작곡을 통해 반성적 사고를

습득하는 것이다(Gardner, 2007).

아츠 프로펠은 지각(Perception), 생산(Production), 반성(Reflection)의

요소가 상호간에 영항을 미친다. 여기에 학습(Learning)의 ‘L’을 조합하

여 용어를 만들었는데, 예술 교과의 수업을 설계할 때 수업 진행과 평가

에 관한 영역을 인지적 과정으로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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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츠 프로펠의 세 가지 구성요소 (Gardner, 2007)

1) 지각(Perception)

지각은 음악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있는지, 구성 요소들을 어떤 방

식으로 조합해서 새롭게 창작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연주를 들으며 음

악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과 같이 예술적으로 사

고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아츠 프로펠에서는 음악이 지속적인 생각을

통해 학습한 것을 적용해나가는 예술적 사고 과정임을 강조한다. 가드너

는 주지 교과에서의 지적인 활동과 마찬가지로 예술 교과에서의 지적 활

동 역시 상징, 분석, 문제 해결, 창조를 포함한다고 말했다(Bradt. R,

1988).

가드너는 ‘음악을 듣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소리를 통해 귀로 듣는 행

위가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는 음표를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음악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음악적인 이해란 형식과 내용, 상징과 해석, 부분

과 전체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다중적인 인지 기술을 필요로 하는 논리적 사고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

다(김경희, 1995). 음악적 사고는 음악적 기술이나 지식과는 다른 것으로

생산(Production)
연습하기, 연주하기, 즉흥연주하기
작곡하기, 작품을 설계, 구상하기

지각(Perception)
한 작품 안에서 모든 여러 작품사이의

연관성과 차이점을 인식하기

반성(Reflection)
작품을 만들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사고하며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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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음정과 관련된 특성을 이해하고 조직하는 것으로서 기대, 예측, 비

교, 평가, 추론 등과 같은 지각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음악적 지각을 통한 사고를 주장한 학자인 리차드슨

(Richardson)은 지휘자, 편곡자, 작곡가, 비평가와 같은 음악 전문가들이

음악을 사유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한 개인이 고유

한 음악적 지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대, 예측, 비교, 평가, 추론 등과

같은 독특한 사고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사유의 활동은 음악을 통해 지

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밝혔다.

2) 생산(Production)

아츠 프로펠에서 생산은 이해하고 배운 것을 토대로 새롭게 산출해낸

작업의 결과물을 말한다. 특별히 음악 영역에서는 노래 부르기, 악기연

주, 악보 그리기, 작곡 등과 같은 활동을 가리킨다. 음악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츠 프로펠 음악 수업에서도 기존의 작품이

나 연주에 대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실제적으로 음악 활동에 참

여하면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배우는 예술가’로서 창

작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

에서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게 된다. 예술작품을 산출해내

기 위해서는 감정의 표현, 타인과의 의사소통,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사

용 등과 같은 기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교사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창의성과 생

성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황경숙,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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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성 (Reflection)

반성은 자신의 인지 과정을 점검하면서 되돌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존 듀이(John Dewey)는 반성적 사고를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나 어

떠한 객체가 개인에게 주는 직접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체 안에 내재하

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어떤 사실의 근거를 통해 파악하는 정신적 과정’

이라고 정의 내렸다. 반성적 사고는 연결되는 흐름 속에서 발생하며, 하

나의 결론을 목표로 삼고 탐구를 지속해나가는 것이라고 존 듀이는 설명

한다. 그러므로 반성적 사고는 공상 혹은 상상과 같은 무의식적으로 하

는 생각이 아닌, 하나의 목표를 향한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반성적 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학습자가 주체성을 가지

고 활동하는 것이다. 주체적인 활동은 학습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하려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가리

킨다(조희연, 2002).

아츠 프로펠 세 가지 영역의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1> 아츠 프로펠 세 가지 영역의 활동(Winner, 1992)

역량 활동

지각

- 작품의 특성을 인지하고 음악적으로 사고하기

- 연주에서의 실수를 찾아내서 표시하기

- 학습의 동기를 강화시키는 요소로서 보고, 듣고, 분별하기

생산

- 악기연주나 가창처럼 행위로 표현하기

- 창작곡 및 그림악보를 통해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하기

- 리허설, 연주, 즉흥연주, 작곡 등을 수행하기

반성

- 자신의 작품 및 지각활동에서 한 걸음 물러나 연주 및 작품

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기

- 연주에 대한 평가 및 연습전략 세우기

- 연습을 마친 후 비평을 하고 음악일지를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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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츠 프로펠의 교육 도구

아츠 프로펠에서는 지속적인 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주요 교육도구를

개발하였는데, 반복적이고 장기적 교육과정인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성수단’이 있다.

1)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Domain Project)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주요 개념과 문제에 관해 도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

다. 지각, 생산, 반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프로

젝트를 실행하게 하고 수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만든다.

도메인 프로젝트는 아츠 프로펠에서 새롭게 제시된 용어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Domain’(영역, 범위)과 ‘Project’(연구 과제)의 두 단어로 이루

어져 ‘Domain Project’라는 새로운 용어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음악을

경험함에 있어서 ‘영역’을 중심으로 ‘수행할 과제’를 제시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박시영, 2008). 음악 작품에 반응과 지각을 통합시키는

활동을 통해 한 영역의 중점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일정 기간 지속

적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또한 결과 외에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이다. 과정도 중시하기 때문에 연구, 실험과 같은 활동을 위

한 시간들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교사는 학생에게 최종 평가뿐만

아니라 자신을 평가하기 위한 기회도 많이 제공한다.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는 <개인 연주> - <합주 연습 비평> - <합주

연습 비교> - <그룹 연습 및 개인지도> - <합주 감독>의 5가지 단계

로 진행된다.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는 연주를 통하여 학생들이 숙련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동료들과 함께 앙상블을

이루어 협업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음악적 창의력, 반성

적 사고 등과 같은 고등사고능력을 계발시키게 된다. 그리고 교사와 학

생들은 각 도메인마다 음악일지, 연주비평 등과 같은 자료들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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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다. 이러한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Gardner, 2007)

(1) 1단계 : 개인연주

개인 연주 단계에서 학생들은 노래, 악기연주, 신체표현 등의 활동을

통해 연주능력와 독보능력을 동시에 습득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음악적

실행을 통하여 이론도 함께 습득할 수 있다. 작품은 이러한 방식으로 학

생들이 지각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이 때 독보기술, 변별

감상, 음악적 특징에 대한 능동적 이해를 수반한다.

(2) 2단계 : 합주 연습 비평

합주 연습 비평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작품을 비평하고 연습방법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공연을 준비하고 녹화하거나 녹

음한 것을 재생한 후 토론하고 반성하며 결론을 기록한다. 학생들이 작

성한 비평지들은 연습과정의 학습목표와 연습방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3) 3단계 : 합주 연습 비교

합주 연습 비교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과거의 연주와 현재의 연주를 비

교하고 비평할 수 있다. 학생들은 시간상의 차이를 두고 녹화된 산출물

들을 비교하기 위해 작품을 기억하는 연습을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비

교를 통하여 작품이 매 차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평가하고 작은 단위의

목표와 연습방법을 직접 수정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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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 그룹 연습 및 개인지도

그룹 연습 및 개인지도 단계에서는 리허설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발견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동료를 비평함으로써 학생은 다른 학생

들과 함께 그동안 연주를 녹화했던 영상파일과 연습 요약, 연습일지, 동

료비평 형태의 작업결과를 문서화할 수 있다.

(5) 5단계 : 합주 감독

합주 감독 단계에서는 학생이 리허설 계획을 보완하며 실제로 리허설

을 진행한다. 또한 동료들의 비평을 통해 작품에 대한 학습 과정을 평가

받을 수 있다. 수업, 관찰, 연주, 녹화, 비평지, 등과 같은 유형의 기록들

에 의존하여 평가한다. 학생들은 음악적 사고, 인지력, 연주기술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며, 교사는 학생들의 변화들을 기록하도록 한다.

