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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음악 감상 수업에서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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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활동은 가장 보편적으로 학생들의 음악적 심성
계발을 의도할 수 있는 음악 활동 영역이다. 모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교육한다는 것은 음악적
기능을 연마시켜 음악 고유의 절대미를 추구하
고 상당 수준의 음악적 성취를 이루게 하는 음악
가로 교육시킨다는 의미 보다는, 보통 교육으로
서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여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
이 있다.1) 따라서 특정 영역의 음악적 기능을 연
마하도록 하는 수업 방법에서 더 나아가, 음악에
관한 개념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로
음악 표현 활동을 함으로서 학생 스스로 미적 감
흥을 일으켜 심성이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음악을 작곡자로서,
연주자로서, 감상자로서 다각적으로 체험하고,
음악 이외의 활동에서도 음악을 활용하여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
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음악 수업의 과정을 살펴 볼 때 감상

1)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육 과정 (서울

차>

Ⅳ. 통합적 접근을 통한 음악 감상 수업 방안
Ⅴ. 요약 및 제언

:

든 음악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감상 활동은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임과 동시에 학생 자신이 스스
로의 학습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교사의 분석과 준비만 충분하다면 교육적
성취도를 의도한 대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또한, 단순히 음악적 지식, 이해, 기능의 습득
에 머무르는 음악 교육에서 더 나아가 음악을 심
미적으로 향유하고 균형 잡힌 인간을 형성하는
음악과의 본질에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감상 활
동의 재료는 예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다. 이를 효과적으로 감상하여 음악 교육의 목표
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상곡의 배경 지
식을 습득하고 영상물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며 신체적인
움직임과 여러 가지 표현 활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유의미한 통합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특히 체험을 통해 개념
을 습득하기 때문이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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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행해지고 있는 많은 음악 수업은

이다.

제재곡을 능숙하게 부르는 가창 학습이나 간단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 상황에 적용 가

한 악기로 연주하는 기악 기능 연습 위주로 진행

능한 통합적 음악 감상 수업에 대한 구체적 접근

되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행 7차 초등학교 교

것이 제한되고, 가창이나 기악 연주 기능이 부족

육과정을 고려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음악 감상

한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활동과 다른 표현 영역, 음악 감상 활동과 연관

감상 활동에 있어서도 단순히 음악을 듣고 느낌

성 있는 타 교과와의 통합적 접근 방안을 생각해

을 적기만 하는 단순하고 수동적인 방법으로 진

보고자 한다.

행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즉, 음악을 이해할 뿐
만 아니라 음악을 자신의 생활에서 풍요롭게 향
유할 수 있으려면 보다 다양한 형태로 음악의 활
용 장면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는 지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통합적인 접근 방법은 수동적인 감상 활동을

Ⅱ. 통합적 음악 감상 수업의 의의
1. 전인 발달에 기여

보다 활력 있는 표현 활동과 결합하여 진행함으

통합적 접근을 통한 음악 감상 수업은 다양한

로써 학생들의 여러 가지 감각을 자극하여 음악

음악적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가진 여러 가지

적 가치를 스스로 확립해 나가도록 돕는 접근 방

능력을 골고루 계발시켜 전인적 발달에 기여한

법이다. 또한 음악에 관심과 적성이 있는 학생은

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교육과정의 통합

물론, 언어나 사회, 체육, 미술 등 다른 교과에

이 지향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통합을 통하

더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욕구도 자극

여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즉, 감상 수업을 전

을 도모하여 전인적 인간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개함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학

다.2) 통합적 음악 감상 수업은 학습자의 전인적

생들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관심과 소질을 자극

발달이라는 교육과정 통합의 목적과 그 맥락을

하여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

함께 하며, 이는 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

을 것이다.

점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개정된 제7

초등학교

․

경우 현행 교육과정 편

차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성 운영 상황에 비추어 보면, 교육과정의 통합

기초적인 음악을 즐기고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

적 적용은 담임교사의 필요에 의해 부분적으로

는 것에 중점을 두며, 기초적인 음악 개념을 습

시행할 수 있다. 정해진 ‘통합교과’는 없지만 초

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

등학교는 대부분 담임교사가 전 교과를 함께 지

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기르

도하고 있고,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편

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3) 특히, 이해와 활동 영

성 운영의 자율권을 교사에게 주고 있기 때문

역의 통합적인 지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들

․

․

2)
3)

3-6학년의

․

이영만 외, 초등통합교육과정 (서울 : 학지사, 2006), p. 18.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육 과정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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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 개념을 습득

다른 과목과 통합을 돕는 과학적이며 심미적인

하고, 습득한 음악 개념을 다양한 음악 활동에

면을 가졌다7)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활용하게 함으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두 영역

도 음악 수업에서의 통합은 음악 뿐 아니라 다른

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예술 분야의 이해를 돕고 비음악적 개념이나 기

다

또, 음악의 영역 구분에 있어서도 변화된

술, 가치관 등도 길러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관점이 적용되었다. 종래에는 표현 이외의 별도

음악 이외의 교과에서 형성된 개념과 지식, 기술,

영역으로 분리하였던 감상을 가창, 기악, 창작과

가치관 등을 음악 활동에 통합시킴으로써 음악

함께 활동 영역에 포함시켜 가창, 기악, 창작, 감

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상 4개의 활동 영역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수업

