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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창작 지도 내용 분석

- 초등 5～6학년군 음악 교과서를 중심으로 -

장 유 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조 치 노

본 연구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5～6학년군을 중심으로 검정

교과서를 분석하여 교사가 창작 활동 지도를 위한 보다 나은 교과서 선택

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6개 출판사에 나타

나는 창작 활동의 지도 내용을 분류하였으며 지도 내용의 문제점을 찾으

며 주로 어떤 창작 지도 내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소재를 갖고

지도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는 출판사별 5～6학년군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창작 지도 방법은 노

랫말 만들기이다. 노랫말 만들기는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며 흥

미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이다. 또한 특히 6학년 교과서에 다른 창작 지도

내용 보다 많이 수록되었다.

둘째,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미치지 못한 출판사가

존재한다. 특정 출판사의 경우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해당 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제대로



학습되지 못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국악은 창작을 지도하는 데 좋은 소재가 된다. 6개의 출판사 중 4

개의 출판사가 창작 지도 내용이 나오는 제재곡 중 50% 이상을 국악곡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악이 전통적으로 기본 장단에 변형 장단을 많이 사

용하고 기존의 가사를 바꿔 부른다는 점을 보았을 때 창작은 어쩌면 당연

하고 자연스러운 지도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보았을 때 교사는 다양한 창작 지도 방법을 사용하

고 있는지, 음악과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는지, 5～6학년

학년 간 연계성이 충분한지 등을 살펴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알맞은 검정

교과서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제안일 뿐

이다. 교사들이 검정 교과서를 사용함에 따라 생기는 창작 지도의 문제점

을 인식하고 창작 지도를 위해 더 나은 교과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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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바탕으로 국어 시간에는 글쓰기를 하고

미술 시간에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창작 활동을 많이 한다.

또한 과학 시간에는 발명을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

한 창작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창작

활동은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로 창의

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사고과정을 경험하게 되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음악 교과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

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1)고 제시되어 있다. 이는 창의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며 음악 교과에서 창의성과 직결된 창작은 반드시 다루어져야할 영역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음악에서 창작을 하려 할 때에는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도 멈칫하게 된

다. 다른 과목이나 활동에서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창작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지도 방법, 창작의 이해 부족, 그럴

듯한 음악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등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작용한다. 그래서 나

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보다는 창작 내용을 피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현

장에서도 창작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 되며 창작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음악이라는 수단으로 표

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중 가장 기초

적인 자료는 교과서이다. 가장 기초적인 교과서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굉

1)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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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나 검정교과서는 각 출판사마다 지도되는 내용이 다

른 부분이 있는데 그 격차가 심한 경우 교육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교과서가 현장에서 교사들이 창작 활동을 지도하

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교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은 주로 무엇이

제시되어 있는지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창작 활동 지도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

고자 한다. 또한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창작 지도를 위해 효과적인

교과서를 찾아보고 어떠한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을 다루었

다.

첫째, 창작의 개념과 창작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문헌 연구를 하였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와 내용을 알아보았다.

셋째,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목표, 교과내용을 통하여 살펴보고 현재 사용

되고 있는 5～6학년군 6종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창작 영역 활동을 비교ㆍ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표 1>의 6종 교과서를 사용한다.

<표 1> 초등학교 5～6학년군 6종 교과서

번호 교과서명 출판사명 저자

1
초등학교 5～6학년군

음악 5～6
(주)지학사

정길선, 허정미, 천은영

최춘지, 김민하, 강은하, 강세연

2
초등학교 5～6학년군

음악 5～6
교학사

노승종, 류미옥, 한승환, 이재성,

김동희, 김연진, 주태원, 허지영,

최현주,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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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등학교 5～6학년군

음악 5～6
비상교육

주대창, 강주원, 양재욱, 김현정

민미식, 최윤경, 한승모, 이지향

4
초등학교 5～6학년군

음악 5～6
미래엔

장기범, 강연심, 김경자, 김경화,

김희숙, 윤성원, 임원수, 조성기,

표태호, 홍종건

5 초등학교 음악 5～6 천재교육

윤명원, 정은경, 이동재, 김애경,

최은아, 이진배, 정일영, 허선영,

이지연

6 초등학교 음악 5～6 동아출판
석문주, 권덕원, 최미영, 김대원,

최유리, 박주만, 장은석,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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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음악 창작 활동의 개념 및 중요성과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에서의 창작 활동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 음악 창작 활동의 개념

음악 창작 활동이라고 하면 누구나 작곡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창작이라는 뜻

이 ‘예술 작품을 독창적으로 짓거나 표현함’2)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작

곡가들처럼 음악적 아이디어를 오선보를 통해 완성도가 높은 곡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창작 활동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창작을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다. 실제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창작 활동이고 넓은 의미로 창작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은

이미 창작을 하고 있다. 여러 외국 학자들의 창작 활동의 개념 정의를 통해서 이

를 알 수 있다.

웹스터(P. Webster)는 음악 창작의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작곡과 즉흥연주뿐만 아니라 연주, 감상, 분석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작곡, 즉흥연주, 연주,

분석 모두 창작자의 창의적 의지가 표현되고 창의적 사고과정이 수반되는 최종 산출 영역

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작곡과 즉흥연주만이 창작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3)

그리고 앨리엇(D. Elliot)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창작을 가치 있고 유용하며, 예외적으로 생각되는 성취물로 보았고, 이것은 특별한 종류
의 만들기나 하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작곡, 즉흥연주, 편곡 분야뿐만

아니라 음악 연주와 지휘도 독창적이고 중요한 음악적 성취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창의적 영역이라고 보았다.4)

이렇게 웹스터와 앨리엇은 창작을 단순히 작곡과 즉흥연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

라 음악 연주와 감상 그리고 지휘도 창작의 영역 범주 안에 있다고 보았다. 이것

은 단순히 결과물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하며

2) 출처-다음 국어사전(http://dic.daum.net/)
3) 민경훈 외,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2010), p.137에서 재인용
4) 최정현, 창의성 이론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음악수업모형 연구, 음악교육 1, p.2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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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작동하는 창의적 사고 과정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즉, 음악 연주를

할 때에는 연주자가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연주로 표현하

고, 감상을 할 때에는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사고를 작동시키고 그 생각과 느낌

을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으로 감상하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외국 학자들은 이렇게 음악 창작 활동을 넓게 본 반면에 우리나라 음악과 교

육과정의 창작 활동은 좁은 의미의 창작이다. 장창환 외(1997)는 창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작곡하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보았다. 모방과 신체 표현, 즉흥 표현
및 작곡해 보려는 시도와 체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창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5)

그리고 석문주 외(2006)는 창작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창작은 음악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창작 활동의 유형을 즉흥연주와 작곡 활동으로 나누고 있다. 즉흥연주는 만

들고자 하는 음악에 대해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고 만드는 것이고, 미리 음악의 조직과

구성을 계획하여 만들며 나중에 다시 연주하기 위해 악보도 만드는 활동이 작곡이다.6)

또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창작 활동을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

현하기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성취 기준으로 ‘(1) 상황이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

현할 수 있다.’, ‘(2)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들

수 있다.’, ‘(3) 제재곡의 일부 가락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를 제시하고 있다.

2. 음악 창작 활동의 중요성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악과 교육 목표를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 계발, 창

의적 인재 육성에 두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음악 창작 활동은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

첫째, 음악 창작 활동은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권덕원 외

(2008), 석문주 외(2006), 임미경 외(2004)는 개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5) 정다은, “스마트교육을 적용한 음악 창작 수업모형 및 전략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5, p.13

6) 정다은, 앞의 글,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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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창작 활동이란 정해진 계획 구조 및 악보 속에서 음악을 만드는 것만을 넘어서 자

유롭고 창의적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활동이다. 이런 점에서 창작활동은 오늘날 중요시

되고 있는 ‘창의성’과 가장 직결되는 음악 영역이며, 이러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 느낌 등을 자유롭게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음악적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7)

그리고 이명호는 음악교육과정은 본질적으로 창의적 과정이며, 음악 창작 지도

는 음악적 창조성 함양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8)고 하였으며 김용희

는 음악창작이 연주나 감상보다 아동들의 창의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 도구라 하면서 그 관련성에 대하여 말한 바 있다.9)

둘째, 음악창작활동은 음악적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음악이 만들

어지는 과정 속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음악의 생성 원리 및 기본 개념에 대

해 보다 명확하고 실제적으로 터득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음악에 대한 더 많은

동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박지현(2011)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학생들의 음악적 창의성 및 표현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음악을 직접 만들고

표현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창작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10)

