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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감상곡의 음악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악보를 개
발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3, 4학년의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서양음악 감상 관련 그림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감상그림악보와 관련된 문헌들
을 고찰하여 초등학교 감상곡의 그림악보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감상그림악보를 조
사한 후 주제그림악보, 주제막대악보, 번호도표, 감상맵, 동영상 악보들을 추출하였다. 초등학교
3, 4학년 서양음악 감상곡에 제시된 주요 음악요소를 선정하고 그 음악요소를 쉽게 표현할 수 있
는 감상그림악보를 제작하여 12개의 감상곡 모두를 그림악보로 개발하였다. 감상곡의 주제선율을
익히는 것이 우선일 때에는 주제그림악보, 주제막대악보, 동영상 악보들을 사용하였고 감상곡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때에는 번호도표나 감상맵을 활용하였다. 감상그림악보에
표현된 음악요소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 지 그 방법도 모두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그림악보, 감상자료, 번호도표, 감상맵, 동영상 악보

I. 들어가며
초등학교에서 음악감상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감상활동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2009 개정 음악교육과정에서
감상영역은 다른 음악활동(가창, 기악, 창작)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교육과학
기술부, 2011). 여기에서 감상활동은 전통적인 감상 학습뿐만 아니라 음악의 이해적인 요소를 실음을
바탕으로 학습하자는 폭넓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 2009 개정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도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과 악곡의 특징
을 이해하며 감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는 음악감상이 음악의 아름다움
* 이 논문은 2009년 전주교육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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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는 활동의 하나이며 감상곡의 음악요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의 감상곡이 달라지므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감상곡의 음악요소를 모두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초등교사교육에서 음악에 관
한 전반적인 이론이나 교과교육에 관한 심도있는 방법론 등을 축적하지 못하고 초등교사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이다(이동남, 장기범, 2001).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은 감상곡의 음악요소, 즉 리듬, 가락,
화음, 셈여림, 빠르기, 음색, 형식 등을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이연경, 1996). 그러므로 감상곡의 음악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 자료와 지
도 전략들을 음악교육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개발하여 현장교사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감상곡의 음악요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시각자료나 도식악보(그림, 그래프 악보 등)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러 문헌에서 주장하고 있다(민경훈, 1999; 장기범, 2000; 임미경, 박승배, 2001;
박형신, 김정주, 2010)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감상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근래의 추세로서 초등학교 음
악교과서에서도 악곡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악곡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악보
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는 감상곡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그림 또는 그림악보들
이 종종 발견되어 연구자가 3, 4학년 음악교과서의 감상곡 중 서양음악 관련 그림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3, 4학년 서양음악 감상곡의 음악요소를 좀 더 정확하고
도 쉽게 표현하는 감상그림악보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의 범위로 정하였다. 관
계문헌 고찰을 통해 여러 가지 그림악보를 탐색하여 감상곡의 음악요소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다양
한 감상그림악보를 구안하였다. 개발한 감상그림악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음악요소를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도의 예도 첨부하였다.