3. 음악의 생활화 추구

.4)

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나타내고 있다.5)
따라서 통합적 음악 감상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
금 여러 영역이 유기적으로 병행된 활동을 수행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인 발달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학습 전이 효과 증대

통합적 음악 감상 수업은 학생들의 생활과 보
다 근접한 형태로 음악을 접하게 함으로써 수업
그 자체에서 나아가 음악을 생활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감상 교육
나아가 음악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음악을 이
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풍요로운 삶의 영위라

통합적 음악 감상 수업은 다른 활동 영역 및

고 볼 때, 학생들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다른 과목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학생들의 학

서 음악을 이해하고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

습 흥미를 유도하여 학습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다.8)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쉽게 접하는 음악은

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감상곡의 주제 부분을

음악 단독으로만 존재하기보다는 무대 예술과

악기로 연주해 본다든지, 허밍으로 불러 본다든

영상 예술 등 모든 예술 분야가 총 동원되는 통

지, 신체로 음악에 반응하는 등 다른 활동과 병

합적인 형태로 학생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행되어야 더욱 효과적인 감상 수업이 될 수 있

따라서 수업 장면에서도 통합된 형태로 음악을

다.6) 즉, 여러 영역 간의 통합적인 활동을 통하

경험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은 음악의 역사적 사

여 음악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음악을 내면화하여 생활

다. 음악을 들으면서 저절로 신체가 반응하여 움

에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직인다든가 머릿속에 멋진 장면이 떠오른다든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림이나 조형 작품으로 나타내고 싶다는 내적
욕구가 생기는 등의 반응은 인간 본래의 욕구이
며 자연스러운 감흥이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은
4)
5)
6)
7)
8)

Ⅴ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 )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pp. 53-54.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6 음악 교사용 지도서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7), p. 23.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6 음악 교사용 지도서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7), p. 23.
길애경 외, 초등음악지도법 (서울 : 수문당, 1997), p. 169.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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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합적 접근을 통한 음악
감상 수업의 설계

없어 하는 것 등을 교사가 바르게 이해하고 음악
감상 학습을 수용할 음악적인 기초 지식과 기능
의 수준 및 음악 감상에 대한 흥미는 물론 통합
적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인성과 학습 태도, 음

일반적인 음악 감상 수업 설계 과정에 교육과

악 이외의 교과 학습 능력 및 교우 관계, 학급 내

정 통합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적 음악 감

소집단 학습 조직 등 다각적인 자료를 참고로 하

상 수업 설계 과정을 정리하여 보았다.

여 수업 계획의 시작점을 파악한다.

2. 수업 목표 설정

학생 실태 파악

⇩

수업 계획의 시작점을 파악한 후에는 수업 목

수업 목표 설정

⇩

표를 설정한다. 먼저 교육과정 상의 목표를 기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하여야 할 음악적 개념을 정한다. 수업에서 개념

으로 하여 감상 제재곡을 통하여 학생들이 습득

⇩

통합 요소 추출

⇩

을 너무 많이 다루고자 하면 산만한 수업이 되기
결과 환류

쉽다. 대략

2-3가지의

개념으로 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9) 이렇게 정한 음악적 요소에 대한 목
표, 음악 기능적 목표는 물론 통합적 활동을 통

통합적 음악 감상 교수-학습 모형 구안

⇩

한 심미적 경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의적
목표도 아울러 설정하여 제시한다.

교수-학습 지도 계획 수립(지도안 작성)

⇩

수업 목표는 수업의 결과로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거이며 흔히 행동목표로

수업 전개

⇩

진술된다. 행동목표는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

평가

하여금 다음 수업의 목표를 정하는 중요한 근거

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교사로

<그림 1> 통합적 음악 감상 수업 설계 과정

를 제공한다.

3.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1. 학생 실태 파악
통합적 음악 감상 수업을 설계할 때 교사는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해당 학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의 출발점 상황을 점검하고

년의 감상 관련 학습 내용을 파악하고 음악 교과

욕구를 파악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

서에 제시된 악곡과 관련 음악 요소 및 음악적

는지, 학생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잘하는 것

내용들을 분석한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감

과 잘하지 못하는 것, 흥미 있어 하는 것과 흥미

상 관련 단원은 대부분 제재곡 중심으로 제시되

9)

석문주 외,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

교육과학사,

2006), pp. 195-198.

초등 음악 감상 수업에서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75

어 있다. 따라서 제시된 감상 제재곡을 통하여

있도록 하며, 교실 현장에서 사용하기 용이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음악적 내용을 중점 지도 할 것

통합 학습이 가능하도록, 또한 수업과 평가가 함

인지를 분석하여 수업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께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춘다.

통합적 음악 감상 수업을 위해서 관련된 감상 이

․

본 연구에서는 장기범 이동남(2001)의 ‘통합

외의 영역 및 음악 외 타 교과의 교육과정 및 교

감상수업모형

과서 내용도 함께 분석한다.

중심이 되어 교사의 역할과 통합 방법을 적용한

4. 통합 요소 추출
음악과 및 각 교과별로 초등학교 전 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 방
법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접근의 타당성과 가

11)’

에 근간을 두고, 학생 활동이

「통합적 음악 감상 교수 학습 모형」을 구안하
-

여 적용하였다.

