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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을 활용한 생태유아교육 지도방안 연구

r강 혜 인*

1)

요

약

본 연구는 생태유아교육에 있어서 국악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글이
다. 연구자는 먼저 국악의 자연성을 살펴보고, 국악의 자연적 특성을 오늘의 유아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국악곡을 감상하며 자연스러운 숨쉬기
를 유도하고, 둘째는 국악곡을 들으며 한지에 산을 그려보는 작업을 하였다. 셋째는 가야
금 소리를 ‘소리비’라고 상정하여 가야금 곡을 유아가 온 몸으로 느끼면서 들어봄으로써
몸 감각을 일깨우는 수업이며, 넷째는 국악동요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한국춤이 갖는 생
태적 움직임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다섯째는 바깥놀이 때 유아가 부를 수 있는 농요를 제
시하였다. 이와 같이 국악에 내제된 자연적 음악 특성과 아름다움은 더욱 발견되어 생태
유아교육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국악(Korean music), 음악교육(music education), 노래(song), 한국춤(Korean dance)

*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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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생물이 자연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생태(生態)라고 한다면, ‘생태유아교육’은 인
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생(相生)을 근본적인 교육적 토대로 삼아 어린아이들을
길러내는 일이다.
생태유아교육의 ‘생태’라는 개념은 인간을 파악함에 있어서 생물(生物)적 특성, 즉 영양
을 섭취하고 생장하는 유기체로서의 특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이전의 교육관과 차별
된다. 이전의 인지적 교육관 및 학습, 지능이론 등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
과 사회 도구적 역할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했다면 ‘생태유아교육’은 인간을 이해하는 범
위를 인간관계와 인간사회에서 보다 확장하여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계와의 상호작용으로
까지 확대시키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인간을 이해할 때, 만물의 영장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성적 존재로 파악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생물적 유기체로서의 ‘몸’을 떠나서는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어린아이를 길러냄에 있어서 인간의 몸과 자
연의 생태적 관점에서 유아교육을 생각하고, 그들의 전체 생활 영역인 입고(依), 먹고
(食), 자고(住), 노는(樂) 과정을 다시 점검하여 생명체로서의 인간 본질에 충실한 교육
법을 새롭게 고안해 내는 일은 이 시대에 절실한 작업이다.
그렇다면 국악은 생태유아교육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전
통적으로 한국인은 한반도라는 자연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그 문화적 삶 속
에서 우리 고유의 음악을 생성․발전시켜왔다. 따라서, 우리의 음악인 국악에는 우리 민
족의 정서가 고스란히 배어있어서, 우리의 언어가 갖는 특성이 자연스럽게 소리로 표현되
어 있으며, 우리 민족의 음악에 대한 생각과 나아가 우리민족 특유의 삶에 대한 자세까지
도 그대로 담겨져 있다.
즉, 국악은 한반도라는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내면적 정서가 음악이라는 소리의
질서를 이루면서 만들어낸 우리 고유의 음악어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음악어법은 이 땅에
서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생명을 바라보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음악으로 표현된
것이다. 더구나 그 음악 안에는 인간 스스로의 생명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고유의 음악어법인 국악을 활용하여 생태유아교육 지도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우선 국악의 자연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유아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지
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악을 활용한 생태유아교육 지도방안 연구 ․ 3