그리고 창작활동을 통하여 학습한 음악적 개념을 실제적으로 응용하게 되므로,

창작학습은 음악적 개념을 가르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11)

셋째, 음악창작활동은 음악학습에 대한 강화로서 작용한다. 활동을 통해 자신

의 창조물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며, 이러한 기쁨은 음악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킨다(석문주 외,2006,p.182). 또한 창작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모험을 하게하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맞부딪치게

해준다(Deturk,1988;방금주,김용희,2000,p.15). 이럴 때 학생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

하게 되므로, 자연스레 음악학습에 대한 강화를 받게 된다.12)

7) 박지현, “초등학생의 음악 창작활동 과정 및 지도방안 연구”, 유아교육 제20권 제2호, p.6
8) 이명호, “초등 학교 음악 창작 지도 과정 연구”, 음악교육연구 16, p.254
9) 김용희, “음악적 창의성 신장을 위한 초등 창작 학습전략들”, 한국음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

37, p.62
10) 박지현, 앞의 글, pp.6～7
11) 박지현, “초등음악창작교육 연구동향 분석”,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4
12) 박지현(2012), 앞의 글,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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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교과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

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

성을 목표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13) 음악과 교육 목표에 따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음을 나타내도 있다. 음악 교

과에서 창의성 신장에 가장 도움을 주는 부분이 창작이다. 결국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창작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작 부분을 중요한 활동으로 여기고 지도해야 한다.

다음의 <표 2>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교육 목표이다. 교

육 목표에서 창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나. 음악의 기초 기능을 익혀 창의적

으로 표현하고,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이다.

<표 2>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 목표

과거 음악 교과는 기악, 가창, 감상, 창작 영역으로 나뉘어 지도가 되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으로 나뉘어 창작을 한 영역

으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을 아우르며 다루고 있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따르면 창작은 표현 영역에서 ‘창의적

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에 해당한다. 음악 만들기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창작이 아닌 좁은 의미의 창작으로 활동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13)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p.4

[초등학교]

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나. 음악의 기초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

한다.

다.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갖는다.



- 8 -

<표 3>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영 역 내 용  체 계

1. 표현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2. 감상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3. 생활화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의 성취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1) 상황이나 이야기를 음

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음악극 만들기, ‘(2)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

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들 수 있다.’는 노랫말 만들기 또는 말붙임새 만들기,

‘(3) 제재곡의 일부 가락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는 가락 짓기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성취 기준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동안 익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과서를 분석함에 있어 성취 기준에 드러나 있는 음악극 만들기, 노랫말

만들기, 말붙임새 만들기, 가락 짓기, 리듬 짓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창작 관련 성취기준과 학습 활동 예시는 <표 4>와 같

으며 아래의 표는 학습 활동 예시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의 특성과 수준 및 학

습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

<표 4> 초등학교 5～6학년군 성취 기준 및 학습 활동 예시

영역 내용 체계 성취기준 학습 활동 예시

표현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
하기  

(1) 상황이나 
이야기를 음악
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장면을 목소리, 물체 소리, 악기 소리를 활
용하여 음악적으로 표현한다. 

-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을 목소리, 물체 소리, 악기 
소리 등을 활용하여 음악적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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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별 지도에서 창작과 관련된 부분

을 찾으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별 지도

표현 영역에서는 학생의 느낌과 생각을 악보로 그리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이나 기호, 문자 등을 활용하

여 창작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창작을 할 수 있

도록 유도하였다.

다음의 <표 6>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6학년군 음악 요

소 및 개념 체계표이다.

(2) 제재곡의 노
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
붙임새로 만들 수 
있다.

- 주제에 맞게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어 부른다.
- 제재곡의 장단에 어울리는 말붙임새로 만들어 부른다.
-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부른다.
- 메기는 소리의 가사를 바꾸어 부른다.

(3) 제재곡의 
일부 가락을 바
꾸어 표현할 수 
있다.

- 제재곡의 2마디 가락에 이어서 새로운 2마디 가락을 
만들어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 제재곡의 리듬, 가락, 장단의 일부를 바꾸어 노래 부르
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내용 영역별 지도

표현

㈎ 표현 영역에서는 학생의 느낌과 생각을 목소리, 악기, 신체, 그림 등으로 창

의적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국악 학습에서는 전 영역에서 가·무·악이 통

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음악 만들기에서는 자유롭게 소리를 탐색하고 음악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림이나 기호, 문자, 악보 등을 활용한다. 국악곡 만들기에서는

주로 국악기를 이용하여 국악의 특징을 표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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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초등학교 5～6학년군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초등학교 5~6학년군
• 박, 박자
• 장단(중중모리, 굿거리, 시조), 장단의 세
• 여러 가지 리듬꼴(당김음 포함)

• 장단꼴(다는 형, 맺는 형)
• 말붙임새 

• 음이름, 계이름, 율명
• 장음계, 단음계

• 여러 지역의 토리

• 시김새(떠는 소리, 밀어 올리는 소리, 구르는 소리) 
• 주요 3화음
•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 형식(긴자진 형식, aba, AB 등)
• 셈여림의 변화
• 빠르기의 변화/한배의 변화
• 관악기, 현악기의 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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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음악 교과서 창작 지도 내용 분석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에서는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창작

지도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창작을 지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신체 표현하

기, 말붙임새(말리듬) 만들기, 노랫말 만들기, 리듬 짓기, 가락 짓기, 음악극 만

들기의 6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초등학교 5학년 음악교과서 창작 활동 내용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의 5～6학년군 교과서 중 5학년 부분에서는 각 제재곡의

창작 지도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출판사별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창작 영

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학사

교학사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 중 창작 지도 내용이 있는 제재곡은 총 11곡

이다. 이 중에서 국악곡은 8곡으로 72.7%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창작 지도 내용 중 신체 표현하기는 2개(1, 10번 제재곡)로 노랫말에 알맞은

신체 표현하기를 주된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말붙임새 만들기는 1개(4번 제재곡)

로 말붙임새를 바꾸어 적게 되어 있다. 노랫말 만들기는 2개(3, 5번 제재곡)로 노

랫말을 바꾸어 직접 노래 부르도록 되어 있다. 리듬 짓기는 4개(6, 7, 8, 9번 제재

곡)로 주어진 음표와 쉼표를 사용하여 리듬을 만들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제시

되어있다. 또한 자진모리장단의 장단꼴을 바꾸어 연주하며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난타 리듬을 자유롭게 만들도록 하였다. 가락 짓기는 3개(2, 5, 6번 제재곡)로 붙

임 딱지를 활용하여 원하는 가락을 골라 넣어 부르거나 메기는소리의 주요 음을

활용한 가락 짓기가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극 만들기는 1개(11번 제재

곡)로 전래 동화인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도록 제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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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학사 5학년 창작 지도 내용

제재곡 중에서 창작 지도 내용이 체계적으로 제시된 것은 6번째 제재곡 ‘나뭇

잎’이다. 주요 리듬꼴을 익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어진 음표와 쉼표로 리듬

을 만들고 만든 리듬을 이용하여 2마디의 가락 짓기를 하도록 제시되었다. 즉,

리듬꼴 익히기, 리듬 만들기, 가락 짓기로 이어지는 창작 과정을 학생들이 인지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번호 제재곡
6가지

영역
지도 내용 쪽수

1 별 세기
신체

표현하기

· 노래를 부르며 노랫말에 알맞은 신체 표

현하기
p.19

2 기차를 타고
가락

짓기
· 원하는 가락을 골라 넣어 노래 부르기 p.23

3 떡노래
노랫말

만들기
· 노랫말을 재미있게 바꾸어 노래 부르기 p.27

4 고사리 꺾자
말붙임새

만들기
· 말붙임새를 바꾸어 적어 보기 p.35

5
쾌지나 칭칭

나네

노랫말

만들기
· 메기는소리의 노랫말을 바꾸어 불러 보기

p.37
가락

짓기

· 메기는소리의 가락을 새롭게 바꾸어 노

래 불러 보기

6 나뭇잎

리듬

짓기

· 주어진 음표와 쉼표를 사용하여 리듬을

만들고 손뼉 치기
p.51

가락

짓기

· 만든 리듬을 사용하여 가락을 짓고 연주

하기

7
함께 걸어 좋은

길

리듬

짓기

· 주요 리듬꼴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표현

하기
p.65

8 풍구타령
리듬

짓기

· 자진모리장단의 장단꼴을 바꾸어 장구로

연주하기
p.73

9 난타
리듬

짓기
·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난타 리듬 만들기 p.79

10
해녀 노젓는

소리

신체

표현하기
· 노래에 어울리는 동작 만들기 p.89

11 흥부와 놀부
음악극

만들기

·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음악으로 구성하

여 표현하기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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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나뭇잎

나. 동아출판

제재곡의 창작 지도 내용 중 신체 표현하기는 2개(2, 12번 제재곡)로 노랫말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하도록 제시하였다. 말붙임새 만들기는 1개(5번 제재곡)로

장단에 어울리는 말붙임새를 만들어 정간보에 적도로 하였다. 노랫말 바꾸기 또

한 1개(8번 제재곡)로 주어진 주제에 알맞은 노랫말을 만들도록 하였다. 리듬 짓

기는 4개(1, 3, 6, 10번 제재곡)로 동아 출판에서 제시된 지도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자진모리장단 변형하기, 노래에 어울리는 리듬 만들기, 주변에

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리듬으로 표현하기, 주어진 리듬 카드를 활용하여 리듬

만들기로 리듬 짓기를 지도하고 있다. 가락 짓기는 1개(4번 제재곡)로 화음에 어

울리는 2마디 가락 짓기를 제시하고 있다. 음악극은 3개(7, 9, 11번 제재곡)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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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도록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노래를 이용해 광고 만들

기가 있는데 이것은 음악극처럼 장면에 알맞은 음악을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음악극으로 분류하였다.