연주도메인 프로젝트는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교사와 수업내용에 따라 언제든지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내용

을 중심으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계획하

고 그 계획을 수행하고 평가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목표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학생들은 계획, 실행, 평가의 과

정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수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

며, 그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을 갖게 된다(박시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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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트폴리오(Portfolio)

포트폴리오는 프로세스폴리오(Processfolio) 혹은 과정수첩 이라고도

한다. 아츠 프로펠에서의 포트폴리오는 최종 완성작품과 더불어 중간 과

정의 내용들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수집한 자료에 나타난 지각, 생산, 반성의 성장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 최종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

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포트폴리오 과정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내용

을 지각하고 반성하는 작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시키는 것

이다. 학생들은 시작점의 부분을 표시하고 학습과정을 통해 해야 할 일

을 설계한 후에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운다. 학생들은 본인이 작성한 포

트폴리오 평가에 책임을 짐으로써, 자신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음악 교과에서의 포트폴리오는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점수로 평가해

산출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목적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분석표를 산출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분석표는 학생들에

게 발전이 필요한 능력과 관련해 유의미한 세부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에서도 ‘수행 평가’를 정

착시키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음악 교과의 경우 그러한 평

가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포트폴리오는 특정한 시기에 일정

하게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학생의 실제 작품에 초점을 두고 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하는 방법이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Wiggins,

1993). 바르톤(Barton)과 콜린즈(Collins)는 포트폴리오가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기반으로 성장을 기록하는 학생 중심의 평가 방법이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반성적 사고를 계발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학습 내

용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자기 평가와

반성적 사고를 배울 수 있다. 또한 이론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존의 평

가 방식과 달리 학생의 학습기록을 바탕으로 학부모와의 소통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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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음악교과의 포트폴리오는 수업과정을 통해 내용이 발전되며, 교사는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학생들의 발전과 변화의 과정을 지속적이고 총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교사는 학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을 할 때 사용한 전략도 확인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의 적용은 자신

의 음악적 이해와 기술이 실현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 숙고하며 반성적

사고를 통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석문주, 2001).

3) 반성 수단

아츠 프로펠에서는 학생들의 음악적인 작업과정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새로운 방식의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이

의식적인 반성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성적 사고 능력을 기르

는데 도움이 되며, 아츠 프로펠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목표

이다. 아츠 프로펠에서는 도메인 프로젝트 과정 속에 반성적 요소를 균

일하게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학습과 관련해 주체적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것을 토대로 도메인 프로젝트에서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설문지, 동료평가, 음악일지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다. 이와 같은 반성적 수단은 도메인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의 중심 활

동이 되며 평가에도 활용된다.

(1) 설문지

반성적 수단 중 하나인 설문지를 통해 음악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설문지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여러 학생들의 현재 학습상황을 쉽게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본격적으

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음악적 배경과 관련된 정보와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수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수업이 어떠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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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으로도 유용하게 쓰인다. 둘째로, 학

생들이 수업의 목표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교사가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전달

하는데 효과적이다. 학생들 또한 본인들이 평가 받게 될 영역에 대해 분

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 셋째로, 학생들이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문

서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설문지를 통해 학습 과정과 활동을 반추해보면

서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동료평가

구조화되고 정돈된 질문들은 학생들이 수업과 작업과정에 대해 동료

학습자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동료평가는 공동 작업의 출발점

으로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닌 동료 간의 발전적인 관계

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제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

다.

동료들 사이에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해보고 인터뷰를 수행하는 작업은

교사의 지도와 평가의 영역에서도 가치가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학생들

의 작업과정과 결과물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한 다른 학생 작품에 대한 인식,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와 다른 작품

과의 비교를 통한 자신의 작품을 인식하는 관점 등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인식하고 분석하면서 발전되는 관점들은 자신의 작품과 목표 그리고 생

각을 재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Gardner,

2007).

(3) 음악일지

언어적 지식을 사용하는 일반 교과목에서 수업일지를 사용한 것과는

달리 음악 수업에서 수업일지를 작성한다는 것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

다. 하지만, 음악 수업에서 정기적으로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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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내용들을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이해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제공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음악일지는 학습자와 교사 간 의견교환

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각 학생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지도를 가

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교육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일지를 기록하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고 경험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고, 학습 개념과 활동의 연결을 통해 수업의 전체적인 과정

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학생들은 음악일지를 통해 수업 시간에

겪었던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발견한

문제점들을 반성적으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수업을 통

해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을 지각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며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문동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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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학기제

가. 자유학기제 추진배경 및 목적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1, 2위 수준이지만(한국교육과정 평가

원, 2013), 행복지수는 OECD 23개국 중 23위를 차지한다는(연세대 사회

발전연구소, 2014) 연구결과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학업성적

은 높으나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입시 위주의 경쟁에 떠밀려 암기식·주

입식 교육을 받는 것과 성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정

책으로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추진을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하였

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선택하여 학생들이 시

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

생 참여형의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

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의 주요목적은 크게 3가지로 학교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

해 ‘꿈․끼 교육 강화’, ‘핵심역량 함양’, ‘행복한 학교생활’을 실현하는 것

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를 통해 꿈과 끼를 발견하고, 새로운 시대에서 요구되는 역량인 창의적

사고,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을 함양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

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학기제의 주

요목적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자유학기제의 주요목적(교육부, 2015)

목적 방법

꿈.끼 교육강화 적성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핵심역량 함양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 핵심 역량 함양

행복한 학교생활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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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의 함양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다.

핵심역량들은 기존의 암기를 중심으로 하는 강의식 수업으로는 함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유학기제에서 제시하는 진로탐색, 학생선택, 동아

리, 예술.체육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면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핵심역량은 다음

과 같다.

<표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 21 -

나. 자유학기제 운영모형

자유학기제 운영모형 적용은 진로탐색, 학생선택, 동아리, 예술.체육 중

한 가지를 중점으로 삼아 교육과정의 15%를 편성하고, 나머지 모형을

20%안에 나누어 배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예시로 제시된 모형에 한정되

어 운영되지 않고 주제를 융합하여 학교급별로 모형운영이 가능하다.

진로탐색 중점모형은 진로검사, 현장체험, 모의창업 등과 같은 진로 학

습과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선택 프로그램 활동 모형

은 수요자 중심의 선택교과를 중점으로 창조적인 글쓰기, 한국의 예술

발견하기, 미디어와 통신, 학교잡지 출판하기, 드라마와 문화, 녹색학교

만들기 등의 활동을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 모형은 문예

토론, 웹툰제작, 천체관측, 오케스트라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맞춤형 동아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술. 체육 활동 모형

은 예술과 체육 교육을 다양화 및 내실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모형으

로 국악, 무용, 만화, 사진, 디자인, 스포츠리그 등이 운영될 수 있다.

자유학기 운영모형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4> 자유학기제 운영모형(교육부, 2013, 재구성)

자유학기 운영 모형 예시

진로탐색 중점 모형
진로검사, 초청강연,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

현장체험, 직업리서치, 모의창업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

창조적인 글쓰기, 한국의 예술 발견하기, 미디어와

통신, 학교잡지 출판하기,

드라마와 문화, 녹색학교 만들기

동아리활동 중점 모형
문예토론, 라인댄스, 벽화 제작, 과학실험,

웹툰 제작, UCC 제작, 천체관측, 연극, 오케스트라

예술·체육 중점 모형
국악, 무용, 만화, 사진, 디자인,

축구·농구·배구·배드민턴·스포츠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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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중 실시되고 있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무작위

로 선정한 총 411개교의 중학교에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내용들을 크게 국악, 서양음악, 대중음악, 교육용 악기, 그 외

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국악은 사물놀이, 단소, 국악 가창 등과

같은 활동들이 포함되었고, 서양음악은 오케스트라, 금관악기 합주, 현악

기 합주 등과 같은 활동들이다. 대중음악은 밴드부, 컴퓨터를 활용한 작

곡, 랩 만들기 등과 같은 활동이, 교육용 악기는 우쿨렐레, 난타북, 컵타

등과 같은 활동이 포함되었다. 그 외 프로그램으로는 음악콘텐츠 만들기,

뮤직비디오 제작, 음악직업 탐색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편성 중 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교육용 악

기로 37.1%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대중음악이 27.4%, 그 외의 프로

그램이 15.6%, 서양음악 프로그램이 13.3%, 국악 프로그램이 6.5%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김주희, 2019).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만 국악관련 활동 프로그램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예술교육 정책의 흐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국악관련 활동을 만들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악교육을 실시할 필

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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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영역

본 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피리를 통한 국악 지도방안을 고안하

고자, 중학교 교과서 14종에 나타난 국악기악 연주영역과 국악기악 감상

영역을 분석하였다.

