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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현상을 활용한 초등학교 기초과정 단소 지도 연구

1)

이상규
단소는 제5차 교육과정부터 교육용 악기로 초등학교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통음악을
사랑하고 계승하려는 시대적 요청과 맞물려 그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단소 교육을 위해 교사들은 기

․

초과정 지도에서 교수 학습 시간과 노력의 대부분을 단소 소리내기 활동에 대부분 집중하지만, 단소 소리를 내지 못하는 많
은 학생들로 인해 운지법과 자세 등의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행 초등학교 단소 지도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단소의 소리를 내지 않고도 단소의 자세와 운지법을 지도할
수 있는 기초과정의 단소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단소 지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개관하고, 그를 바탕으로 기초과정 단소 지도의 문제점으로 학생들의 낮은
참여도, 경직된 자세, 부족한 운지법과 독보 지도 등의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과
정의 단소 지도 방안으로 연구자는 단소 취구 부분을 귀에 대고 운지 연습을 하는 이른바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법'

․

을 제시하고, 그를 실제 교수 학습 과정안에 적용하여 구체화 시켰다. 소리를 내지 않고 단소 운지를 연습할 수 있는 이 지

․

도법은 학생들에게 단소 연주에 대한 동기부여, 올바른 자세와 운지법 연습 등을 제공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교수 학습의 참
여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파악하였다.
*

검색어: 단소, 단소지도법, 공명현상, 단소운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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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단소는 음색이 맑고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악기로, 휴대하기 간편하고 튼튼하며
값도 저렴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용 국악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조선 중기 이후에 퉁소의
변형으로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단소(이상규

2000, 547)는

제5차 교육과정부터 교육용 악기로 초등

학교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통음악을 사랑하고 계승하려는 시
대적 요청과 맞물려 단소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

이 논문은 2007년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용인에서 개최되었던 한국음악교육학회 38회 여름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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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교육과정2)에 의하면 단소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에서 각각 4차시의 교수 학습이 이루
어진다. 즉 5학년에서는 단소의 기본적인 운지법과 소리 내는 법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6학년에서
는 이를 바탕으로 국악동요와 간단한 민요 제재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의 이러한 단소 지도는 중학교의 심화된 단소 교육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단소는 쉽게 소리를 내기 힘든 악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는 기초과정

․

지도에서 교수 학습 시간과 노력의 대부분을 소리내기 활동에 집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차시 정도의 시간으로는 학생들이 단소 소리를 제대로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

․

수 학습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3) 교사가 단소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

실제 악곡 연습을 강제하기에는 교수 학습의 효과 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4) 그런 점

․

에서 단소 기초과정에서의 교수 학습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악기가 그러하듯이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의 특성상 올바른 자세와 호흡, 운지법 등
은 관악기 지도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특히 음악교육의 기초를 담당하는 초등 기악교육에서는 기
본기의 지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도 정작 악기 소리를 내지 못하
면 학습활동을 전혀 진행시킬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현행 기초과정의 단소 지

․

도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적이나 활동과 거리가 먼 파행적 교수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소 소리를 내는 일부 학생들과 전혀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교
사는 단소 지도의 방향을 잡기가 더욱 어렵다. 소리를 내는 학생들은 단소 연주에 흥미를 보이는 반

․

면,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흥미를 잃고 집중하지 않아 실질적인 교수 학습을 진행하기가 어
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단소 소리 내기와 상관없이 단소의 자세와 운지법을 지도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초등학교의 단소 지도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그를 바
탕으로 단소 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과정의 단소 지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3)

4)

현재 초등학교에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두 가지 교육과정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그 중 2007
개정 교육과정은 2009학년도에 이미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되고 있으며, 2010학년도에는 3 4학년이, 2011학년
도에는 5, 6학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단소 지도가 포함된 5 6학년 과정은 2010학년도까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본고에서 사용하는 ‘현행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의미로 사용한다.
단소를 처음 접한 학생이 간혹 소리를 내곤 하는데, 모든 구멍을 개방한 상태에서의 소리만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그러나 아무리 간단한 곡이라 하더라도 단소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음의 소리내기가 필수적인데, 이런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회, 한 시간씩 수업을 하는 경우, 학생 중 70% 이상이 3음을 소리 낼 수 있는 기간은 대개 2주 내외가 소요되며,
모든 구멍을 막고 내는 최저음의 단계에 도달하는 기간은 4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개량단소가 개발되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 플라스틱 단소
취구부분에 특별한 도구를 결합한 이 개량단소는 전북대 김원선 교수와 강행복 정읍시립국악단 지휘자가 공동으로
2009년 개발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소의 섬세한 음색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과 고음부 소리가 불안정한 점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다.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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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초등학교 단소 지도의 현황
이 장에서는 초등학교 단소 지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개관하고, 그 중 기초과정 단소 지도의 문제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초등학교 단소 지도의 현황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단소는 5학년에서 4차시, 6학년에서 4차시 등 모두 8차시에 걸쳐 지
도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단소 지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초등학교
음악교과서