II. 관계문헌 고찰
1. 3, 4학년 음악교과서의 감상그림자료 검토
우리나라 3, 4학년 음악교과서는 국정이므로 감상그림자료가 감상곡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주
어야 한다. 연구자는 감상곡의 음악요소가 그림자료에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를 검토하였는데 연구
자가 국악전공이 아니어서 서양음악 감상자료만을 살펴보았다. 3, 4학년 음악교과서에는 각각 5~6곡
의 서양음악 감상곡이 제시되어 있으며 감상곡의 작곡자와 악곡명은 <표 1>과 같다.
3학년 음악의 첫 번째 감상곡인 ‘빈의 음악시계’에서 시계 그림이 점점 크게 3가지 모양으로 제시
되었는데 이 악곡이 론도(ABACADA) 형식이므로 4가지 서로 다른 모양의 시계를 제시하는 것이 감
상곡의 내용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그림의 종 모양도 종의 선율진행 모습을 반영하였으면
학생들이 악곡의 흐름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4개의 종이 한 셋트(도-솔-레-솔)로
진행되므로 첫 번째 종의 위치가 셋째 종의 위치보다 조금 낮아야 한다는 말이다. 주제선율의 그림
에서 뻐꾸기 시계그림 또한 선율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감상곡인 ‘캉캉’의 그림자료는 캉캉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감상곡의 거북이 그림은 “동물의 사육제”에서 ‘거북이’가 캉캉 춤을 추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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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절치 않다. ‘거북이’ 악곡을 감상하는 이유는 앞서 감상한 ‘캉캉’의 선율을 느리게 표현하여 빠
르기가 차이에 따른 다른 느낌을 학생들이 감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북이가 캉캉 옷을
입고 춤추는 그림 대신에 거북이가 천천히 기어가는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네 번째 감상곡인 ‘왕벌의 비행’에서 벌의 비행하는 모습은 악곡의 선율 흐름과 같지가 않으므로
어느 한 부분이라도 감상곡의 선율 흐름과 유사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감상곡의 그림
자료는 없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표 1> 3, 4 학년 서양음악 감상곡
학년

감상곡명

작곡자

‘빈의 음악시계’

코다이

“천국과 지옥 서곡” 중 ‘캉캉’
3

오펜바하

“동물의 사육제” 중 ‘거북이’

생상

‘왕벌의 비행’

림스키-코르사코프

‘위풍당당 행진곡’

엘가

“호두까기 인형” 중 ‘별사탕 요정의 춤’, ‘꽃의 왈츠’
‘카논’

파헬벨

“피터와 늑대”
4

차이콥스키
프로코피에프

“아를의 여인” 중 ‘종’

비제

“전람회의 그림” 중 ‘사무엘 골덴베르크와 슈뮈일레’
“페르 귄트” 중 ‘산왕의 궁전에서’

무스륵스키
그리그

마지막 감상곡인 ‘꽃의 왈츠’의 그림 악보 [그림 1]은 주선율의 음가대로 꽃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
았다. [그림 2]처럼 수정해야 ‘꽃의 왈츠’의 선율을 표현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첫째단의 마지막 음
은 점2분음표 두개가 붙어져 있는 것이고 둘째단의 마지막음은 점2분음표 1개만 있으므로 그림의
길이가 달라져야 한다.

[그림 1] 교과서에 제시된 ‘꽃의 ’왈츠‘ 그림 악보
(교육과학기술부(2010). 음악 3. 서울: (주)교학사,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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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정한 ‘꽃의 왈츠’ 그림 악보

4학년 음악의 첫 번째 감상곡인 ‘카논’의 감상그림악보는 성부마다 나타나는 주제선율의 흐름을
잘 보여주었다. 아쉬운 점은 통주저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므로 통주저음의 선율 모습을 주선율 그
림 아래에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두 번째 감상곡인 “피터와 늑대”의 그림자료는 주제선율을 연주하는 악기와 등장인물을 결합하여
잘 만들어졌으나 플루트 그림이 좀 길다거나 팀파니 채가 없어서 아쉽다.
세 번째 악곡인 ‘종’의 그림자료는 ABA'의 형식에 맞추어 연주하는 악기에 따라 세 가지 그림을
제시한 것은 좋으나 수정할 부분이 두 곳 있다. 첫째, 종의 그림을 일렬로 배열할 것이 아니라 종의
선율 진행(미, 도, 레)대로 높낮이를 조절하였으면 좋았을 것이고 세 번째 원 그림에서 오보에 옆에
플루트도 첨가해야 감상곡의 주선율 악기를 제대로 표현한 것이 된다.
네 번째 악곡인 ‘사무엘 골덴베르크와 슈뮈일레’는 그림만 제시하였고 마지막 악곡인 ‘산왕의 궁
전에서’는 그림 대신에 리듬악보가 제시되었다.

