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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스즈키 교수법은 음악교육가이며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스즈키(Shinichi

Suzuki, 1898-1998)가 모국어 학습방법(Mother Tongue Method)을 악기

교육에 적용한 교수법으로써 1946년 마쓰모토(松本)에 바이올린 교수법으

로 음악학교를 설립한 이후 피아노, 첼로, 비올라, 플루트, 기타 등 다양한

악기에 적용되며 확산되고 있다.

스즈키 교수법에서는 연주력을 키우는 것 뿐 아니라 음악교육을 통한 아

름다운 품성을 지닌 인간성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개인레슨과 그룹레

슨, 연주회, 국내 · 외의 워크숍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지

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음악적인 능력과

사회성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감각도 익힐 수 있다. 현대의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은 음악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연주하는 능력을 키우고 음악적 감

수성을 개발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스즈키 교

수법은 이와 같은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는 교수법이라 생각된다.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은 스즈키와 그의 반주자로 활동하던 카타오카

(Haruko Kataoka, 1927-2004), 스즈키(Shizuko Suzuki)가 함께 개발한 것

으로 현재 일본, 미국, 유럽, 남미, 호주, 필리핀,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활

발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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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에서는 스즈키 교수법이 스즈키 바이올린 교수법으로는 잘 알

려져 있지만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그 이유는 스즈키 바이올린 교수법이 1968년에 도입되어 1985년에 지

도자 강습회가 이루어 진 것에 비하여 스즈키 피아노 교사는 2004년에서야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교사가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2007년에 이르러 한국

스즈키피아노지도자협회가 공식 출범하는 등 역사가 짧은 것에 있다. 또한

스즈키 피아노는 주 1회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하는 반면 주로 주 5회 개

인레슨을 실시하는 한국 피아노 학원의 현 실정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

었기 때문이다.

스즈키 피아노에서는 스즈키 바이올린과 마찬가지로 개인레슨과 그룹레

슨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레슨에서는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며 그룹레슨에서는 친구들과 즐겁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연주 실력을 향상시키고 음악적인 능력을 개발 시키도록 하고 있다.

스즈키 그룹레슨은 바이올린의 합주에서 시작한 것으로 여럿이 함께 배

운 곡을 연주하며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을 통해 테크닉을 발전시키고 레퍼

토리를 넓혀가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룹레슨에서 아이들은 혼자 연주하는

것 보다 여럿이 같이 연주하면서 다양한 음색과 화성 등을 경험 할 수 있

고 음악을 듣는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배려해 주는

사회성도 키울 수가 있게 된다.

스즈키 피아노에서도 워크숍이나 음악회에서는 3대에서 5대의 피아노에

서 같은 곡을 연주하거나 프레이즈 별로 이어서 치기, 솔로 부분과 합주

부분으로 나누어 연주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연주하고 있다.

하지만 피아노 그룹레슨을 하기 위하여 여러 대의 피아노를 한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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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는 것이 현실 상황에서 어려우므로 바이올린과 같이 한 학생당 한 대씩

여러 대의 피아노로 합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에서는 한 대의 피아노에서 학생들이 둘이 같이 연주하거나 두 대

의 피아노에서 셋이나 넷이 동시에 연주하고 있다. 그룹레슨에서 피아노

교사들은 학생들이 같이 연주하도록 하는 것 외에 피아노 교본의 수록곡의

노래를 함께 익히는 것 뿐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피아노 교육

을 위하여 달크로즈1), 오르프2), 코다이3) 등의 음악교육방법을 교사의 재량

에 따라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다. 한국스즈키피아노지도자협회에서는 그

룹레슨 시간에 복습, 연주, 청음, 음악이론, 신체활동, 음악 감상, 부모교육

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스즈키 피아노 교사들은 그룹레슨이 동기 유발, 연주력, 표현력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스즈키 피아노의 그룹레

슨의 경험과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부족하여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시간과 공간의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그룹레슨을 실행 하고 있는 교사가

적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룹레슨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스즈키 피아노 교사들이 그룹레슨

을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

체적인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달크로즈(Émile Jacques Dalcroze, 1865-1950): 스위스의 음악교육가. 음악학습의 접근법

을 유리드믹스, 솔페이지, 즉흥연주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달크

로즈라 함은 달크로즈 교수법을 의미한다.

2) 오르프(Carl Orff, 1895-1982): 독일의 작곡가, 음악교육가. 음악과 언어와 움직임이 하나

로 통합된 음악교육, 슐베르크 교육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오르프라 함은 오르프

교수법을 의미한다.

3) 코다이(Zoltàn Kodày, 1882-1967): 헝가리의 음악교육가. 헝가리의 민요를 바탕으로 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 코다이라 함을 코다이 교수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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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스즈키 교수법의 장점을 잘 살린 스즈키 피아노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잘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스즈키

교수법의 철학과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의 내용,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

상4)을 연구하고 둘째, 스즈키 피아노 교사가 그룹레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화된 음악적 내용을 갖춘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자 한다.

4) 한국스즈키피아노지도자협회에서는 피아노 교본 1권의 No. 1∼No. 10까지를 ‘1권-상’으

로 No. 11∼마지막 곡인 No. 18까지를 ‘1권-하’로 나누어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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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은 만 4∼6세에 처음 스즈키 피아노를 시작하는 어린이들이며

2명에서 8명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을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스즈키 교수법의 철학과 역사,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의 교재의 내

용을 관련 문헌과 논문 자료, 스즈키 협회의 자료를 통하여 연구한다.

둘째, 현재 국내에서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으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

는 교사와 학부모를 상대로 한 설문지 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스즈키 피아

노 그룹레슨 현장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의 No. 1 <작은 별 변주곡>에서 No. 10

<그 옛날에>까지의 내용을 심층분석하고 지도방법을 제시한다.

넷째,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의 No. 1 <작은 별 변주곡>에서 No. 10

<그 옛날에>까지를 중심으로 그룹레슨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섯째, 개발한 프로그램을 4개월간 실제수업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

석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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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즈키 교수법

1. 스즈키 교수법의 원리

1) 스즈키 교육철학의 배경

스즈키는 1898년 10월 일본의 나고야에서 태어났으며 청년시절 독일에서

8년간 바이올린을 배우고 일본에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며 모국어 학습방

법을 악기교육에 적용하여 스즈키 교수법을 창안하였고 스즈키 교수법을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알리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한 일에 헌신하였다.

스즈키가 말하는 그의 부친은 일본 전통현악기인 사미센을 제작하며 새

로운 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성품을 갖고 있던 분5)으로 스즈키는 아

버지가 악기를 제작하며 꾸준히 연구하는 모습과 열의에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자랐다. 그러한 부친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아 스즈키는 성실하고 열

성적으로 스즈키 교수법을 개발하고 평생을 그것을 연구하여 발전시키게

되었다.

스즈키의 인간성에 대해 미우라(Ruth Miura)6)등 스즈키와 같이 공부하

고 활동한 사람들은 스즈키를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심적이며 온화한 성

5) Shinich Suzuki, Nurtured by Love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83), p. 58.
6) 미우라(Ruth Miura): 벨기에의 스즈키 피아노 교사로 스즈키와 스즈키 피아노를 개발한

카타오카가 유럽에서 스즈키 교수법을 전할 때 통역자로 일하였다. 필리핀에서 열린 제

3회 아시아 스즈키 컨퍼런스에서 ‘스즈키를 회고하는 시간’에 스즈키의 인간성에 대해

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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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지닌 분으로 전하고 있다. 그와 같은 성품은 그가 어려서 톨스토이

(Lev Nikolaevich Tolstoi, 1828-1910)의 책을 읽고 ‘양심은 신의 목소리

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하여 평생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라고

본다.

스즈키는 상업학교를 졸업할 무렵에야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18)의 <아베 마리아(Ave Maria)>를 듣고 감동하여 음악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 계기를 스즈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7) 

『상업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었다. 생각지도 않게 축음기가 들어왔

다.... 내가 처음 산 레코드에서 울려 퍼지는 엘먼(Mischa Elman, 

1891-1967)이 연주한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의 달콤한 소리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멜로디를 연주할 때 벨벳과 같이 부드러운 톤은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엘먼의 <아베 마리아>는 음악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었다. 내 영혼

이 어떻게 그토록 감동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개발되어 있었다. 이 깊은 감동은 예술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는 첫 단계가 되었다.... 엘먼이 하이든의 <미뉴에트>를 

연주하는 것을 듣고 그 음을 소리 내는 연구를 하였다.... 나는 악보도 

없이 매일매일 그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바이올린의 활을 움직였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활을 ‘문지른다’고 표현 할 수 있는 

자기 멋대로의 것이었지만 많은 반복 연습을 통해 마침내 나는 그 곡

을 연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에 위안을 

발견하여 음악을 좋아하고 애착을 갖게 되었다.』

7) Shinich Suzuki, op. cit.,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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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가 엘먼의 연주를 듣고 수없이 반복하여 연습하여서 그 곡을 연주

할 수 있게 된 것이 토대가 되어 스즈키의 모국어 학습방법의 적용은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21에서 1928년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크링글러(Karl Klingler)로

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허만(Evelyn Hermann)8)은 “크링글러는 스즈키

가 배우고자 했던 예술의 진수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의 교육은 사람과 예

술의 근원을 찾고 이끌어 주는 교육으로 단지 연주자가가 되는 것이 아니

고 예술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9)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한 크링글러의

단순히 테크닉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근원을 찾아 본질을 이해하게 하

는 교육은 스즈키의 교육철학에 밑바탕이 되는 것이었다.

8년간 독일에서 공부하는 동안 스즈키는 일본의 동양적인 교육철학과는

다른 슈타이너(Rudolf Steiner)10), 달크로즈(Émile Jacques Dalcroze), 몬테

소리(Maria Montessori)11), 피아제(Jean Piaget)12)등의 서양의 교육철학으

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13)

또한 독일유학 중에 상대성 이론뿐 아니라 바이올린에도 조예가 깊은

8) 허만(Evelyn Hermann, 1923-2009): 국제 스즈키 협회의 창립자의 한사람이며 스즈키

와 함께 스즈키 교수법을 미국, 대만 등 여러 나라에 전했다.

9) Evelyn Hermann, Suzuki: The Man and His Philosophy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81), p. 13.

10)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 예술 교육과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발도르프’ 교육의 창시자이다.

11) 몬테소리(Maria Montessori, 1870-1952): 이태리의 교육자. 어린이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어린이 교육을 통해 세계평화를 추구하였다.

12)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 스위스의 발달 심리학자. 아동의 발달 단계를

감각 운동기(0-2세), 전조작기(2-7세), 구체적 조작기(7-11세), 형식적 조작기

(11-15세)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13) John Kendall, "Suzuki's Mother Tongue Method." Music Educators Journal
(1996. July),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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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을 만나 그의 예술성과 인간성에

대한 깊은사랑을 느꼈다. 그곳에서 독일을 비롯하여 많은 유럽의 음악인들

과 만나고 생활하는 가운데 스즈키는 “독일유학중에 만난 사람들과 같은

음악에 대한 높은 감각과 겸허한 모습, 깊은 애정을 가진 인간으로 어린이

를 키워 보고 싶다”14)는 꿈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은 음악을 통해 훌륭한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스즈키의 교육철학의 근간을 만들

어 주는 것이었다.

1928년에 일본에 돌아와서 그의 형제들과 ‘스즈키 현악 4중주단’을 만들

어 연주활동을 하고 제국 음악 학교와 국립 음악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

던 중에 4살 된 토시야(Toshiya Eto)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어린이를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스즈키는 “일본 어린이가 일본말을

쉽고 유창하게 하는 것에는 어떤 비밀이 있으며 그것은 분명히 훈련에 있

고 실제로 세계의 모든 어린이는 ‘모국어’를 가르치는 완벽한 교육 방법으

로 자라고 있는 것”15)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 모국어 학습방법을 바탕

으로 한 바이올린 교육을 구체적으로 집대성하여 1946년 마쓰모토 음악학

교에서 재능교육(talent education)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교수법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스즈키는 일본에서 인정을 받은 스즈키의 교수법을 미국, 영

국, 독일, 캐나다,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며 크

게 발전시켰다. 1998년에 스즈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취지와 영

향력은 그의 동료와 제자들에 의해 계속되어 발전하며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다.

14) Masaaki Honda, The Vehicle of Music (Miami, FL: Summy-Birchard, Inc.,
2002), pp. 26-27.

15) Shinich Suzuki, op. cit.,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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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 학습 원리
모국어 학습 원리를 

악기 교육에 적용하기

1. 아이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칠 때 “엄  

  마”와 같은 낱말을 수없이 반복하여    

  도 싫증내지 않는다. 

1. “엄마”를 반복하여 말 하듯이 <작은   

   별 변주곡>을 반복한다.

2. 태어나면서 많이 듣게 된다. 2. 연주할 음악을 많이 듣도록 한다.  

3. 엄마들은 말을 가르칠 때 칭찬을 하면  

   서 가르치고 꾸짖지 않는다.

3. 칭찬을 자주 해 준다. 잘못했을 때 꾸짖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4. 말을 할 기회를 자주 준다. 4. 연주할 기회를 많이 준다.

2) 스즈키의 교육철학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 교육에 열정적이었던 스즈키는 어린이가 좋은

음악을 듣고 교육을 받으면서 음악을 사랑하는 풍부한 감성을 지닌 인간으

로 키우고자 하였다.

모국어 학습방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스즈키의 교육철학은 “모든 어린

이는 잘 교육 받으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16)는 것으로 모국어

를 배우는 환경과 같은 좋은환경을 음악을 가르치는데 조성하여 주면 그러

한 환경 속에서 음악을 배운 학생들은 연주를 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음

악을 통해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즈키는 모국어를 학습하는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악기 교육으로 발전

시켰는데17) 그것을 다음〔표1〕과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다.

       〔표1〕 모국어 학습 원리와 모국어 학습 원리를 악기 교육에 적용하기

16) Shinich Suzuki, How to Teach Suzuki Piano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93), p. 3.

17) Evelyn Hermann, op. cit., pp. 13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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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 배운 말은 기억 속에 남으며 말  

 을 할 수 있는 낱말은 계속 수가 늘어   

 나게 된다. 

5. 새로운 곡을 배울 때에도 이미 배     

 운곡을 반복하여 연주하면서 연주 할    

수 있는 곡을 더해간다.

6. 말을 할 수 있게 된 단어는 이후에도  

 쉽게 말을 할 수 있으며 다시 기억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6.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곡은 쉽게 느   

 껴진다. 이미 배운 곡에 새로운 곡을    

 더해가며 연습하면서 기억하는 능력이   

 개발 되며 어려운 곡도 기억할 수게 있  

 게 된다.

7. 읽고 쓰기 전에 오랜 시간 말을 하는  

 것을 배운다.

7. 학생이 연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이후에 독보를 하도록 한다.

8. 전문적으로 말을 하는 직업을 갖게 되  

 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휘력을 늘려가며 말을 하  

 게 된다.

8. 전문적인 음악가가 되는 사람도 있으  

 나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며 살아  

 간다.

무어헤드(Marian Newsome Moorhead)는 그의 논문에서 코다이도 어린

아이들에게 헝가리 민요를 가르칠 때 모국어 교육방법을 사용하였듯이 모

국어 학습방법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다.18)고 말하고 있지만 차별되는 내

용은 스즈키는 어린이의 기악 음악교육에 모국어 학습방법을 적용시켜 확

산 시켰다는 것이다.

스즈키의 모국어 학습방법으로 악기를 배운다는 것은 부모와 교사의 사

랑과 칭찬 속에서 교육하는 것이며 모국어를 배울 때와 같이 많이 듣고 꾸

준히 반복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18) Marian Newsome Moorhead, The Suzuki Metho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erceptual/Cognitive Listening Development In Third Grade Students Trained in the
Suzuki, Traditional, And Modified Suzuki Music Methods.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2005.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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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의 모국어 학습방법을 근거로 한 교육철학에 관하여 미국의 스즈

키 피아노 지도자 파우웰(Mary Craig Powell)의 저서19), 영국 스즈키 피아

노 지도자 맥밀란(Jenny Macmillan)의 연구20)와 미국 스즈키 바이올린 지

도자 켄달(John Kendall)의 글21)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어린이는 잘 교육 되어 질수 있다.

모국어를 배우는 능력은 부모가 끝없는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아이를 기

르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재능은 유전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물려받

지 않았더라도 어떤 어린이든지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높은 수준의 능력까

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으며 모국어를 배

우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능력도 발전시킬 수 있다.

둘째, 조기 교육을 강조한다.

어려서 사랑과 애정으로 잘 교육 받은 어린이는 학교 교육을 받을 시기

가 되면 더욱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스즈키는 어린이의 교육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언어의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3∼4세에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다.

셋째, 듣는 것을 강조한다.

듣는 것은 스즈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듣는 것을 통하여 모국

어를 배우듯이 음악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된다.

19) Mary Craig Powell, Focus on Suzuki Piano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88), pp. 6-8.

20) Jenny Macmillan, "What is Interesting about Suzuki?" Piano Professional (2007.
January), p. 8. <http://www.jennymacmillan.co.uk/, 2009. 9. 18.>

21) John Kendall, op. cit., pp.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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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부모가 교육에 참가한다.

부모가 레슨에 참여하고 집에서 연습하는 것을 도와주고 음악적으로 좋

은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 모국어를 배우는 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스즈키 교육에서도 교사-학생-부모가 서로 잘 이해하며 도와주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부모는 레슨에 같이 참여하여 교사의 교육을 이해하고 학생

이 집에서 연습하는 것을 돕고 음악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악보 읽는 것은 연주 능력을 갖춘 이후에 한다.

모국어를 배울 때 말을 배우고 글을 익히듯이 먼저 기본적인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 이후에 악보를 보고 연주하도록 한다.

여섯째, 좋은 교사에게 배운다.

우수한 지도법으로 훌륭한 교사에게 교육 받는다.

일곱째, 한 번에 한 단계를 완성하고 다음 단계를 배운다.

학습 할 것을 작은 단계(small step)로 나누어 한 단계를 완성 한 후에

다음 단계를 배우도록 한다.

여덟째,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통하여 배운다.

개인레슨에서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기본 테크닉을 배우고 음악적인 능력

을 성장하게 하며 그룹레슨에서는 연주력을 향상 시키고 배우고자 하는 동

기를 유발시켜주고 지속시켜준다.

아홉째, 인간의 능력은 연습과 훈련에 의해서 개발된다.

스즈키 학생들은 A곡을 배우고 B곡을 배울 때에도 A곡을 같이 계속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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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며 C곡을 배울 때에는 A곡, B곡, C곡을 모두 연주하는 방법으로 다음

곡을 배울 때 이미 배운 곡을 계속 복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복

훈련에 의해 테크닉을 익히고 능숙하게 연주하게 된다.

열째, 사랑으로 교육한다.

모든 어린이는 사랑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 아주 높은 수준까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존중되어지고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그들의

능력이 꽃피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된다.

스즈키는 “음악교육이 전문적인 음악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22)

모국어를 배우듯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익히고 즐기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

하였다. 스즈키의 교육철학의 궁극적 목표는 음악교육을 통해 어린이가 갖

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여 모든 어린이를 훌륭한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음악을 통해 세상이 더욱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

는 것이다.

22) Haruko Kataoka, Thoughts on the Suzuki Piano School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8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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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즈키 교수법의 역사

일본에서 1946년에 시작한 스즈키 교수법이 현재에는 46개국이 넘는 나

라에서 배우고 있는 교수법으로 발전하였다. 일본, 미국, 한국의 스즈키 교

수법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스즈키 교수법의 면모를 이해 하고자 한다.

1) 일본의 스즈키 교수법

1930년대에 스즈키는 어린 코지(Koji Toyoda)와 토시야(Toshiya Eto)에

게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모국어 학습방법을 적용한 바

이올린 교수법을 창안하게 되었다. 스즈키 교수법은 1946년에 마쓰모토에

‘마쓰모토 음악학교(Matsumoto Music School)’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날 알려지게 된 스즈키 교수법으로 발전하게 된다. ‘마쓰모토 음악학

교’에서 스즈키 교수법이 시작되게 된 것에 대해 허만은 스즈키의 동료 교

수 모리(Tamiki Mori)가 스즈키에게 ‘마쓰모토 음악학교’에서 같이 일할

것을 권유했을 때 스즈키는 어린이를 천재적인 연주가가 아니라 바이올린

을 통해서 어린이의 능력을 개발 해주는 교육을 하기를 원하였고 그 의견

이 받아들여짐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하였다.23) 그 후 ‘마쓰모토 음악학

교’는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스즈키 교수법으로 바이올린을 가르치게 되었

고 1950년에는 ‘재능교육연구회(Talent Education Research Institute)’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1949년에서 1951년 사이에는 스즈키 교수법이 더욱

23) Evelyn Hermann, op. cit.,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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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지게 되어 35개가 넘는 지부가 생겨 1500명이 넘는 학생이 바이

올린을 배우게 되었다.24)

스즈키 ‘재능교육연구회’에서는 1951년 여름에 처음으로 5일 동안 계속되

는 여름학교(Summer Institute)를 개설하여 109명의 학생과 11명의 교사가

참가 하였고 1955년에는 최초의 그랜드 콘서트(Grand Concert)가 열려 도

쿄의 종합 체육관에서 1200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이 황실가족과 여러 나라

의 외교관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연주하였다.25)

스즈키 교수법은 1958년 처음 미국에 소개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1964년에 스즈키는 10명의 스즈키 학생들과 미국 순회공연

을 하면서 ‘스즈키 효과(Suzuki Impact)’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며 스즈키는 미국을 수차례 방문하여 연주와 강연

을 하면서 스즈키의 교육방법을 소개하였다.

1966년에는 부모들을 위한『사랑으로 교육하기(Nurtured by Love)』를

일본에서 출간하여 그해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1969년에는 미국에서 스

즈키의 아내인 발트라우드(Waltraud Suzuki)가 그 책을 영어로 번역한

『Nurtured by Love』가 출판되었다.26)

1970년대에는 스즈키 교수법이 영국과 호주, 스위스에 소개되었다.27)

1974년에 스즈키는 ‘재능교육 음악학교(Talent Education Music School)’

24) 재능교육연구회,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Suzuki Method History,
<http://www.suzukimethod.or.jp/english/E-mthd41.html, 2009. 9. 18.>

25) 재능교육연구회, Personal History of Shinichi Suzuki,
<http://www.suzukimethod.or.jp/english/E_mthd20.html, 2009. 9. 18.>

26) 국제스즈키협회, Shinich Suzuki,
<http://www.internationalsuzuki.org/shinichisuzuki.htm, 2009. 9. 18.>

27) Minao Shibata and Masakata Kanazawa, "Suzuki, Shin'ichi"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New York: Grove, 2001), p.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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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립하여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곳에서 20여 년간 학생들은

지도하여 180명이 넘는 학생이 졸업한 후에 스즈키 교사가 되어 일본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200명이 넘는 교사와 학생들이 미

국과 남미, 유럽, 아시아, 호주에서 스즈키 교수법을 공부하러 왔으며 이곳

에서 공부한 많은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스즈키 교수법의 지도자

로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에 재능교육 음악 학교가 국제 스즈키 음악원

(International Academy of the Suzuki Method)으로 승인 받았고 스즈키가

1998년에 별세한 이후에 1999년부터 스즈키의 제자 코지 토요다(Koji

Toyoda)가 스즈키의 뒤를 이어 스즈키 교수법을 일본과 세계 여러 나라에

전하고 있다.28)

현재에는 일본에서만 20,000여명의 3∼18세의 학생들과 전 세계 46개국

의 400,000이상의 학생이 스즈키의 교수법으로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비

올라, 플루트, 기타 등의 악기를 배우고 있다.

일본에서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600여명의 지

도자가 스즈키 교수법으로 약 8000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29)

2) 미국의 스즈키 교수법

스즈키 교수법은 1958년에 오벌린 대학(Oberlin College)에서 열린 미국 현

악교사협회(American String Teachers Association)의 총회에서 모치츠키

(Kenji Mochizuki)30)가 가지고 온 1955년에 750명의 일본 어린이들이 바흐의

28) 재능교육연구회,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Suzuki Method History,
<http://www.suzukimethod.or.jp/english/E_mthd41.html, 2009. 9. 18.>

29) 재능교육연구회, about piano, <http://www9.ocn.ne.jp/~pianosuz/, 200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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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연주하는 필름을 소개함으로써 미국에 알

려졌다.31)

그것을 본 오하이오의 음악대학 교수 켄달(John Kendall)은 1959년에 일본

으로 가서 스즈키와 함께 3달 동안 스즈키 교수법을 연구하고 돌아와 『듣기

와 연주(Listen and Play)』를 발간하고 타임지와 인터뷰를 하며 미국에서 스

즈키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미국에 스즈키 교수법을 도입하는데 선두 역할을

했다.32)

켄달은 미국에서 스즈키 교수법이 널리 확산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33)

첫째, 시기가 적절하였다.

학교 프로그램에서 현악기의 연주자가 매우 부족하였고 주요 오케스트라에

서도 자질을 갖춘 현악 연주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악기가 적절 하였다.

3살에서 4살 된 어린이를 교육하는 데 관악기나 금관악기보다 바이올린이

적합하다.

셋째, 어린이의 조기 교육에 관심이 높아졌다.

넷째, ‘모든 어린이에게 음악을’이라는 표어가 익숙해 있는 음악교육가들에게

30) 모치츠키(Kenji Mochizuki): 1952년에 처음 스즈키 졸업 연주회에 참가한 학생으로 오

벌린 대학(Oberlin Graduate School of Theology)에서 공부하며 오벌린 대학의 현악 오

케스트라(College Community String Festival Orchestra)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였다.

31) Charles R. Hoffer,『음악 교사론』안미자(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p. 189.

32) 미국스즈키협회, History & Timeline,
<http://suzukiassociation.org/about/timeline/, 2009. 9. 18.>

33) John Kendall, op. cit.,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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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의 ‘모든 어린이를 행복하게’라는 스즈키의 생각은 그들과 같은 것이므

로 공립학교 교육 분야에서 급속히 적용되고 개발될 수 있었다.

1963년에는 오벌린 음악대학 교수인 쿡(Clifford Cook)이 오벌린에 스즈키 프

로그램을 개설하였고 1964년에 스타(Bill Starr)는 테네시 대학에 스즈키 프로

그램을 개설하는 등 공립학교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스즈키 프로그램이 적용

되게 되었다. 그 해에 스즈키와 함께 10명의 일본인 학생이 21일 동안 19개의

도시를 순회하는 연주회를 개최하여 그곳에 참가한 음악인들에게 커다란 감동

을 주었다.34)

켄달은 1970년대의 미국에서 스즈키 교수법은 여름학교(Summer Institute)

를 중심으로 스즈키 교수법이 확산되며 정착되었는데, 여름학교에서 부모와 교

사, 학생들이 함께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며 레슨, 수업, 연주, 레크레이션

을 하면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54개의 여름학교가 개설되어 여름

학교에 수천 명이 참가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전한다.35) 1972년에는 미

국스즈키협회(SAA: The Suzuki Association of the Americas)가 설립되어 미

국의 스즈키 교사들의 중심역할을 하며 스즈키 교수법의 성장 발전을 도왔다.

스즈키는 본인이 직접 미국에서 여러 대학에서 강의와 연수를 하고 교수법

을 전달하면서 더욱 스즈키 교수법이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켄달은 1980년대 초에 이르러 미국 음악교육자들은 스즈키 교육을 받은 여

러 학생들이 학교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대학 오케스트라에서 훌륭

하게 연주하고 전문 오케스트라에서도 실력 있는 연주자를 구할 수 있게 되면

34) 미국스즈키협회, History & Timeline,
<http://suzukiassociation.org/about/timeline/, 2009. 9. 18.>

35) John Kendall, op. cit., 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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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즈키 교수법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36)고 말하였다.

1983년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22개국의 스즈키 교수법 지도

자들이 미국의 달라스(Dallas)에 모여 국제스즈키협회(International Suzuki

Association)를 발족시켰다. 현재 미국이 스즈키 교수법의 사용 권한을 갖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스즈키 교수법의 국제적 보급과 교류 활동을 하고 있

다.37)

2009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75개 지역에서 여름학교를 개설하여 학생과 부

모, 교사가 참여하여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을 연주하고 감상하며 폭

넓은 경험을 하였다.

3) 한국의 스즈키 교수법

우리나라에는 1968년에 김 희모에 의해 ‘재능 개발’이란 유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어 유아나 어린이들의 재능을 조기 개발하고 후천적 전인

교육의 연구실천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한국재능개발연구회가 설립되었다.38)

1969년 11월에는 지도자를 일본에 파견하여 연수를 실시하였고, 1972년에 문

교부로부터 한국재능개발연구회로 법인 인가를 받았다.

정 철웅 논문에 의하면 한국에서 스즈키 교수법이 본격화 된 것은 “1984년

부터 일본의 마쓰모토(松本)시에 있는 재능교육회관을 방문하여 스즈키에게 사

사한 황 경익에 의해서였다.”39)

36) John Kendall, op. cit., p. 45.
37) 국제스즈키협회, About the Organization,
<http://www.internationalsuzuki.org/about.htm, 2009. 10. 22.>

38) 한국재능개발연구회, “한국재능개발연구회의 역사”,

<http:// www.ktdi.or.kr/, 2009. 10. 15.>

39) 정 철웅, “스즈키 방법론(Suzuki Method)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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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에는 제 11회 세계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 되었는데 허만은 스즈키도

그의 제자 코지 도요타와 함께 참석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교사와 학생

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한국의 활발한 스즈키 교수법의 상황을 보고 감동하였

다40)고 전한다. 1993년 제 11회 세계 대회는 한국의 스즈키 교수법의 활발한

활동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국스즈키음악협회는 1995년에 ISA(국제스즈키음악협회)의 정식 회원국으

로 등록 되었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회장 황 경익에 의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플루트를 배우는 4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

고 있다. 스즈키 피아노는 2003년에 숙명여자 대학교 음악대학에 스즈키 피아

노 교수법 과목이 개설되어 이 순정41)에 의해 교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이후

2009년 현재 40여명의 교사가 배출 되었다. 국내의 여름과 겨울 워크숍42), 여

름 캠프43), 졸업 연주회44)를 개최하고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40) Evelyn Hermann, op. cit., p. 74.
41) 이 순정: 한국스즈키피아노과교사연수책임지도교수, 한국스즈키피아노지도자협회회장.

42) 2003년 8월에 제 1차 한국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2009년 2월에

는 제 6차 한국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 워크숍이 열렸다.

43) 2004년 7월에 제 1차 한국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 여름 캠프가 개최되어 2009년 8월에

는 제 6차 한국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 여름캠프가 열렸다.

44) 졸업 연주회는 스즈키 교본의 각 권을 마친 학생들이 각 권의 오디션 곡을 녹음하여

책임지도 교수에게 녹음테이프를 보내어 합격한 어린이들이 함께 연주하며 우정을 나

누는 연주회이다. 오디션 곡목은 다음과 같다.

Level Ⅰ: Minuet 2 - Notebook for Anna Magdalena Bach, Anonymous (1권)
Level Ⅱ: Sonatina in G Major, 1악장 - L. v. Beethoven (2권)

Level Ⅲ: Sonatina Op. 36 No. 3, 1악장 - M. Clementi (3권)

Level Ⅳ: Minuet & Gigue from Partita in B♭major - J. S. Bach (4권)

Level Ⅴ: Sonatina in F Major, 전 악장 - L. v. Beethoven (5권)

Level Ⅵ: Sonatina in C Major, K. 545, 전 악장 - W. A. Mozart (6권)

2007년에 제 1차 한국 스즈키 피아노 졸업연주회가 개최되어 2009년 11월에는 제 3차

한국 스즈키 피아노 졸업연주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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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의 내용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은 이미 귀에 익숙한 노래인 <작은 별>의 4가지

변주 테크닉을 악보 없이 듣고 배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스즈키 피아노 교

본에서 처음 나오는 <작은 별 변주곡>의 4가지 테크닉은 4분음표, 8분음

표, 16분음표를 포함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와 같은 리듬을 배우는 것은 악

보를 보고 박자를 세며 연주하기 보다는 듣고 따라 하는 것을 반복하는 모

국어 학습방법을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에서 학생들은 처음 피아노를 시작할 때 악보를 보

지 않고 소리를 듣고 따라함으로써 좋은 소리로 연주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학생의 시선은 악보가 아닌 손을 보게 되므로 좋은 손 모양으로

연주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병용하는 것은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의 특징 중

의 하나로 개인레슨에서는 개인의 수준에 맞춘 레슨에 주력하고 그룹레슨

을 통해 또래 아이들과 함께 즐기며 연주하면서 연주력을 발전시키고 이후

개인레슨에서 배울 곡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배우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의 내용을 듣기, 복습, 부모님의 참여,

독보, 그룹레슨, 워크숍, 교사 등 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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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듣기(Listening)

듣기는 음악적 감각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음악을 이해하

려면 음악을 잘 듣는 능력이 필요하다.

스즈키 교수법으로 시작할 때 학생은 악보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곡을 귀로 들으면서 피아노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

가 모국어를 배울 때 말을 들음으로써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방

법으로 스즈키 음악교육은 듣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이 음악을 규칙적으로 듣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교사는 연습

필기장과 함께 듣기 필기장을 만들고 부모는 어린 아이가 혼자서 규칙적으

로 교본 CD를 듣는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사는 부모에게 듣

는 것이 피아노 학습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자주 상기 시켜 주어 부모가

교본 CD를 여러 장 준비하여 집과 자동차 등에서 음악을 항상 들을 수 있

는 음악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모국어를 배울 때에 수없이 많이 듣고 배우듯이 초급 단계에서는 음악을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며 고급 단계에서는 교본 CD를

들을 때 악보를 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세심하게 듣도록 한다. 같은 작품을

여러 연주자의 것과 비교 하며듣는 등 더욱 구체적으로 듣도록 해야 하며

스즈키 교본에 있는 곡 뿐 아니라 다양한 곡을 듣도록 한다. 스즈키 피아

노 교본 CD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초기과정에는 카타오카의 연주 CD를

사용하는 교사가 많았다. 다음은 코모(Gilles Comeau)가 그의 책 『10

Teachers’ Viewpoints on Suzuki Piano』에서 선정한 미국 스즈키 피아노

교사들이 수업에 사용하는 스즈키 교본 CD이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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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미국 스즈키 피아노 교사들이 수업에 사용하는 CD

교사＼연주자 kataoka Aide Lloyd-Watts
교사자신이 

만든 것

여러 종류의 

CD
Adams 사용 보충 자료 로

Harrel
 교본1, 

교본2
교본3-7

Bach 

minuets

Koppelman 교본1-3
교본4-7

(소품)
사용

교본4-7,

주요 피아니스트

Liccardo 사용

Powell 사용

Schneiderman 사용 사용 사용 사용

Taggart 교본1-2 교본3-4 교본 5부터

Yurko 사용

한국스즈키피아노지도자협회에서는 카타오카가 연주한 교본 CD, 아즈마

(Seizo Azuma)46)가 연주한 CD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본 3권 이상부터는 교

본의 CD이외에 여러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다양하게 듣도록 하고 있다.

레빈(Josef Lhevinne, 1874-1944)은 “듣기 훈련은 피아노 학습에 있어 매

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치고 있는 곡을 듣기(hear)는 하지

만 귀담아 듣지(listen)는 않으며 뛰어난 학생은 듣는 방법을 아는 학생이

다.”47)라고 말했듯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많이 듣도록 할 뿐 아니라 잘 듣

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스즈키 학생들은 처음에 악보 없이 들으면서 테

크닉을 배우고 익히므로 본인이 연주하는 소리를 집중해서 잘 들으며 연주

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갖게 된다. 또한 스즈키는 교본 CD를 잘 듣고 좋은

45) Gilles Comeau, 10 Teachers' Viewpoints on Suzuki Piano (Miami FL: Warner
Bros. Publications Inc, 1998), p. 37.

46) 아즈마(Seizo Azuma): 피아니스트, 국제스즈키협회 공동의장.

47) Josef Lhevinne, Basic Principles in Pianoforte Playing (NY: Dover Publication,
1972),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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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과 테크닉으로 연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멜로디를 듣고 연주하

도록 하며 그 다음엔 정확한 리듬과 템포를 주의 깊게 듣고 연주하며 그

이후에는 좋은 톤과 감정 표현까지도 듣고 연주”48)하는 방법으로 교본 CD

를 듣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듣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레슨에서는 피아노를 연주 할 때 교사가 연주하는 것을 학생이 잘 듣고

따라 하도록 하거나, 어떤 연주가 좋은 연주인지 듣고 선택하여 연주하도

록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듣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며 듣는

능력도 향상하게 된다.

나아가 스즈키 학생들은 졸업 연주회나 워크숍에서 다른 학생들과 교사

들의 연주나 다른 악기의 여러 연주를 들으면서 듣는 능력이 개발된다. 작

곡가들은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생각하며 피아노의 곡을 작곡한 경우가 있

는데 피아노 뿐 아니라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등 다양한 악기의 연주를

듣는 경험은 그러한 음악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유용한 것이다.

2) 복습(Review)

스즈키는 “인간의 능력은 연습과 훈련에 의해서 개발되며 아이들이 매일

부모가 하는 말을 반복하고 되풀이 하면서 아이들은 언어를 점차적으로 유

창하게 말하게 된다.”49)고 하며 학습에서 반복과 복습을 강조하였다.

이전에 배운 곡을 복습하는 것은 스즈키 교육 중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

48) Shinichi Suzuki, How to Teach Suzuki Piano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93),
p. 8.

49) 재능교육연구회, The Basic Principle of the Suzuki Method,
<http://www.suzukimethod.or.jp/indexE.html, 200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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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육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한 곡을 배우고 익숙해지면 다음 곡을 배우

도록 하는 기존의 피아노 교육과는 다르게 스즈키 피아노에서는 다음 곡을

배울 때에도 이전에 배운 곡을 계속 반복하여 연습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스즈키 피아노 교본의 곡을 계속 복습하면서 처음에는 듣지 못

했거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며 어려웠던 부분을 훨씬 잘 연주

할 수 있게 된다. 반복 연습하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테크닉을 습득하게 되

고 음악을 더욱 잘 이해하고 즐기며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습하는 것에 대하여 연주가와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랜더스(Ray

Landers)는 “스즈키와 같이 교본의 전곡을 복습하도록 하는 교사가 있고,

카타오카처럼 교본에서 중요한 곡목을 뽑아 그것을 반복하여 복습하도록

하는 교사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모든 스즈키 교사들은 배운 곡을 복습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50)고 하며 스즈키 피

아노 교수법에 있어서 복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스즈키피아노지도자협회에서는 교본 1권은 모두 외워서 연주하게 하

고 교본 2권부터는 주요 곡목을 뽑아서 연주하도록 하고 있다.

스즈키 바이올린에서는 그룹 합주시간에 배운 곡을 여럿이 합주를 하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아노 그룹레슨 시간에서는 여러 대의

피아노로 동시에 연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한 대의 피아노에서 두

명의 학생이 같이 연주하기, 멜로디와 반주를 서로 나누어 연주하기, 연주

할 곡목을 뽑아서 연주하기, 한 곡씩 연이어서 연주하기 등의 방법으로 학

생들이 배우는 곡을 충분히 복습하도록 하고 있다.