가. 국악기악 연주영역

1) 국악기

현재 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2015 개정 음악교과서는 모두 14종으

로 출판사는 다음과 같다.

<표 5>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4종

출판사 명 저자

교학사 고영신 외 7인

㈜ 금성출판사 현경실 외 4인

㈜ 다락원 조대현 외 6인

㈜ 동아출판사 민경훈 외 7인

㈜ 미래엔 장기범 외 6인

㈜ 박영사 주광식 외 2인

㈜ 비상교육 주대창 외 3인

㈜ 성안당 정욱회 외 4인

세광음악출판사 허화병 외 3인

㈜ 아침나라 김광옥 외 5인

㈜ 와이비엠 박준영 외 6인

㈜ 음악과생활 양종모 외 7인

㈜ 지학사 정길선 외 5인

㈜ 천재교과서 최은식 외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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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음악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음악 1>과 <음악 2> 2권으로 나뉘

어져있다.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국악기 연주 활동으로 수록된 악기들은

다음과 같다.

<표 6> 출판사별 국악기 종류

악기

출판사

단소 소금
산조

가야금
해금 장구 소리북 모듬북

사물

놀이

교학사 O O O O O O

금성 O O O O O O

다락원 O O O O O

동아 O O O O O O

미래엔 O O O O O

박영사 O O O O O

비상교육 O O O O

성안당 O O O O O O O

세광음악 O O O O O

아침나라 O O O O

와이비엠 O O O O O O

음악과

생활
O O O O O

지학사 O O O O O

천재 O O O O O

합계 14 14 10 1 13 8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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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4종 음악교과서에 국악기 연주 활동으로 제시된 악기는 단소,

소금, 산조 가야금, 해금, 장구, 소리북, 모듬북, 사물놀이 총 8가지 종류

가 제시되고 있다. 국악기 종류 중 가장 많이 제시된 악기는 단소와 소

금으로 14종 전 교과서에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장구와 사물놀이는 13

종, 산조 가야금은 10종, 소리북은 8종, 해금과 모듬북은 1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다.

<표 6>에 나타난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악기의 종

류들을 보면 매우 한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관악기의 경우

소금과 단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경우

피리가 주선율을 연주하고 있고, 음악의 장르를 결정하는 중요한 악기임

을 감안할 때 현재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피리의 지도는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피리를 지도하게 된다면 전통음악을 이해하는 폭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 중학교 교과서 내에 제시되지 않은 피리를 자유학기제의

예술활동 시간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예술활동을 통해

익힌 피리를 활용하여 음악교과 시간에 감상곡들을 학습한다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중학생을 대

상으로 피리 지도에 대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2) 국악기 연주 제재곡

중학교 14종 음악교과서의 출판사별 연주곡 장르의 종류와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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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출판사별 기악 연주 제재곡 장르

<표 7>에서 중학교 음악교과서 14종에 수록된 연주곡들의 장르 중 민

요는 50.5%, 창작곡은 27.4%로 민요와 창작곡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악 연주에 있어 몇 개의 장르로 편향되어서 학습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나. 국악기악 감상영역

14종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악기악 감상곡은 다음과

같다.

민요 정악 창작곡 장단

교학사 1 2 1

금성 3 1 1 1

다락원 4 1 1

동아 4 1 1 1

미래엔 6 1

박영사 2 3 1

비상교육 2 4 1

성안당 6 5 1

세광음악 5 3 2

아침나라 2 1

와이비엠 2 3

음악과

생활
2 3 1

지학사 3 1 1 1

천재 5 1 1 2

전체

악곡 수
46 6 25 24

비율(%) 50.5 6.5 27.4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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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곡

<표 9> 출판사별 국악기악곡

국악 기악곡

의식음악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정악
수제천, 영산회상, 대취타, 취타, 천년만세, 여민락

보허자, 청성곡, 수룡음

민속악 시나위, 산조, 가야금 병창

종

묘

제

례

악

문

묘

제

례

악

수

제

천

영

산

회

상

대

취

타

취

타

천

년

만

세

여

민

락

보

허

자

청

성

곡

수

룡

음

시

나

위

산

조

가

야

금

병

창

교학사 O O O O O O O

금성 O O O O O O O O O

다락원 O O O O O O O

동아 O O O O O O O O O

미래엔 O O O O O O O O O O

박영사 O O O O O O

비상교육 O O O O O O

성안당 O O O O O O O O

세광음악 O O O O O O O O

아침나라 O O O O O O O O

와이비엠 O O O O O O O O O

음악과

생활
O O O O O O O

지학사 O O O O O O O O O O O

천재 O O O O O O O O O O

합계 11 9 14 13 11 4 5 8 4 4 7 1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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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서 제시된 국악 기악곡은 수제천 14종, 영산회상 13종, 시나

위, 산조 12종, 종묘제례악, 대취타 11종, 문묘제례악 9종, 여민락 8종, 수

룡음 7종, 천년만세 5종, 취타, 보허자, 청성곡 4종, 가야금 병창이 1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기악 합주곡의 경우 피리가 주된 선율을

연주하며 음악을 이끌어나가는 곡들이 많다. 중학교 14종 교과서에 모두

실려 있는 수제천은 향피리가 주선율을 이끌어간다. 또한 수제천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 음악요소와 개념체계표에 실려 있는 연음형식

을 학습하기에 좋은 악곡인데, 피리선율을 익힌다면 연음형식을 학습하

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 2>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수제천 1(다락원,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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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수제천 2(박영사, p.72)

<그림 2>와 <그림 3>은 교과서에 나타나는 수제천 감상학습 내용의

예시이다. 악보와 함께 연음형식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음형식은 피리가 쉬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피리의 선율

과 음색을 익히고 중간에 쉬는 부분을 파악한다면 수제천의 악곡과 연음

형식을 학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은 8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여민락 감상학습 내용의 예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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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여민락 1(비상교육, p.75)

<그림 5>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여민락 2(성안당,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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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와 <그림 5>에서는 여민락의 피리 선율이 수록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피리의 수석주자인 목피리가 선율을 옥타브 위로

올려서 부는 ‘쇠는 가락’의 선율까지 나타나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수제천과 마찬가지로 피리의 선율과 음색을 안다면 여민락의 음악

적 특징을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제천과 여민락 외에도 여러 교과서에 실려있는 영산회상, 취타 역시

향피리가 주선율을 이루고, 종묘제례악과 보허자의 경우 당피리가 중심

역할을 하며 음악을 이끌어 간다. 이처럼 많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종묘제례악, 보허자, 수제천, 여민락, 취타와 같은 음악들을 피리의 음색

과 선율을 익힌 후에 감상하고 학습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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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츠 프로펠을 적용한 국악 수업

본 장에서는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아츠 프로펠의 연주 도메인 프로젝

트를 적용하여 피리 선율을 중심으로 수제천을 학습하는 지도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는 최종 결과 뿐만 아니라 연주 과

정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자유학기제 수업에

서는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여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중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은 45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자유학기제 수업은 블록타임과 같은 수업방식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 수업시간을 통

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피리를 정규 수업시간보다 더욱 자유롭

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자유학기제 수

업 시간을 활용하여 국악을 학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제재곡 선정

본 연구에서는 수제천을 제재곡으로 선정한 지도방안을 제시한다. 수

제천을 선정한 근거를 2015 개정 음악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

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15 개정 음악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체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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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교육부, 2015)

<표 10>의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는 제시된 내용 요소들을 기반으로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을 지도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감상영역에

서는 ‘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 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와 배경을 파악

하여 음악을 이해하고 비평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나타난 음

악요소와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

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표

현

· 소리의 상호

작용

· 음악의 표현

방법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소리의 상호 작

용과 음악의 표현 방

법을 이해하여 노래,

연주, 음악 만들기, 신

체표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음악의 구성
· 노래 부르기

· 악기로 연주

하기

· 신체 표현하

기

· 만들기

· 표현하기

자세와 연주법

감

상

· 음악 요소와

개념

· 음악의 종류

·음악의 배경

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 요소와 개념, 음

악의 종류와 배경을

파악하여 음악을 이해

하고 비평한다.