․

5

6

교육인적자원부

․

2002;

초등학교 음악지도서

․

․

5

6

교육인적자원부

2002)에

제시된

단소 관련 지도내용을 교수 학습의 목표, 교수 학습의 활동, 단소의 출현음, 평가관점 등의 항목
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
아래 <표

1>을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보면 현행 초등학교에서의 단소 지도는 5학년 과정에서 단소의 기본적인 내용을

지도하고, 그를 바탕으로 6학년 과정에서는 국악동요인 ‘개구리소리’와 민요 ‘도라지타령’을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즉 5학년 과정에서는 ‘소리내기, 자세, 운지법, 호흡, 정간보 이해’ 등 단소
의 기본내용을 한 달 정도의 간격으로 총 4차시에 걸쳐 지도하고 있으며, 6학년 과정에서는 2차시씩
두 번에 걸쳐 두 곡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소의 출현음은 단계별 지도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현재 초등학교 단소 지도에서 나타나는

潕에서 가장 낮은 仲까지이며 潕 淋 㳞 汰 潢 無 林 仲 등의 출현
음이 사용된다 이 중 潕와 淋은 총 차시 중 차시에만 나타나고 대부분 㳞 汰 潢 無 林 仲 의
출현음이 주로 쓰이고 있다 각 출현음은 소리내기의 난이도가 달라 차시에는 汰만 사용되고 차
시에는 汰 潢 無 차시에 汰 潢 無 林 仲의 음들 그리고 차시에 이르러 높은 음인 潕 淋 㳞
汰가 나타난다 이러한 潕 淋 㳞 汰 潢 無 林 仲의 음역은 학년 교육과정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출현음의 음역은 제일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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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단소 지도 내용
순서 학년 지도월 교수․학습의
목표
1

5

3

2

5

5

3

5

6

4

5

10

5

6

5

6

6

5

7

6

10

8

6

10

교수․학습의 활동

단소소개하기
단소의 주법과 바람내는 법 연습하기
운지를 알고 소 단소를 바르게 잡고 소리내기
리낼 수 있다
‘태’ 소리내기
연습곡 불기
‘태,황,무’ 소리의 단소불기
‘황,무’ 소리내기
운지를 알고 소 단소불기(‘태,황,무’)
리를 낼 수 있다 연습곡 불기
제재곡의 일부를 단소 소리내기
단소연주할 수 운지 익히기(‘태,황,무,임,중)
연습곡 연습하기
있다.
제재곡 연습하기(아침해)
단소로 국악동요
를 연주할 수 있 음계 연습하기(‘중,임,무,황,태’)
‘참새노래’ 단소로 연주하기
다.
같은 음을 반복 평취로 단소 소리내기
하는 주법을 익 같은 음 중복연주법 익히기
혀 단소로 연주 자신의 단소연주 평가하기
할 수 있다.
단소로 ‘비행기’ 연주하기
개구리 소리를 단소로 ‘개구리소리’ 연주하기
단소로 연주할 단소로 오스티나토 반주하기
수 있다.
단소연주에 관하여 토론하기
단소로 도라지타 ‘도라지타령’ 단소연주로 듣기
령의 앞부분을 단소 주법 확인하기
연주할 수 있다. 단소로 ‘도라지타령’ 앞부분 연
주하기
단소로 도라지타 도라지타령 연주하기
령을 연주할 수 도라지타령 전곡 연주하기
있다.
세마치장단에 맞추어 연주하기

출현음

평가관점

汰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단소로 ‘태’ 소리를 낼
수있는가?

汰,潢,無

단소로 ‘태,황,무’ 소리
를 낼 수 있는가?

(제재곡 ‘아침
汰仲,潢,無,林, 단소로
해’ 일부를) 연주할 수
있는가?

潕,淋,㳞,汰

‘참새노래’를 단소로 연
주할 수 있는가?

汰仲,潢,無,林, 단소로
같은 음을 바르
게 소리낼 수 있는가?
(‘개구리소리’)을
汰仲,潢,無,林, 제재곡
단소로 연주할 수 있는
가?
’의 일부분
㳞林,,仲汰,潢,無, ‘을도라지타령
단소로 연주할 수 있
는가?
淋無,,林㳞,,仲汰,潢, 단소로
‘도라지타령’을
연주할 수 있는가?