50) Ray Landers, Is Suzuki Education Working In America? (Miami FL: Summy-
Birchard Inc., 1996),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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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 참여(Parental Involvement)

스즈키는 “어린이의 운명은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51)라고 말하면서 부

모가 적극적으로 음악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처음에 피아노를 배우게 되는 어린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교사와 공부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연습 할 수 없으므로 부모중의 한명이 자녀의 레슨

에 참여하여 집에서 복습할 때 도와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모는 집에서

교본 CD를 듣게 해주고 음악회에 데려가는 등 음악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야 한다. 스즈키 교육에서는 학생과 교사, 부모가 합심하여 효과적으로 교

육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사는 부모에게 부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가

르쳐 주어 자녀의 피아노 교육에 자신감을 갖고 교육에 임하도록 한다.

부모에게도 스즈키의 기본 철학을 이해하도록 하며 『새로운 유아의 재

능교육(Nurtured by Love)52)을 읽도록 한다. 스즈키 교육에서는 부모 교육

을 첫날 레슨에서 뿐 아니라 워크숍에서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다.

부모는 집에서 연습 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연습을 즐거운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은 어린이가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인간성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는 잘못을 지적하기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적절히 격려해주어 즐겁게 연습하며 실수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성공적인 연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

51) Shinich Suzuki, Ability Development from Age Zero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81), p. 56.

52) Shinich. Suzuki,『새로운 유아의 재능교육』김희모(역) (서울: 교학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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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는 “인간은 환경의 자식이다.”53)라고 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는데 부모의 역할에서 음악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즈키 피아노 교육자 코플만(Doris Koppelman)은 음악적인 환

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이에게 긍정적인 태도, 관심, 후원, 용기를 주는 것,

가장 좋은 장비를 마련하여 주는 것, 연습 할 때 동료가 되어 주는 것, 교

사와 수업 한 것을 기억하고 도와주는 것”54)이라고 하며 부모 역할의 중요

성을 말하였다.

영국의 스즈키 피아노 교육자 맥밀란은 부모가 음악교육에 부모가 참여

하는 것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55)

첫째, 부모가 참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이나 악기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고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함께 하기를 원하며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둘째, 악기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가 음악을 배운 경험이 없는 것은 문제

가 되지 않으며 자녀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자녀들의 음악적 활동을 돕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셋째, 부모 참여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감을 가져야만

한다.

53) Shinichi Suzuki, Nurtured by Love, p. 9.
54) Doris Koppelman, Introducing Suzuki Piano (San Diego, California: Dichter Press, 1978),
p. 10.

55) Jenny Macmillan, "Parental Involvement: Children's Enjoyment and Achievement",

ability, (2006. Spring), pp. 8-11.
<http://www.jennymacmillan.co.uk/Parental%20involvement%20for%20Ability.pdf,

200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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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는 2009년 오레건 스즈키 여름학교의 피아노 주임 교수 스윙글

(Peggy Swingle)과 10년에서 20년 이상 학생을 가르쳐온 7명의 스즈키 교

사56)와 같이 ‘미국 부모들의 수업 참여 하는 것’과, ‘부모들이 여름학교에

같이 참가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미국에서의 스즈키 피아노 교육은 30여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

으며 레슨에 부모가 참여하는 것은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레슨 할 때에 중요한 요점이나 어려운 부분을 부모에게 설명하여 주어 집

에서 연습 할 때에 도와주도록 하고 있다. 또 수업에 같이 하지 못하는 부

모를 위해 녹화나 녹음을 해서 보내주고 있다.

둘째, 미국의 학생들은 레슨 받으러 올 때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것이 어려워서 혼자 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같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피아노 교사들은 부모가 수업에 참여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보고 싶어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일이 많

다. 하지만 스즈키 피아노 교사들은 부모가 수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므

로 부모가 수업에 참관하여 자녀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 것을 알고 집

에서 아이들이 숙제할 때 도울 수 있으므로 좋다.

셋째, 워크숍이나 여름학교에 같이 참가함으로 자녀들의 음악 뿐 아니라

수준 높은 다양한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고 참석한 부모들끼리도 친하게

56) 2009 Oregon Suzuki Workshop에 참가한 Peggy Swingle교수와 7명의 교사들: Pat

Augustin, Jal Feldman, Merietta Oviatt, Keely Sawyer, Liz Trupp, Betsy Weston,

Debra Smaller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2009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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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낼 수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워크숍을 즐길 뿐 아니라 자녀들이 음악을

같이 배우는 친구들과의 유대감이 지속되게 도와주므로 자녀들이 어릴 때

시작하여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계속 음악을 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자녀의 워크숍에 참가 하였다가 스즈키 교수법에 더욱 관심을 갖

게 되어 스즈키 교사가 된 부모도 있고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바이올린이나 첼로 등 다른 악기를 배우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이다.

워크숍에 참가한 미국 교사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스즈키 교육

을 잘 받으며 훌륭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주위에서 보고 부모들이 스즈키

교육에서 부모들의 참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랜더스에 의하면 1960년대에는 부모가 레슨에 참여하고 연습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바쁜 미국 사회에서는 불가능 할 것이라

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지만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7)고

전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3년간 지도한 학생의 어머니 김 경미58)는 스즈키 교육에 있

어서 부모의 참여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부모 참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스즈키 교육으로 레슨에 참여하면서 어머니 본인도 음악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자녀를 도울 수 있어 좋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57) Ray Landers, op. cit., p. 17.
58) 세 자녀 중에 둘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막내는 스즈키 피아노로 교육하고 있는 어머니

김 경미와 인터뷰 내용이다. (2009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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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자녀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것에 만족

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워크숍 등에서 다른 학생이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음

악 활동을 경험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셋째, 일반 사람들은 음악대학에 가 볼 기회가 없으나 워크숍이 음악대

학에서 개최되어 음악대학을 방문하는 기회가 되어 음악대학에 입학하는

것 등 구체적으로 자녀의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넷째, 국내 · 외에서 다양하게 워크숍이 개최되어 자녀가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익힐 수 있어 좋다.

학부모 김 경미와 같이 부모가 음악교육에 관심이 많으며 수업과 워크숍

등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에 스즈키 교육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다. 2004년에 스즈키 피아노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생을 가

르쳐온 스즈키 피아노 교사 이경진도 부모의 수업 참여에 대해 “어머니들

과 함께 수업하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음악적인 지식을 쌓게 된다.”59)고 하

며 어머니들에게도 좋은 음악교육을 받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강조 하였

다. 또한 현재 스즈키피아노지도자협회 총무인 교사 김정혜는 “부모가 수

업에 참여하여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어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자녀를 객

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길러주어 부모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게 된다.”60)고 말하였다. 또한 부모가 일을 하거나 편부모여

59) 김 태영, “스즈키로 피아노 교육에 새바람을 넣을 수 있습니다.”『에듀클래식』,

2007년 11월호, p. 64.

60) 위의 책,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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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참여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매시간 참여하지 못해도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참관하고 점검하는 것으로도 도움이 된다.”61)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가 참가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부모의 참여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많이 관여하면 ‘아이들이 너무 의존

적이거나 반항하게 되지는 않을까’하는 의문이 있는데 부모의 참여는 처음

단계에서는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점차적으로 아이가 독립

하여 연습하고 연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부모 참여 교육의 다양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가 부모에게 부모 참여는 필수적인 것임을 반복하여

상기 시켜 주어야 하며 부모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가르쳐주

고, 가장 잘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 교사는 부모에

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부모의 도움으로 자녀가 더욱 잘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주어야 한다.

4) 독보(Reading)

독보를 가르치는 방법은 언어를 배울 때 많이 듣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다음에 읽기를 배우는 모국어 학습방법의 원리와 같다. 음악을 배우는 초

기 단계에서 듣기를 우선하는 것은 독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듣기 능력과 연주하는 능력이 개발된 다음에 독보를 시작하도록 하기 때문

이다. 스즈키 피아노 지도자 슈나이더만(Barbara Schneiderman)은 “듣기

능력이 개발된 다음에 독보에 들어가는 것은 음악의 본질이 소리이기 때

61) 앞의 책,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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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2)이며, 스즈키 피아노 지도자 하그레이브63)(Cathy Williams Hargrave)

는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을 연주 할 수 있게 된 이후에 독보를 하게 되

면 악보를 읽기 시작할 때 이미 연주하면서 경험한 음악적인 소리와 음표

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게 되므로 먼저 듣고 연주할 수 있게 된 이후에

독보를 가르치도록”64)하고 있다.

독보의 중요성에 대해 스즈키 피아노 교사도 일반 피아노 교사와 같이

독보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게임과 리듬 활동을

하면서 독보에 필요한 개념을 가르치고 나서 간단한 음표 읽기로 시작하고

있다. 한국스즈키피아노지도자협회에서는 그룹레슨 시간에 리듬치기, 음표

읽기, 계이름으로 노래하기 등으로 간단한 독보교육을 시작하고 스즈키 피

아노 교본 1권의 No. 10 <그 옛날에>이후에는 독보 부교재를 사용하여 독

보교육을 한다. 이후 교본 2권부터 스즈키 피아노 교본을 보고 연주하도록

하고 있다.

스즈키 교수법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의 10명의 교사65)들

의 독보를 가르치는 시기와 레슨에서 독보에 소요하는 시간에 대한 계획을

다음〔표 3〕을 통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사가 1권에서는 그룹레슨에서

독보를 위한 기초를 준비하고 2권에서는 별도로 독보를 위한 부 교재를 사

62) Gilles Comeau, op. cit., pp. 63-64.
63) 하그레이브(Cathy Williams Hargrave): 1979년부터 Louisville과 Butler 대학의 예비학

교에서 스즈키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스즈키와 카타오카와 함께 일본, 미국, 캐

나다 등에서 함께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을 널리 알린 개척자이다. 현재 미국 스즈키 협

회의 트레이너로서 피아노 교사 교육과 강연을 계속하고 있다.

64) Cathy Williams Hargrave, Reading Music by Ear (Dallas TX: Piano Basics of
Dallas, 1995), p. 4.

65) Gilles Comeau가 그의 책 10 Teacher's Viewpoints on Suzuki Piano에서 선정한 미국
의 10명의 스즈키 피아노 교사는 다음과 같다.: Adams, Fest, Harrel, Koppleman,

Liccardo, Powell, Schneiderman, Williams, Taggart, Yur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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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독보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독보에 사용하는 시간은 레슨 시

간의 20%에서 25%를 할애하게 되며 처음 독보를 도입 하는 단계에서는

50%이상을 시간을 독보교육에 사용하기도 한다.66)

     〔표3〕미국 교사들의 독보를 가르치기 위한 계획

교사    독보계획 Suzuki Book 1
Suzuki Book 

2

독보에 소요되는 

시간

Adams Pre-reading 독보 부교재 적어도 20%

Fest 이론(그룹레슨) 독보 부교재 30% 정도

Harrel
Pre-reading: 초기 그룹 레슨

Pre-method(1권의 중간 )
독보 부교재

Koppelman 독보 교재를 위한 준비 독보 부교재

Liccardo

Pre-reading(음표 읽기, 리듬치기, 

  솔페이지) 

독보 (교재1권의 2/3 정도부터)

독보 부교재 10-30% 사이

Powell Pre-reading(집, 그룹레슨) 독보 부교재
초기: 50%,

독보 가능 후: 30%

Schneiderman
Pre-reading, (그룹 이론레슨, 

    독보와 이론 책)
독보 부교재 필요에 따라

Williams Pre-reading 독보 부교재 50%

Taggart
Pre-reading(그룹레슨) 

독보 부교재(1권의 끝부분)
독보 부교재

처음: 75%, 

몇 달 후: 50%,

몇 년 후: 25%이내

Yurko Pre-reading(이론 그룹레슨)
이론 게임과 

독보 부교재
20-30%

   

미국의 스즈키 피아노 교사들이 독보를 위해 사용하는 부 교재를 살펴보

면〔표4〕의 스즈키 피아노 교사 애덤스(Fay Swadley Adams)가 《Music

Road》,《Alfred Series》,《Glover Series》,《Piano Adventure》를 사용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독보를 위한 부교재67)를 사용하고 있다.

66) Gilles Comeau, op. cit., p. 59.
67) Ibid.,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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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미국 교사들이 사용하는 독보를 위한 부교재

교재  교사 Adams Fest Harrel Koppel
man

Liccardo Powell Schneider
man

Taggart Williams Yurko

M u s i c 
T ree/T ime 
to Begin, 
F r n a c e s 
clark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M u s i c 
R o a d , 
Constance 
Starr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T h e 
Progressive 
P i a n i s t , 
Books 1,2 

사용

A l f r e d 
Series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Alfred Duet 
Books 사용

B a s t i e n 
Series 사용 사용 사용

G l o v e r 
Series 사용 사용

Now I can 
p l a y , 
Gillock

사용

E a s i e s t 
P i a n o 
Course 
J o h n 
Thompson

사용

M a k i n g 
Music My 
Own
C a t h e r i n e 
McMichael

사용

M é t h o d e 
Rose 사용

E c k s t e i n 
P i a n o 
C o u r s e 
Book 1-3

사용

P i a n o 
Adventure

사용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도와

주기 위한 것이며 학생들은 교본 1권의 악보를 보지 않고 듣고 배우며 연

주한다. 스즈키 피아노 교사들은 학생들의 피아노 연주에 필수적으로 필요

한 독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보를 위한 부교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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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아노스즈키지도자협회 회장 이순정은 ‘1권-하’를 가르칠 때부터 독

보를 위해 부교재를 사용하는데《피아노 어드벤쳐》레슨교재 1권,《피아노

로 즐기는 클래식》2권, 버넘 피아노 테크닉《매일 12곡》미니북과 도입서

를 학생의 수준과 흥미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고 교본 2권부터는 그 수준

에 맞는 다른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5) 그룹레슨(Group Lesson)

(1) 스즈키 그룹레슨의 특성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에 있어 그룹레슨은 개인레슨과 같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악보 읽는 능력과 합주능력 등의 음악성 개발을 흥미로운 방법으로

수업하면서 개인레슨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여 주고 있다. 친구들과 행

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은 그룹레슨 활동에서 친구들과 같이 수

업을 하게 되므로 흥미를 갖게 되고 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집

에서도 연습하고자 하는 동기도 북돋아 줄 수 있다. 또한 개인이 노력하여

연주한 것에 대해 칭찬을 받으므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다른 학생들의

연주를 보고 배우기도 하며, 여럿이 같이 연주하고, 음악 이론 수업을 함께

하는 동안 사회성도 기를 수 있다.

스즈키 그룹레슨은 바이올린에서 시작된 것으로 바이올린 그룹합주는 여

러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 상급반의 곡부터 시작하여 초급반의 곡까지 연주

한다. 초급반 학생들은 상급반의 학생들이 연주하는 것을 잘 듣다가 본인

이 연주 할 수 있는 곡이 나오면 같이 연주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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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며 곡을 익히고 듣는 능력과 연주하는 능력이 개발

되는 것이다. 여럿이 같이 합주를 하는 바이올린 그룹레슨과 다르게 피아

노 그룹레슨에서는 피아노를 여러 대 놓고 동시에 같이 연주하는 것이 어

려우므로 한 대나 두 대의 피아노에서 둘이나 셋에서 많게는 여섯 명이 같

이 동시에 연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 한 대의 피아노에서 레슨을

하는 경우가 많은 피아노의 그룹레슨을 위해서는 연주하는 활동 이외에 다

른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피아노 그룹레슨에서는 연주시간 이외에 음악

이론과 음악 감상을 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연주시간에는 기본적인 테크

닉을 훈련하는 <작은 별 변주곡>을 같이 연주하고 또한 교본에서 배운 곡

목의 수를 점차로 늘려가며 연주를 한다. 음악이론 수업에서는 청음, 독보,

리듬, 셈여림, 프레이즈, 아티큘레이션, 화성 등의 여러 가지 음악개념을 게

임 형식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악 감상시

간을 통해 폭 넓은 음악을 경험한다.

그룹레슨에서 다양한 음악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미국 스

즈키 피아노 교육자 애덤스(Fay Swadley Adamds)와 윌리암스(Sarah O.

Williams)는 오르프 수업을 도입68)하여 그룹레슨을 하고 있다. 또한 제 3

회 아시아 스즈키 컨퍼런스에서는 그룹레슨을 위해 코다이 수업을 하였고

2009년 오레건 스즈키 여름학교에서는 달크로즈 수업을 하는 등 교사의 재

량에 따라 오르프, 코다이, 달크로즈 등 다양한 수업을 그룹레슨에 도입하

고 있다.

68) Gilles Comeau, op. cit.,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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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즈키 그룹레슨의 교육적인 효과

스즈키 그룹레슨은 학생들이 경쟁하지 않고 즐겁게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스즈키 피아노 그룹 레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갖게 한다.

매 시간 연주를 하고 다른 학생의 연주를 보고 듣게 됨으로 곡을 완성도

있게 연주하려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연주 할 기회가 많으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연주 할 수 있게 되어 자긍심을 갖게 된다.

둘째, 효과적으로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본인 보다 앞선 친구들의 연주를 통해 앞으로 배울 곡을 예습할 수 있고

본인이 이미 배운 곡을 연주하는 것을 보고 듣는 동안에 이전에 배운 곡을

복습 할 수 있다.

셋째, 함께 연주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여럿이 잘 듣고 같은 템포로 연주함으로 피아노에서 같이 연주하는 능력

뿐 아니라 다른 악기와 앙상블 연주를 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넷째, 음악을 좋아하게 된다.

게임이나 즐거운 음악 활동을 또래 친구들과 같이 하는 동안 친구들과 서

로 친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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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어휘력과 사회성이 개발된다.

아이들은 많은 친구들과 활동하는 가운데 어휘력이 많이 늘게 되며 말하는

능력과 사회성도 개발된다.

2009년에 6월에 열린 오레건 스즈키 여름학교에 참가한 7명의 스즈키 피

아노 교사들은 그룹레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첫째, 스즈키 피아노에서 그룹레슨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아이들

은 그룹레슨이 재미있어 피아노 배우는 것을 더욱 즐거워하고 있다.

둘째, 교사들은 매년 워크숍에 참가하여 방법을 연구 하는 등 좋은 프로

그램으로 그룹레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셋째, 부모들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음악을 배우는 가운데 좋

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으므로 그룹레슨에 매우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다.

오레건 스즈키 여름학교에 참가한 미국의 스즈키 교사들이 그룹레슨을

하는 횟수는 매주 1회, 2주에 1회를 하거나 한 달에 1회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사가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을 배우고 있는 그룹은 매주 1회,

스즈키 피아노 교본 2권 이상을 배우고 있는 그룹은 한 달에 1회에서 2회

정도의 그룹레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스즈키피아노지도자협회에서는 4권까지 주 1회 그룹레슨을 실시하며

5권 이상부터는 그룹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매주 하거나 2주에 1회 그룹레

슨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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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워크숍(Workshop)69)

워크숍의 다양한 경험은 학생과 부모에게 커다란 동기를 부여 해 준다.

워크숍은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5∼6일 정도의 기간으로 이루어지며

어린학생의 경우나 부모가 원하는 경우 부모가 함께 참가 하고 있다. 미국

의 경우 워크숍이 경치 좋은 곳의 학교나 호텔에서 개최 되므로 가족 캠프

도 가능하여 가족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워크숍에서는 스즈키 음악 수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

공하고 있다. 워크숍은 나라 나 지역 마다 특성에 맞게 개최되며 일반적이

경우 학생들은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에 참가 하며 그 외에 오케스트라, 현

악 앙상블 수업, 타악기 연주, 핸드 벨 연주, 달크로즈 수업, 코다이 수업,

종이 접기 수업 등을 선택하여 참가하는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참가하여 연주하는 연주회를 비롯하여 오디

션을 통과 한 학생들의 연주회, 현악기 학생들의 현악합주 연주회, 교수진

의 연주회, 교수진의 재미있는 연주회(Fun Concert)70)등 다양한 연주회가

매일 열린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연주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무대

에서 연주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주고 여러 음악회를 통해 많은 음악을 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워크숍 기간 중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며 공부하고, 연주하는 가운데 서

로 간에 친밀감이 생기고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친분이 오래 동안 유지,

69) 워크숍은 스즈키 협회의 단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름학교(Summer

Institute), 여름 캠프(Summer Camp), 겨울 캠프(Winter Camp), 컨퍼런스(Conference)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70) 교수진들이 코믹한 내용과 모습으로 연주하는 음악회로 워크숍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

모들이 웃고 즐기는 가운데 음악을 좋아하게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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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되고 있다. 학생들은 워크숍에 참가하는 동안 음악을 더 좋아하게 되

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음악적인 면에서도 발전하게 된다. 또

부모들도 자녀들의 수업에 함께 참관하면서 교육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 정보를 얻게 되며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사, 부모와 학생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더욱 더 유대감이 깊어지

게 되어 학생이 음악 공부를 계속하는 데에 있어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워크숍에서 부모와 함께 연습하고, 다른 친구들의 레슨을 참

관하고,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고,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받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스즈키 교수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즐거운 경

험은 학생들이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갖도록 하여 주고 배우는 것

을 오래 동안 지속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친구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

서 자신의 음악에 대한 목표를 갖게 된다.

스즈키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기존의 스즈키 교사를 위한 교육프

로그램은 워크숍에 반드시 포함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단계 별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과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스즈키 교수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과정 등 스즈키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와 같이 스즈키 교사들

은 워크숍에서 계속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교육에 대

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다.

1951년에 최초의 워크숍은 일본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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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가 2007년의 ‘제 3회 아시아 스즈키 컨퍼런스(3rd Asia Suzuki

Conference)’와 2009년의 ‘오레건 스즈키 여름학교(Oregon Suzuki Summer

Institute)’에 다녀온 경험을 통해 해외 워크숍의 면모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필리핀의 제 3회 아시아 스즈키 컨퍼런스71)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만들자(Make Beautiful Music Together)’라는 부

제로 제 3회 아시아 스즈키 컨퍼런스가 2007년 5월 3부터 7일까지 5일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렸다. 아시아 스즈키 컨퍼런스는 스즈키 교수법으

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기타 등을 공부하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레슨을 받고 연주회도 하는 축제와도 같은

행사였다.

제 3회 아시아 스즈키 컨퍼런스에는 한국, 필리핀, 일본, 호주에서 선생

님들과 학생, 학부모가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

노 부분에서 총 94명의 교사와 학생이 참가하였다.

프로그램은 악기별로 학생의 레벨에 따른 그룹 수업과 코다이 수업, 오

후 음악회, 개회 음악회, 교수 음악회, 앙상블 음악회, 교사를 위한 수업 등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피아노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미우라(Ruth

Miura)의 스즈키 교수법의 철학을 살펴보는 시간과 와타나베(Yuriko

Watanabe)72)의 스즈키를 도우며 경험한 것을 듣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한

71) 본 글의 내용은『에듀클래식』에 실린 글을 발췌한 것이다.

황영미 외 3인, “제 3회 아시아 스즈키 컨퍼런스를 다녀와서”『에듀클래식』, 2007년 10

월호, p. 56.

72) 와타나베(Yuriko Watanabe): 일본 재능교육연구회(TERI)에서 스즈키를 도와서 바이올

린을 가르쳤으며 일본 뿐 아니라 한국, 영국, 필리핀 등 여러 워크숍에서 지도법을 강의

하고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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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통해 아이들과 음악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어린이

를 음악을 통해 훌륭한 인격을 지닌 인간을 키우고자 노력한 스즈키의 따

뜻한 인간애와 열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대부분 음악 컨퍼런스가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이나 전문 음악가를 위한

것과는 다르게 스즈키 컨퍼런스는 스즈키 교수법으로 배우고 있는 학생들

은 누구나 아주 초보에서 전공자까지 참가 할 수 있다. 또한 피아노 뿐 아

니라 바이올린, 첼로 등 다른 악기 연주자가 같이 참가함으로 여러 다양한

악기의 연주를 보고 들으며 폭넓은 음악세계를 경험 할 수 있다. 아시아

컨퍼런스에서는 여러 나라의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만나고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2) 미국의 오레건 스즈키 여름학교

2009년 오레건 스즈키 여름학교는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오레건의 조지

폭스 대학교(George Fox University)에서 열렸다. 미국에서 스즈키 여름

워크숍이 열리는 곳은 약 60여개의 지역으로 그 가운에 피아노를 위한 캠

프가 열리는 곳은 약 10여개의 지역이었다. 워크숍은 개최되는 지역 마다

특색을 갖고 있는데 피아노만 하는 곳,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가

같이 하는 곳, 현악기만 하는 지역 곳, 피아노에서도 1권∼7권의 자격증을

위한 과정을 위한 곳, 1∼4권 총정리 과정이 있는 곳 등 다양하게 개설되

고 있다. 그 가운데 오레건 스즈키 워크숍은 피아노 교본 1∼4권을 살펴보

는 과정이 개설 되어있고,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함께 하는 곳

이었다. 워크숍이 개최된 조지 폭스 대학교는 1891년에 세워진 학교로 나

무가 많고, 역사적인 건물이 많으며 11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연주 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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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기숙시설을 갖추고 있어 스즈키 워크숍에 매우 적절한 곳이었다. 이

번 워크숍에는 피아노(27명), 비올라(13명), 첼로(19명), 바이올린(72명)등

총 131명의 학생과 30명의 교수진, 127명의 교사와 많은 학부모들이 참가

하였다. 수업은 학생들과 부모가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학생의 수준 별로

나누어 마스터 클래스, 그룹 클래스를 필수로 하고 실내악, 오케스트라, 음

악 역사, 마림바, 달크로즈, 종이접기’ 등 다양한 수업을 선택 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워크숍에 참가한 학생들은 위의 수업 이외에도 오디션

을 통과한 학생들의 독주회, 앙상블 연주회, 워크숍에 참가한 모든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하는 연주회 등 여러 가지 연주회에서 연주하는 기회가 있었

다. 또한 교수진의 ‘현악 앙상블 연주회’, 모든 악기의 교수들의 연주회 등

을 참석하여 수준 높은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맛보고 경험할 수도 있었다.

피아노 교사를 위한 수업은 학생들의 마스터 클래스와 그룹 레슨을 참관

하는 것과 교본 1∼4권까지의 내용을 스윙글 교수와 함께 연구해 보는 것

이 있었다. 학생들의 마스터 클래스와 그룹 레슨을 참관하며 미국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잘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부모님

들이 수업 참여하여 레슨 방법을 메모하고 교사와 아이들을 도와주는 모습

에서 교사, 학생과 부모가 같이 만들어 가는 스즈키 교육의 진면모를 볼

수 있었다. 스윙글 교수의 수업 내용은 스즈키 교수법의 철학과 미국에서

의 스즈키 피아노교육, 교본 1∼4권의 주요 테크닉과 지도 방법 등으로 토

론과 피아노 연주를 하며 진행되었다. 또한 DVD를 통해 스즈키 교수법의

역사와 스즈키 학생들의 다양한 연주를 볼 수 있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7명의 피아노 교사는 왈라왈라 스즈키 학교(Walla

Walla Suzuki Institute)의 교수 리즈 트럽(Liz Trupp)을 포함하여 대부분 10

년에서 20년이 넘게 스즈키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로서 그들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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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워크숍에 학생들, 학생들의 부모들과 참가하여 교수법을 연구하고 다양

한 그룹 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

참가한 교사 중에는 자녀의 부모로 같이 참석하다가 교사가 된 리즈 트

럽, 어린 자녀가 음악가로 성장하여 어머니와 같이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로라 트럽(Laure Trupp) 그리고 7세 때 피아노 학생으로 참가하여 피아노

반주자로 활동하며 첼로 교수를 하고 있는 화이팅(Adams Whiting)등 이

있었다. 이를 통해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 스즈키 워크숍이 단순한 연주력

향상 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참가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계기

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리즈 트럽은 처음에 앞을 보는데 문제가 있는 장애어린이를 가르친 것을

계기로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 다운 증후군 아이, 학습 장애아 등 문

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문교사가 되었다. 그녀는 그 아이들

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스즈키 피아노 교육의 방법을 잘 적용한 것으로

악보를 보고 레퍼토리를 쌓는 기존 교육에 비해 스즈키 교육이 한 곡을 잘

듣고, 꾸준히 반복 연습하는 가운데 연주력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

능 한 것이라고 하였다.

오레건 여름학교에 참가하여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여러 연주회를 보

고 피아노 교사들과 같이 연구하고 이야기 하면서 스즈키 교수법의 음악교

육이 훌륭한 연주자를 키워 낼 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교사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며 음악 속에서 성장 하도록 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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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사

스즈키의 교사는 스즈키 철학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음악을 사랑하며 기본적인 연주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과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스즈키 피아노 교사는 정기적으로 교사 교육에 참가하여 교사 교육을 통

하여 스즈키 교수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은 처음에 악보 없이 교육을 하고 듣는 것을 강조

하며 그룹레슨을 하고 부모가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피아노

교육 방법과는 다른 점이 있다. 따라서 스즈키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사교

육을 이수한 교사만이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으로 학생을 지도 할 수 있다.

스즈키 피아노 교사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일반적으로

같으나 스즈키 피아노 교사 자격증 과정은 지역의 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을 일본과 미국, 한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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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73)

스즈키 교수법의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는 국제 스즈키 메소드 음악원

과정, 마쓰모토의 지도자 특별 양성과정, 도쿄의 지도자 양성과정의 세 가

지 과정이 있다.

① 국제 스즈키 메소드 음악원(전문학교)

국제 스즈키 메소드 음악원에는 ‘지도자 양성과정’, ‘전문과정’의 두 가지

과정이 있다.

지도자 양성과정에서는 재능교육의 이념을 몸에 익히고 음악의 기본과

지도법을 폭 넓게 배우고 지도자가 되도록 한다. 졸업 때에는 재능교육연

구회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전문과정에서는 고도의 실기능력과 전문적인 음악이론(화성, 대위법, 악

곡분석, 작곡)을 배워 전문적인 지도자의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각 과정을

졸업할 때에는 ‘전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

업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자, 재능교육연구회의에서

규정한 졸업제도의 연구과 최종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능력

을 가진 자, 교사의 추천 및 본교 학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이다. 실

기시험, 면접, 제출서류(신상조사서, 추천장, 출신 학교의 내신서 또는 성적

증명서 등)를 종합 평가하여 선발한다.

73) 재능교육연구회, "지도자 양성과정",

<http://www.suzukimethod.or.jp/06/index.html, 2009. 10. 9.> 본 내용은 일본 재능교육

연구회의 지도자 양성과정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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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마쓰모토의 지도자 특별 양성과정
마쓰모토의 지도자 특별 양성과정은 6개월간은 마쓰모토에서 필수 과목

을 배우고 나머지 6개월간은 지정 지역구에서 실습한다.

지원 자격은 재능교육연구회의 연구과 최종과정을 졸업한 사람, 음악대학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이다. 실기와 면접시험이 있는데 실기 시험은 30∼

40분가량 다음의 A∼D의 곡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암보로 연주한다.

A. 바흐(J. S Bach) 평균율곡집 I, II에서 선택하여 연주한다.

B. 클레멘티(Clementi) 소나티네 Op. 36, No. 3의 1악장 또는

쿨라우(Kuhlau) 소나티네 Op. 55, No. 1의 1악장을 연주한다.

C. 아래의 베토벤(Beethoven)의 곡을 선택하여 전 악장을 연주한다.

제 8번 c단조 Op. 13 ‘비창’, 제 14번 c♯단조 Op. 27-2 ‘월광’

제 17번 d단조 p. 31-2 ‘템페스트’, 제 23번 f단조 Op. 57 ‘열정’

D. 멘델스존(Mendelssohn), 슈만(Schumann), 브람스(Brahms), 쇼팽

(Chopin), 차이코프스키(Tchaikovsky), 프로코피에프(Prokofiev),

라흐마니노프(Rachmaninoff), 스크리아빈(Skriabin), 포레(Fuaré), 드뷔시

(Debussy), 라벨(Ravel)의 작품에서 1곡 또는 여러 곡을 선택하여 연주한

다. 연주 할 때 소나타는 주요악장(1악장이나 최종악장)을 선택하여 연주하

거나 조곡의 경우도 선택하여 연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변주곡은 선택하

여 연주해서는 안 된다.

실기시험을 위해서는 제출서류는 음악대학 성적 증명서 1통, 신상 조사

서 각 1통, 건강 진단서와 ‘왜, 재능교육연구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가’ 에 대해 1200자 정도의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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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도쿄의 지도자 특별과정
지도자 특별과정은 전기 강습기간(2년간, 도쿄), 후기 강습기간(6개월,

마쓰모토), 지도현장 실습기간(1년간, 각 지역)이 있다.

수험 자격은 일반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는 마쓰모토의 재능교육 졸업

제도 최종과정 졸업자에 한하며 음악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는 재능교

육 출신과 관계없이 지원 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과제 곡과 자유 곡이 있는데 과제 곡은 모차르트의 협주곡

26번 D장조 K. 537 또는 협주곡 23번 K. 448의 전 악장을 연주한다. 자유

곡은 슈만, 쇼팽, 리스트, 브람스의 곡 중 빠른 템포의 곡을 선택하여 6분

에서 10분 정도 연주한다.

실기시험 통과자는 음악이론과 솔페이지 시험이 있다.

(2) 미국74)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는 단기 연수과정(Short-term training)과 견습

과정(Apprenticeships), 장기 연수과정(Long-term training)이 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Every Child Can!’ 과정을 이수하고, 교사 연수를

위한 비디오 오디션을 받아야 하며 미국스즈키협회(Suzuki Association of

America)의 회원이 되어야한다.

참가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갖은 미국스즈키협회 회원으로

교본 1의 예비 과정인 ‘Every Child Can!’과정을 이수해야한다.

74) 미국스즈키협회, "교사 양성과정",

<http://suzukiassociation.org/teachers/training/, 2009. 10. 9.>

본 내용은 미국스즈키교사협회의 교사 양성과정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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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디오 오디션을 통과해야 하는데 과정별 오디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초급과정(Basic): 교본 1∼4권

베토벤 소나타 Op. 49 No. 2, 1악장

바흐 Minuet I from Bach Partita in B flat

- 중급과정(Intermediate): 교본 1∼7권

모차르트 소나타 K. 330의 1악장 또는 K. 331의 1악장

단기 연수과정은 학기 중과 여름학교(Summer Institute)의 1주일에 걸친

집중과정에서 이수 할 수 있다. 여름학교는 미국과 캐나다의 75개 이상의

지역에서 개최된다.

견습과정은 교사 트레이너와 개인적으로 견습하며 연구하는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스즈키 철학을 소개하고 악기에 교수법을 처음에 적용하는 방

법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는 수업 뿐 아니라 아이들과 스즈키 경험이 많

은 교사들이 수업하는 것을 참관하게 된다. 단기 연수과정과 견습과정에서

는 반드시 오디션이 필요하다.

장기 연수과정은 미국스즈키협회에서 공인된 프로그램이 대학과 콘서바

토리에서 미국스즈키협회교사 자격을 가진 교수진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은 기간과 구성이 다양하고 보통 2년간 진행되는데 스즈키의 심층연구, 문

헌, 수업참관, 교습실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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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75)

교사자격증 취득과정에는 한국스즈키협회에서 개설한 초급과정과 고급

과정이 있다.

초급과정은 2학기 1년으로 각 학기는 매주 3시간씩 15주의 연수가 있다.

연수 후에 오디션을 통과 하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국내외 대학에

서 음악을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 학위의 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다.

고급과정은 5학기로 모두 30학점을 이수하고 독주회, 논문 또는 제자발

표회(보고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통과하여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국

내외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대학 학사이상 학위의 소지자가 지원 가능하

다.

초급과정 교육내용은 스즈키 철학, 스즈키 피아노 교사가 되는 준비, 학

생들의 동기유발, 효과적인 레슨계획, 테크닉,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 분석,

그룹레슨, 6시간 이상의 수업 참관,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4권까지의 레

슨 포인트 발표 및 실기연주이다. 고급과정의 교육내용은 스즈키의 교육철

학 1, 2, 그룹레슨 테크닉 1, 2, 전공실기 레슨 1, 2, 3, 4, 음악 교수법 1, 2,

종합 예술론, 앙상블 1, 2 이다.

75) 한국스즈키음악협회, “피아노 교사 연수 프로그램”,

<http://www.suzukikorea.or.kr/sub4_2.htm, 2009. 10. 9.>

본 내용은 한국스즈키음악협회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과 한국스즈키피아노지도자

협회 회장 이 순정의 교사연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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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76)

영국의 교사의 연수는 유럽스즈키협회(European Suzuki Association)의 체

계를 따른 것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교사연수과정 내용은 스즈키 철학 연구, 어린아이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테크닉, 톤, 소리의 질에 대한 연구를 하고 교육철학과 레퍼토리에서 작은

단계(step by step)로 완성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한다. 개인레슨과 그룹레

슨의 구조에 대해 연구하고 스즈키 교사로 인정받은 교사에 의한 그룹 레

슨과 개인레슨을 참관한다. 어린이 가르치기 지도, 어린이의 발달 교육이

있으며 독주, 연주의 실기지도가 있다.

교사 연수과정은 단기 연수과정(Part term)과 장기 연수과정(Long term)

이 런던과 영국의 여러 지역에 있다. 연수과정은 이스터 학교(Easter

school)와 7∼8월에 스즈키 여름학교 동안에 개설된다. 각 과정에 18일 이

상 출석해야 하며 연수 기간은 각 단계 마다 1년이 걸린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인터뷰와 모차르트 소나타 한 악장과

자유곡을 연주해야 한다.

유럽 스즈키 협회의 단계(level)시험을 치루고 스즈키 교사로서 승인을

받기 위하여 모든 교사는 유럽 스즈키 협회 교육 요강을 따르고 각 단계마

다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76) 유럽스즈키협회, <http://www.europeansuzuki.org/Teacher_Training/index.htm, 2009.

10. 9.>

영국스즈키협회, <http://www.britishsuzuki.org.uk/, 2009. 10. 9.> 영국스즈키협회의 자

료에는 교사 자격 단계와 시험곡이 명시 되어 있어 영국의 내용도 포함하였다. 본 내용

은유럽과영국스즈키교사협회의교사양성과정내용을발췌하여요약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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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즈키 피아노 교사 자격 단계(level)와 시험곡은〔표5〕와 같다.

            

                    〔표5〕영국 스즈키 피아노 교사 자격 단계와 시험곡

단계 교수 요점(Teaching Point) 시험 곡(Examination Pieces)

Level 1 교본 1에서 교본 2의 미뉴에트 G
<작은 별 변주곡>,  

Bach, Minuet in G, no. 2

Level 2 교본 2의 나머지+교본 3   Clementi, Sonatina, Op. 36 No. 3

Level 3 교본 4  
 Bach, Two Minutes & Gigue 

  (from Partita No. 1 in B flat)

Level 4 교본 5와 6에서 Mozart Sonata까지  Mozart, Sonata in A major KV 331

Level 5 교본 1-7과  Italian Concerto  

Bach, Italian Concerto 전악장과 스즈

키 피아노 교본에 없는 곡 중에서 본인

이 선택한 곡

단계 3(level 3)을 마치면 교사는 영국스즈키협회에서 인정받는 교사가

되며 단계 5(level 5)를 마치면 유럽스즈키협회의 스즈키 교사 자격증

(Diploma)을 취득하고 영국스즈키협회 정규교사(Graduate Teacher)로서

인정받게 된다. 유럽스즈키협회의 스즈키 교사 자격증(Diploma)과 영국스

즈키협회 정규교사(Graduate Teacher)자격을 취득하려면 최소한 5년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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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상

그룹레슨 프로그램 개발

1.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프로그램 개발 절차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

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스즈키 교수법의 원리와 역사, 스즈키 피

아노 교수법의 내용,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의 No. 1∼No. 10곡을 분석하

고 지도방법을 연구하였다.