6. 교수-학습 지도 계획 수립(지도안 작성)
다음으로 구안된

」

「통합적 음악 감상 교수 학
-

능성을 검토한다. 통합적 접근의 타당성과 가능

습 모형 에 따라 교수-학습 지도 계획(지도안)

성을 검토한 후에는, 음악 감상 학습의 효과를

을 수립한다. 통합의 아이디어를 적절히 활용하

높이기 위해 개념의 이해 및 가창, 기악, 창작 등

되 수업이 산만해 지지 않도록 통합적인 접근 방

타 영역의 활동을 통합한다거나, 음악 학습을 하

법의 내용과 활동 분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학습

면서 타 교과에서 습득한 기능을 활용하며 음악

자의 관점에서 학습자들의 활동 내용 및 교수-학

학습 내용을 다른 교과의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습의 흐름을 구체화시킨 교수-학습 지도 계획(지

함께 조화시킬 수 있는 통합 요소를 적절하게 추

도안)을 작성한다.

출해 낸다. 이러한 통합에 대한 아이디어는 즉흥

7. 수업 전개 및 평가

적인 적용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바라보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도하여야 한다.

작성된 교수-학습 지도 계획을 실제 수업에

5. 통합적 음악 감상 교수-학습 모형 구안

투입한다.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변인에

수업 모형이란 복잡한 수업 현상이나 수업 사

해 기를 수 있다. 교사는 사전에 지도 계획을 완

태를 그 특징적 사태를 중심으로 단순화시킨 형

전히 숙지하고 각종 교수 자료를 효과적으로 투

태 즉 실제 수업 현상을 구성하는 변인 또는 요

입, 철거하며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을 진행하는

소들 간의 관계를 단순화시켜 수업 사태의 일반

과정에서 학생들의 활동 모습, 반응, 목표에 대

을 이해시키는 것10)이라 하였다. 초등학교에서

한 도달도 등을 관찰하거나 간단한 체크리스트

의 통합 음악 감상 수업 모형을 구안하기 위해서

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feed

는 먼저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생

한다.

대한 대처 능력은 철저한 수업 준비와 경험을 통

들의 다감각적(multi-sensor)인 수업을 강조할 수
10)
11)

한국교육심리학회 편 (2000), 교육심리학 용어 사전
이동남 외, 초등학교 음악과 감상수업 모형 개발 연구, 한국초등교육 (서울교대,

2001) p. 165.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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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합적 접근을 통한 음악
감상 수업 방안

육개발원의 ‘통합감상수업모형’을 바탕으로 하
며, 학생 활동이 중심이 되어 교사의 역할과 통

」

모형 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1.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본 교수-학습 모형에서는 활동의 흐름을 ‘미적

가. 교육과정 음악 감상 내용 분석
나. 교과서 음악 감상 제재곡 분석(통합 요소
추출)

감지-미적 활동-가치화’의 3단계로 적용한다.
‘미적

감지’ 단계에서는 교사의 동기 유발과

학습자들의 목표 인지 및 학습 방법에 대한 탐색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수-학습 활동 과정에서
목표와 제재에 따라 적합한 통합적 방법이 어떤

2. 통합적 음악 감상 교수-학습 모형 구안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함께 제시된다.
‘미적

지도 방안에 적용할 기본적인 흐름을 한국교

내용

「

합 방법을 적용한 통합적 음악 감상 교수-학습

활동’ 단계는 본격적으로 감상곡의 음악

<표 1> 7차 교육과정 3～6학년 감상 내용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악곡의 특징을 구 악곡의 특징을 구별하며 듣기
별하며 듣기
간단한 악곡의 음악 형식을 구별하며 듣기

악곡의 구성 요소와 특징 이해하며 듣기
다양한 악곡의 음악 형식 구별하며 듣기

악곡에 어울리는
악곡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신체 표현하기

악곡의 특징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음색 구별하기

타악기, 관악기 소리 현악기 소리와 개인 목관, 금관 악기 소 건반 악기와 음역에
와 남녀의 목소리를 과 그룹의 목소리를 리와 음역에 따른 목 따른 목소리 구별하
구별하며 듣기
구별하며 듣기
소리 구별하며 듣기 며 듣기

독창, 제창, 합창, 타
합창, 관악 합주 등
악곡의 연주 형태 악 합주 등의 여러
의 여러 연주 형태의
구별하며 듣기
연주 형태의 악곡 듣
악곡 듣기
기
성악곡
과 기악
곡 듣기

성악곡

동요, 전래 동요,
민요

동요, 전래 동요,
민요

동요, 민요, 합창곡

오페라, 판소리

기악곡

춤곡

사물놀이, 행진곡

대취타, 관현악곡

취타, 교향곡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듣기
음악과 생활
음악 듣고 느낌
말하기
감상 태도

중창, 독주, 병주, 현
중주, 관현악 등 여
악 합주 등 여러 연
러 연주 형태의 악곡
주 형태의 악곡 구별
구별하며 듣기
하며 듣기

․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듣기

생활에서의 음악의 활용 알기
(놀이와 음악)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 이해하기
(의식과 음악)