<표 8> 동아출판 5학년 창작 지도 내용

번호 제재곡
6가지

영역
지도 내용 쪽수

1 경복궁타령 리듬짓기 · 자진모리장단의 변형 장단 만들기 p.29

2 개고리 개골청
신체

표현하기

· 노래를 부르며 노랫말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p.35

3 숲 속 풍경 리듬짓기 · 노래에 어울리는 리듬을 만들어 연주하기 p.37

4 친구 생각
가락

짓기

· 화음에 어울리는 2마디 가락을 지어 연

주하기
p.45

5 자진배치기
말붙임새

만들기

· 장단에 어울리는 말붙임새를 만들어 정

간보에 적기
p.47

6 시계 교향곡
리듬

짓기

·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연주

하기

- 주제 정하기

- 악보 완성하기(리듬, 말리듬)

- 연주하기

- 평가하기

p.59

7 산도깨비
음악극

만들기

·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을 물체

와 악기로 표현하기
p.61

8 나무의 노래
노랫말

만들기
· 나무의 소중함을 알리는 노랫말 만들기 p.67

9 음악과 생활
음악극

만들기
· 노래를 이용해 광고 만들기 p.70

10 가을맞이
리듬

짓기

· 

박자에서 


박자로 바뀌는 8마디의

리듬을 만들고 연주하기
p.77

11 빌헬름 텔 서곡
음악극

만들기
·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 만들기 p.85

12 코네쉬팔레쉔
신체

표현하기

·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과 리듬 반

주를 하며 부르기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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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교향곡’ 감상곡에서는 모둠으로 나누어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

리를 연주하도록 하고 있다. 주제 정하기, 악보 완성하기, 연주하기, 평가하기 순

으로 제시되었으며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여러 성부로 만들어 연

주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시계 교향곡

다. 미래엔

수록된 전체 제재곡에서 창작 지도 내용이 제시된 제재곡은 4곡으로 이는 전

체의 12.5%에 해당한다. 비교적 다른 교과서에 비해 적게 수록되었으며 또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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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창작 지도 내용도 총 4개로 교학사 13개, 동아출판 12개, 비상교육 16개, 지

학사 20개, 천재교육 13개에 비하여 가장 적게 수록되었다.

수록된 창작 지도 내용은 가사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1개(2번 제재곡), 주

어진 주제에 따라 노랫말 만들기 2개(3, 4번 제재곡), 리듬 짓기 1개(1번 제재곡)

이다.

5～6학년군 성취 기준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에 따라 3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엔 출판사 교과서에는 ‘1-3-(1) 상황이나 이

야기를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와 ‘1-3-(3) 제재곡의 일부 가락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즉, 말붙임새 만들기, 가락 짓기,

음악극 만들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표 9> 미래엔 5학년 창작 지도 내용

라. 비상교육

비상교육 교과서는 창작 내용이 제시된 제재곡 중 국악곡이 차지하는 비율이

61.5%로 6개의 출판사 중 2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창작 지도 내용 중 신체 표현하기는 4개(1, 5, 7, 9번 제재곡)로 제재곡의 느낌

을 살려 어울리는 몸 동작 만들기가 주로 제시되어 있다. 말붙임새 만들기(10, 12

번 제재곡)는 국악곡인 ‘청어엮자’와 ‘신명나게 연주하는 장단’에서 제시하고 있으

며 장단에 어울리는 말붙임새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청어엮자’에 말붙임

번호 제재곡
6가지

영역
지도 내용 쪽수

1 숲 속을 걸어요
리듬

짓기

· 주어진 리듬으로 빈 마디를 바꾸어 말

리듬과 리듬 악기로 연주하기
p.17

2 마 벨라 빔바
신체

표현하기

· 가사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하며 노

래 부르기
p.40

3 천안 삼거리
노랫말

만들기

· 우리 반의 이야기로 가사를 바꾸어 노

래 부르기
p.58

4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노랫말

만들기

· 좋아하는 계절의 느낌을 담아 가사 바

꾸어 부르기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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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 만들어 쓰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노랫말 만들기는 4개(2, 3, 4, 6번 제

재곡)로 일부 가사를 바꾸어 노래 부르도록 하였다. 가락 짓기도 4개(2, 3, 4, 8번

제재곡)로 ‘화음 삼 형제’에서는 4마디 중 2마디씩 두 줄을 만드는 활동을 하며

‘빗방울의 노래’에서는 주어진 리듬꼴을 활용하여 주어진 가락에 이어서 두 마디

의 가락을 새롭게 만들도록 제시되어 있다. 또한 ‘쾌지나 칭칭 나네’에서는 주요

구성음을 중심으로 가락 짓기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노랫말 바꾸기와 가락 짓

기를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가 3차례 있었으며 서로 연계하여 새롭게 만든 가사

와 가락으로 노래 부르도록 제시되었다. 리듬 짓기는 1개(11번 제재곡)가 제시되

어 있으며 장단의 일부를 바꾸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음악극은 1개(13번

제재곡)로 여러 장면을 다양한 악기 소리로 표현하는 활동이 제시되었다.

<표 9> 비상교육 5학년 창작 지도 내용

번호 제재곡
6가지

영역
지도 내용 쪽수

1 늴리리야
신체

표현하기

· 굿거리장단의 느낌을 살려 몸동작하며

제재곡을 외워 불러 보기
p.23

2
쾌지나 칭칭

나네

노랫말

만들기

가락짓기

· 메기는소리의 가사를 바꾸고 가락의 일

부를 새롭게 만들어 노랫말에 맞은 말붙

임새로 노래하기

p.25

3 참새노래

노랫말

만들기

가락짓기

· 대답하는 부분의 가사와 가락을 만들고,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하기
p.33

4 화음 삼 형제

노랫말

만들기

가락짓기

· 화음에 어울리는 새로운 리듬의 가락과

가사를 만들어 연주하며 노래하기
p.47

5 수제천
신체

표현하기

· “수제천”을 들으며 어울리는 몸동작 해

보기
p.48

6 오솔길
노랫말

만들기

· 자연을 주제로 가사의 일부를 바꾸어 노

래하기
p.51

7 체키모레나
신체

표현하기
· 간단한 동작을 만들어 춤을 추며 노래하기 p.62

8 빗방울의 노래
가락

짓기

· 주어진 가락에 이어서 두 마디의 가락을

새롭게 만들어 악기로 연주하기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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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지학사

제시된 창작 지도 내용 중 신체 표현하기는 5개(4, 8, 10, 11, 12번 제재곡)로

노랫말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빠르기와 박자에 따라 신체 표현하기,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활동이 있다. 말붙임새 만들기는 2개(1, 13번 제재곡)로

‘장장 짚세기’에서 장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말붙임새를 바꾸어 노래 부르기

를 제시하고 있으며 말리듬으로 반주 만들기 활동도 제시되었다. 노랫말 만들기

는 6개(3, 6, 9, 12, 13번 제재곡)로 노랫말을 바꾸어 노래 부르는 내용이 주를 이

루고 있으며 일부는 주제를 제시하여 노랫말을 바꾸도록 하였다. 또한 메기는소

리의 노랫말을 바꾸어 노래 부르기도 제시되었다. 리듬 짓기는 3개(5, 7, 13번 제

재곡)로 붙임 딱지를 활용하여 간주 부분의 리듬 바꾸어 연주하기, ‘바람개비’에

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듬 반주 만들기가 제시되어 있으나 리듬을 만들어

쓰는 부분이 없다. 가락 짓기는 2개(13번 제재곡)로 한 마디의 가락 바꾸기와 주

어진 가락에 이어 두 마디의 가락 짓기 활동이 제시되었다. 음악극(2번 제재곡)

은 이야기 음악의 장면을 대본으로 만들고 목소리와 악기 등으로 표현하는 활동

이 제시되었다.