둘째, 스즈키 교수법을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그룹레슨의 현장 실태를 조사하였다.

셋째, 문헌 연구, 교재 분석과 현장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스즈키 피아

노 그룹레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을 보완하고 발전 시켜서 프로그램을 완성

하였다.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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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피아노 교본 분석

(스즈키 피아노 교본 1의 No. 1∼No. 10 분석)

3. 프로그램 구상

(스즈키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

              〔표6〕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프로그램 개발 절차

1. 스즈키 교수법 연구

(스즈키 교수법의 철학과 역사,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의 내용 연구)

⇩

⇩

⇩
4. 그룹레슨의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그룹레슨의 현장실태 조사)

⇩

5. 프로그램 작성

(레슨 경험, 문헌 연구, 교재 분석과 현장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프로그램 작성)

⇩

6. 프로그램 적용

(만4-6세 스즈키 피아노 학생을 대상으로 4개월 16주간 적용)

⇩

7. 프로그램 수정 보완

(프로그램 적용한 것을 분석하여 수정안 보완)

⇩

8. 프로그램 확정

(수정 보완한 것을 토대로 프로그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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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의 No. 1∼No. 10 분석

1) 스즈키 피아노 교본의 내용

스즈키 피아노 교본은 1955년부터 카타오카가 스즈키 교수법을 근거로

한 피아노 교본을 구상하기 시작하여 신이치 스즈키와 시즈코 스즈키가 함

께 완성하였다. 허만에 의하면 시즈코 신이치는 신이치 스즈키 학생들의

반주자로 활동하다가 어린이의 피아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스즈

키 피아노학교를 개설한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다.77) 스즈키 피아노 교본

은 일본에서 1960년대에 개발된 이후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1998년에 총 7권의 교재가 출판되어 사용되고 있다. 레

퍼토리 교본 이외에 테크닉 교본이 없는 것에 대해 스즈키는 “교본의 음악

을 반복하여 연습하는 가운데 충분히 테크닉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78)

피아노 교수법 학자 머그라(Jane Magrath)는 『피아니스트의 표준지침

및 연주문헌』79)에서 피아노곡의 난이도를 초급부터 고급 초기과정 까지

10단계로 정리 하였는데 이것을 참고로 하여 스즈키 피아노 교본 1∼7권의

난이도를〔표7〕과 같이 비교하여 볼 수 있다.

77) Evelyn Herman, op. cit., pp. 20-21.
78) Shinich Suzuki, How to Teach Suzuki Piano, p. 6.
79) Jane Magrath, The P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 (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Co., Inc., 1995), p.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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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의 표준 지침 및 연주문헌  스즈키 피아노 교본

Level 1 

Bartók Mikrokosmos, Vol. 1

Level 2 

Türk Pieces for Beginners

1권

스즈키 <작은 별 변주곡>, <알레그로>

민요: <꼬마 벌>, <뻐꾸기>, <나비야>,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 <런던 다리>,  

 <메리의 어린양>, <주먹 쥐고 손뼉 치   

  고>, <겨울이여 안녕>

륄리 <달빛에>, 베일리 <그 옛날에>

콰탈 <소꿉 친구들>

체르니 <알레그레토 1>, <알레그레토 2> 

듀톤 <크리스마스 데이 시크리트>

지은이 미상 <아라비아 노래>, <뮈제트>

 Level 3 

Latour Sonatinas
Kabalevsky Pieces for Young People,

       Op. 39

 Level 4 

Anna Magdalena Bach Notebook
Gurlitt Album for the Young, 

      Op. 140   

Tchaikovsky Album for the Young,

      Op. 39  

2권

훔멜 <에코세즈>

리히너 <짧은 이야기>

슈만 <즐거운 농부>, <멜로디>  

바흐 <미뉴에트 1>, <미뉴에트 G단조>,

     <뮈제트>

페트졸드 <미뉴에트 3>, <미뉴에트>

베버 <자장가> 

모차르트 <미뉴에트>, <아리에타> 

베토벤 소나티네 G장조

Level 5 

Anna Magdalena Bach Notebook;

Attwood, Lynes Sonatinas  

Menotti Poemetti

 Level 6 

Clementi Sonatinas, Op. 36

Burgmüller 25 Progressive Pieces,
          Op. 100

3권

클레멘티 소나티네 Op. 36, No. 1,  No. 3

쿨라우 소나티네 Op. 55, No. 1

슈만 <용감한 기수>

베토벤 <테마>, <에코세즈>

모차르트 소나티네 

 

Level 7 

Kuhlau and Diabelli Sonatinas
Bach easier Two-Part Inventions. 
Bach Little Preludes
Dello Joio  Lyric Pieces for the Young

 

4권

모차르트 <론도>, <미뉴에트 1, 3, 8>

바흐 <뮈제트>, <가보트>, <지그>,

     <미뉴에트 1, 2>

베토벤 소나타 Op. 49, No. 2

〔표7〕머그라의『피아니스트의 표준지침 및 연주문헌』과 스즈키의 

『스즈키 피아노 교본』의  난이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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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8 

Moderately Difficult Bach Two-Part      
     Inventions
Beethoven easier Variations sets

Field Nocturnes

Schuman Album Leaves, Op.124

Schubert Waltzes           

Turinas Miniatures

5권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 WoO. 59

부르크뮐러

     <아라베스크“부르크뮐러 연습곡”> 

            Op. 100, No. 2

     <맑은 시냇물 “부르크뮐러 연습곡”> 

            Op. 100, No. 7

베토벤 소나티네 F장조

차이코프스키 <옛 프랑스 노래 “어린이를  

        위한 앨범”> Op. 39, No. 16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Vol.1, 

       BWV 846 

      인벤션 제1번, BWV 772           

하이든 소나타 제48번 Hob. XVI-35

슈만 <시칠리아노“어린이를 위한 앨범”>

      Op. 68, No. 11

    <최초의 손실“어린이를 위한 앨범”>

      Op. 68, No. 16  

6권

다캥 <뻐꾸기>

바흐 작은 프렐류드 BWV 999

모차르트 소나타 K. 330, K. 545

스카를라티 <파스토랄레> K. 9

 Level 9 

Easier Bach Three-Part Inventions 

easiest Haydn Sonata movement       

easiest Mendelssohn Songs Without     
     Words
easiest Chopin Mazurkas

Level 10 

Bach Three-Part Inventions 
easiest Chopin Nocturnes 

Beethoven Sonatas, Op. 49, 79

Mozart Sonata, K. 283

Muczynski Preludes

7권

모차르트 소나타 K. 331

헨델 프렐류드 

     <모음곡 제14번 G장조 알레그로>

 흥겨운 대장장이<모음곡 제5번 E장조>   

파데레프스키 미뉴에트 Op. 14, No. 1

 

   

이와 같이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적용되어왔던 스즈키 피아노 교본의 레

퍼토리에 관한 개편 작업이 2006년에 시작되어 2008년에 1권, 2권, 3권의

새로운 피아노 교본이 나왔다. 2009년 10월 보스톤에서 열린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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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7권까지 개편 내용이 확정되었으며 2010년 5월에 새로운 피아노 교본

이 미국에서 출판될 예정이다.80) 교본을 개편하는 이유는 종전의 곡이 바

로크와 고전시대의 곡 위주로 되어 있어서 레퍼토리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

문에 낭만시대의 곡을 늘리고 현대 곡들을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레퍼토리

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본과 새로 개편된 교본을 비교하여 보면 1권에서

는 종래의 곡이 삭제되거나 새로운 곡이 첨가 되지는 않았고 단지 No. 2

<나비야>와 No. 3 <꼬마 벌>을 유니슨(unison)으로 연주하는 것이 첨가

되어 두 곡을 유니슨으로 연주한 후에 No. 2 <나비야>를 왼손 반주와 같

이 연주하도록 되어있다. 또 No. 4 <뻐꾸기>에서 No. 10 <그 옛날에>까

지 곡에는 미리 왼손 반주를 연습하는 것이 가능 하도록 왼손 연습이 제시

되어있다. 2권에서는 모차르트의 F장조 미뉴에트가 삭제되고 바르톡(Béla

Bartók, 1881-1945)의 <헝가리 민요(Hungarian Folk Song, from For

Children)>Sz. 42와 <노는 아이들(Childeren at Play, from For

Children)> Sz. 42가 새로이 소개된다. 3권에서는 모차르트의 소나티나가

삭제되고 2권의 페트졸드(Christian Petzold, 1667-1733)의 <미뉴에트 G단

조(Minuet in G Minor, Notebook for Anna Magdalena Bach)>가 나오며

걸릿(Cornelius Gurlitt)의 <작은 왈츠(Little Waltz, from Little Flowers)>

Op. 205, No. 10과 바르톡의 <장난하기 노래(Teasing Song, from For

Children)>가 첨가되었다.

80) 1st International Suzuki Teacher Trainers Conference가 2009년 10월 9일∼11일에 보

스톤에서 열려서 세계 곳곳에서 모인 55명의 교사 교육자들이 모여 4∼7권의 레퍼토리

를 확정하였다. 미국스즈키협회, <http://suzukiassociation.org/, 201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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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에는 5권의 <맑은 시냇물 (By the Limpid Stream, from the 25

Easy and Progressive Studies)> Op. 100, No. 7과 <아라베스크

(Arabesque, from the 25 Easy and Progressive Studies>) Op. 100, No.

2가 4권에 나오고 체레프닌(A. Tchérépnin, 1899-1977)의 <바가텔 Op. 5,

No. 9>가 추가되었다.

새로 개편된 피아노 교본 5∼7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81)

《5권》

1. Beethoven, Für Elise, WoO 59

2. Tchaikowsky, Old French Song, Op. 39, No. 16

3. Bach, 2-Part Invention No. 1 in C major, BWV 772

4. Beethoven, Sonatine in F major(전 악장)

5. Schuman, About Foreign Lands and People, Op. 15, No. 1

6. Haydn, Sonata No. 48 in C major, Hob. XVI: 35(전 악장)

7. Chopin, Waltz in A minor, Posthumous

8. Daquin, Le Coucou

《6권》

1. Mozart, Sonata in C major, K. 545(전 악장)

2. Mendelssohn, Venetian Gondola Song, Op. 30, No. 6

3. Bach, 2-Part Invention No. 8, BWV 779

4. Grieg, Nocturne, Op. 54, No. 4

5. Scarlatti, Sonata Pastorale

81) 1st International Suzuki Teacher Trainers Conference에 참가한 아시아스즈키피아노협

회 회장 아람브로Carmencita G. Arambulo)가 2009년 12월 9일에 보내온 이메일 내용과

미국스즈키협회의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로 기술하였다.

미국스즈키협회, <http://suzukiassociation.org/, 201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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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zart, Sonata in C major, K. 330(1악장)

7. Granados, Spanish Dance No. 5(Andaluza) from 12 Spanish Dances.

8. Villa-Lobos, O Polichinelo

《7권》

1. Mozart Sonata in A major, K. 331(전 악장)

2. Bach, Prelude in D major, No. 5 from WTC book 1

3. Chopin, Nocturne in c# minor, Op. Posthumous

4. Handel, The Harmonious Blacksmith

5. Debussy, La Fille aux Cheveux de Lin

6. Bartók, Romanian Folk Dances

이와 같이 총 7권의 스즈키 피아노 교본의 난이도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록곡, 2010년 5월에 출간 될 곡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의 No. 1 <작은 별 변주곡>에서 No. 10 <그 옛날에>까지 멜로디

파티82)를 할 때까지의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No.

1 에서 No. 10의 곡을 베스틴(James Bastien)83)이 제시한 처음 1년간의 교

육 내용을 기초로 하여 스즈키 피아노 교본에 수록된 곡들의 음정, 음역,

음표, 리듬 패턴, 쉼표, 박자, 보표, 조성, 화성, 셈여림, 형식의 특징적 요소

들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그룹 활동 방법을 모색하였다.

82) 한국스즈키피아노지도자협회에서는 No. 1 <작은 별 변주곡>에서 No. 10 <그 옛날에>

까지 오른손 따로 왼손 따로 멜로디를 연주하도록 한 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왼손

반주와 같이 학습 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의 반주에 맞추어 No. 1 <작은 별 변주곡>에

서 No. 10 <그 옛날에>까지 멜로디를 연주를 하는 파티를 열어 연주자를 칭찬해 주며

동기를 유발시켜 주고 있다. 이것을 ‘멜로디 파티’라 부르고 있다.

83) James W. Bastien,『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송지혜(역) (서울: 음악 춘추사, 1990),

pp. 1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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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정

No. 2 <꼬마 벌>, No. 3 <뻐꾸기>, No. 4 <나비야>, No. 5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 No. 7 <메리의 어린양>등 대부분의 동요나 민요와 같은

노래는 주로 2도 순차진행과 3도의 건너뛰기, 반복음의 음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잘 알려진 민요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데 주로 쓰

이는 순차진행과 3도 음정이 많이 나오며 드물게 4도, 5도, 7도 음정도 사

용된다.

가. 2도, 3도, 반복음 진행

1          

 (악보1) No. 2 <꼬마 벌>의 마디 1-4  

1

              
(악보2) No. 3 <뻐꾸기>의 마디 1-4 

(악보3) No. 4 <나비야>의 마디 1-4 

(악보4) No. 5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의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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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도 음정

1  4도

(악보5) No. 6 <런던 다리>의 마디 1-4

9 4도              4도

(악보6) No. 9 <달빛에>의 마디 9-12 

다. 5도 음정

1 5도

(악보7) No. 1 <작은 별 변주곡>의 마디 1-4 

1 5도

(악보8) No. 8 <주먹 쥐고 손뼉 치고>의 마디 1-4 

       

9 5도                          5도                 5도

 (악보9) No. 10 <그 옛날에>의 마디 9-12 

       

라. 7도 음정

 7도                                              7도

((

(악보10) No. 10 <그 옛날에>의 마디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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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역

멜로디는 주로 중앙 도(c¹)의 한 옥타브 위의 도레미파솔(c²d²e²f²g²)의

음역 내에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낮은 음역은 No. 10 <그 옛날에>에 나

오는 솔(g¹)이고 가장 높은 음역은 No. 1 <작은 별 변주곡>, No. 6 <런

던다리>, No. 8 <주먹 쥐고 손뼉 치고>, No. 10 <그 옛날에>에 나오는

라(a²)의 음역까지 사용하고 있다. 악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멜로디 부분

을 왼손으로 연습할 때에는 2옥타브 아래의 도(c)의 자리에서 연주한다.

가. 라(a²)

1 

(악보11) No. 6. <런던 다리>의 마디 1-4

나. 솔(g¹)

(악보12) No. 10 <그 옛날에>의 마디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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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음표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와 ‘변주곡 C’에서 4개의 16분음표와 2개의 8

분음표가 먼저 나온다는 점이 주로 4분음표를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다른

기초 피아노 교재와 다르다. <작은 별 변주곡>은 피아노 테크닉을 개발하기 위

한 것으로 처음에는 듣고 어린이가 따라서 연주할 수 있는 속도로 연주하도록

한다. 그 외에는 동요나 민요에 주로 쓰이는 음표인 4분음표와 2분음표, 8분음표

로 되어있으며, 점 2분음표, 온 음표, 점 4분음표와 8분음표가 나온다.

가. 16분음표, 2개의 8분음표

16분음표 16분음표 2개의 8분음표

2개의 8분음표

                  
   (악보13) No.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 

나. 4분음표, 2분음표

1 2분음표 4분음표

(악보14) No. 3 <뻐꾸기>의 마디 1-4 

다. 점 2분음표, 온음표

점 2분음표 온음표

(악보15) No. 5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의 마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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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점 4분음표와 8분음표

1 점 4분음표 8분음표

(악보16) No. 6 <런던 다리>의 마디 1-4 

1 점 4분음표 8분음표

(악보17) No. 7 <메리의 어린양>의 마디 1-4

④ 리듬 패턴

<작은 별 변주곡>의 4가지 리듬 패턴을 포함한 다양한 리듬 패턴이 나온

다.

가.

(악보18) No.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 마디 1-4

나.

(악보19) No.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B’ 마디 1-4

다.

(악보20) No.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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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악보21) No.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D’ 마디 1-4

1 마.

(악보22) No. 2 <꼬마 벌>의 마디 1-4

바.
1 

(악보23) No. 3 <뻐꾸기>의 마디 1-8

사.
1 

(악보24) No. 4 <나비야>의 마디 1-4

아.
1 

(악보25) No. 5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의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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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악보26) No. 6 <런던 다리>의 마디 1-4 

차.

(악보27) No. 7 <메리의 어린양>의 마디 5-8 

카.
1 

(악보28) No. 8 <주먹 쥐고, 손뼉 치고>의 마디 1-4  

타.

1 

(악보29) No. 10 <그 옛날에>의 마디 1-4  

⑤ 쉼표

대부분의 피아노 교재에는 쉼표가 음표를 충분히 익힌 다음에 소개되는

반면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의 두 번째 곡인 No. 2 <꼬마 벌>에 2분쉼

표가 나오는데, 스즈키는 잘 아는 민요를 듣고 따라하면서 배우게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쉼표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

다. 4분쉼표는 No. 10 <그 옛날에>에서 2분쉼표와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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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분쉼표와 2분쉼표

4분쉼표   2분쉼표

(악보30) No. 10 <그 옛날에>의 마디 5-8  

⑥ 박자

No. 2 <꼬마 벌>, No. 4 <나비야> 등 2/2박자의 곡이 나오는데 처음에

는 4/4박자로 연습하다가 익숙해지면 2/2박자로 연주하도록 한다. 3/4박자

곡은 No. 3 <뻐꾸기> 1개의 곡이며 10개의 곡 중 7개의 곡이 4/4박자의

곡이다.

가. 2/2박자

1 

(악보31) No. 2 <꼬마 벌> 마디 1-6

1 

(악보32) No. 4 <나비야>의 마디 1-4

나. 3/4박자

1 

(악보33) No. 3 <뻐꾸기>의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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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4박자

<작은별>, <프랑스어린이의노래>, <런던다리>, <메리의어린양>,

<주먹 쥐고 손뼉 치고>, <달빛에>, <그 옛날에>가 있다.

(악보34)  No.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D’ 마디 1-4

⑦ 보표

<작은 별 변주곡>에서는 오른손 변주곡은 높은음자리표(ꁑ)의 보표에

서 왼손 변주곡은 낮은음자리표(ꁓ)에서 연주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곡에서는 큰 보표를 사용하고 있다.

⑧ 조성

No. 1 <작은 별 변주곡>에서 No. 10 <그 옛날에>까지의 모든 곡은

피아노를 처음 연주하는 어린이를 위해 C장조로 편곡 되어있다.

⑨ 화성

주로 I도와 V도 , V7의 화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먹 쥐고 손뼉 치

고>에서는 IV도 화성이 나온다. 화음은 모음화음, 펼침 화음, 알베르티 베

이스 형태로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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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셈여림

No. 1 <작은 별 변주곡>에서 No. 10 <그 옛날에>까지는 악보에 p, f

와 같은 셈여림의 기호가 표시 되어 있지 않지만 음반에서는 다양한 셈여

림의 효과를 포함해서 연주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은 듣고 따라 하기를 반

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셈여림의 변화를 연주에 적용하게 된다. No. 2 <꼬

마 벌>의 마디 5∼6과 마디 7∼8과 같이 같은 멜로디가 반복되는 부분에

서는 뒤의 멜로디를 작게 연주한다.

⑪ 형식

No. 1 <작은 별 변주곡>에서 No. 10 <그 옛날에>까지 곡의 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8〕No. 1 <작은 별 변주곡>∼No. 10 <그 옛날에> 곡의 형식

곡  명  마  디    형  식

작은 별 12 단순 3부분 형식  A B(bb) A

꼬마 벌 12 단순 3부분 형식 A B A

뻐꾸기 16 2부분 형식 A B(aa'ba")

나비야 16 순환 2부분 형식 A B(aa'ba')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 24
3부분 형식

A B A(aa'bb'aa')

런던 다리 8 1부분 형식 A(aa')

메리의 어린양 8 1부분 형식 A(aa')

주먹 쥐고 손뼉 치고 12 단순 3부분 형식 A B A

달빛에 16 2부분 형식 A B(aa‘ba“)

그 옛날에 16 순환 2부분 형식 A B(a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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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의 No. 1∼No. 10 분석과 지도 방법

1권에서 다루고 있는 테크닉은 <작은 별 변주곡>의 4가지 테크닉을 기

본으로 레가토와 스타카토 표현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른 자

세, 좋은 톤(tone)으로 연주하는 것, 멜로디와 반주의 균형을 맞추어 연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프레이즈를 잘 표현하는 능력, 소리의 강약

(dynamic)을 조절하여 연주 할 수 있는 능력, 양손이 독립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과 곡에 알맞은 속도로 연주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스즈키 교수법은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레슨에서 좋은 습관을 형

성하도록 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처음 레슨 할 때 가르쳐야 하

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다. 피아노에서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하기 이전

에 필요한 ‘처음 레슨 할 때 가르쳐야 하는 것’을 스즈키84)를 비롯한 , 카

타오카85) 코플만86), 파우웰87)의 글과 스윙글88), 아람부로89)의 등의 견해를

통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르게 인사하는 자세와 습관을 가르친다.

레슨은 학생이 서서 교사와 마주 인사 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

84) Shinichi Suzuki, How to Teach Suzuki Piano, pp. 14-15.
85) Haruko Kataoka, How to Teach Beginners (Bellingham, Washington: Piano Basics
Foundation, 1996), p. 1., My Thought on Piano Technique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88), p. 11-12.

86) Doris Koppelman, Introducing Suzuki Piano (San Diego, California: Dichter Press,
1978), p. 44.

87) Gilles Comeau, op. cit., pp. 92-93.
88) Peggy Swingle, '2009 Oregon Suzuki Summer Institute'의 강의 내용.

89) 아람브로(Carmencita G. Arambulo): 아시아스즈키피아노협회 회장. '2009년 6차 스

즈키 교수법 여름 워크숍' 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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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서 있을 때에도 바른 자세로 서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이

잘하면 칭찬해 주며 학생이 잘못해도 용기를 주도록 한다. 바른 자세로 선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인사는 교사와 학생 둘 다 수업시간에 최선을 다하

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과 교사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 바른 자세로 앉도록 한다.

학생이 피아노에 앉으면 부모는 의자와 발판높이를 조정해 준다. 학생은

등을 곧게 펴고 팔에 힘을 빼고 앉는다. 팔꿈치는 건반과 수평이 되도록

하며 피아노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이 수평이 되도록 발판의 높이를 조정해

준다. 발판은 발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크기의 것을 준비한다.

셋째, 집중하는 법을 익힌다.

피아노에 바른 자세로 앉아 움직이지 않고 다섯을 세는 것에서 점차 늘

려 열까지 세어 보도록 한다. 어린아이는 집중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서 처

음 레슨은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큼 지도한다. 그 다음은 부모 교

육을 위한 시간으로 ‘부모가 어린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를 설

명하는 시간이 된다. 나머지 시간은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

며 관찰하는 것을 포함하여 약 30∼60분 정도의 레슨이 된다.

넷째, 손가락 번호를 가르친다.

학생은 먼저 손가락 번호를 올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하여

손가락 번호를 학생과 함께 반복하여 말하는데 ‘1, 2, 3, 4, 5’ 숫자를 여러

번 반복하여서 묻고 대답하여 학생이 숫자와 손가락 번호를 잘 알 수 있도

록 한다. 학생이 잘 하면 속도를 내어 빨리빨리 물어본다. 이러한 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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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번호를 알게 하는 것과 집중하는 능력과 순발력을 동시에 발전시키

기 위한 것이다. 학생은 집에서도 이러한 훈련을 계속 하도록 한다.

다섯째, 올바른 엄지손가락 위치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이 피아노 앞에서 바르게 앉을 수 있다면 학생의 오른손을 <작은

별 변주>의 처음 음 도(c²)에 엄지손가락을 놓게 한다. 학생은 교사가 ‘시

작’할 때 까지 준비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한다. 학생에게 조용히 앉아 기다

리도록 하고 학생이 기다리는 동안 자세와 팔, 손목, 손의 위치를 확인 한

다. 학생이 이러한 것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때 <작은 별 변주곡>의

첫 패턴을 배울 수 있다.

여섯째, 부모에게 가르친다.

부모에게 레슨의 요점을 가르쳐 주어 집에서 연습할 때 부모가 교사가

되어 학생을 도와주도록 한다.

위와 같이 어린이는 ‘처음 레슨 할 때 배워야 할 것’을 충분히 몸에 익힌

후에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하게 된다.

(1) No. 1 <작은 별 변주곡(Twinkle, Twinkle, Little Star Variation)>

- 신이치 스즈키

1권에서는 <작은 별 변주곡>을 통해 손가락을 발달시키고, 좋은 손 모

양을 만들며 좋은 톤으로 연주하는 것에 주력하여 테크닉의 기본을 익히고

그것을 곡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변주곡은 처음에 주제가

나오고 그것을 변주하지만 <작은 별 변주곡>은 세 가지의 변주 리듬이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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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나오고 주제가 나온다. 이것은 연주에서 레가토 주법의 주제보다는

짧은 길이의 논 레가토 주법이나 스타카토 주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라고 본다.

스즈키는 처음에 <작은 별 변주곡>을 A장조의 바이올린 곡으로 작곡하

였으며 그것을 피아노에서 연주하기 쉽도록 C장조의 곡으로 편곡하였다.

     (악보35) <작은 별 변주곡>의 마디 1-2《스즈키 바이올린 교본 1》 p. 10

          

           (악보36) <작은 별 변주곡>의 마디 1-2《스즈키 피아노 교본 1》 p. 12 

A장조의 <작은 별 변주곡>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때에는 손가락 번호에

어려움 없이 연주 할 수 있지만 피아노에서 도(c²)-솔(g²)-라(g²)를 연주할 때

에는 5도 음정을 연주하기 위해 1번 손가락 다음에 손가락을 벌려 4번 손가

락으로 솔(g²)을 5번 손가락으로 라(g²)를 연주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이가 작은 손을 벌려서 4번, 5번 손가락을 사용하는 데

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작은 별 변주곡>에 들어가기 전에 스즈키의 4

가지 기본 테크닉을 C의 자리 다섯 음 도(c²)-레(d²)-미(e²)-파(f²)-솔(g²)에서

1-2-3-4-5 손가락으로 먼저 익히고 나서 <작은 별 변주곡>을 배우도록 한

다. 속도는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시작하고 점점 속도를 빠르게 하여 MM.♩

= 72로 연주 할 수 있도록 한다.

➀ 곡의 구성과 내용: 12마디의 단순 3부분 형식의 곡으로 피아노 연주

에 기본이 되는 4가지 테크닉을 익히기 위한 곡이다. 이 곡은 5도 음정으

로 시작하지만 전체적으로 순차진행과 반복음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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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작은 별 변주곡>의 구성 요소

박자 조성 선율 형식 주요리듬

 4/4
C 

Major

반복음 

순차진행 

5도 진행

단순 3부분 형식  

A B(bb) A

(12마디)

변주곡 A: 

변주곡 B: 

변주곡 C: 

변주곡 D: ♩♩♩♩/♩♩

➁ 테크닉 요점

가. 변주곡 A ( ): 손목 스타카토와 앞팔 스타카토

16분음표는 건반 가까이에서 손목을 사용하여 연주하고 8분음표는 앞팔

(forearm)을 사용하여 16분음표 보다 큰 움직임으로 연주한다. 스타카토를

연주 할 때에는 거친 소리가 나지 않고 깨끗하고 경쾌한 톤(tone)으로 연

주할 수 있도록 잘 들으며 연주한다.

나. 변주곡 B ( ): 스타카토, 손목회전, 스타카토

8분음표는 <작은 별 변주곡>A와 같이 앞팔을 사용한 가벼운 스타카토

를 튀어 오르는 동작(bounce)으로 연주하고 4분음표는 손목회전(roll) 테크

닉을 사용하여 손목을 유연하게 하여 앞쪽으로 살짝 올려준다.

다. 변주곡 C ( ): 손가락 스타카토

손가락 스타카토는 건반 가까이에서 작은 동작으로 건반을 긁어(flick)내

듯이 가볍고 작은 소리로 연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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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주곡 D (♩♩♩♩/♩♩): 레가토

순차 진행하는 음뿐만 아니라, 5도 음정, 두 개의 반복되는 음들이 레가

토로 연주 되도록 한다.

➂ 지도 방법

가. 변주곡 A:

1

(악보37)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 마디 1-4

‘변주곡 A’ 리듬 ‘ ’은 ‘자동차가 빵빵’90)이라는 말 리듬을 사용한다.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의 리듬을 먼저 교사를 따라 익힌 후에 피

아노에서 손끝을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작고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하도록

한다. 카타오카는 처음에는 논 레가토(none legato)의 주법으로 연주하는 것을 권

하고 있다.91) 작고 가벼운 논 레가토로 연주하여 손끝으로 건반을 느껴보고 좋은

톤으로 연주할 수 있게 된 후에 손목과 앞팔을 사용한 스타카토를 연주한다.

‘자동차가’는 손목 스타카토로 ‘빵빵’은 앞팔을 들어 올려 스타카토를 연

주한다. 연주를 하기 전에 ‘준비’하면 손가락의 힘을 빼고(relax) 준비한 후

‘시작’하면 연주를 시작 하도록 하는데 ‘준비 동작’은 건반과 손가락과 몸

전체의 균형을 잡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90) 영어권 나라에서는 ‘Mississipi Hot Dog’, 'Froggie Froggie, Jump, Jump'라는 말리듬

을 사용하여 리듬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91) Haruko Kataoka, Thoughts on the Suzuki Piano School.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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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반에서 몸, 팔꿈치와 손가락의 균형을 잡는 것을 가르칠 때 교사의 왼

손으로 학생의 팔꿈치를, 오른손으로 학생의 손을 잡아주어 바른 자세로

테크닉을 익히도록 한다. 1번 엄지손가락으로 도(c²)에서 ‘준비 동작’을 한

다. 이때 나머지 손가락은 살짝 주먹을 쥐고 건반에 닿지 않도록 한다. 연

주 할 때 손가락 끝으로 피아노 건반의 무게를 느끼며 섬세하고 예민한 감

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엄지는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있으므로 건반을 좌우로 작은 화살표를

그리듯 하며(→)교사를 따라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A’의 리듬으로 도

(c²)를 연주한다. 도(c²)에서 솔(g²)을 연주하기 전에 마지막 도(c²)를 연주

하고 중지하여 손가락을 벌려 솔(g²)을 4번 손가락으로 위치를 미리 준비

하도록 한다.92)

(악보38) 중지-준비 테크닉

그런 다음 교사가 ‘시작’하면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의 패턴으

로 솔(g²)을 연주한다.

나. 변주곡 B:

1

(악보39)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B’ 마디 1-4

92) Carole L. Bigler and Valery Lloyd-Watts, Studying Suzuki Piano: More than
Music (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Co., Inc., 1998),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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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주곡 B’의 리듬 ‘ ’은 ‘엄마∼야’93) 라는 말 리듬을 사용한다.

8분음표 스타카토는 튀어 오르기, 4분음표는 손목회전 테크닉을 사용하여

손목을 부드럽게 앞으로 살짝 들어 올리면서 연주하고 긴 음을 끝까지 들

으며 풍부한 소리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변주곡 B’에서는 ‘♩’의 지

속음을 잘 듣고 연주하도록 한다. 4분음표를 누르고 ‘소리가 잘 울리고 있

는 확인하기’,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까지 듣기’, ‘연주하는 소리

가 아름답게 들리는 지 확인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좋은 톤으로 소리 내

며 끝까지 듣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4분음표는 손목회전 테크닉(roll)으로

연주하게 되는데 손목회전 테크닉은 건반을 잡아당기듯이 누르고(pull) 손

목을 건반 속으로 향하며 손목의 힘을 빼는 주법이다. 여기에서 손목회전

은 옆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손목을 아래-위로 움직이는 것으로 처음

에는 교사가 손목을 받쳐 주며 연습하고 이후에는 교사가 팔꿈치를 움직

이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익히도록 한다. 스타카토는 손끝으로 짧게

잡아당기듯이 연주한다.

튀어 오르는 동작을 익히기 위해 교사의 손등에 아이의 손을 올려놓고

느끼게 하거나, 한 음만 빨리 치고 공중에서 멈추기를 반복하며 익힌다.

다. 변주곡 C :

1

(악보40)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 마디 1-4

93) 영어권 나라에서는 'Bounce Ro∼ll Bounce', ‘Short Lo∼ng Short' 'Flick Pu∼ll

Flick' 라는 말리듬을 사용하여 리듬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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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주곡 C’의 리듬 ‘ ’은 ‘돌다리 돌다리’94) 라는 말 리듬을 사용한다.

모두 스타카토로 연주하도록 하는 곡으로 손목 스타카토와 앞팔 스타카토

로 연주하는 ‘변주곡 A’의 스타카토와는 다르게 건반 가까이에서 손끝 관

절을 이용하여 작고 부드러운 소리로 건반을 가볍게 긁어내듯이 연주하도

록 한다. 교사의 시범 연주를 잘 보고 반복하여 따라 하도록 한다.

이곡을 연습할 때는 리듬이 빠르기 때문에 ‘돌다리 돌다리’의 마지막음

을 레가토로 연주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 교사는 ‘돌다리 돌다리’를 연

주하고 ‘중지’시켜 마지막 음까지 스타카토로 연주하는 것을 확인한다.

라. 변주곡 D

(악보4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D’ 마디 1-4

‘변주곡 D’는 레가토 주법을 익히기 위한 곡이다. ‘끈끈이(paste)’라는 말을 사

용하여 손가락 끝이 끈적끈적하다고 생각하며 레가토를 표현한다.

카타오카는 “레가토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주법으로 자연스

럽게 걷는 동작과 같으며 손의 무게가 손가락에 실려 있어야 한다.”95)고 하였는

데 손가락을 다리로 손바닥을 몸으로 생각하여 피아노에서 걷듯이 연주하도록

하여 무게가 실린 좋은 소리를 내는 것에 무엇보다 주의해야 한다.

레가토 주법을 익히기 위하여 먼저 건반에서 레가토로 걷기연습을 한다.

94) 영어권 나라에서는 'Run Mommy, Run Daddy', ‘Fried Chicken, Fried Chicken'라는

말리듬을 사용하여 리듬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95) Haruko Kataoka, op. cit.,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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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의 2-3, 3-4, 2-1, 5-4, 2-3, 3-4등을 손가락의 번호를 바꾸어 가며

건반 앞부분을 향하여 걷고 다시 몸 쪽으로 걸어 나오는 동작을 반복한

다. 1-5번 손가락이나 1-4번 손가락으로 게(crab)처럼 움직이며 건반 앞

부분을 향하여 걷고 다시 몸 쪽으로 걸어 나오는 동작을 하면서 레가토

연주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작은 별 변주곡>의 레가토 연주를 위하여 엄지로 손목을 부드럽게 앞

으로 들어 올리며 도(c²)를 길게 두 번 누른다. 엄지손가락을 떼지 않고 솔

(g²)을 4번 손가락으로 누른다. 도(c²)와 솔(g²)의 두음을 같이 누르고 있다

가 두음의 건반이 동시에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엄지를 떼고 솔만 누

르고 있게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4번과 5번 손가락(솔-라)을 연습하면 나

머지 손가락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중지’, ‘준비’, ‘시작’ 연습방법으로

한음씩 잘 듣고 연주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한음 한음을 손목회전을 사용하여 좋은 톤의 레가토로 연주하도록 하며

소리를 잘 듣고 음과 음사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마디 4에서는 레가토

를 위해 (악보42)와 같이 엄지로 레(d²)와 도(c²)를 연주하게 되는데 이때는

엄지손가락으로 레(d²)를 누르고 있는 동안 2번 손가락으로 바꾸고 다시 엄

지손가락으로 도(c²)를 누르도록 한다.

(악보42)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D’ 마디 1-4 손가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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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별 변주곡>은 한번 익히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반복하면

서 테크닉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스즈키 교사 유르코(Michiko Yurko)는 <작

은 별 변주곡>의 테크닉을 연습하는 시간을〔표10〕96) 과 같이 처음에는 거

의 모든 시간을 <작은 별 변주곡>을 연습 하고 교본 1권 후반에는 1/4정도를

할애하여 연습하도록 하고 있다. <작은 별 변주곡>을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

을 통하여 기본 피아노 테크닉을 익히도록 한다.

〔표10〕스즈키 피아노 교사 요르코의 <작은 별 변주곡>을 연습하는 시간

<작은 별 변주곡> 연습시간 레슨 집

<작은 별 변주곡>을 배우는 시기 거의 모든 시간 거의 모든 시간

교본 1권의 앞부분을 배우는 시기 1/2 1/2

교본 1권 후반과 부교재를 
배우는 시기 1/4 1/4   

(2) No. 2 <꼬마 벌(The Honeybee)> - 보헤미아 민요

➀ 곡의 구성과 내용: 12마디의 단순 3부분 형식으로 멜로디는 순차하

행, 순차 상행, 3도로 진행된다. 악보에는 2분음표가 나오지만 2/2박자의

곡이므로 2분음표를 한 박으로 하여 작고 빠른 ‘꼬마 벌’의 움직임을 느끼

게 하는 곡이다.

〔표11〕<꼬마 벌>의 구성 요소 

박자 조성 선율 형식 주요리듬

2/2 C major 2, 3도 진행
단순 3부분 형식

A B A(12마디)

96) Gilles Comeau, op. cit.,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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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테크닉 요점: 약한 손가락인 5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의 독립과 강화

연습, 5번, 4번, 3번 손가락으로 좋은 톤의 소리내기와 ‘중지’, ‘준비’ 연습으

로 건너뛰기를 연습하도록 하며 쉼표를 잘 느끼고 정확하게 지키도록 한다.

➂ 지도 방법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이므로 피아노에서 연주하기 이전에 교본 CD를

충분히 들어서 곡에 익숙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곡을 배울 때에

는 (악보43)과 같이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step by step) 지도 하도록 한다.

(악보43)  <꼬마 벌>의 마디 1-12

마디 1∼2에서 2분음표는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B’리듬( )의

긴 음을 연주하는 방법과 같이 건반을 누르고 손목회전 테크닉으로 손목을

앞으로 들어 올리면서 음을 끝까지 듣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이것을 (악보

43)의 (1)과 같이 오른손의 5번-4번-3번 손가락으로 연주해야하는데 대체로

5번 손가락은 약하고 4번 손가락은 혼자서 독립하여 누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악보44)와 같이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리듬으로 마디 1∼2

를 충분히 연습하여 약한 손가락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악보44)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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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3)의 (2)와 같이 마디 3은 상행 순차 진행하는 3음과 하행으로 건너

뛰는 음으로 되어있다. 건너뛰는 음을 연주하기 위하여 (악보43)의 (2)와 같

이 레-미-파(d²-e²-f²)를 치고 중지한 후 건너뛰는 레(d²)를 준비한 후에 연

주한다. (악보43)의 (3)의 마디 5∼6은 마디 3과 같이 순차 상행 진행하는

세 개의 음과 3도 하행의 패턴이 동형진행으로 나타난다. 마디 5를 마디 3

과 같은 방법으로 연습한 후에 마디 6은 마디 5의 동형진행으로 지도 한다.