음악 듣고 느낌 말하기

음악을 듣고 토의하기

바른 감상 태도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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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합 유형에 따른 음악 감상 통합 요소 추출
감상 제재곡

통합 요소

가창
활동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작은 밤의 음악’
(4학년)

주선율을 노래 부르며 감상하기

기악
활동

비제의 <아를의 여인> 제1모음곡 중 ‘종’
(4학년)

실로폰으로 오스티나토 반주하며 감상하기

창작
활동

하이든의 <놀람교향곡>

변주곡 감상하고, 변주곡 창작하기

(6학년)

이야기 듣기. 이야기 속 인물의 대사 말하기.
판소리의 형식 이해하기

국어과

<흥보가>

중 ‘박타령’(3학년)

국어과

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

국어과

비발디의 <사계> 중 ‘봄’

국어과
사회과

제주도 향토 민요(5학년)

여러 지방의 지리, 의식주, 방언 비교하기. 여
러 지방의 민요 특징 비교 감상하기

사회과

<수제천> (6학년)

조선 초기 사회 문화 조사하기

사회과

여러 나라의 음악

체육과

바흐의 <미뉴에트>(3학년)

체육과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 ‘아라 음악의 빠르기에 따라 신체표현하기, 발레
비아 춤과 갈대피리 춤’ (3학년)
감상하기

미술과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미술과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중 ‘사무엘
음악을 듣고 인물화 그리기
골덴베르크와 슈뮈일레’ (4학년)

미술과

드뷔시의 <바다>

(4학년)

(6학년)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음악 동화 듣기
봄을 노래한 시를 낭송하고, 시와 음악과의
관계 이해하기

․

중국, 가나, 러시아, 푸에르토리코 등 각 나라
의 자연 환경 등 문화적 특징 파악하기

(6학년)

3박자의

(3학년)

(5학년)

적 내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가창, 기악, 창작
등 관련 영역 및 관련 타 교과와의 통합적 활동

춤곡에 맞추어 신체표현하기

동물 그림 그리기, 신체표현하기, 주제 가락
따라 부르기

인상파 음악과 인상파 미술 비교

단계이다.
‘가치화’

단계는 음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즉, 학습할 감상곡의 특

더불어 미적 가치 정립을 통해 음악 활동에 대한

성을 인지하고 발견하며, 감상곡의 주요 음악 개

긍정적인 태도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념 및 관련 지식을 인지하고, 악곡의 전체 구조

형성된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심화된 감상

및 음악 개념을 정리하며, 통합 활동을 전개하는

활동을 연계하거나 감상 활동이 주는 만족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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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흐름

통합적 교수-학습 활동

통합 요소

평가 요소

동기 유발 감상곡의 전체적인 인상 갖기(※)
경험에서 동기 유발
학습 문제 인식 학습 문제 확인하기(※)

미적 활동

통합적 감상 활동(※)
통합적 활동 분석적
분석적 감상 악곡의 감상
종합적 감상 종합적 이해주요 특징 파악

가치화

감상 활동 정리(※)
통합감상정리 통합
정서적
내면화 감상의 만족(※)
의의(※)

수업자의 수업
및 학습
통합 영역 및 내용
자의
반응,
교과 등 통합 표 도달도 목등
요소를 나타 각 단계의 평
냄
가 요소를 표
시함

<그림 2> 통합적 음악 감상 교수-학습 모형
악의 역할 및 활용에 대한 토의․토론 활동 등
련된 그림을 보여 주거나

,

음악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내용에 근거하여 통합적 음악 감상
교수-학습 모형의 골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동화를 들려주거나,

신체 표현 놀이나 간단한 게임 등을 하게 함으로
감상곡에 대한 학생들의 통합적인 흥미를 유도
하는 활동을 시도하게 된다.

위 모형에서는 통합적 교수-학습 활동 을

「학습 문제 확인하기」에서는 영역 통합 교

여타의 교수-학습 활동과 차별화하여 나타내고

과 통합 등으로 재구성된 학습 문제를 제시한다.

자 하였는데, 이는 감상 제재곡의 특성 및 수업

학생들이 끝까지 학습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목표에 따라 ‘미적 감지’, ‘미적 활동’, ‘가치화’

스스로 도달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스

의 모든 단계에서 통합적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

스로 학습 문제를 파악하게 하려면 교사의 적절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 특히 통합적인 접근 방

한 발문과 안내가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

식에 따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각 단계에 대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상곡의 전체적인 인상 갖기」에서는 학생

,

「통합적 감상 활동」과 「분석적 감상」은

악곡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는 과정인데 감상곡
에 따라 그 순서를 바꾸어 전개할 수도 있다. 여

들이 음악적인 개념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이전

기서는 추출한 통합 요소를 통합 활동으로 전개

에 동화나 그림 등의 시청각 자료를 동반하여 음

함에 있어 다양한 학습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악을 접하게 함으로써 통합적인 흥미와 관심이

통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며, 악곡의 각 부분을

도출되도록 할 수 있다. 감상곡의 종류에 따라

음악적인 특징을 파악하며 분석하여 감상하는

이 단계에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

활동이 이루어진다.