Ⅱ. 국악의 자연성
우리 음악을 들으면 인위적이기 보다는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때
느끼는 ‘자연스럽다’는 느낌은 그 음악에 깃든 자연성에 기인한다. 이 글에서는 국악에 내
제된 자연성을 음악의 본질적 특징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 숨쉬는 사람, 숨쉬는 음악
사람은 숨쉬는 생명체이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에 달려있
으며, 숨쉬기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온 몸에 혈액을 공급함으로 몸의 장부
및 각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숨쉬기는 마음과도 관련이 있어서 마음이 고요
하면 숨결이 고르며, 마음이 복잡하고 거칠면 숨결도 거칠어진다. 마음이 사람의 생각과
혼을 담는 그릇이라면, 숨은 생명을 잇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숨과 마음을 고르게
하는 것 즉, 조식(調息)과 조심(調心)은 건강한 삶을 사는데 요긴한 것이다.
우리음악은 사람의 숨결이 음악으로 표현되어있다. 느린 숨을 쉬며 치는 장단은 진양,
중간으로 숨을 쉬면서 장단을 치면 중모리, 중모리에 속도를 더하면 중중모리, 흥을 내어
호흡을 몰아가면 자진모리와 휘모리 장단이 된다. 한국의 장단은 단지 음악의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사람의 호흡을 실어서 박을 조절해 간다.
향피리 독주곡 중 ‘상영산’은 연주자의 호흡으로 피리가락이 흘러간다. 4박이나 12박 등
의 규칙적인 박자가 있지 않고, 향피리 주자의 호흡으로 속도를 조절한다. 연주자의 호흡
으로 이루어지는 숨구가 곧 음악의 악절이 된다. 향피리는 국악곡의 백미라 하는 합주곡
‘수제천’에서도 주된 가락을 연주하는데 피리 주자와 장구잽이의 호흡으로 곡의 속도를 조
절한다. 수제천은 강렬하고 꿋꿋한 성음과 부드러운 성음, 강렬하게 출렁이는 요성, 소리
에 강유를 표현하는 농음, 맺고 풀어주는 시김새와 장식음이 연주자의 들숨과 날숨으로
아름답고도 장엄한 선율을 이루어낸다. 그래서 국악곡 감상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함께 숨을 쉬면서 들을 때 더욱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2. 몸과 마음을 닦는 자연적 음악관
국악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사회 계층과 음악의 장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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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누기도 한다. 정악(正樂)은 몸과 마음을 닦는 도구로써의 음악으로,
음악은 예(禮)를 갖추고 자신을 수양하는 매개로 활용된다. 이 때의 음악은 악곡의 흐름
과 음악적 사상에 있어서 동양적 자연관을 따르고 있다.
음악에서 추구하는 자연이란 꽃, 나무, 숲 같은 풍경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생명의 잉
태, 계절의 변화, 우주의 운행과 같은 인간의 영향력 너머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질서,
힘, 무궁한 작용력 같은 것을 말한다. 대표적 자연주의 사상가인 노자(老子)는 도덕경 
(道德經)에서 “절학(絶學)이면 무우(無優)”라 하였다. 이 때의 絶學, 즉 배움을 끊는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것에서 배우기보다
는 인간 본연의 바탕, 즉 자연에서 배우면 근심이 없다고 하여 자연을 따를 것을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배움의 근본이 되는 자연이란 무엇인가? 자연이란 “도상무위(道常無爲)하
되 이무불위(而無不爲)”라 하였다. 道의 실재는 일부러 함이 없으되 아니함이 없다는 것
이다. 자연의 이치는 일부러 무엇을 하지는 않되,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이현주, 1993). 이는 정악곡을 감상할 때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정악 합
주곡인 수제천의 선율은 어떤 음악적 형상을 그리지는 않되, 그렇다고 음악적 형상을 느
낄 수 없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동양의 자연관을 따르고 있는 우리음악은 어
떤 의도적인 표현을 하기보다는 소리 자체의 흐름에 몰입하여 음악 자체와 음악행위가 모
두 인간 본유(本有)의 마음, 즉 자연으로 귀의(歸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
러한 음악을 통하여 중용의 마음을 지키고 음악과 더불어 시를 읊거나 그림을 그려 마음
의 평정을 얻고자 하였다.