2. 감상그림악보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감상지도에 그림악보가 소개된 것은 1990년대이다. 임미경(1992)이 브루너 (Bruner,
1970)의 영상적 표상양식에 근거한 그림악보의 당위성을 밝히면서 미국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감상그
림악보 2가지(번호도표와 주제막대악보)를 소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감상그림악보를 4가지로 세
분화하고 각각의 제작방법과 그 사용팁을 제시하였다(임미경, 1998). 4가지 감상그림악보란 주제그림
악보, 주제막대악보, 번호도표(call chart), 감상맵(listening map)을 말한다. 교육현장인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에서 이런 다양한 감상그림악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강호성, 1999; 도봉
숙, 1999, 이승연, 1999; 이경은, 2001; 김수진, 2002, 김신자, 2002; 이영미, 2005; 김유희, 2010) 그 효
과도 입증하였다.
2000년대부터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동영상 그림악보 개발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임미경, 박승배
(2001)는 주제그림악보나 주제막대악보를 바탕으로 플래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동영상 그림악보를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후 초등학교에서 동영상 악보를 활용한 감상지도에 관한 연구가 많
이 행해졌고(길옥란, 2003; 박영배, 2002, 이금선, 2003; 김수진, 2004; 정태석, 2007) 그 효과도 입증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종합한 감상그림악보의 특징과 제작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제그림악보는 감상곡의 주제선율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으로 제목이 상징하는 그림 또는
아이콘을 사용하여 4마디나 8마디 정도의 주제선율과 일치하게 그린다. [그림 1]의 경우처럼 악곡명
이 ‘꽃의 왈츠’이므로 주제 선율을 꽃으로 표현하고 리듬의 음가를 그림의 길이에 비례해서 그리며
선율의 높낮이를 그림의 상하 위치와 비례하여 그린다. 따라서 음가가 길면 그림의 길이도 길고 높
은 음이면 그림의 위치도 높아진다. 음높이를 정확히 구별하기 위해 색깔을 사용하기도 한다. 계이
름이 7음이므로 무지개 색깔 7음을 활용하여 도는 빨강색, 레는 주황색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2. 주제막대악보는 주제선율을 막대로만 표현한 것을 말한다. 표제음악이 아니거나 그림으로 표현
하기 어려운 주제선율을 가진 악곡일 때 많이 쓴다. 악구의 단위인 4마디를 막대악보 한 줄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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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4마디 선율들의 같고 다름을 한눈에 구별할 수 있어서 악곡의 선율구조를 이해하기 쉽다. 막대
에 계이름 색깔을 주면 악구의 비슷함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변주곡형식의 악곡을 주제막대악보로
표현하면 ([그림 3] 참조) 감상그림악보가 밑그림이 되어 변주할 때마다 변화된 부분을 학생들이 첨
가하여 그릴 수 있어서 변주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그림 3] 주제막대악보
(Meske, E. B. et al. (1998). Holt music grades 3: Teachers editions. NY: Holt, Rinehardt and Winston Publishers, 86-67.)
3. 번호도표(call chart)는 악곡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나누어서 번호를 매긴 후 각 번호에 해당하
는 음악의 흐름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그림 4] 참조). 주제그림악보나 주제막대악보처럼 선율의
높낮이나 음가를 일치하여 표현하는 것보다 음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데 치중한다. 즉 음색
이 바뀌면 [그림 4]처럼 바뀐 음색의 아이콘을 사용하거나 다른 그림으로 선율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곡의 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특징을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곡의 형식을
파악하기도 쉽게 된다.