중학교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 구별하기

· 표현하기

· 설명하기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

음악의 역사·

문화적 배경

생

활

화

· 음악의 활용

· 음악을 즐기는

태도

음악을 생활에서 활용

하고, 음악이 삶에 주

는 의미에 대해 이해

함으로써 음악을 즐기

는 태도를 갖는다.

음악과 행사
· 참여하기

· 평하기

· 조사하기

· 발표하기

음악과 산업

세계 속의 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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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교육부, 2015)

<표 11>의 중학교 1-3학년에서 학습해야 하는 음악 요소와 개념체계

로 제시된 여러 요소 중 국악 형식으로는 연음형식과 한배에 따른 형식

이 나타나 있다. 교과서에서 연음형식이 가장 잘 나타나는 악곡 중 하나

가 바로 수제천이다. 연음형식은 연주 중간에 피리가 쉬는 부분에서 다

른 악기들이 선율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피리가 쉬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 박, 박자

· 장단, 장단의 세

· 음의 길고 짧음

· 간단한 리듬꼴

· 장단꼴

· 말붙임새

· 음의 높고 낮음

· 차례가기와 뛰어가기

· 시김새

· 소리의 어울림

· 형식(메기고 받는 형식,

ab 등)

· 셈여림

· 빠르기/한배

· 목소리, 물체 소리,

타악기의 음색

· 박, 박자

· 장단, 장단의 세

· 여러 가지 리듬꼴

· 장단꼴

· 말붙임새

· 음이름, 계이름, 율명

· 장음계, 단음계

· 여러 지역의 토리

· 시김새

· 주요 3화음

·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 형식(긴자진 형식, 시조

형식, aba, AB 등)

· 셈여림의 변화

· 빠르기의 변화 / 한배의

변화

· 관악기, 현악기의 음색

· 여러 가지 박자

· 장단, 장단의 세

·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

· 여러 가지 장단의 장단꼴

· 말붙임새

· 여러 가지 음계

· 여러 지역의 토리

· 여러 가지 시김새

· 딸림 7화음

·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종지

· 형식(연음 형식, 한배에 따른

형식, 론도, ABA, 변주곡 등)

· 셈여림의 변화

· 빠르기의 변화 / 한배의

변화

· 여러 가지 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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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다. 피리의 선율을 익히고 다른 악기들이 이어가는 부분을 이

해한다면 연음형식을 쉽고 분명하게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수제천을 제재곡으로 선정한 이유는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되

어 있어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다. 앞선 <표 9>에 나타난 교과

서에 수록된 국악 기악곡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제천이 유일하게 14

종의 모든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제천의 중요

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재곡으로 선정하였고, 아츠 프로펠의 연주 도

메인 프로젝트를 활용한 수제천 지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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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주도메인 프로젝트를 적용한 수제천 지도방안

수제천 지도방안에서는 아츠 프로펠의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 5단계를

활용하여 지각, 생산, 반성의 요소가 수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음악요소를 지각하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도메인 프로젝트를 활

용하여 음악을 표현하는 생산을 포함한다. 지각과 생산의 활동을 할 때

음악일지, 활동지와 같은 반성의 요소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본 논문에서는 ‘합주’의 개념을 여러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함께 활동을 하는 의미도 포함하여, 악기 연주외에 다양한 모둠

활동을 제시한다.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를 국악수업에 적용한 지도방안

의 내용을 <표 1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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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의 국악수업 적용

단계 학습내용

개인연주

· 피리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관악기 연주에 사용하는 호흡법을 연습하고 나만의 호흡법

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 서를 불어보고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합주 연습 비평

· 정간보 읽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피리의 운지법을 이해하고 연습곡을 연주할 수 있다.

· 서로의 연주를 비평할 수 있다.

합주 연습 비교

· 수제천의 역사·문화적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정읍사의 가사

를 새롭게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 국악의 연주형태와 수제천의 연주형태를 이해하고 느낌을

활동지에 기록할 수 있다.

· 연음형식을 이해하고 느낌의 차이를 활동지에 기록할 수 있

다.

· 수제천의 앞 부분을 함께 연주하고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를

통해 비평할 수 있다

그룹 연습 및

개인지도

· 포트폴리오 과제를 평가하고 비평할 수 있다.

· 모둠별로 수제천 음악에 어울리는 무용을 창작해 신체로 표

현하고 피드백 할 수 있다.

합주 감독

· 수제천 선율에 맞추어 연주를 하고, 창작했던 무용 동작을

을 준비하여 발표할 수 있다.

· 서로의 발표에 대해 평가지를 통해 비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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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연주: 관악기 호흡 및 피리 ‘서’ 연주

개인 연주 단계는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 악기를 연

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피리의 종류와 피리의 구조에

대한 학습을 통해 악기에 대해 지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후에 호흡법

에 대한 학습과 피리의 리드인 ‘서’만을 가지고 불어보는 연습을 통해 소

리 내는 법을 익히고 악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

(1) 피리의 종류 및 구조

피리의 종류로는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가 있다. 향피리는 전통음악

연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본적인 형태의 피리로 음량이 커서 주선

율을 연주하며 음악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향피리는 전통음악 안에

서도 궁중음악과 민속음악 대부분의 음악형태에 편성되어 있다. 교과서

에 수록된 악곡 중 향피리가 편성되는 곡은 <수제천>, <평조회상>,

<여민락>, <취타>, <시나위>, <산조>가 있다.

세피리는 향피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학습할 수 있도

록 한다. 세피리는 향피리와 같이 향악계열의 음악을 연주한다는 공통점

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세피리가 악기의 크기와 음량이 작다는 것이다.

또한 향피리가 큰 편성의 관현합주에서 사용되었던 반면에 세피리는 가

곡, 가사, 시조 등의 노래 반주음악 또는 현악기 중심의 소규모 형태의

풍류음악에 주로 사용된다.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 중 세피리가 편성되는

곡은 <현악영산회상>, <천년만세>가 있다.

당피리 역시 향피리와 세피리의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학습할 수 있도

록 한다. 당피리는 이름의 ‘당(唐)’을 통해 중국에서 유래된 악기임을 알

수 있다. ‘서’와 ‘관대’가 향피리에 비해 다소 굵은 편이다. 또한 피리 중

에서 가장 음량이 크고 음색이 거칠고 탁한 것이 특징이다. 교과서에 수

록된 악곡 중 당피리가 편성되는 곡은 <종묘제례악>, <보허자>가 있다.

수업에서는 향피리를 사용해서 연주하는 <평조회상>과 당피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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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종묘제례악>을 비교해 들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음색이나 분

위기를 다르게 느껴졌는지를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서 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학생들의 느낌을 물어본 후 <평조회상>이 향피리를 중심으로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장구의 편성을 사용하는 음악이고 <종묘제

례악>은 당피리, 대금, 해금, 장구, 편종, 편경의 편성을 사용하는 음악인

것을 설명해준다.

