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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2007년 개정 3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감상 역에 한 이 언어교육 지도 방안 연구

장 은 진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음악교육 공

지도교수 조 치 노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차 으로 강조되고 있는 어 교육의 일환으로

2007년 개정 3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감상활동 역을 어로 가르치는 이

언어교육(BilingualEducation)지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필요성과 목 을 두

고 있다.이에 따라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감상 역을 우리말과 어를 동시

에 사용하면서 지도하는 이 언어교육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여 제시하

으며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이 언어교육을 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 다.음악을 가르치되

어로 지도하는 것이 목 이므로 어와 음악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

는데 필요한 학습 요소 흐름을 정리하 다.

둘 째,차시별 지도 어 어휘 교실 어 구문을 정리하 다.각 감상활동

별 학습 주제에 맞는 어휘를 추출하여 정리하 고 어로 음악을 지도하기

한 교실 어 구문들을 학습의 흐름에 따라 분류하 다.

셋 째,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용하 다.스토리텔링 마인드 맵 등의

활동을 통해 어 학습과 음악 감상 활동을 병행하여 지도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학습 활동을 제시하 다.

넷 째,아동들의 어 의사소통능력이 신장되도록 하 다.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어 표 들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기본 인 의사소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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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장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어로 표 해보

는 활동을 통해 보다 심화되고 깊이 있는 어 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교사들은 음악 감상 역을 어로 가르치는데 필요한

어휘 교실 어 구문을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어로 음악을 지도하는

것에 한 부담감을 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아동들은 음악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어로 반복 으로 표 해보는 기회를 통해 어 표 이

해 능력뿐만 아니라 어 사용에 한 자신감 의사소통능력이 신장될 수 있

을 것이다.

※주요어 :2007년 개정 교육과정,감상 역,음악과 이 언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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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지 우리 사회는 차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무한의 경쟁을 펼치

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

에 응하여 사회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로벌 인재를 양성해야한다.

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에서도 외국어를 습

득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등학교 교육과정에 어가 정규교과로 채택이 되어 지

까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 교육이 강조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가 차지하는 비 이 커져가고 있고 세계 흐름에 맞는 교육을 하기 함

일 것이다. 등학교 3～4학년은 주당 1시간,5～6학년은 주당 2시간씩 편성되어

있던 어교과 시수는 2007개정 교육과정부터 주당 1시간씩 증 되었다.이처럼

어 교과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어 의사소통 능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이 되었다.하지만 우리 나라와 같은 EFL(EnglishasaForeignLanguage)

환경에서는 주당 2～3시간의 어 학습만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능력을 갖춘다

는 것은 무리가 있다.따라서 어를 보다 집 으로 가르치는 몰입교육이 조명

을 받기 시작하 다.

“ 어몰입 교육이란, 어 타 교과수업을 어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서 교과의 내용과 어를 동시에 학습되도록 하는 이 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이다”(노유미,2009,p.1).이러한 몰입교육의 효과에 해 변경미(2008)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몰입학습은 타 교과내용을 외국어로 가르침으로써 학업성취와 외국어 습득을 동시

에 가능 하며,모국어 발달도 자연스럽게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방법으로 유의미

한 환경에서의 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언어 입력을 늘리고,실제 언어 사용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학생들에게

부족한 어 수업 시간을 보충하고 실제 이고 의미있는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EFL환경에서 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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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업 형태가 될 수 있다.(p.2)

하지만 이러한 몰입교육은 교사와 학생 모두 어느 정도 이상의 어 의사소통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제 조건이 있다.이에 비해 이 언어교육은 외국어

와 모국어를 모두 수업의 매개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어 사

용에 한 부담감을 여 수 있다.이처럼 외국어로서의 어를 지도하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실질 으로 용 가능한 어 몰입교육을 도입하기 한 방법의

하나로 이 언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등학교 어 교과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 활동,노

래 부르기 등 흥미로운 활동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즐겁게 배우는 동안 어가 자연스럽게 체득되도록 하는 것이다.이러한 맥

락에서 음악과 이 언어교육은 어 자체에 한 학습이 아닌 음악 교과 내용을

학습하기 한 수단으로 어가 사용되면서 자연스러운 언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다양한 음악을 듣고 자신의 느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 하는 감상활동

을 어로 지도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어로 표 하는 방법을 알고 직 사용해

보게 함으로써 음악 감성을 키우는 동시에 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개정 3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감상활동을 심

으로 어로 가르치는 이 언어교육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해 우선 이 언어교육에 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2007년 개정 3

학년 음악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2010)의 개정 배경 그 구체 인 내용

들을 정리한다. 한 3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에 편성된 감상활동 단원들을 분

석․정리한다.다음으로 학습자 수 과 학습 내용에 합한 어 어휘 교실

어 구문들을 추출하고 어로 가르치는 음악 감상활동 지도 모형을 구안하여

2007년 개정 3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에 감상활동으로 편성된 모든 차시분에

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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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본격 인 음악과 어 몰입교육을 하기 한 방법의 하나로 효과

으로 우리말과 어로 음악을 지도하는 이 언어교육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한 연구 범 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3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에 편성된 감

상 역만을 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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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이 언어교육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형태의 사회가 구성되고 범 가 늘어나면서 그 필요성이 차 강조되기

시작하 다.오랜 세월 단일 민족 국가로 단일어 사용을 유지해오던 우리 사회

도 다문화 사회로 변모되기 시작하고 국제화 사회에서 어의사소통 능력

이 더욱 더 강조됨으로써 국내에서도 이 언어교육이 조명을 받기 시작하 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 문헌 자료들을 통해 이 언어교육에 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한 내용을 분석․정리하고자 한다.

1.이 언어교육(BilingualEducation)

가.이 언어(Bilingualism)의 개념

‘이 언어란 무엇인가’에 한 정의로 김기 (2008)은 “이 언어(Bilingualism)

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일 는 그런 능력“을 이르는 말

이라고 하 다.(p.22)이는 결국 이 언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언어인

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 언어인의 개념과 함께 논의하

는 것이 할 것이다.

이 언어인에 한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보면 우선 Baker(2001)는 개인의 선

택이나 사회 ,정치 상황과 같은 주변 환경 때문에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배

우고 말하게 되어 두 가지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언어자

(Bilingual)’라고 하 다(Baker,2001;김정인,2009,p.5에서 재인용).김기

(2008)의 연구에 의하면 Lambert(1974)는 이 언어 사용자를 언어의 구사능력

에 따라 이 언어를 고루 쓰는 사람(balanced)과 어느 한 쪽이 우세한 사람

(dominantbilingual)으로 구분하 다(Lambert,1974;김기 ,2008,p.23에서 재

인용).박 순(2005)은 “하나의 모국어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하나의 언어를

가진 사람을 이 언어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박 순,2005;유경숙,2007,

p.7에서 재인용).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이 언어란 1차 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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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와 함께 2차 인 요인으로 학습하게 되는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

력을 말하고 이 언어자란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다.

나.이 언어교육의 개념 유형

이 언어교육에 해 박기옥(2010)은 “이 언어 교육(BilingualEducation)이

란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하 다

(p.9).외국어 교육의 형태는 모국어가 아닌 어를 어떻게 보고 어떤 환경에서

실시하느냐에 따라 ESL(EnglishasaSecondLanguage)과 EFL(Englishasa

ForeignLanguage)로 나 수 있다.ESL은 어를 제2언어로 보고,학교의 수

업을 어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가 통용되는 환경이다.

EFL은 어를 외국어로 보며 모국어를 통해 어가 학습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를 외국어로써 가르치는 EFL환경이다. 재 등학

교 3학년부터 어를 정규교과로 채택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 우리 말이 아닌 어로 어를 가르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한 노력을 차 으로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무척 희박한 우리 나라와 같은 환경에서 학교에서 이루

어지는 어 교육만으로 학습자들의 어사용능력을 신장시키기에는 무리가 있

다.따라서 학교 교육 안에서 어 이외의 교과를 어로 가르치는 어 몰입교

육이 조명을 받기 시작하 고 실제로 운 하는 학교도 있다.하지만 어를 처

음으로 학습하는 등학교 아동 수 에 교과의 내용을 부 어로 가르치는

몰입교육은 어 사용에 능력에 한 부담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따라서 어

를 학습하기 시작하는 등학교 수 에서는 우리말과 어를 병행하여 지도하

는 이 언어교육이 어 사용에 한 부담감과 학습의 격차를 이는데 보다

효과 일 것이다.

이러한 이 언어교육의 유형에 해 김진희(2006,pp.20-21)는 다음과 같이 4

가지의 형태로 정리하 다.



- 6 -

이 언어교육 유형 설명

집 이 언어

(bilingualimmersion)

미국으로 간 많은 학생들이 어로 된 학생생활을 이해할

수 없기에 좌 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그 학생들의 모국어로 가르치고 동시에

어로도 가르치는 2개 국어 로그램이 시작되었다.이러한

2개 국어 로그램은 이주학생들의 어 발 과 학업성취

를 돕는데 매우 효과 이다.

제 2언어로써의 어

(ESL:Englishasa

SecondLanguage)

모국어 이외에 하나의 언어가 모국어처럼 일상 언어

생활에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로 학생들은 특

별히 훈련된 문 교사로부터 얼마동안의 별도 어수업을

받게 되며 이는 어로 공부한 학과목의 이해에 도움을 주

는데 목 이 있다.

환 이 언어교육

(TBE:Transitional

bilingualeduction)

미국 내의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원만한 언어생활

을 돕기 한 목 이며 제 2언어인 어로 능통해지기

까지의 과도기 이 언어교육으로써 제 1언어를 제 2언

어로 환하는 언어교육이다.하지만 이는 차 제 1언어

도 보존하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 언어교

육, 즉 ‘보존 이 언어교육(MBE : maintenance

bilingualeduction)으로 발 하는 추세이다.

다 언어교육

(multilingualimmersion)

제 1언어는 그 로 보존,발 시키면서 첨가 으로 한 두

개의 언어를 Immersion등의 방법을 통하여 원어민처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을 말한다.