초등 음악 감상 수업에서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통합 감상 활동 정리」과정에서는 이전의
통합 활동을 정리하여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정리하게 된다.
통합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자칫

◇ 통합적 접근
관련 영역
통합적 접근

주제 가락을 노래하며 익히기
‘

~’로

부르거나 가

사를 붙여 부르는 가창 활동을
통합한 감상 활동으로 악곡에 대

않도록 처음에 인지한 학습 목표와 견주어 감상

「정서적 만족」과「감상의 의의」는 통합적

가창 활동

․ 주제 가락을 라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흥미 유발에만 치우치지
활동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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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감상 수업이 결국은 음악을 생활에서 향유

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한다.

․ 감상 활동과 가창 활동을 통합함
으로써 능동적인 감상에 대한 태
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할 수 있는 음악 능력을 기르는 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되는 과정이다. 본 수업을 통하
여 다양한 통합적 활동을 시도하는 이유도 곧 감
상한 음악과 학생 자신의 생활을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 감상한 악곡에 대한 정서적인 만족감
을 느끼고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
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통합적 음악 감상 교수-학습 지도 계획
가. 영역 통합 음악 감상 교수-학습 지도 계획
(예시 1)
모차르트(W. A. Mozart)의
가창 활동과의 통합 세레나데 <작은 밤의 음악>
(4학년)

◇ 중점 음악 요소
․현악기의 음색 연주 악기와 연주 형태
,

◇ 학습 목표
․연주 악기들의 특징을 비교하고 연주 형태
를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다.

12)

◇ 교수 학습 전개
【미적 감지】
《동기 유발》
․작곡자 모차르트에 관한 알아맞히기 게임
-

:

모차르트의 생애, 작품 등에 관하여 미리

조사학습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학생들 상호
간에 퀴즈를 내고 맞혀 본다.

․작곡자 모차르트에 관한 일화 소개
《학습 문제 파악》

12)

“악기의

음색과 연주 형태에 유의하며 모차

르트의 세레나데 <작은 밤의 음악>을 감상하여
본다.”

【미적 활동】
《분석적 감상》
․모차르트의 작은 밤의 음악
<

>

제1악장을 감

상하기

13)

․연주 악기 탐색하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

,

,

,

더블베이스)

․연주 형태 탐색하기 현악 합주
(

)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4 음악 교사용 지도서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7), p. 161. 수록 자료를 활용하였음.
태원엔터테인먼트, 2006) DVD를 자료로 활용하였음.

13) W. A. Mozart, Famous String Quartets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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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역 통합 음악 감상 교수-학습 지도안 (예시 2)
창작 활동과의 통합

단계 학습의 흐름
미적
감지

동기 유발

하이든(F.

교향곡>

(6학년)

통합
요소

통합적 교수-학습 활동

․제재곡을 사전 지식 없이 감상하기
․곡의 전체적인 인상과 느낌을 말과 표정으로 표현하기
․ 놀람교향곡 의 일화 듣기
음악을 듣고 변주곡 형식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변주곡의 형식에 대한 이해
<

학습 문제 인식
분석적 감상

J. Haydn)의 <놀람

“

국어과적
요소
(느낌의
표현)

>

,

-부분적으로

.”

평가요소

․관심을 갖고 느낌을
표현하는가?
․학습 문제를 잘 인지
하고 있는가?

다른 5장의 인물 그림을 비교하여 달라진 점 찾기 활

동하기

․변주곡

형식을 이

해하는가?
-음악에서도

처음 가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 감지하기
주제 부분 감상

․

․주의 깊게 감상곡
을 듣는가
․감상학습지에 각
?

부분별로 주제 변화
요소를 파악하여 표
시하는가?
변주곡의 특징을
파악하여 인지하는
가?

-교과서에

제시된 주제 가락을 계이름으로 불러 보기
-손으로 음높이를 표시하며 주제 부분을 감상하기
제1 4변주 부분 감상
-주제를 변화시킨 방법을 생각하며 감상하기
코다 부분 감상
-곡의 꼬리와 같은 부분. 주제가 잠시 나왔다 사라짐

․

․ ～
․

미적
활동
통합적 활동

․본 감상곡의 주제 가락과 비슷하면서 더 간단한

(4마디)

새로운 주

제 가락 제시하기

고 적용시켜 자연스
러운 변주곡 창작을
하는가?

․새로운 주제 가락을 가락악기 멜로디언 로 연주하기
․가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기
(

)

리듬, 박자, 가락, 조성 등 변화 요소를 적용시킨 한 마디 예시
자료를 제시한다.
4마디 오선에 선택한 변화 요소를 활용하여 개인 혹은 모둠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가락악기(리코더나 멜로디언)으로 연주 연습을
한다.
변주곡을 창작하며 느낀점과 새롭게 알게 된 점에 대해 발표한다.
-

․
종합적 감상

영역
통합
(창작활동) ․변화 요소를 선택하

․
․각 변주에서 변화된 음악적 요소를 생각하며 곡 전체를 감상한다

.

․창작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가?

초등 음악 감상 수업에서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통합감상활동정
리
가치
정서적 만족
화
감상의 의의

․변주곡 형식에 대해 정리한다
․작곡자의 입장에서 활동을 하고 난 소감을 발표하며 앞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변주곡을 통하여 본 생활 속의 적용 아이디어를 찾아본다 변화
의 美 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

.