피리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 분류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크게 향악계열의 음악과 당악계열의 음악

에 따라 향피리와 당피리로 나눌 수 있고, 향악계열의 음악 안에서도 큰

편성의 관현합주와 실내악 편성의 합주에 따라 향피리와 세피리로 나눌

수 있음을 설명한다. 피리의 종류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3> 피리 종류의 분류

특징 편성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

향피리

전통음악 연주에서 가

장 널리 사용되는 기본

적인 형태의 피리로 음

량이 커서 주선율을 연

주함

관현합주,

관악합주, 독주

수제천

평조회상

관악영산회상

취타, 여민락

시나위, 산조

세피리

향피리와 같이 향악계

열의 음악을 연주하지

만 악기의 크기와 음량

이 작음

세악편성, 줄풍류
중광지곡

천년만세

당피리

중국에서 유래된 악기

로 ‘서’와 ‘관대’가 향피

리에 비해 다소 굵고

음량이 크고 거친 음색

의 소리가 남

관악합주
종묘제례악

보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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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의 종류에 대해 설명한 후 피리의 구조에 대해 학습한다. 피리는

대나무로 만든 리드인 ‘서’를 입에 물고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서’는 겹리드로 평상시에 취구 부분이 다물어져 있으나 연주시에 물에

넣어 불리면 취구가 열리면서 소리를 낼 수 있다. ‘서’의 취구는 물에 불

리는 시간에 따라 크기도 달라지는데 짧은 시간 동안 불리면 취구가 충

분히 벌어지지 않아 작은 음량과 높은 음정의 소리가 난다. 또한 오랫동

안 물에 불리면 취구가 많이 벌어져 연주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연주자의 입에 맞게 물에 불려서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6> 향피리2), 당피리, 세피리

(2) 호흡법 연습 및 ‘서’ 불어보기

피리를 연주할 때 필요한 호흡법에 대한 안내와 연습을 한다. 처음 악

기를 부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호흡법의 방안들을 제시하고 학생들만

의 호흡연습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습활동으로는 먼저

각자 풍선을 가지고 불어보는 연습을 해 본다. 그 이후 2인 1조를 구성

하여 초를 재면서 일정한 시간동안 얼마나 풍선을 크게 불었는지 측정해

본다. 2-3번 반복하면서 풍선의 크기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풍선 외에도 호흡과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들이 있는

2) 향피리는 음악 종류에 따라 정악용 관대와 신곡용 관대를 사용하여 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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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음악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한 음악일지를 모둠활동을

통해 공유해보고 피드백 하는 활동을 해본다.

<표 14> 호흡법 음악일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연했을 때 풍선을 불고 난 후 호흡의 양이 늘었

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또한 이전에 친구들과 함께 유산소운동을 하고

수영을 하면서 호흡이 늘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악기를 연습할

때 다양한 방법들로 호흡을 늘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호흡연습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기대감과 흥미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3)

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연한 음악일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 풍선을 불기 전과 불고 난 후의 느낌과 달라진 호흡량에 대해 적어봅시다.

◎ 이전에 지구력이나 호흡을 향상시키기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적어봅시다.

◎ 풍선불기 외에 호흡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나만의 방법을 적어보고 친구

들과 함께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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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을 어느 정도 연습한 후 피리의 ‘서’를 불어보는 활동을 해본다.

‘서’를 무는 방법은 입술 끝부분을 ‘서’ 끝에 걸쳐 놓고 입술의 힘을 풀고

가볍게 말아준다. 이 때 ‘서’의 끝부분과 철사를 감은 부분의 1/3 지점까

지 말아준다는 생각으로 물어야 한다. ‘서’의 끝부분을 물면 소리내기가

어렵고 답답한 느낌이 있어 연주를 하다보면 입술을 밀어 넣는 경우가

많다. 철사 부분까지 입술을 말아서 불게 되면 음정을 조절할 때 어려움

이 있으므로 연주 중에 입술의 위치와 모양을 확인하여 ‘서’의 끝부분을

물고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심자들이 처음 ‘서’를

불 때 호흡이 힘든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서’의 철사 윗부분을 칼로

얇게 다듬으면 더욱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다. ‘서’를 불어본 후 음악일지

를 통해 느낌들을 적어본다. ‘서’ 연주 음악일지는 <표 15>에, 호흡법 연

습 및 ‘서’를 불어보는 과정은 <표 16>에 정리하였다.

<표 15> ‘서’ 연주 음악일지

◎ ‘서’를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을 적어봅시다.

◎ ‘서’를 물에 불린 후에 불어본 처음 느낌을 적어봅시다.

◎ ‘서’를 무는 위치에 따라 음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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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호흡법 연습 및 ‘서’ 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연하였을 때 ‘서’를 처음 접해서 새롭고, 물에 불

려서 연주를 하는 것이 신기하다는 반응이 있었다. ‘서’를 물에 불린 후

연주를 하였을 때는 작은 악기에서 큰 소리가 나서 놀랐고 ‘서’를 관대에

끼워서 연주한다면 어떠한 소리가 날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서’를 짧게 물면 두꺼운 소리가 나고 길게 물어서 불면 얇고 높은 음이

나는 것을 통해 무는 위치에 따라 음역대가 나뉘어지는 게 신기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 다른 학생은 물리시간에 배웠던 ‘물질파’ 단원에서 음

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원리가 떠올랐다고 하였는데, 다른 교과와의 통합

적인 활동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처음 접해서 신기

하다는 반응들을 보였는데, 작은 악기에서 큰 소리가 나고 ‘서’를 무는

위치에 따라 음정이 달라지는 것에 관심을 보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

를 유발하며 ‘서’를 연주하는 활동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흡법 연습 및

‘서’ 연주

호흡 연습 방법으로 풍선불기 제시

⇩

2인 1조로 조 구성 후 짝과 함께 연습

⇩

풍선불기 외에 나만의 호흡법 연구 및 음악일지 작성

⇩

‘서’를 입술의 1/3 지점까지 물면서 위치 파악

⇩

‘서’를 물에 불린 후 소리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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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대>

<그림 7> ‘서’와 ‘관대’

2) 합주 연습 비평: 피리 운지 및 음정 연습

합주 연습 비평 단계에서는 정간보를 읽는 법과 피리의 운지법에 대해

학습하고 ‘서’와 ‘관대’를 결합하여 수제천에 나타나는 음정들을 익힐 수

있는 연습곡을 연주해본다. 이때 모둠을 구성하여 함께 합주하면서 자신

의 소리와 다른 학생의 소리를 비평할 수 있도록 한다.

(1) 정간보

정간보의 유래 및 원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필요한 정간보 독보법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정간보는 우물 정(井)자 모양이 상하좌우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서 붙

여진 이름으로 15세기 세종이 창안한 악보이다. 정간보의 각 정간은 음

의 길이를 나타내고, 정간 안에 율명을 적어 음의 높이를 함께 표기하여

음의 길이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었던 단점을 보완하였다. 정간보 안

에는 黃鍾, 大呂, 太蔟, 夾鍾, 姑洗, 仲呂. 蕤賓, 林鍾, 夷則, 南呂, 無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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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鍾의 12율명의 율자를 사용하여 기보한다. 정간보는 위에서 아래로 읽

고 오른쪽부터 시작해 왼쪽으로 읽는 악보이다. 1줄을 1행이라 하고 한

정간은 한 박자이다. 한 정간을 한 박자로 보고 한 정간 안에 두 음이

있으면 한 음을 1/2박, 세 음이 있으면 한 음을 1/3박으로 보고 연주한

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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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정간보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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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리 운지법

정악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기본 운지법을 학습한다. <그림 9>를 보

면서 주로 사용되는 음인 태(太), 황(黃), 남(南), 임(林), 중(仲)의 음계를

불어본다. 그 중에서 수제천 초장의 첫 번째 행에서 사용되는 음계인 남

(㑲)과 태(太)를 중점적으로 소리를 내본다. 처음에는 한 음정을 최대한

길게 뻗는 연습을 한 후 정간보 박자에 맞추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개인연습을 한 후에는 모둠별로 연습곡을 함께 연주하면서

<표 17>의 음악일지를 사용하여 연주의 경험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9> 피리 기본 정악 운지법(강효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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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피리 연습 음악일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연하였을 때 실제 악기를 연주해 보니 다루기 쉽

고 휴대용으로도 편하다는 반응과 음정조절이 어려웠다는 반응들도 있었

다. 모둠이 함께 연주할 때는 친구들과 함께 연주해서 재미있게 배웠고,

여러 사람과 함께 연주하기 때문에 음정을 잘 맞추어서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앞으로 연습함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부

분은 다른 음으로 넘어갈 때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연습하고 숨을 오래

끄는 법을 연습해야겠다는 반응들이 있었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피

리를 연습하면서 신기함을 느끼기도 하고 휴대성이 편하다는 것을 인지

하기도 하는 등 피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다가갈 수 있다는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였을 때

더욱 흥미를 느낀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 ‘서’를 ‘관대’와 결합해 피리를 불었을 때의 느낌을 적어봅시다.