9
백조의 호수 중

‘정경’

신체

표현하기

· ‘정경’을 들으며, 어울리는 춤 동작 만들

어 발표하기
p.68

10 청어엮자
말붙임새

만들기

· 제재곡의 일부분을 장단에 어울리는 말

붙임새로 만들어 노래하기
p.70

11 덕석몰자
리듬

짓기

· 말붙임새에 어울리게 장단의 일부를 바

꾸어 노래하며 연주하기
p.71

12
신명나게

연주하는 장단

말붙임새

만들기

· 장단에 어울리는 말장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장단을 장구로 익히기
p.85

13 산도깨비
음악극

만들기

· 가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을 목소

리, 물체 소리, 악기 소리로 표현하기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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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주)지학사 5학년 창작 지도 내용

번호 제재곡
6가지

영역
지도 내용 쪽

1 장장 짚세기
말붙임새

만들기
· 말붙임새를 바꾸어 노래 부르기 p.13

2 산도깨비
음악극

만들기
· 음악극 만들기 p.17

3 도움소
노랫말

만들기

· 메기는소리의 노랫말을 바꾸어 노래 부

르기
p.39

4 멸치와 갈치
신체

표현하기

· 노래를 부르며 노랫말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p.49

5 반딧불
리듬

짓기

· 붙임 딱지를 활용하여 간주 부분의 리듬

바꾸어 연주하기
p.53

6 몸돌여
노랫말

만들기

· ‘협동하며 일하는 모습’을 주제로 노랫말

을 바꾸어 노래 부르기
p.55

7 바람개비
리듬

짓기
·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듬 반주 만들기 p.63

8
헝가리 무곡

5번

신체

표현하기
· 빠르기의 변화에 따라 신체 표현하기 p.73

9 난 산이 좋아
노랫말

만들기
· 노랫말을 바꾸어 노래 부르기 p.79

10
달레 달레

달레

신체

표현하기

· 박자의 변화에 따라 신체 표현을 하며

노래 부르기
p.80

11 타령
신체

표현하기
·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p.85

12 거문도 뱃노래

노랫말

만들기

· 메기는소리의 노랫말을 바꾸어 노래 부

르기
p.89

신체

표현하기

· 노랫말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하며 노

래 부르기

13 찬바람

말붙임새

만들기
· 말리듬으로 반주 만들기

p.91

리듬짓기

노랫말

만들기

· 리듬꼴과 노랫말을 바꾸어 말하듯이 노

래 부르기

노랫말

만들기

가락짓기

· 한 마디의 가락과 노랫말 바꾸기

가락짓기
· 주어진 가락에 이어, 새로운 두 마디의

가락 만들기

14
장구와 함께

춤을

음악극

만들기

· 이야기 음악의 장면을 대본으로 만들어,

목소리와 악기 등으로 표현하기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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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찬바람

제재곡 ‘찬바람’에는 창작 학습 내용이 집중적으로 수록된 곳으로 그 내용이

비교적 다른 제재곡에 비해 자세히 나타나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같은 가락, 비슷한 가락, 다른 가락을 찾아보고 두 번째,

말리듬으로 반주를 만들어 연주한다. 이 때 말리듬으로 반주를 만들어 쓰는 부분

은 없으며 다만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리듬꼴과 노랫말을 바꾸어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 역시

예시가 되어 있어 바꾼 리듬꼴과 노랫말을 적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네 번째는 한 마디의 가락과 노랫말을 바꾸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가락에 이어

새로운 두 마디의 가락을 만들어 연주한다.

여러 활동을 보았을 때 가락 짓기를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가락 짓기 학

습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간의 부족으로 학생이 만든 말리듬과 리듬꼴, 노랫

말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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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천재교육

신체 표현하기는 총 3개(2, 5, 9번 제재곡)로 장단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조성이 달라지는 부분을 신체 표현하기, 가사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내용이

실려 있다. 말붙임새 만들기는 메기는소리의 말붙임새를 새롭게 바꾸는 부분으로

1개(3번 제재곡)가 제시되었다. 노랫말 만들기는 주어진 주제와 관련하여 가사를

바꿔 노래 부르기, 한마디만 좋아하는 떡 이름으로 가사 바꾸기, 리듬과 가락에

어울리는 가사 짓기 등 총 4개(1, 4, 11, 12번 제재곡)가 제시되었다. 리듬 짓기는

2개(4, 10번 제재곡)로 자진모리장단의 다양한 장단꼴을 만드는 것과 주어진 리

듬꼴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리듬으로 aba 형식의 곡을 만드는 것으로 제시되었

다. 가락 짓기는 주어진 리듬꼴을 활용하여 2마디 가락에 이어서 만들기와 주어

진 장단꼴과 율명을 활용한 가락 짓기 2개(6, 7번 제재곡)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

고 이야기 음악 표현하기 활동으로 구성된 음악극 만들기가 1개(8번 제재곡) 있

다.

<표 11> 천재교육 5학년 창작 지도 내용

번호 제재곡
6가지

영역
지도 내용 쪽수

1 나는 다 알아요
노랫말

만들기

· 가족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가사를 바꾸

어 노래 부르기
p.23

2 창부타령
신체

표현하기

· ‘창부타령’을 듣고 장단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p.29

3 치기나 칭칭
말붙임새

만들기
· 메기는소리의 말붙임새를 새롭게 바꾸기 p.39

4 떡노래

리듬

짓기

· 자진모리장단의 다양한 장단꼴을 만들고

장단의 세를 표현하며 쳐보기
p.49

노랫말

만들기

· 좋아하는 떡 이름으로 가사를 바꾸어 노

래 부르기

5 뚱보 새
신체

표현하기

· 조성이 달라지는 부분의 특징을 신체 표

현으로 나타내기
p.53

6 젓가락 행진곡
가락

짓기

· 제재곡의 2마디 가락에 이어서 가락을

만들고 악기로 연주하기
p.55

7
잠자리 잡는

소리

가락

짓기

· 주어진 장단꼴과 율명을 사용하여 새로

운 가락 만들어서 연주하기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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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출판사별 5학년 창작 지도 내용 비교

1) 출판사별 5학년 창작 지도 내용 비교

<표 12>를 살펴보면 6개의 출판사 중 (주)지학사가 창작 지도 내용이 20개로

가장 많은 내용이 수록되었다. 신체 표현하기와 노랫말 만들기가 각각 5개로 6개

의 지도 내용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가장 적은 창작 지도 내용이 수록된 출판사는 미래엔으로 신체표현하

기, 노랫말 바꾸기, 리듬 짓기로 총 4개가 제시되어있다. 이것은 창작 지도 내용

이 평균적으로 13개인 것에 비하며 작은 수이다.

출판사별로 6개의 창작 지도 내용 중 가장 많은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교학사

는 리듬 짓기가 4개로 가장 많으며 동아출판 또한 4개의 리듬 짓기 활동을 제시

하고 있다. 미래엔은 수록된 창작 지도 내용이 매우 적어 여러 지도 내용 중 어

느 것이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안에서 꼽으라 한다면 노랫말 만들기가 2개

로 가장 많다.

비상교육은 신체표현하기, 노랫말 만들기, 가락 짓기가 각각 4개로 가장 많으

며 지학사는 노랫말 만들기가 6개로 가장 많다. 천재교육 역시 노랫말 만들기 내

용을 4개 제시하고 있다.

8 만파식적
음악극

만들기
· 이야기 음악으로 표현하기 p.61

9 샬롬
신체

표현하기

· 가사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하며 노래

부르기
p.67

10 음악은 영원히
리듬

짓기

· 여러 가지 리듬으로 aba 형식의 곡을 만

들어 연주하기
p.73

11
어 어리두

배 짓자

노랫말

만들기

· 주제를 정하여 제재곡의 가사를 바꾸어

노래 부르기
p.75

12 북 치는 소년
노랫말

만들기

· 리듬과 가락에 어울리는 가사를 지어 노

래 부르기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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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출판사별 5학년 창작 지도 내용 비교

창작 지도 내용을 중심으로 각 출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활용된

창작 지도 내용은 19개로 노랫말 만들기이다. 이는 전체의 24.4%에 해당하며 그

다음으로는 신체 표현하기 21.8%, 리듬 짓기 19.2%, 가락 짓기 15.4%, 음악극 만

들기 10.2%, 말붙임새 만들기 9%의 순으로 차지한다.