[그림 4] 번호도표
(Meske, E. B. et al. (1998). Holt music grades 6: Teachers editions. NY: Holt, Rinehardt and Winston Publishers,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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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상맵(listening map)은 악곡이 흐르는 전체의 모습을 들리는 대로 또는 느끼는 대로 음악 요
소를 그려 놓은 것이다. [그림 5]처럼 소리가 세면 그림을 크게, 소리가 낮으면 그림의 위치가 낮게,
음색이 바뀌면 다른 모양의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상맵을 보면, 5선 악보를 읽지 못
하는 사람도 감상곡의 선율 변화, 음색 변화, 셈여림 변화, 악곡의 구조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 감상맵
(임미경, 장기범, 함희주 (2002).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벨로체, 217.)
5. 동영상 그림악보는 시각자료인 감상그림악보들을 시청각자료로 업그레이드한 교수매체이다. 학
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자료가 움직이는 그림 자료이므로 동영상 그림
악보는 다른 어떤 감상그림악보보다 감상지도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동영상 악보를 만드는 과정
을 요약하면 플래쉬 프로그램의 윈도우 라이브러리에 wav. 화일로 변환한 감상곡과 주제그림악보나
주제막대악보로 만든 그림 화일을 가져와서 음이 변할 때마다 그림 하나하나를 맞춰가는 것이다.

III. 3, 4학년 감상그림악보 개발
초등학생들이 감상곡의 음악요소를 잘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악곡에
적합한 여러 가지 감상그림악보를 개발하였다. 3학년과 4학년의 서양음악 감상곡에 제시된 주요 음악요
소를 선정한 후 감상곡의 주제선율을 익히는 것이 우선일 때에는 주제그림악보, 주제막대악보, 동영상
악보들을 사용하였고 감상곡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때에는 번호도표나 감상맵을 활
용하였다. 3, 4학년 서양음악 감상곡의 주요 음악요소와 이를 표현한 감상그림악보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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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감상곡의 그림악보 종류
학년

3

감상곡명

음악요소

그림악보 종류

‘빈의 음악시계’

음색, 가락, 형식

번호도표

‘캉캉’ ‘거북이’

빠르기, 가락, 형식

감상맵

‘왕벌의 비행’

빠르기, 가락

감상맵

박자, 음색, 가락

동영상, 주제그림악보

‘위풍당당 행진곡’
‘별사탕 요정의 춤’

음색, 가락, 형식

감상맵

‘꽃의 왈츠’

박자, 음색, 가락, 형식

번호도표

‘카논’

음색, 반복, 오스티나토

동영상, 주제막대악보

음색, 가락

주제그림악보

음색, 오스티나토, 형식

번호도표

셈여림, 음색

주제막대악보

단조, 오스티나토, 셈여림, 빠르기

주제그림악보

“피터와 늑대”
4

‘종’
‘사무엘 골덴베르크와 슈뮈일레’
‘산왕의 궁전에서’

개발한 감상그림악보를 활용하여 음악요소를 지도하는 사례도 함께 구안하여 감상곡의 핵심내용
에 더 근접하도록 모색하였다.
가. 3학년 감상곡의 감상그림악보
1) ‘빈의 음악시계’

[그림 6] ‘빈의 음악시계’ 번호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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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주 부분인 1번의 종소리를 들려주며 어떤 소리를 묘사했는지 물어본다. (답: 시계 종소리)
2. 2번의 주제선율만을 들을 때 그림악보의 사람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듣는다. 두 번째 들을 때에
는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지 알아본다. (답: 플루트)
3. 곡 전체를 들으면서 2번의 주제선율이 나올 때마다 손가락으로 시계 추 흉내를 낸다.
4. 번호도표 [그림 6]을 보여주면서 곡의 구조를 설명한다. 2번의 주제선율이 여러 번 반복되고
사이사이에 다른 선율이 나타나는 구조가 론도형식이라고 알려준다.
5. 3번, 5번, 7번의 선율을 각각 들을 때 그림악보의 사람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듣는다. 두 번째
들을 때에는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 지 알아본다. (답: 3번-트럼펫, 5번-트럼펫, 7번-오보에)
6. 모둠을 넷으로 나누어 악곡의 한 부분씩 맡아서 중점으로 듣는데 맡은 부분이 나오면 연주하
는 악기의 흉내를 낸다.
2) “천국과 지옥 서곡” 중 ‘캉캉’과 “동물의 사육제” 중 ‘거북이’

[그림 7] “천국과 지옥 서곡” 중 ‘캉캉’ 감상맵
1. 감상맵 [그림 7]을 보여주며 악곡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한다. (답: ABA')
2. 춤추는 그림이 나타나는 곳이 ‘캉캉’ 선율이라고 알려준 후 감상곡을 들을 때 ‘캉캉’이 나오는
곳에서는 양손을 반원씩 흔든다.
3. 악곡의 빠르기에 따른 감상곡의 느낌을 발표한다.