마디 2, 4, 10, 12의 쉼표는 건반위에서 손목을 드는(float) 동작을 하여 손목

의 힘을 빼며 쉼표를 느끼도록 한다.

마디 5∼6과 마디 7∼8은 같은 멜로디를 반복하고 있는데 마디 5∼6은 ‘f’

로 크게 연주하고, 마디 7∼8은 ‘p’로 작게 연주하는 등 셈여림의 차이를 두

어 연주하도록 한다.

(3) No. 3 <뻐꾸기(Cuckoo)> - 독일 민요

➀ 곡의 구성과 내용: 16마디의 2부분 형식의 곡으로 부르기 쉬운 2도

와 3도 위주로 음정이 구성 되어 있으며 ‘ꁝ ♩’리듬이 3도 음정으로 진행

된다.

〔표12〕<뻐꾸기>의 구성 요소 

박자 조성 선율 형식 주요리듬

 3/4 C major 2, 3도 진행

2부분 형식

A B(aa'ba")

(16마디)

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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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테크닉 요점: 손목회전 테크닉으로 2분음표를 연주하며 <작은 별 변

주곡> ‘변주곡 D’의 레가토 주법으로 연주하도록 한다. 곡의 프레이즈를

느끼며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➂ 지도 방법

(악보45) <뻐꾸기>의 마디 1-16

건너뛰는 음을 잘 연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멜로디의 첫 음 2분음표

솔(g²)은 손목회전 테크닉으로 누르고 ‘중지’ 한 다음에 ‘준비’하고 3도 아

래의 미(e²)를 누르는 연습을 먼저 한다. 솔-미(g²-e²)를 자연스럽게 연주

할 수 있으면 교사를 따라 마디 2까지 연습한 후에 마디 1∼4의 한 프레

이즈를 이어서 연습한다.

마디 3은 하행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음, 마디 7은 상행 했다가 내려오

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른 점을 구별하여 연주하도록 하면 곡을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다. 마디 9∼10과 마디 11∼12는 동형진행으

로 움직이므로 마디 9∼10을 먼저 충분히 연습하고 마디 11∼12를 완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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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프레이즈는 첫째 단, 둘째 단, 넷째 단은 한 개의 프레이즈가 4

마디로 되어있고 셋째 단은 2 마디의 짧은 프레이즈가 2개 모여 있다. 이

렇게 길이가 다른 프레이즈를 느낄 수 있도록 스카프를 사용한 신체 동작

으로 긴 프레이즈와 짧은 프레이즈를 표현하면서 프레이즈를 느끼고 프레

이즈의 길이가 다른 것을 알고 연주하도록 한다.

(4) No. 4 <나비야(Lightly Row)> - 독일 민요

➀ 곡의 구성과 내용: 16마디의 순환 2부분 형식의 곡으로 ♩♩과 ♩

♩♩♩의 두 가지 리듬 패턴만 사용하고 있다. 반복음과 순차 상행, 3도

상행의 음정으로 진행 하는데 특히 반복음이 자주 나온다.

〔표13〕<나비야>의 구성 요소

박자 조성 선율 형식 주요리듬

2/2 C major
 반복음

 2, 3도 진행

순환 2부분 형식 

A B(aa'ba')(16마디)
♩♩/♩♩♩♩

➁ 테크닉 요점: 차례가기, 건너뛰기, 반복음을 이해하고 건너뛰기와 반

복음을 끊어지지 않게 레가토로 연주하는 것을 익힌다.

➂ 지도 방법

건너뛰기와 순차진행 중심으로 이루어진 곡이므로 ‘도’의 자리에서 순차

진행하는 다섯 음 연습과 건너뛰기 연습으로 오른손 준비 연습을 먼저 하

여 순차진행과 건너뛰기의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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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6) 차례가기와 건너뛰기 

발 건반에서 계이름으로 걸어보면서 차례가기와 건너뛰기를 몸으로 경

험하도록 한다. 멜로디를 연주 할 때에는 모든 음을 좋은 톤의 레가토로

연주하도록 본인이 피아노 연주하는 소리를 잘 듣고 정확한 손가락 번호

를 사용해서 연주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음의 레가토 표현을 위해서는 손

가락에 뻣뻣하게 힘이 들어가 있을 경우 반복음을 레가토 선율로 연결하

여 연주할 수가 없으므로 손목과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

다. 또한 카타오카는 “레가토 연주는 잘 듣고 연주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

며 CD와 교사의 연주를 집중하여 잘 들어서 반복음을 레가토로 연주하는

것을 이해한 후에 음과 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연주97)”하도록 하

고 있다. 마디 1의 2분음표는 ‘손목회전’ 테크닉으로 긴 음이 풍성하게 소

리가 나도록 하는데 이때 2분음표가 커지지 않게 주의하며, <작은 별 변

주곡>의 ‘변주곡 D’에서 익힌 레가토 테크닉으로 노래가 부드럽게 잘 연

결 되도록 한다. 반복음도 레가토 테크닉을 사용하여 짧게 끊어지지 않도

록 한다.

  

(악보47) <나비야>의 마디 1-4

97) Haruko Kataoka, How to Teach Beginners.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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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o. 5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French Children's Song)>

- 프랑스 민요

➀ 곡의 구성과 내용: 24마디의 3부분 형식의 곡으로 4분음표, 2분음표,

점 2분음표, 온음표등 다양한 길이의 음표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리듬 패

턴이 소개 된다. ‘D. C. al Fine’로 곡이 처음으로 돌아가 ‘Fine’까지 연주

하게 됨으로 곡의 길이가 길어졌다.

〔표14〕<프랑스 어린이의 노래>의 구성 요소

박자 조성 선율 형식 주요리듬

  4/4 C Major 2, 3도 진행

3부분 형식

A B A (aa'bb'aa')

(24마디)

ꁝ♩♩/ꁞ♩

➁ 테크닉 요점: A B A 형식을 이해하고 멜로디의 레가토 선율이 좋은

톤으로 연주 될 수 있도록 한다.

➂ 지도 방법

악보 없이 연주하는 것을 배울 때 익숙한 곡을 연주하면 커다란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데 이곡은 우리나라 어린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이므로 곡을 배우기 전에 교본 CD를 많이 듣고 노래를 불러서 곡

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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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8)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의 마디 1-16

곡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곡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곡은 A(a

a') B(b b') A(a a')의 3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A

를 빵, B를 햄, A를 빵으로 하여 빵에 햄을 넣고 다시 빵으로 덮는 것으로 구

성을 이해하고 연주하도록 한다. A(a a')와 B(b b')에서는 마지막 마디만 조금

다르므로 프레이즈의 마지막 마디가 어떻게 같고 다른 점을 확인 하며 노래 부

르고 연주하도록 한다. 부모는 악보를 보고 지도를 도와주기 때문에 부모에게

는 처음으로 돌아가 피네에서 끝마침을 하는 ‘D. C. al Fine’ 용어를 설명해 주

도록 한다.

시작되는 강박에 긴 음표가 나오는데 긴 음표를 손목회전 테크닉으로 롤

(roll)을 하면서 끝까지 잘 듣고 다음 음을 치도록 하여 다음에 오는 음이 앞의

음보다 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악보48)의 (1)

마디 1, 3, 5, 7, 9, 13에서와 같이 반복음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반복음도 레가토

로 연주하도록 한다. 반복되는 음사이의 길이가 앞의 것은 짧고 뒤의 것은 길

게 연주하기 쉬운데 두음 사이의 길이가 같은 것을 교사의 시범 연주를 잘 듣

고 차이점을 느끼고 연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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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o. 6 <런던 다리(London Bridge)> - 영국 민요

➀ 곡의 구성과 내용: 8마디로 된 1부분 형식의 곡으로 점 4분음표와 8

분음표의 리듬을 아이들에게 친숙한 곡에서 배우도록 하고 있다.

                   

〔표15〕<런던 다리>의  구성 요소 

박자 조성 선율 형식 주요리듬

4/4 C Major  2, 3, 4도 진행
1부분 형식

 A(aa')(8마디)
♪♩♩/♩♩

➁ 테크닉 요점: 오른손 3번 4번 5번 손가락으로 붓점 리듬을 연주하게

되므로 단단한 손가락으로 연주하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마디 7에서는

손가락 번호에 유의하여 연주하도록 한다.

➂ 지도 방법

(악보49) <런던 다리>의 마디 1-8

마디 1의 솔-라-솔-파(g²a²g²f²)를 4번, 5번, 4번, 3번의 손가락 번호로

연주해야 하는데 3번, 4번, 5번의 손가락의 힘을 기르기 위해 마디 1을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리듬과 ‘변주곡 C’리듬을 적용하여 반복

연습을 시켜 3번, 4번, 5번 손가락의 힘을 기르도록 한다.



- 91 -

(악보 50) <런던 다리>에 ‘변주곡 A’ 리듬, ‘변주곡 C’ 리듬 적용

(악보 49)의 (1)처럼 솔(g²)-라(a²)를 친 후에 ‘중지’하여 5번 손가락을

손가락 끝으로 연주하였는지, 손목이 내려가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

마디 7의 레(d²)를 1번 손가락으로 연주 할 수 있도록 마디 6의 솔(g²)

을 치고 레(d²)를 친후에 ‘중지’하여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악보

49)의 (2)와 같이 마디 7의 레(d²)를 1번 손가락으로 치고 그 다음의 솔

(g²)을 위해 손을 오므리는 것을 준비시켜야 한다. 잘못된 손가락 번호로

연주하는 것이 습관 된 이후에 고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손가락 번호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ꁜ♪♩♩의 어려운 리듬은 초기에는 교사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

(rote learning)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이 노래는 아이들이 잘 알고 쉽

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잘 아는 곡을 통해 어려운 리듬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그룹 1은 ꁜ♪♩♩/♩♩을 리듬 치고, 그룹 2는 ♩♩♩♩/♩

♩♩♩리듬을 치며 붓점 리듬을 익힌다.

           그룹 1

그룹 2

(악보51) <런던 다리>의 붓점 리듬 

또한 손으로 리듬(ꁜ♪♩♩)을 치고 발은 4분음표(♩)로 걷거나, 걸으면

서 노래를 하면서 붓점 리듬을 익힌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이후에 알베르

티 반주형태로 왼손 반주를 같이 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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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o. 7 <메리의 어린양(Mary had a Little Lamb)>

- 미국 민요

➀ 곡의 구성과 내용: 8마디의 1부분 형식의 곡으로 3도 음정이 한번 나오
는 것 외에는 도, 레, 미의 세 개의 음으로 멜로디가 구성되며 아이들에게 친

숙한 곡으로 점 4분음표와 8분음표의 리듬을 정확하게 익히는데 좋은 곡이다.

〔표16〕<메리의 어린양>의 구성 요소

 

박자 조성 선율 형식 주요리듬

4/4 C Major 2, 3도 진행
1부분 형식

 A(aa') (8마디)
ꁜ♪♩♩/♩♩ꁝ

➁ 테크닉 요점: ꁜ♪♩♩리듬을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하며 반복음을 레

가토로 연주하는 것과 마디를 넘어갈 때에도 멜로디가 끊이지 않도록 연

주하는 것을 익히도록 한다.

➂ 지도 방법

(악보52) <메리의 어린양>의 마디 1-8

반복음을 레가토로 연주하는 것과 마디를 넘어갈 때에도 부드럽게 연결

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연주하도록 한다. 긴 음에선 손목회전 테크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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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손목의 힘을 풀고 다음 음을 준비하도록 한다. 마디 7의 8분음

표가 스타카토처럼 짧게 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악보52)의 (1)

이곡에 나오는 리듬은 ꁜ♪♩♩/♩♩ꁝ/♩♫♩♩/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리

듬을 익히도록 한다.

(8) No. 8 <주먹 쥐고 손뼉 치고(Go Tell Aunt Rhody)> - 프랑스 민요

➀ 곡의 구성과 내용: 12마디의 단순 3부분 형식의 곡으로 ♩♫♩♩리

듬이 6번, ♩♩♫♩ 리듬이 3번, ♫♫리듬이 2번 나오는 등 두 개의 8분

음표가 자주 사용 되는 리듬으로 구성되어있다.

〔표17〕 <주먹 쥐고 손뼉 치고>의 구성 요소 

박자 조성 선율 형식 주요리듬

4/4 C Major 2, 3. 5도 진행 
단순 3부분 형식 

A B A (12마디)
♩♫♩♩/♫♫

➁ 테크닉 요점: ♩♫♩♩/♫♫의 리듬을 익히고 손가락 번호 유의해서

연주하도록 한다.

➂ 지도 방법

(악보53) <주먹 쥐고 손뼉 치고>의 마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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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음표와 두 개의 8분음표의 길이를 정확히 알고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마디 4와 12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복음으로 시작되는데 마디 1∼

3과 같이 반복음에서 손목회전(roll) 동작으로 다음 음을 연주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 반복음이 끊어 지지 않고 레가토로 표현되도록 한다.(나머지

반복음도 같은 방법으로 연주한다.) 마디 4에서 마지막 도(c²)를 엄지손가

락으로 연주할 때 프레이즈 끝부분인데 엄지로 연주하게 되어 소리가 커

지기 쉬우므로 커지지 않게 주의하여 연주하도록 하고, 마디 5의 미(e²)를

연주할 때 미(e²)를 3번 손가락이 아닌 2번 손가락으로 연주해야 하는 것

을 확인 하고 연주하도록 한다.

(9) No. 9 <달빛에(Au Clair de la Lune)> - J. B. Lully(륄리)

➀ 곡의 구성과 내용: 16마디의 2부분 형식의 곡으로 처음 4마디 프레

이즈가 두 번 더 반복되는 단순한 구조의 곡으로 솔(g¹)에서 미(e²)의 음

역을 사용하고 있다.

〔표18〕 <달빛에>의 구성 요소

박자 조성 선율 형식 주요리듬

4/4 C Major 2, 3, 4도 진행
 2부분 형식

 A B(aaba)(16마디)
 ♩♩♩♩/ꁝꁝ

➁ 테크닉 요점: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레가토가 부드럽게 되어야 하며

특히 프레이즈의 끝부분을 끝까지 잘 듣고 손목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연

주해야 한다. 세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손의 위치가 ‘C의 자리’에서 ‘G의

자리’로 바뀌게 되므로 손의 위치를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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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지도 방법
각 프레이즈의 끝 부분을 오른손 1번 엄지손가락으로 연주하게 되는데

앞의 소리를 잘 듣고 엄지손가락을 앞의 음보다 작게 눌러서 프레이즈가

끝나는 감각을 잘 익히도록 한다.

(악보54) <달빛에>의 마디 1-16

오른손의 위치가 첫째, 둘째, 넷째 프레이즈에서는 도(c²)의 자리에서 연주

하지만 셋째 프레이즈에서는 솔(g²)의 자리’에서 연주하게 된다. 마디 8의 쉼

표 부분에서 마디 9의 레(d²)를 5번 손가락으로 치기 위해 손의 위치를 변경

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마디 12에서는 다시 ‘도(c²)의 자리’로 갈 준비를 한다.

첫째, 둘째, 넷째 프레이즈가 거의 같고 셋째 프레이즈만 다르다는 것을 명확

히 알고 연주하도록 한다.

(10) No. 10 <그 옛날에(Long, Long Ago)> - T. H. Bayly(베일리)

➀ 곡의 구성과 내용: 16마디의 2부분 형식의 곡으로 4분쉼표, 2분쉼표

가 2마디의 동기 뒷부분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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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그 옛날에>의 구성 요소 

박자 조성 선율 형식 주요리듬

 4/4 C Major 2, 3, 5, 7도 진행
순환 2부분 형식
AB(aa'ba')
(16마디)

➁ 테크닉 요점: 리듬을 정확하게 익히고 4분쉼표와 2분쉼표를 잘 인식

하고 표현한다. 마디 9와 마디 10의 표현을 하기 위하여 손가락을 벌려

연주하는 연습을 한다.

➂ 지도 방법
쉼표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손목을 살짝 드는 방법으로 쉼표가 나오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노래를 부르며 쉼표 동작을

익히고 건반에서 연주하도록 한다.

<악보 55>의 (1)과 같이 마디 9와 마디 11에서 레(d²)를 2번 손가락 솔

(g¹)을 1번 손가락으로 연주하게 되는 데 간격이 5도 간격이나 되므로 간

격을 벌리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한다.

(악보55) <그 옛날에> 마디 9-10

  

(악보55)의 (2)와 같이 마디 9에서는 마지막 솔(g¹)을 엄지로, 다음 마디

10의 파(f²)를 4번 손가락으로 연주하게 된다. 이와 같이 폭 넓은 7도의

음정을 연주할 때는 미리 간격을 생각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손을 늘려서

연주하는 것 보다 엄지를 파(f²)를 향하여 손을 살짝 들어 올리며 유연한

손목으로 연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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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의 실태 조사

1) 조사 대상 및 내용

한국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의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 4

월 현재 스즈키 피아노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 33명과 스즈키 피아

노 교사의 학부모에게 설문지를 의뢰하였다. 33명의 스즈키 피아노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 스즈키 교수법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14명과

스즈키 피아노 학부모 38명이 설문지 질문에 응답하였다.

조사 내용은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에 대한 교사의 인지도와 그룹레슨

의 실시 현황, 학부모의 그룹레슨에 관한 선호도와 효과에 관한 것이었으

며 세부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2) 설문 조사 내용 및 분석

(1) 스즈키 피아노 교사 14명의 조사내용 및 분석은 다음과 같다.

① 교사의 연령

〔표20〕스즈키 피아노 교사의 연령

25-30세 31-35 세 36-40 세 41세 이상 총 계

 인 원 5 4 3 2 14

% 36 28 22 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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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즈키 교사의 연령은 25세에서 30세 까지가 36%로 가장 많았는

데 이것은 스즈키 피아노 교사 자격증 과정이 숙명여자대학교에 처음 개

설되었기 때문이다. 31세에서 41세 이상까지 교사의 연령에 관계없이 스

즈키 방법으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교사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

② 스즈키 피아노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년도

〔표21〕스즈키 피아노 교사 자격증 취득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타 총 계

 인 원 2 2 1 4 3 2 14

% 14 14 7 28 22 14 100

한국 스즈키 피아노 지도자 자격증의 취득 인원수는 2004년 한국에서 스

즈키 피아노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 이후로 점차 증가하고 있

다. 기타는 한국에서 스즈키 피아노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에 미

국에서 자격증을 취득 한 인원이다.

③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형태   

〔표22〕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으로 가르치는 형태

학원 및 교습소 개인레슨 유치원 총 계

 인 원 6 8 - 14

% 43 57 - 100

일반 피아노 교사는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으나 스즈키 교수법으

로 가르치는 교사들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레슨에서 주로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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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으로 학생을 가르친 기간

〔표23〕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으로 학생을 가르친 기간

 1 년 이상-

2 년 미만

2 년 이상-

3 년 미만

3 년 이상-

4 년 미만
4 년 이상 총 계

 인 원 10 없음 3 1 14

% 71 없음 22 7 100   

  한국에서 스즈키 교사는 2004년부터 배출이 되었고 자격증 취득 후에도

일정한 준비 기간을 가진 후에 레슨을 시작하므로 주로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을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으로 학생을 가르친 경우가 많았다.

⑤ 하루 평균 레슨 하는 학생 수

    

〔표24〕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으로 하루 평균 레슨 하는 학생의 수

1-5 명 6-8 명 9-12 명 13 명 이상 총 계

 인 원 12 2 - - 14

% 86 14 - - 100

〔표25〕기존의 방법으로 하루 평균 레슨 하는 학생의 수

1-5 명 6-8 명 9-12 명 13 명 이상 총 계

 인 원 9 2 - 3 14

% 64 14 - 22 100

기존 방법의 경우 하루 13명 이상의 많은 학생을 레슨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반해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으로 가르치는 경우에는 9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없었다. 이것은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의 경우에는 개개인을

세심하게 지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즈키 피아노 교사는 입시생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기존의 방법과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을 병용하여 가르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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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 한 학생에게 1주일에 레슨 하는 횟수

〔표26〕한 학생에게 1주일에 레슨 하는 횟수

1 회 2 회 3회 4회 5회 총 계

 인 원 4 8 - - 2 14

% 28 57 - - 15 100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으로 레슨을 하는 경우에 주 1회나 주 2회를 레슨

하며 이것은 부모가 레슨에 참여하여 레슨 하는 날 이외에는 집에서 부모

와 함께 연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기존의 학원에서 가르

치는 교사는 학원의 특성상 주 5회를 레슨하기도 한다.

➆ 피아노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사용하는 레슨 형태

〔표27〕피아노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지도 할 때 사용하는 레슨 형태

개인레슨 그룹레슨
개인레슨과 

그룹레슨 병행
총 계

 인 원 8 - 6 14

% 57 - 43 100

피아노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 개인레슨만 하거나 개인

레슨과 그룹레슨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에서는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사들도 그 필요성을 알

고는 있지만 현재는 43%의 교사가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병용하고 있었

다.



- 101 -

➇ 피아노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1:1 개인레슨만 하는 이유

〔표28〕피아노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1:1 개인레슨만 하는 이유

(2개 이상 여러 개 가능)

프로그램 

부족
장소 미비

부모 이해 

부족

시간 맞추기 

어려움
총 계

 인 원 4 4 3 1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병행하지 못하고 개인레슨만 하는 이유는 프로그

램 부족, 장소 미비, 부모 이해 부족, 시간 맞추기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는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병행하는 교사들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⑨ 그룹레슨에 대한 교사의 인지도(2개 이상 여러 개 가능)

〔표29〕그룹레슨에 대한 선생님의 인지도(2개 이상 여러 개 가능)

동기유발을 

위해필요
연주력에 도움

표현력, 사회성 

개발에 효과적

인 원 13 8 6

산만한 교육 염려 경험부족
프로그램개발

필요

 인 원 2 2 8

그룹레슨에 대해 교사들은 동기유발을 위해 필요하고 연주력에 도움이

되며 표현력과 사회성 개발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험

이 부족한 것과 개인레슨에 비해 학생들이 많아지므로 수업이 산만해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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➉ 그룹레슨의 실행 여부

〔표30〕그룹레슨의 실행 여부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총 계

 인 원 6 8 14

% 43 57 100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병행하고 있는 교사가 있고 개인레슨만 하는 경

우 문항 ➇과 같은 이유로 그룹레슨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룹레슨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여 교사의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 교육을 통해

그룹레슨의 장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 개인레슨과 그룹레슨

을 병행하는 수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⑪ 그룹레슨을 할 경우 가장 어려운 점

〔표31〕그룹레슨을 하고 있다면 가장 어려운 점(교사6명) 

(2개 이상 여러 개 가능)

프로그램

부족

시간과 

공간 확보

부모의 

이해 부족

학생들 

통제 

어려움

교구준비
총 

계

 인 원 4 2 1 2 -

  그룹레슨을 하고 있는 교사는 효과적인 그룹레슨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

한 수업 준비과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원하고

있었다. 또 학생들이 바쁜 관계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움을 나타냈는데

아이들이 그룹 수업을 좋아하고 부모가 스즈키 그룹 수업에 대한 효율성을

이해하는 경우에 다른 활동보다 피아노 그룹레슨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문제는 아이들이 그룹레슨에 흥미를 느낄 경우 해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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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공간 확보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스즈키 그룹레슨은 2∼3명

의 작은 그룹부터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적은 공간에서도 그룹레슨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⑫ 그룹레슨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

〔표32〕그룹레슨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교사8명)

(2개 이상 여러 개 가능)

프로그램

부족

시간과 

공간 확보

부모의 

이해 부족

학생들 통제 

어려움
교구준비

총 

계

 인 원 4 3 1 2 -

그룹레슨을 하고 있지 않은 교사의 이유는 그룹레슨을 하고 있는 교사

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과 시간과 공간 확보 등의 어려움과 같다.

⑬ 그룹레슨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인원수

〔표33〕그룹레슨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인원수

2-3 명 3-5 명 5-8 명 8 명 이상 총 계

 인 원 2 9 3 - 14

% 14 65 21 - 100

스즈키 교사가 생각하는 적정한 인원은 65%의 교사가 3∼5명을 생각하

였고 8명 이상을 생각하는 교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즈키

그룹레슨의 규모는 2∼5명부터 6∼8명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본다. 그러므

로 소규모의 그룹 인원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어 개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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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그룹레슨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의 연구 경험 유무

〔표34〕그룹레슨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의 연구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총 계

 인 원 12 2 14

% 85 15 100

스즈키 피아노 교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설문지의 응답한 교

사 14명 가운데 8명이 그룹레슨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룹레슨에 대한 관

심은 많아 85%의 교사가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보았으며 문항⑨와 ⑪, ⑫

에서와 같이 많은 교사가 프로그램 개발을 원하고 있었다.

⑮ 체계적인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지도를 위해 필요한 것

〔표35〕체계적인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지도를 위해 필요한 것

그룹레슨 

프로그램
교구 개발

그룹레슨 

교사연수
총 계

 인 원 11 - 3 14

% 79 - 21 100

체계적인 스즈키 그룹레슨을 위해 79%의 교사가 프로그램 개발을 원하

고 있었으며 그룹레슨을 위한 교사연수를 원하는 교사도 21%가 있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잘 활용 할 수 있는 교사의 연수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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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즈키 피아노 학부모 38명(학생 40명)의 설문조사 내용 및 분석은

다음과 같다.

① 스즈키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자녀의 나이

〔표36〕스즈키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자녀의 나이

5-7 8-9 10-13 14세 이상 총 계

 인 원 6 16 18 - 40

% 15 40 45 - 100

스즈키 피아노 학생은 5∼7세의 유치원 학생에서 10∼13세의 초등학교

학교 학생이 스즈키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

② 피아노를 배운 경력

〔표37〕피아노를 배운 경력

시작-1 년 1-2 년 2-3 년 4-5 년 총 계

 인 원 19 6 5 8 38

% 50 16 13 21 100

피아노를 배운 경력은 시작∼1년간이 가장 많았고 1년에서 4∼5년 이상

까지 고르게 분포 되어 있었다. 특히 기존 학원의 경우 3년 이후 피아노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스즈키 교수법으로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

들의 경우 그룹레슨을 통해서 피아노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오랫동안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서도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은

대학생 등의 성인도 함께 하는 연주를 즐기며 피아노를 계속 배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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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녀가(다른 교수법으로 피아노를 배우다가 스즈키 피아노로 변경한

경우)스즈키 피아노를 배운 경력

〔표38〕 (다른 교수법으로 피아노를 배우다가 스즈키 피아노로 변경한 경우)

스즈키 피아노를 배운 경력

1년 미만 1-2 년 2-3 년 3-5 년 총 계

 인 원 4 6 - - 38

% 40 60 - - 100

(피아노를 배우다가 스즈키 피아노로 변경한 경우)스즈키 피아노

를 배운 경력은 1년에서 2년 사이가 대부분이다. 이는 한국 스즈키 피아노

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이다.

④ 스즈키 피아노를 배우기 이전에 피아노 그룹레슨의 인지도

〔표39〕스즈키 피아노를 배우기 이전에 그룹레슨의 인지도

있다 없다 총 계

 인 원 10 28 38

% 26 74 100

대다수의 학부모가 스즈키 피아노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룹레슨에 관하여

들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74%로 그룹레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많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학부모에게 그룹레슨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이해

를 돕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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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의 효과

〔표40〕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은 흥미 유발에 효과적인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총 계

 인 원 13 24 1 - 38

% 34 63 3 - 100

스즈키 그룹레슨의 흥미를 유발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97%의 학부모가 효과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부정적인 견해는 없는

것을 보아 학부모는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에 대한 평가

〔표41〕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은 체계적인 교육에 효과적인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총 계

 인 원 14 23 1 - 38

% 37 60 3 - 100

〔표40〕에서 스즈키 그룹레슨의 흥미 유발에 대하여 효과적이라고 응답

한 97%의 학부모들은 또한 그룹레슨이 체계적인 교육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체계적인 교육에도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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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피아노의 연주력과 표현력에 미치는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의 효과

〔표42〕피아노 그룹레슨은 연주력과 표현력에 효과적인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총 계

 인 원 13 22 2 1 38

% 34 58 5 3 100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은 복습과 연주시간을 통하여 연주하는 기회가

많으므로 그룹레슨이 피아노의 연주력과 표현력에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34%, ‘그렇다’가 58%로 92%학부모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그저 그렇다’와 ‘아니다’도 3명이 있었는데 학부모와 학생에게 그룹

레슨에서 연주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함으로 연주력과 표현력 개발의 장점

에 대해서 잘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⑧ 사회성 개발에 미치는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의 효과

〔표43〕피아노 그룹레슨은 사회성개발에 효과적인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총 계

 인 원 17 20 1 - 38

% 45 52 3 - 100

또래 집단이 같이 모여 연주하고 음악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사회성개

발에 효과적이라는 97%의 긍정적인 답이 있었다. 그러므로 개인 위주의

현대 사회에서 그룹레슨이 학생의 사회성 개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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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에서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표44〕스즈키 피아노가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총 계

 인 원 19 18 1 - 38

% 50 47 3 - 100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50%의 학부모가 ‘매우 그렇

다’, 47%의 학부모가 ‘그렇다’라고 답하였으며 ‘아니다’를 답한 부모는 한명

도 없는 것과 같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앞으로도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연구 개발을 계속 하도록 해야겠다.

⑩ 스즈키 피아노가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

〔표45〕스즈키 피아노가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총 계

 인 원 13 23 2 - 38

% 34 61 5 - 100

95%의 학부모가 이사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 레슨을 받

게 할 경우에도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병행하는 곳을 찾겠다고 하였다.

부정적인 답변이 전혀 없었다는 것 또한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부모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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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그룹레슨을 하도록 할 때 어려운 점을 서술 하

도록 하였는데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들의 집중시간이 짧아 쉽게 산만해 지고 수업이 아니고 놀이라고 생

각하여 집중하지 않거나 다른 어린이의 연주를 들을 때 감상태도를 지도하

기 어렵다는 수업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동생이 따라와서 귀찮게 하거나

친구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적어서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지적

하였다. 또한 아이들 수준이 다르므로 이론공부가 어려운 것과 시간을 맞

추기가 어렵다는 응답과 엄마가 음악을 잘 몰라서 연습시키기가 힘들다는

응답이 각각 3명 있었다.

스즈키 피아노 자격증을 취득하고 스즈키 방법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

는 교사 조사 14명의 응답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즈키 피아노 교사의 연령은 25세부터 40세 이상까지 고르게 활동하고

있었으며 주로 개인레슨과 학원 및 교습소에서 가르치고 있다. 스즈키 피

아노 교사들은 그룹레슨이 동기 유발, 연주력, 표현력 및 사회성 개발에 도

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부족, 장소 미비, 부모

이해 부족이나 개인레슨 하는 학생들이 사는 곳이 떨어져 있어 시간 맞추

기가 어려운 이유로 43%의 교사만이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병행하고 있

었다. 그룹레슨에 적절한 인원은 3∼5명을 가장 선호하였다. 85%의 교사가

그룹레슨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룹레슨에 관심이

많으며 체계적인 그룹레슨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그룹레슨 교사의 연

수를 원하였다. 그러므로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그룹레슨

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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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병용하여 배우고 있는 스즈키 학부모 38명

의 설문지 응답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은 5세의 피아노를 시작 하는 학생에서 13세의 6학년 학생 등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있다. 스즈키 피아노로 배우기 이전에는 그룹레슨에 대하

여는 74%가 들어본 적이 없었으며 그룹레슨을 경험한 결과 그룹레슨이 흥

미 유발, 연주력과 표현력, 사회성 개발에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

다.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병행하는 것에도 50%의 학부모가 ‘매우 그렇

다’와 47%의 학부모가 ‘그렇다’로 답하는 등 97%의 학부모가 긍정적이 답

을 하였다. 하지만 학부모 설문지 문항⑪ 에서와 같이 어린이들이 쉽게 산

만해 지지 않고 수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

그램을 갖고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즐겁게 수업하는 일이 필요하다. 음

악 감상을 할 때 움직이거나 장난하는 어린이를 위해서 교사는 음악을 들

으며 신체 활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활동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을 준비해야겠다. 그룹레슨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규칙을

따르고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기르는 등 어린이의 사회성을 개발 할

수 있으며 그룹레슨의 회수가 길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게 된다. 어린

이의 수준이 달라서 이론 공부가 어려운 경우는 교사가 나이와 실력에 따

른 난이도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엄마가 음악

을 잘 몰라 연습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개인레슨 할 때에 부모님이 함께 하

도록 하거나 학부모 교육을 통하여 지도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부모와

학생, 교사가 함께 만드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 어린이들에게 연주의 기회

도 제공하고 재미있게 활동하는 가운데 음악을 배우고 익히는 다양하고 체

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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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상 그룹레슨 프로그램의 실제

1.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프로그램 개요

스즈키 피아노의 그룹레슨은 개인레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올린 그룹레슨의 합주와 같이 연주하는 것을 통

해 테크닉을 연습하고 연주력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인 No. 1 <작은 별 변주곡>에서 No. 10

<그 옛날에>까지 멜로디를 먼저 배우는 단계에서는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적을 뿐 아니라 듣고 연주할 곡을 준비하기 위하여 연주하는 것 이

외에 노래 배우기, 음악 이론, 음악 감상과 같은 다른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작 단계에서 No. 10 <그 옛날에>를

마치고 ‘멜로디 파티’ 할 때 까지를 처음 스즈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

는 만 4세에서 만 6세의 어린학생을 대상으로 16회의 프로그램을 만들었

으며 수업시간은 1회에 50분간이다.

그룹레슨의 목표는 친구들과 같이 매시간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하

는 동안 재미있고 효과적인 복습을 하도록 하고, 연주시간을 통해 친구, 부

모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 연주력을 향상시키고 잘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멜로디와 음악이론을 다양

한 신체 활동, 그룹 게임과 음악 감상 등의 활동으로 배움으로써 음악을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친구들과 활동하며 사회성까지 개발시키도록

하는 전인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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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동 목 적

도입 시작 인사

인사하는 것을 통해 주의 집중하는 것과 예절을 교육한다.

시작 인사 노래를 <작은 별 변주곡>의 리듬을 이용한 노래를 하

도록 하여 변주곡의 리듬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복습
<작은 별 변주곡>의 4가지 리듬을 매 수업시간 마다 1대의 피

아노에서 2~3명의 어린이가 함께 연주하며 테크닉을 익힌다.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의 프로그램은 베스틴이 제시한 초보자가 처음 1

년간 배워야할 음악을 계획하여 놓은 것98)을 근거로 하고, 한국스즈키피아

노지도자협회에서 제시한 그룹레슨 안, 달크로즈 교수법, 오르프 교수법등

을 참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을 한 경험과 스

즈키 피아노 교사연수와 아마데우스99), 코다이 교수법을 배우고 달크로즈

유리드믹스의 위성학교100)에 2006년, 2008년 2009년의 3회 참가하고, 오르

프 교육의 기초, 심화, 실습과정을 이수(2009)한 것과 제 6회 스즈키 아시

아 컨퍼런스(2007)와 오레건 스즈키 여름학교(2009)에 참가하며 배운 것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46〕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개요

98) James W. Bastien, 앞의 책, pp. 118-122.

99) 성진희가 개발한 아마데우스 클래스는 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다양한 그룹

활동을 통하여 음악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100)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위성학교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달크로즈 국제 공인자격증을 수

여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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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활

동

연주 

  No. 1 <작은 별 변주곡>에서 No. 10 <그 옛날에>까지 멜로

디를 모두 연주할 수 있도록 새로 배운 곡을 계속 늘려가며 연

주를 한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주 연주하는 기회를 통하여 연주력을 키

우고 무대 경험도 쌓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래 

부르기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은 주로 민요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민요는 노래를 부르기가 좋다. 그룹레슨에서 노래를 배워서 

피아노에서 곡을 연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노래를 계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시창 능력을 개발해주고 노래

를 가사로 부르는 것은 상상력을 개발해 주며 정서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노래를 부를 때 신체 활동도 같이 하여 흥미와 이해를 돕는다.

음악 이론

학습과

신체활동

 리듬, 음정, 박자, 셈여림,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즈, 독보, 음악

의 형식 등을 달크로즈와 오르프 교수법을 바탕으로 한 신체 

활동과 다양한 그룹 활동으로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한다. 

음악 감상

 학습하는 곡목에 관련 있는 음악을 선정하여 이해를 돕고 그

림을 그리거나 신체 움직임과 함께 음악을 다양한 음악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무

리

 끝인사

부모 교육

 <작은 별 변주곡>의 리듬을 이용한 노래를 하며 수업 시간에 배운 

변주곡의 리듬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바른 자세로 인사하도록 한다.

부모님께 스즈키 철학, 부모님의 역할, 행사 안내 등을 하여 부모님

이 아이들의 피아노 교육에 적극 동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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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1. 소리 탐구

2. 피아노 탐구

3.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의 리듬 익히기

수업 목표

1. 주변의 소리(동물)를 생각하고 소리 내어 보면서 소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한다.

2. 피아노의 구조를 살펴보고 바르게 앉는 자세, 손가락 번호를 익히도  

    록 한다.

3.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의 리듬(자동차가 빵빵)을 익힌다.

준비 자료
스즈키 CD I, 동물 사진, 도화지, 색 연필, 숫자 스티커

순서 학습 활동 교수방법  소견

도입
인사

1. 교사와 부모님께 ‘잘 부탁 합니다’ 인사로 시작  

 한다.

2. 우리 피아노 그룹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을 무

릎과 손뼉 치기를 하며 부른다.

-스즈키 피아노 그룹 

수업은 교사, 부모님

과 서로에게 ‘잘 부탁

합니다.’ 하고 인사하

며 시작한다.

2. 제 1차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프로그램 내용과 적용

1) 제 1차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프로그램 내용

제 1차로 16회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다음〔표46〕은 16회의 프로

그램 가운데 제 1회 그룹 프로그램을 예시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적용

하고 수정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만 4∼6세의 2∼8명의 소규모 그룹을 위한 것으로 50분간의 수업내용이

다.

〔표47〕제 1차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프로그램 101)

101) 1차 완성한 16회의 프로그램은 수정되어 완정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 중복됨으로 1회

만 예시하였고 적용하여 완성된 것은 본문 p. 128∼196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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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나비  나비  나비 피아노

         ♫♩  * *     ♫  ♫   * *

         선생님 짝 짝  세정이도 짝 짝

         ♫♩  *  *    ♫♩  *  *

         은호도 짝 짝 세희도 짝 짝 

        ♩♩ ♩♩     ♩♩  ♫♩

        나비  나비   나비  피아노   

           

-그룹 이름과 친구들

의 이름을 불러가며 

♩를 리듬치기하는 동

작을 하면서 고정박과 

리듬감을 익힐 수 있

도록 한다.

본활동 이론 

1. 소리 탐구

  주변소리 가운데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  

 고 소리를 흉내 내기 쉬운 동물소리를 찾아보고  

 소리 내어 본다.

(동물 : 돼지, 오리, 사자, 호랑이, 병아리, 

고양이등...)