3. 악기의 소리깔에 깃든 자연성
우리음악에는 민족 고유의 정서를 풀어내는 방식과 특유의 소리깔이 있다(신대철,
1993). 특유의 소리깔이란 그 음악자체의 아름다움이기도 하고, 민족의 문화적 특성이 잘
우러난 민족 고유의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특히 악기 소리에 깃든 자연성에서 우리는 한
국 고유의 음악 특징을 잘 느낄 수 있다.
우리 음악은 악기를 만들 때 가공을 최소화하여 악기의 재료가 되는 자연물의 소리를
최대한 살리고 있다. 대나무로 만든 악기는 대금, 피리, 단소 등이 있는데, 이 악기들은
단지 음높이를 고려해서 구멍을 만들뿐 인공적인 것을 달거나 붙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
금의 경우 청공(淸空)이라는 구멍을 뚫고 갈대 속에 있는 청이라는 얇은 막을 구멍에 씌
우고 있다. 이것은 가슴을 저미는 듯한 맑은 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자연적인 음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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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현악기의 현도 무명실을 꼬아서 만들고, 연주할
때에도 손이나 대나무 술대 같은 것으로 연주를 한다. 풍부한 음량을 내기 위해서는 악기
제조에 더 많은 공정이 필요하겠지만 소리의 질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악기 개량을 서두르
지 않고 있다. 성악인 판소리의 경우에도 고운 소리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철성(鐵聲)
이라고 하여 쇠같이 단단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수리성이라 하여 컬컬하면서도 탁 트인
시원한 소리를 가장 좋은 소리로 친다.
우리음악을 들으면 자연에 나와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이와 같이 음악을 구
성하는 소리의 재질에 있어서 자연적인 소리의 질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
에서 이러한 자연적 질감이 살아나는 우리음악을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유아는 인간의 자
연 감각적 영감을 회복하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

4. 생명성을 표현하는 춤사위
전통적으로 국악은 악(樂)․가(歌)․무(舞)의 종합예술형태로 전해 내려 왔다. 신라 가
야금의 명인이었던 우륵은 제자인 계고, 법지, 만덕에게 가야금과 노래와 춤을 함께 전하
였으며,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악서(樂書)인 악학궤범(樂學軌範)에도 가악(歌樂)과 기
악(器樂)과 춤이 함께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송방송, 1985). 따라서 한국의 춤은 음악과
노래와 분리된 개념이 아닌 총체적 하나로 인식되어 전해져 왔다.
한국춤은 우리의 삶과 사상적 원리가 함께 빚어낸 몸의 예술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춤의 모든 몸놀림에서 나타나는 태극의 원리는 존재가 생성하는 운동의 법칙에서 비
롯되며, 생명의 움직임이 무한대로 이어지는 한국 춤사위의 선은 끝없이 살아 생동하는
생명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춤은 우주 자연에서 나온 생명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의 원리이고 자연의 춤이다(이애주, 1995).
유아는 우리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마음껏 움직이고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이 때 유아는 표현력이 증대되고 긍정적 자아감으로 생활자세가 성장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유아는 우리 춤사위가 갖는 동작의 흐름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 음악에
맞추어 자발적인 신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에게 움직임의 자발성은 초보적인
동작 예술을 기초로 한 예술적 표현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유아기 때 우리의 전통문화
와 자연스럽게 만남은 또한 내일의 우리 민족 문화 예술에 대한 무한한 창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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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과 더불어 살고, 사람과 더불어 놀고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았고 그 삶터에 항상 노래가 함께 했다. 일반 서민들의
민요 중에서 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노동요 즉, 일노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일하는 과
정에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일의 고됨을 덜기 위하여 소리를 하였다. 이때는 대부분 앞소
리꾼이 메기고 뒷소리꾼이 받는 형식을 취한다. 앞소리꾼은 가락에 멋을 내어 사설을 다
양하게 변화시키며 자신의 음악적 기량을 한껏 드러낸다. 그리고, 뒷소리꾼들은 단순하게
반복되는 가락으로 앞소리에 노래로 화답하며 심정적 지지를 보낸다. 민요를 부르면서 우
리 선조들은 소리를 메기고 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힘든 삶을 사설로 풀어내었다.
또한 우리음악은 공동체적 음악이 개별성을 포용하고 있다.1) ‘영산회상’은 정악 합주곡인
데 이 합주음악은 독주음악이기도 하다. 합주로 이루어진 악기들이 혼자서 자신의 가락을
다시 풀어서 연주할 때, 독주곡으로 분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음악은
공동체적이면서 개별성을 존중하는,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음악이다.
우리음악에 나타난 연주 형식과 곡의 짜임을 통하여 우리는 국악곡 속에서 선조들의 더
불어 사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음악정신은 현재 우
리의 삶 속에서 다시 생태적 방법으로 회복될 수 있다.