◎ 실제로 악기를 불었을 때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적어봅시

다.

◎ 혼자 불 때와 모둠이 함께 연주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을지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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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주 연습 비교: 모둠별 수제천 학습

피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직접 불어보며 연주한 후에 제

재곡으로 선정한 수제천을 학습한다. 먼저 수제천의 역사·문화적 배경에

대한 내용들을 익히고, 교육과정 음악요소와 개념체계표에 나타난 연음

형식에 대해 학습한다. 그 후에 잔가락을 덜어낸 수제천 악보를 보면서

수제천의 초장을 음원에 맞추어 연주해보는 활동을 해본다. 연습하면서

모둠별로 상호 평가를 할 수 있는 활동과 함께 개인 연습의 과정을 영상

에 담는 V-log 포트폴리오 과제를 제시해 본인의 연주를 성찰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연주와 타인의 연주를 비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1) 수제천의 역사·문화적 배경

수제천은 '수명이 하늘처럼 영원하기를 기원한다'라는 뜻으로 장수의

기원을 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궁중음악이다. 본래 수제천은 백제 가

요 '정읍사'에 기원을 둔 고려시대의 궁중정재로 '정읍(井邑)' 또는 '빗

가락 정읍'이라고도 불렸다. 춤[처용무]과 노래[정읍사]를 같이 하던 성

악곡이었으나, 현재는 가사가 없어지고 관악 합주곡으로 바뀌었다. 수제

천은 국악의 아름다움과 궁중음악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악곡이다. 끊길 듯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가락에서 연음 형

식을 이해할 수 있고, 삼현육각의 악기 편성을 통해 국악기의 음색과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김영운, 2015).

정읍사는 백제 가요로 7세기 중엽 이전부터 불려졌고 조선시대에 문자

화된 노래이다. 한글로 적힌 현존하는 작품 중 가장 오래된 성악곡이며

수제천은 정읍사에서 유래했다. 정읍사의 내용은 장사를 하기 위해 떠난

남편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걱정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서정

적인 노래이다. 정읍사는 고려시대 이후 향악정재의 하나인 무고(舞鼓)

라는 춤에서 창사의 하나로 불렸다. 정읍은 조선 말 이후로는 무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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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되지 않고, 처용무의 반주음악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음악 가사는

생략되고 기악곡화 되어 오늘날에는 수제천으로 불리며, 관악 합주곡으

로 연주되고 있다(권태욱, 1995).

교사는 수제천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 학생들이 지각할 수 있도

록 지도한다. 수제천의 유래인 백제 가요 정읍사의 배경과 무용반주, 궁

중에서 사용된 내용들을 설명한다. 설명 후에는 수제천의 배경과 관련이

있는 정읍사의 내용을 새롭게 만드는 활동을 해본다. 교사는 정읍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정읍사의 현대적 해석을 제시한다. 학생

들은 모둠별로 정읍사의 현대적 해석을 참고하여 새로운 정읍사를 만드

는 활동을 한다. 이 때 수제천의 장단인 18박 장단에 맞는 가사 수를 만

들 수 있도록 한다. 가사를 만든 후에는 모둠별로 수제천 초장 첫 번째

행에서 나타나는 南과 太의 음계를 가사에 붙이고, 18박 장단에 맞추어

노래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제천의 역사에 대해

단순히 이론적 설명을 듣는 것을 넘어 흥미를 유발해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정읍사 만들기 활동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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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정읍사 만들기 활동지

◎ 정읍사 가사의 의미에 기초해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 봅시다.

◎ 새로 만든 가사를 수제천 장단에 맞추어 노래불러봅시다.

정읍사 현대 의미로 해석된 정읍사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져재 녀러신고요

어긔야 즌데를 드려욜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긔야 내 가논데 졈그를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달님이시여, 좀 더 높이 돋으시어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시장에 가 계십니까?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혹시

진 데를 디뎌 수렁물에 빠지지나 않을

까 걱정스럽습니다.

밤길을 가다가 몸이 고달프시면 아무

데서나 짐짝을 부려놓고 편안히 쉬십

시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 남편이 가는 길이 어두울까

봐서요.

정읍사 가사의 내용은 장사에 나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부른 노래이다.

나만의 정읍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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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제천의 연주형태

수제천은 관악기들의 합주형태로 연주되는데, 그 중 삼현육각 편성으

로 연주되기도 한다. 삼현육각은 피리 2, 대금, 해금, 북, 장구의 여섯 개

의 악기가 편성된다. 어원을 살펴보면 삼현은 해금을 따로 친 것이며, 육

각은 악기 수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삼현육각은 육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백대웅, 2007).

학생들에게 삼현육각 편성의 악기들을 설명하고, 삼현육각 외에도 국

악에서 사용되는 여러 편성들에 대해 함께 설명할 수 있다. 혼자 연주하

는 독주, 단소와 생황 또는 양금과 단소를 편성하여 두 명이 연주하는

병주, 풍류방에서 가야금, 거문고, 대금, 세피리, 해금, 장구, 양금, 단소와

같은 악기들이 한 대씩 편성되는 줄풍류 편성 등과 같은 여러 편성들에

대해 설명한다. 독주 편성의 대표적인 악곡인 ‘청성곡’, 병주 편성의 대표

적 악곡인 ‘수룡음’, 줄풍류 편성의 대표적 악곡인 ‘중광지곡’의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적, 음색적인 차이점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음색적인

차이와 함께 여러 악곡의 연주영상들을 보면서 악기편성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한 후에 음악일지를 활용하여 여러 편성의 악기

들을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며 성찰할 수 있다. 국

악의 연주형태를 학습하는 음악일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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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국악의 연주형태 음악일지

◎ 다음 사진에 나타난 연주 형태와 편성 악기를 적어봅시다.

연주 형태 :

편성 악기 :

연주 형태 :

편성 악기 :

연주 형태 :

편성 악기 :

연주 형태 :

편성 악기 :

◎ 국악 연주형태의 대표악곡들을 적어보고 음색의 느낌과 특징을 적어봅시다.

연주형태 대표악곡
음색의 느낌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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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음형식

우리나라 음악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연음(連音)이라는 음악형식이 있

다. 연음은 관악기 중심으로 편성된 음악에서 주로 나타난다. 연음은 피

리가 주선율을 이끌고 해금, 아쟁, 대금, 소금 등의 악기가 피리 선율을

앞에서 혹은 뒤에서 돕는 형식을 의미한다. 매 장단 끝에서 다음 장단까

지 피리 주자가 쉬는 동안 해금, 아쟁, 대금, 소금 등의 악기가 연음을

연주하다가 그 끝음을 길게 뻗어 주는데, 이 때 피리는 반드시 그 끝음

을 받아서 연주하는 것이 연음형식의 특징이다. 연음형식이 나타나는 대

표적인 악곡으로는 수제천, 해령,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이 있다(김영

운, 2015).

연음형식이 나타나는 부분을 처음 학습할 때 음색의 차이를 느끼지 못

할 수 있다. 그럴 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제천의 연주영상을

보면서 피리가 쉬는 부분을 확인해볼 수 있다. 영상을 통해 피리가 악기

를 내리는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악보와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연음형

식이 나타나는 부분을 찾는 학습이 가능하다. 음악을 다시 들을 때 피리

가 연주되는 부분과 피리가 쉬는 부분이 음색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

는지, 또한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음악일지에 적어

보면서 의견을 나누는 활동도 할 수 있다. 연음형식을 학습하는 음악일

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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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연음형식 음악일지

◎ 음악을 듣고 연음형식이 나타나는 부분을 색깔로 칠해봅시다.