<표 Ⅱ-1>이 언어교육의 유형

이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캐나다,호 등의 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이

언어교육의 형태들로 우리 나라의 상황과는 차이 이 있다.하지만 그 정 인

효과를 참고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이 언어교육 로그램을 계속 으

로 연구하여 계발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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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가.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1)개정 배경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인 성장의 기반 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기

능력을 토 로 창의 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우리 문화에 한 이해의 토 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

람,민주 시민 의식을 기 로 공동체의 발 에 공헌하는 사람’을 기리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와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

을 길러 수 있는 교육과정,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심 교육과정 체

제,교육 내용의 양과 수 을 정화하고,심도 있는 학습 구성,학생의 능력․

성․진로를 고려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교육과정 편성과 운 에서 장

의 자율성 확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을 통한 교육에 한 질 리 강화’를 구

성방침으로 하고 있다.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

한 ‘인간상’과 ‘구성 방침’을 바탕으로 하여 개정되었다.

2)개정

가)음악성과 창의성을 시하는 교육과정

음악성과 창의성은 음악 교육에서 요한 목표이다.음악 지식과 개념 학습,

가창,기악,창작,감상 등의 활동은 모두 학생들의 음악성과 창의성을 신장시켜

주기 한 내용과 방법에 해당한다.

나)활동을 시하는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활동’역이 차지하는 비 은 매우 크다.이는 음악 개

념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단순한 지식 달이 아니라 음악 활동을 하면서 습득

하는 것이 요함을 반 하기 함이다.이번 음악과 교육과정의 활동 역은 지

난 제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이해 역의 학습 요소들을 다양한 활동에 통합

하여 지도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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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악의 생활화를 시하는 교육과정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음악

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태도와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 다.

라)국악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1990년 이후 , 등 음악 교육에서 국악의 비 이 많이 증가되었다.그러나

실제 학교의 국악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 으로 인해 충분히 그 목표를 성치하지

못하 다.따라서 보다 높은 수 의 국악 교육을 해서 음악과 교육과정에 국악

학습내용을 보다 체계 이고 구체 으로 제시하 다. ,교사와 학생들이 극

으로 국악에 근할 수 있도록 더 흥미롭고 질 높은 국악 내용을 제시하 다.

마)세계 음악에 한 이해를 시하는 교육과정

국제화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수록 학교 교육에서 세계 음악의 요성은 더욱

커진다.따라서 이번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세계 음악에 한 내용을 더욱 많이 반

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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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음악과의 성격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음악은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소리를 통해 표 하고 향수하는 술로, 로부터 인간

의 삶에 큰 향을 끼쳐 왔다.사람은 음악 활동을 통하여 미 체험과 즐거움을 얻고

잠재된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며 음악의 사회 역할과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자

아실 의 가능성과 삶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

음악 교과는 학생에게 다양한 음악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 활동에 필요한 기본

인 능력과 음악성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 정서를 함양하도록 체계 으로 도와 으로

써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교과이다.그러므로 음악을 느끼게 하

고,음악의 기본 감각과 기 기능을 기르며,음악 경험의 질 향상과 다양화를 해

탐구하고 연마하도록 하는 한편,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능동 으로 표 하고 수용하도

록 지도하는 데 을 둔다.

따라서,음악 교과는 다양한 악곡 활동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며,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음악 능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풍부한 음악 정서와 애호심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활화할 수 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목 을 둔다.

<표 Ⅱ-2>2007년 개정 음악과 성격

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음악 교과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아동들로

하여 음악 능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 정서를 함양하여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음악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을 둔 교과이다.

다.음악과의 목표

음악 교육의 총 목표와 등학교 목표는 다음과 같다.

1)총 목표

다양한 악곡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음악의 기본

능력과 창의 으로 표 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며,풍부한 음악 정서와 음

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2) 등학교 하 목표

가)기본 형식의 악곡과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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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교육과정 요소

활동

-바른 자세로 표 하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 하기

-외 서 표 하기

-함께 표 하기

-음악을 몸 움직임으로 표 하기

- 래 동요 부르기

-동요 부르기

-다른 나라 동요(아시아)부르기

-간단한 돌림 노래 부르기

-자연스런 발상으로 부르기

-듣고 부르기

-3음 가락 보고부르기

-메기고 받는 방식으로 부르기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

-리듬악기,가락 악기 연주하기

-간단한 리듬 짓기

-즉흥 으로 표 하기

-주변의 목소리,물체,악기로 표 하기

-악곡의 느낌 말하기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표 Ⅱ-3>2007년 개정 3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나)음악의 기 기능을 익 개성 있게 표 하고,악곡의 특징을 악하면서

감상하게 한다.

다)기본 인 음악 개념을 이해하게 한다.

라)음악 활동을 극 으로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라.3학년 음악과 내용 체계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활동,이해,생활화 역의 순으로 제시되었다.‘활

동’역에는 표 하기,노래하기,연주하기,음악 만들기,감상하기에 련된 다양

한 음악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이해’역에는 음악 개념,악기와 악곡의 특

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다음은 3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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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박

-장단(자진모리),장단의 세

-간단한 리듬꼴

-시김새의 특징

-올라가는 가락,내려가는 가락

-메기고받는 방식

-악곡의 빠르고 느림

-소리의 크고 작음

-타악기의 종류와 음색

-악곡의 특징(풍물,춤곡,행진곡 등)

-쓰임에 따른 악곡의 종류(놀이요,노동요,춤곡,행진곡 등)

생활화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학교 내외에서 음악 발표하기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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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학교 3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감상 역 분석

2007년 개정 3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감상 역에 해당하는 단원들을 추출하

여 그 내용을 분석하 다.

단원명 차시 주요 활동 악곡의 특징

6.두꺼비 집이

여물까

‘쥐구멍에 볕

들었어도’

3/3
①이야기를 음악으로 표 한 방법 알고 감상하기

②악곡의 특징을 이해하고 느낌 말하기

-창작국악

-이성천 작곡

-해 합주곡

8.시계

하리 야노스

‘빈의 음악

시계’

3/3

①음악을 들으며 


박자 박자치기

②올라가는 가락,내려가는 가락 구별하기

③반복되는 가락 찾기

-외국음악

-코다이 작곡

10.느낌이

달라요.

‘캉캉’,‘거북이’

1/2
①주제 가락 노래하기

②악곡의 특징에 알맞은 신체 표 하며 감상하기

-외국음악

-‘캉캉’:

오펜바흐 작곡,

춤곡

-‘거북이’:

생상스 작곡,

‘동물의 사육제’

삽입곡

2/2

①빠르기를 비교하면서 감상하기

②빠르기에 따라 달리지는 느낌 이야기하기

③빠르기의 변화를 즉흥 으로 표 하기

12.방울새

‘왕벌의 비행’
3/3

①음악을 들으며 빠르기에 맞추어 몸 움직임으로

표 하기

②벌의 특징이 음악으로 어떻게 표 되었는지

이야기하기

-외국음악

-림스키코르사

코 작곡

16.덩더꿍

우리 가락

<풍물놀이

감상>

1/2

①풍물놀이 악기(꽹과리,장구,북,징)의 음색

구별하기

②풍물놀이 장단의 빠르기와 셈여림 구별하며

감상하기

-우리나라음악

-풍물놀이

<표 Ⅱ-4>2007년 개정 3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감상 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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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차시 주요 활동 악곡의 특징

20.훨훨이

일과 음악

‘강릉 모심는

소리’

3/3

①일노래의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②메기고 받는 방식을 이해하고 듣기

③여러 지역의 일노래 감상하기

-강원도지역민요

-일노래

22.어린이

행진곡

‘풍당당

행진곡’

2/2
①행진곡 감상하고 특징 악하기

②생활 속에서 연주되는 행진곡 찾기

-외국음악

-엘가 작곡

24.호두까기

인형

‘별사탕 요정의

춤’

‘꽃의 왈츠’

1/2

①호두까기 인형 모음곡(‘별사탕 요정의 춤’,‘꽃

의 왈츠’)을 듣고,그 특징 이야기하기

②음악에 따라 춤이 바 는 것을 알고 이야기하기 -외국음악

-차이콥스키

작곡

-발 모음곡

2/2

①가락선 그리며 감상하기

②음악의 분 기 비교하고 느낌 말하기

③춤곡의 특징에 알맞은 신체 표 하기

26.아리랑

‘학무’
3/3

①궁 무용 ‘학무’의 특징 알아보기

②음악과 춤의 어울림 생각하며 ‘학무’감상하기

③음악을 들으며 학의 모습 흉내 내기

-국악

-춤곡

2007년 개정 3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에 수록된 감상 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9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우리 나라 음악은 4개의 단원에서 지

도하고,외국음악 감상은 5개 단원으로 편성되었다.3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에

수록된우리 나라음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창작국악,풍물놀이,민요,국악 등

다양한 종류의 곡들로 이루어져있다.우선 창작국악곡인 ‘쥐구멍에 볕들어도’는

옛이야기를 해 을 이용해 재미있게 표 한 곡으로 해 특유의 연주를 감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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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곡이다.16단원은 풍물놀이 음악을 감상곡으로 선정하 고,20단원에서

는 강릉 지역에서 내려오는 일노래를 통해 우리 나라 일노래의 특징을 이해하

며 감상하도록 하 다.26단원에서는 궁 무용 ‘학무’감상을 통해 무용에 사용

된 음악을 듣고 국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 다.

외국음악 감상은 음악을 듣고 음악의 구성 이해하기,서로 다른 느낌의 음악

을 듣고 느낌 비교하기,음악 표 의 특징 이야기하기 등의 활동을 하도록 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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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음악과 이 언어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

앞서 2007년 개정 3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에 수록된 감상 역의 내용을 살펴

보았다.이를 토 로 본 장에서는 이 언어교육에 필요한 어 어휘 교실

어를 추출하여 정리해보고 음악과 감상활동 지도를 한 수업 모형을 구안하여

실제 인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1.차시별 지도 어휘 교실 어 구문

음악과 이 언어교육을 한 차시별 필수 지도 어 어휘를 학습 내용을 토

로 추출하여 정리하 다.