․변주곡 형식을 이해
하는가
․작곡가 활동의 의미

.(‘

’

)

《통합적 활동》
․ 주제 가락을 듣고 ‘라～’로 따라 부르기
․ 주제 가락 가사 창작하여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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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이해하고 음악에
대한 애호감을 갖는
가?

․판소리의 특징 판소리의 구성 요소
,

◇ 학습 목표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한 판소리를 감상하
고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 통합적 접근
<악보 1> 주제 가락 가사 창작
《종합적 감상》
․주제 가락 기억하며 감상하기

:

제1주제와

음악(3-2)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령’
관련 교과
국어(3-2) <넷째마당> 인물과 하나 되
및 단원
어
통합적
접근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의
인물이 되어 말하기

제2주제의 느낌을 비교하며 감상하기

․ 판소리

한다.

․

․현악 합주 형태를 생각하며 곡 전체를 감상
【가치화】
․ 자신이 지은 가사로 주제 가락을 부르면서
감상하기

통합 의도

․ 가사를 지어 주제 가락을 부르면서 감상

․

활동을 하고 난 소감을 발표하며 감상곡과
친숙해진 자신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다. 교과 통합 음악 감상 교수-학습 지도 계획
(예시 3)
국어과 관련 단원과의 통합

◇ 중점 지도 내용

판소리

(3학년)

<흥보가>와 관련한 음악과
및 국어과 관련 단원과의 통합 활동
을 구안하였다.
이야기의 내용을 구연동화나 애니메
이션 자료로 듣고, 인물의 성격을 파
악하며 주요 인물이 되어 간단한 역
할극을 꾸며 보는 국어과 활동을 통
합하여 접근함으로써 음악극 ‘판소
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다른 전래 동화를 판소리로 바꾸어
표현해 보는 활동을 통하여 판소리
의 특징에 대해 내면화하며 나아가
판소리의 멋을 체험적으로 느끼도
록 하는 것이 이 통합 활동의 핵심
이다.

◇ 교수 학습 전개
【미적 감지】
《동기 유발》
․이야기를 음악이 있는 극으로 만든 것을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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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발표한다. (뮤지컬, 오페라, 마당놀이, 판
소리, 창극 등)

․ 흥부와 놀부 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
‘

’

을 이야기 한다.

며 판소리를 감상하여 본다.”

이야기를 들려준다. -동화 구

니메이션 자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대목 에 대해서 이야
(

)

기를 나눈다.

․주요 인물이 되어 간단한 역할극을 꾸며 본
다.
49쪽에

제시된 가사를 읽어 본다.

모둠 토의를 통하여 장면, 등장인물, 대사
등을 간단하게 꾸며 발표하도록 한다.

판소리의 독특한 점, 구성 요소 파악하기
<흥보가>의

한 대목을 함께 따라 불

․다른 이야기 예 전래 동화의 한 부분 를 판
(

,

)

소리처럼 바꾸어 읽어본다.

【가치화】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스스
로 설명한다.

․판소리를 감상하고 난 느낌을 발표한다
․판소리의 자랑스러운 점을 발견한다
.

라. 교과 통합 음악 감상 교수-학습 지도 계획
(예시 4)

사회과 관련 단원과의 통합 음악과 의식

(6학년)

◇ 중점 지도 내용
․종묘제례악의 특징 음악과 의식과의 관계
,

대사를 표현하여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한다.

악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놀부’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한

<판소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소개

◇ 통합적 접근

한다.

15)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 학습 목표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을 감상하고 의식과 음

역할극 꾸미기 활동을 통하여 등장인물의

- ‘흥부와

14)

<흥보가>의

.

시르렁 실근, 톱질이로구나. 에이 여루 당기어 주
소.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너라.
평생에 밥이 포한이로구나. 에이 여루 당기어
주소. 시르르르르르르르르

-

․판소리

러본다.

14)

-

전체적인 느낌, 곡의 특징, 나오는 인물 등

․판소리

’

교과서

대목’을 들어

판소리의 특징을 알아본다.15)

연(교사의 시연이나 소리 파일 활용)이나 애

-

‘박타는

본다.

:

【미적 활동】
《통합적 활동》
․ 흥부와 놀부

>

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음악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하

‘

<

:

《학습 문제 파악》
“이야기를

《종합적 감상》
․판소리 흥보가 의

중앙교수학습센터(http://www.edunet4u.net)의 수업 자료를 활용하였음.
중앙교수학습센터(http://www.edunet4u.net)의 수업 자료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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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음악(6-2) 음악과 의식(종묘제례악)
교과 및 사회(6-1) 1. 우리 만족과 국가의 성립
단원 (3) 유교를 정치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
‘종묘

제례’와 ‘종묘제례악’ 조사, 발표,
통합적
감상 활동을 통해 조선의 유교적 문화에
접근
대해 이해한다.
음악과 사회는 모두 인간의 삶에 있어서
형성된 문화를 관심으로 하는 교과이다.
이러한 두 교과의 통합은 단일 수업을 중
심으로 시도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
으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적용한다면,
통합 역사 및 사회 학습을 통하여 갖게 되는
의도 학습 효과를 음악에 대한 이해로 발전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본 활동은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에
대해 사회과 조사 학습 및 관련 자료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의식 음악에 대해 이해
를 돕도록 구안된 통합 활동이다.