124

[그림 8] ’거북이‘ 감상맵
1. 감상맵 [그림 8]을 보여주며 악곡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한다.
2. 주제선율 a를 계이름으로 노래부른다.
3. 감상곡을 들으며 악곡의 박에 맞춰 책상을 양손바닥으로 번갈아가며 친다.
4. 앞서 감상한 ‘캉캉’ 선율과 지금의 ‘거북이’ 선율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한다.
5. 악곡의 빠르기에 따른 감상곡의 서로 다른 느낌에 대해 발표한다.
3) ‘왕벌의 비행’

[그림 9] ‘왕벌의 비행’ 감상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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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상곡을 들을 때 선율의 흐름을 오른손가락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며 표현한다.
2. 어떤 동물의 움직임인지 알아맞힌다. (답: 벌)
3. 감상곡을 들을 때 감상맵 [그림 9]를 보여주며 오른손가락으로 파란색의 선율선을 따라 감상곡
의 흐름을 쫓아간다.
4. 곡의 빠르기에 따른 감상곡의 느낌을 발표한다.
4) ‘위풍당당 행진곡’

[그림 10] ‘위풍당당 행진곡’ 동영상 캡춰 화면
1. 동영상 그림악보 [그림 10]으로 감상을 한 후 악곡의 박자와 음색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림 11] ‘위풍당당 행진곡’ 주제그림악보

126

2. 주제그림악보 [그림 11]을 보며 주제선율 a의 계이름을 부르며 손뼉치기를 한다.
3. 감상곡을 들을 때 주제선율이 들리면 손뼉치기로 반응한다.
4. 주제그림악보를 보며 악곡의 구조(AA')를 이해한다.
5. 감상곡을 들을 때 a 선율에서는 손뼉치기를 하고 b 선율에서는 발구르기를 한다.
6. 감상곡을 들으며 걷는다. 행진곡이 2박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7. 감상곡에서 들리는 악기의 음색을 구별하여 그 악기를 연주하는 흉내를 낸다.
(답: 바이올린 → 트럼펫)
8. 이 악곡은 ‘위풍당당 행진곡’의 중간부분인 Trio 부분이라고 알려준다.
5) “호두까기 인형”중 ‘별사탕 요정의 춤’과 ‘꽃의 왈츠’

[그림 12] ‘별사탕 요정의 춤’ 감상맵
1. 감상곡 전체를 들으며 어떤 인물을 표현한 것인지 이야기한다.
2. 별사탕 요정의 선율을 첼레스타라는 악기가 연주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3. 감상맵 [그림 12]를 보여주며 그림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감상한다.
4. 감상곡을 들을 때 별모양 그림에서는 오른손으로 반짝반짝거리는 흉내를 내고 글리산도 선율
에서는 왼손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표현한다.
5. 이 악곡의 형식이 ABA'임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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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주

②

Hrn.

A

③

Vln. Vla. Cel. Flt. Clari.

B

④

Flt. O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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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Vla. Cel.
D

⑥ Coda
[그림 13] ‘꽃의 왈츠’ 번호도표
1. 모둠을 넷으로 나누어 각 모둠마다 한가지의 주제선율을 선택한다.
2. 번호도표 [그림 13]에 제시된 A, B, C, D의 주제선율을 모둠별로 익힌 후 주제선율을 춤으로
표현한다.
3. 악곡을 들을 때 자기 모둠의 선율이 나오면 일어나서 춤을 춘다. 교사는 학생이 발표하는 순서
를 칠판에 적는다.
4. 감상곡이 3박의 춤곡인 것과 곡의 구조가 서주-A-B-A-B-C-D-C-A-B-A-코다임을 깨닫는다. 서주
부분을 연주하는 목관악기와 하프가의 음색을 감상한다.
5. 번호도표를 보며 감상곡을 들을 때 각 모둠은 자기 선율이 연주하는 악기를 흉내낸다.
6. 감상곡을 다시 들을 때 4개의 주제선율이 나올 때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현한다.
나. 4학년 감상곡의 감상그림악보와 지도방법
1) 파헬벨의 ‘카논’