단원명 주요 학습 내용 필수 어 어휘

6.두꺼비 집이 여물까

<감상>

‘쥐구멍에 볕 들었어도’

-곡의 배경 이야기 내용

확인하기

-음악에 사용된 악기 알기

-음악 듣고 자신의 느낌

표 하기

-story,mouse,father,

mother,baby

-play,musicalinstrument

-listen,tell,feeling

8.시계

<감상>

하리 야노스 ‘빈의

음악 시계’

-


박자 리듬치기

-감상곡 듣고 반복되는 가락

찾기

-composer,Hungary,travel,

big,clock,toy

-tap,rhythm,sound,part

<표 Ⅲ-1> 등학교 3학년 음악과 감상 역 단원별 필수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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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주요 학습 내용 필수 어 어휘

10.느낌이 달라요.

<감상>

‘캉캉’,‘거북이’

-빠르기가 다른 두 개의

음악 듣고 느낌 비교하기

-음악의 빠르기를 몸으로

표 하기

-작곡가에 해 알기

-빠르기 비교하며 곡

감상하기

-tempo,compare,animal,

choose,fast,slow

-walk,change,speed

-main,sing,song,

-country,pianist,cellist

12.방울새

<감상>

‘왕벌의 비행’

-감상곡 소개하기

-빠르기에 맞추어 몸으로

표 하기

-벌의 특징이 음악으로

어떻게 표 되었는지

이야기하기

-opera,describe,bee

-express,body

-feature

16.덩더꿍 우리 가락

<풍물놀이 감상>

-풍물놀이에 해 알아보기

-풍물놀이에 사용된 악기에

해 알아보기

-풍물놀이 감상 소감

발표하기

-traditional,explain,role

-made,from,iron,leather,

windinstrument

-exciting

20.훨훨이

<감상>

일과 음악

‘강릉 모심는 소리’

-감상곡에 해 알기

-메기고받는 소리에

유의하며 감상하기

-여러 지역의 일노래

감상하기

-work,together

-leadingandfollowing

-past,other,area

22.어린이 행진곡

<감상>

‘풍당당 행진곡’

-행진곡에 해 알기

-‘풍당당 행진곡’에

쓰이는 악기 알기

-kind,march

-trumpet,horn,flute,

clarinet,saxophone,drum,

thebrass,thewood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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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주요 학습 내용 필수 어 어휘

24.호두까기 인형

‘별사탕 요정의 춤’

‘꽃의 왈츠’

-감상곡에 해 알기

-음악의 느낌 신체 표 하기

-ballet,waltz

26.아리랑

<감상>

‘학무’

-감상곡 소개하기

-‘학무’를 감상한 후 느낌

발표하기

-dance,crane,figure

다음으로 3학년 수 에 용하기 합하면서 음악 지도에 필요한 필수 교실

어 구문을 선정하 다.교실 어 내용은 크게 감상활동 필요한 구문,감

상활동 필요한 구문,감상활동 후 필요한 구문으로 나 어 정리하 다.감상

활동 교실 어 구문은 서로의 안부 요일 묻고 답하기 등 실생활에서 많

이 쓰이고 표 들과 음악을 듣기 사용할 수 있는 표 으로 정리하 다.감상

활동 에는 음악을 들으며 할 수 있는 활동을 안내하는 표 음악 감상

에 갖추어야 할 태도 등에 한 표 들로 정리하 으며 감상 활동 후 교실

어는 음악을 듣고 난 후의 느낌을 묻는 표 들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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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교실 어 구문

한국어 어

감상활동

-오늘 기분이 어떤가요?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

-음악을 들을 비가 되었나요?

-How areyou?

-Whatdayisittoday?

-How'stheweather?

-Areyouready tolistentothe

music?

감상활동

-다함께 음악을 들어 시다.

-먼 ,음악을 들어보세요.

-지 틀어 거 요.

잘 들으세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 노래는 이 게 시작됩니다.

-박자에 맞춰 손 을 칠 수 있나요?

-박자에 맞춰 책상을 두들겨 시다.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해 시다.

-Let'slistentothemusic.

-First,listentothemusic.

-I'llplay itnow.Listen to it

carefully.

-Listencarefully.

-Thissongstartslikethis.

-Canyouclapyourhandstothe

rhythm?

-Let'staptotherhythm.

-Let'sdancetothemusic.

감상활동 후

-여러분의 느낌을 얘기해 시다.

-음악이 어떤가요?

좋아요?

-큰 목소리로 말해 시다.

-말을 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표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크게 말해 주세요.

-Couldyoutellmeyourfeeling?

-How isthemusic?

Doyoulikeit?

-Pleasespeakwithaloudvoice.

-Try to express your emotions

whenyouspeak.

-Pleasespeakloudly.

<표 Ⅲ-2> 등학교 3학년 음악과 감상 역 지도를 한 교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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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언어교육 음악과 감상활동 수업 모형

단계

Steps

차

Procedure

교수․학습 활동

Activities

사용

언어

도입

Warm up

activity

⇒

인사하기

Greeting

⇒

∙Greeting 어

시학습 상기 동기유발

Review andMotivation

∙Review

∙Motivation
어

학습목표 확인

Confirmationofobjectives

∙Confirmationof

objectives
한국어

학습활동 안내

Announcementoftoday's

activities

∙Announcementof

today'sactivities.

-Activity1

-Activity2

-Activity3

어,

한국어

개

Main

activity

⇒

연습-활동 1

Practice

⇒

∙Practice

-Activity1

어,

한국어

심화-활동 2

Production

∙Production

-Activity2

어,

한국어

발 -활동 3

Developing

∙Developing

-Activity3

어,

한국어

정리

Conclusion
⇒

학습 내용 정리

Wrap-up

⇒

∙Wrap-up
어,

한국어

차시 고

Announcementofthenext

class

∙Announcementof

thenextclass
어

종료

Closing
∙Closing 어

<표 Ⅲ-3>이 언어교육을 한 음악과 감상활동 교수․학습 모형

음악과 이 언어교육을 한 수업 모형의 단계는 크게 도입(Warm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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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개(Mainactivity),정리(Conclusion)부분으로 나 었다.우선 도입

단계(Warm upactivity)는 인사하기(Greeting), 시 학습 상기 동기유발하기

(Review andMotivation),학습목표 확인(Confirmationofobjectives),학습활동

안내하기(Announcementoftoday'sactivities)등의 네 가지 과정으로 나 었다.

일반 인 어 수업의 시작처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요일 날씨 묻고 답하기

등의 기본 인 표 을 지속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다음으로 시에 학

습한 내용을 상기해보도록 하고 본 학습을 한 동기유발 활동을 진행한다.이

과정까지는 어로 진행하며 본 차시 학습에 필요한 어휘 지도도 이 과정에서

진행한다.다음으로 공부할 문제를 다함께 확인한다.이 부분은 보다 확실한 이

해를 돕기 해 우리 말로 설명한다.학습활동 안내 단계에서는 매 차시마다 반

복 으로 사용하는 표 은 어로,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말

로 지도한다.

개 부분은 세 가지 과정으로 나 어 학습 목표 달성을 한 활동들로 구성

한다.우선 연습(Practice) 단계는 감상활동을 한 비 단계이고,심화

(Production) 단계에서는 직 감상 음악을 듣도록 한다. 그리고 발

(Developing)단계에서는 감상 활동 후의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 하도록

지도한다. 개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의 수 과 어휘 사용의 양상에 따라 우리

말과 어를 병행하여 사용한다.

정리(Conclusion)단계에서는 본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Wrap-up)해보

고 다음 차시에 한 고(Announcementofthenextclass)를 하며 수업을 마

무리(Closing)한다.학습 내용 정리하기 단계(Wrap-u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입 단계(Warm upactivity)와 같이 반복 으로 사용하는 표 을 이용하여

어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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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악과 감상활동 이 언어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본 장에서는 재 2007년 개정 3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에 수록된 9개의 감상

활동들에 해 앞서 정리한 차시별 필수 어 어휘 교실 어를 이 언어교

육을 한 감상활동 수업 모형에 용하여 실제 인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음악과 교수․학습 지도안 Ⅰ

1)단원명 :6.두꺼비집이 여물까(3/3)

2)수업 목표

가)이야기를 표 한 음악을 듣고 느낌을 말할 수 있다.

나)음악을 들으며 악곡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3)학습의 흐름

가)동기유발 :‘시골 쥐 가족의 이야기’스토리텔링으로 들려주기

나)활동 1:곡의 표 방법 측하기

다)활동 2:음악 듣기

라)활동 3:자신의 느낌 표 하기

마)정리활동 :발표하기

4)학습자료 :스토리텔링 자료,음악 일,감상활동지,그림 자료,소리 일

5)새로운 어휘

-story( 야 ), mouse( ), father(아 지), mother(어 니), baby(아 )

-play(연주하다), musical instrument(악 ) 

-listen(듣다), tell(말하다), feeling(느낌) 

6)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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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두꺼비집이 여물까 Period 3/3 Page 21

Objectives
1.이야기를 표 한 음악을 듣고 느낌을 말할 수 있다.

2.음악을 들으며 악곡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Materials 음악 일,스토리텔링 자료,그림 자료,소리 일,감상활동지

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Warm up

activity

Greeting

Review and

Motivation

• Greeting

-Say‘Hello'andask‘How areyou?'

• Review

-Let'ssingthesong‘두꺼비집이

여물까’thatwelearntinthelastclass.

(지난 시간에 배운 노래 ‘두꺼비집이

여물까’를 불러 시다.)

• Motivation

-I'lltellyouastory‘themousefamily’.

(‘쥐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겠어요.)

-Listentoit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스토리텔링 자료>

Therewasa mousefamily.Thefather

mouse,the mothermouse and the baby

mouselivedtogether.