Ⅲ. 생태유아교육 지도방안
생태유아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생의 삶을 지향한다. 인간과 자연이
라는 개별 존재의 상생은 서로를 인정하고 만남을 통한 관계맺음으로 마침내 불이(不二)
의 관계를 갖게 된다. 필자는 본 지도방안을 기술함에 있어서 인간과 자연을 ‘나’와 ‘너’로
임의적으로 상정하고 음악을 매개로 하여 ‘나’와 ‘너’가 생태적으로 어떻게 상호 소통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였다.
그렇다면 인간인 ‘나’와 자연인 ‘너’가 만나는 과정은 어떻게 전개될까?
필자는 이 과정을 인간의 ‘자기인식’ -‘타자인식’ -‘자기개방’ -‘타자모방’ -‘상호만남’으로
상정해 보았다. 실제 인간이 자연을 만나는 과정은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뚜렷이

1) 이성천은 한국․한국인․한국음악에서 이러한 한국전통음악의 정신을 “화이부동(和而不同)”이라 하였다.
가락이 서로 조화롭되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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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태교육적 측면에서 인간이 자신을 개방하고 자연을 만
나 생태적 삶을 영위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정해 보는 일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의 ‘자기인식 과정’이란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기 이전에 다른 생명체와 같은 숨쉬는
존재임을 느껴보는 것이다. <수업1>에서 유아들이 호흡에 집중하여 음악의 호흡과 자신의
호흡을 일치시켜 보는 체험을 제시하였다. 본 수업에서 유아들은 음악에 몰두하게 되어
상당한 시간을 음악에 심취한다. 느린 곡을 감상하면서 호흡은 자연히 느리고 깊어지며
유아들은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타자인식 과정’이란 타자인 자연을 인식하는 것으로, 마음으로 자연을 그려보는
시간이다. 국악곡을 듣고 한지에 산의 모양을 그려보는 작업을 <수업2>에서 제시하였다.
피리 악기소리는 대나무의 꿋꿋한 질감을 느끼게 하고 자연스럽게 나무가 가득한 산을 상
상해 볼 수 있다. 음악이 들리는 가운데 유아들이 한명씩 나와서 그림에 그림을 더해가면
서 산의 모습은 완성되어 간다. 마음속에 있는 산을 떠올리며 자연을 그리는 것이다.
인간의 ‘자기개방 과정’이란 학습된 감각이 아닌 인간 본래의 자연적 감각을 일깨워 자
연을 향하여 본래 자연인인 자기를 개방하는 것이다. <수업3>에서는 가야금 음악을 들으
면서 유아의 몸 감각을 일깨우는 체험을 제시하였다. 이는 유아의 몸에 대한 감각과 음악
적 영감을 일깨우는 수업이다. 음악 감상을 하면서 가야금 소리를 몸으로 느껴보는 체험
은 유아의 감각을 전체적으로 열어주고, 인간의 통합적 감각과 음악적 영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의 ‘타자모방 과정’이란 인간이 자연이 되어 본다는 가정을 함으로 자연에 대한 친
근감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유아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몸으로 숨을 쉬며, 국악
과 한국춤이 갖는 생태적 움직임을 체험하도록 <수업4>에서 제시하였다. 한국춤의 기본춤
사위는 음악을 듣고 그 흥취를 자연스럽게 동작으로 옮겨 표현하고 있다. 음악적 기운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감각을 열었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생태적 몸놀림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만남 과정’이란 유아가 자연과 구체적으로 만나는 순간을 말하는데, 바깥놀이 시간
이나 텃밭놀이 때 유아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전통적 농요에서 찾아서 이를 <수업5>에서
제시하였다.
본 지도방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의 설정에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자
신이 숨쉬는 생명체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각을 여는 것과, 타자인 자연을 인식하고 그
를 모방하는 행위로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만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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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국악을 활용함으로써 생태교육적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국악을 활용한 생태유아교육 지도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수업1> 상영산 감상과 소리그릇 만들기
･ 수업목적: 유아가 국악곡을 들으면서 음악에 따라 천천히 숨쉬기를 할 수 있다.
･ 생활영역: 표현생활 - 음악감상
･ 활용음악: 정재국, 피리정악-유초신지곡 <상영산>, 서울: 지구레코드, 1998.