2. 기초과정 단소 지도의 내용과 문제점
현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단소 지도의 5학년 과정은 단소의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익
히는 기초과정이며, 소리내기와 자세 지도, 운지법 지도, 독보 지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소

․

리내기 지도는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으며, 실제 지도에서도 교수 학습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 기초과정 단소 지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소리내기 지도
지도서에서는 단소 소리를 내기 위해 바람내기 지도, 소리가 잘 안나는 경우 지도, 긴 소리 내기
가 잘 안되는 경우 지도, 소리가 맑게 나지 않는 경우 지도 등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지도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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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바람내기 지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바람을 제대로 내기 위한 여섯 가
지 지도법을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소리내지 않고 ‘음’을 말하되, 입꼬리에 살짝 힘을
준 후 바람을 불어본다. 다음으로 손을 턱 밑에 대고 바람을 불어보는데, 바람이 손등의 어느 한 지
점에 모이도록 한다. 이 때 손을 턱에 바짝 붙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런 모양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기 위해 손거울을 가지고 자기의 입술모양을 보게 한다. 단소를 불 때의 입술모양도 이와 같음을
알게 하고 , 단소를 편하게 잡고 입에 대고 소리를 내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단소소리를 내는 데 필
요한 바람부는 법이다.
둘째, 바람을 바르게 불어도 소리가 잘 안 나는 경우 이를 지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처음에 입술의 바람구멍과 악기의 취구 일치 여부를 지도하고, 그를 바탕으로 악기의 각도와 함께
입김의 방향을 조정해 준다. 이 때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지도하며, 특히 입모양을
잘 조정해주어야 한다.
셋째, 길게 소리 내기가 잘 안되는 경우 지도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짧은 소리내기는 되지
만 길게 소리내기가 잘 안되는 학생들에게 입술의 구멍을 작게 하도록 유도하고, 복식호흡을 하도록
지도한다.
넷째, 학생이 소리를 내더라도 바람소리를 동반한 거친 소리를 내는 경우 지도하는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단소의 취구와 입술 바람구멍이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조정해주도
록 한다. 악기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단소는 교체하도록 지도한다. 너무 좁은 취구는 적당한 크기
로 개조하도록 하며, 긴소리 내기를 지속적으로 연습하도록 유도한다.
이상 살펴본 단소 소리내기 지도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잘못된 연주 장면을 다음과 같이 사진
자료로 정리하였다.

그림

[

1]

소리 내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단소 연주 장면들

위 사진은 윗줄 좌측부터 입술을 펴지 않은 모양, 입술 위로 취구를 댄 모양, 입술 밑으로 취구를
댄 모양이고, 아랫줄 좌측부터 왼 쪽으로 비뚤게 댄 모양, 오른 쪽으로 비뚤게 댄 모양 등 단소 소리
를 낼 때 잘못된 연주장면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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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세 지도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입으로 부는 관악기의 경우 좋은 자세는 좋은 연주에 필수적이기 때
문에 자세의 지도 역시 중요하다. 상체를 세워 가슴을 펴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되, 몸과 악기의

一 자 모양으로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손잡는 법에서는 손가락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잡되 팔ㆍ손목ㆍ손가락의 힘을 빼는 것이 중요

각도를

45도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 때 입술은 일(

)

.

,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 운지법과 독보 지도
운지법 지도에서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옥타브가 구별된다는 점과 단소구멍 여닫을 때 왼손 엄
지, 식지, 장지와 오른손 장지를 사용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단소 지도에서 필요한 독보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라. 기초내용 지도의 문제점
이곳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초과정 단소 지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학생들의 낮은 참여도가 문제점으로 보인다. 단소 지도의 첫 시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관심
을 갖고 집중하게 마련이다. 새로운 악기에 대한 관심과 그로 인한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둘째 시간부터는 사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단소 소리를 내는 학생과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학생

·

들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소리를 내는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수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흥미와 자신감을 잃어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교사