One day they were very hungry so

movedtoabighouse.Attheretheyhad

lotsoffoodbutthefathermousewanted

morefood.Sohemadeaholeonthefloor.

Butatthattimeitmadeathundersound.

Themousefamily werescared.So they

movedtoasmallhouseagainandworked

hard.

-Doyoulikethisstory?

(이야기가 맘에 드나요?)

-Todaywewilllistentomusicabout

thisstory.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와 련된 음악을

들을거에요.)

8'

•음악

일

•스토리텔

링 자료

※스토리텔

링을 통해

새로운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들의

생각을

어 는

우리말로

발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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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Main

activity

Practice

Confirmation

ofobjectives

Announcement

oftoday's

activities.

곡의

표 방법

측하기

-Firstlet'schecktoday'sobjectives.

(우선,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시다.)

• Confirmationofobjectives

음악을 듣고 난 후 자신의 느낌을 어로

말해 시다.

• Announcementoftoday'sactivities.

-Activity1:곡의 표 방법 측하기

-Activity2:음악 듣기

-Activity3:자신의 느낌 표 하기

• 곡의 표 방법 측하기

-해 사진을 보여 다.

-Whatmusicalinstrumentisthis?

(이 악기는 무엇인가요?)

-Thisisa‘haegeum1)’.

(이것은 ‘해 ’입니다.)

-해 은 우리 나라 통 악기로 두 개의

을 활을 이용해 연주하는 악기에요.

-다함께 해 의 소리를 들어 시다.

-Listencarefully.(잘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Doyourememberthestory‘the

mousefamily’?

(‘쥐 가족’이야기 내용이 기억나나요?)

-오늘 우리가 들을 음악은 이 이야기를

해 으로 연주한 곡입니다.

-아빠 쥐,엄마 쥐,아기 쥐 소리가 어떻

게 표 되었을 것 같나요?

10' •그림

자료

•소리

일

※악기에

한

설명은

이해를

돕기 해

우리 말로

한다.

※ 어와

우리 말

사용을

조 하며

수업을

진행한다.

1) 국악  문 들  혜진  ‘한국악 (2001. 울: 열화당)’에 재  내  탕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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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Production

Developing

Conclusion

음악 듣기

자신의 느낌

표 하기

Wrap-up

Announcement

ofthenext

class

Closing

• 음악 듣기

-Now,wewilllistentothemusic‘쥐

구멍에 볕 들었어도’.

(‘쥐 구멍에 볕 들었어도’라는 음악을

들어 시다.)

-Listentoitcarefully.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 자신의 느낌 표 하기

-How wasit?

(음악이 어떤가요?)

-Now youwillexpressyourfeelingson

thispaper.

(지 부터 음악을 듣고 난 후 자신의 느낌을

감상지에 표 해 시다.)

-Draw apictureandwriteshort

commentsaboutyourfeelings.

(그림과 짧은 로 자신의 느낌을

나타내 시다.)

• Wrap-up

-It'spresentationtime.

(여러분이 작성한 감상지 내용을

발표해 시다.)

-Whowantstodotheirpresentation

first?( 가 먼 발표해볼까요?)

• Announcementofthenextclass

-Wearegoingtodolesson7.

(다음 시간에는 7단원을 공부하겠어요.)

• Closing

-That'sallfortoday.

Seeyounexttime.

7'

10'

5'

•음악

일

•감상활동지

※자신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어 는

우리말로

발표하도록

한다.

Assessment Byteacher’sobservation:

-How wellstudentslistentothemusic.

-How wellstudentsspeaktheirfee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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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해 ] 

주. 출처 라북도립국악원. 

7)참고 지도 자료

가)해 :큰 나무의 뿌리와 해묵고 마

디가 촘촘한 오반죽(烏斑竹)을 재료로 몸통을

만들고 두 의 을 연결한 국악기이다.말총

으로 만든 활을 안 ( )과 바깥 (유 )

사이에 넣고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데,울림통

과 두 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원산(遠山)으

로 이것의 치에 따라 음량의 크기가 달라진

다.해 에는 일정한 음자리가 없이 다만 을

잡는 손의 치와 을 당기는 강약에 따라

음높이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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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음악과 교수․학습 지도안 Ⅱ

1)단원명 :8.시계(3/3)

2)수업 목표

가)음악을 들으며 

박자 박자치기를 할 수 있다.

나)음악을 듣고 반복되는 가락을 찾을 수 있다.

3)학습의 흐름

가)동기유발 :감상곡 ‘빈의 음악 시계’에 해 설명하기

나)활동 1:음악 듣기

다)활동 2:일정박 치며 감상곡 듣기

라)활동 3:가락의 흐름 구별하기

마)정리활동 :감상곡 들으며 리듬치기 하기

4)학습자료 :음악 일,리듬꼴 그림

5)새로운 어휘

-composer(작곡가),Hungary(헝가리),travel(여행하다),big(큰),clock(시계),

toy(인형)

-tap(두들기다),rhythm(박자),sound(소리),part(부분)

6)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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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시계 Period 3/3 Page 24～25

Objectives
1.음악을 들으며 


박자 박자치기를 할 수 있다.

2.음악을 듣고 반복되는 가락을 찾을 수 있다.

Materials 음악 일,리듬꼴 그림

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Warm up

activity

Greeting

Review and

Motivation

Confirmation

ofobjectives

Announcement

oftoday's

activities.

• Greeting

-Say‘Hello'andask‘How areyou?'

• Review

-Let'ssingthesong‘시계’together.

(다함께 ‘시계’노래를 불러 시다.)

• Motivation

-I'lltellyouastoryabouttoday'smusic.

(오늘 들을 음악에 해 이야기를 하겠어요.)

-Listentoit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Wasitfun?(재미있었나요?)

-Firstlet'schecktoday'sobjectives.

(우선,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시다.)

• Confirmationofobjectives




박자 박자치기와 반복되는 가락을 구별하

며 음악을 들어 시다.

• Announcementoftoday'sactivities.

-Activity1:음악 듣기

-Activity2:일정박 치며 감상곡 듣기

-Activity3:가락의 흐름 그림으로 표 하기

8'

•음악

일

※이야기

듣기를

통해

새로운

어휘

지도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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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Main

activity

Practice

Production

음악듣기

일정박 치며

감상곡 듣기

• 음악 듣기

-Wecandividethemusicinto6parts.

(오늘 우리가 들을 음악은 크게 6부분으로

나 수 있어요.)

-Review themusic'sstoryandlistento

the6parts.

(음악의 내용을 떠올리며 하나씩 들어 시다.)

-First,Let'slistentothe‘Intro'.

(먼 ‘서주‘부분을 들어 시다.)

-Whatsoundscanyouhearinthispart?

(이 부분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_

-Let'slistentootherpartsofmusic.

(이어서 A부분부터 나머지 부분까지 차례로

들어 시다.)

• 일정박 치며 감상곡 듣기

-


박자의 여러가지 리듬꼴을 보며 다함께

리듬치기를 해 시다.

-Please,tapthefirstrhythm whenyou

listentotheintro.

(첫 번째 리듬꼴 리듬치기를 하며

‘서주’부분을 들어 시다.)

-Please,tapthefirstrhythm whenyou

listentoPartA.

(두 번째 리듬꼴은 A부분을 들으며

리듬치기를 해 시다.)

-Let'slistentothelastpartofthemusic

whiletappingtherhythm.

(나머지 부분들도 각각의 리듬꼴에 맞게

리듬치기를 하며 들어 시다.)

-Now,tapalloftherhythmswhenyou

listentothemusic.

( 체 음악을 들으며 리듬치기를 해 시다.)

8'

10'

•음악

일

•리듬꼴

그림

•음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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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Developing

Conclusion

가락의 흐름

구별하기

Wrap-up

Announcement

ofthenext

class

Closing

• 가락의 흐름 구별하기

-각 부분의 가락의 흐름을 생각하며 체

음악을 들어 시다.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그 부분의 가락의 특징은 어떤가요?

-가락의 흐름을 몸으로 표 하며 반복되는

부분을 들어 시다.

• Wrap-up

-반복되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가락의 흐름을

몸으로 표 하며 체 음악을 다시 들어 시다.

• Announcementofthenextclass

-Wearegoingtodolesson9.

• Closing

-That'sallfortoday.

Seeyounexttime.

10'

4'

•음악

일

•리듬막

※ 어와

우리 말

사용을

조 하며

수업을

진행한다.

•음악

일

Assessment Byteacher’sobservation:

-How wellstudentsheattherhythms.

-How wellstudentsdistinguishthemelody.

7)참고 지도 자료

가)

박자 리듬꼴( )

[그림 Ⅲ-2-


박자 리듬꼴] 

주. 출처 초등학교 교사  지도  악 3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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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악과 교수․학습 지도안 Ⅲ

1)단원명 :10.느낌이 달라요(1-2/2)

2)수업 목표

가)악곡의 특징을 몸 움직임으로 표 할 수 있다.

나)빠르기를 구별하며 제재곡을 감상한다.

다)빠르기의 변화에 따른 악곡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3)학습의 흐름

가)동기유발 :한 곡을 빠르기를 달리하여 부르기

나)활동 1:빠르기 몸으로 표 하기

다)활동 2:제재곡 듣기

라)활동 3:곡의 느낌 표 하기

마)정리활동 :서로의 느낌 공유하기

4)학습자료 :음악 일,감상활동지,동물그림카드,피아노

5)새로운 어휘

-tempo(빠르기),compare(비교하다),animal(동물),choose(선택하다),

fast(빠른),slow(느린)

-walk(걷다),change(바꾸다),speed(속도)

-country(나라),pianist(피아니스트),cellist(첼리스트)

6)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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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0.느낌이 달라요. Period 1～2/2 Page 28～29

Objectives

1.악곡의 특징을 몸 움직임으로 표 할 수 있다.

2.빠르기를 구별하며 제재곡을 감상한다.