♩♩♩♩    ♩♩♩♩

 (돼 지 돼 지   꿀 꿀 돼 지)

 (오 리 오 리   꽥 꽥 오 리)

2. 피아노 탐구

  피아노의 구조를 살펴본다.(피아노의 흰건반,   

 검은 건반, 뚜껑, 보면 대, 피아노의 현, 해머 등)

 - 피아노를 살펴보고 무엇을 보았는지 이야기   

 한다. (학생들이 이야기 하지 못한 것은 교사   

가 설명해 준다.)

 - 피아노의 연주 시 바른 자세로 앉도록 한다.   

 (학생을 피아노 의자에 앉게 하고 피아노와의 알  

 맞은 거리, 손과 팔의 위치를 가르쳐 준다. 발판  

 을 사용하여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의자의  

 높이도 방석 등 을 사용하여 조정하여 준다.)

 - 각 각 학생들을 피아노에 앉게 하여 잘 된 점  

 과 잘 못된 점을 이야기 하고 바르게 앉도록 한  

 다.

- 피아노의 2개의 검은 건반을 찾아 주먹손으로  

 피아노의 맨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오른쪽   

 부분 제일 높은 곳 까지 찾아 연주한다.

-주변의 소리에 관심

을 갖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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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의 3개의 검은 건반을 찾아 주먹손으로  

 피아노의 맨 위에서 맨 아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면서 연주한다.

(모든 음역을 경험하도록 의자에 앉지 않고 걸어  

 올라가면서 연주하는 것도 좋다.)

3. 손가락 번호 익히기

- 손가락에 숫자 스티커 1, 2, 3, 4, 5를 붙여    

   주어 번호를 익힌다.

- 도화지에 손가락을 대고 그린 후 손가락 번호  

   를 써넣는다.

- 손가락에 과자(반지)를 끼워주고 부르는 손가    

  락 번호의 과자(반지)를 빼면서 익힌다.

  

4.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의 리듬(자동차  

   가 빵빵)을 여러 가지 신체 동작을 하며 익힌  

   다. 

    발목을 두드리며: 자동차가 빵빵

    무릎을 두드리며: 자동차가 빵빵

    엉덩이를 두드리며: 자동차가 빵빵

    배를 두드리며: 자동차가 빵빵

    가슴을 두드리며: 자동차가 빵빵

    어깨를 두드리며: 자동차가 빵빵

    머리를 두드리며: 자동차가 빵빵

5. 편안한 자세로 <작은 별>노래를 감상하고 노   

  래를 따라 부른다.

         

- 손가락 번호는 잘 

알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하며 익

히도록 한다.

- 소리가 올라가고 내

려가는 것을 신체동작

을 함께 하면서 알 수 

있도록 한다.

    

마무리

교사와 부모님께 ‘감사 합니다’ 인사로 끝을 맺   

는다.

부모님께 스즈키 교수법의 특징과 부모의 역할을

소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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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학습 주제 교사의 소견

1

1. 소리 탐구 I

2. 피아노 탐구 

3.<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A' 리듬 

1. 리듬에 맞추어 친구 이름을 불러 보며 고정박과 리듬감  

  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2.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 소리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주변의 소리를 찾아보도록 하였다.  

  동물 소리를 찾아 자유롭게 소리 내어 보고 고정박에 맞  

  추어서 소리 내어 보기도 하였다.

3. 피아노를 피아노의 구조와 피아노에서 소리 나는 원리  

   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4. 손가락 번호 익히기를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익히도록 하  

   였다. 손가락 번호 익히기 활동은 자주 반복하여서 익  

   히도록 해야 하겠다.

5.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리듬을 교사를 따라 여  

   러 가지 방법으로 따라하고 신체를 짚어 가며 노래하였  

   다. ‘자동차가 빵빵’이라는 말 리듬을 사용하여 처음 시  

2) 제 1차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프로그램 적용

제 1차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프로그램으로 제 1집단은 본 연구자가

2008년 8월 18일에서 12월 18일까지 만4세 1명, 만5세 1명, 만6세 1명의

수서지역의 학생 집을 방문하여 개인레슨 이후에 그룹레슨을 하는 방법으

로 16회 수업을 하였다.

제 2집단은 문래동의 맨하탄 음악원의 3년 경력되는 스즈키 피아노 교

사가 본 논문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그 교사의 수업 스타일에 맞게 적용

하였다. 2008년 10월 1일에서 2009년 1월 28일까지 만5세 5명과 만6세 2

명에게 16회 수업을 하였다. 제 1집단과 제 2집단의 그룹레슨 지도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48〕제 1차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프로그램 적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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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하는 아이들도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었다.

6. ‘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며 자유롭게 눕거나 편안한   

   자세로 <작은 별>노래를 감상하였는데 여유 있고 편안  

   한 시간을 아주 좋아하였다.

2

1. 소리 탐구 II

2.<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B' 리듬 

3. 높은 소리, 

   낮은 소리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를 셋이 같이 연주하였다.   

  혼자 할 때보다 집중하고 긴장하면서 연주하였다. 처음에는  

  각자 본인의 연주에만 신경을 썼는데 점차로 친구의 소리를  

  듣고 맞추도록 노력하여 연주하려고 하였다.

2. 손뼉치기, 발 구르기, 무릎치기 등 우리 신체에서 낼 수     

  있는 소리를 찾아보고 ‘자동차가 빵빵’이라는 말 리듬을 붙여  

  리듬을 익혔다. 소리를 탐구하여 보고 <작은 별 변주곡>의 '  

  변주곡 A'리듬을 반복하면서 일방적으로 교사를 따라하는   

  수업이 아닌 생각하고 만들어 보는 수업을 유도하였다. 

3.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B' 리듬을 ‘엄마∼야’ 말리  

듬으로 신체동작과 함께 익히도록 하였다.

4.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찾아보고 피아노에서 높은 소

리와 낮은 소리를 찾아 주먹이나 테니스공으로 연주하도

록 하였다. 목소리로 교사를 따라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를 내보도록 하였는데 직접 목소리로 소리를 내보는 것

이 소리의 높낮이를 이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3

1.<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A'리듬 , 

 '변주곡 B'리듬

2.♩와 익히기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리듬과 '변주곡 B'리듬을  

   비교하며 반복하여 연습하도록 하였다.

2. ♩와 를 리듬치기 하고 과자로 음표를 만들어서 음   

 표와 친근감을 갖도록 하였다.

  ♩와 를 음표를 보고 익히기 이전에 곡을 들으며 ♩   

  와로 리듬치기나 리듬 따라 걷기 등  다양한 방법으   

 로 몸에 익힌 후에 음표 익히기를 하는 것이 더욱 좋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4

1.<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C'리듬, 

 '변주곡 D'리듬

2. 4분음표와 

  2분음표로 걷기

3. <꼬마 벌>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 리듬과 '변주곡 D' 리듬  

  을 익히도록 하였다. ‘변주곡 D’의 4분음표와 2분음표   

  의 길이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음악을 들으며 4분음  

  표로 걷기와 2분음표로 걷기를 하였다. 장소가 좁아서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아쉬웠다. 

2. <꼬마 벌>을 노래하였는데 모르는 곡이라서 자주 불러  

  익숙해지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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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꼬마 벌>

   <뻐꾸기>

2. :점 2분음표

3. 스타카토

1. 익숙한 노래를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이 쉬우므로 먼저  

 노래를 충분히 익히도록 공굴리기, 공 전달하기, 리듬치  

 기 등 여러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노래와 공굴리기, 공  

 전달하기 등을 같이하기 이전에 공 굴리는 방법과 공 전  

 달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양한 동작보다는 같은 동작을 느린 박과 빠른 박으로 반  

 복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

2. <뻐꾸기>노래를 부르며 교사를 따라서 큰 동작을 하며  

  점 2분음표를 느끼도록 하였는데 아이들은 동작을 따라  

  할 뿐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 반복하여 자주 하  

  면 의미를 알게 될 것 같았다.

3. 스타카토를 떨어지는 빗방울과 발꿈치를 들고 짧게 걸  

  어 보는 것으로 알도록 하였는데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  

  면 산만해 지기 쉬운데 준비하는 사이에 산만해 지지 않  

  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겠다.

6

1. <뻐꾸기>

   <나비야>

2. 프레이즈

3. 3/4박자, 

   2/2박자 

1. <나비야>를 부르며 훨훨 나는 동작을 하도록 하였다.   

  가사에 맞추어 동작을 하면서 프레이즈를 느껴 보도록   

  하였다.

2. <뻐꾸기>를 노래하며 3/4박자를 느껴 보도록 하였고   

  다시 <나비야(Lightly Low)>를 부르며 노를 젓는 동작   

  을 하며 3/4박자와 2/2박자의 차이점을 느껴 보도록 하  

  였다. 교사를 따라서 동작은 재미있게 하지만 박의 차이  

  점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았고 노래를 익히는 것에 만족  

  해야 했다.

7 스타카토와 레가토

1.  스타카토의 개념을 확실히 익힌 다음에 레가토와 비교  

  하도록 하였으나, 이 수업을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  

  곡D’를 배우는 날 ‘변주곡 A, B, C’와 비교하여 가르치  

  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았다. 

2.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중 ‘캥거루’는 스타카토와 레가토  

  의 느낌을 이해하고 상상하여 표현하는데 적합한 곡으로  

  아이들은 곡을 들으며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림으로 표  

  현 하며 즐거워하였다. 다음 그룹레슨에는 어떤 재미있  

  는 활동을 하게 될지 궁금해 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그룹레슨은 무엇보다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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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작은 별 파티’

2. 오선: 줄음, 칸음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 B, C, D’를 오른손과   

  왼손을 각각 연주하는 ‘작은 별 파티’를 하여 연주를     

 축하해 주고 연주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는 기회를    

 마련한다. 

2. 독보를 시작하기 전에 오선 매트에서 게임을 하며 오   

  선의 줄음과 칸 음을 익히도록 하였다. 오선을 가르치기  

  전에 한 줄에서 줄음과 칸 음을 익히고 나서 오선을 가  

  르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9

1.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

2. A B A 형식

1.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는 아이들이 잘 모르는 노래이  

  므로 노래를 익히는데 주력하였고, A B A형식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춤을 만들어 보았다. 형식을 이해하기 보  

  다는 춤추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처음 접하  

  게 되는 노래와 개념은 반복 학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10

1. <런던 다리>

 <메리의 어린양>

2. 으뜸음과 딸림음

1. <런던 다리>와 <메리의 어린양>과 같이 잘 아는 노래  

  에 붓점 리듬을 강조하여 익히도록 하였다.

2. 조성감을 가르쳐 주기 위해 으뜸음과 딸림음을 귀로 듣  

  고 구별할 수 있을 때 까지 반복하여 수업하였는데 수   

  업이 지금 단계의 어린이에게는 어려웠던 것 같았다.

11

1. <주먹 쥐고 

    손뼉 치고>

2. 차례가기, 

  건너뛰기, 반복음

1.<주먹 쥐고 손뼉 치고>노래를 가사와 함께 배우도록 하  

  였다.

2. 멜로디 연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차례가기를 발 건반  

 에서 직접 걸으면서 느껴 보도록 하였는데 피아노 건반에  

 서 손가락으로 하는 것 보다 걷기라는 큰 움직임으로 하  

 였을 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았다. 건너뛰기와 반복음   

 도 차례가기와 같이하였다. 

12

1. <달빛에>

2. 프레이즈

3. A A B A

4. f (큰소리)

   p (작은 소리)

1. <달빛에>의 노래를 교사가 프레이즈로 나누어서 노래   

  해 주는 것을 따라 하는 과정에서 프레이즈를 더욱 확실  

  하게 느끼도록 하였다. 

2. 악보에는 셈여림이 표시 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프레이  

  즈는 크고 작은 것을 다르게 하도록 하여 연주에서 셈여  

  림에 대해서도 생각하며 연주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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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리듬카드로

리듬 익히기

 1. 이미 배운 리듬을 중심으로 교사를 따라 리듬치기를   

  하고, 리듬카드를 보면서 리듬치기를 해보아 정확한     

  리듬을 익히도록 하였다. 배운 곡에 나오는 리듬을 듣고  

  곡목을 맞추는 것을 통해 아이들이 집중하여 듣고 생각  

  하도록 하였다.

14
1. <그 옛날에>

2. 리듬게임

 1. <그 옛날에>에는 두 개의 8분음표가 나온다. 4분 음   

  표 카드와 2개의 8분음표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마음   

  대로 4개의 카드를 집어 늘어놓고 리듬을 치는 연습을   

  하였는데 이러한 리듬카드놀이는 여러 방법과 난이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리듬 공부에 적합하고 생각되  

  지만 첫 수업이라 조금 어려워하였다.

15 리듬 빙고게임

 1. 앞에서 배운 리듬을 종합하여 연습 할 수 있는 방법   

  으로 ‘리듬 빙고게임’이 좋다고 생각한다. ‘빙고게임’을   

  할 때 어린이들이 잘 집중하여 들으려 하기 때문이다.

16 멜로디 파티

 1. 멜로디를 <꼬마 벌>에서 <그 옛날에>까지 연주 할    

  수 있게 되면 ‘멜로디 파티’를 하게 되는데 셋이서 하는  

  그룹레슨이라 조금 준비가 덜 된 아이가 있어 그 아이   

  가 본인만 늦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 염려 되었다. 그래  

  서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의 장점을 크게 칭찬하여 주어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려 했다. 

 2. ‘멜로디 파티’를 위해 연주할 때 잘 하고 싶어 하는    

  하는 생각이 연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불어 넣어주게 된  

  다. 곡을 모두 외워서 연주하였다는 긍정적인 자신      

  감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123 -

주

차
곡명 학습 주제 학습 내용

1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A’

1.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A’리듬 

    ( )

2. 손가락 번호

3. C장조 음계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리듬을  

  말리듬과 신체 활동을 하며 익힌다.

2. 손가락 번호를 익힌다.

3. C장조 음계를 노래와 신체 활동으로   

  익힌다.

4. <작은 별> 노래를 듣고 배운다.

2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B’

1.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B’리듬 

     ( )  

2. 소리 탐구

3. 높은 소리, 낮은 소리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B’리듬을  

   말리듬과 신체활동을 하며 익힌다. 

2.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찾아본다.

3.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주변에서, 피  

  아노에서 찾아 소리 낸다.

4.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B’리듬을  

  피아노의 다양한 영역에서 연주한다.

3. 수정된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프로그램 구성

수정된 스즈키 그룹레슨 피아노 프로그램에서는 제 1차 작성된 프로그램

에 복습과 연주 부분을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즈

키 피아노 교본은 아이들이 친숙한 노래 위주로 음정이나, 음표의 길이, 리

듬, 박자 등이 소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음악 이론을 배우는 부분의 순서

는 음악적 개념을 도입하고 익히는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알

프레드 피아노 교본》,《피아노 어드벤쳐》교본을 참고로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표49〕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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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C’

1.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C’리듬

    ( )

2. 올라가는 소리, 

   내려가는 소리

3. 스타카토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리듬을  

  말리듬과 신체 활동을 하며 익힌다.

2. 올라가는 소리와 내려가는 소리를 이  

  해하고 몸으로 표현한다. 

3. 스타카토를 신체 동작으로 표현한다.

4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D’

1.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D’리듬 

  (♩♩♩♩/♩♩)

2. 4분음표와 2분음표 

3. 반복음, 5도 음정

4. 스타카토와 레가토

 

1. <작은 별>을 듣고 노래한다. 몸으로   

  동작을 표현하면서 곡의 구성을 이해   

  한다.

2. 4분음표와 2분음표를 이해하고 

  <작은 별>의 노래에 맞추어 4분음표와  

  2분음표를 표현한다.

3. 반복음과 5도 음정을 발 건반에서 움  

  직이며 이해하고 피아노에서 연주한    

  다. 

4. 스타카토와 레가토의 개념을 이해하고  

  신체의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5. 스타카토와 레가토를 음악을 들으며

  그림으로 표현한다.

5 <꼬마 벌>

1. <꼬마 벌>

2. f 와 p

  (큰소리, 작은 소리)

1. <꼬마 벌>을 계이름으로 노래 부르고  

  가사를 만들어 노래한다.

2. 큰소리와 작은 소리의 개념을 다양한  

   신체동작과 게임으로 익힌다.    

6 <뻐꾸기>

1. <뻐꾸기>

2. 3/4박자

3. 점 2분음표

4. 프레이즈

1. <뻐꾸기> CD를 듣고 동작을 하며 3/4  

  박자를 몸으로 체험한다.

2. <뻐꾸기> 노래를 들으며 를 큰 동작  

  으로 표현한다.   

3. <뻐꾸기> 노래 가사를 부르며 프레이  

  즈를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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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비야>

1. <나비야>

2. 차례가기(2도)

   건너뛰기(3도)

1. <나비야>를 계이름과 가사로 부른다.

2. 차례가기(2도), 건너뛰기(3도)를 발 건  

  반에서 경험하고 피아노에서 연주한다.

3. ♩♩/♩♩♩♩리듬을 리듬악기로 연  

  주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리듬을 표  

  현한다.

 

8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

1. ‘<작은 별 변주곡>   

   파티’

2.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

3. 음악의 형식

   (A B A)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변주  

  곡 D'까지 연주한다.     

2.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를 계이름으로  

  부른다.

3. ♩♩/♩/♩♩♩♩/의 리듬을   

  다양한 활동으로 익힌다.

4. A B A 형식을 신체동작으로 익히고   

  표현한다.

9
<런던 

다리>

1. <런던 다리>

2. 템포

3. 리듬: ♪♩♩

1. <런던 다리>를 계이름과 가사로 부른  

   다.

2. <런던 다리>를 아주 느리게, 빠르게   

  노래하고 움직이면서 느린 템포와 빠른  

  템포를 경험하고 익힌다.

3. ♪♩♩/♩♩//의 리듬을

  다양한 활동으로 익힌다.

 

10
<메리의 

어린양>

1. <메리의 어린양>

2. 리듬; ♪♩♩/♩♩
3. Pre-staff

1. <메리의 어린양>을 계이름과 가사로   

  부른다.

2. ♪♩♩/♩♩/♩♫♩♩/의 리듬을  

  다양한 활동으로 익힌다. 

3. 줄 위의 음, 줄에 걸린 음, 줄 아래 음  

  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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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먹 쥐고 

손뼉 치고>

1. <주먹 쥐고 

   손뼉 치고>

2. 리듬:♩♫♩♩/♩♩♫♩

3. 오선

   오선의 줄음과 칸음

1. <주먹 쥐고 손뼉 치고>를 가사에 맞   

  추어 신체 동작을 하며 노래 부른다.

2. ♩♫♩♩/♩♩♫♩리듬을 다양한 활동  

  으로 익히고 표현한다. 

3. 오선에 대해 학습하고 오선의 줄음과 

   칸음을 익힌다.

12 <달빛에>

1. <달빛에>

2. 4도 음정

3. A A B A 형식

4. 오선의 

  도(c¹)와 솔(g¹)

1. <달빛에>를 계이름으로 부른다.

2. 로 움직이며 느린 노래를 몸으로  

   익힌다.

3. 4도 음정을 발 건반에서 경험하고 피  

   아노에서 연주한다.

4. A A B A 형식을 춤의 움직임으로 표  

   현하며 이해한다.

5. 오선에 다음 리듬으로 도(c¹)와 솔(g¹)  

   을 그리고 연주할 수 있다.

13
<그 

옛날에>

1. <그 옛날에>

2. 4분쉼표, 2분쉼표

3. 오선 익히기 

‘도(c¹)레(d¹)미(e¹)파(f¹)  

 솔(g¹)’

1. <그 옛날에>를 계이름과 노랫말로 부  

   르고 연주한다. 쉼표가 나오는 부분에  

   서는 손목을 들고 멈추는 것으로 쉼표  

   를 표현하면서 노래한다.

2. 4분쉼표와 2분쉼표를 익히고 표현한   

  다.

3. ♩♫♩♫/♩♫♩ 의 리듬을 다양한 방  

   법으로 익히고 표현한다.

4. 오선에‘도(c¹)레(d¹)미(e¹)파(f¹)솔(g¹)’

   을 그리고 연주한다.

14

리듬 

합주

1. 리듬(시계 소리)
1. 시계소리를 상상하며 다양한 리듬을   

  경험한다. 시계소리를 리듬으로 만들    

  어 <우리가족 시계>를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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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듬 빙고 게임

3. <작은 별 변주곡> 

4가지 변주 리듬 합주(I)

2. 빙고 게임을 통해 No. 2에서 No. 10  

  의 곡에서 나오는 리듬을 명확하게 이  

  해하고 리듬치기를 한다.

3. <작은 별 변주곡>의 4가지 리듬으로

  리듬 합주를 한다.

15 총 복습

1. 멜로디 총 복습

(이야기와 함께하는 연주)

2. <작은 별 변주곡> 

4가지 변주 리듬 합주 (II)  

3. <피자 만들어요>연주

      

1. No. 1에서 No. 10의 곡을 ‘작은 별 이  

  야기’의 제목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야기에 맞는 멜로디를 연주한다. 

2. <작은 별 변주곡>의 4가지 리듬에 말  

  리듬을 붙여 리듬을 표현해 보고 리    

  듬 합주로 연주한다. 

3. 학생들은 4가지 리듬을 이용한 <피자  

  만들어요>를 연주한다.

16
멜로디 

파티

No. 1에서 No. 10의 곡

까지 멜로디를 모두 연

주하기

No. 1에서 No. 10의 곡까지 멜로디를 교

사의 반주에 맞추어 모두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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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1. No.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리듬 (  ) 

2. C장조 음계 

수업 목표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리듬으로 C장조 음계를 노래하고 리듬 

 치기를  할 수 있다.

준비 자료
피아노, 핸드 드럼, 터치벨

CD: 스즈키 피아노 1권, <작은 별> 노래 CD

순서 학습 활동 교수법적 소견

도입

인

사

1.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서로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한다.

2. 교사가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의 <안녕>  

  노래를 부른다. ‘안녕’부분에서 학생과 악수 하  

  면서 반갑게 인사한다.

                <안녕>

 

         

-교사, 동행한 부모님

과 친구들에게 “잘 부

탁합니다.” 라고 공손

한 자세로 인사를 하

는 것으로 시작도록 

하는데 이것은 음악교

육 뿐 아니라 올바른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예절 교육도 함께 하

기 위함이다.

-시작하는 노래 <안

녕>은 <작은 별 변주

곡>의 '변주곡 A'리듬

에  친숙하기 위한 곡

으로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 주면 인사하기 

위한 곡이다. 첫 시간

에는 교사가 노래를 

불러주며 인사하고 점

차 수업이 진행 되며 

학생들과 같이 부른다.

4. 수정된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프로그램 확정 내용

1) 제 1주차 그룹레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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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활동 이론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리듬 익히기

➀‘ ’ 리듬에 ‘자동차가 빵빵’이라는 말 리  

  듬을 붙여 교사를 따라 반복하며 리듬을 익히   

  도록한다. ‘자동차가 빵빵’을 반복할 때 수업하  

  는 학생들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도록 하여 친밀  

  감을 갖게 한다. 

               <자동차가 빵빵> 

     

➁ 손가락번호를 가르쳐 준 다음에 두 손을 마주  

  잡고 손을 동그랗게 새장 모양을 만든다. “자동  

  차가 빵빵” 리듬으로 양손 1번 손가락을 “1111  

  11”, 양손 2번 손가락으로 “2222 22”...양손 5  

  번 손가락으로“5555 55”하면서 ‘자동차가 빵빵’  

  리듬과 함께 손가락 번호를 익힌다.

③ 교사가  “자동차가”하면 학생들은 모두 같이   

 “빵빵”한다. 또 교사가 “은영이도”하고 드럼을   

 치면서 은영이에게 주면 은영이가 “빵빵”하고    

 교사의 핸드 드럼을 치면서 리듬을 익힌다.

  

-‘ ’의 어려운 

리듬을 ‘자동차가 빵

빵’이라는 아이들이 좋

아하고 알기 쉬운 낱

말을 붙여 노래하도록 

하여서 리듬의 이해가 

쉽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가 빵빵>을 

학생이 교사를 따라  

노래를 부르는 가운

데 자연스럽게 리듬

과 음정이 개발된다.

-피아노를 치기 전에 

오른손과 왼손의 손가

락번호를 알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손가락

에 숫자 스티커를 붙

여 주고 부르는 손가

락으로 인사하기, 손가

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번호를 부르는 손가락

의 반지를 빼는 동작 

등 다양한 활동으로 

매 시간 반복하여 손

가락번호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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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사가 ‘ ’에 다른 말리듬을 붙이면 학생들  

    은 ‘빵빵’( )으로 응답한다. 

   교사: 허클베리  학생: 빵빵  교사: 미시시피  학생: 빵빵

   교사: 페페로니  학생: 빵빵  교사: 파인애플  학생: 빵빵 

  역할을 바꾸어 학생들이 ‘ ’리듬에 한 사람씩  

 돌아가며 말리듬을 만들어 말하면 나머지 사람은  

 ‘빵빵’으로 응답한다.

     학생 1: 티티카카  학생들: 빵빵 

     학생 2: 치카치카  학생들: 빵빵

     학생 3: 삐뽀삐뽀  학생들: 빵빵

⑤ 피아노에 앉아 테니스공을 잡고 피아노 건반에  

  서 자유롭게 ‘자동차가 빵빵’ 리듬을 연주한다.  

  

2. C장조 음계 익히기

➀ 신체 동작을 하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배운다. 

-'  '리듬을 처

음에는 조금 느린 박

으로 연습하여 학생들

이 따라 하기 쉽게 하

도록 한다.

-이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말을 

붙여 말 리듬을  만들

어 보고 게임을 한다.

-테니스 공을 잡고 건

반에서 자유롭게 리듬

을 연주하게 하면 아

직 손가락으로 연주하

는 것이 익숙하지 않

은 학생들도 쉽게 피

아노 건반의 여러 곳

에서 연주 할 수 있다. 

또한 둥근 손 모양으

로 연주하는 것도 배

울 수 있고 즉흥곡을 

연주하는 경험도 된다.

-계이름을 신체 동작

과 같이하여 음이 올

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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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레’            ‘미’           ‘파’ 

  
  도: 발가락  레: 무릎   미: 엉덩이 파: 허리

  

      ‘솔’         ‘라’         ‘시’           높은‘도’

 
  솔: 가슴    라: 어깨   시: 머리   도: 만세 

        

➁ 그림을 보고 소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생각하며 계이름을 익힌다.      

                 

                   

 ↑ 도 ↓

 ↑ 시 ↓

 ↑ 라 ↓

 ↑ 솔 ↓

 ↑ 파 ↓

 ↑ 미 ↓

 ↑ 레 ↓

 ↑ 도 ↓

   

          

➂ 계이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을 붙여 음계를  

   익힌다.

   ‘도’는 도시락의 도       ‘레’는 새콤한 레몬

   ‘미’는 쫄깃쫄깃 인절미   ‘파’는 파인애플 파

   ‘솔’은 솔방울의 솔       ‘라’라 즐거운 소풍

   ‘시’는 시원한 바람       그다음은 다시 ‘도’

➃ 교사를 따라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  

  리듬으로 C장조의 음계를 익힌다. 교사를 따라  

  신체동작과 함께 계이름으로 노래 부른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풍을 생각하며 말을 

붙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음계 용어에 친

밀감을 느끼게 하도록 

한다.

-C장조 음계와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리듬을 동시에 익힐 

수 있다.



- 132 -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계속~

  
   

➄ 터치벨을 한학생에게 두음이나 세음을 나누어  

 주어 C장조 음계의 순서로 ‘자동차가 빵빵’ 리   

 듬으로 연주한다.

-터치벨은 그룹레슨에

서 여럿이 음을 나누

어 연주하기에 좋다.   

 손목에 힘을 빼고 가

볍게 터치하는 연주하

는 방법을 가르친 후 

연주하도록 한다.

연

주

102)

1. 피아노에서 바르게 앉아 1에서 3까지 숫자를  

  세어서 연주를 시작하기 이전에 집중하도록 한  

  다. 

2. ‘자동차가 빵빵’ 리듬을 테니스공을 쥐고 피아  

   노의 어느 건반에서든지 오른손으로 한번, 왼  

   손으로 한번, 양손으로 한번씩  연주한다.

-피아노에 한사람씩 

바른 자세로 앉아 올

바른 자세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의자 

높이, 발판의 높이, 피

아노와 의자의 거리를 

맞추는 것을 부모나 

교사가 도와준다.)

음악 

감상

 1.  ‘밤하늘, 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2. 밤하늘의 별을 상상하며 눕거나 앉는 등 편안  

   한 자세로 <작은 별> 노래 CD를 듣는다. 

 

-이야기를 듣고, 상상

하고, 자기생각을 말 

하면서 언어능력과 상

상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편안한 자세로 부드

러운 음악을 들으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마무리

1. 교사가 학생을 한 사람씩 안아주며 시작 할 때  

   부른 <안녕>노래를 부른다.

2. 노래를 부른 후 바른 자세로 ‘감사 합니다’하고  

   인사를 한다.

3. 수업에 참석한 부모님께 스즈키 교수법의 듣기  

   의 중요성과 CD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집에서 스즈키 CD의 <작은 별 변주  

   곡>을 듣도록 한다.

102) 그룹레슨은 도입-복습-연주-이론 활동-음악 감상-마무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첫 수업

에서는 복습 할 내용이 없어서 복습시간이 없고 연주도 수업 진행상 뒷부분에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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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1. No.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B’리듬 ( ) 

 2. 소리 탐구

 3.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수업 목표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B’리듬을 말리듬과 신체활동으로 표현  

    할 수 있다.

 2. 피아노의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에서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B’리듬을 연주할 수 있다.

준비 자료

   
 피아노, 핸드 드럼, 리듬 막대, 터치벨, 스카프, 뿅망치

 CD: 스즈키 피아노 1권, <작은 별>노래 

 베르디(Verdi)의 오페라<일트로바토레(IlTrovatore)>중 <대장간의 합창>
 

 순서 학습 활동 교수법적 소견

도

입
인사

1.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서로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한다.

2. 교사가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며 시작하는 

<안녕> 노래를 부른다.

  교사가 핸드 드럼을 치며 “세정이도” 하   

 고 세정이에게 핸드드럼을 치도록 하면 세  

 정이가 “안녕”하면서 핸드 드럼을 치는 방  

 법으로 학생들 한명 한명과 인사한다.

                <안녕>

-이름을 불러주며 리듬에 

맞춰 핸드 드럼을 주고 

받는 동작으로 치는 동안 

소속감과 리듬감이 발달

하게 된다.

2) 제 2주차 그룹레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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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활

동

복습

103)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리듬을 피아노  

 한대에 둘이나 셋이 앉아서 교사의 반주 리  

 듬에 맞추어 오른손으로 연주한다.(C장조의  

 다섯 음 도-레-미-파-솔-파-미-레-도)

    

  
                                                    ~

-처음에는 엄지손가락을 3

번 손가락 끝의 뒤쪽을 받

친 손 모양으로 연주하도록 

하여 손모양도 바르게 하고 

손끝의 힘도 기르도록 한

다. 

 그런 후에 1-2-3-4-5번

의 손가락 번호로 연주하도

록 한다.

 -<작은 별 변주곡>의 ‘변

주곡 D’를 배운 이후에 

<작은 별>의 멜로디로 연

주한다.

연주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를 한사람  

  씩 피아노에 앉아 오른손으로 연주한다. 

  (C장조의 도-레-미-파-솔-파-미-레-도)

-그룹레슨에서 복습 부분

은 <작은 별 변주곡>을 다

양한 방법으로 연주하여 복

습하도록 하고 연주 부분에

서는 No. 2 <꼬마 벌>부터 

교본의 곡을 레퍼토리를 더

해가면서 연주하는 것이나 

<꼬마 벌>을 배우기 이전

단계에서 연주시간에 <작

은 별 변주곡>을 혼자서 

연주하도록 하고 있다.

-연주할 때에는 공손히 인

사하고 바른 자세로 피아노

에 앉아 연주하도록 하며 

연주 후에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도록 하여 무대의 예

절을 익히도록 한다.

이론 

1.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B’ 리듬 ( )

 ➀ 리듬  을 ‘엄마-야’라는 말리듬을 넣  

  어 익힌다. 다음 그림과 같이 ‘엄(♪)’에     

  서는 손뼉 치기, ‘마-( )’의 긴음은 오른손  

  으로 왼손의 손끝부터 어깨를 향해 길게 터  

  치하기, ‘야(♪)’는 손뼉 치기를 하면서 익힌  

  다.

-‘변주곡 B’리듬을 우리나

라에서는 ‘엄마-야’라는 말

리듬으로 영어권 나라에서

는 ‘Short Lo~ng Short',

‘Bounce-Roll-Bounce’등 

여러 가지 말 리듬으로 익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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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마~)       (야)       

 ➁ 둘이 마주서서 ‘엄’에서는 각자 손뼉 치   

  기, ‘마-’에서는 손 마주치기, ‘야’에서는 각  

  자 손뼉 치기로 리듬을 익힌다.

 ➂ ‘엄’에서는 탬버린을 치고, ‘마-’에서는 탬  

  버린을 흔들고, 다시‘야’에서는 탬버린을    

  치며 변주곡 B리듬을 익힌다.

 ➃ 터치벨에서 ‘변주곡 B’리듬으로 연주한다.

  (C장조의 도-레-미-파-솔-파-미-레-도)

 

2. 소리 탐험

➀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동물 소리,   

  우리 신체에서 낼 수 있는 소리를 찾는다.

  a.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시계소리,  

     자동차 소리, 전화벨 소리, 초인종 소    

     리...

  b. 동물 소리: 병아리, 수탉, 참새, 까치, 비  

     둘기, 뻐꾸기, 개, 고양이, 호랑이, 사자..

  c. 우리 신체로 낼 수 있는 소리: 손뼉치기,  

     무릎치기, 발구르기, 혀차기, 휘파람소   

     리, 손가락 튕기기...

➁ 우리 신체로 낼 수 있는 소리를 내본다.

-터치벨을 두 세음씩 나누

어 연주하면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소리를 집중

해서 듣게 되고 순발력도 

키울 수 있다.

-피아노를 듣고 연주하는 

일은 소리에 관계 된 것이

므로 주위의 모든 소리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소리

를 집중해서 잘 듣고, 무슨 

소리가 나는지 상상해 보면

서 소리에 대한 예민한 감

각을 키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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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은 소리, 낮은 소리

➀ 높은 소리를 내는 동물과 낮은 소리를 내  

   는 동물을 찾는다.

   a. 높은 소리: 나무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b. 낮은 소리: 사자 소리 등  

            

➁ 교사를 따라 높은 소리(머리 위에서 리듬  

   치기)와 낮은 소리(발목에서 리듬치기)를   

   내며 리듬을 친다.

            <높은 소리, 낮은 소리>104)

      

➂ 교사 연주 소리를 듣고 높은 소리가 들리  

   면 하늘 높이 떠 있는 작은 별을 따는 동  

   작을 한다.105)

      

➃ 교사 연주를 듣고 낮은 소리가 들리       

   면 땅에 떨어진 별똥별을 줍는 동작을 한  

   다.

-신체동작, 게임을 할 때에

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는 교사가 먼저 시범 동작

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

고 낮은음을 들으며 음에 

대한 신체표현을 하면서 신

체 표현력과 상상력을 갖게 

한다.



- 137 -

   

➄ 교사 연주 소리를 듣고 높은 소리가 들리  

   면 새가 되어 날아다니기, 낮은 소리가 들  

   리면 엎드려 기는 동작을 한다.

  (교사는 <작은 별>을 높은 영역과  낮은 영  

   역에서 연주한다.) 

➅ 학생들이 피아노에서 높은 소리가 나      

  는 곳과 낮은 소리가 나는 곳에서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B’리듬을 연주한다. 

       

4. <작은 별> 노래 부르기

➀ 교사를 따라 <작은 별>을 두 마디 씩 가  

 사로 노래를 부른다.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서쪽하늘에서도  동쪽하늘에서도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➁ 교사를 따라 <작은 별>을 한 프레이즈 씩  

 계이름으로 노래 부른다. 이때 계이름을 따   

 라 손으로 높고 낮은 음높이를 동작하며 노  

 래하고, 스카프를 펼쳐들고 높낮이를 표현하  

 며 노래한다.

               라라

       솔솔        솔-

                          파파

                                미미

                                      레레

도도                                       도-

-가사로 노래하는 것은 상

상력을 개발시켜주고 프레

이징을 이해하는데 효과적

이다.

-스카프를 펴서 들고 높낮

이를 표현하면 높고 낮은 

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소리의 높고 낮은 음

을 이해 할 때 도움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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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감상

 

베르디(Verdi)의 오페라 <일트로바토레(Il 

Trovatore)>중 ‘대장간의 합창’

 '대장간의 합창'을 들으며 음악에서 대장장이

가 망치를 두드리는 곳에서 다 같이 뿅 망치

나 리듬 악기를 두드린다.

-베르디의 <대장간의 합

창>을 들으며 교사를 따라 

리듬악기를 연주하면서 곡

을 즐기고 고정박을 익힐 

수 있다. 

마무리

1. 교사가 학생들의 손을 잡아주며 헤어지는 

 노래를 부른다.

       

2. ‘감사 합니다’로 마무리 인사를 하고 같이

 참석한 부모님께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부모  

 님의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부  

 탁 드린다.

-<작은 별 변주곡>의 ‘변

주곡 B’에 가사를 붙여서 

‘변주곡 B’의 리듬에 익숙

해지도록 하였다. 

-모국어를 배울 때와 같이 

스즈키 교육의 처음에서는 

‘부모의 참여’가 꼭 필요한 

것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다.

103) 복습을 할 때에는 한 대의 피아노에서 둘이나 셋이 함께 앉거나 두 대의 피아노에 둘

씩 앉아서 연주하게 된다. 같은 템포로 연주하도록 하며 연주하는 친구들의 연주를 잘

들으며 연주하는 동안 청음 능력과 합주 능력이 개발된다.

           

                

     ■ ■ ■                     ■    ■        ■    ■  
         
(한대의 피아노에 셋이 앉기)         (두 대의 피아노에 둘씩 앉기)

104) 이희숙,『거인과 생쥐의 오르프 음악여행』(서울: 음악세계, 2009), p. 48.을 참고 하였다.

105) Joy Yelin, Movement That Fits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90), p. 73.을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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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1. No.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리듬 ( ) 

 2. 올라가는 소리, 내려가는 소리 

 3. 스타카토

수업 목표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리듬을 ‘도-레-미-파-솔-파-미-레-도’

로 스타카토 아티큘레이션으로 연주할 수 있다.

준비 자료

 피아노, 리듬 막대, 프래시 카드, 캐스터네츠, 터치벨

 CD: 스즈키 피아노 1, 

    요한 슈트라우스 2세(Johann Strauss II)의 <피치카토 폴카> 

순서 학습 활동 교수법적 소견

도입 인사 

1.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서로 “잘 부  

  탁합니다.”라고 인사한다.

2.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B’리듬에 가사를 붙  

   여 <작은 별>의 멜로디로 노래한다.

        

-교사의 핸드드럼

을 교사가 치고, 

학생이 받아서 치

게 하는 방법으로 

노래를 하면서 서

로 호흡을 같이 하

는 것과 박을 느끼

도록 한다. 

본활동 복습

1. 피아노에서 학생들을 둘씩 나누어 학생 1은 ‘자  

  동차가’, 학생 2는 ‘빵빵’을 연주하도록 한다.(역  

  할을 바꾸어서 연주한다.)