․

가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교수 학습 활동을 계속할 경우 소리를 내는 학생들은 곧
싫증을 내기 시작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학생들의 집중력은 흐트러지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단소
소리를 내는 학생과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도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경직된 자세를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단소 소리내기에 모든 신경을 쏟는 학생들은 대부
분 온 몸에 힘을 준 경직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자연히 소리내는 데 방해가 되어 다
시 경직된 자세로 돌아가도록 하고, 이는 다시 소리내는 데 장애가 된다. 즉 소리를 내지 못해서 경
직된 자세가 다시 소리를 내는 연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경직된 자세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
다. 특히 숨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의 특성상 경직된 자세는 훌륭한 연주 가능성을 줄이는 동
시에, 학생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경직된
자세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단소 초보자에게 가장 흔한 원인은 소리내는 데 모든 신
경이 집중되어 온 몸이 긴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몸은 긴장할수록 몸이 굳어지기 때
문이다.
셋째, 운지 지도와 독보 지도의 부족현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단소 지도 단계 중 1차시에는
단소의 소리내기와 운지법이 소개되고, 2차시에 운지 지도와 함께 간단한 연습곡을 연습하게 된다.
그러나 단소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악곡을 연습할 수 없고 소리내기 연습만 계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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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3차시에 들어서게 되면 난이도가 있는 연습곡을 연주하게 되므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학생
들의 집중도는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단소 지도에는 적절한 단계에 따라 운지지도와 자세, 독보 등 연주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익혀야
된다. 그러나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당되는 단계에서 이를 지도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은
영영 단소학습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5). 그런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지도방법이 필요
하다.

Ⅲ. 공명현상을 활용한 기초과정 단소 지도법
앞 장에서 초등학교의 단소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단소 지도의 기초과
정에서 학생들의 낮은 참여도, 경직된 자세, 부족한 운지 지도와 독보 지도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단소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부담 없이 소리내는 연주자
세와 운지법 등을 지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단소 소리를 내지 않고 운지
법을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의 원리와 효과
그동안 연구자는 기초과정의 단소 지도에서 학생들이 소리를 내지 않고도 기본자세와 운지연습
을 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사용해왔다6). 단소를 귀에 대고 공기의 흐름에 의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방법은7) 여러 운지에 따라 해당되는 음을 연주할 수 있어 소리내는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
습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지도법은 다음과 같은 공명현상을 활용한 것
이다.
소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물체가 진동하기 때문이다. 이 진동이 공기를 따라 전달하여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다. 물체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물체의 진동이 크기, 모양, 재
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각 물체마다 갖고 있는 진동을 고유 진동수라고 하며, 한 물체는
여러 개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수 있다.
물체의 외부에서 주기적인 힘을 가하면 물체는 주어진 힘과 같은 주기를 갖고 진동한다. 이
때 외부의 힘이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와 같으면 물체의 진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만약
5)

6)
7)

연구자는 처음에 단소 소리를 거의 내지 못한 학생이 나중에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맑고 고운 소리를 내는 사례를
많이 경험하였다. 그런데 처음에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자세나 운지법 익히기를 포기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소리를
낼 수 있어도 다른 학생들의 진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워 결국 단소학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단
소 기초단계에서의 운지지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자는 10여 년 전부터 전주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소초기단계 지도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왔는데, 교육적 효
과도 좋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런 방법을 바닷가에서 소라를 귀에 대고 소리를 듣는 형태를 연상하여 ‘소라 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이런 방법은 다음의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다(임향 2003, 42; 박희덕 정은경 200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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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힘을 가해서 물체가 진동하며 소리를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고유 진동수와 외부의 힘이
같으면 음이 증폭되어 더욱 큰 소리가 나게 된다. 강제 진동의 진동수와 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같아지면 진폭이 커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공명이라고 부른다.
귀에 소라껍질을 대면 소리가 나는 이유는 소라껍질이 자신의 내부구조와 고유하게 어울리
는 소리에 공명하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소라껍질을 불었을 때 나는 소리로서 소라껍질은 주
변의 여러 가지 소리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진동수의 소리에 항상 공명하고 있으며, 소라껍
질을 귀에 가까이 했을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http://www.science.go.kr/center/html/nsm04010601_03.htm)

위의 소라껍질의 예와 같이 귀에 단소를 대면 소리가 들리는 현상은 단소의 내부 구조와 고유하
게 어울리는 소리가 공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명현상을 이용한 단소 지도법8)은 다음 [그림 2]와
같이 오른쪽 귀나 왼 쪽 귀에 대고 연습할 수 있는데, 기초 단계의 학생 특히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단소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

2]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운지법 연습도

이러한 지도법은 단소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단소 연주를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제
공하여 단소 소리내기 연습을 유도할 수 있고, 소리내기 부담에서 탈피하여 자세나 운지법 등을 지
도할 수 있으며, 마침내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단소 소리를 내

․

는 학생들에게도 잘못된 자세와 호흡을 교정하는 효과를 제공하고, 색다른 경험을 통한 교수 학습
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으며, 운지법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독보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단소의 기초 지도 단계를 대략 4단계로 구분한다면 1단계에는 단소 소개와 바람내는 법, 운지지
도, 개방음 소리내기, 2단계에는 기본 3음 소리내기와 간단한 연습곡, 3단계에서는 기본 4음 소리내
기와 연습곡, 그리고 4단계에는 높은 음을 포함한 연습곡 등이 각각 해당할 것이다. 이 경우 공명현
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는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후 기
초과정이 끝날 때까지 이 지도법을 적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
8)