3.빠르기의 변화에 따른 악곡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Materials 피아노,음악 일,동물그림카드,감상활동지

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Warm up

activity

Greeting

Review and

Motivation

Confirmation

ofobjectives

Announcement

oftoday's

activities.

• Greeting

-Say‘Hello'andask'How areyou?'

• Review

-Let'ssingasong‘시계’.

(다함께 노래 ‘시계’를 불러 시다.)

• Motivation

-Let'ssingthesongonceagain.

(노래를 다시 한 번 더 불러 시다.)

-Thistime,I'llplayitfaster.

(이번에는 빠르게 연주할거에요.)

-Thistime,I'llplayitslower.

(이번에는 느리게 연주하겠어요.)

-How didyoufeelwhenyousangat

differentspeeds?

(빠르기를 달리해서 노래를 부른 느낌이

어떤가요?)

-Let'schecktoday'sobjectives.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시다.)

• Confirmationofobjectives

빠르기를 구별하며 제재곡을 감상한 후 악곡

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 Announcementoftoday'sactivities.

-Activity1:빠르기 몸으로 표 하기

-Activity2:제재곡 듣기

-Activity3:곡의 느낌 표 하기

8'

•피아노

※빠르기의

변화를

직 으로

들려주기

해

피아노

반주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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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Main

activity

Practice

Production

빠르기

몸으로

표 하기

제재곡 듣기

• 빠르기 몸으로 표 하기

-Whatanimalsarethey?

(이 동물들의 이름은 무엇이죠?)

-I'llplaytwopiecesofmusic.

(두 개의 음악을 들려주겠어요.)

-Pleaselistentothefirstpiecesofmusic.

(첫 번째 음악을 들어 시다.)

-Now,listentothesecondpiecesofmusic.

(이제 두 번째 음악을 들어 시다.)

-What'sthedifferencebetweenMusicA

andB?

(두 개의 음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WhatanimalcanyouputtomusicA?

(첫 번째 음악에는 어떤 동물이 어울리나요?)

-Whydidyouchoosethatanimal?

(왜 그 동물을 선택하 나요?)

-WhataboutmusicB?

(두 번째 음악은 어떤가요?)

-Whydidyouchoosethatanimal?

(왜 그 동물을 선택하 나요?)

-여러분이 선택한 동물들의 빠르기를 몸으로

표 하며 두 개의 음악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I'lltaptherhythms,whileyouwalk

aroundtheclassroom.

(지 부터 선생님은 리듬을 치고 여러분은

교실 안을 걸어 다니겠어요.)

-WhenItapfaster,you'llwalkfaster.

WhenItapslower,you'llwalkslower.

(선생님이 빨리 치면 여러분도 빠른

걸음으로 걷고,선생님이 느리게 치면 느린

걸음으로 걸어보세요.)

• 제재곡 듣기

-From now on,we'lllistentomusic.

(지 부터 음악을 들어보겠어요.)

20'

20′

•동물그림

카드

•음악

일

※동물

분류하기

활동을

통해

음악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어와

우리 말

사용을

조 하며

수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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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Developing 곡의 느낌

표 하기

-First,I'llexplaintoday'smusic.

(우선 오늘 들을 음악에 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We'lllistentotwopiecesofmusictoday.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음악을 들을거에요.)

-Thefirstmusicis‘Cancan’by‘Offenbach’.

(첫 번째 음악은 오펜바흐의 캉캉입니다.)

-이 음악은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오페라 ‘서곡’부분에 나옵니다.

-‘캉캉춤’은 주름이 많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차올리며 매우 빠른 속도로 추는 춤을

말합니다.

-Now,let'slistentothefirstpieceofmusic.

(지 부터 첫 번째 음악을 들어 시다.)

-How wasthemusic?

(음악이 어떤가요?)

-I'llplaythesecondpieceofmusic.

(두 번째 음악을 들려주겠어요.)

-이 음악은 생상스라는 사람이 작곡한

‘동물의 사육제’라는 음악 ‘거북이’를

표 한 음악입니다.

-How wasthemusic?

(음악이 어떤가요?)

-I'llplayanothermusicalpiece.

(다른 음악을 들려 게요.)

-Please,guesstheanimal.

(어떤 동물을 표 했는지 추측해 시다.)

•곡의 느낌 표 하기

-Please,draw apictureofyourfeelings

whenyoulistentothemusic.

(음악에 한 자신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 해 시다.)

-Listencarefully.

(귀 기울여 들어 시다.)

25′

※악곡의

이해를

돕기 해

자세한

내용은

우리 말로

설명한다.

•음악

일

•감상

활동지

•음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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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캉캉 춤추는 모습]

주.출처 구 이미지.

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Conclusion Wrap-up

Announcement

ofthenext

class

Closing

• Wrap-up

-Compareyourpicturewithyourparter's.

(짝과 함께 서로의 그림을 비교해 시다.)

• Announcementofthenextclass

-Wearegoingtodolesson11.

• Closing

-That'sallfortoday.

Seeyounexttime.

7′

Assessment Byteacher’sobservation:

-How wellstudentsexpressthetempo.

-How wellstudentsexpresstheirfeelings.

7)참고 지도 자료

가)캉캉 춤(Cancan)

샤 (chahut)라고도 한다.처음에

는 다리를 높이 차올리는 것이 특징인

서민 인 춤이었으나,1845년경부터 카

지노나 뮤직홀의 쇼로 등장하여 믈랭루

주의 근거로 리의 명물이 되었다.주

름을 많이 잡은 치마를 들어 올리고 검

은색 긴 양말을 신은 다리를 높이 차올

리며 추는 빠른 템포의 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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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음악과 교수․학습 지도안 Ⅳ

1)단원명 :12.방울새(3/3)

2)수업 목표

가)음악을 들으며 곡의 빠르기를 몸으로 표 할 수 있다.

나)음악을 듣고 난 후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3)학습의 흐름

가)동기유발 :‘벌’을 마인드 맵으로 나타내기

나)활동 1:감상곡 소개하기

다)활동 2:음악 듣기

라)활동 3:곡의 느낌 몸으로 표 하기

마)정리활동 :자신의 느낌 말하기

4)학습자료 :음악 일,마인드 맵 활동지,‘벌’사진

5)새로운 어휘

-opera(오페라),describe(묘사하다),bee(벌)

-express(표 하다),body(몸)

-feature(특징)

6)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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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2.방울새 Period 3/3 Page 35

Objectives
1.음악을 들으며 곡의 빠르기를 몸으로 표 할 수 있다.

2.음악을 듣고 난 후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Materials 음악 일,마인드 맵 활동지,‘벌’사진

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Warm up

activity

Main

activity

Practice

Greeting

Review and

Motivation

Confirmation

ofobjectives

Announcement

oftoday's

activities.

감상곡

소개하기

• Greeting

-Say‘Hello'andask‘How areyou?'

• Review

-Let'ssingthesong‘방울새’together.

(다함께 ‘방울새’노래를 불러 시다.)

• Motivation

-Whatanimalisthis?

(이 동물은 무엇인가요?)

-Let'smakea‘mindmap'ofthebee.

('벌‘에 한 마인드 맵을 해 시다.)

-Pleasetellmesomethingaboutthebee.

('벌‘에 한 것들을 말해 시다.)

-Let'schecktoday'sobjectives.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시다.)

• Confirmationofobjectives

음악을 듣고 난 후 곡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 Announcementoftoday'sactivities.

-Activity1:감상곡 소개하기

-Activity2:음악 듣기

-Activity3:곡의 느낌 몸으로 표 하기

• 감상곡 소개하기

-I'llexplainabouttoday'smusic.

(오늘의 음악에 해 설명하겠어요.)

-이 곡은 ‘림스키코르사코 ’라는 러시아

작곡가가 만든 음악입니다.

5'

7′

•음악

일

•‘벌’사진

※다양한

아동들의

의견을

극 으로

수용한다.

※이해를

돕기 해

음악에

한

설명은

우리 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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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Production

Developing

음악듣기

곡의 느낌

몸으로

표 하기

-그의 오페라 ‘술탄 황제의 이야기’에서

꿀벌이 나는 모습을 묘사한 악곡이에요.

• 음악 듣기

-I'llplaythemusic.

(음악을 들려주겠습니다.)

-Listencarefully.(귀 기울여 들어 시다.)

-How isthetempo?(빠르기가 어떤가요?)

-Let'slistentothemusiconemoretime.

(음악을 다시 한 번 더 들어 시다.)

• 곡의 느낌 몸으로 표 하기

-You'llexpressthefeelingsaboutthemusic

withyourbody.

(곡의 느낌을 몸으로 표 해보겠어요.)

-First,makegroupsof4.

(먼 ,네 명씩 모둠을 만들어 시다.)

-Andthen,discusswithyourgroup

membershow canyouexpressthefeelings.

(그리고 모둠원들과 곡의 느낌을 어떻게

표 할 것인지 상의해 시다.)

-I'llgiveyousevenminutestogetready.

( 비할 시간 7분을 주겠어요.)

-It'stimeforyourpresentations.

(발표해 시다.)

-Whichgroupwantstodoitfirst?

(어느 모둠이 먼 해볼까요?)

-Who'snext?(다음은 어느 모둠인가요?)

6'

18'

•음악

일

•음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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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Conclusion Wrap-up

Announcement

ofthenext

class

Closing

• Wrap-up

-Tellmeyourfeelingsaboutthemusic.

(음악에 한 여러분의 느낌을 말해 시다.)

• Announcementofthenextclass

-Wearegoingtodolesson9.

• Closing

-That'sallfortoday.

Seeyounexttime.

4′

Assessment Byteacher’sobservation:

-How wellstudentslistentothemusic.

-How wellstudentsexpresstheirfeelingsinthegroup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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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악과 교수․학습 지도안 Ⅴ

1)단원명 :16.덩더꿍 우리 가락(1/2)

2)수업 목표

가)풍물놀이에 쓰이는 악기의 특징과 음색을 구별할 수 있다.