<그림 4> 초등학교 5학년 출판사별 창작 지도 내용별 그래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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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25

30

내용별 비율

신체표현

말붙임새

노랫말

리듬

가락

음악극

신체표현 말붙임새 노랫말 리듬 가락 음악극 합계

교학사 2 1 2 4 3 1 13

동아출판 2 1 1 4 1 3 12

미래엔 1 0 2 1 0 0 4

비상교육 4 2 4 1 4 1 16

지학사 5 2 6 3 2 2 20

천재교육 3 1 4 2 2 1 13

합계 17 7 19 15 12 8 78

비율(%) 21.8 9 24.4 19.2 15.4 10.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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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판사별 5학년 창작 지도 내용 중 국악곡 비중

<표 13>은 출판사별로 5학년 교과서에 창작 지도 내용이 실린 제재곡을 국악

곡과 서양곡으로 나뉘어 정리한 표이다.

교학사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 중 창작 지도 내용이 있는 제재곡에서 국악곡

은 8곡, 동아출판 4곡, 미래엔 1곡, 비상교육 8곡, 지학사 8곡, 천재교육 6곡이다.

미래엔 교과서는 제재곡 4곡 중에서 1곡으로 그 비중이 낮으며 천재교육은 서양

곡 또한 6곡으로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 출판사별 5학년 교과서 국악곡과 서양곡

<그림 5> 초등학교 5학년 출판사별 국악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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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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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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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를 살펴보면 교학사는 창작 지도 내용이 제시된 제재곡 중 국악곡이

72.7%를 차지한다. 동아출판이 33.3%, 미래엔이 25%, 비상교육 61.5%, 지학사

57.1%, 천재교육 50%에 비하면 교학사의 국악곡 비중이 가장 높다.

교학사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주)지학사 천재교육 합계

국악곡 8 4 1 8 8 6 35

서양곡 3 8 3 5 6 6 31

합계 11 12 4 13 14 1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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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미래엔은 20%로 제일 낮은데 이것은 창작 지도 내용이 5곡으로 6개

출판사의 평균 창작 지도 내용 제재곡 약 13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한 전체 4곡 중 국악곡이 1곡이라 25%라는 수치가 나온 것임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악곡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출판사에는 교학사 72.7%, 비상교육

61.5%, 지학사 57.1%, 천재교육 50%이 있으며 반대로 50% 미만은 미래엔 25%,

동아출판 33.3%으로 출판사에 따라 수록된 국악곡의 비중이 양쪽으로 뚜렷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2. 초등학교 6학년 음악교과서에서 창작 활동

2009 개정 교육과정의 5～6학년군 교과서 중 6학년 부분에서는 각 제재곡의

창작 지도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출판사별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창작 영

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학사

창작 지도 내용 중 신체 표현하기는 3개(5, 9번 제재곡)로 신체 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굿거리장단의 느낌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

기가 제시되어 있다. 말붙임새 만들기는 별달거리의 말장단을 응원가로 만드는

활동(8번 제재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랫말 만들기는 메기는소리의 노랫말 바

꾸기(1번 제재곡), 주어진 주제에 알맞은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4번 제재곡)가 있

으며 6학년 교과서의 특이한 점은 5학년에는 없었던 노랫말을 랩으로 표현하고

불러보는 부분(2번 제재곡)과 시조 초장의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는 것(3번 제재

곡)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노랫말 만들기는 총 5개가 제시되었

다. 리듬 짓기(7번 제재곡)는 노랫말에 맞추어 리듬 만들기 1개가 제시되었으며

가락 짓기는 총 3개(6, 7, 10번 제재곡)로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을 이용한 가락

짓기, 두 마디에 이어지는 가락 만들기, 노랫말을 사용하여 4마디의 작은악절 만

들기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5학년 때에는 제시되었던 음악극의 내용이 6학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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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되지 않았다.

<표 14> 교학사 6학년 창작 지도 내용

제재곡 ‘음악은 영원히’에서는 aba 형식을 이해하고 가락 짓기를 할 수 있도록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aba 형식을 알아보고 친구 또는 선생님께 전하는 노

랫말을 aba 형식에 알맞게 지어 보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aba 형식 중 a에 해당하는 노랫말을 사용하여 4마디의 작은악절을

만드는데 이 때 사용된 가락은 ‘작은 별’이다.

번호 제재곡
6가지

영역
지도 내용 쪽수

1 둥당기타령
노랫말

만들기
· 메기는소리의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p.105

2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

노랫말

만들기

· 노랫말을 랩으로 표현해 보고 새롭게

노랫말을 만들어 랩으로 불러보기
p.119

3 동창이
노랫말

만들기

· 학교생활을 주제로 시조 초장의 노랫

말을 바꾸어 부르기
p.125

4
왜 이렇게

덥지?

노랫말

만들기

· 환경 보호에 알맞은 노랫말로 바꾸어

부르기
p.130

5 팡가 아라피아
신체

표현하기

· 신체 표현을 하며 서아프리카 민요 부

르기
p.145

6 에농데농
가락

짓기

· 육자배기토리의 구성음을 이용하여 가

락 짓기
p.149

7 가을들판
리듬짓기 · 노랫말에 맞추어 리듬 만들기

p.157가락

짓기

· 두 마디에 이어지는 가락을 만들고 노

래 부르기

8 별달거리
말붙임새

만들기
· '별달거리‘의 말장단을 응원가로 만들기 p.161

9 부채춤

신체

표현하기

· 굿거리장단의 느낌을 춤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p.167

신체

표현하기
·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10 음악은 영원히

노랫말

만들기

· aba 형식으로 노래 만들어 부르기

- 친구 또는 선생님께 전하는 노랫말

짓기 p.181

가락

짓기

- 노랫말을 사용하여 4마디의 작은악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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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aba 형식 중 b에 해당하는 노랫말을 사용하여 4마디의 작은악절을

만드는데 앞의 두 마디는 작은 별의 일부분이며 뒤의 두 마디 가락 짓기를 하도

록 구성되었다.

네 번째, 마지막 4마디는 처음의 작은악절과 같으며 노랫말만 다르게 하도록

구성되었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곡을 사용하여 가락 짓기와 노랫말 만들기를 하도록 활동

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창작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활동은 실질적으로 2마디 가락 짓기에 해당하여 5학년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

는 2마디 가락 짓기에서 좀 더 향상된 수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림 6> 음악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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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아출판

창작 지도 내용 중 신체 표현하기는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하며 부르

기 1개(3번 제재곡)가 제시되었다. 노랫말 만들기에는 5학년에 없었던 제재곡 일

부분에 어울리는 랩 노랫말 만들기와 메기는 부분의 가사 만들기, 소리를 표현한

부분의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등 총 4개(1, 2, 5, 11번 제재곡)가 제시되었다. 리

듬 짓기는 4개(4, 5, 8, 10번 제재곡)로 노래에 어울리는 리듬 반주 만들기, 노랫

말에 어울리는 리듬 만들기, 굿거리장단의 변형 장단 만들어 장구 반주를 하며

노래 부르기, 리듬 반주 만들어 연주하기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가락 짓기 내용

에는 만든 리듬과 노랫말에 어울리는 가락 만들기, 메나리토리의 구성음을 사용

하여 이어지는 가락 만들기, 시에 어울리는 간단한 가락 6마디 만들기, 주어진

리듬을 사용하여 3마디 단조 가락 만들어 연주하기가 있으며 총 활동 4개(5, 6,

7, 9번 제재곡)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5학년 교과서에 제시되었던 말붙임새 만들

기와 음악극의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표 15> 동아출판 6학년 창작 지도 내용

번호 제재곡
6가지

영역
지도 내용 쪽수

1 둥당기타령
노랫말

만들기
· 메기는 부분의 가사를 만들어 부르기 p.97

2
소리는 새콤

글은 달콤

노랫말

만들기

· 소리를 표현한 부분의 노랫말을 바꾸

어 부르기
p.99

3 체키모레나
신체

표현하기

·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하며 부

르기
p.114

4 수수꽃다리
리듬

짓기

· 노래에 어울리는 리듬 반주를 만들어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기
p.125

5 내 노래 만들기

- · 주제 선택하기

p.132

～133

노랫말

만들기
· 노랫말 만들기

리듬짓기 · 노랫말에 어울리는 리듬 만들기

가락짓기
· 만든 리듬과 노랫말에 어울리는 가락

만들기

-

-

· 수정하기

· 연습, 발표,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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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내 노래 만들기