단소의 취구 부분을 귀에 대고 자세나 운지 등을 지도하는 방법을 본고에서는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법’ 혹
은 ‘소라 단소’로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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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의 최초 적용 시기는 5학년 과정 중 2차시가 가
장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2. 단소 운지 지도법
단소 소리가 잘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지법을 소개하면 많은 학생들은 소리내기에 부담을 갖기
때문에 단소를 잡은 손가락에 힘을 주게 된다. 그에 따라 여러 지공을 막은 손가락에 힘이 가해져
지공의 개폐에 따라 안정적인 입술모양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상적인 단소
소리를 내기 힘들게 된다. 그런 점에서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법을 사용하여 단소 운지 지도
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 전에 단소 운지 지도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도해야할 내용을 점검해 보
았다(이상규

2009, 38-41).

첫째, 모든 운지는 힘을 빼고 가볍게 해야 한다. 단소 지도에서 올바른 자세지도는 반드시 필요하
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깨와 팔꿈치, 손목, 손가락 등 모든 신체기관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악기에 직접 닿는 부분인 손가락과 손목은 연주에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
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손가락에 힘을 줄 경우 단소의 구멍을 떼거나 막을 때 전체적인 힘의 불균형이 일어나 안정적인
파지가 힘들다. 특히 구멍을 막을 때 특정 구멍에 힘이 가해져 취구가 들려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
기 쉬운데, 초보 단계에서는 취구의 작은 변화에도 소리내는 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손목과
팔꿈치, 어깨 등에 힘을 주게 되면 온 몸이 긴장하여 통증까지 느끼게 되며, 단소 연주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와 함께, 손가락까지 힘이 가게 돼 정상적인 연주가 힘들게 된다. 따라서 모든 운지는 힘
을 빼고 가볍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둥그런 손가락 모양을 유지해야 한다. 구멍의 개폐와 관계없이 악기 위의 모든 손가락들의
모양은 둥그런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구멍을 막는 손가락들은 더욱 타원형의 형태유지가 절대
적인데, 이는 마디가 쭉 펴진 상태에서는 원형의 악기에 뚫린 구멍이 완전히 막히지 않고 작은 틈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구멍을 막지 않는 양 손의 소지 역시 구멍을 막는 손가락보다는 적은
각도지만, 타원형의 형태를 유지하며 악기 위에 올려놓아야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운지가 가능하다.
셋째, 구멍과 손가락의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단소의 구멍을 막은 손가락이 구멍에서 뗄 경
우 구멍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는

2cm

정도가 가장 적당한 유격거리로 생각한다. 물론 해당 손가락

의 간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거리를 벌리면 되지만, 빠른 운지가 필요한 악곡에
서는 제 속도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2cm 정도의 유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구멍의 개폐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손가락은 구멍 바로 위에 위치해
야 한다.
넷째, 구멍을 막는 손가락 부위를 고려해야 한다. 구멍을 막는 손가락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구
멍을 정확하게 막는 것이고, 그를 충족하기 위해 가장 적당한 손가락 부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교본들에서 구멍을 닿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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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손가락으로 뒷구멍을 막을 때는 손끝부분으로 막고, 그 외 다른 구멍을 막을 경우는 첫째 마디와
손끝 볼가진 부분 사이로 막는다고 하고, 다음 [그림 3]에서 그 정확한 위치를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

3]

․

단소 구멍에 닿는 손가락 부위도(박희덕 정은경

2006, 23)

위 그림에서 보면 왼손 식지와 장지, 오른손 장지의 구멍 닿는 부위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표시되
었다. 그러나 필자는 왼손 식지와 장지의 부위는 위 그림에서 표시된 부분보다 약간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연주를 해보면 오른손 장지는 위 표시부분과 거의 일치하지만 왼손의 경우는
거의 손끝부분으로 막는다고 생각된다. 즉 왼손은 둥그런 모양을 한 장지의 손끝으로 구멍을 막는
느낌인데 반하여, 오른손 장지는 덜 둥근 형태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구멍 위에 손가락을 얹어놓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도 오른손 장지로 굴리는 음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다섯째, 구멍과 관련 없는 손가락의 지도가 필요하다. 열 손가락 중에서 단소 구멍을 막는 역할을
하는 손가락은 넷 혹은 다섯 손가락인데, 나머지 손가락의 역할도 구멍을 담당하는 손가락 못지않게
중요하다. 구멍을 담당하지 않는 손가락들은 단소가 흔들리지 않게 지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거나,
구멍을 막는 손가락이 쉽게 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 중간 거치대 역할을 한다.
먼저 구멍을 막지 않는 왼손 무명지와 소지는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볍게 악기에 댄다는 느
낌으로 악기를 잡는데, 소지가 악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때 무명지는 약간 둥근
형태를 유지하게 되지만 소지는 거의 일직선의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오른손의 무명지와 소지도 같
은 방법으로 악기를 잡게 한다.