◇ 교수 학습 전개
【미적 감지】
《동기 유발》
․종묘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연주 장면 사
-

,

진을

ppt로

구성하여 보여주며 활동 주제에

관해 관심을 갖도록 한다.

《학습 문제 파악》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을 감상하고 의식과 음

악의 관계를 알아본다.”

【미적 활동】

《분석적 감상》
․의식에 사용된 다양한 음악의 예를 들려 주
고 그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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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결혼행진곡, 졸업식노래, 생일축하노
래, 군대행진곡 등에 관한 사진과 소리 파
일 활용16)

․의식 속에서 음악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
각하여 보게 한다.
-

그 의식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깊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

《통합적 활동》
․직접 가 보거나 자료를 통하여 본 조선시대
문화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모둠별로 의논하여 종묘

,

종묘제례, 종묘제

례악에 관한 전문가 학습을 한다.
-

조선의 문화재 ‘종묘’, 종묘 제례에 대하여,
종묘 제례악에 대하여 조사한다.

-

자료 수집, 조사 및 발표 활동에 대한 방법
적인 지도도 함께 병행한다.

-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모둠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한다.

․종묘제례악을

부분으로 나누어 감상하며,

각 부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음악
의 분위기를 감지한다.17)

《종합적 감상》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에 대하여 알게 된
점을 정리하여 이야기한다.

․종묘제례에 있어서 제례악이 갖는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가치화】
․ 생활 속에 쓰이는 다양한 음악과 그 역할

,

의식과 음악의 관계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

중앙교수학습센터(http://www.edunet4u.net)의 수업 자료를 활용하였음.
국립국악원이 제작한 “종묘제례악” DVD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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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과 통합 음악 감상 교수-학습 지도안 (예시 5)그림 3
미술과적 요소를 활용한 통합
통합 주제
통합 방법
관련 제재
학습 목표
교수-학습 자료

(5학년)

인상파 음악과 미술
미술과적 요소를 활용한 통합
[ 5학년 2학기 ]
음악 : 드뷔시(A. C. Debussy)의 <바다> 중 제2곡 ‘물결의 희롱’
미술 : 12.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
인상파 음악을 듣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인상파 미술 참고 그림 자료
사전 조사 자료(인상파에 대하여, 작곡가 드뷔시에 대하여)
감상곡 소리 파일(멀티미디어 소리 요소 자료)

․

단계 학습의 흐름
동기 유발

통합
요소

통합적 교수-학습 활동

․인상파 미술 작품을 설명 없이 슬라이드로 제시한다

.

․그림을 보며 동시에 배경 음악으로 드뷔시의 바다 중 제 곡
물결의 희롱 을 감상하도록 한다
․감상한 그림과 음악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말로 표현하게 하며

미적
감지

<

‘

학습 문제 인식

분석적 감상

통합적 활동
미적
활동

’

통합감상활동정리
정서적 만족
감상의 의의

>

2

.

미술과적
요소
(미술 감상 및
느낌 표현)

평가요소

․보여주는 미술

작
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느낌을 표현
하는가?
들은 곡에 대해 관
심을 갖고 느낌을
표현하는가?

․

학습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인상파 음악을 감상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 자신의 느낌을 그
림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사전 과제 학습을 통하여 알아 본 ‘인상파 음악’ 및 작곡가 ‘드뷔
시’에 대한 조사 자료를 서로 발표하며, 인상파의 개념과 특징
및 작곡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드뷔시의 <바다> 중 제2곡 ‘물결의 희롱’을 주의 깊게 감상하며
인상파 음악의 특징을 발견한다.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단락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불안정한 화음이 자주 들린다. 등

․학습 문제를 잘 인

․

․
․

․앞부분에서 본 인상파 그림들을 다시 하나씩 감상하며 작가와 작

․인상파 미술에

․

품명, 작품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 회화 운동
-모네(Claude Monet), 르느와르 등
-윤곽선을 배제, 자연의 빛을 표현함, 색채분할기법 사용
미술과적
인상파 그림들을 감상하고 난 느낌을 인상파 음악과 비교하여 생
요소
각해 보게 한다.
(미술 감상 및
-정형화된 표현의 틀을 벗어남
느낌 표현)
-자유스러운 느낌의 표현
감상곡 드뷔시의 <바다>를 듣고 떠오르는 장면이나 느낌을 그림
으로 그려본다.
-인상파적 표현 기법을 생각하여 적용하여 본다.
음악을 감상하며 그린 그림을 전시한다.
미술과적
전시된 그림을 감상하며 드뷔시의 <바다> 중 제2곡 ‘물결의 희
요소
롱’을 다시 전곡 감상한다.
(회화 표현)
-인상파 음악과 미술에 대한 특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며 감상한다.
인상파 음악과 미술의 특징에 대해 정리한다.
인상파 음악 감상 및 미술 표현 활동을 하고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자기 평가한다.
음악과 미술의 관련성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예를 찾아 제시
하여 본다.

․

종합적 감상

가치
화

인상파 음악과 미술

지하고 있는가?

․사전 조사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였
는가?
감상곡을 주의 깊
게 듣는가?
인상파 음악의 특
징을 파악하여 말
로 나타내는가?
관
심을 갖고 그 특징
을 이해하는가?