[그림 14] ‘카논’ 동영상 캡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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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자료 [그림 14]를 보면서 첼로가 오스티나토 반주하고 바이올린들이 돌림노래 하듯 반복하여
연주하는 것을 감상한다.

[그림 15] ‘카논’ 주제막대악보
2. 카논이란 돌림노래라는 뜻으로 같은 선율이 여러 성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고 알려준다.
3. 주제막대악보 [그림 15]에서 제일 아래성부가 몇 마디마다 반복되는지 물어본다. (답: 2마디)
4. 주제막대악보의 아래 성부 계이름을 손기호와 함께 노래부른 후 감상곡을 들으면서 첼로와 더
블 베이스의 선율을 손기호로 표현한다.
5. 주제막대악보의 위 성부 계이름 두마디를 손기호와 함께 노래부른 후 그림악보에서 몇 번 반
복되는지 찾아낸다. (답: 3번)
6. 모둠을 둘로 나누어 그림악보에 제시된 부분까지만 감상을 할 때 한 모둠은 첼로 선율을 손기
호로 표현하고 다른 모둠은 바이올린 선율을 손기호로 표현한다.
7. 곡 전체를 들으면서 한 모둠은 첼로 선율을 손기호로 표현하고 다른 모둠은 주제선율이 반복
될 때까지만 바이올린 연주하는 모습을 흉내낸다.
2) “피터와 늑대”

[그림 16] ‘피터’ 주제그림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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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터’ 부분만을 들으면서 [그림 16]의 피터 그림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간다.
2. [그림 16]의 피터 그림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라라라’로 노래부른다.
3. ‘피터’ 부분만을 들으면서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지 알아본다. (답: 바이올린)
4. ‘피터’ 부분만을 듣는 동안 피터 선율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흉내를 낸다.

[그림 17] ‘작은 새’ 주제그림악보
1. ‘새’ 부분만을 들으면서 [그림 17]의 새 그림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간다.
2. [그림 17]의 새 그림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짹짹’으로 노래부른다.
3. ‘새’ 부분만을 들으면서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지 알아본다. (답: 플루트)
4. ‘새’ 부분만을 듣는 동안 새 선율을 플루트로 연주하는 흉내를 낸다.

[그림 18] ‘오리’ 주제그림악보
1. ‘오리’ 부분만을 들으면서 [그림 18]의 오리 그림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간다.
2. [그림 18]의 오리 그림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꽥꽥’으로 노래부른다.
3. ‘오리’ 부분만을 들으면서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지 알아본다. (답: 오보에)
4. ‘오리’ 부분만을 듣는 동안 오리 선율을 오보에로 연주하는 흉내를 낸다.

131

[그림 19] ‘고양이’ 주제그림악보
1. ‘고양이’ 부분만을 들으면서 [그림 19]의 고양이 그림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간다.
2. [그림 19]의 고양이 그림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야옹’으로 노래부른다.
3. ‘고양이’ 부분만을 들으면서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지 알아본다. (답: 클라리넷)
4. ‘고양이’ 부분만을 듣는 동안 고양이 선율을 클라리넷으로 연주하는 흉내를 낸다.