6 도움소 노래
가락

짓기

· 메나리토리에 나오는 ‘미’, ‘라’, ‘도’ 3

음을 사용하여 이어지는 가락 만들기
p.147

7 들장미
가락

짓기

· 시에 어울리는 간단한 가락을 만들어

발표하기
p.159

8 거문도 뱃노래
리듬

짓기

· 굿거리장단의 변형 장단을 만들어 장

구 반주를 하며 노래 부르기
p.161

9 종소리
가락

짓기

· 주어진 리듬을 사용하여 단조 가락을

만들고 가락 악기로 연주하기
p.163

10 풍선 리듬짓기 · 리듬 반주를 만들어 연주하기 p.169

11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세요

노랫말

만들기

· 제재곡 일부분에 어울리는 랩 노랫말

만들기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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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래 만들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락을 만들어 보고 연주하는 것

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가락 짓기를 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주제 선택하기, 노랫말 만들기, 리듬 만들기,

가락 만들기, 수정하기, 연습하기, 발표, 감상하기로 이어지는 순서를 경험하고

‘가락을 아래위 또는 좌우로 바꾸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창작을 조금이나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시와 자신이 만든 것을 쓰는 부분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어 예시를 참

고하며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하지만 5학년 교과서에는 2마디 가락 짓기 1개만 제시되어 있고 ‘내 노래 만들

기’ 부분 전에는 가락 짓기 내용이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학생들에게 8마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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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짓기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여전히 어렵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어 그

사이에 2마디 가락 짓기나 4마디 가락 짓기를 제시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다. 미래엔

교과서에 실린 신체 표현하기 내용에는 가사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하며 즐

겁게 노래 부르기,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2가지(4, 6번 제재곡)가 제시

되었다. 말붙임새 만들기에는 자연의 소리로 4박자 말리듬 만들기(3번 제재곡)가

있다. 말리듬은 말붙임새와 같이 리듬에 따라 말을 붙인 것이므로 말붙임새 만들

기로 분류하였다. 노랫말 만들기는 총 2개(2, 9번 제재곡)로 자신이 듣고 싶은 말

넣어서 가사 바꾸기, 주어진 주제로 노래 일부분의 가사 바꾸어 부르기가 제시되

었다. 리듬 짓기는 리듬 카드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리듬 만들기(7번 제재곡)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가락 짓기는 동부 민요의 특징을 알고 구성음을 활용한 가락

짓기와 제재곡의 두 마디에 이어 새로운 두 마디 가락 만들기, 주리듬과 리듬 오

스티나토에 어울리는 가락 만들기 활동으로 총 3개(1, 5, 8번 제재곡)가 수록되었

다. 그러나 음악극은 5학년 교과서에 이어 6학년 교과서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표 16> 미래엔 6학년 창작 지도 내용

번호 제재곡
6가지

영역
지도 내용 쪽수

1
쾌지나 칭칭

나네

가락

짓기

· 동부 민요의 특징을 알고 가락의 일부

를 바꾸어 노래 부르기
p.91

2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세요

노랫말

만들기

· ‘넌 할 수 있어.’ 대신 자신이 듣고 싶

은 말을 넣어서 가사를 바꾸어 부르기
p.99

3
봄의 소리

아카펠라

말붙임새

만들기
· 자연의 소리로 4박자 말리듬 만들기 p.102

4 체키 모레나
신체

표현하기

· 가사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하며 즐

겁게 노래 부르기
p.106

5 수건돌리기
가락

짓기

· 제재곡의 두 마디에 이어서 새로운 두

마디 가락 만들기
p.113

6 거문도 뱃노래
신체

표현하기

·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하며 노

래 부르기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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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나도 작곡가

‘나도 작곡가’에서는 ‘도, 레, 미, 솔, 라’의 5음을 활용하여 주 리듬과 리듬 오스

티나토에 어울리는 가락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러나 리듬까지 학생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듬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다. 즉, 주어진 리듬에 5음을 붙이고

그 중 리듬 오스티나토 하나를 선택하여 주 리듬과 리듬 오스티나토를 가락으로

만들어 오선 악보에 그리는 활동이다.

7 섬마을
리듬

짓기

· 리듬 카드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박

자의 리듬 만들기
p.147

8 나도 작곡가
가락

짓기

· ‘도, 레, 미, 솔, 라’의 5음을 활용하여

주 리듬과 리듬 오스티나토에 어울리

는 가락 만들기

p.148

～149

9
희망을 꿈꾸는

노래

노랫말

만들기

· ‘내가 꿈꾸는 미래’라는 주제로 노래 일

부분의 가사를 바꾸어 노래 부르기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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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출판사에서 창작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에 비해 다른 점은

‘도, 레, 미, 솔, 라’ 5음을 주 리듬에 가사처럼 붙이고 오선 악보에 그린다는 점

이다. 이러한 활동은 가락 짓기를 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

며 음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든 아니든 가락을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이 활동에 익숙해지면 주 리듬을 스스로 만들어 가락 짓기까지 연계하여 이루

어진다면 학생들이 창작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비상교육

비상교육 교과서에 실린 신체 표현하기는 타령장단에 맞추어 몸동작하기(6번

제재곡)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노랫말 만들기는 5학년 교과서에는 없었던 랩 만

들기, 장단에 어울리는 가사 2마디를 바꾸어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기, 주어진

주제로 일부분의 가사 바꾸기 내용 등 4개(1, 2, 3, 4번 제재곡)가 제시되었다. 리

듬 짓기는 자진모리장단의 장단꼴을 바꾸어 연주하기(5번 제재곡)와 가락 짓기는

주어진 가락에 이어 두 마디 가락을 새롭게 만들기(4번 제재곡)로 각 1개씩 제시

되었다. 음악극 만들기는 사물 악기가 된 도깨비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을 음악

으로 표현하기(7번 제재곡)로 제시되었다. 말붙임새 만들기는 5학년 교과서에는

제시되었지만 6학년 교과서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표 17> 비상교육 6학년 창작 지도 내용

번호 제재곡
6가지

영역
지도 내용 쪽수

1 난 네가 좋아
노랫말

만들기

· 친구를 격려하는 새로운 랩을 만들고

리듬 반주를 넣어 노래하기
p.103

2 둥당기 타령
노랫말

만들기

· 장단에 어울리도록 가사를 바꾸어 메기

고 받으며 노래하기
p.113

3
함께 걸어 좋은

길

노랫말

만들기

· ‘함께 걷는 길’을 주제로 일부분의 가사

를 바꾸어 노래 부르기
p.139

4 나의 친구

노랫말

만들기

가락짓기

· 주어진 가락에 이어서 두 마디 가사와

가락을 새롭게 만들어 노래하기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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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학사

창작 관련 내용으로 첫 번째 신체 표현하기에는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

기, 악곡을 감상하고 신체 표현하기 2가지(7, 9번 제재곡)가 제시되었다. 말붙임

새 만들기는 2가지(1, 6번 제재곡)로 개구리 울음소리를 말장단으로 만들기, 말붙

임새를 바꾸어 노래 부르기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노랫말 만들기에는 메기는소리

의 노랫말 바꾸어 노래 부르기, 메기는 소리를 재미있는 노랫말로 바꾸어 부르기

등이 있으며 총 3개(3, 4, 8번 제재곡)의 활동이 제시되었다. 리듬 짓기로는 굿거

리장단의 장단꼴 바꾸어 연주하기, 리듬을 바꾸어 노래 부르기 2가지 활동(4, 5번

제재곡)이 제시되었고 가락 짓기는 메기는소리의 가락을 구성음을 중심으로 바꾸

는 활동(2번 제재곡)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5학년 교과서에서는 제시되었던 음

악극의 내용이 6학년 교과서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표 18> 지학사 6학년 창작 지도 내용

번호 제재곡
6가지

영역
지도 내용 쪽수

1 개구리 소리
말붙임새

만들기

· 보기에서 개구리 울음소리를 골라 말장

단으로 만들기
p.125

2 먼들 소리 가락짓기 · 메기는소리의 가락을 바꾸어 노래 부르기 p.137

3 둥당애타령
노랫말

만들기

· 메기는소리의 노랫말을 바꾸어 노래 부

르기
p.143

4 나무타령

노랫말

만들기

· 메기는소리를 재미있는 노랫말로 바꾸

어 노래 부르기 p.155

리듬짓기 · 굿거리장단의 장단꼴을 바꾸어 연주하기

5 소금 장수
리듬

짓기

· 자진모리장단의 장단꼴을 바꾸어 장구

로 연주하기
p.159

6 봉산 탈춤
신체

표현하기

· 타령장단에 맞추어 어울리는 몸동작하

기(장단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기)
p.160

7
사물 악기가 된

도깨비

음악극

만들기

·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을 음악으로 표

현한 예를 들어보고 장면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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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천재교육