․인상파 음악과

미
술의 특징을 비교
하여 이해하는가?
인상파적 표현의
특징을 생각하여
창의적으로 회화
표현하는가?
표현 및 감상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가?

․

․

․
․

․

․
․
․

․특징을 바르게 이
해하여 말하는가
․생활에 적용할 예를
?

찾을 수 있는가?

초등 음악 감상 수업에서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하게 된 바를 발표한다.

․ 한 가지 의식을 정하고 이를 위한 음악을
찾아 감상하여 보는 과제를 해결하여 생활
에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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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즐거운 수
업이 되게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통합적 음악 감상 지도를 위하여

교사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 단위 수업을 설계하
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통합 음

Ⅴ. 요약 및 제언
1. 요약

악 감상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통합적 음악 감상 지도를 위하여 교사는 학생 실
태를 파악하여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여 통합 요소를 추출하고, 적
절한 통합 방법을 모색하여 이를 적용할 통합 음

초등 음악 감상 수업에서의 통합적 접근에 관

악 감상 수업 모형을 구안하며, 구체적인 지도

한 방안을 모색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

계획을 수립한 후 수업을 전개하며 일련의 과정

음과 같다.

을 통하여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수업 설

1장에서는

초등 음악 감상 수업에서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계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4장에서는

구안된 통합 음악 감상 교수-학습

및 방법, 연구의 제한점 등을 살펴보았는데, 수

모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교육과정 통합 원리

동적인 감상 활동을 보다 활력 있는 표현 활동과

를 적용한 단위 수업의 지도안들을 제시하였다.

결합하여 진행하거나, 타 교과와의 통합을 통하

음악과 내 영역 간의 활동 통합 즉, 감상-가창,

여 학습 욕구를 자극하고 학습의 전이 효과를 기

감상-기악, 감상-창작 통합과 음악과 타 교과 간

대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의 통합 즉, 음악 감상 활동-국어과, 음악 감상

있었다.

활동-사회과, 음악 감상 활동-체육과, 음악 감상

2장에서는

초등학교 음악 교육의 궁극적인 목

활동-미술과의 통합 활동에 대한 지도 계획을 제

적 및 교육과정 통합의 필요성과 방법을 조명해

시하였다.

보고, 이를 통하여 통합 음악 감상 지도가 초등

2. 제언

학교 음악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밝혀 보았다.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은 초등학
교 전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 교사의 이해를 기반
으로 한다. 교사가 통합의 방법 및 수준을 적절
히 선정하고, 음악 감상 수업에 이를 적용하는
영역 간 및 교과 간의 통합을 통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을 골고루 발달시키고 음악을 생활
에 활용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또한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수동적인 감상 수업을 다
양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보다 활동적으로 변모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음악 감
상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도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접근에 대한 관심과 시도
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접근의 음악 감상
수업 지도 방안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보고 효과를 검증하
거나 현실적인 보완점 등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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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가 있다.

용 체계 연구

둘째, 분과된 교과 내에서의 각 영역에 대한
수행평가의 기준 및 도구는 현재 많이 개발되어
교사들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으나, 통합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도
구는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jungin1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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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egrated Approach in Elementary School Music
Appreciation

Kim, Jung-in
The purpose of the 'Integrated Approach' system is to devise and apply different approaches into the
appreciations of music teaching methods in elementary schools.
The method of 'Integrated Approach' has been experimented thoroughly through the observations of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diverse stages and types of the music appreciation lessons, followed by the
methods of teaching and opinions of the teachers were closely observed and considered. Then, further research
and studies related to the course integrated theory based on music appreciation were undertaken.
Based on other related theories, the most general method of the 'Integrated Approach' is in identifying the
disposition of the students, and then providing an adequate method of teaching through the introduction of
different texts and activities in relevance to the topics.
The results of the 'Integrated Approach'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1) To propose and devise
an 'Integrated Approach' teaching project method in the music appreciationlessons.: (2) To analysis the

～

appreciationtopic and content of the 7th curriculumin the 3

6 grade music textbooks.: (3) Using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provide various programs with the playing instruments, singing and creative writing
lessons, so that the different musical activities may focus on the integrated method of teaching.: (4) On the
basis of the 'Integrated Approach' provide separate programs (other than the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 allowing students to explore and analyze through the integrated method of teaching music. In
relevance to this research, further guidance plans have also been proposed in the Korean Language, Social
Studies, Arts and Physical Education classes.
Among other various methods of teaching, the 'Integrated Approach' program allows students induce their
attentions and interests in music, as well as in developing their capabilities in learning.
However, complications such as, the capabilities of the teachers and the conditions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may arise when applying 'Integrated Approach' method. Therefore, a few prerequisite are needed
to be acknowledged in order to materialize the 'Integrated Approach' method of teaching in elementary
schools.: (1) Develope an energetic music appreciation lesson, in contrast to the lessons that are mainly
focused on listening only. The teachers would also need to improve their social perspective, understanding of

초등 음악 감상 수업에서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music

and

the

educational

meaning

of

appreciation

activities.:

(2)

Teachers

need

to

improve

89

their

professionalism in teaching in order to coordinate the whole reorganized curriculum with proficiency. Supports
in time and budget should also be provided from the Office of Education to help teachers in improving their
abilities in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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