[그림 20] ‘할아버지’ 주제그림악보
1. ‘할아버지’ 부분만을 들으면서 [그림 20]의 할아버지 그림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간다.
2. [그림 20]의 할아버지 그림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어흠’으로 노래부른다.
3. ‘할아버지’ 부분만을 들으면서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지 알아본다. (답: 바순)
4. ‘할아버지’ 부분만을 듣는 동안 할아버지 선율을 바순으로 연주하는 흉내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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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늑대’ 주제그림악보
1. ‘늑대’ 부분만을 들으면서 [그림 21]의 늑대 그림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간다.
2. [그림 21]의 늑대 그림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킁킁’으로 노래부른다.
3. ‘늑대’ 부분만을 들으면서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지 알아본다. (답: 호른)
4. ‘늑대’ 부분만을 듣는 동안 늑대 선율을 호른으로 연주하는 흉내를 낸다.

[그림 22] ‘사냥꾼’ 주제그림악보
1. ‘사냥꾼’ 부분만을 들으면서 [그림 22]의 사냥꾼 그림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간다.
2. [그림 22]의 사냥꾼 그림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살금’으로 노래부른다.
3. ‘사냥꾼’ 부분만을 들으면서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지 알아본다. (답: 목관악기)
4. ‘사냥꾼’ 부분만을 듣는 동안 사냥꾼 선율을 플루트로 연주하는 흉내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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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총소리’ 주제그림악보
1. ‘총소리’ 부분만을 들으면서 [그림 23]의 사냥꾼 그림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간다.
2. [그림 23]의 사냥꾼 그림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탕탕’으로 노래부른다.
3. ‘총소리’ 부분만을 들으면서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지 알아본다. (답: 팀파니, 큰북)
4. ‘총소리’ 부분만을 듣는 동안 사냥꾼 리듬을 팀파니로 연주하는 흉내를 낸다.
“피터와 늑대”
1. 모둠을 여덟 개로 나누어 각 모둠마다 등장인물을 하나씩 정하여 어떤 신체표현으로 등장인물
을 표현할 것인지 정하도록 한다.
2. 해설이 없는 “피터와 늑대”를 감상하면서 각 모둠은 해당인물이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신체표
현을 한다.
3. 학생들 모두가 등장인물의 그림카드 8개를 갖고 있다면 감상곡을 들으면서 등장인물이 나올
때마다 카드를 든다.
3) “아를의 여인” 중 ‘종’

[그림 24] ‘종’ 번호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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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호도표 [그림 24]를 보면서 종의 선율을 계이름으로 노래부른다.
2. 1번의 음악만 들으면서 종을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지 알아본다. (답: 호른)
3. 번호도표를 보면서 선율 모습의 같고 다름을 비교하여 곡의 형식을 알아낸다. (답: ABA)
3. 2번, 3번, 4번의 음악을 각각 들으면서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지 알아본다. (답: 바이올린/ 플루
트, 오보에, 바이올린/ 오보에, 바이올린). 곡의 형식이 ABA'임을 발견한다.
4. 번호도표를 보면서 곡 전체를 감상할 때 모둠을 넷으로 나누어 첫째 모둠은 종소리, 둘째 모둠
은 2번 음악, 셋째 모둠은 3번 음악, 넷째 모둠은 4번 음악이 나올 때 악기 연주하는 흉내를
낸다. (이 때 종소리는 3번 음악만 제외하고 계속 호른 부는 모습을 흉내내야 한다,)
5. 종소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오스티나토라고 알려준다.
6. 2번과 3번 음악을 각각 들으면서 박자 젓기를 해본다. (2번 음악: 3박, 3번 음악: 2박)
4) “전람회의 그림” 중 ‘사무엘 골덴베르크와 슈뮈일레’