2. 한 피아노에 둘이나 셋이서 앉아서 함께 교사의  

  반주에 맞추어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리  

  듬’과 '변주곡 B‘리듬을 ‘도-레-미-파-솔-파-미  

  -레-도‘음계로 연주한다. 

-교사의 반주에 맞

추어 연주하면 호흡

을 같이하면서 연주

하기가 쉬우며 화성

감을 자연스럽게 익

힐 수 있다.

3) 제 3주차 그룹레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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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와 ‘변주곡 B’를 

‘도-레-미-파-솔-파-미-레-도‘로 한 사람씩 연주

를 한다.

-친구들이 연주할 

때 조용히 앉아서 

잘 듣도록 하며 친

구들의 연주를 듣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이론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리듬 ( )  

  익히기

➀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리듬( )을  

  ‘돌다리 돌다리’, ‘Run Mommy Run Daddy'의   

  말 리듬으로 손뼉을 치며 리듬을 익힌다. 

➁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1은 4분음표로 ‘돌’을  

  손뼉치며 노래하고 그룹 2는 ‘돌다리 돌다리’를   

  손뼉치며 노래한다. 

         ~계속

      

➂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1은 자동차가( )를  

 리듬막대로 그룹 2는 돌 다리 돌다리( )를  

 탬버린으로 리듬을 연주하며 <작은 별> 멜로디로  

 노래 부른다. 

          ~계속

        

➃ 터치벨에서 돌다리 돌다리( )리듬으로    

 ‘도-레-미- 파-솔-라-시-도’로 연주한다.

-손뼉을 칠 때 빠른 

16분음표는 8분음표

를 칠 때 보다 작은 

동작으로 손뼉을 쳐

서 리듬이 잘 맞도

록 한다.



- 141 -

2. 올라가는 소리, 내려가는 소리

➀ 교사가 목소리로 올라가는 소리( ⤤ )와 내     

   려가는 소리( ⤸ )를 표현 해 주면 학생들이 목  

   소리로 따라한다.    

➁ 교사의 손의 움직임을 보고 올라가는 소리,        

   내려가는 소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 ⤤⤸⤤⤸ )

   하는 소리를 목소리로 표현한다.

➂ 올라가는 음정의 카드와 내려가는 음정의 카드  

   를 나누어 주고 교사의 연주 소리를 듣고 올라  

   가는 연주를 하면 음정 카드에서 올라가는 음정  

   카드를 들고 소리가 내려가는 것을 연주하면 내  

   려 오는 음정의 카드를 든다.

                

            

        l  

    l   

l   ↗    

l 

↘   l    

         l  

        

➃ 피아노 건반의 맨 아래에서 위에까지 테니스 공  

  을 굴리며 글리산도로 연주하여 올라가는 소리를  

  경험한다. 피아노 건반의 맨 위에서 맨 아래쪽으  

  로 테니스공을 굴리며 글리산도로 연주하여 내려  

  가는 소리를 경험한다.

3. 스타카토

   교사와 같이 내 우산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유리  

  창을 두드리는 빗방울, 연못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야기 나눈다.             

           

          

-먼저 교사를 따라 

목소리로 여러 가지 

소리를 내어 보는 

활동을 한다. 

-‘음정카드 찾기’를 

하며 들리는 소리를 

보이는 소리로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독

보를 학습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유용한 

학습과정이다.

-피아노 건반에서 

테니스공을 빠르게 

굴리기도 하고 느리

게 굴리기도 하면서 

즉흥연주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빗방울 

소리를 생각하고 소

리 내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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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 방 울>  

                                황 영미   

➀ 우산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상상해 보며 소리  

    내본다.

  투드득, 똑--, 똑도독 , 똑 똑 똑, ---툭   

➁ <빗방울> 노래를 교사를 따라 노래 부른다.

  <빗방울>노래를 부르며 교사가 학생의 손등위에  

  빗방울 한 방울, 두 방울씩 똑, 똑똑 떨어지는    

  동작을 해주어 스타카토를 느껴 보도록 한다.

➂ 어린이가 방의 이 곳 저 곳에 빗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동작을 해보도록 한다.

➃ 교사의 연주를 들으며 피아노 건반에서 스타카  

  토를 표현하도록 한다.

       

                                      ~계속   

-빗방울을 떨어뜨리

는 동작을 할 때 교

사가 리듬을 실어 

스타카토로 가볍게 

떨어뜨리기, 떨어지

는 빗방울의 길이를 

다르게 떨어뜨리기 

등의 시범 동작을 

보여준다.

음악

감상

요한 슈트라우스(Johann Strauss II)의

         <피치카토 폴카>

 요한 슈트라우스의 ‘피치카토 폴카’를 들으며

 캐스터네츠를 손에 들고 스타카토를 표현한다. 

마무리

1. 학생들과 악수하며 <잘 가요> 노래를 부른다.

         세정-이 잘가-요 은호-도 잘가-요 

         세희-도 잘가-요 모두-다 잘가-요

2.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감사 합니   

   다’로 인사한다.

3. 같이 참석한 부모님께 유아의 교육에서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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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1. No.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D’리듬 ( / )

2. 4분음표와 2분음표 

3. 반복음, 5도 음정

4. 스타카토와 레가토

수업 목표

1. 4분음표와 2분음표의 길이를 듣고 따라서 표현 할 수 있다.

2. 반복음과 5도 음정을 이해하고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D’를 피아  

  노에서 연주할 수 있다. 

3. 스타카토와 레가토를 신체동작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준비 자료

피아노, 리듬카드, 발 건반, 쉐이커, 핑거심벌즈, 트라이앵글, 투톤 블럭 

등 다양한 리듬악기, 스카프

CD: 스즈키 피아노 1, 

    생상(Saint-Saëns)의 <동물의 사육제>중 ‘캥거루’

순서 학습 활동 교수법적 소견

도입
인

사 

1.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서로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한다.

 2.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리듬( )  

  에 가사를 만들어 <작은 별>의 멜로디로 노래한  

  다.

     돌다리 돌다리(무릎치기) 황세정 돌다리(손뼉치기)

     돌다리 돌다리(무릎치기) 최은호 돌다리(손뼉치기)

     돌다리 돌다리(무릎치기) 이세희 돌다리(손뼉치기)

     돌다리 돌다리(무릎치기) 스즈키 피아노(손뼉치기)

  

           

복

습

1. 한 피아노에 둘이나 셋이서 앉아서 함께 교사  

  의 반주에 맞추어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     

  곡 A’, ‘변주곡 B’와 ‘변주곡 C’를 ‘도-레-미-   

  파-솔-파-미-레-도‘로  연주한다. 

-교사의 반주와 친

구들의 연주하는 것

을 잘 듣고 같은 속

도로 연주해야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4) 제 4주차 그룹레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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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가 리듬 악기로 들려주는 리듬을 듣고 그 

리듬에 맞는 변주곡을 연주한다.

     (‘변주곡 A’),  (‘변주곡 B’), 

    (‘변주곡 C’) 

본활동

연

주

 한 사람씩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 리

듬, '변주곡 B'리듬과 ’변주곡 C'리듬으로 ‘도-레-

미-파-솔-파-미-레-도’로  연주한다.

- 그 룹 레 슨 에 서 는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 B, C, D’

를 복습하고, 교본의 

곡을 연주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작은 

별 변주곡>은 1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

복하여 연습하게 되

는데 여러 가지 활동

을 하면서 반복을 하

는 가운데 테크닉이 

몸에 익게 되며 연주

력이 향상된다.

이론 

1. ♩ : 4분음표, 한 박자

   ♩♩♩♩: 1  1   1   1(리듬 세기)

            하나 하나 하나 하나(리듬 세기)

 ➀ 교사를 따라 리듬치기를 한다. 

         (손뼉, 무릎, 가슴, 어깨, 머리)

      

➁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며 리듬치기를 한다.

       ·

~   

-리듬치기를 할 때 

먼저 여러 가지 리듬

악기를 보여주고 리

듬악기의 특성과 연

주하는 방법을 가르

쳐준다. 자유롭게 악

기를 연주하여 보고 

본인이 원하는 리듬

악기를 골라서 리듬

을 치게 하여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경험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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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분음표,  2박자

  : 1 - 2   1 - 2 (리듬 세기)  

       하나두울 하나두울(리듬 세기) 

 ➀ 교사를 따라 리듬치기

  

    

 ➁ ♩로 한 칸씩 작은 걸음으로 걸으며 <작은    

   별>을 노래한다. 로 두 칸씩 큰 걸음으로 걸  

   으며 <작은 별>을 노래한다.

             ↓                 ↓

    ↑ 

❢
❢
❢
❢
❢
❢
❢
❢

            ↑ 

❢
❢
❢
❢

      (♩: 작은 걸음)      (: 큰 걸음)

         

➂ 교사가 ♩ 를 보여주면 ♩로 손뼉 치며 <작은  

  별>을 노래하고, 교사가  를 로 손뼉 치며  

  <작은 별>을 노래한다.

➃ <작은 별>을 노래하며 걷는데 ♩로 걷다가 
  가 나오는 곳에서는 무릎을 굽히는 방법으로 걷  

  는다.

➄ <작은 별>을 노래하며 ♩는 손뼉치기, 는 친  

  구를 안아주기 동작을 한다.

➅ 교사가 쳐주는 리듬을 듣고 맞는 리듬카드를    

  찾아본다. 

♩  ♩♩  ♩♩♩♩ ♩♩  

-4분음표는 ‘검은 

콩’ 2분음표는 ‘흰콩’

으로 4분음표와 2분

음표를 구별하게 하

여 이해를 돕는다.

-초기의 어린이들의 

리듬 수업은 누가 빨

리 잘 하는 것이 아

니라 모든 학생이 참

여하여 그 리듬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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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복음, 5도 음정

➀ 그림을 보고 반복음과  멀리 건너뛰는 5도 음정  

  을 찾아본다.

    

              ● ● 

       ● ●          ○

                          ● ●

                                ● ●

                                      ● ●

● ●                                        ○

                                     

➁ 그림의 음표에 손을 짚으면서 <작은 별>을 계  

  이름으로 노래한다.

         

➂ <작은 별>을 계이름으로 부를 때 도도-솔솔 부  

  분에서는 차례로 발 건반에서 걸어보도록 하여   

  반복음과 5도의 음정 간격을 몸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➃ 음정이 분리되는 실로폰을 나누어 주어<작은   

   별> 노래를 연주한다.

          .  

 

4. 레가토

 교사가 읽어주는 빗방울이 모여 부드럽게 물이 

흘러가는 것을 상상한다.

게 하는 것이 목적이

다. 그래서 교사는 

리듬카드를 그룹 인

원 수 만큼  충분히 

만들어 흩어 놓아서 

게임에 참가한 모든 

학생이 리듬을 듣고 

카드를 찾아갈 수 있

도록 한다.

-발 건반에서는 피아

노 건반에서보다 반

복음과 5도 음정의 

거리를 느끼기가 쉽

다.

-건반이 분리된 실로

폰을 나누어 연주하

려면 본인이 연주할 

순서를 잘 듣고 연주

해야 하므로 집중해

서 듣는 능력을 개발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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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흘러가는 냇물을 몸으로 부드럽게 표현한다.

➁ 교사의 연주106)를 들으며 스카프로 부드러운     

  선율을 표현하거나, 스케이트 타는 동작을 한다.    

 

➂ 교사의 피아노 연주107)를 들으며 스타카토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레가토는 부드럽   

  게 물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움직인다.

                                

-부록 1, 2의 악보를 

참고하여 연주하거나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에 나오는 곡을 

레가토와 스타카토로 

연주하여 교본 1권의 

곡을 많이 듣도록 하

여 곡에 익숙해지도

록 한다.

음악

감상

생상(Saint-Saëns)의 <동물의 사육제>중 ‘캥거루’

1.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캥거루’를 들으  

   며 스타카토 부분은 캥거루가 콩콩 뛰는 모습   

   으로 레가토 부분은 캥거루가 주위를 두리번거  

   리는 모습으로 표현해 본다.

2. ‘캥거루’를 다시 들으며 그 느낌을 레가토는 부  

   드러운 곡선으로 스타카토는 작은 점으로 커다  

   란 도화지에 친구들과 같이 그림 그린다.

-크레파스로 부드러

운 레가토와 스타카

토 표현을 더욱 잘 

할 수 있다.

마무리

1. 교사가 학생들을 한 사람씩 안아주며 <잘 가    

   요>를 부른다.

        세정-이 잘가-요 은호-도 잘가-요 

         세희-도 잘가-요 모두-다 잘가-요

  
2.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감사 합니   

 다’로 마무리 인사를 한다. 같이 참석한 부모님께  

 유아의 교육에서 복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여  

 칭찬과 격려로 반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을 당부한다.

-복습의 자세한 내용

은 본 논문 p. 25 참

고.

106) 교사연주 악보는 부록 1.을 참고하시오.

107) 교사연주 악보는 부록 2.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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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1. No. 2 <꼬마 벌>

2. 큰 소리(f )와 작은 소리(p )

수업 목표
1. <꼬마 벌>을 계이름으로 노래하고 가사를 만들어 부른다.

2.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목소리, 리듬악기, 피아노로 표현할 수 있다.  

준비 자료

피아노, 리듬악기, 실로폰, 셈여림 카드

CD: 스즈키 피아노 1,

    림스키 코르사코프(Rimsky-Korsakov)의 <왕벌의 비행>

순서 학습 활동 교수법적 소견

도입
인

사 

1.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서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인사한다.

2.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리듬( )  

 에 학생의 이름을 넣어 <작은 별>의 멜로디로   

 노래를 한다. 교사가 핸드 드럼을 “돌다리 돌다  

 리”하고 리듬을 치고 세정이에게 핸드 드럼을 치  

 도록하면 세정이가 “황세정 돌다리”하면서 주    

 고 받는 <인사> 노래를 한다. 

   교사              세정           교사            은호

 

   교사            세희             교사            다같이        

본활동
복

습

1. 한 피아노에 둘이나 셋이서 앉아서 함께 교사  

  의 반주에 맞추어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리듬에서 '변주곡 D'리듬 까지 <작은 별>의 멜  

  로디로 연주한다. 

2. 학생 1, 2, 3이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 B, C를 이어서 연주하고 다같이 ‘변주곡 D’를  

  연주한다.

      학생 1: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A’

       학생 2: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B’

       학생 3: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C’

       다같이: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D’

-<작은 별 변주곡>

을 멜로디로 연주를 

할 때 아이들이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이 짧

으므로 초기에는 마디

1∼8까지 연주한다. 

-오른손으로 4곡의 

<작은 별 변주곡>을 

먼저 배우고 오른손

으로 <꼬마 벌>을 배

울 때 왼손은 <작은 

별 변주곡>을 배우게 

된다.

5) 제 5주차 그룹레슨 프로그램



- 149 -

3. 교사가 리듬 악기로 들려주는 리듬을 듣고 그  

 리듬에 맞는 변주곡을 연주한다.

     (‘변주곡 A’),  (‘변주곡 B’), 

    (‘변주곡 C’) 

   ♩♩♩♩/♩♩ (변주곡 D)

 

연

주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D’를  연주한다.

-레가토표현( 끈끈

이)을 잘 할 수 있도

록 주의하여 연주하

도록 한다.

이론 

1. <꼬마 벌> 노래 배우기

➀ 꽃밭에서 벌을 본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➁ <꼬마 벌>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다.

   꼬마 벌 붕붕붕붕 붕  이꽃에서 저꽃으로 

   이꽃에서 저꽃으로 꼬마 벌 붕붕붕붕 붕  

                                           

➂ 교사를 따라 손뼉이나 리듬악기를 치면서 

  <꼬마 벌>의 리듬을 익힌다.

➃ <꼬마 벌>CD를 들으며 꼬마벌이 되어 이 꽃   

  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는 동작을 한다.

-아이들과 직접 가사

를 만들어 보면서 상

상력과 어휘력을 개

발 시킨다.

-노래에 나오는 리듬

을 무릎치기, 손뼉 

치기, 리듬 악기 등

으로 반복하여 따라

하면서 노래와 리듬

에 익숙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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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꼬마 벌>을 계이름으로 노래한다. 쉼표 부    

  분에서는“쉬고”라고 말하며 손목의 힘을 빼는 동  

  작을 하며 쉼표를 확실하게 느끼도록 한다.

     솔   파   미 “쉬고” 레미파레 도 “쉬고”

      미파솔미 레미파레  미파솔미 레미파레

      솔   파   미 “쉬고” 레미파레 도 “쉬고”

➅ <꼬마 벌>을 손가락 번호로 노래한다.

     5  4  /3 쉬고/2342/ 1  쉬고/

     3453 /2342  /3453/ 2342/ 

     5  4  /3 쉬고/2342/ 1  쉬고/

2. 큰소리(f )와 작은 소리(p )

➀ 주변에서 큰소리와 작은 소리를 찾아본다.

   큰소리: 천둥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호랑이 으르렁 거리는 소리 등.

   작은 소리: 쌔근 쌔근 잠자는 아기의 숨소리,   

          삐약 삐약 병아리 소리,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등.

➁ 교사의 연주에 맞추어 큰소리는 성큼성큼 큰 걸  

   음 걸이로 ‘쿵 쿵’걷고 작은 소리는 발끝세우고  

  ‘살금살금’ 걷는다.

➂ 한쪽에는 호랑이 카드를 다른 한 쪽에는       

 병아리 카드를  놓는다. 학생들은 교사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큰소리가 들릴 때에는 호랑이 쪽  

 으로 ‘쿵쿵’하는 큰 걸음으로, 여린 소리가 들릴   

 때에는 병아리 쪽으로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는   

 다.

-손목을 띄우는 동작

을 하고 멈추면서 쉼

표를 느끼도록 한다.

-첫 수업에서 <꼬마 

벌>을 끝까지 계이름

으로 부르는 것을 어

려워 할 경우에는 첫

째 줄만 계이름과 손

가락 번호로 노래하

고 다음 수업에서 노

래를 완성할 수 있

다.

-주위의 큰소리와 작  

은 소리를 찾아보고, 

신체로 표현하고,   

목소리로 소리 내고, 

악기로 연주하는 과

정에서 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다.

-호랑이 그림카드나

호랑이, 병아리 동물 

인형을 놓아도 효과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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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큰소리는 포르테 f , 작은 소리는 피아노 p 로  

 소리 나는 것을 설명하여 주고 교사가 f 카드를  

 보여주면 팔을 크게 벌리며 큰소리로 <꼬마 벌>  

 을 노래한다. 교사가 p 카드를 보여 주면 손을  

 모으고 <꼬마 벌>을 작은 소리로 노래한다.

➄ <꼬마 벌> CD를 잘 듣고 <꼬마 벌>을 연주 할  

 때 작은 소리로 연주하는 부분에서 p 플래시    

 카드를 든다.

➅ 실로폰으로 <꼬마 벌>의 f, p로 표현하는 부분  

  을 연주한다.

음악

감상

 림스키 코르사코프 (Rimsky-Korsakov)의

                    <왕벌의 비행>

<왕벌의 비행>은 왕벌 떼들이 공주가 변신한 백조

의 주위를 날아다니는 장면을 묘사한 곡이다. 스카

프를 목에 두르거나 손에 잡고 <왕벌의 비행>을 

들으며 날개 달린 왕벌이 되어 이 꽃에서 저 꽃으

로 날아다녀 본다.

-<꼬마 벌>과 같은 

벌이 등장하는 <왕벌

의 비행>을 선곡하였

다.

마무리

1. 교사가 학생들과 한 사람씩 악수하며<잘 가요>  

  를 부른다.

        세정-이 잘가-요 은호-도 잘가-요 

         세희-도 잘가-요 모두-다 잘가-요

2. “감사 합니다”로 마무리 인사를 한다.

3. 부모님께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에서는 먼저 연  

 주하는 것을 익힌 후에 독보를 가르친다는 것을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다.

-부모님들께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은 듣

는 것을 강조 하는 

교육으로 먼저 듣고 

피아노를 연주하며 

양손으로 연주를 할 

수 있을 때 독보를 

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CD를 많이 

듣게 할 것을 당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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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1. No. 3 <뻐꾸기>

2. 3/4박자

3. 점 2분음표 

수업 목표

1. <뻐꾸기>를 계이름과 가사로 부른다.

2. <뻐꾸기>노래를 들으며 신체 동작으로 3/4박자의 리듬을 표현 할    

   수 있다.

준비 자료

피아노, 다양한 리듬 악기, 리듬카드, 셈여림 카드, 뻐꾸기 사진

CD: 스즈키 피아노 1,

    요나손(Johann Emmanuel Jonasson)의 <뻐꾹 왈츠>

순서 학습 활동 교수법적 소견

도입
인

사 

1.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서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인사한다.

2.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리듬으로 노래  

 하며 친구들과 인사 한다. 교사가 학생을 가리키  

 며 노래하면 그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두  

 에게 인사한다.

      

     자동차가 빵빵 세정이도 빵빵(인사) 

     자동차가 빵빵 최은호도 빵빵(인사)

     자동차가 빵빵 이세희도 빵빵(인사)

     자동차가 빵빵 잘부탁합 니다.(모두 같이 인사)

           

본활동
복

습

1. 한 피아노에 둘이나 셋이 함께 앉아서 교사의   

   반주에 맞추어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  

   리듬에서 '변주곡 D'리듬까지 <작은 별> 멜로디  

   로 연주한다.

 

2. 둘 씩 짝을 지어 한 학생은 <작은 별 변주곡>  

   의 '변주곡 A'를 연주하고 다른 학생은♩로      

  ‘도’를 친다.

 ('변주곡 B', '변주곡 C', '변주곡 D'도 같은 방법  

  으로 연주한다.)

6) 제 6주차 그룹레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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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연

주

1. <꼬마 벌>을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곳은 여리

  게 표현하며 연주한다. 

          

2. 친구들은 연주한 학생이 셈여림을 지키면서     

 연주하는지 잘 듣고 여리게 표현하는 곳에서      

p 카드를  든다.

-<꼬마 벌>의  마

디 5∼6과 같은 패

턴이 반복되는 마디 

7∼8은 여리게 연주

한다.

-친구가 연주할 때 

작게 연주하는 부분

에서 p 카드를 들

도록 하는 등 귀 기

울여 듣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론 

1. 3/4박자

➀ CD를 들으며 교사를 따라 강박에 리듬 악기를  

   친다.

➁ CD를 들으며 강박에 공을 옆 친구에게 전달하  

   며 박자를 몸으로 느껴보도록 한다.

➂ CD를 들으며 무릎-손뼉-손뼉을 치며 3/4박자  

   의 ‘강-약-약’ 리듬을 익히도록 한다. 

    (캐스터네츠)

     

   (탬버린)      

➃ 무릎치기 부분은 탬버린으로 손뼉치기 부분은

  캐스터네츠로 연주한다.

-교사를 따라서 강

박에 연주하면서 첫

박의 강박을 경험하

도록 한다.

-수업시간에 스즈키

피아노 교본의 CD

를 같이 들으면서 

집에서 CD를 들을 

때에  ‘박을 느끼면

서 듣기’, ‘셈여림을 

다르게 연주하는 것

에 귀 기울여 듣기’ 

등 듣는 방법을 지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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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뻐꾸기> 노래 배우기

➀ 뻐꾸기 사진을 보여 주며 봄이 가고 여름이  시  

  작할 무렵 들을 수 있는 뻐꾸기와 계절에 대해   

  서 이야기 나눈다. 윤석중 작사의 가사를 들려주  

  며 가사 내용을 이야기 나누고 노래 부르도록    

  한다.

 

 1절:  뻐∼꾹 뻐∼꾹 봄이 가네 

       뻐∼꾹 뻐∼꾹 봄이 가네   

       뻐꾸기 소리 잘 가란 인사

       복사꽃이 떨어지네

  2절: 뻐∼꾹 뻐∼꾹 여름 오네

       뻐∼꾹 뻐∼꾹 여름 오네

       뻐꾸기 소리 첫여름 인사

       잎이 새로 돋아나네 

  

➁ 교사를 따라 한 프레이즈씩 계이름을 따라 부른  

   다.

➂ 음높이에 따라 신체 동작을 하면서  계이름으로  

   노래한다.

2.  : 점 2분음표 세 박자

➀ <뻐꾸기> CD를 들으며 둘 씩 짝을 지어 마주   

  잡은 손을 로 한마디에 한 번씩 좌우로 흔든다.

➁ <뻐꾸기> CD를 들으며 로 한마디에 한 번씩  

  두 팔로 큰 원을 그리며 리듬을 치면서 세 박자  

  의 긴 음을 느껴 보도록 한다.

➂ 이곡에 나오는 리듬을 교사를 따라 ‘강-약-약’  

  으로 리듬악기를 사용하여 리듬치기를 한다. 

-교본의 곡은 16마

디로 되어있고 동요

는 12마디로 되어 

있으므로 첫째 프레

이즈의 가사를 두 

번 부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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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나-두울, 하나

 ♩♩♩ : 하나, 하나, 하나

  : 하나-두울-세엣

➃ 한 학생씩 리듬카드 가운데 두 개를 골라 리듬  

  을 리듬치기를 하고 다 같이 그 리듬을 친다.

  예 1)  ♩    ♩  

  예 2) ♩♩♩   ♩  

  예 3) ♩♩♩  

➄ 교사를 따라 <뻐꾸기>의 리듬을 친다.

    ♩    ♩   ♩♩♩   ♩  

    ♩    ♩   ♩♩♩  
 

4. 프레이즈

➀ 교사를 따라 <뻐꾸기>를 가사로 노래하며 프레  

  이즈를 느껴본다. 

         뻐꾹 뻐꾹 봄이 가네/ 

         뻐꾹 뻐꾹 봄이 가네/   

         뻐꾸기 소리 잘 가란 인사/

         복사꽃이 떨어 지네/

➁ 한마디에 한 번씩 옆 사람에게 공을 전달하다가  

  프레이즈 끝 부분에서 교사가 북을 치면 공을 전  

  달하는 방향을 바꾼다. 다음에는 교사가 북을 치  

  지 않아도 프레이즈에서 방향을 바꾸도록 한다.

-가사로 노래 부르

기는 프레이즈를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된

다. 

-잘 듣고 활동하는 

어린이에게는 상을 

주면 더욱 집중해서 

듣게 된다.



- 156 -

➂ CD에 맞추어 걷다가 프레이즈가 바뀌는 곳에서  

  는 방향을 바꾸어서 걸으면서 프레이즈를 이해한  

  다.

음악

감상

요나손(Johann Emmanuel Jonasson)의

                              <뻐꾹 왈츠>

<뻐꾹 왈츠>는 뻐꾸기의 소리를 흉내 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곡이다. <뻐꾹 왈츠>를 들으며 3/4박자의  

춤을 친구들과 손을 잡고 춘다.

-<뻐꾸기>의 곡목

과 연관된 3/4박자

의 곡을 선택하였다.

마무리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 리듬에 친구들  

 의 이름을 넣어 부르는 <안녕>을 부르며 수업을  

 마친다.

  보람이도 안녕    수정이도 안녕

  예원이도 안녕    부모님도 안녕

  동생들도 안녕    선생님도 안녕 

  오늘도 신나게    스즈키피 아노

2. “감사 합니다”로 마무리 인사를 한다.

3. 부모님께 CD를 들려주고, 연습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 주고 음악회에도 데려가는 등 음악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룹레슨 활동에 

부모님도 같이 참

가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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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1. No. 4 <나비야>

2. 차례가기(2도), 건너뛰기(3도)

수업 목표
1. <나비야>를 계이름과 가사로 노래 부를 수 있다.

2. 차례가기(2도)와 건너뛰기(3도), 반복음을 표현 할 수 있다.

준비 자료

피아노, 발 건반, 프래시 카드, 리듬 악기, 터치벨, 커다란 보자기

CD: 스즈키 피아노 1,

    오펜바흐(Jacques Offenbach)의 <호프만의 이야기>중 ‘뱃노래’

순서 학습 활동 교수법적 소견

도입
인

사 

1.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서로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한다.

2.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B리듬’으로 학생  

   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노래한다. 

        세정-이  스즈-키, 은호-도 스즈-키

        세희-도  스즈-키, 다미-도 스즈-키

본활동

복

습

1. 한 피아노에 둘이 앉아서  교사의 반주에 맞추  

  어 왼쪽에 앉은 학생은 왼손으로, 오른쪽에 앉은  

  학생은 오른손으로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와 ‘변주곡 B’를 연주한다. 

연

주

1. 곡명이 적혀 있는 카드를 2개 뽑아 <작은 별   

  변주곡>을 오른손으로 연주한다.

  변주곡 A  변주곡 B  변주곡 C         

  변주곡 D

2. <꼬마 벌>을 오른손으로 연주한다.

- <작은 별     변

주곡>의 변주곡을 

왼손으로도 연주 할 

수 있으면 왼손으로 

도 연주한다. 

7) 제 7주차 그룹레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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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1. <나비야> 노래 배우기

  <나비야> 가사를 들려주며 나비, 봄, 참새 등에  

  관하여 이야기 나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날아 오너라 

    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봄바람에 꽃잎도 방긋방긋 웃으며

    참새도 짹짹짹 춤을 노래하며 춤춘다

➀ 교사를 따라 가사로 프레이즈를 느끼며 노래한  

   다.

➁ CD를 들으며 친구와 손을 마주잡고 한마디에   

   두 번씩 밀고 당기는 동작을 하며 박을 느끼며  

   노래한다.

➂ 무릎치기, 손뼉치기 등 신체 동작을 하며 계이  

   름으로 반복하여 노래한다.

               

➃ CD를 들으며 신체를 짚어 가면서 계이름으로   

  노래한다.

2. 차례가기(2도)와 건너뛰기(3도)

➀ 피아노의 맨 아래 ‘라’음부터 ‘라-시-도-레-미-  

  파-솔’, ‘라-시-도-레-미-파-솔’,........... 가장   

  위에 음 ‘라-시-도’까지 한 손가락으로  연주하  

  며 차례가기를 익힌다. 

➁ 발 건반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로 걸  

  으면서 차례가기를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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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이름(손으로 높이를 나타내며)으로 노래하며 

차례가기와 건너뛰기를 익힌다.

④ 바닥에 계이름이 적힌 판을 걸으며 ‘도레미 도  

  미’, ‘레미파 레파’, ‘솔파미 솔미’ ‘파미레 파레’  

  도를  걸으면서 차례가기와 건너뛰기를 익힌다.  

  미   미      파  파       ￬ 솔  솔

  레             미            파

↑ 도   도     ↑ 레  레        미  미

⑤ 발 건반에서 ‘솔파미 솔-미’, ‘솔미미와 ‘파미레  

  파-레’, ‘파레레’로 걸으면서 ‘차례가기’와 ‘건너  

  뛰기’, ‘반복음’을 익힌다.

       

         

⑥ 피아노의 맨 아래 ‘라’음부터 ‘라-도-미-솔-    

   시......건반 끝까지 연주하며 건너뛰기를 익     

   히도록 한다.

⑦ 발건반에서 계이름으로 노래하며 건너뛰기, 반  

  복음, 차례가기를 익힌다.

    

  
   
솔   미   미           파   레    레            도  레   미   파       솔  솔   솔

 

-가사로 노래를 부

르는 것은 가사를 

통하여 정서적인 교

육이 될 뿐 아니라 

음악의 프레이즈를 

이해하고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노래를 계이름으로 

부르도록 하는 것은 

스즈키 피아노 교육

은 처음에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기 

때문이다. 계이름으

로 노래 할 수 있는 

것을 피아노로 연주

하는 것은 쉽기 때

문에 잘 들으며 좋

은 손 모양과 좋은 

톤으로 연주하는 것

에 집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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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꼬마 벌>을 계이름으로 노래하며 건너뛰기를  

   익힌다.

                    건너뛰기              건너뛰기      건너뛰기 

  

⑨ <뻐꾸기>를 계이름으로 노래하며 건너뛰기를   

   익힌다.

   

⑩ <나비야>를 계이름으로 노래하며 차례가기와   

    건너뛰기를 익힌다.

음악

감상

오펜바흐(Jacques Offenbach)의 

         <호프만의 이야기>중 ‘뱃노래’

  오펜바흐(Jacques Offenbach)의 호프만의 이야  

 기 중 ‘뱃노래’를 감상한다. 

  ‘뱃노래’를 들으며 커다란 보자기 끝을 서로 나누  

 어 잡고 천천히 흔들면서 물결의 리듬을 느끼도   

 록 한다.

-<나비야>의 원제

목<Lightly Row>와 

연관된 제목의 <뱃

노래>를 선택하였

다.

마무리

1. 교사가 학생들을 한 사람씩 악수하며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B’리듬으로 <잘 가요>를 부른다.

        세정-이 잘가-요 은호-도 잘가-요 

         세희-도 잘가-요 모두-다 잘가-요

2. 노래를 부른 후 바른 자세로 ‘감사 합니다’하고  

   인사를 한다.

3. 부모님께 어린이가 연주 할 교본의 CD를 집중  

   해서 듣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

-연주하는 것을 어

려워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CD듣는 것

을 소홀히 하는 경

우가 많다. CD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듣게 하도록 

부모님께 말씀드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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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1. ‘<작은 별 변주곡>파티’

2. No. 5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

3. A B A 형식

수업 목표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에서 ‘변주곡 D’까지 연주할 수 있다.

2.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를 계이름으로 부른다.

3. A B A 형식을 신체동작으로 익히고 표현한다.

준비 자료
피아노, 리듬카드, 리듬 악기, 실로폰, 터치벨, 빵, 햄 

CD: 스즈키 피아노 1, 앤더슨(Leroy Anderson)의 <나팔수의 휴일>

순서 학습 활동 교수법적 소견

도입
인

사 

1.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서로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한다.

2.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리듬에 학생들   

  이름을 넣어 노래 부른다. 교사가 학생을 가리키  

  며 노래하면 그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두  

  에게 인사한다.

       돌다리 돌다리 황세정 돌다리(인사), 

        돌다리 돌다리 최은호 돌다리(인사),

        돌다리 돌다리 이세희 돌다리(인사), 

        돌다리 돌다리 스즈키 피아노(모두 같이 인사)

-적극적으로 수

업에 참여하도록 

이름을 불러 주고 

인사 하도록 한

다.

복

습

 ‘<작은 별 변주곡> 파티‘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에서 ‘변주곡 D’까지  

 오른손과 왼손으로 한 사람씩 연주하고 변주곡을   

 모두 연주 할 수 있는 것을 축하해 준다.

본활동
연

주

 오른손으로 <꼬마 벌>, <뻐꾸기>, <나비야>를 이어

서 연주한다.

-곡을 외워서 반복

하여 연주하고, 친구

들이 연주하는 것을 

잘 관찰하는 동안 

암기력과 연주력을 

개발 할 수 있다.

8) 제 8주차 그룹레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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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1.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 노래 배우기

➀ CD를 들으며 한 마디에 한 번씩 “주고, 받고” 하  

   면서 옆 사람에게 공을 전달한다.

➁ 이곡에 나오는 주요 리듬을 리듬 막대로 리듬치  

   기 한다.

 ♩♩  ♩  ♩♩♩♩  

    
➂ 교사가 리듬을 치면 학생들은 그 리듬에 알맞는  

   리듬카드를 찾아 가져 온다.

➃ 리듬카드 가운데 두 개를 선택하게 하고 리듬을  

   친다. 선택한 리듬카드에 도, 레, 미 계이름 가   

  운데 좋아하는 계이름을 붙여 노래한다.

  예 1) ♩♩    
         도-레미     도-도-

         미-미레     도-미-   ~계속

➄ 본인이 만든 2마디 노래를 터치벨로 연주한다.   

➅ 이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리듬은 ♩♩     

 이다. 계이름으로 노래 부르며 ♩♩ 이 나오  

  는 곳에서만 리듬을 연주한다.

➆ 교사를 따라 두 마디씩 실로폰으로 연주한다.

➇ 교사를 따라 한 프레이즈씩 실로폰으로 연주한다.

2. A B A 형식

➀ 빵을 들고 A부분을 노래한다. -빵에 햄을 올려   

 놓으며 B부분을 노래한다. -빵을 햄위에 덮으며 A  

 부분을 노래한다. 이 노래가 빵-햄-빵과 같이 똑   

 같은 부분(A)과 다른 부분(B), 다시 똑 같은 부분   

 (A)로 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➁ 계이름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익숙해지면 다음의  

 동작과 함께 노래 부르며 A B A 형식을 이해하도   

 록 한다.     

-<프랑스 어린이

의 노래>의 노래는 

우리나라 어린이들

이 잘 알지 못하는 

곡이다. CD를 들

으며 공 전달하기, 

리듬치기 등의 활

동을 하면서 CD를 
많이 듣게 하여 노

래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빵-햄-빵’이나 

‘A B A'동작으로 

형식을 이해하도록 

할 때 어린이들은 

빵을 만들거나 동

작에 흥미를 갖게

되어 왜 그러한 활

동을 하는지 잊을 

때가 있다. 교사는 

활동은 음악 개념

을 이해하도록 돕

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

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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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4마디 오른 쪽으로 4스탭: →  →  →  →  

     4마디 왼쪽으로  4스탭:   ←  ←  ←  ←

  B: 4마디 앞으로 4스탭            ↑↓

     4마디 뒤로 4스탭              ↑↓

                                   ↑↓

                                   ↑↓

  A: 4마디 오른 쪽으로 4스탭 : →  →  →  →  

    4마디 왼쪽으로  4스탭:     ←  ←  ←  ←

        

  동작과 함께 노래 부르며 A B A형식을 익힌다.

-동작을 먼저 충분

히 익히고 노래와 

같이 활동한다.

음악

감상

앤더슨(Leroy Anderson)의 <나팔수의 휴일>

 경쾌하고 명랑하게 들리는 트럼펫 소리에 맞추어  

A부분은 지휘하면서 행진 하는 동작, B부분은 트럼

펫을 불며 행진하는 동작, 다시 A부분은 지휘하면서 

행진 하는 동작을 하며 곡을 즐기고 음악의 형식을 

해 하도록 한다.

 

-먼저 곡을 듣고 

곡에 대해 설명해 

주고 나서 교사를 

따라 동작을 같이 

해보도록 한다.

마무리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 리듬으로 학생의 

이름을 넣어 노래하며 수업을 마친다.

     돌다리 돌다리 수정이 돌다리

      돌다리 돌다리 예원이 돌다리 

      돌다리 돌다리 세정이 돌다리 

      돌다리 돌다리 수빈이 돌다리  

    

2. 노래를 부른 후 바른 자세로 ‘감사 합니다’하고   

  인사를 한다.

3. 스즈키 피아노 교육에서 부모님의 참여의 중요성  

  을 다시 강조한다. 연습하는 시간을 정하고 연습   

  하도록 하여 학생이 연습하는 것이 규칙적인 습관  

  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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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1. No. 6 <런던 다리>

2. 템포

3. ♪♩♩

수업 목표

1. <런던 다리>를 계이름과 가사로 부르고 연주 할 수 있다.

2. <런던 다리>를 아주 느리게, 보통 빠르게, 빠르게 등으로 노래하고  

   움직이며 여러 가지의 템포를 경험한다.

3. ♪♩♩/♩♩/♩/ 리듬을 다양한 활동으로 익힌다. 