◎ 피리가 연주하는 부분과 쉬는 부분에서의 음색적인 차이, 느낌의 차이를 적어봅

시다.

- 음색적인 차이 :

- 느낌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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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제천 연주

수제천에 나타나는 피리의 운지와 음계를 다시 점검해본다. 배웠던 내

용을 토대로 교과서에 나와있는 수제천 초장의 앞부분을 직접 연주해본

다. 이 때 잔가락은 초심자에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주하지 않고 기본

음정인 㑲과 太를 중심으로 연주한다. 새로 구성한 <그림 10>의 연습곡

을 연습할 때 한 음을 지속적으로 뻗으면서 음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다. 㑲과 太를 중심으로 하는 연습곡으로 연습을 한 후, 수제천 초장의

첫 번째 행을 단순화시킨 악보로 연주를 한다.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

는 음원에 맞추어 새롭게 구성한 <그림 11>의 악보를 보면서 수제천 초

장 첫 번째 행의 음정을 단순화시켜서 연주한다.

<그림 10> 연습곡 <그림 11> 수제천 초장 첫 번째 행

㑲 太

△ △

太 黃

△ △

黃 㑲

△ △

㑲

太

△
㑲

△
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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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천 초장 첫 번째 행의 선율을 익힌 후에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통해 자신의 연주를 성찰하고 동료의 연주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어느 정도 연습을 한 후에는 음원에 맞추어 수제천 초장 첫 번

째 행의 선율을 연주하는 활동을 한다. 이렇게 연주하는 활동을 한다면

감상할 때 막연하게 느껴졌던 연음형식을 직접 느끼며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제천 연주의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지는 다음과 같다.

<표 21> 수제천 연주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지

◎ 나의 연주 점검해보기

◎ 나의 연주 중 잘한 점과 노력이 필요한 점을 적어봅시다.

◎ 모둠 친구들의 잘한 점과 노력이 필요한 점을 적어봅시다.

평가하기 점수 (3:잘함 2:보통 1:노력)

1. 바른 호흡과 자세로 연주하였나요? 3 2 1

2. 연음형식에 잘 맞추어

연주하였나요?
3 2 1

3. 악보의 음정에 맞게 연주하였나요? 3 2 1

모둠 친구 잘한 점 노력이 필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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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룹 연습 및 개인지도: 포트폴리오 과제 피드백

교사는 연습 과정을 촬영한 V-log 포트폴리오 과제를 확인하고, 적절

한 피드백을 준다. 영상에 익숙한 요즘 학생들에게 일상을 담는 V-log

과제를 제시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연습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연주에

대해 평가하는 자기평가도 함께 한다. 또한 교사는 교과서에 나타난 수

제천 초장의 첫 번째 장단을 연주할 수 있도록 그룹 및 개인별로 지도한

다. 더불어 수제천이 처용무에도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모둠별로 처용

무의 의미에 맞는 새로운 무용을 창작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1) 그룹 지도

교사는 모둠을 구성하고 V-log 포트폴리오 과제를 확인한다. 미리 정

해진 짝과 포트폴리오 과제를 함께 보며 서로의 연습 과정에 대해 의견

을 교환하는 상호 평가를 할 수 있다. 교사는 순회 지도를 하면서 영상

을 함께 보고 보완해야할 점을 이야기해준다. 또한 수제천 초장을 짝과

함께 연주하도록 하고 교사의 모델링을 통해 학생들이 따라 할 수 있도

록 한다.

<표 22> 포트폴리오 과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지

◎ 나의 V-log 영상을 통해 피리 연주의 변화를 적어봅시다.

◎ 짝꿍의 V-log 영상을 통해 피리 연주의 변화를 적어봅시다.

◎ 서로의 V-log 영상에 어떠한 칭찬의 댓글을 달 수 있을지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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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용창작을 통한 신체표현

확장된 모둠활동으로 수제천을 반주음악으로 사용한 처용무에 대해 학

습하고 음악에 맞는 무용을 창작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처용무는 신라 헌강황 때 <처용설화>에 기원을 둔 춤으로 가면을 사

용하는 무용이다. 민간에서는 신앙성을 띤 주술전승으로 사용되었고 궁

중에서는 중요한 의식에 사용되어 온 천 년이 넘은 향악정재이다. 또한

궁중에서는 사악한 귀신과 병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처용탈을 쓰고 구나

(駈儺)를 하는 나례(儺禮)의식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 처용무는 5명의 무

원이 5방위에 따라 청(靑), 홍(紅), 황(黃), 백(白), 흑(黑)색의 옷을 입고

처용의 탈을 쓴 다음 한 사람씩 무대에 나가 한 줄로 서서 '처용가'를

부르고 노래가 끝난 후에 춤을 춘다(강의영, 2009).

처용무 반주로 사용되는 수제천은 기악합주 수제천과는 조금 다른 형

태로 연주된다. 기악합주 수제천의 경우 18박 장단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고 장단을 구성하고 있는 각 장고점의 박자 수도 불규칙하다. 반면에

처용무 반주로 사용되는 수제천은 10박 구성의 장고점으로 3박, 2박, 2

박, 3박자로 일정하게 구분되는 규칙적인 박자를 사용한다. 또한 연음을

포함한 장단의 진행도 빨라지는 것이 특징이다(서한범, 2009).

교사는 처용무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과 사용되었던 용도에 대해 설

명해준다. 그 후에 처용무 공연영상을 보면서 기악합주의 수제천과 처용

무 반주로 사용된 수제천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음악일지에 정리한

다. 또한 처용무 반주로 사용되는 수제천의 앞 부분을 듣고 음악에 어울

리는 무용을 조별로 자유롭게 창작하는 활동을 해본다. 창작을 한 후 어

떠한 의도로 만들었는지 조별로 설명하고, 창작한 무용을 신체표현 해보

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자기 평가와 동료평가를 하면서 창의적 사고의

과정을 되돌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단순히 처용무를 보고

이론적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창작과 신체표현을 통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새로운 무용을 만드는 활동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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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무용창작 활동지

◎ 처용무의 영상을 보고 무용반주 수제천과 기악합주 수제천의 다른 점을 적어봅시

다.

◎ 무용반주에 사용되는 수제천을 다르게 연주한 이유는 무엇일지 이야기 해봅시다.

◎ 무용반주 수제천에 어울리는 무용을 모둠별로 새롭게 창작해봅시다.

창작 구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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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주 감독: 학급 발표회

합주 감독 단계에서는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무대를 꾸며본다. 처용무 반주에 사용되는 음원에 맞추어 수제천

초장의 첫 번째 행을 피리로 연주하고 조별로 창작했던 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직접 무대를 기획하고, 모둠별로 무용창작의

과정과 내용을 학급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학급

의 행사를 기획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연주와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

도 함께 계발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모둠의 발표 후에는 서로의 결과물에 대해 평가하는 동료평가를 통해

창의적인 점과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평가를

바탕으로 교사의 생각을 덧붙여 조별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표 24> 학급 발표회 평가지

◎ < >조의 발표 평가하기

◎ < >조에서 잘했다고 생각한 점을 적어봅시다.

◎ < >조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적어봅시다.

평가하기 점수 (3:잘함 2:보통 1:노력)

1. 수제천의 음정과 박자를 잘 맞추어

연주하였나요?
3 2 1

2. 새롭게 만든 처용무의 동작을

창의적으로 구성하였나요?
3 2 1

3. 조원들 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졌나요?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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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국악 교육의 비중이

커지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실

제로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론 중심의 표

상적인 감상 수업으로는 직접적인 체험을 토대로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

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감상과 기악 활동이 통합된 수업을 통해 학생들

이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

고 있는 다양한 음악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이 역량은 정규 교과

수업 외에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수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유학기제 수업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한 예술, 체

육수업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악 수업의 비중은 현저하게 낮다(김주희,

2019).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국악

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학기제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내용으로 아츠 프로

펠의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를 적용하여 수제천의 피리 선율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수업방안을 고안하였다.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의 <개인연주>

- <합주 연습 비평> - <합주 연습 비교> - <그룹 연습 및 개인지도>

- <합주 감독>의 5단계를 국악 지도에 맞게 재구성하였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연주 단계에서 학생들은 이론적 학습과 음악적 실행을 통해

연주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먼저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로 분류되는 피

리의 종류와 ‘서’, ‘관대’로 구성되어 있는 피리의 구조에 대해 지각적으

로 학습한다. 학습한 후에는 풍선불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관악기 연주

에 사용되는 호흡을 연습하고 나만의 호흡법을 만들어본다. 그리고 ‘서’

를 입에 알맞게 불어보면서 연습해본다.