[그림 25] ‘사무엘 골덴베르크와 슈뮈일레’ 주제막대악보
1. 사무엘 골덴베르크 (뚱뚱이)의 주제선율만을 들으면서 소리의 세기와 연주하는 악기를 알아본
다. (답: 센소리, 현악기, 더블베이스)
2. 뚱뚱이 주제만을 들을 때 주제막대악보 [그림 25]의 선율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무음절로(예:
바밤) 노래해 본다.
3. 슈뮈일레(홀쭉이)의 주제선율만을 들으면서 소리의 세기와 연주하는 악기를 알아본다. (답: 여
린 소리, 약음기를 낀 트럼펫)
4. 홀쭉이 주제만을 들을 때 주제막대악보 [그림 25]의 선율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무음절로(예:
삐리리리) 노래해 본다.
5. 곡 전체를 들으면서 뚱뚱이 선율에서는 더블베이스 연주하는 흉내를, 홀쭉이 선율에서는 트럼
펫부는 흉내를 낸다.
6. 감상곡을 다시 들을 때 모둠을 둘로 나누어 한 모둠은 뚱뚱이 선율에서 뚱뚱이처럼 걷는 흉내
를 내고 다른 모둠은 홀쭉이 선율에서 비실비실 걷는 흉내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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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페르 귄트” 중 ‘산왕의 궁전에서’

[그림 26] ‘산왕의 궁전에서’ 주제그림악보
1. 주제그림악보 [그림 26]을 보며 주제선율을 손기호와 함께 계이름으로 부른다. 단조선율임을 느낀다.
2. 감상곡의 앞부분만 들으면서 주제선율이 나올 때마다 손기호로 반응한다.
3. 감상곡의 앞부분만 들으면서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지 알아본다. (더블베이스/바순)
4. 감상곡의 앞부분만 들을 때 모둠을 둘로 나누어 한 모둠은 더블베이스 선율이 나올 때 연주
흉내를 내고 다른 모둠은 바순 나올 때 연주 흉내를 낸다.
5. 감상곡 전체를 들으면서 주제선율이 나올 때마다 발구르기를 한다.
6. 주제선율이 계속 반복되면서 (오스티나토 인식)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답: 점점
빠르게, 점점 세게, 악기 변화)

III. 나가며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초, 중등학교 음악교육의 첫 번째 목표가 음
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고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두 번째 목표 중의 하나가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감상 활동에서는 음악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표현적 요소 즉, 리듬, 가락, 화성, 셈여림, 빠르기, 음색 등이 어떻게 어우러졌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김서경, 남덕순, 2001). 감상곡에서 흐르는 이러한 음악 요소를 초등학생이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상
징적 양식인 5선 악보보다 영상적 양식인 그림악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
상곡의 내용을 표현하는 다양한 그림 자료를 개발하여 초등학생이 악곡의 음악요소들을 쉽게 파악
하게 함으로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개발한 감상그림악보를 바탕으로
감상곡의 어떤 음악 요소를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하는지도 제안하여 악곡 분석이 어려운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유용한 감상지도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감상지도에서 동영상 자료보다 평면적인 그림 자료를 활용하면 감상곡의 흐름에 더 몰입할 수 있
겠지만 학생들의 1차적 흥미와 집중을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음악교과서 개발을 할 때
동영상 감상 자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음악감상 학습자료 개발할 때 현장교사 뿐
만 아니라 음악교육전문가도 적극 참여하여 감상곡의 음악요소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쉽
게 지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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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Various Iconic Scores for the Elementary Music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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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various iconic scores which can be easily grasp the
music elements in the elementary listening examples. After examining the iconic materials
presented in the listening examples of the third and fourth music textbooks, the researchers
suggested the better ideas for the improper part of the iconic materials. Reviewing of the related
literatures dealing with the iconic scores of listening and investigating of several kinds of iconic
sco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elementary music listening led the researchers choose a thematic
iconic score, a thematic bar score, a call chart, a listening map, and an animated iconic score.
After analyzing of main music elements of Western music examples listed in the third and fourth
music textbooks, the researchers developed listening iconic scores of all of the Western music
examples which expressed the music elements. The thematic iconic score, the thematic bar score,
and the animated iconic score were fit to understand the theme of the listening example. The call
chart and the listening map were appropriated to grasp the whole structure of the listening
example. Teaching strategies of the music elements represented in the iconic scores were devised
and presented in the paper.

* Key words : Iconic Score, Listening Materials, Call Chart, Listening Map, Animated Iconic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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