준비 자료
피아노, 리듬 막대, 리듬카드 

CD: 스즈키 피아노 1, <런던 다리>노래 

순서 학습 활동 교수법적 소견

도입
인

사 

1.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서로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한다.

2. ‘변주곡 A’리듬으로 노래한다.

    세정이도 안녕, 은-호도 안녕, 세-희도 안녕, 

     부모님도 안녕, 동생들도 안녕, 선생님도 안녕,

     우리모두 안녕, 만나서반 가와.

 3. ‘변주곡 B’리듬으로 노래한다.

       세정-이  스즈-키, 은호-도 스즈-키

       세희-도  스즈-키, 스즈-키 피아-노

본활동
복

습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를 릴레이로  

  연주한다.

방법: 한 피아노에 두 명이나 세 명이 연주 준비를   

      한다. 한 학생이 연주를 시작하여 연주하는 도  

      중에 교사가 “다음”하면 바로 옆의 학생이어서  

      연주한다. 연주하다가 또 “다음”하면 옆의 학생  

      이어서 연주한다. 

   (같은 방법으로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D’까  

    지 연주한다.)

-릴레이 연주는 앞사

람의 연주를 잘 듣고 

이어서 연주하는 것으

로 집중해서 듣고 연

주하는 연습으로 좋

다. 처음에는 프레이

즈를 나누어 “다음”을 

하도록 하여서 학생들

에게 프레이즈감각을 

익혀주고 이후에는 예

측 못할 곳에서 “다

음”을 하여 집중해서 

듣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9) 제 9주차 그룹레슨 프로그램



- 165 -

2. 둘 씩 짝을 지어 학생 1은 <작은 별 변주

  곡>의 ‘변주곡 A’를 연주하고 학생 2는로  

  ‘도’(으뜸음)를 연주한다.(‘변주곡 B’도 같은   

 방법으로 연주한다.) 

~계속

          

-으뜸음 반주법은 전

조가 없는 한 어느 멜

로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반주다. 으뜸음

만 사용하므로 단순하

고 가장 쉬운 반주법

이다.108)

연

주

-오른손으로 <꼬마 벌>, <뻐꾸기>, <나비야>,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를 이어서 연주한다.

-친구들의 연주를 보

고 한 가지씩 잘 한 

점을 찾아서 발표하게 

하여 잘 듣고 관찰하

게 하며 발표력도 개

발한다.

이론 

1. <런던 다리> 노래 배우기

➀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중 가사의 <돌다리>로  

  불리고 있다. 노래의 가사를 생각하며 노래를  

  부른다.

1절: 누가 누가 놓았나 조그만 돌다리 

깡충 깡충 건너는 징검 다리

2절: 언제 언제 놓았나 고마운 돌다리 

바둑이도 건너는 징검 다리

 

➁ 교사를 따라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계이름으  

   로 노래한다.(고정박을 느끼면서 걷도록 한   

   다.)

2. <런던 다리>를 느린 템포와 빠른 템포로 

   노래하기

➀ 주위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것(거북이, 달팽  

  이, 달리기 시작하는 기차, 할아버지, 할머    

  니...)과 빠르게 움직이는 것(달리는 말, 치    

  타, 달리는 자동차 등...)을 찾아보고 흉내 내  

  보도록 한다.

-<런던 다리>는 어린

이들이 부르기 쉬운 

노래이므로 템포의 변

화를 주어서 노래하고 

움직이면서 느리고 빠

른 템포를 몸으로 체

험 경험하도록 하는데 

좋은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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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엉금엉금 기어 다니는 거북이를 흉내 내며  

   <런던 다리>를 아주 느리게 노래하고 빠르  

   게 달려가는 말을 흉내 내면서 <런던 다리>  

   를 아주 빠르게 노래하여 느린 속도와 빠른 

  속도를 익힌다.

3.  리듬 익히기

➀ / 

   깡 총  뛰 며  앞 으 로

  처음 박을 길게 손뼉 치면서 말 리듬으로 노  

  래한다. 

➁ 점 4분음표와 8분음표가 있는 리듬과 4분   

  음표로만 되어있는 리듬의 두 가지 리듬을 비  

  교하면서 리듬치기를 한다.

    

        

➂ 두 팀으로 나누어 리듬치기를 하면서       

 의 리듬을 익힌다.

     

 

   

➃ 교사를 따라서 리듬 막대로 리듬치기를 한  

   다.

 교사
      

           
  학생

       

 교사

      
 학생      

-<런던 다리>에 나오

는 리듬을 교사를 따

라 듣고 리듬치기를 

하면서 리듬을 익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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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학생

➄  리듬카드를 

 보며 교사를 따라 리듬 막대로 연주한다.

   교사:   학생:   

   교사:   학생: 

➅ 계이름으로 노래하며 첫째 줄의 4마디의 리  

   듬을 완성한다.

➆ 계이름으로 노래하며 넷째 줄의 4마디의 리  

  듬을 완성한다‘

  

-듣고 익힌 <런던 다

리>에 나오는 주요리

듬을 리듬카드를 보고 

리듬을 치며 익힌다.

음악

감상

<런던 다리> 노래를 부르며

    술래 둘이 다리를 만들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리 아래를 지나가다가 술래가 노래가 끝나  

  는 곳을 지나가는 학생을 잡는다. 잡힌 학생  

  과 셋이서 손을 잡고 다리를 만든다. 그 다음  

  엔 넷, 다섯...모든 학생이 잡혀서 커다란 원  

  을 만들 때 까지 계속한다.

-게임을 할 때에는 

규칙을 잘 지키고 남

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모두 즐

겁게 할 수 있다. 그

런 가운데 사회성을 

키우게 된다.

마무리

1. 교사가 학생들을 한 사람씩 악수하며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B'리듬에 이름을 넣어  

  <잘 가요>를 부른다.

        세정-이 잘가-요 은호-도 잘가-요 

         세희-도 잘가-요 모두-다 잘가-요

2. 노래를 부른 후 바른 자세로 ‘감사 합니다’하  

   고 인사를 한다.

3. 스즈키 피아노 교육에서 그룹레슨의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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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1. No. 7 <메리의 어린양>

2. 리듬: ♪♩♩/♩♩
3. Pre-staff

수업 목표

1. <메리의 어린양>을 계이름과 가사로 부르고 연주 할 수 있다.

2. ♪♩♩/♩♩의 리듬을 피아노에서 연주할 수 있다.

3. 줄에 걸린 음, 줄 위의 음, 줄 아래 음을 그릴 수 있다.

준비 자료

피아노, 우드블럭, 리듬카드, 스카프

CD: 스즈키 피아노 1,

DVD: 차이코프스키(Tchaikovsky)의 <호두까기 인형>중 ‘꽃의 왈츠’ 

순서 학습 활동 교수법적 소견

도입
인

사 

1.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서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인사한다.

2.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에 가사를 붙  

   여 노래한다. 

           (이름을 부른 학생은 일어나서 인사한다.)

        돌다리 돌다리 황세정 돌다리(인사) 

        돌다리 돌다리 최은호 돌다리(인사)

        돌다리 돌다리 이세희 돌다리(인사)

        돌다리 돌다리 스즈키 피아노(인사)

3.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B’에 가사를 붙  

   여 노래한다.

       세정-이  스즈-키, 은호-도 스즈-키

       세희-도  스즈-키, 스즈-키 피아-노

본활동
복

습

1. 둘 씩 짝을 지어 학생 1은 <작은 별 변주곡>   

  의 ‘변주곡 B’를, 학생 2는 로 ‘도-솔’을 모음  

  화음으로 같이 연주한다. 

-보르둔(bordun)은 으

뜸음과 딸림음으로 된 

5도 음정의 지속적인 

저음 반주 형태이다. 

계속 반복하는 ‘도-솔’

의 보르둔 반주 연주

를 하며 고정박과 화

성감각을 익힌다.

10) 제 10주차 그룹레슨 프로그램

108) 김영전,『오르프 악기 편성법』(서울: 음악 세계, 2008),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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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2. 둘 씩 짝을 지어 

  학생 1은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

  학생 2는 ♩로 ‘도-솔’을 모음화음으로 같이 

        연주한다. 

3. 한 학생이 리듬이 적혀 있는 플래시 카드를 뽑  

   아 리듬을 치면 다른 학생은 리듬을 듣고 그    

   리듬에 맞는 변주곡을 연주한다.

   :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

   :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B‘  

   :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

연

주

오른손으로 <꼬마 벌>, <뻐꾸기>, <나비야>, <프

랑스 어린이의 노래>,<런던 다리>를 이어서 연주

한다.

-이미 배운 곡을 암

기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연주하는 가운

데 테크닉을 익히게 

된다. 

-그룹의 인원이 많은 
경우 곡을 선택하여 

연주하지만 가능한 

한 배운 곡을 차례대

로 계속 연주하게 하

여 ‘멜로디 파티’를 

준비 하도록 한다.

-안 틀리고 연주를 

잘 하는 학생에게 

‘손에 스티커 붙여주

기’와 같은 상을 주

어 잘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한다.

이론 
1. <메리의 어린 양>은 우리나라 어린이도 많이 

영어로 부르는 친숙한 노래로 우리나라에서는 <비

행기>로 노래 불리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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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2절: 내가 만든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멀리 멀리 날아라 우리 비행기 

 

➀ 교사를 따라 가사와 계이름으로 노래한다.

➁ 신체 동작으로 계이름으로 노래하며 차례      

  가기, 건너뛰기를 익힌다.

➂ 원곡 가사로도 노래한다.

  “Mary Had a Little Lamb”

    Mary had a little lamb, little lamb,  little lamb, 

    Mary had a little lamb,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2. 리듬 익히기

➀ 교사를 따라 리듬을 표현한다.

     교사(머리): /   

     학생(머리): /

     교사(어깨): /   

     학생(어깨): /

     교사(허리): /      

     학생(허리): /  

     교사(무릎): /        

     학생(머리): /   

➁ 리듬카드를 보며 교사를 따라 우드블럭        

  으로 연주한다.

-리듬치기는 곡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주하기 위한 것이

다. 곡에 나오는 리

듬을 교사를 따라 반

복하여 익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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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  

      학생: / 

                   (반복)

➂ 리듬카드를 보며 교사를 따라 우드블럭으로    

  리듬을 친다. 

       

     교사: /  

     학생: /   (반복) 

➃ 계이름으로 <메리의 어린양>을 노래하며       

    리듬만 우드블럭으로 리듬을 친다. 

   

    

        

➄ 계이름으로 <메리의 어린양>을 노래하며       

   리듬만 우드블럭으로 리듬을 친다.

  

      

3. Pre-staff: 한 줄 악보

   음표에는 줄에 걸려 있는 음, 줄 아래에 있는   

 음, 줄 위에 있는 음, 줄과 줄 사이인 칸에 있는  

 음이 있다. 

 ① 한 개의 줄 위에서 줄에 걸려 있는 음, 줄 위  

  에 있는 음, 줄 아래에 있는 음을 만들어 본다.

-학생들은 악보를 

보고 연주하지 않기 

때문에 리듬도 듣고 

따라하며 학습하게 

된다. 리듬을 익숙하

게 따라하게 된 후에 

리듬카드를 사용하여 

리듬을 익히도록 하

는 것은 독보를 하기 

위한 예비 활동이기

도하다.

-일정한 리듬을  리

듬치기 하는 것은 리

듬을 잘 듣는 훈련을 

하는 데 도움이 된

다. 

-5선 악보를 시작하

기 전에 1줄로 된것

에서부터 하면 줄에 

걸린음과 줄위의 음, 

줄 아래음을 이해하

도록 하는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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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에 걸려 있는 음

   줄위에 있는 음 

   줄아래에 있는 음

  

➁ 한 줄 악보로 <메리의 어린양>의 두 번째 프레  

   이즈의 계이름을 그려본다.

            

➂ 바닥에 줄을 긋고 <메리의 어린양>의 두 번째  

   프레이즈의 계이름을 몸으로 표현한다.

음악

감상

차이코프스키(Tchaikovsky)의

                 <호두까기 인형>중 ‘꽃의 왈츠’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를 DVD로 감상  

 한 후 <꽃의 왈츠>를 들으며 각자 꽃이 되어 스  

 카프를 들고  왈츠 춤을 추면서 부드러운 선율을  

 표현해 보도록 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움직임과 화려한 색

상까지 볼 수 있는 

DVD를 선택하면 더

욱 아이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음악 감상

이 된다. 음악 감상

할 때 아이들의 듣는 

능력과 상상력을 자

극하도록 DVD는 필

요 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무리

1. <잘 가요>를 부른 후 바른 자세로 ‘감사합니    

  다’하고  인사를 한다.

        선영-이 잘가-요 은영-이 잘가-요 

         에란-이 잘가-요 모두-다 잘가-요

2.  부모님께 ‘멜로디 파티’를 위해서 집에서 연습  

  할 때 칭찬을 많이 해 주어 즐겁게 연습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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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1. No. 8 <주먹 쥐고 손뼉 치고>

2. 리듬: /

3. 오선의  줄음과 칸음

수업 목표

1. <주먹 쥐고 손뼉 치고>를 계이름과 가사로 부르고 연주 할 수 있다.   

2. / 리듬을 표현 할 수 있다.

3. 오선에서 ‘줄음’과 ‘칸음’을  익힌다.

준비 자료

  피아노, 리듬 막대, 리듬카드, 오선 카페트, 오선, 스티커

  CD: 스즈키 피아노 1, 

      요한 스트라우스 1세(Strauss I)의 <라데츠키 행진곡>

순서 학습 활동 교수법적 소견

도입
인

사 

1.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서로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한다.

2. 교사가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며 ‘안녕’노래를  

   부른다.     

     세정이도 안녕, 은-호도 안녕, 세-희도 안녕, 

      부모님도 안녕, 동생들도 안녕, 선생님도 안녕,

      우리모두 안녕, 만나서반 가와.

3. ‘변주곡 A’리듬에 각자 말 리듬을 만들어 인사  

   한다.

          세정: 치카치카 안녕

          세희: 삐뽀삐뽀 안녕

          은호: 반짝반짝 안녕~

복

습

1. A B A형식의 <작은 별> 노래를

    A: 왼손

    B: 오른손 

    A: 왼손으로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  

       에서 ‘변주곡 D’까지 차례로 연주한다.

11) 제 11주차 그룹레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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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둘 씩 짝을 지어 학생 1은 <작은 별 변주곡>  

  의 ‘변주곡 A’ 학생 2는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D’를 연주한다.

    계속~

                        

연

주

1. 모두 한사람씩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를      

  연주한다.

2. <메리의 어린양>을 ‘F의 자리’, ‘G의 자리’,    

  ‘검은 건반 F#의 자리’에서 연주한다.

3. 교사가 리듬을 쳐주면 곡의 제목을 맞추고     

  연주한다.

     교사: ♩/♩<뻐꾸기>

     교사: ♩♩/♩♩<나비야>

     교사:  ♩♩/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

     교사:♪♩♩/♩♩<런던 다리>,

                     <메리의 어린양>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는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이어

서 자주 연주하도록 

한다. 친구들이 연주

하는 것을 보고 듣는 

동안 곡이 익숙하게 

된다.

-<메리의 어린양>을 

F의 자리, G의 자리, 

F#의 자리 등 여러 

자리에서 연주하도록 

하여 조성감을 갖게 

한다.

이론 

1. <주먹 쥐고 손뼉 치고> 노래 배우기

➀ <주먹 쥐고 손뼉 치고>를 가사로 동작과 함   

   께 노래한다.

   1절: 주먹쥐고 손을 펴서 손뼉치고 주먹쥐고

        또 다시 펴서 손뼉치고 두 손을 머리에

        햇님이 반짝 햇님이 반짝 

        햇님이 반짝 반짝거려요.

   2절: 주먹쥐고 손을 펴서 손뼉치고 주먹쥐고

        또 다시 펴서 손뼉치고 두 손을 머리에

        나비가 훨훨 나비가 훨훨 

        나비가 훨훨 훨훨 날아요.

   3절: 주먹쥐고 손을 펴서 손뼉치고 주먹쥐고

        또 다시 펴서 손뼉치고 두 손을 머리에

        나팔이 뚜뚜 나팔이 뚜뚜 

        나팔이 뚜뚜 나팔 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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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음높이를 따라 신체를 짚으며 계이름으로 노  

   래한다.

     

2.  ,   리듬 익히기

➀ 한 글 자로 된 과일 이름 찾기( )

   밤, 배, 귤, 잣....

➁ 두 글자로 된 과일 이름 찾기( )

   대추, 사과, 딸기, 호두, 앵두....

➂ 4분음표의 리듬카드를 4개 모아 리듬치기     

   를 한다.

         

         밤   밤   밤  밤

➃ 두 번째 4분음표카드를 두 개의 8분음표      

   카드로 바꾸어 리듬치기를 한다.

        

         밤  대추  밤  밤

➄ 세 번째 4분음표카드를 두 개의 8분 음       

   표 카드로 바꾸어 리듬치기를 한다.

        

         밤  밤  대추 밤

➅ 첫 번째와 세 번째는 4분음표 카드를 두 번   

  째와 네 번째는 두 개의 8분음표 카드를 놓     

  고 리듬치기를 한다.

        

         대추 대추 밤  밤

-계이름을 부르며 신

체 동작을 할 때에는 

곡조가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느린 동

작으로 하도록 한다.

-과일, 동물 등, 말리

듬으로 리듬을 학습 

하도록 하는 것은 주

위의 사물에 대해 관

심을 갖게 하여주고 

리듬을 익히는데도 효

과적이다. 

-<주먹 쥐고 손뼉 치

고>의 마디 1의 리듬

이다.

 

-<주먹 쥐고 손뼉 치

고>의 마디 2의 리듬

이다.

-느린 박의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

의 리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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➆ 계이름으로 <주먹 쥐고 손뼉 치고>를 끝까지 

  노래하며 교사를 따라  리듬만 리듬  

   막대로 리듬을 친다.  

        

➇ 계이름으로 <주먹 쥐고 손뼉 치고>를 끝까지 

  노래하며 교사를 따라  리듬만 리듬  

   막대로 리듬을 친다. 

              

3. 오선 

  오선에서 5개의 줄과 4개의 칸, 줄에 걸린 

 음과 칸에 걸린 음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오선 카페트에서

➀ 줄만 찾아 걷기, 칸만 찾아 걷는다.

➁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  

  섯 째 줄’을 말 하며 걷는다. 옆에서 순서를 기  

  다리는 친구들도 같이 큰소리로 말한다.

➂ 칸을 따라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넷째 칸’을 말하며 걷는다. 

➃ ‘줄’, ‘칸’을 반복하여 걷는다.

➄  교사나 친구들이 불러주는 곳을 찾아 간다. 

   ( 셋째 줄, 둘째 칸, 다섯째 줄 등)

➅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대로 줄의 음이  

   나 칸의 음을 찾아간다.

➆ 교사가 ‘롤리 팝’을 치는 소리를 듣고 한번 치  

   면 첫째 줄(칸), 두 번 치면 둘째 줄(칸)의 방  

   법으로 찾아간다.

-오선 카페트에서 게

임을 통해 오선을 익

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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➇ 오선카드를 보고 줄의 음과 칸의 음을 오선   

   매트에서 첫째줄-둘째줄-셋째줄-넷째줄-다섯  

   째줄, 첫째칸-둘째칸-셋째칸-넷째칸을 세면서  

   걷는다.

         

➈ 오선 노트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줄에 있는 음,  

  칸에 있는 음, 5개의 줄과 4개의 칸에 있는 음  

  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줄과 칸을 찾아 스

티커를 붙이면서 단단

한 손끝으로 건반을 

누르고 힘을 빼는 동

작과 연관시킨다.

음악

감상

요한 스트라우스 1세(Strauss I)의 

                       <라데츠키 행진곡>

  교사를 따라 각자 지휘를 하며 행진하도록 한  

 다. 곡을 잘 들으며 큰소리가 나는 곳에서는 씩  

 씩하게 큰 동작으로 지휘하고 작은 소리가 나는  

 곳에서는 발끝으로 살살 걸으며 작은 동작으로   

 지휘하면서 셈여림의 변화를 느끼고 표현하도록  

 한다.

마무리

1. <잘 가요>를 부른 후 바른 자세로 ‘감사 합니  

    다’하고  인사를 한다.

        선영-이 잘가-요 은영-이 잘가-요 

         에란-이 잘가-요 모두-다 잘가-요

2. 부모님께 CD를 들려주기, 연습할 수 있는 시간  

   과 환경을 만들어 주기, 음악회에 같이 가     

   기 등 좋은 음악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  

   해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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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1. No. 9 <달빛에> 

2. 4도 음정

3. 오선의 도(c¹)와 솔(g¹)

3. A A B A형식

수업 목표

1. <달빛에>를 계이름으로 노래 부르고 연주할 수 있다. 4도 음정을   

  건반에서 찾아 연주할 수 있다.

2. 오선에 도(c¹)와 솔(g¹)을 그리고 연주할 수 있다.

3. A A B A형식을 춤을 추면서 형식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준비 자료

  피아노, 우드블럭, 리듬카드 

CD: 스즈키 피아노 1, 

    생상(Saint-Saëns)의 <동물의 사육제>중 ‘백조’

순서 학습 활동 교수법적 소견

도입 인사 

1.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잘 부탁  

  합니다.”라고 인사한다.

2.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B’에 각자 말   

  리듬을 만들어 인사를 한다.

   교사: 오늘-도 스즈-키  학생: 날씨-도 좋아-요

   교사: 만나-서 반가-와  학생: 숙제-해 왔어-요

   교사: 피아-노 재밌-니  학생: 엄마-가 좋아-요

본활동

복습

1. 둘 씩 짝을 지어 학생 1은 <작은 별 변주곡>  

  의 ‘변주곡 A’를, 학생 2는 <작은 별 변주곡>  

  의 ‘변주곡 D’를 연주한다.

2. 둘 씩 짝을 지어 학생 1은 <작은 별 변주곡>  

  의 ‘변주곡 C’를, 학생 2는 <작은 별 변주곡>  

  의 ‘변주곡 D’를 연주한다.

-학생이 어려워 할 

경우 두 학생은 작은 

별 ‘변주곡 A’와 ’변

주곡 C‘를 연주하고 

교사가 <작은 별 변

주>의 ’변주곡 D‘를 

연주하도록 한다.

연주
1. 모두 한사람씩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를     

  연주한다.

12) 제 12주차 그룹레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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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가 시작하는 한마디를 연주하면 듣        

  고 곡목을 맞추고 그 곡을 끝까지 연주한다.

     교사: 솔파미- <꼬마 벌> 

     교사: 솔-미 <뻐꾸기>

     교사: 솔미미- <나비야>

     교사: 미-미미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

     교사: 솔라솔파 <런던 다리>

     교사: 미레도레 <메리의 어린양>

     교사: 미-미레 <주먹 쥐고 손뼉 치기>

-학생들이 잘 못 맞

추는 곡은 곡의 뒷부

분을 조금 더 연주해 

준다.

1. <달빛에> 노래 배우기

➀ 인형을 재우는 동작을 하며() CD를 듣는   

  다.

➁ 둘 씩 손을 마주 잡고 ()로 좌우로 손    

  을 흔들며 CD를 듣는다.

➂ 교사를 따라 한 프레이즈씩 계이름으로 노래  

  한다.

➃ 스카프를 자유롭게 흔들며 계이름으로 노래   

  다. 프레이즈가 바뀔 때 마다 스카프의 움직임  

  을 다르게 바꾸어 주며 노래하도록 한다.

➄ 공을 주고(공을 건넨다) - 받고(공을 받는다)  

  -주고 - 받고 하면서 계이름으로 노래하도록   

  하여 곡의 박을 느끼도록 한다.

-스카프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달빛에>

곡의 느낌을 이해하

기 쉽게 하여준다.

-공을 두 손으로 주

고-받고-주고-받고 

하는 동작은 고정박

을 익히는데 좋은 동

작이다. 노래와 같이 

하기 전에 충분히 동

작을 익혀 노래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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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도 음정 배우기

➀ 칸을 걸으면서 차례가기를 경험한다.

l l l l l l l l

 

➁ 칸을 걸으면서 건너뛰기를 경험한다.

l l l l 

➂ 계이름을 부르면서 칸을 걷는다.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➃ ‘라에서 레’와 ‘레에서 라’까지 걸어보면서 4  

 도의 간격을 경험한다.

 파 솔 라 레 미 파

➄ 교사를 따라 ‘도레 2도’, ‘도미 3도’, ‘도파 4  

 도’, ‘파도 4도’, ‘미도 3도’, ‘레도 2도’, ‘레시 3  

 도’, ‘레라 4도’라고 노래하며 발 건반에서 움직  

 이며 노래 불러서 ‘레라 4도’의 4도 음정을 경험  

 한다. 

     

          

3. 오선에 도(c¹)와 솔(g¹)을 그리고 연주하기

➀ 도(c¹)와 솔(g¹)을 교사를 따라 부른다.

➁ 오선에 도(c¹)와 솔(g¹)을 온음표로 그린다.

         

                도   솔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의 마디 9∼11

의 레∼라의 4도 음

정을 칸을 4칸 건너

뛰며 익힌다.

-음정의 간격을 피아

노 연주를 듣고 발건

반에서 움직여 보도

록 하기 위한 것이

다.

-악보를 보고 연주하

지는 않지만 보표의 

개념을 이해하고 독

보를 위한 준비를 한

다.



- 181 -

➂ 도(c¹)와 솔(g¹)을 2분음표로 두 개씩 그리고  

  피아노로 연주한다.

    

          도   도    솔    솔

4. A A B A 형식 배우기

➀ 신체 동작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A A B A형식  

  의 곡을 이해하도록 한다.(를 고정박으로 한  

  다.)

A: 둥그렇게 서서 앞으로 4번 뒤로 4번 움직인다.

A: 둥그렇게 서서 앞으로 4번 뒤로 4번 움직인다.

B: 제자리에 서서 오른발 두 번(), 왼발 두     

   번 (), 오른발 두 번(), 왼발 두 번()을   

   가볍게 구르며 노래한다.

A: 둥그렇게 서서 앞으로 4번 뒤로 4번 움직인다.

➁ A와 B의 두 가지 동작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춤을 추면서 A A B A를 이해하도록 한다. 

-<작은 별> 노래의 

첫 부분의 계이름이

다.

-노래를 움직임으로 

표현하면서 곡의 성

질과 구성형식을 이

해하도록 한다.

음악

감상

생상(Saint-Saëns)의 <동물의 사육제>중 ‘백조’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를 들으며 부  

 드럽게 흐르는 선율에 따라 몸을 자유롭게 움직  

 인다.

마무리

1. <잘 가요>를 부른 후 바른 자세로 ‘감사합니  

 다.’하고  인사를 한다.

        선영-이 잘가-요 은영-이 잘가-요 

         에란-이 잘가-요 모두-다 잘가-요

2.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의 캠프나 워크숍 등의  

 활동에 대해 안내하고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다  

 양한 음악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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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1 . No. 10 <그 옛날에>

2. 4분쉼표, 2분쉼표

3. 오선에 도레미파솔(c¹ d¹ e¹ f¹ g¹)그리기

수업 목표

1. <그 옛날에>를 계이름과 노랫말로 부르고 연주할 수 있다.

2. 4분쉼표, 2분쉼표를 표현할 수 있다.

3. 오선에 도레미파솔(c¹d¹ e¹ f¹ g¹)을 그리고 연주할 수 있다.

준비 자료

   피아노, 발 건반, 우드블럭, 핑거심벌즈, 캐스터네츠

CD: 스즈키 피아노 1, 

    앤더슨(Leroy Anderson)의 <싱코페이티드 클락>

순서 학습 활동 교수법적 소견

도입
인

사 

1.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잘 부탁 

  합니다.’라고 인사한다.

2.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에 각자 말 리  

  듬을 만들어 인사한다.

   교사: 세정이 예쁘다    학생: 세희도 예뻐요

   교사: 스즈키 피아노    학생: 간식은 뭐예요

   교사: 맛있는 햄버거    학생: 난핏자 좋아해......

본활동
복

습

1. 둘씩 짝을 지어 학생 1은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를 학생 2는 <작은 별 변주곡>의 ‘변  

  주곡 C’를 함께 피아노에서 연주한다.

2. 둘씩 짝을 지어 학생 1은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를 학생 2는 <작은 별 변주곡>의 ‘변  

  주곡 D’를 함께 피아노에서 연주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4

분음표를 한 박자로 

리듬치기를 한다.

13) 제 13주차 그룹레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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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주

1. 둘씩 짝을 지어 <꼬마 벌>, <뻐꾸기>, <나     

  비야>,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 <런던 다      

  리>, <메리의 어린양>, <주먹 쥐고 손뼉 치고>  

  를 연주한다.

2. 교사가 뒤로 돌아서서 손가락 번호로 연주하면  

  손가락 번호를 보고 곡의 제목을 맞추고 맞춘 학  

  생이 연주한다.

    5 4 3쉬고/2342/1쉬고...<꼬마벌>

    5-3/5-3/212...<뻐꾸기>

    533-/422-/... <나비야>

    3-33/5--3/...<프랑스 어린이의 노래>

    4543/234-/...<런던 다리>

    3212/333...<메리의 어린양>

    33211/22321/...<주먹 쥐고 손뼉 치고> 

3. 학생이 뒤로 돌아서서 손가락 번호로 연주하면  

  손가락 번호를 보고 곡의 제목을 맞추고 맞춘 학  

  생이 연주한다.

-연주 할 기회를 많

이 주는 것이 그룹레

슨의 목적이며 다른 

친구들의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도 듣기 

교육의 중요한 점이

다.

-연주할 때 손가락 

번호에 유의하여 연

주하는 습관을 기르

도록 한다.

이론 

1. <그 옛날에> 노래 배우기

➀ 박화목 작사의 가사를 들려주며 가사내용을 이  

  야기 나눈다. 

   옛날에 즐거이 지내던 일 나 언제나 그리워라

   동산에 올라가 함께 놀던 그 옛날 내 친구들

   먼 산에 진달래 곱게 피고 뻐꾸기 한 나절 울어대는

   그리운 옛날의 그 얘기를 다시 들려주셔요.

➁ CD를 들으며 각 마디에 한 번씩()핑거 심   

   벌즈로 친다.

➂ CD를 들으며 각 마디에 두 번씩 ( )핑거 심   

   벌즈로 친다.



- 184 -

➃ 교사가 우드블럭을 한번 치면 마디에 한번씩   

  ( )핑거심벌즈를 치고 교사가 우드블럭을     

 두 번 치면 각 마디에 두 번씩(  )핑거 심        

 벌즈로 친다.

➄ 교사를 따라 한 소절씩 계이름으로 노래 부    

 르며 계이름과 프레이즈를 익힌다.

2. 4분쉼표

➀ 4분쉼표를 교사를 따라 리듬치기 한다.  

교사                 

        학생

➁ 이름에 4분쉼표를 넣어 부른다. 4분쉼표        

 에서는 ‘쉿’을 넣어 부르면서 4분쉼표를 이해     

 하도록 한다.

     최선영/최선영/ 선영/ 선영/

     최 영/최 영/최선 /최선 /

     최선영/최선영/쉿선영/쉿선영/

     최쉿영/최쉿영/최선쉿/최선쉿/

➂ ‘도레미파솔’에 4분쉼표를 넣어 노래한다.     

         도 레 미 파 솔 

         레 미 파 솔

         미 파 솔

        파 솔

         솔

        

- 쉼표에서 아이들

은 소리내지 않고 노

래를 하면서 내청 능

력을 키우게 된다.

- 학생들이 어려워 

할 경우 ‘도레미파솔’

까지만 하고 잘할 수 

있으면 ‘도레미파솔

라시도’까지 해 보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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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교사를 따라 리듬치기하며 2분쉼표를 익힌다.   

      

           

➄ <그 옛날에>마디 5∼10을 계이름으로 노래     

  하며 쉼표를 이해한다. 

    도 도레 미 미파 솔 라솔 미 쉿

    솔 파미 레 미레 도  -   쉿 쉿

3. 오선의 ‘도레미파솔’(c¹ d¹ e¹ f¹ g¹)

 

 ➀ 오선에 ‘도와 솔’을 온음표로 두 개씩 그린다.

        

            도   도   솔   솔 

 ➁ 오선에 ‘도 미 솔’을 온음표로 두 개씩 그린다.

     

        도    도    미    미    솔    솔

 ➂  ‘도 미 솔 솔 미 미 미’를 그린다.

     

         도   미    솔   솔   미    미   미

 ➃ ‘도 솔’을 먼저 그리고 ‘레 미 파’를 그린다.

   

       도 솔   레  미  파    도  레 미 파 솔 

-<나비야>의 마디 

7∼8의 계이름을 그

려보아 배운 노래와 

악보 읽기를 연관 시

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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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도레미파 솔솔솔’을 온음표로 그린다.

           

 
    도    레   미   파    솔   솔   솔     

  

  ➅ 위의 ➂과 ➄를 연주하고 곡의 제목을 맞춘

다.

-<나비야>의 마디 

3∼4의 계이름이다.

 계이름을 오선에 

그리고 피아노로 연

주하게 하여 악보와 

피아노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한

다.

음악

감상

앤더슨(Leroy Anderson)의 <싱코페이티드 클락>

앤더슨(Leroy Anderson)의 <싱코페이티드 클락>을

A : 박을 느끼며 제자리에서 걷는다.

B : 부드러운 선율에 따라 스카프로 부드러운 선율  

    을 만들며 자유롭게 움직인다.

A : 박을 느끼며 제자리에서 걷기 등을 하며 곡을  

    즐기고 A B A 형식을 이해하도록 한다.

마무리

1. 교사가 학생들과 한 사람씩 악수하며<잘 가요>  

   를 부르며 인사한다.

        예원-이 잘가-요 수정-이 잘가-요 

         예진-이 잘가-요 모두-다 잘가-요

2. 부모님께 멜로디를 모두 연주 할 수 있기 위해  

   서는 피아노에서 연습하는 것 뿐 아니라 CD를  

   많이 들어 곡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인 것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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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1. , , , ,  리듬

2. 리듬 빙고 게임

수업 목표  , , , ,  리듬을 연주하고 그릴 수 있다.

준비 자료

피아노, 실로폰, 터치벨, 우드블럭, 핑거심벌즈, 캐스터네츠, 과자

CD: 스즈키 피아노 1, 

    오르트의 <시계포>

순서 학습 활동 교수법적 소견

도입
인

사 

1.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잘 부탁  

  합니다.”라고 인사한다.

2.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로 노래한다.

   세정이도 안녕, 은-호도 안녕, 세-희도 안녕, 

   부모님도 안녕, 동생들도 안녕, 선생님도 안녕,

   우리모두 안녕, 만나서반 가와.

본활동

복

습

1. 세 명이 한 팀이 되어 

  학생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

  학생 2: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

  학생 3: 다른 한 명은 실로폰의 낮은 영역에서  

    ‘도-솔’을 모음화음으로 같이 연주한다.

 
2. 세 명이 한 팀이 되어 

  학생 1: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

  학생 2: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D’

  학생 3: 다른 한 명은 실로폰의 낮은 영역에서  

    ‘도-솔’을 모음화음으로 같이 연주한다. 

-싱코페이션의 ‘변주

곡 B’리듬은 다른 변

주와 같이 하기가 쉽

지 않으므로 교사가 

해 주거나 학생의 피

아노 연주력이 더 갖

추어진 이후에 하도록 

한다.

연

주

1. 둘 씩 짝을 지어 <꼬마 벌>, <뻐꾸기>, <나비  

  야>,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 <런던 다리>,    

  <메리의 어린양>을 연주한다.

2. 한 사람씩 <주먹 쥐고 손뼉 치고>, <달빛에>,  

 <그 옛날에>를  연주한다.

-친구들의 연주를 잘 

보고 들으면 곡을 암

보하는데 도움이 된

다.

14) 제 14주차 그룹레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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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1.  , , , ,  리듬 익히기 

➀ 여러 가지 모양의 과자로 , , , ,     

   의 음표를 만들면서 음표의 이름과 길이를 익  

   힌다.

➁ 교사가 쳐주는 리듬을 듣고 과자로 리듬패턴을  

만들면서 리듬 패턴을 익힌다.

     

2.  다양한 시계소리를 리듬을 만들어 노래한다.

 ➀ 시계소리 들은 경험을 이야기 하고 소리를 내

   본다.

 ➁ 할아버지, 우리아빠, 우리엄마, 예쁜동생 시계

가 되어 시계소리를 표현해 본다. 

 ➂ 교사를 따라 다음과 같이 소리내 본다.

  할아버지 시계는: 땡--- 땡--- 

  우리아빠 시계는: 땡- 땡- 땡- 땡-

  우리엄마 시계는: 똑딱똑딱 똑딱똑딱

  예쁜동생 시계는: 째깍째깍 째깍째깍 째깍째깍 째깍째깍

  ➃ 교사를 따라 노래를 배운다. 

            
            <우리가족 시계>

                           황영미 작곡, 작사

       

-규칙적으로 움직이

고 소리내는 시계는 

고정박을 이해하고 익

히는 데 좋은 소재다.

-주변에 소리에 관심

을 갖도록 하고 다양

한 시계소리를 먼저 

찾아보고 소리내어 보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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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➄ 할아버지, 우리아빠, 우리엄마, 예쁜동생으로 

역할을 나누어 마디 3,4 마디 7,8 마디 11,12 

마디 15,16의 시계가 울리는 부분을 리듬 악기

로 연주한다. 

  할아버지 시계는: 땡--- 땡---(트라이앵글)

  우리아빠 시계는: 땡- 땡- 땡- 땡-(핑거심벌즈)

  우리엄마 시계는: 똑딱똑딱 똑딱똑딱

                   (캐스터네츠)

  예쁜동생 시계는: 째깍째깍 째깍째깍 째깍째깍 째깍째깍

                   (우드블럭)

 ➅ 또 시계가 울리는 부분을 터치벨이나 실로폰

과 함께 소리 내며 노래 부른다.

    

➄ 다같이 ‘할아버지 시계는’이라고 노래하면 할

아버지 역할을 한 친구가 ‘땡--- 땡---’ , 또

다시 다같이 ‘우리아빠 시계는’이라고 노래하

면, 아버지 역할을 한 친구가 ‘땡- 땡- 땡- 땡

-’으로 대답하면서 , , , 를 익힌다.

   노래가 끝나면 다 같이 마디 3∼4, 마디 7∼8, 

마디 11∼12, 마디 15∼16의 시계 울리는 소

리를 두 번 더 연주한다.

    

3. 리듬 빙고게임

 ➀ 교사가 쳐주는 리듬카드를 찾아 학생의 빙고  

   판에 마음에 드는 곳에 넣는다.

       

    

    

-다 같이 노래하면 C

화성(CEG)을 들을 수 

있는데 정확한 음으로 

소리 내는 것이 어려

우므로 터치벨이나 실

로폰과 같이 연주하며 

노래한다. 그러면 노

래하기도 쉽고 아름답

게 울리는 화성을 경

험 할 수도 있다.

-리듬게임을 하면 리

듬을 더욱 집중해서 

잘 듣게 된다. 리듬을 

들어서 알맞은 리듬을 

찾고, 찾은 리듬을 연

주하게 해보면서 피아

노 교본 1권에 나오

는 리듬을 완전히 익

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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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리듬카드로 빙고판을 만든다.