3. 공명현상을 활용한 기본 운지 지도
단소 소리내기가 힘든 기초과정의 단계에서는 소리내기보다는 자세와 운지법에 중점을 두고 지
도해야 한다. 최근 단소 지도에서 소리내기, 운지법 지도 등의 일반적인 교수법 순서와 달리, 운지법
지도를 먼저하고 소리내기를 나중에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홍
인표 2007,

169-200).

이는 운지법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동시에 단소 초기 지도과정에서 소리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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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도방법이 운지법 지도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시간 소리를 내지 않고
자세와 운지 지도만 하면 학생들은 곧 싫증을 느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법을 사용한다면 학생들의 흥미 유도는 물론,
교육적 효과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단소 소리를 내지 않고 지도하는
즉,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법을 사용하여

汰 潢 無 林 仲의 기본적인 단소 운지 지도를 제
,

,

,

,

시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지도방법으로 먼저 단소를 연주하듯이 입에 대고 소리를 내지 않은 상태
에서 운지 연습을 하고, 이어서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법으로 소리를 들으며 운지 연습을 하
되, 이 두 가지 방법을 반복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가. 汰 운지법
이 운지법은 지공을 모두 여는 운지로, 왼 손 무명지와 소지 그리고 오른 손 모지, 식지, 무명지,
소지는 단소에 가볍게 대거나 올려놓지만, 나머지 손가락들은 각 지공에서 약 2

cm

정도 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손가락을 지공에 가깝게 대면 각 음의 음고가 낮아질 수 있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다음 운지 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단소에 접촉한 손가락에 힘
을 강하게 주면 취구에 닿은 입술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나는 현상이 나
타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지공에 관계된 손가락은 둥근 모양을 유지하여 다음 운지에 대비할 필요
가 있다.

나. 潢 운지법
이 운지법은 뒤의 지공 하나만 왼 손 엄지로 막는 운지로, 왼손 식지와 장지, 오른 쪽 장지만 각
지공에서 약 2

cm

정도 뗀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손가락들은 단소에 가볍게 댄다. 그 외 사항은

汰

의 운지법과 같다.

다. 無 운지법
이 운지법은 뒤의 지공과 앞의 첫 번째 지공을 왼 손 엄지와 식지로 막는 운지로, 왼손 장지, 오른
쪽 장지는 각 지공에서 약 2
외 사항은

cm

汰의 운지법과 같다

정도 뗀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손가락들은 단소에 가볍게 댄다. 그

.

라. 林 운지법
이 운지법은 뒤의 지공과 앞의 첫 번째, 두 번째 지공을 왼 손 엄지와 식지, 장지로 막는 운지로,
오른 손 장지는 각 지공에서 약 2
거나 올려놓는다. 그 외 사항은

cm

정도 뗀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손가락들은 단소에 가볍게 대

汰의 운지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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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仲 운지법
이 운지법은 뒤의 지공과 앞의 세 지공을 왼 손 엄지와 식지, 장지와 오른 손 장지로 막는 운지로,
다른 손가락들은 단소에 가볍게 대거나 올려놓는다. 그 외 사항은

汰의 운지법과 같다

.

이상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운지가 잘 표현된 연주 장면을 다음과 같이 사진자료로 정리
하였다.

그림

[

4]

汰ㆍ潢ㆍ無ㆍ林ㆍ仲

기본음 운지(

)

4. 공명 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의 제한점과 실제
이 절에서는 이제까지 살펴본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의 제한점을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

․

을 실제 교수 학습 과정안에 적용하여 보겠다.

가.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의 제한점과 대안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는 학생들에게 단소 연주에 대한 흥미와

․

동기 부여, 올바른 자세 정립과 운지법 연습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수 학습의 참여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제한점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 항에서는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의 제한점과 그 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는 매우 조용한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일반
적으로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자의나 타의에 의해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명 현상을
활용한 지도법이 실시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교사는 교실 내 소음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단소 소리를 낼 때와 내지 않을 때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리를 내지 않고도 난이도가 있는 단소 연주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는 옥타브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단소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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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두 옥타브이지만,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연주의 음역은
더구나 단소 연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仲부터 汰까지 한 옥타브에 그친다

.