본 수업은 피리 독주곡 <상영산 上靈山>을 들으며 음악에 따라 깊게 호흡을 해보는 시
간을 갖는 것이다. 유아들에게 매우 느린 곡인 <상영산>은 쉽게 감상할 수 있는 곡이 아
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주체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내면의 안정된 정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자신의 내면에 침잠할 수 있는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은 유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리 독주곡 <상영산>은 사람의 음성(音聲)과 유사한 음역(音域)을 갖고 있으며, 마음의
실타래를 뽑아내는 것 같은 조용한 선율은 음악 감상과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적절한 악
곡이라 생각된다.

[그림1] 유아가 손으로 소리그릇을 만들고 음악을 감상하는 모습
- 2002년 대구 꿈동산유치원 7세반 유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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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부좌로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본다.
<상영산> 음악을 들으며 선율의 흐름을 따라서 입은 다물고 코로 깊고 조용히 호흡한다.
2) 손을 그릇모양으로 만들어 배꼽아래 단전(丹田)에 모은 다음 손으로 음악을 담
아 보자고 한다.
<상영산> 음악에 익숙해 졌다고 느껴지면 [사진1]과 같이 눈을 감고 유아들에게 두 손으
로 만든 그릇에 음악을 담아보자고 제안한다. 유아들은 자신이 모은 손에 소리를 담으려
고 음악에 몰두하게 된다. 음악의 호흡과 자신의 호흡을 일치시키게 된다. 이 때 유아들
은 음악에 더욱 몰두하게 되어 상당한 시간을 음악에 심취한다. 느린 곡을 감상하면서 호
흡은 자연히 느리고 깊어지며 유아들은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3) 음악의 흐름에 따라서 두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움직여 본다.
<상영산> 음악이 익숙해지면 선율의 흐름에 따라 팔 동작을 자유롭게 하여 자신이 느낀
음악에 대한 감상과 기(氣)의 발현을 팔동작의 신체 표현으로 유도한다.

<수업2> 상영산 감상과 한지에 산 그리기
･ 수업목적: 유아가 국악곡을 들으며 한지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 생활영역: 표현생활 - 음악감상과 그리기
･ 활용음악: 정재국, 피리정악-유초신지곡 <상영산>, 서울: 지구레코드, 1998.

본 수업은 <상영산>을 감상한 후 2차시 수업으로 고안된 것으로 <상영산>을 들으면서
한지에 붓으로 산을 그려보는 수업이다.
피리 악기소리는 대나무의 꿋꿋한 질감을 느끼게 하고 자연스럽게 나무가 가득한 산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유아들에게 <상영산>을 들으며 산의 어떤 모습이 생각나느냐고 질문
을 던져 본다. 유아들은 자신이 경험한 산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음악
과 산을 연결시키며 종이의 거친 질감이 살아나는 한지에 붓으로 그림을 그려본다. 이 때
<상영산>음악을 조용히 틀어 놓는다. 음악이 들리는 가운데 유아들이 한명씩 나와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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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림을 더해가면서 [사진2]와 같이 산의 모습은 완성되어 간다. 마음속에 있는 산을
떠올리며 자연을 그리는 것이다.