나)장단의 빠르기와 셈여림을 구별하며 풍물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

3)학습의 흐름

가)동기유발 :풍물놀이에 사용되는 악기 알아보기

나)활동 1:풍물놀이에 해 알아보기

다)활동 2:풍물놀이 감상하기

라)활동 3:장단에 맞추어 몸 움직이기

마)정리활동 :풍물놀이 감상 소감 발표하기

4)학습자료 :음악 일,풍물놀이 하는 그림,악기 사진,확 정간보

5)새로운 어휘

-traditional( 통의),explain(설명하다),role(역할)

-made(만들었다),from(～로부터),iron(쇠),leather(가죽),

windinstrument( 악기)

-exciting(신나는)

6)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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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6.덩더꿍 우리 가락 Period 1/2 Page 42～43

Objectives
1.풍물놀이에 쓰이는 악기의 특징과 음색을 구별할 수 있다.

2.장단의 빠르기와 셈여림을 구별하며 풍물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

Materials 음악 일,풍물놀이 하는 그림,악기 사진,확 정간보

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Warm up

activity

Main

activity

Practice

Greeting

Review and

Motivation

Confirmation

ofobjectives

Announcement

oftoday's

activities.

풍물놀이에

해 알아보기

• Greeting

-Say‘Hello'andask‘How areyou?'

• Review

-Let'ssingthesong‘두꺼비집이 여물까’

together.

(다함께 ‘두꺼비집이 여물까’노래를

불러 시다.)

• Motivation

-Lookatthepicture.(그림을 보세요.)

-Whataretheydoing?

(그림 속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That'sright.Theyareplayinginstruments.

(맞아요.그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Today,we'lllearnabout‘Pungmulnori'.

(오늘은 풍물놀이에 해 배워보겠어요.)

-Let'schecktoday'sobjectives.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시다.)

• Confirmationofobjectives

풍물놀이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다.

• Announcementoftoday'sactivities.

-Activity1:풍물놀이에 해 알아보기

-Activity2:풍물놀이 감상하기

-Activity3:장단에 맞추어 몸 움직이기

• 풍물놀이에 해 알아보기

-Let'slookatthepictureonceagain.

(풍물놀이 그림을 한 번 더 시다.)

5'

10′

•음악

일

•풍물놀이

하는 그림

•풍물놀이

하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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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Production

Developing

풍물놀이

감상하기

장단에

맞추어 몸

움직이기

-First,let'slearnabouttheinstruments.

(먼 ,악기들을 살펴 시다.)

-Whatinstrumentisthis?

(이 악기는 무엇인가요?)

-Canyoufinditamongthesepictures?

(여러 가지 악기 사진들 속에서 이것과 같은

악기를 찾을 수 있겠어요?)

-I'lltellyoutheirnames.

(이 악기들의 이름을 말해주겠어요.)

-Theyare‘taepyeongso’,‘kkwaenggwari’,

‘buk’,‘janggu’,‘jing’and‘sogo’.

(이것들은 태평소,꽹과리,북,장구,징

그리고 소고입니다.)

-‘Pungmulnori'isatraditionalperforming

musicplayedusingthem.

(풍물놀이는 이 악기들을 연주하는

통 인 음악입니다.)

-Thispersoniscalleda‘Sangsoe’whoisa

leaderoftheteam.

(이 사람은 의 선두로 ‘상쇠’라고 합니다.)

-He/Sheisplayingthe‘kkwaenggwari'.

(이 사람은 꽹과리를 연주합니다.)

• 풍물놀이 감상하기

-Now,let'slistentothesoundofthese

instruments.

(이제 악기들의 소리를 들어 시다.)

-Listencarefully.(귀 기울여 들어 시다.)

-Whatinstrumentsaremadeofiron?

(쇠로 만들어진 악기는 무엇인가요?)

-Whatinstrumentsaremadeofleather?

(가죽으로 만들어진 악기는 무엇인가요?)

-It'stimetolistentothemusic.

(풍물놀이를 들어 시다.)

• 장단에 맞추어 몸 움직이기

-Standup,please.

(모두 일어서세요.)

10′

10′

•악기

사진

•음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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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Conclusion Wrap-up

Announcement

ofthenext

class

Closing

-Bendyourkneesandstraightenlikeme.

(선생님처럼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해보세요.)

-I'lltaptherhythm,keepgoing.

(선생님은 장단을 칠테니 계속해서 하세요.)

-Now,I'llplaythemusicandyou'llkeep

walking.

(풍물놀이 음악에 맞춰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보세요.)

• Wrap-up

-Tellmeyourfeelingsabouttoday'smusic

(오늘 들은 음악에 한 여러분의 느낌을

말해 시다.)

• Announcementofthenextclass

-Wearegoingtotaptherhythm with

‘janggu'and‘sogo'.

(다음 시간에는 장구와 소고를 이용해

장단치기를 하겠습니다.)

• Closing

-That'sallfortoday.

Seeyounexttime.

5'

※교사가

직

오 주기

시범을

하면서

설명한다.

•확

정간보

※느낌

말하기는

우리 말

는 어

사용 모두

수용하되

가

어로

표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Assessment Byteacher’sobservation:

-How wellstudentsdistinguishtheinstruments.

-How wellstudentsexpresstheirfee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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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풍물  하는 습]

주. 출처 구  미지. 

7)참고 지도 자료

가)풍물놀이의 의미

풍물이란 굿,두 ,풍장,매구(매굿)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농사일을 할 때 일의

고단함을 잊고 흥을 돋우기 해 꽹과리,장

구,북,징,소고 ,태평소,나발 등의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거나 놀이를 베푸는 총체

인 연희 형태를 말한다.

나)풍물놀이 악기(그림 출처 라북도립국악원)

[그림 Ⅲ-5-장구] [그림 Ⅲ-6-꽹과리]

[그림 Ⅲ-7-북] [그림 Ⅲ-8-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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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태평소] [그림 Ⅲ-10-징]

다)풍물놀이 정간보

[그림 Ⅲ-11-오 주기 정간보]

주.출처 http://www.i-sc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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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삼채장단 정간보1]

주.출처 http://www.i-scream.com.

[그림 Ⅲ-13-삼채장단 정간보 2] 

주.출처 http://www.i-sc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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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음악과 교수․학습 지도안 Ⅵ

1)단원명 :20.훨훨이(3/3)

2)수업 목표

가)일노래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나)여러 지역의 일노래를 감상하여 감상 소감을 말할 수 있다.

3)학습의 흐름

가)동기유발 :‘모내기’에 해 알아보기

나)활동 1:일노래의 특징 알기

다)활동 2:제재곡 감상하기

라)활동 3:여러 지역의 일노래 감상하기

마)정리활동 :감상 소감 발표하기

4)학습자료 :음악 일,모내기 하는 그림

5)새로운 어휘

-work(일하다),together(함께)

-leadingandfollowing(메기고 받기)

-past(과거),other(다른),area(지역)

6)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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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0.훨훨이 Period 3/3 Page 52～53

Objectives
1.일노래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여러 지역의 일노래를 감상하여 감상 소감을 말할 수 있다.

Materials 음악 일,모내기 하는 그림

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Warm up

activity

Greeting

Review and

Motivation

Confirmation

ofobjectives

• Greeting

-Say‘Hello'andask'How areyou?'

• Review

-Let'ssingthesong‘훨훨이’together.

(다함께 ‘훨훨이’노래를 불러 시다.)

• Motivation

-Lookatthepicture.(그림을 보세요.)

-Whataretheydoing?

(그림 속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That'sright.Theyaredoing‘Monaegi’.

(맞아요.그들은 모내기를 하고 있어요.)

-What's‘Monaegi’?

(모내기가 무엇인가요?)

-모내기 isplantingrice.

(모내기란 모를 심는 일을 말해요.)

-Peopleusuallysingsongswhenworking.

(사람들은 주로 일을 할 때 노래를 부릅니다.)

-Today'we'lllistentoasongabout‘Monaegi’.

(오늘은 모내기와 련된 노래를 듣겠습니다.)

-Let'schecktoday'sobjectives.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시다.)

• Confirmationofobjectives

일노래를 듣고 난 후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7'

•음악

일

•모내기

하는 그림



- 48 -

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Main

activity

Practice

Production

Announcement

oftoday's

activities.

일노래의

특징 알기

제재곡

감상하기

• Announcementoftoday'sactivities.

-Activity1:일노래의 특징 알기

-Activity2:제재곡 감상하기

-Activity3:여러 지역의 일노래 감상하기

• 일노래의 특징 알기

-Whydopeoplesingsongswhenthey

work?

(사람들은 왜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불 을까요?)

-Today,we'lllistentoasong‘모심는 소리'.

(오늘은 모심는 소리라는 노래를 들을거에요.)

-Thissongcomesfromthe‘Gangneung'area.

(이 노래는 강릉 지역에서 불렸어요.)

• 제재곡 감상하기

-I'llplaythesong.Listencarefully.

(노래를 들려 게요.잘 들어보세요.)

-Thissonghastwoparts:leadingand

following.

(이 노래는 메기고 받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You'lllistentothemusiconemoretime.

(노래를 한 번 더 들어 시다.)

-Inthistime,pleasesingthefollowingpart.

(이번에는 받는 부분을 함께 부르며

들어 시다.)

-Doyourememberthemeaningof‘sigimsae’?

(시김새의 의미가 기억나나요?)

-What‘sigimsae’canyoufindinthissong?

(이 노래에서는 어떤 시김새를 찾을 수

있나요?)

-Listentothesongonceagainandexpress

the‘sigimsae’withyourforefinger.

(두 번째 손가락으로 시김새를 표 하며

노래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8′

10′

※우리 말

는 어

사용 모두

수용하되

가

어로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음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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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Developing

Conclusion

여러 지역의

일노래

감상하기

Wrap-up

Announcement

ofthenext

class

Closing

• 여러 지역의 일노래 감상하기

-You'lllistentomoresongs.

(몇 개의 노래를 더 들어보겠어요.)