㳞 淋 潕 등의 음들이 연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도법
,

,

은 상당한 제한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단소 지도 상황에서는 이러한 옥타브의 불구
분이 단소 지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9) 기초 단계의 단소 연습곡은 음역
의 폭이 한 옥타브 이내인 곡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운지법 지도에 한정하여 사용되기 때문이다.
셋째,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합동 연주가 불가능하다는 제한
점을 가진다. 이 지도법은 기본적으로 악기 바깥으로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연주자 당사자를 제
외하고는 그 연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교사는 개별 평가 과정에서 학
생의 운지 순서만 보고 정확한 운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실제 단소
지도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모두 함께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파악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의 연주와 비교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제한점
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학생들이 이른바 소라 단소로 연주를 할 때 교사가 율명창을 해준다면 학생들
은 그것을 기준삼아 자기의 운지법이 정확한지 여부를 가늠하게 된다. 물론 교사의 율명창이 너무
크면 단소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이 점에 유의하여 크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나. 단소 지도의 실제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의 실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
저 단소 지도의 기초과정에 해당하는 5학년의 전체적인 단소 지도계획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명

․

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의 실제를 교수 학습 과정안으로 구체화 하였다.
1)

단소 지도 계획(5학년의 예)

순 중점 지도 내용
1
2

9)

단소 불기

(본시)
3

단소 연주

4

단소 연주

단소 연주

학습목표
단소의 주법과 운지를 알고 소리낼
수 있다.
‘태, 황, 무’ 소리의 운지를 알고 소리
를 낼 수 있다
제재곡의 일부를 단소 연주할 수 있
다.
단소로 국악동요를 연주할 수 있다.

출현음

汰
汰, 潢, 無
汰, 潢, 無, 林, 仲
潕, 淋, 㳞, 汰

비고
‘소라 단소’ 연주하기

연구자가 단소 지도 과정에서 이 방법을 실시하였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구자가 공지하기 전까지 옥타브 구분
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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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시 교수 학습 과정안

제재
학습주제
학습목표

9. 봄이 가고 여름 오면
단소 연주하기

차시

5학년

교과서

2/4

20~21쪽

단소, 운지법 그림, ‘소라단소’ 연주 그림

1. ‘태, 황, 무’ 소리의 운지를 알고 소리를 낼 수 있다.
2. 단소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소라 단소’로 연주할 수 있다.

단계 학습과정
도입

대 상
준비물

단소 소리내
기

학습문제
확인

교수 학습 과정

◈- 단소
소리내기 복습하기
지난 시간에 배운 단소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 소리는 어떻게 낼 수 있는가?(바람을 턱밑의 손등 위 한 곳
으로 모아 부는 것처럼 소리를 낸다.)
- 단소를 바르게 잡고 소리를 내어본다.
- ‘태’ 소리 연습곡을 연주한다(7쪽)

시간 자료 및 유의점
5′ ․단소
․ 도입부분이
므로 바른 자세
를 지나치게 강
조하지 않는다.

‘태, 황, 무’ 소리의 운지를 알고 소리를 낼 수 있다.

◈- 허리를
단소를 연주하기 위한 기본자세 익히기
곧게 펴고 고개를 약간 숙인다.
기본자세 익
히기

-

◈-

시선은 15도 정도 아래를 본다.
팔꿈치, 손목, 손가락의 힘을 빼고 긴장을 풀어준다.
옆에서 보아 몸과 악기가 45도가 되도록 한다.
팔은 몸에 붙이거나 너무 벌리지 않도록 한다.
‘황’과 ‘무’ 소리내기
‘황’과 ‘무’ 소리의 운지를 알아본다.

′ ․ 운지그림출
처

5

′

전개

20

‘황’과 ‘무’
소리내기

- 지공을 막고 자연스럽게 연주한다.
- ‘태’, '황‘, ’무‘를 번갈아 가며 연주해 본다.
- 교과서 21쪽의 연습곡을 연주해 본다.

無
汰
潢
汰 潢

潢
潢
汰
無

汰 潢
無 汰
無 潢 汰
潢 汰 潢

- 한 대강씩 천천히 연주한다.
- 한 장단씩 천천히 연주한다.

無
潢
潢
無 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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潢
無
潢
潢

( 멀티미디어자
료:
www.edunet4u
.net)

․고몸의
힘을 빼
자연스러운

無
無
無
無

상태에서 연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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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과정

전개

교수 학습 과정

◈ ‘소라단소’ 연주하기

- 소라껍질 소리를 들어본 일이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소라껍질을 귀에 대어 보면 소리가 난다. 파도소리가 난다.
‘ 소라단소’
바람소리가 난다.)
연주하기
- 모두 조용히 눈을 감도록 한다.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아래의 그림처럼 귀에 대고 단소의 소리를 들어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한다.
(바람소리가 난다. 바다 소리의 느낌이 난다.)