천재교육 교과서에서 제시된 창작 지도 내용으로 신체 표현하기에는 장단에

어울리는 춤동작을 하면서 노래에 맞추어 발표하기, 가사와 어울리는 신체 표현

하기 2가지(6, 10번 제재곡)가 제시되었다. 말붙임새 만들기에는 붙임 딱지를 활

용하여 리듬꼴을 만들어 말리듬 합주하기와 생활 속의 이야기를 별달거리 장단

을 활용하여 구호로 만들기 2개(2, 8번 제재곡)의 활동이 있다. 천재교육 교과서

에서 가장 많은 창작 지도 내용은 노랫말 만들기이다. 총 7개(1, 3, 4, 6, 7, 11,

12번 제재곡)로 나물의 이름이나 모양 생각하며 가사 바꾸기, 주제에 따른 가사

붙이고 노래 부르기, 5학년 교과서에는 제시 되지 않은 시조시의 초장 짓기, 메

기는소리의 가사 바꾸기 등이 수록되었다. 리듬 짓기로는 리듬꼴 만들기(2번 제

재곡)가 있으며 가락 짓기에는 주어진 2마디 가락에 이어서 가락을 만들고 노래

부르기 활동이 2개(5, 11번 제재곡)가 제시되었다. 2마디 가락 짓기는 5학년 교과

서에서도 제시되는 내용으로 6학년의 가락 짓기가 5학년의 가락 짓기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즉, 2마디 가락 짓기로

한 활동이 있으면 다른 활동으로 4마디 가락 짓기가 구성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리의 여행’ 이야기 장면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음악극 활동 1개(9번 제재곡)가

제시되었다.

5 가을맞이 리듬짓기 · 리듬을 바꾸어 노래 부르기 p.169

6 칭칭이 소리
말붙임새

만들기
· 말붙임새를 바꾸어 노래 부르기 p.177

7 체체쿨레
신체

표현하기

· 노래를 부르며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p.183

8 구름 위의 성
노랫말

만들기
· 노랫말을 바꾸어 노래 부르기 p.193

9 사계 중 ‘겨울’
신체

표현하기

· 악곡을 감상하고 신체 표현 등 여러 가

지 방법으로 표현하기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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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천재교육 6학년 창작 지도 내용

번호 제재곡
6가지

영역
지도 내용 쪽수

1 끔대타령
노랫말

만들기

· 여러 가지 나물의 이름이나 모양을 생

각하며 가사를 바꾸어 노래 부르기
p.85

2
재미있는 리듬

합주

리듬짓기

말붙임새

만들기

· 속담에 어울리는 재미있는 말을 찾아

리듬꼴을 만들고 말리듬 합주하기
p.87

3
음악으로

표현한 “행성”

노랫말

만들기

·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주제에

가사를 붙이고 노래 부르기
p.107

4
동창이

밝았느냐

노랫말

만들기

· 자연과 관련하여 시조시의 초장을 지어

보고 불러보기
p.109

5 엄마야 누나야
가락

짓기

· 제재곡의 2마디 가락에 이어서 가락을

만들고 노래 부르기
p.115

6 장원질 소리

노랫말

만들기
· 메기는소리의 가사를 바꾸어 노래 부르기

p.117
신체

표현하기

· 장단에 어울리는 춤동작을 하면서 노래

에 맞추어 발표하기

7 태평가
노랫말

만들기
· 주제에 맞게 가사 바꾸기 p.127

8
영남풍물

‘별달거리’

말붙임새

만들기

· 생활 속의 이야기를 구호로 만들어 보

고, 각 악기의 구음으로 별달거리장단

연주하기

p.133

9
아기 빗방울의

꿈

음악극

만들기

· ‘아리의 여행’ 이야기 장면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p.137

10 체키모레나
신체

표현하기

· ‘체키모레나’를 부르며 가사와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p.143

11 바람 부는 날

노랫말

만들기

가락짓기

· 주어진 2마디에 이어서 가사와 가락을

만들어 노래 부르기
p.151

12 서우젯소리
노랫말

만들기
· 메기는소리의 가사를 바꾸어 노래 부르기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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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출판사별 6학년 창작 지도 내용 비교

1) 출판사별 6학년 창작 지도 내용 비교

출판사별로 6개의 창작 지도 내용 중 가장 많은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교학사

는 노랫말 만들기가 5개로 가장 많다. 동아출판은 노랫말 만들기, 리듬 짓기, 가

락 짓기가 각각 4개씩 제시하고 있으며 미래엔은 가락 짓기가 3개로 가장 많다.

비상교육은 노랫말 만들기가 4개로 가장 많으며 지학사 또한 노랫말 만들기가

3개로 가장 많다. 천재교육 역시 노랫말 만들기 내용을 7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는 6개의 출판사 중 노랫말 만들기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표 20>을 살펴보면 6개의 출판사 중 천재교육이 창작 지도 내용이 15개로

가장 많은 내용이 수록되었다. 노랫말 만들기가 7개로 다른 지도 내용이 2개이거

나 1인 것을 감안하면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창작 지도 내용이 가장 적게 수록된 출판사는 비상교육으로 총 8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노랫말 만들기가 4개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말붙임새 만

들기는 없으며 나머지는 1개씩 구성되어 있다.

미래엔도 총 9개로 비상교육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비상교육이 노랫

말 만들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미래엔 교과서는 신체 표현하기, 가락 짓기

등 다른 지도 내용에도 분포하고 있다.

6학년 교과서는 5학년 교과서와는 달리 여러 출판사에서 음악극 만들기를 다

루지 않는다는 특이점이 있다. 비상교육과 천재교육만 음악극을 다루고 있을 뿐

다른 출판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6학년은 초등학교에서 지금껏 배워

온 내용을 활용하여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음악극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따라서 6학년 교과서에도 음악극 만들기 내용이 제시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모든 출판사의 창작 지도 내용을 합쳤을 때 5학년 창작 지도 내용은

78개이나 6학년 교과서는 68개로 5학년에 창작 지도 내용이 더 많이 수록되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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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출판사별 6학년 창작 지도 내용 비교

5학년 교과서와 6학년 교과서의 창작 지도 내용의 합계가 차이나는 출판사는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이다. 미래엔은 5학년의 지도 내용이 4개인데 6학년 교

과서에서는 9개로 늘어났다. 이것은 신체표현하기와 말붙임새 만들기 활동이 각

1개씩 늘어났으며 가락 짓기 활동이 3개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비상교육은 5학

년 교과서는 지도 내용이 16개였으나 6학년 교과서에서는 그의 절반인 8개만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신체 표현하기 3개, 말붙임새 만들기 1개, 가락 짓기 3개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학사는 5학년의 지도 내용이 20개였으나 6학

년에는 절반인 10개만 제시되었다. 이것은 신체 표현하기 3개, 노랫말 만들기 3

개, 리듬 짓기 1개, 가락 짓기 1개, 음악극 만들기 1개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창작 지도 내용을 중심으로 각 출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활용된

창작 지도 내용은 노랫말 바꾸기로 25개이다. 이는 전체의 36.8%에 해당하며 그

다음으로는 가락 짓기 20.6%, 신체 표현하기 16.2%, 리듬 짓기 14.7%, 말붙임새

8.8%, 음악극 2.9%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5학년 교과서와 6학년 교과서 모두 노랫말 만들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데 5학년 교과서는 전체 창작 지도 내용의 24.4%였으나 6학년 교과서는 36.8%

로 그 비중이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신체표현 말붙임새 노랫말 리듬 가락 음악극 합계

교학사 3 1 5 1 3 0 13

동아출판 1 0 4 4 4 0 13

미래엔 2 1 2 1 3 0 9

비상교육 1 0 4 1 1 1 8

지학사 2 2 3 2 1 0 10

천재교육 2 2 7 1 2 1 15

합계 11 6 25 10 14 2 68

비율(%) 16.2 8.8 36.8 14.7 20.6 2.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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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초등학교 6학년 출판사별 창작 지도 내용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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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판사별 6학년 창작 지도 내용 중 국악곡 비중

아래의 표는 출판사별로 6학년 교과서에 창작 지도 내용이 실린 제재곡을 국

악곡과 서양곡으로 나뉘어 정리한 표이다.

교학사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 중 창작 지도 내용이 있는 제재곡에서 국악곡

은 5곡, 동아출판 3곡, 미래엔 2곡, 비상교육 4곡, 지학사 5곡, 천재교육 6곡이다.