[그림2] 유아들이 그린 산 그림 - 2002년 대구 보리수유치원 7세반 유아들

1) 한지, 먹물, 붓에 대한 재료를 소개한다.
종이의 만들어지는 과정 즉, 닥나무 껍질을 벗겨 물에 담그고 말리는 과정을 소개하고
종이의 거친 느낌이 나무에서 온 것임을 알게 하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게 한다.
먹물은 미리 준비해 두지만, 벼루가 있다면 유아에게 먹을 갈아 보게 한다.
붓의 종류는 그림붓이 아닌 붓글씨 붓을 사용해야 자연스럽고 거친 선이 나온다.
2) 첫 번째 붓질은 교사가 유아의 손을 잡고 함께 그려 준다.
그림의 형상이 하나하나 구체화 되고 유아들이 한지와 붓에 대한 질감을 터득해 가면
유아들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히 말하게 하고 그리기를 유도한다.
3) 그림이 완성되면 그림을 바라보며, 피리 <상영산>을 한 번 더 감상한다.
한지에 붓으로 산을 그린다는 것은 유아들에게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보는 느낌
을 갖게 한다. 크레파스의 다양한 색상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검은 선으로 표현되어지는
산의 모습은 유아에게 곡선의 아름다움과 간결한 한국적 이미지를 체험하게 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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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3> 가야금 음악을 몸으로 듣기
･ 수업목적: 유아가 국악곡을 들으며 신체적 반응을 할 수 있다.
･ 생활영역: 표현생활 - 음악감상과 신체표현
･ 활용음악: 황병기, 제1가야금 작품집 CD, 서울: 성음, 1993.

본 수업은 황병기 작곡의 가야금 독주곡 <숲> 중에서 3번째 곡인 ‘비’를 감상하며 몸으로
비를 맞는 느낌을 체험해 보는 것이다. 감상 수업을 통하여 가야금 소리를 매개로 하여
감각을 자극하며 유아의 총체적 감각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수업을 할 때 실제 비
오는 소리와 ‘비’음악 소리를 비교하여 들어볼 수도 있고 ‘비’ 음악을 신체 표현으로 유도하
여 소리에 대한 신체 반응을 극대화 시킬 수도 있다.

[그림3] 유아들이 손과 얼굴을 들고 ‘소리비’를 맞는 모습
- 2002년 대구 꿈동산유치원 6세반 유아들
1) 비오는 날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 해 본다.
- 비를 맞아본 적은 있나요? 손바닥에 빗물이 떨어지면 어떤 느낌일까요?
2) 녹음된 실제 빗소리를 들어본다.
- 빗소리를 흉내내 볼까요? 어떤 소리이죠? 빗소리가 시끄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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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처럼 듣기 좋나요? 다음은 가야금으로 만든 빗소리를 들어볼까요?
3) 황병기 가야금 독주곡 <숲> 중에서 ‘비’를 들어본다.

4) ‘비’음악을 들으며, 몸으로 소리에 대한 감각을 느껴본다.
- 음악을 들으며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 눈을 꼭 감으세요. 음악을 들으면서 다같이 상상해 봅시다. (이 때 음악을 들려준
다.) 어! 비가 오네요. 한방울 또 한방울, 계속 비가 오네요. 우리 온 몸으로 비를 한번
맞아 봅시다. 자! 손바닥을 펴서 빗물이 손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사진
3]과 같이 눈을 감고 가야금 소리를 비소리로 상상하며, 손바닥으로 소리감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 손바닥에 빗물이 느껴지나요? 계속 눈을 감고, 양손을 모두 펴서 비를 맞아 보세요.
- 얼굴을 들고 얼굴에 비를 맞아 보세요. 고개를 숙이고 목 뒤로 흐르는 빗물을 느껴 보
세요. 와! 비가 많이 와요. 눈을 감은 체 일어서서 팔을 벌리고 비를 맞아 봅시다. 얼굴에
빗물이 떨어지나요? 좋습니다.
- 비를 맞으며 제자리에서 돌아봅시다.
음악 감상을 하면서 소리를 몸으로 느껴보는 체험은 유아의 감각을 전체적으로 열어주
는데, 이러한 체험은 인간의 통합적 감각과 음악적 영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업4> 한국 기본 춤사위 추며 국악동요 부르기
･ 수업목적: 유아가 한국 기본 춤사위를 추며 국악 동요를 부를 수 있다.
･ 생활영역: 표현생활 - 신체표현과 동요 부르기
･ 활용음악: 국악동요 <꽃이 될래요> [악보1] 참고

본 수업은 굿거리 장단의 동요 <꽃이 될래요>를 부르면서 한국춤을 추는 것이다. 동요
<꽃이 될래요>는 노래를 부르는 이가 다른 이에게 기쁨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노래한 것
이다. 유아는 노래를 부르면서 엄마에게 꽃이 되고 싶다고, 나무가 되고 싶다고 하며 춤
을 춘다. 한국춤의 기본 춤사위를 배우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어 봄으로써 신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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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술적 표현력도 키울 수 있다.