시간 자료 및 유의점
′

5

․본‘ 소라단소
’는
연구자가 붙
인 명칭이므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된다.
단소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학
생들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소
라단소’를 연주
하도록 한다.
단소의 소리를
잘 내는 학생들
도 함께 ‘소라단
소’를 연주해 보
면 단소 연주에
더욱 흥미와 관
심을 갖게 된다.

․
․

소감
발표하기
정리

- 교과서 21쪽의 연습곡의 운지를 익혀 ‘소라단소’로 연주해
본다.
(교사의 율명창에 맞춰 연습곡을 연주하도록 한다.)
소감 발표하기
- 단소로 연주한 소감을 말해 본다.
- 단소로 연주할 때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해 본다.
- ‘소라단소’를 연주한 느낌을 이야기 한다.
- 연습곡을 다시 한 번 연주한다.

◈

′

5

Ⅳ. 맺음말
단소는 제5차 교육과정부터 교육용 악기로 초등학교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현행 제7차 교
육과정에서는 전통음악을 사랑하고 계승하려는 시대적 요청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른 악기가 그러하듯이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의 특성상 올바른 자세와 호흡, 운지법 등은
관악기 지도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단소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악기소개와 함께 운지법과 자세, 소리내는 법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일부 연습곡을 연주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현장의 많은 교사들은 기초과정 지도에서 교

․

수 학습 시간과 노력의 대부분을 악기 소리내기 활동에 대부분 집중하지만, 단소소리를 내지 못하
는 많은 학생들로 인해 운지법과 자세 등의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단소 소
리를 내지 않고도 단소의 자세와 운지법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행 초등학교 단소 지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단소의 소리를 내지 않고도 지도할 수 있는 기초과정의 단소 지도 방안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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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먼저 초등학교 단소 지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개관하고, 그를 바탕으로 기초과정 단소 지도의 문
제점으로 학생들의 낮은 참여도, 경직된 자세, 부족한 운지법과 독보 지도 등의 세 가지를 지적하였
다.
다음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과정의 단소 지도 방안으로 연구자는 단소 취구부분
을 귀에 대고 운지연습을 하는 이른바 '공명현상을 활용한 단소 지도법'을 제시하고, 그를 실제 단
소 운지 지도에 적용하였다. 소리를 내지 않고 단소 운지를 연습할 수 있는 이 지도법은 학생들에게

․

단소 연주에 대한 동기부여, 올바른 자세와 운지법 연습 등을 제공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교수 학습
의 참여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가 초등단소 기초과정에서 단소 운지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학교현장에서의 단소실기교

․

수 학습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lskyu@jnu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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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ing Method for Tanso
by Practical Use of a Resonance Phenomenon

Sangkyu Lee
Tanso, a short bamboo flute, was introduced regularly into primary school as an instrument of education
from fifth curriculum and to seventh curriculum of the present education system, it is emphasized as an
important. This instrument has property which is sounded by blow breath, so a correct posture and
fingering are very important part of the wind guidance.
From fifth year student at primary school, teachers teach students about introduction of tanso with a
correct posture, fingering, how to make sound in priority and suggest students to play and study. To do
these, primary school teachers are trying and spending their most time to each young students, how to
make sound the instrument during class. Although teachers focus on the make sound the short bamboo
flute, still many students can not make sound it, so there was many problems to teach it about fingering
and a correct posture.
For these reasons, people needed a way of teaching this instrument's a correct posture and fingering
without making sound it. To consider about these, this research grasp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short
bamboo flute guidance.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the way of teaching elementary curriculum of the
short bamboo flute without making sound.
The result of these are below next line.
Firstly, take a general view of the short bamboo flute guidance in primary school and find the problem
of elementary guidance of the instrument that the number of students who are not participate in the music
class, is low. Moreover, when the teachers were playing, their postures are stiff, not enough to teaching
about fingering guidance and how to read a musical note of this instrument.
Secondly, to work these problem out, I suggest that other way of practice of fingering which is close
the instrument's chwigu, blowing part, to ear "teaching method for tanso by practical use of a resonance
phenomenon". This method of guidance is effective, because it can guide the short bamboo flute to people
without making sound.
1) It gives students a motive to want to play it.
2) Change a wrong posture to correct posture, gives ware of the correct fingering and an offer of
effective practice of process.
3) It can be raised the students'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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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ope that this research gives help teachers who teach the short bamboo flute and make them
understand how its fingering is important from elementary curriculum's the short bamboo flute guidance.

KEY Words:

tanso, teaching method for tanso, resonance phenomenon, fingering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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