둘째, 합주 연습 비평 단계에서는 연습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비평할

수 있다. 정간보를 읽는 방법과 피리의 기본 운지법에 대해 학습하고

‘서’와 ‘관대’를 결합하여 수제천에 나타나는 음정들을 익힐 수 있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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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연주해본다. 이 때 모둠을 구성하여 함께 합주하면서 자신의 소리

와 조원들의 소리를 비평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합주 연습 비교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과거의 연주와 현재의 연

주를 비교하고 비평할 수 있다. 연주에 앞서 수제천의 역사, 문화적 배경

에 대한 내용과 연음 형식에 대해 학습한다. 학습한 후에는 수제천의 초

장을 음원에 맞추어 연주해보는 활동을 하고 모둠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의 연습 과정을 영상에 담는 포트폴리오 과제를 제시하

고 조별로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연주와 조원들의 연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그룹 연습 및 개인지도 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발견된 문제를

성찰하고 동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서 촬영한 포트

폴리오 과제를 점검하고 짝과 수제천 초장의 첫 번째 장단을 함께 연주

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처용무 반주로 사용되는 수제천에 대해 학습한

후 처용무의 의미에 맞는 새로운 무용을 창작하는 활동을 한다.

다섯째, 합주 감독의 단계에서는 동료들의 비평을 통해 작품에 대한

학습과정을 평가 받을 수 있다. 앞선 단계들을 통해 배웠던 내용들을 토

대로 학생들이 무대를 꾸미는 학급 발표회 시간을 가진다. 처용무 반주

에 사용되는 음원에 맞추어 수제천 초장의 첫 번째 장단을 피리로 연주

하고 조별로 창작했던 무용을 발표한다. 모둠의 발표 후에는 상호평가를

통해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 해본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해 본다.

첫째, 제시된 지도 방안은 학교 현장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재곡으로 선정한 수제천은 2015 개정 중

학교 음악교과서 14종의 출판사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수록된 수제천을 아츠 프로펠의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학습

하되, 지역과 학교에 따라 자유학기제의 도입 및 그 지도방법은 상이하

므로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수제천 외의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다른 전통음악의 악곡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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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츠 프로펠의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 모형을 적용하여 학습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지도 방안처럼 감상과 기악이 통합된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이 국악 수업에 흥미를 가지게 되길 바란다.

셋째, 앞으로 자유학기제 음악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국악

교육 컨텐츠의 연구가 계속되길 바란다. 자유학기제 활동 중 국악 관련

활동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 속에서, 국악교육자들의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들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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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earning Method of 

Korea Traditional Mus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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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on the Piri melody of Sujech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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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aper, I plan to method of guiding Sujechon, one of Korea 

traditional music, along with piri melody, by applying the teaching 

model of the Arts PROPEL. Sujechon is currently included in all 14 

types of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and is an important piece of 

music that can learn the music elements of the curriculum and the 

type of Yeoneum style in the conceptual system. In addition Piri is an 

instrument that plays a major melody in traditional music and is 

essential to the learning of traditional music. In consideration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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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a guidance plan was devised to apply various 

activity-oriented Atrs PROPEL performance domain project models to 

free semester classes, focusing on the flute melody of Sujechon in the 

textbook.

  The text examined the music and curriculum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analyzed the proportion of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and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in the 14 kinds of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In addition, the five stages of the Atrs 

PROPEL domain project, <Individual Performance> - <Ensemble 

Rehearsal Critique> - <Ensemble Rehearsal Comparison> - <Ensemble 

Rehearsal Section or Individual Coaching> - <Directing the Ensemble> 

were reorganized to fit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In the first stage of the performance domain project of the Arts 

PROPEL, the Individual Performance stage provided activities to learn 

about the type and structure of the Piri, to practice breathing 

techniques used to play the wind instrument, and to express the feeling 

of playing the Piri 'Seo'. In the second stage of Ensemble Rehearsal 

Critique, students learned how to read Jeongganbo and how to play the 

Piri, play practice songs, and criticize each other's performance. In the 

third stage of the Ensemble Rehearsal Comparison, it was presented to 

understand the history and cultural background of Sujechon, to rewrite 

the lyrics of Jeongeupsa, and to play the front part of Sujech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Yeoneum style. In the fourth stage Ensemble 

Rehearsal Section or Individual Coaching, the portfolio tasks were 

evaluated and each group was able to create dances suitable for the 

music of the Sujechon and express them with their bodies. Finally, in 

the fifth stage of the Directing the Ensemble, students prepared class 

presentations and reviewd student’s presentations through evaluation 

papers. Each step has various activities through tasks such as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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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s, activity journals, and portfolios.

Keywords : Arts PROPEL, Performance Domain Project, Free semester 

system, Sujechon, Piri

Student Number : 2019-23720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고찰 
	4.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아츠 프로펠  
	가. 아츠 프로펠의 이해 
	1) 지각(Perception) 
	2) 생산(Production) 
	3) 반성(Reflection)   

	나. 아츠 프로펠의 교육 도구  
	1)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Domain Project)  
	2) 포트폴리오(Portfolio)  
	3) 반성수단  


	2. 자유학기제  
	가. 자유학기제 추진배경 및 목적  
	나. 자유학기제 운영모형  

	3.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영역  
	가. 국악기악 연주영역  
	1) 국악기  
	2) 국악기 연주 제재곡 

	나. 국악기악 감상영역  


	Ⅲ. 아츠 프로펠을 적용한 국악 수업  
	가. 제재곡 선정  
	나. 연주도메인 프로젝트를 적용한 수제천 지도방안  
	1) 개인연주: 관악기 호흡 및 피리 ‘서’ 연주  
	2) 합주 연습 비평: 피리 운지 및 음정 연습  
	3) 합주 연습 비교: 모둠별 수제천 학습   
	4) 그룹 연습 및 개인지도: 포트폴리오 과제 피드백   
	5) 합주 감독: 학급 발표회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startpage>11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3. 선행연구 고찰  4
 4. 연구의 제한점  7
Ⅱ. 이론적 배경  8
 1. 아츠 프로펠   8
  가. 아츠 프로펠의 이해  8
    1) 지각(Perception)  9
    2) 생산(Production)  10
    3) 반성(Reflection)    11
  나. 아츠 프로펠의 교육 도구   12
    1)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Domain Project)   12
    2) 포트폴리오(Portfolio)   15
    3) 반성수단   16
 2. 자유학기제   19
  가. 자유학기제 추진배경 및 목적   19
  나. 자유학기제 운영모형   21
 3.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영역   23
  가. 국악기악 연주영역   23
    1) 국악기   23
    2) 국악기 연주 제재곡  25
  나. 국악기악 감상영역   26
Ⅲ. 아츠 프로펠을 적용한 국악 수업   32
  가. 제재곡 선정   32
  나. 연주도메인 프로젝트를 적용한 수제천 지도방안   36
    1) 개인연주: 관악기 호흡 및 피리 ‘서’ 연주   38
    2) 합주 연습 비평: 피리 운지 및 음정 연습   44
    3) 합주 연습 비교: 모둠별 수제천 학습    49
    4) 그룹 연습 및 개인지도: 포트폴리오 과제 피드백    58
    5) 합주 감독: 학급 발표회   61
Ⅳ. 결론 및 제언  62
참고문헌  65
부록  69
Abstract  7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