1) 동요 <꽃이 될래요> [악보1]을 교사의 선창에 따라 배운다.
교사의 장구 반주로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꽃이 될래요>를 반복해서 불러 본다.

[악보1]

2) 한국춤의 기본 춤사위를 동작별로 따로 연습한다.
교사의 시범을 보고 노래에 활용되는 5가지 동작을 배우고 반복해 본다. [그림4] 참고
･ 손허리하고 제자리에서 굴신하기
･ 손허리 감으며 늦춘걸음 걷기
･ 손 뒤집으며 늦춘걸음 걷기
･ 뒷머리 쓸고 옆으로 늦춘걸음걷기
･ 손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며 기둥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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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한국 춤의 기본 춤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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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다.
서로 노래와 춤을 번갈아 하면서 다른 친구의 춤을 감상해 본다.
유치원에서는 어머니 참관 수업 날에 유아들이 엄마 앞에서 <꽃이 될래요>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유아들과 어머니의 특별한 감정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시
간이 될 것이다.
한국춤의 기본춤사위는 음악을 듣고 그 흥취를 자연스럽게 동작으로 옮겨 표현하고 있
다. 음악적 기운을 몸으로 표현하는 단계는 자신의 감각을 열었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여
지는 생태적 몸놀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5> 예천농요 부르기
･ 수업목적: 유아가 텃밭에서 활동하며 농요를 부를 수 있다.
･ 생활영역: 표현생활 / 사회생활
･ 활용음악: 예천 농요 <도움소> [악보2] 참고

생태유아교육 수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텃밭에 나가는 것이다. 유아들은 텃밭에
나가서 씨도 심도,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도 관찰하고 실외로 나감 김에 마음껏 바깥놀이
를 즐긴다. 이 때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지을 때 했던 것처럼 농요를 부르는 것이다. 농요
는 일 할 때 불러서 일의 고됨을 잊기도 하고 일을 하는 사이사이에 불러서 무료함을 달래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불러서 일을 마친 즐거움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예천 통명농요 중에서 모심는 일을 마치고 다른 못자리로 옮기려고 나오면서 부르는 노
래로 <도움소>가 있다. ‘도움소’는 일을 할 때 ‘다같이 도와서 하자’는 의미이기도 하고, 혹
은 싹이 더욱더 움트라는 뜻에서 ‘더 움터’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한다.
<도움소>는 손뼉으로 박자를 맞추고 발로 땅을 굴리면서 부르면 더욱 흥이 난다. 생활
과 노래가 하나이고, 자연과 삶이 하나로 어우려 졌던 조상들의 공생의 삶을 노래로 느껴
볼 수 있다.
1) 교사의 중중모리 장단에 맞추어 <도움소> [악보2]를 배운다.
농요는 정확한 음정으로 부르기 보다는 노래의 흥겨움을 살려서 부른다. 유아와 교사가

16 ․ 생태유아교육연구 제3권 제1호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를 나누어서 불러 본다.
2) 텃밭에서 활동할 때 반복해서 불러 본다.
텃밭으로 향해 갈 때, 작업장을 옮길 때, 작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 등 활동에 활력을 주
거나 일의 변화를 유도할 때 불러 본다. 교사가 메기는 소리를 하고 유아들이 받는 소리
를 한다. 메기는 부분에서 교사는 상황에 따라 노랫말을 재미있게 만들어서 활용한다.