-Pleaseguesswhatthesongsareabout.

(무엇에 한 노래일지 추측해보세요.)

• Wrap-up

-Tellmeyourfeelingsabouttoday'smusic

(오늘 들은 노래에 한 자신의 느낌을

말해 시다.)

• Announcementofthenextclass

-Wearegoingtodolesson21.

• Closing

-That'sallfortoday.

Seeyounexttime.

10'

5′

•음악

일

※ 어로

자신의

느낌을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Assessment Byteacher’sobservation:

-How wellstudentsdistinguishtheleadingandfollowingparts.

-How wellstudentsspeaktheirfee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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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음악과 교수․학습 지도안 Ⅶ

1)단원명 :22.어린이 행진곡(2/2)

2)수업 목표

가)행진곡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나)행진곡을 듣고 난 후의 느낌을 표 할 수 있다.

3)학습의 흐름

가)동기유발 :행진곡에 해 알기

나)활동 1:감상곡에 해 알기

다)활동 2:제재곡 듣기

라)활동 3:자신의 느낌 표 하기

마)정리활동 :발표하기

4)학습자료 :음악 일,악기 사진,감상활동지

5)새로운 어휘

-kind(종류),march(행진곡)

-trumpet(트럼펫),horn(호른),flute( 룻),clarinet(클라리넷),

saxophone(색소폰),trombone(트롬본),drum(드럼),thebrass( 악기),

thewoodwind(목 악기)

6)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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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2.어린이 행진곡 Period 2/2 Page 59

Objectives
1.행진곡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2.행진곡을 듣고 난 후의 느낌을 표 할 수 있다.

Materials 음악 일,악기 사진,감상활동지

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Warm up

activity

Greeting

Review and

Motivation

Confirmation

ofobjectives

Announcement

oftoday's

activities.

• Greeting

-Say‘Hello'andask‘How areyou?'

• Review

-Let'ssingthesong‘어린이 행진곡’together.

(다함께 ‘어린이 행진곡’노래를 불러 시다.)

• Motivation

-How doyousay‘행진곡’inEnglish?

(행진곡을 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That'sright.It'samarch.

(맞아요.)

-Whatmarchesdoyouknow?

(여러분은 어떤 행진곡을 알고 있나요?)

-I'llplaysomemarchesbriefly.

(몇 개의 행진곡을 간단하게 들려 게요.)

-How werethey?

(느낌이 어떤가요?)

-Let'schecktoday'sobjectives.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시다.)

• Confirmationofobjectives

행진곡을 듣고 자신의 느낌을 표 할 수 있다.

• Announcementoftoday'sactivities.

-Activity1:감상곡에 해 알기

-Activity2:제재곡 듣기

-Activity3:자신의 느낌 표 하기

5'

•음악

일

•음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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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Main

activity

Practice

Production

Developing

감상곡에

해 알기

제재곡 듣기

자신의 느낌

표 하기

• 감상곡에 해 알기

-Doyouknowthenameoftheseinstruments?

(이 악기들의 이름을 아나요?)

-Wecanseparatethem intotwogroups.

(이것들은 두 부류로 나 수 있어요.)

-Thetrumpet,thehornandthetrombone

arethebrass.

(트럼펫,호른,트롬본은 악기에요.)

-Theflute,theclarinetandthesaxophone

arethewoodwind

( 룻,클라리넷,색소폰은 목 악기입니다.)

-Andtheyaredrums.

(그리고 이것들은 드럼입니다.)

-Youcanhearalloftheirsoundsin

today'smusic.

(오늘 들을 음악에서는 이 악기들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

• 제재곡 듣기

-I'llplaythemusic.Listencarefully.

(음악을 들려 게요.잘 들어보세요.)

-How wasthemusic?

(음악이 어떤가요?)

-You'lllistentothemusiconemoretime.

(노래를 한 번 더 들어 시다.)

• 자신의 느낌 표 하기

-I'llgiveyouhandouts.

(감상활동지를 주겠어요.)

-Pleasedraw apictureofyourfeelings

aboutthemusic.

(음악에 한 자신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 해 시다.)

-I'llplaythemusiconceagain.

(음악을 한 번 더 들려 게요.)

7′

8′

15′

•악기

사진

•음악

일

•감상활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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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Conclusion Wrap-up

Announcement

ofthenext

class

Closing

• Wrap-up

-It'spresentationtime.

(발표해 시다.)

-Whowantstogofirst?

( 가 먼 해볼까요?)

-Who'snext?

(다음은 가 해볼까요?)

• Announcementofthenextclass

-Wearegoingtodolesson23.

• Closing

-That'sallfortoday.

Seeyounexttime.

5′ ※ 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Assessment Byteacher’sobservation:

-How wellstudentsunderstandamarch.

-How wellstudentsspeaktheirfeelings.

7)참고 지도 자료

가)서양악기- 악기(그림 출처 구 이미지)

[그림 Ⅲ-14-트럼펫] [그림 Ⅲ-15-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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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트롬본] [그림 Ⅲ-17-튜바]

나)서양악기-목 악기(그림 출처 구 이미지)

[그림 Ⅲ-18- 룻] [그림 Ⅲ-19-클라리넷]

[그림 Ⅲ-20-오보에] [그림 Ⅲ-21-색소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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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음악과 교수․학습 지도안 Ⅷ

1)단원명 :24.호두까기 인형(2/2)

2)수업 목표

가)음악을 듣고 가락의 흐름을 표 할 수 있다.

나)곡의 느낌을 신체 표 으로 나타낼 수 있다.

3)학습의 흐름

가)동기유발 :감상곡 소개하기

나)활동 1:감상곡 듣기

다)활동 2:가락의 흐름 표 하기

라)활동 3:음악의 느낌 신체 표 하기

마)정리활동 :느낌 말하기

4)학습자료 :음악 일,감상활동지,발 하는 사진

5)새로운 어휘

-ballet(발 ),waltz(왈츠)

6)교수․학습 지도안



- 56 -

Unit 24.호두까기 인형 Period 2/2 Page 62～65

Objectives
1.음악을 듣고 가락의 흐름을 표 할 수 있다.

2.곡의 느낌을 신체 표 으로 나타낼 수 있다.

Materials 음악 일,감상활동지,발 하는 사진

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Warm up

activity

Greeting

Review and

Motivation

Confirmation

ofobjectives

Announcement

oftoday's

activities.

• Greeting

-Say‘Hello'andask‘How areyou?'

• Review

-Lookatthepicture.(그림을 보세요.)

-Whatkindofdanceisthis?

(이것은 어떤 종류의 춤인가요?)

-That'sright.(맞았어요.)

• Motivation

-I'llexplainsomethingabouttoday'smusic.

(오늘의 음악에 해 설명을 할게요.)

-You'lllisten‘별사탕 요정의 춤’and‘꽃의

왈츠’from ‘호두까기 인형’.

(오늘은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발 곡

별사탕 요정의 춤과 꽃의 왈츠를 듣겠습니다.)

-Let'schecktoday'sobjectives.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시다.)

• Confirmationofobjectives

음악을 듣고 곡의 느낌을 몸으로 표 해 시다.

• Announcementoftoday'sactivities.

-Activity1:감상곡 듣기

-Activity2:가락의 흐름 표 하기

-Activity3:음악의 느낌 신체 표 하기

5'

•발 하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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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Main

activity

Practice

Production

Developing

감상곡 듣기

가락의 흐름

표 하기

음악의 느낌

신체

표 하기

• 감상곡 듣기

-I'llplaythemusic.

(음악을 들려 게요.)

-Comparethebeatbetweenthetwopieces

ofmusic.

(박자를 비교하면서 두 음악을 들어보세요.)

-Listen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Inthistime,tapthedesktothemusic.

(이번에는 음악에 맞춰 책상 치기를 해 시다.)

-Please,followingme.

(선생님을 따라해보세요.)

• 가락의 흐름 표 하기

-I'llgiveyouthepaper.

(학습지를 나눠 게요.)

-Thistime,draw themelodylineonthis

page.

(이번에는 가락선을 표 해 시다.)

-Now,you'lllistentothemusiconemore

time.

(노래를 한 번 더 들어 시다.)

-Whenyoufinish,explainsomethingabout

thepapertoyourpartner.

(활동을 마치면 짝에게 자신의 것을

설명해보세요.)

• 음악의 느낌 신체 표 하기

-You'llexpressthefeelingsaboutthemusic

withyourbody.

(곡의 느낌을 몸으로 표 해보겠어요.)

-First,makegroupsof4.

(먼 ,네 명씩 모둠을 만들어 시다.)

7′

8′

15′

•음악

일

•감상활동

지

•감상활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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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Conclusion Wrap-up

Announcement

ofthenext

class

Closing

-Andthen,discusswithyourgroup

membershowcanyouexpressyourfeelings.

(그리고 모둠원들과 곡의 느낌을 어떻게

표 할 것인지 상의해 시다.)

-I'llgiveyousevenminutestogetready.

( 비할 시간 7분을 주겠어요.)

-It'stimeforyourpresentations.

(발표해 시다.)

-Whichgroupwantstogofirst?

(어느 모둠이 먼 해볼까요?)

-Who'snext?(다음은 어느 모둠인가요?)

• Wrap-up

-Tellmeyourfeelingsaboutthemusic.

(음악에 한 여러분의 느낌을 말해 시다.)

• Announcementofthenextclass

-Wearegoingtodolesson25.

• Closing

-That'sallfortoday.

Seeyounexttime.

5′ ※ 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Assessment Byteacher’sobservation:

-How wellstudentslistentothemusic.

-How wellstudentsexpresstheirfeelingsinthegroup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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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악과 교수․학습 지도안 Ⅸ

1)단원명 :26.아리랑(3/3)

2)수업 목표

가)음악과 춤의 어울림을 생각하며 제재곡을 감상할 수 있다.

나)모둠별로 음악에 맞추어 ‘학무’를 출 수 있다.