  예1)

   

빙고

예2)

   

빙고

예3)

   

빙고

예4)

   

빙고

 

             

➂ 교사가 쳐 주는 리듬을 듣고 리듬이 있는 곳에 

스티커를 붙인다. 가로나 세로, 대각선이 일직

선이 되면‘빙고’를 외친다.

-빙고 판을 학생의 

수만큼 준비한다.  학

생이 리듬을 그릴 수 

있으면 리듬이 적혀 

있지 않은 빙고판에 

리듬을 듣고 그려 넣

게 한 후 빙고게임을 

한다.

-No. 2<꼬마 벌>에

서 No. 10<그 옛날

에>까지 배운 리듬을 

사용하여 리듬 빙고 

게임을 하면서 리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

주 할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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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감상

오르트의 <시계포>

 시계가 되어 규칙적인 박으로 움직이면서 시계 

가게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계소리를  재

미있고 경쾌한 가락으로 경험한다.

마무리

 1. 교사가 학생들과 한 사람씩 악수하며 <잘 가  

  요>를 부르며 인사한다. 

         예원-이 잘가-요 수정-이 잘가-요 

         예진-이 잘가-요 모두-다 잘가-요

2. ‘멜로디’파티 연주가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습을 잘 하도록 한다. 부모님께 학생의 연습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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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1. No.1-No.10의 멜로디 총 복습

2. <작은 별 변주곡> 리듬 합주

수업 목표
1. No. 1에서 No. 10의 곡까지 멜로디를 모두 외워서 연주 할 수 있다.

2. <작은 별 변주곡>으로 리듬합주를 할 수 있다.

준비 자료 피아노, 실로폰, 우드블럭, 귀로, 소고, 트라이앵글

순서 학습 활동 교수법적 소견

도입
인

사 

1.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잘 부탁  

  합니다.”라고 인사한다.

2.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B’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다.

       세정-이  스즈-키, 은호-도 스즈-키

       세희-도  스즈-키, 스즈-키 피아-노

본활동

복

습

 릴레이 연주: 한 피아노에 둘씩 앉아서 한      

  학생이 멈추고 싶은 곳에서 멈추면 옆의 학생  

  이 그 다음을 이어서 연주하고 다시 그 학     

  생이 멈추고 싶은 곳에서 멈추면 그 다음을 이  

  어서 연주하는 방법으로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에서부터 <작은 별 변주곡> ‘변주곡  

  D’까지 연주한다.

 

-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 한 줄로 서 있

다가 멈추면 재빨리 

그 다음을 연주한다.

연

주

1. 둘 씩 작을 지어 <꼬마 벌>, <뻐꾸기>, <나비  

  야>,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 <런던 다리>,

  <메리의 어린양>을 연주한다.

2. 한 사람씩 <주먹 쥐고 손뼉 치고>, <달빛에>,  

  <그 옛날에>를 연주한다.

-‘멜로디 파티’의 연주

를 위하여 연주순서를 

정하고 예의바르게 인

사하고 연주하며, 연주 

후에도 바른 자세로 

인사를 하도록 한다.

15) 제 15주차 그룹레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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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1. <작은 별 변주곡> 리듬 합주

➀ 부엌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이야기 나눈다.

   뚝 뚝 뚝 뚝, 또도닥 닥 또도닥 닥, 뚝딱 뚝딱,  

   지글지글, 보글보글, 쏵-쏵-....

➁ 소리를 <작은 별 변주> 리듬에 적용한다.

  신체를 사용하여 (손뼉 치기, 무릎치기, 발 구르  

  기,  걷기 등) 리듬을 익힌 후에 리듬에 맞는 리  

  듬 악기로 리듬 A, 리듬 B, 리듬 C, 리듬 D를  

  연주한다.

            

   리듬 A:  양파곱게 썰어 양파곱게 썰어

                      

   리듬 B:  벗 기 고  벗 기  고 (껍질을)

                         

   리듬 C:  다지고 다지고 다지고 다지고

                         

   리듬 D:    뚝    뚝   뚝    뚝

➂ <작은 별>을 ‘피자 만들어요’라는 가사로      

  교사를 따라 노래한다.

➃ ‘피자 만들어요’를 서로 마주보고 서서 노     

  래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곡의 형식을 이해 한  

  다.

   A부분: 오른쪽으로 4 스탭

  (♩를 한박 으로 오른발-왼발-오른발-왼발) 

           왼쪽으로 4 스탭

  (♩를 한박 으로 왼발-오른발-왼발-오른발)

   B부분: 앞으로 4 스탭, 뒤로 4 스탭       

   A 부분: 오른쪽으로 4 스탭, 왼쪽으로 4 스탭

-주변의 소리, 특히 

부엌에서 들 을 수 있

는 소리에 관심을 갖

고 그 소리를 리듬으

로 표현해 보는 가운

데 여러 가지 리듬과 

친숙해 지도록 한다.

-익숙한 노래에 가사

를 붙여 아이들이 리

듬을 연주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노래의 가사를 바꾸

어 부르면서 어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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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만들어요>

                                   황영미 작사

  

➄ 리듬 A(우드블럭), 리듬 B(귀로), 리듬 C(소   

   고), 리듬 D(트라이앵글)에 잘 맞는 악기를     

   정한 다음 4마디 리듬 전주→노래와 율동→ 4  

   마디 리듬 후주의 방법으로 노래한다.

➅ 먼저 전주 부분을 4사람으로 나누어 리듬     

   을 연주하여 시작하도록 한다.→<피자 만들어  

   봐요>를 노래하며 춤춘다.→노래를 마치면 전  

   주부분에서 한 것과 같이 리듬을 연주한다.

➆ 리듬 악기를 바꾸어 가며 반복한다.

➇  피아노 교본 1권이 모두 끝날 때에는 다음의  

  <피자 만들어요II> 방법으로 여러 리듬 악기와  

  다양한 리듬으로 연주할 수 있다.

          

-이곡을 즐겁게 리듬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

고 노래하며 <작은 별 

변주곡>의 4가지 리듬

과 곡의 형식을 복습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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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만들어요 II>

                                 황영미 편곡

마무리

1. 교사가 학생들과 한 사람씩 악수하며 <잘 가   

   요>를 부르며 인사한다. 

2. ‘멜로디’파티 연주가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습을 잘 하도록 한다. 부모님께 멜로디 연주  

  후에 어린이들을 축하해주는 작은 파티를 준    

  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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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멜로디 파티’

수업 목표
 No. 1에서 No. 10의 곡까지 멜로디를 교사의 반주에 맞추어 모두 외  

 워서 연주할 수 있다.

준비 자료  피아노, 우드블럭, 귀로, 소고, 트라이앵글

순서 학습 활동 교수법적 소견

도입
인

사 

1. 교사, 동행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잘 부탁   

  합니다.”라고 인사한다.

2.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로 노래한다.

(신체 동작: 무릎-손뼉-오른손 엄지-왼손 엄지)

     세정이도 안녕, 은-호도 안녕, 세-희도 안녕, 

      부모님도 안녕, 동생들도 안녕, 선생님도 안녕,

      우리모두 안녕, 만나서반 가와.

3.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B’로 노래한다.

       세정-이  스즈-키, 은호-도 스즈-키

       세희-도  스즈-키, 스즈-키 피아-노

4.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로 노래한다.

       돌다리 돌다리 황세정 돌다리

       돌다리 돌다리 최은호 돌다리      

       돌다리 돌다리 이세희 돌다리 

       돌다리 돌다리 스즈키 피아노

본활동
복

습

1. 한 피아노에 셋이서 <작은 별 변주곡>의 ‘변  

 주곡 A’와 ‘변주곡 C’와 ‘변주곡 D’를 동시에 같  

 이 연주한다. 

2. 피아노가 두 대인 경우에는 한 피아노에서는   

 <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와 ‘변주곡 D’,   

 다른 피아노에서는<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와 ‘변주곡 D’를  연주한다.  

16) 제 16주차 그룹레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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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주

  복장, 바른 자세로 인사하기 등 무대 예절을 갖

추어 한 사람씩 준비한 곡을 모두 연주한다. 멜로

디를 연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학생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하도록 한다.

  1. No. 1∼No. 10곡까지 모두 연주한다.

  2. 둘이서 같이 No. 1∼No. 10곡까지 외워서

     연주한다.

  3. 어머니는 ‘멜로디 파티’109)의 스토리를 읽어  

     주고 학생은 스토리에 맞게 연주한다.

  

연주 후에 <피자 만들어요>를 다함께 부르고 마친

다.

마무리

  1.<안녕(<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A’리듬)>, 

  <잘 가요(<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B’리듬)>

  <돌다리(<작은 별 변주곡>의 ‘변주곡 C’리듬)>  

   을 노래한다.

 2. 정성껏 연주를 한 학생들을 칭찬해 주고 적극  

  적으로 도와주신 부모님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

  1권이 끝나고 1권 모두를 외워서 연주하게 되는  

  졸업 연주110)도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도록 한다.

-부모의 칭찬과 연습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학생은 반복 연습을 

통하여 No.1∼No.10

곡까지 모두 연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주할 수 있는 집중

력과 인내심이 있는 

학생은 다른 학습도 

잘 할 수 있으며 그

러한 것이 스즈키 교

육의 원리이다.

-부모님과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고 칭찬

받는 시간이 음악을 

통해서 자긍심과 행

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09) 부록 5.를 참고하시오.

110) 졸업 연주에서는 교본 1의 전곡을 외워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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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스즈키 교수법의 목적은 음악교육을 통하여 어린이가 갖고 있는 잠재적

재능을 개발하고 음악과 같이 하는 삶으로 모든 어린이를 훌륭한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즈키 교수법에서는 교사와 학생, 부모가 합심하여 개인레슨, 그룹레

슨, 국내·외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가운데 음악성

뿐 아니라 사회성도 개발시켜주는 전인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현대의 피아노 교육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

즈키 피아노 교수법을 탐구하고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에 관한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스즈키 피아노 교사들은 그룹레슨의 효율성에 대해 동기 유발을

위해 필요하고, 연주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표현력과 사회성 개발에 효과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룹레슨을 하고 있지 않은 교사들은 그룹레슨

의 장점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시간과 공

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그룹레슨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

다.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 그룹레슨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스즈키 피아노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룹레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여 보았다.

음악을 즐기는 가운데 음악적인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는 그룹레슨 프로

그램의 개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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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교본의 내용을 따

라 가면서 음악적인 요소를 가르치는 순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작은 별 변주곡>의 4가지 테크닉과 교본의 연주를 흥미 있게 연

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셋째, 듣고 연주하는 것 외에 음악적인 요소를 지도하기 위하여 달크로즈,

오르프 등의 교수법을 도입하여 노래하기, 신체 움직임과 같은 활동을 통

해 음악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적용하였다.

개발한 스즈키 그룹레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있어 아직 우리나라에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스즈키 피아노로 그룹레슨

을 하고 있는 그룹이 적은 이유로 본 연구자의 수서지역 그룹과 문래동 맨

하튼 음악원 교사의 그룹에만 적용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많은 스즈키 피아노 교사가 프로그램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즈키

피아노가 더욱 활성화 되면 본 프로그램이 스즈키 그룹레슨을 하는데 도움

이 될것이라고 본다.

그룹레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들이 무엇보다 그룹레슨을 기다리고 즐거워하였다. 친구들과

같이 4가지 <작은 별 변주곡> 테크닉을 다양한 방법으로 복습할 수 있으

므로 혼자 연습하는 것에 비해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며, 즐겁게 복습을 계

속하는 가운데 테크닉이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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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배운 곡을 매 시간 친구들과 부모님 앞에서 연주를 하고, 친구들의

연주를 감상하는 가운데 연주력, 암기력이 향상되고 피아노를 연습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 된다.

셋째, 친구들과 함께 노래 부르기, 신체 동작과 음악 게임을 하면서 음악성이

개발되고 음악에 대한 흥미를 지속 시켜 준다.

넷째, 모국어 교육이 부모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듯이 피아노 교육에서도 부

모의 적절한 칭찬, 격려와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다섯째, 학생들은 국내 · 외의 워크숍에 참가하여 다양한 음악적인 경험을 하

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이 피아노를 계속 배우는 동기 유발이 된다.

피아노 그룹레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면서 얻은 제안 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활동이 가장 많이 필요한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

하여 스즈키 피아노 교본 1권의 No. 10 <그 옛날에> 곡까지 멜로디를 연주하

는 기간을 위한 것이므로 이 연구를 기본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룹레슨

을 위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그룹레슨이 계속되

어야겠다.

둘째, 외국에는 스즈키 교수법에 관한 서적이 많이 있으나 국내에는 연구 서

적과 번역된 교재가 적어서 스즈키 교수법을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

러므로 연구와 번역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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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스즈키 교수법은 학생들이 악보 없이 잘 듣고, 작은 단계로 나누어 배

우고 복습하여 완성해가도록 하므로 시력에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나, 주의력

결핍, 학습장애 학생, 그리고 노인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 잘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스즈키 교수법은 학생과 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것인데 부모가 모

두 직장에서 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부모가 참여 할 수 없는 아이들

도 잘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

다섯째, 학생들이 국제 워크숍에 참가하여 여러 외국학생들과 같이 수업

하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음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사회성 개발

및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가 할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하여야겠다.

본 논문에서 연구된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 프로그램이 스즈키 피아노

교육의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적용되어,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으로 배우

는 학생들이 연주를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음악적 경험 및 다

양한 활동을 통해 음악을 사랑하는 심성을 지닌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피아노 교육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 202 -

참고 문헌

단행본

김명순․조경자.『유아를 위한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다음세대, 초판 6쇄, 2001.

김미숙.『창의적 신체 표현 활동』. 서울: 들샘, 1996.

김영전.『오르프 악기 편성법』. 서울: 음악 세계, 2008.

김정화․전영애.『아동 음악과 동작』. 서울: 공동체, 2007.

김주경 편저.『신나는 음악 감상』.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9.

김홍인.『음악의 기초이론』. 서울: 수문당, 1995.

문연경.『유리드믹스』.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2005.

박현주.『교육과정 개발의 모형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005.

성경희.『유아들의 음악세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성경희․성진희.『아마데우스 피아노 라이브러리-음악의 기초 학습』. 서울: 현대음악출판

사, 1997.

성태제 · 시기자.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1판 4쇄, 2007.

송방송.『음악 연구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서울: 음악춘추사, 2004.

송정이.『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서울: 음악춘추사, 1994.

송무경.『조성음악 분석 2 』. 서울: 예솔, 2008.

안재신.『유아 음악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4.

유승지.『유승지의 달크로즈 교실Ⅰ, Ⅱ, Ⅲ』. 서울: 태림 출판사, 초판 3쇄, 2004.

이진우․이순영.『영유아 음악교육』. 서울: 파란마음, 2006.

이철구․이 양.『음악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1.

이희자․김경희 외 4명.『영․유아를 위한 동작 교육』. 서울: 공동체, 2007.



- 203 -

이희숙.『거인과 생쥐의 오르프 음악여행』. 서울: 음악세계, 2009.

임인재․김신영.『논문 작성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임혜정.『유아 음악교육』. 서울: 태영출판사, 2006.

조효임․장기범 외 3명.『오르프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1999.

채완병․조홍기.『코다이 이론과 기초교육』. 서울: 다라, 1999.

한국달크로즈유리드믹스학회.『종합예술과 음악 학회지』. 제2권 제1호,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8.

한국 오르프 음악교육 연구소.『창의적 음악교육을 위한 Orff Point』. 서울: 예솔, 1993.

Abramson, Robert M.『Dalcroze 유리드믹스에 기초한 리듬게임 I, II』. 유승지(역). 서울:

태림출판사, 2001.

Bastien, James W.『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 송지혜(역). 서울: 음악춘추사, 1990.

Berstein, Seymour.『자기발견을 향한 피아노 연습』. 백낙정(역). 서울: 음악춘추사, 1993.

Heilbut, Peter.『효율적인 그룹레슨』. 범영숙(역). 서울: 음악춘추사, 1994.

Hoffer, Charles R.『음악교사론』. 안미자(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Sandor, Gyorgy.『온 피아노 플레잉(On Piano Playing)』. 김귀현․김영숙(역). 서울: 음악

춘추사, 2001.

Schonberg, Harold Carles.『위대한 피아니스트(The Great Pianists 』. 윤미재(역). 서울:

나남출판, 2003.

Suzuki, Shinich.『새로운 유아의 재능교육』. 김희모(역). 서울: 교학사, 1985.

Yelin, Joy and Elise Braun.『Dalcroze 유리드믹스 클래스를 위한 피아노 연주곡집』. 유승지(역).

서울: 태림출판사, 1999.

Baker-Jordan, Martha. P ractical P iano Pedagogy. Miami, FL: Warner Bros.

Publications Inc., 2003.

Behrend, Louise, and Sheila Keats. The Suzuki Approach.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98.



- 204 -

Bernstein, Seymour. Twenty Lessons in Keyboard Choreography: The Basics of

Physical Movement at the Piano. Milwaukee, WI: Hal·Leonard Publishing Corp.,

1991.

Bigler, Carole L., and Valery Lloyd-Watts. Studying Suzuki P iano: More than Music.

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Co., Inc., 1998.

Camp, Max W. Developing Piano Performance: a Teaching Philosophy. 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Co., Inc., 1981.

_____. Teaching P iano: The Synthesis of Mind, Ear and Body. 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Co., Inc., 1992.

Comeau, Gilles. 10 Teachers’ Viewpoints on Suzuki Piano. Miami, FL: Warner

Bros. Publications Inc., 1998.

Froelich, Mary Ann. 101 Ideas for Piano Group Class. 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Co., Inc., 2004.

Hargrave, Cathy Williams. Reading Music by Ear. Dallas TX: Piano Basics of Dallas, 1995.

Hermann, Evelyn. Suzuki : The Man and His Philosophy.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81.

Honda, Masaaki. The Vehicle of Music. Miami, FL: Summy-Birchard Inc., 2002.

_____. Shinichi Suzuki: Man of Love. Trans. Kyoko Selden. Princeton, NJ:

Birch Tree Group, 1984.

Kataoka, Haruko. How to Teach Beginners. Trans. Kyoko Selden. Bellingham,

Washington: Piano Basics Foundation, 1996.

_____. My Thought on Piano Technique. Trans. Kyoko Selden.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88.

_____. Thoughts on the Suzuki P iano School. Trans. Kyoko Selden.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85.



- 205 -

Kendall, John. Talent Education and Suzuki. Washington DC: MENC, 1966.

Koppelman, Doris. Introducing Suzuki P iano. San Diego, California: Dichter Press, 1978.

Landers, Ray. Is Suzuki Education Working In America?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96.

Magrath, Jane. The P 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

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Co., Inc., 1995.

Powell, Mary Craig. Focus on Suzuki Piano: Creative and Effective Ideas for

Teachers and Parents.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88.

Shibata, Minao, and Masakata Kanazawa. "Suzuki, Shin'ichi"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vol. 24, New york: Grove, 2001.

Slone, Key Collier. They're Rarely Too Young and Never Too Old "To Twinkle" .

3rd ed., Ann Arbor, MI: Shar Products Company, 1988.

Suzuki, Shinich. Ability Development from Age Zero. Trans. Mary Louise Nagata,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81.

_____. How to Teach Suzuki P iano.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93.

_____. Nurtured by Love. Trans. Waltraud Suzuki,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83.

Uszler, Marienne. That's a Good Question. Fort Lauderdale, FL: The FJH Music

Company, Inc., 2003.

____ . Play It Again, Sam.... Fort Lauderdale, FL: The FJH Music Company, Inc., 2003.

Uszler, Marienne, Stewart Gordon, and Scott McBride Smith.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2nd ed., Belmont CA: Schirmer Books, 2000.

Yelin, Joy. Movement That Fits. Miami, FL: Summy-Birchard, Inc., 1990.

Yurko, Michiko. Music Mind Games. Revised ed. Miami, FL: Warner Bros. Publications

Inc., 1992.



- 206 -

논문

김강희. “중급과정의 피아노 교육에 관한 연구.”『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논문집』제1집.

서울: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2005.

김광자. “포괄적 음악교육에 기초한 유아의 음악적 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

증.”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박언희.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의 기초 테크닉 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배소영. “피아노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그룹 피아노 지도 방안 연구-만 4세부터 8세를 중

심으로.” 전남: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백미연. “한국의 민요 및 전래동요를 소재로 한 초· 중급용 피아노 학습곡 개발 연구.”

경기: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양정모. “졸탄 코다이의 음악 교재에 나타난 민요 활용 방법.” 서울: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1999.

유미경. “초급 피아노 교육을 위한 그룹레슨의 실제.” 경기: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2008.

윤진영 · 황경익. “Suzuki Method 스즈키 재능교육에 관한 연구.” 음악문화연구, 제3집,

1998.

정철웅. “스즈키 방법론(Suzuki Method)에 관한 연구.” 전북: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황경익. “Suzuki Method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황성숙. “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구: 계명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2004.

Kim, Kyunghee.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Style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Group Piano Teacher. Doctori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993.



- 207 -

Kim, Shin Young. Development of Materials and Teaching Strategies for Comprehensive

Musicianship in Group Piano Instruction for College-Level P iano Majors.

Doctori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2000.

Medford, Carolina D. Teaching Musicality from the Beginning of Child's Instruction:

The Gbyso Intensive Community Program and How It Incorporates the

Philosophies of Kodály, Orff, and Suzuki. Doctori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2003.

Moorhead, Marian Newsome. The Suzuki Metho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erceptual/Cognitive Listening Development in Third Grade Students

Trained in the Suzuki, Traditional, and Modified Suzuki Music Methods.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2005.

Yim, Milan. An Ethnographic Study of Dyad and Small Group Piano Instruction in the

P re-College Level. Doctori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2001.

정기간행물

김태영. “스즈키로 피아노 교육에 새바람을 넣을 수 있습니다.”『에듀클래식』, 2007,

11월호, pp. 64-67.

황영미 외 3인. “제 3회 아시아 스즈키 컨퍼런스에 다녀와서”『에듀클래식』, 2007, 10월

호, p. 56.

Amilie, Marie. "Group Instruction in the Private Studio." Clavier.(1979. January).

pp. 41-42.

Bennett, Beulah Varner. "The Group-- Ideal for Teaching Fundamentals." Clavier.

(1972. December). pp. 38-39.

Bigler, Carole L., and Valery Lloyd-Watts. "The Suzuki Approach to Teaching a Bach

Minuet." Clavier.(1980. December). pp. 34-35.



- 208 -

Brathwaite, Augustus. "Suzuki Training: Musical Growth or Hindrance?" Music

Educators Journal.(1988. October). pp. 42-45.

Camp, Max. “Rhythmic Control and Musical Understand." P iano Quarterly.(1988.

Summer). p. 41.

Crowder, Louis. "Piano Tone: The Outdated Controversy." Clavier.(1990. November).

pp. 20-22.

Donlon, Anne Marie. "The Chemistry of Group Lessons." Clavier.(2000. December).

pp. 41-42.

Ebin, Zachary. "A Mother Tongue Approach to Reading." American Suzuki Journal.

(2009. Summer). pp. 55-59.

Kendall, John. "Suzuki's Mother Tongue Method." Music Educators Journal.

(1996. July). pp. 43-46.

Lees, Susan. "Teaching with Tape." Clavier.(1973. April). pp. 29-33.

Lehrer, Ethel, and Samuel Lehrer. "What I Do at the First Lesson."

Piano Quarterly.(1988. Summer). p. 54.

Lessin, Judith. "Semi Private Lesson." Clavier.(1985. April). pp. 44-45.

Liggettt, Rosalie S. "Playing by Ear." Clavier.(1980. March). pp. 48-49.

Loris, Susan. "Creativity in Group Lessons." Clavier.(1994. April). pp. 37-39.

McCally, Grace. "Suzuki Piano Lessons Revisited." Clavier.(2001. April). pp. 26-27.

Polk, Mary Ann. "Piano by Note and by Ear." Clavier.(1980. October). pp. 42-43.

Rogers, Karen C. "The Group Teaching to Enhance Private Lessons." Clavier.

(1978. April). pp. 35.

Smith, Harriet, and Norma Maki. "Games are Fun with Groups." Clavier.(1985.

February). pp. 42-43.

Wagner, Jeffrey. "Ear before Eye: The Yamaha Method." Clavier.(1985. January).

pp. 10-13.



- 209 -

전자 문헌

Detreköy, Béla, "How Suzuki Changed My Life." The International Suzuki Journal.

(2003).

<http://www.europeansuzuki.org/web_journal/articles/BD_How.pdf. 2009. 9. 18.>

Ferguson, Lavinia. "Getting Together at Workshops." P iano Professional.

(2007. January).

<http://www.jennymacmillan.co.uk/Suzuki%20article%205%20Lavinia%20workshops.pdf,

2009. 9. 18.>

Fraser, Caroline. "Music Reading in the Suzuki Style." P iano Professional.

(2007. January).

<http://www.jennymacmillan.co.uk/Suzuki%20article%204%20Caroline%20F%20reading.pdf,

2009. 9. 18.>

Gordon, Gill. "Training as a Suzuki Teacher." P iano P rofessional.(2007. January).

<http://www.jennymacmillan.co.uk/Suzuki%20article%2010%20Gill%20trainee.pdf,

2009. 10. 12.>

Macmillan, Jenny. "Ideas for Group Lessons." Piano Professional.(2007. January).

<http://www.jennymacmillan.co.uk/Suzuki%20article%206%20Jenny%20groups.pdf,

2009. 10. 12.>

_____. "Involving Parents: a Survey of Attitudes." ESA Web Journal.(2006. Spring).

<http://www.europeansuzuki.org/web_journal/articles/Involving_parents_2.pdf, 2009. 9. 18.>

_____. "Involving Paren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ESA Web Journal.

(2006. Spring).

<http://www.europeansuzuki.org/web_journal/articles/Involving_parents_1.pdf, 2009. 9. 18.>

_____. "Parental Involvement: Children's Enjoyment and Achievement." ability.

(2006. Spring).



- 210 -

< http://www.jennymacmillan.co.uk/Parental%20involvement%20for%20Ability.pdf,

2009. 5. 30.>

_____. "What is Interesting about Suzuki?" P iano P rofessional.(2007. January).

<http://www.jennymacmillan.co.uk/Suzuki%20article%201%20Jenny%20intro.pdf,

2009. 9. 18.>

Power, Betty. "Suzuki Piano Anniversary Concert Cambridge UK." ESA Web Journal.

(2009. Spring).

<http://www.europeansuzuki.org/web_journal/articles09/Anniversaey_Concert.pdf,

2009. 9. 18.>

Power, Stephen. "Suzuki, Music and Matsumoto." ESA Web Journal.(2009. Spring).

<http://www.europeansuzuki.org/web_journal/articles09/Anniversaey_Concert.pdf,

2009. 9. 22.>

Wartberg. Kerstin. "Lasting Impressions: My Studies with Shinichi Suzuki at the Talent

Education Institute, Matsumoto." ESA Web Journal.(2009. Spring).

<http://www.europeansuzuki.org/web_journal/articles09/suzuki_wartberg.pdf,

2009. 9. 22.>

_____. "What Influence Does Music Education Have on Your Child's Development.?"

ESA Web Journal.(2006. Spring).

<http://www.europeansuzuki.org/web_journal/articles/Influence.pdf, 2009. 9. 18.>

_____. "Progress Through Repetition." ESA Web Journal.(2006. Spring).

Wauchope, Amanda, Alyssa Ralph, and Debbie Collison. "Notes from a Suzuki Family."

P iano Professional.(2007. January).

<http://www.jennymacmillan.co.uk/Suzuki%20article%208%20Amanda%20Alyssa%20and%20De

bbie%20families.pdf, 2009. 9. 22.>



- 211 -

악보

Alexander, D., Gayle Kowalchyk, E. L. Lancaster, Victoria McArthur, and Martha Mier.

《프리미어 피아노 코스》. 서울: 상지원, 2007.

Faber, Nancy, and Randall Faber. 《피아노 어드벤쳐》. 서울: 뮤직트리, 2003.

Faber, Nancy, and Randall Faber. 《My First Piano Adventure》. 서울: 뮤직트리, 2007.

Palmer, W. A., M. Manus, and A. V. Lethco.《알프레드 기초 피아노 교본》. 서울: 상지

원, 1995.

Suzuki, Shinichi.《스즈키 피아노 교본》. 편집국(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8.

_____.《스즈키 바이올린 교본》. 편집국(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71.

_____.《스즈키 플루트 교본》. 편집국(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8.

_____.《스즈키 첼로 교본》. 편집국(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71.

Faber, Nancy, and Randall Faber. My First P iano Adventure. Fort Lauderdale, Florida:

The FJH Music Company, 2006.

_____. Piano Adventures. Fort Lauderdale, Florida: The FJH Music Company, 1997.

McMichael, Catherine A. The Keyboard Home Companion. Saginaw, Michigan: Camellia

Music, 1988.

_____. Companion P ieces to Accompany the Suzuki P iano Repertoire: for One Piano

Four Hands Book I-IV. Saginaw, Michigan: Camellia Music, 1985.

_____. Companion Pieces to Accompany the Suzuki P iano Repertoire: for Two Pianos

Four Hands Book I-IV. Saginaw, Michigan: Camellia Music, 1985.

Meixner, Barbara. Suzuki P iano Ensemble Music. Miami, Florida: Warner Bros.

Publications Inc., 1986.

Suzuki, Shinichi, and others. Suzuki P iano School. New International Edition. Volume

1-3. 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Co., Inc., 2008.



- 212 -

웹사이트

국제스즈키협회: International Suzuki Association(ISA) www.internationalsuzuki.org

미국스즈키협회: Suzuki Association of the Americas(SAA) www.suzukiassociation.org

범태평양스즈키협회: Pan-Pacific Suzuki Association(PPSA) www.suzukimusic.org.au

아시아스즈키협회: Asia Suzuki Association(ASA) www.asiasuzuki.org

영국스즈키협회 Great Britain Suzuki Association(GBSA) www.britishsuzuki.org.uk

유럽스즈키협회: European Suzuki Association(ESA) www.europeansuzuki.org

일본스즈키협회: Talent Education Research Institute(TERI) www.suzukimethod.or.jp

한국스즈키협회: Korea Suzuki Association(KSA) www.suzukikorea.or.kr



- 213 -

부록

부록 1. <작은 별> I

부록 2. <작은 별> II

부록 3. 스즈키 피아노 교사 설문지

부록 4. 스즈키 피아노 학부모 설문지

부록 5. 작은 별 이야기



- 214 -

부록 1. <작은 별> I



- 215 -

부록 2. <작은 별> II



- 216 -

3. 스즈키 피아노 교사 설문지

본 설문지에 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한세대학교 음악대학원 피아노 교수학 박사학위 논문자료 작성을

위한 것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스즈키 피아노 교사들의 피아노 그룹레슨의

형태와 실상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본 설문은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선생님의 응답 내용은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중

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세대학교 음악대학원 피아노 교수학 전공

황 영미

① 선생님의 연령은 어디에 해당 됩니까?

가. 25-30세 나. 31-35세 다. 36-40세 라. 41-50세

② 스즈키 피아노 지도자 자격증은 언제 취득했습니까?

가. 2004년 나. 2005년 다. 2006년 라. 2007년 마. 2008년 바. 기타

③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가. 학원 및 교습소 나. 개인 다. 유치원

④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으로 학생을 가르친 기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가. 1년 이상-2년 미만 나. 2년 이상-3년 미만 다. 3년 이상-4년 미만

라. 4년 이상

⑤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으로 하루 평균 레슨 하는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가. 1-5명 나. 6-8명 다. 9-12명 라. 13명 이상

⑥ 기존의 방법으로 하루 평균 레슨 하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가. 1-5명 나. 6-8명 다. 9-12명 라. 1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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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 학생에게 1주일에 몇 번 레슨 합니까?

가. 1회 나. 2회 다. 3회 라. 4회 마. 5회

⑧ 피아노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사용하는 레슨 형태는 무엇입니까?

가. 1:1 개인레슨만 나. 그룹레슨만 다. 개인레슨과 그룹레슨 병행

(가의 문항을 선택하신 분은 ⑨번 문항을 답하여 주십시오)

⑨ 피아노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1:1 개인레슨만 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가. 장소가 준비 되어 있지 않아서

나. 그룹레슨을 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다. 부모님들의 그룹레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라. 학생들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⑩ 그룹레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2개 이상 여러 개 가능)

가. 흥미와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 필요하다.

나. 연주의 기회가 많아지므로 연주력에 도움이 된다.

다. 자기표현 능력을 키우고 사회성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이다.

라. 다수가 모이므로 산만한 교육이 되기 쉽다.

마. 필요성과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그룹 수업을 하는 것은 경험이 없어 두

렵다.

바. 그룹레슨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 연구가 필요하다.

⑪ 그룹레슨을 하고 있습니까?

가. 이다 나. 아니다

⑫ 그룹레슨을 하고 있다면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입니까?

가. 효과적인 그룹레슨을 위한 체계적인 교사를 위한 지도 프로그램 부족

나. 그룹레슨을 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 확보

다. 부모님들의 이해 부족

라. 학생들의 통제가 어려움

마. 수업을 위한 교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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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그룹레슨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효과적인 그룹레슨을 위한 체계적인 교사를 위한 지도 프로그램 부족

나. 그룹레슨을 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 확보

다. 부모님들의 이해 부족

라. 학생들의 통제가 어려움

마. 수업을 위한 교구 준비

⑭ 그룹레슨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가. 2-3명 나. 3-5명 다. 5-8명 라. 8명 이상

⑮ 그룹레슨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을 연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 있다 나. 없다

⑯ 체계적인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지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가. 그룹레슨 프로그램 나. 교구 개발 다. 그룹레슨 교사 연수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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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즈키 피아노 학부모 설문지

본 설문지에 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한세대학교 음악대학원 피아노 교수학 박사학위 논문자료 작성을

위한 것으로 스즈키 피아노 학부모의 그룹레슨 이해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

다.

본 설문은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부모님의 응답 내용은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중

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세대학교 음악대학원 피아노 교수학전공

황 영미

① 스즈키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자녀의 나이는 몇 살 입니까?

가. 5-7세 나. 8-9세 다. 1-13세 라. 14세 이상

② 피아노를 배운 경력은 몇 년 정도 됩니까?

가. 1년 미만 나. 1-2년 다. 2-3년 라. 3-5년

③ (피아노를 배우다가 스즈키 피아노로 변경한 경우)스즈키 피아노를 배운 경력

은 몇 년 정도 됩니까?

가. 1년 미만 나. 1-2년 다. 2-3년 라. 3-4년

④ 스즈키 피아노를 배우기 이전에 피아노 그룹레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

니까?

가. 있다 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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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 합

니까?

가. 매우 그렇다 나. 그렇다 다. 보통이다 라. 아니다

⑥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은 체계적인 피아노 교육에 효과적이라고 생각 합니까?

가. 매우 그렇다 나. 그렇다 다. 보통이다 라. 아니다

⑦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은 피아노의 연주력과 표현력에 효과적이라고 생각 합

니까?

가. 매우 그렇다 나. 그렇다 다. 보통이다 라. 아니다

⑧ 스즈키 피아노 그룹레슨은 학생들의 사회성 개발에 효과적이라고 생각 합니까?

가. 매우 그렇다 나. 그렇다 다. 보통이다 라. 아니다

⑨ 스즈키 피아노 교수법에서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만족

합니까?

가. 매우 그렇다 나. 그렇다 다. 보통이다 라. 아니다

⑩ 이사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 레슨을 받게 할 경우에 개인레슨

과 그룹레슨을 병행하는 곳을 찾겠습니까?

가. 매우 그렇다 나. 그렇다 다. 보통이다 라. 아니다

⑪ 자녀에게 그룹레슨을 하도록 할 때 가장 어려우신 점은 무엇입니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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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은 별 이야기

선영이는 친구들과 피아노를 배우며 <작은 별>노래를 신나게

불렀어요.111) <작은 별 변주곡>

집에 돌아오면서도 <작은 별>노래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노래를 부르다가 ‘작은 별’은 어디에 살고 있을 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작은 별’을 만나러 가보기로 했어요.

먼저 동물원에 찾아 가서 코끼리에게 물어 보았어요.

코끼리 아저씨는 쿵 쿵 걸으며 대답했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꽃밭에는 작은 벌들이 이 꽃, 저 꽃을 찾아다니고, <꼬마 벌>

나비도 훨훨 날아다녔어요. <나비야>

동물원의 산속에서는 뻐꾸기도 노래하고 있었어요. <뻐꾸기>

하지만 ‘작은 별’은 동물원에는 살고 있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작은 별’을 찾아서 다리 건너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가보았어요. <런던다리>

그곳에는 프랑스에서 놀러온 어린이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답니다.

<프랑스 어린이의 노래>

또 친구 메리도 귀여운 양과 함께 뛰어 놀고 있었어요.

<메리의 어린양>

111) ‘작은 별 이야기’는 부모가 이야기를 읽어 주면 스즈키 피아노 교본 1에서 내용에 맞

는 동요를 연주하도록 본 연구자가 내용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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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의 엄마는 우리에게 재미있는 노래도 불러 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주셨어요. <주먹 쥐고 손뼉 치고>

하지만 메리네 집에도 ‘작은 별’은 없었어요.

둥근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선영이는 엄마, 아빠, 언니와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엄마는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를 들려 주셨어요.

<그 옛날에>

이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는 자장가를 불러 주시며 선영

이가 편안하게 잠을 들도록 해 주셨어요. <달빛에>

선영이는 ‘작은 별은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 뿐 이었어요.

잠이 오질 않아서 마당에 나가니까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와우! 수많은 ‘작은 별’들이 동쪽하늘에서도 서쪽하늘에서도 반짝이고 있

었어요. 다같이 <작은 별>노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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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in Terms of Suzuki Piano Book No. 1 for

the Effective Use of the Suzuki Piano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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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the

Suzuki Piano Method and to develop a group lesson program for its

effective application to the songs of the Suzuki Piano Book 1. from No. 1

<Twinkle, Twinkle, Little Star Variations> to No. 10 <Long, Long

Ago> by investigating the Suzuki Piano Method.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the Suzuki Piano Method is to help

children to develop their potential abilities and to grow as human beings

with a great personality through music education. In fact, the method has

spread widely around the world, and today more than 400,000 students in

over 46 countries learn to play various musical instruments inclu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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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in and the piano according to the method. In addition, the Suzuki

Piano Method can be put to efficient use for visually handicapped

students, the students with lack of concentration or learning disorder, and

the elderly trying to learn to play the piano as it trains the learners to

listen without musical scores and learn and review in small stages.

Second, the pieces of the Suzuki Piano Book 1. from No. 1 <Twinkle,

Twinkle, Little Star Variations> to No. 10 <Long, Long Ago> are folk

songs so that children can sing and play with interest.

Third,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Suzuki piano teachers

were well aware of the effectiveness and need for piano group lessons

but only 43% of them gave such lessons due to lack of piano group

lesson experiences and materials. Thus there should be systematic group

lesson programs.

And fourth, a group lesson program was developed to teach children to

play <Twinkle, Twinkle, Little Star Variations> in four techniques, to

help them to play the pieces of the book in more interesting and diverse

ways, and to encourage them to understand musical elements through

such activities as singing with body movements and music appreciation.

After its application, its shortcomings were revised and supplemented to

complete the program.

The Suzuki piano group lesson program proposed in the study will help

children cultivate their musicality in enjoying music classes and also help

the teachers plan and implement Suzuki piano group lessons in efficient

mann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