[악보2]

< 도움소 > 노랫말2)

(받는 소리)
(메기는 소리)

도움소 도움소 / 에 에루아 - 도움소
1. 도움소 소리가 나거들랑 / 에 에루아 - 도움소
2. 먼데 사람 듣기 좋게 / 에 에루아 - 도움소
3. 곁에 사람 보기 좋게 / 에 에루아 - 도움소
4. 자주꽃 핀건 자주감자 / 에 에루아 - 도움소
5. 하얀꽃 핀건 하얀감자 / 에 에루아 - 도움소
6. 도움소 소리도 고만하세 / 에 에루아 - 도움소

2) 노랫말 중에서 4·5절은 권태응의 동시를 필자의 임의대로 붙여 보았다. 유아교사는 이와 같이 메기는 소리의
노랫말을 즉흥적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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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는 말
국악은 한반도라는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내면적 정서가 음악이라는 소리의 질
서를 이루면서 만들어낸 우리 고유의 음악어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음악어법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생명을 바라보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음악으로 표현된 것
이다. 더구나 그 음악 안에는 인간 스스로의 생명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고유의 음악어법인 국악을 활용하여 생태유아교육 지도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지도방안의 제시 방법은 우주의 온생명체 중의 하나인 낱생명으로서의 인간이
숨쉬는 자신과 타자인 자연을 인식하는 과정을 임의로 설정하고, 각 과정에 따라 국악을
활용하여 생태유아교육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지도방안은 국악곡을 감상하며 자연스러운 숨쉬기를 유도하여 본래 숨쉬는 자
연으로서의 자신을 느끼도록 하였고, 둘째는 국악곡을 들으며 국악곡에 대한 감상을 한지
에 산모양으로 그려보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향피리의 대나무 소리를 매개로 자연을
형상화해보는 작업과 한지의 질감을 느껴보는 체험을 갖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가야금
소리를 ‘소리비’라고 상정하여 가야금 음악을 들으면서 유아의 몸 감각을 일깨우는 수업인
데 이는 유아의 몸에 대한 감각과 음악적 영감을 일깨우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
째는 국악동요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몸으로 숨쉬기와 국악과 한국춤이 갖는 생태적 움직
임을 체험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는 바깥놀이 때 유아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전통적 농
요에서 찾아서 이를 수업에 제시하였다.
본 지도방안에서 사용된 국악은 전통음악과 창작음악, 노래와 춤 등이며 이를 소재로
통합적 교육방법들을 활용하였다. 국악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음악문화
임으로 그 특성은 한국인의 생태적 구조를 예술적으로 표현해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근대 서양음악의 대량 유입과 서양음악 위주의 교육관행으로 인하여 현재의 우
리들은 자기 고유의 음악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즐기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음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악교육이 미래의 아이들에게 주
체성 있고 다양한 음악 경험으로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음악의 전통은 깊으나 이를 연구하는 국악학의 역사는 오래
되지 않았고 더구나 국악교육학적 연구는 이제 시작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국악에 내제된 음악 특성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연․국악․살림 속에서의
생태 교육적 가치를 발견하여 이를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
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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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Effective Teaching Methods in Ecological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Using Korean Music

Kang, Hye In

This study examines various ways of using Korean music for ecological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researcher with a view of nature in Korea presents the teaching methods to apply
natural characteristic of Korean music to today's early childhood education. Firstly, this study led
infants to the Korean music naturally with the appreciation of the music. Secondly, the work of
drawing mountains on the Korean traditional paper with the appreciation of the music was used.
Thirdly, it gave the lessons for infants to get musical inspiration and united feeling with the music
of a Kayagum- a Korean musical instrument - called “Soribi”. Fourth, this study helped the
children experienced natural movement that Korean dance has with dancing to the tune of Korean
nursery rhyme. Finally the researcher applied folk music, songs for infants to sing playing outside
to the lesson. In this teaching method, Korean musical factors such as traditional music, the
created music, song and dance were used as united educational methods. Because of the western
style of educational system and the inflow of modern music, people in South have not known and
enjoyed its own traditional music. However, nowadays the correct understanding and the interests
in Korean music have increased and Korean music is being used well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with expectation that Korean children in the future will establish their subjecthood through it.
Therefore, we should apply beauty, natur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value found in Korean
music to the field of teac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