미래엔 교과서는 제재곡 7곡 중에서 2곡으로 그 비중이 낮으며 천재교육은 5학

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서양곡 또한 6곡으로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 출판사별 6학년 교과서 국악곡과 서양곡

교학사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주)지학사 천재교육 합계

국악곡 5 3 2 4 5 6 25

서양곡 5 8 7 3 4 6 33

합계 10 11 9 7 9 12 58



- 40 -

<그림 10> 초등학교 6학년 출판사별 국악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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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지도 내용이 제시된 제재곡 중 국악곡이 50%를 넘는 출판사는 교학사

50%, 비상교육 57.1%, 지학사 55.6%, 천재교육 50%로 국악곡과 서양곡의 비중

이 비슷하거나 더 많다. 또한 국악곡이 50%가 넘는 출판사가 5학년 교과서와 동

일하다.

<그림 10>에 따르면 창작 지도 내용이 제시된 제재곡 중 국악곡이 비상교육

은 5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지학사 55.6%, 교학사와 천재교

육이 50%, 동아출판 27.3%, 미래엔 22.2%의 순으로 국악곡 비중이 높다.

반대로 미래엔은 5학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22.2%로 제일 낮은데 이것은 국

악곡이 9곡 중 2곡이라 22.2%라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국악곡이 여러 제재곡 중

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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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군 음악 학습 활동 중에서 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5～6학년군 음악 활동 중 창작 지도 내용을 분석하

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검정교과서가 총 6종이 있는데 각 교과서의 창

작 지도 내용을 분석하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 한다.

1. 교과서 분석 결과

첫째,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창작 지도 방법은 노랫말 만

들기이다. 5학년 교과서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창작 지도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6

학년 교과서에서는 노랫말 만들기에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천재교육 교과

서가 노랫말 만들기가 다른 창작 지도 내용보다 월등히 많았다. 물론 노랫말 만

들기가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어 창작에 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 6

학년에서 가락 짓기보다도 더 집중이 되는 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검정 교과서가 존재한

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창작 관련 내용으로 ‘1-3. 창의적으

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가 있다. 이에 따른 성취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

은 음악극 만들기와 관련 있는 ‘(1) 상황이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

다.’, 노랫말 또는 말붙임새 만들기와 관련 있는 ‘(2)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락 짓기와 관련 있는

‘(3) 제재곡의 일부 가락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가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구성이 되고 성취기준이라함은 학생들이 익혀야할 학습 내용들이다.

6개의 출판사 교과서 중 창작 지도 내용이 가장 적게 수록된 곳은 미래엔인데

이 교과서는 세 가지 성취기준 중 첫 번째인 ‘(1) 상황이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에 해당되는 내용이 5학년에도, 6학년에도 실려 있지 않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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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극 만들기에 대한 학습 내용이 5, 6학년 어느 곳에도 수록되지 않았다.

또한 5학년 부분에는 세 번째 성취 기준인 ‘(3) 제재곡의 일부 가락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에 해당 되는 부분이 없다. 즉, 가락 짓기 내용이 전혀 실려 있

지 않다. 물론 5～6학년군으로 묶여 있어 6학년에서 가락 짓기 내용이 나오기 때

문에 학생들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고는 하나 5학년과 6

학년의 연계 과정을 생각해 볼 때 6학년 때부터 등장하는 가락 짓기는 학생들에

게 어려움으로 다가 올 것이다.

셋째, 국악은 창작을 지도하는 데 좋은 소재가 된다.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

로 기본 장단에서 변형을 주며 변형 장단으로 연주하기도 하고 기존 가사에 새

로운 가사를 붙이며 노래하는 것을 즐겨했다. 즉, 국악에서는 이미 창작이 예전

부터 자연스러우면서도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국악의 특성은 어쩌면 창작이

당연한 지도 방법일 것이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말붙임새 만들기 내용이 등장

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교과서의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말붙임새 만들기부터 변형 장단 만들기 그리

고 전통 민요의 구성음을 이용한 가락 짓기까지 등장한다. 구성음을 이용해 가락

짓기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가락 짓기를 하기 전

단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심리적 부담감이 적어 쉽게 가락 짓기를 할 수 있다.

6개의 출판사의 국악곡 비중을 살펴보면 5학년은 교학사 72.7%, 비상교육

61.5%, 지학사 57.1%, 천재교육 50%, 미래엔 25%, 동아출판 33.3%이다. 그리고

6학년은 비상교육 57.1%, 지학사 55.6%, 교학사와 천재교육이 50%, 동아출판

27.3%, 미래엔 22.2%의 순으로 국악곡 비중이 높다.

출판사에 따라 수록된 5, 6학년 국악곡의 비율을 살펴보면 양쪽으로 뚜렷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즉, 교학사,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은 창작 지도 내용

중 반 이상이 국악곡이나 동아출판과 미래엔은 국악곡의 비중이 매우 낮다. 창작

지도를 함에 있어 국악의 이점을 생각할 때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교과서 선택 기준 제안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학년군으로 묶여 있어 학생들은 교과서를 1년이 아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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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교과서를 사용한다. 사용 중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다른 출판사

교과서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출판사 별로 창작 지도 내용의 편차가 심

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

선택을 위한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충실한지 그 여부를 따져야 한다. 교과서

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만들지만 미래엔 교과서와 같이 성

취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도 수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교사가 살필 필요가 있

다.

둘째, 5, 6학년 간 창작 내용의 연계성을 확인해야 한다. 가락 짓기의 경우 성

취 기준에서는 제재곡의 일부 가락을 바꾸어 표현하기로 제시되어 있어 교과서

에서도 간단한 가락 짓기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5학년 때에도 2마디 가락 짓

기가 6학년 때에도 이어서 2마디 가락 짓기가 제시되어 있다. 6학년의 음악적 경

험과 능력을 고려한다면 4마디 가락 짓기도 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엔 교과서의 경우 5학년에는 가락 짓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가 6학

년에 가락 짓기가 제시되었다. 5, 6학년 간 가락 짓기 부분의 연계성의 결여로

인해 학생들은 가락 짓기에 대한 어려움을 더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창작 지도 방법이 다양한지 확인한다. 6학년의 천재교육 교과서의 경우

지도 내용으로 노랫말 만들기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락 짓

기, 리듬 짓기 등 다른 내용이 비교적 적게 실려 있다. 따라서 창작 지도 내용이

골고루 잘 분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판사 중 일부는 창작 지도 내용이 집중적으로 실려 있는 부분이 있

는데 5학년은 교학사, 동아출판, (주)지학사가 6학년은 교학사, 동아출판, 미래엔

이 그렇다. 이 중 교학사와 동아출판은 5, 6학년 교과서 모두 창작 지도 내용이

집중적으로 제시하여 비교적 다른 출판사에 비해 창작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도

하고자 하였다.

위의 기준 말고도 교사의 재량과 학습 환경, 학생의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한다면 좀 더 알맞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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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as an objective to analyze Korean authorized textbooks for

fifth and sixth graders in the 2009 Revised Edition of Music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and to provide instructors with guidance in selecting better

textbooks for their creative activities. As methods of research, this researcher

categorized the contents of instruction for creative activities suggested by six

publishers; looked for problems in instructional contents,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what creative contents were used more often and

what materials were used for instruction. Through the process, this

researcher obtained results after analyzing textbooks for fifth and sixth

graders by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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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n the group of fifth and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the most

frequently used method of creative instruction was lyrics composition. Lyrics

composition is an easy and interesting activity for students. A greater

number of this activity than any other creative activities was included in

sixth-grader textbooks.

Second, some publishers did not meet the achievement standard of the 2009

Revised Edition of Music Curriculum. A certain publisher did not publish the

contents required for the achievement standard of the music curriculum. This

shows that students do not learn the required contents in the curriculum.

Third, “gugak,” or Korean traditional music, can be a good material in

teaching creativity. Of six publishers, four publishers used over 50 percen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music pieces in the instruction contents. Since

traditionally gugak often used variations of rhythms based on basic rhythms

and altered lyrics, composition may be a justified and natural method of

teaching.

Based on this analysis, instructors should examine whether they adopted

various creative methods of teaching and whether they composed suitable

programs fitting music and educational curriculum, or whether there was

enough connection between fifth and six graders’ curricula, before selecting

authorized textbooks suitable for students’ level and characteristics. Please

note, these standards are not absolute prerequisites but suggestions only.

This researcher hopes that instructors become aware of problems in creative

teaching by using authorized textbooks and that this research offered

guidance in selecting better textbooks for creative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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