3)학습의 흐름

가)동기유발 :‘학’사진 보며 이야기하기

나)활동 1:학무의 특징 알기

다)활동 2:학무 감상하기

라)활동 3:음악에 맞춰 신체 표 하기

마)정리활동 :감상 소감 발표하기

4)학습자료 :음악 일,‘학’사진,비디오 일

5)새로운 어휘

-dance(춤),crane(학),figure(모습)

6)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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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6.아리랑 Period 3/3 Page 68～69

Objectives
1.음악과 춤의 어울림을 생각하며 제재곡을 감상할 수 있다.

2.모둠별로 음악에 맞추어 ‘학무’를 출 수 있다.

Materials 음악 일,‘학’사진,비디오 일

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Warm up

activity

Greeting

Review and

Motivation

Confirmation

ofobjectives

Announcement

oftoday's

activities.

• Greeting

-Say‘Hello'andask‘How areyou?'

• Review

-Let'ssingthesong‘아리랑’together.

(다함께 ‘아리랑’을 불러 시다.)

• Motivation

-Whatanimalisthis?

(이 동물은 무엇인가요?)

-Haveyoueverseenacrane?

('학‘을 본 경험이 있나요?)

-Today,we'llwatchavideo‘thecranedance'.

(오늘은 ‘학무’에 한 상을 보겠어요.)

-Let'schecktoday'sobjectives.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시다.)

• Confirmationofobjectives

동물의 움직임을 음악에 맞춰 신체 표 할 수

있다.

• Announcementoftoday'sactivities.

-Activity1:학무의 특징 알기

-Activity2:학무 감상하기

-Activity3:음악에 맞춰 신체 표 하기

5'

•음악

일

•‘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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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Main

activity

Practice

Production

Developing

학무의 특징

알기

학무

감상하기

음악에 맞춰

신체

표 하기

• 학무의 특징 알기

-I'llexplainsomethingabout‘thecranedance’.

(학무에 해 설명해주겠어요.)

-It'saKoreantraditionaldance.

(이것은 한국 통 춤입니다.)

-Itexpressesthecrane'swalkingfigure

,runningfigure,andsoon.

(이것은 학이 걷고 뛰고 하는 모습 등을

표 했습니다.)

-Twocranesaredancingtogether.

(두 마리의 학이 함께 춥니다.)

• 학무 감상하기

-I'llplaythebackgroundmusicof‘thecrane

dance’.

(학무의 반주 음악을 들려주겠어요.)

-Listen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You'llwatchavideoabout‘thecranedance’.

(학무에 해 상을 보겠습니다.)

-How wasthedance?

(무용이 어떤가요?)

• 음악에 맞춰 신체 표 하기

-Thistime,you'lldance‘thecranedance’

withyourgroupmembers.

(이번에는 모둠원들과 함께 학무를

춰보겠습니다.)

-First,makegroupsof4.

(먼 ,네 명씩 모둠을 만들어 시다.)

-Andthen,discusswithyourgroup

membershow youcan‘thecranedance'.

(그리고 모둠원들과 어떻게 학무를 출 것인

지 상의해 시다.)

-I'llgiveyousevenminutestogetready.

( 비할 시간 7분을 주겠어요.)

7′

8′

15′

•비디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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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Teaching․ LearningActivities Time
Aids&

Tips

Conclusion Wrap-up

Announcement

ofthenext

class

Closing

-It'stimetodopresentations.

(발표해 시다.)

-Whichgroupwantstogofirst?

(어느 모둠이 먼 해볼까요?)

-Who'snext?(다음은 어느 모둠인가요?)

• Wrap-up

-Tellmeyourfeelingsabout‘thecranedance'.

(학무를 감상하고 춘 소감을 말해 시다.)

• Announcementofthenextclass

-Wearegoingtodolesson27.

• Closing

-That'sallfortoday.

Seeyounexttime.

5′ ※ 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Assessment Byteacher’sobservation:

-How wellstudentswatchthevideo.

-How wellstudentsdancewiththeirgroupmembers.

7)참고 지도 자료

가)학무(학연화 합설무)

고려 시 부터 해 오는 궁 무용으로 향악 정재이다. 요 무형 문화재

제 4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1971년 1월 요 무형 문화재 지정 당시에는 학무

(鶴舞)라 하 으나,1993년 12월 학연화 합설무로 이름을 고쳤고 학춤이라고도

한다.반주는 악 산회상 의 삼 도드리로 시작하여 타령으로 마친다.두

학은 도드리장단에 맞추어 나와서 좌우로 나뉘어 춤을 추며 몸을 흔들고 서로

부리를 부딪치고 부리로 땅을 쪼는 시늉을 하며,끝에는 타령 장단으로 넘어가

서 나는 시늉도 하고 뛰어나가는 시늉도 하여 갖가지 학의 노는 모습을 연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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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2-학무 사진1] [그림 Ⅲ-23-학무 사진2]

나)학무 사진

주.출처 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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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요약 결론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의 물결이 빨라지고 사회 흐름의 변화도

변하고 있는 요즘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응하여 사회 흐름을 주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해 우리 사회에서 어 교육의 필요성과 요성이 더 강조되

고 있다.이러한 사회 필요에 의해 제7차 교육과정부터 어 교과를 등학교

정규 교과로 채택하 다.하지만 EFL환경으로써의 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는 우리 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주당 한 두 시간씩 이루어지는 어 교육은 아동

들의 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큰 한계가 있다.이에 어를 보다 집

으로 가르치는 어 몰입교육 도입에 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몇 학교에서 시

범 으로 시행․운 하 다.하지만 어 표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 수 으

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몰입교육은 지도하는 교사나 학습을 받

는 아동 모두에게 어 사용에 한 부담감을 가 시킬 수 있다.더욱이 어를

처음 하는 등학교 아동들에게는 그 부담감이 더욱 클 것이다.따라서 어 사

용에 한 부담감은 이면서 어 의사소통 능력은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말과 어를 병행하여 지도하는 이 언어교육 용에 한 새로운 시각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2007년 개정 3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감상 역에 한 이 언어교

육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필요성과 목 을 두고 있다.이에 우리말과 어

사용을 병행하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이 언어교육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

다.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이 언어교육을 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 다. 어로 음악을 가

르치는데 필요한 학습 요소 흐름을 정리하여 우리말과 어 사용 빈도를 조

하여 이 언어교육을 한 학습 모형을 제시하 다.

둘 째,차시별 어 어휘 교실 어 구문을 정리하 다.음악 감상활동을 통

한 어 교육이라는 주제에 맞게 차시별 필수 지도 어휘를 정리하 다. 한 음악

지도를 한 교실 어 구문을 학습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교사들이 어로 지

도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보다 쉽고 빠르게 숙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 다.

셋 째, 어 지도 감상활동을 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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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마인드 맵 등의 활동을 통해 감상곡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 고 동시에 필수 학습 어휘 지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이처럼

어 학습과 음악 감상 활동을 병행하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 활동들을

제시하 다.

넷 째,아동들의 어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되도록 하 다.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어 표 들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기본 인 의사소통 능력

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어로 표 해보

는 활동을 통해 보다 심화되고 깊이 있는 어 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

습의 흐름을 구성하 다.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어교육을 보다 효과 으로 지도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는데서 시작한 본 연구는 음악 교과를 통해 재미있고 흥미로우면

서 보다 집 으로 어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제시하 다.이를

통해 교사들은 음악 감상 역을 어로 가르치는데 필요한 어휘 교실 어

구문을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어로 음악을 지도하는 것에 한 부담감

을 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아동들은 음악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어로 반복 으로 표 해보는 기회를 통해 어 표 이해 능력뿐만 아니

라 어 사용에 한 자신감 의사소통능력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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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theteaching methodofBilingual

Educationintheappreciationareaof2007revised

Koreancurriculum ofthethirdyearmusicsubject

Jang,Eun-jin

MajorinElementaryMusicEducation,Graduate

SchoolofEducation,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Cho,Chi-no

Thecurrentstudyrealizestheneedandaimstoseektheteachingmethod

ofbilingualeducation toteach theappreciationactivity areaoutof2007

revisedKoreancurriculum ofthirdyearmusicsubjectaspartofEnglish

teaching which is gradually stressed in our society.Accordingly,we

designedandprovidedabilingualeducationteachingandlearningguideline

toteachtheappreciationareaorganizedinthethirdyearcurriculum using

EnglishaswellasKoreanandthesummaryofthepresentstudyisas

follows:

First,wedesignedateachingandlearningmodelforbilingualeducation.

SincethegoalistomakestudentsunderstandEnglishteachingmusic,we

organizedtheflow andlearningelementsnecessaryforEnglishandmusic

tobetaughtthesam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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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we organized English vocabularies by the class hour and

classroom English sentences.Wesummarizevocabulariesextracting them

which aresuitableforlearning themesby each appreciation activity and

classifiedclassroom EnglishsentencestoteachmusicinEnglishaccording

totheflow oflearning.

Third,a variety of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wereapplied.We

proposedvariouslearningactivitiestoteachEnglishandappreciationactivity

formusicsidebysidethroughactivitiessuchasstorytellingandmindmap

etc.

Fourth,wetook into consideration so thatchildren can enhancetheir

communicationskillsinEnglish.Wetriedtohelpthem tohavemoreintense

and deeperEnglish expression skillsthrough activity ofexpressing their

ideasandfeelingsin English aswellasincreasing basiccommunication

skillsbyrepeatedlyusingEnglishexpressionswhichcanbeusedoftenin

reallife.

Throughthefindingsofthepresentstudyteacherswillbeabletoreferto

andusevocabulariesandclassroom Englishsentencesnecessarytoteach

theappreciationareaformusicinEnglishandeasetheirburdentoteach

musicinEnglish.Inaddition,childrenwillbeabletogainconfidencein

speaking English and increase their communication skills as wellas

enhancing English expression and understanding abilities through

opportunitiesofrepeatedlyexpressingtheirideasandfeelinginEnglish.

*Keywords:2007revisedcurriculum,appreciationarea,bilingualeducation

for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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