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2016학년도 박사학위 논문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이 음악성 및

정서함양에 미친 효과 검증

한세대학교 대학원

피아노교수학 전공

강 지 혜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이 음악성 및

정서함양에 미친 효과 검증

지도교수 유 승 지 교수

위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22일

한세대학교 대학원

피아노교수학 전공

강 지 혜



강지혜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한세대학교 대학원

2016년 12월 22일



감사의 글

지난 시간동안 힘이 되어주신 많은 분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

니다. 연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랑과 격려로 이끌어주시고 지도해주

신 유승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사과정 동안 표현력 있

는 연주가가 되도록 함께 고민해주시고 정성껏 지도해주신 김성혜 총장님

께도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가 학문적 깊이를 지니고 발

전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신 김경숙 교수님과 김은주 교수님 그리고 이연경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업지도안을 개발하고자 도움을 청할 때마다 기꺼이 도와주신 이소라

선생님과 신은희 선생님, 하주희 선생님, 이한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연구기간 동안 건강을 염려해주시고 기도로 큰 힘이 되어

주신 성일침례교회 백남선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를 동의해주신 학부모님들과 기쁜 마음으로 연구에 함께

해 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기도로 큰 힘이 되어주시는 존경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동생 재욱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논문을 쓰는 동안 마음으

로 함께해주고 여러모로 큰 도움을 준 일민씨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

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연구가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

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2017년 1월

강 지 혜



- i -

목 차

표 목 차 ·····················································································································v

악보목차 ···················································································································vii

그림목차 ··················································································································viii

국문초록 ···················································································································· ix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3. 용어 정의 ···········································································································6

Ⅱ. 이론적 배경 ·······································································································7

1. Dalcroze 솔페즈 교수법 ·················································································7

2. Dalcroze 솔페즈 교수법과 피아노 교육 ···················································14

3. Dalcroze 솔페즈 교수법과 음악성 향상의 효과 ·····································17

4. Dalcroze 솔페즈 교수법과 심리·정서 함양의 효과 ································20

Ⅲ.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의 개발 ·········25

1. 연구의 방법 및 절차 ·····················································································25

2. 수업 지도안의 목표 설정 ·············································································31

3. 수업지도안의 내용 ·························································································34



- ii -

1) 도입 ··············································································································34

2) 전개 ··············································································································37

3) 본 활동 ········································································································39

4) 마무리 ··········································································································44

Ⅳ.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의 효과 검증 ····47

1. 연구 설계 ·········································································································47

2. 연구 대상 ·········································································································48

1) 인구통계학적 특성 ······················································································48

2) 연구 대상자 음악 교육 배경 ····································································49

3. 측정도구 ···········································································································51

1) 측정도구의 특성 ························································································51

(1) 음악적성 ·································································································51

(2) 학업적 자기효능감 ···············································································52

(3) 정서지능 ·································································································53

(4) 자아존중감 ·····························································································53

(5) 음악반응 관찰기록 ···············································································54

2) 측정도구의 구성 지표 및 내용 ······························································55

4. 피아노수업의 윤리적 기준 규정 ·······························································59

5. 자료 처리 ·······································································································60

Ⅴ. 결과 ····················································································································62

1. 음악성 영역 측정도구 검증 결과 ·······························································62



- iii -

1) 음악적성 ······································································································62

(1) 음악적성 사전-사후 점수 변화 ························································63

(2) 학년, 피아노 교습기간, Dalcroze 교습 기간에 따른 결과 비교····· 64

① 학년 ······································································································64

② 피아노 교습 기간 ··············································································65

③ Dalcroze 교습 기간 ··········································································66

2) 음악반응 관찰기록 ····················································································67

2. 정서 영역 측정도구 검증 결과 ···································································75

1) 학업적 자기효능감 ·············································································· 75

(1)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점수 변화 ······································75

(2) 학년, 피아노 교습 기간, Dalcroze 교습 기간별 결과 비교 ····· 77

① 학년 ······································································································77

② 피아노 교습 기간 ··············································································78

③ Dalcroze 교습 기간 ··········································································80

2) 정서지능 ····································································································82

(1) 정서지능 사전-사후 점수 변화 ························································82

(2) 학년, 피아노 교습 기간, Dalcroze 교습 기간별 결과 비교 ····· 84

① 학년 ······································································································84

② 피아노 교습 기간 ··············································································86

③ Dalcroze 교습 기간 ··········································································88

3) 자아존중감 ································································································90

(1)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점수 변화 ····················································90

(2) 학년, 피아노 교습 기간, Dalcroze 교습 기간별 결과 비교 ····· 92



- iv -

① 학년 ········································································································92

② 피아노 교습 기간 ················································································93

③ Dalcroze 교습 기간 ············································································96

3. 피아노 학습자들의 소감 및 학부모 평가 ···················································98

1) 연구에 참여한 피아노 학습자들의 소감 ··············································98

2) 학부모 평가 ·······························································································101

4. 수업에서 창작한 초등학생들의 작품 ·························································104

Ⅵ. 결론 및 논의 ·································································································113

참고문헌 ··················································································································118

ABSTRACT ··········································································································123

부 록 ··················································································································126



- v -

표 목 차

〈표 2-1〉Dalcroze 솔페즈 수업의 지도 요소 ··················································9

〈표 2-2〉Dalcroze 솔페즈 수업의 활동 내용 ················································10

〈표 2-3〉기초 피아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 내용 ···························15

〈표 2-4〉국내외 소개된 음악성 검사의 종류와 특징 ·································18

〈표 3-1〉연구 일정 ·····························································································27

〈표 3-2〉피아노 교재에서 제시하는 솔페즈 영역에 관련한 음악 요소 ·····29

〈표 3-3〉솔페즈 주제와 선정된 제재 곡명 ···················································30

〈표 3-4〉12차시 피아노수업의 솔페즈 주제와 제재 곡의 음악 요소 ····· 32

〈표 3-5〉개발된 피아노지도안의 구성 원리 ·················································45

〈표 4-1〉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9

〈표 4-2〉연구 대상자들의 음악 교육 배경 ···················································50

〈표 4-3〉측정도구의 주요 구성 내용 ·····························································55

〈표 4-4〉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지표 및 신뢰도 ·········································56

〈표 4-5〉음악반응 관찰기록의 대상자 수 및 신뢰도 ·································58

〈표 5-1〉음악적성 사전-사후 점수 비교 ·······················································63

〈표 5-2〉학년에 따른 음악적성 사전-사후 점수 차이 ·······························65

〈표 5-3〉피아노 교습 기간에 따른 음악적성 사전-사후 점수 차이 ·······65

〈표 5-4〉Dalcroze 수업 기간에 따른 음악적성 사전-사후 점수 차이 ····66

〈표 5-5〉음악반응 관찰기록 분할구획요인설계 ···········································68

〈표 5-6〉관찰기록 분할구획요인설계 사후분석 ···········································69



- vi -

〈표 5-7〉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점수 비교 ·····································75

〈표 5-8〉학년별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점수 차이 ·······················77

〈표 5-9〉피아노 교습 기간별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점수 차이 ·· 79

〈표 5-10〉Dalcroze 수업 기간별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점수 차이···81

〈표 5-11〉정서지능 사전-사후 점수 비교 ·····················································82

〈표 5-12〉학년에 따른 정서지능 사전-사후 점수 차이 ·····························85

〈표 5-13〉피아노 교습 기간별 정서지능 사전-사후 점수 차이 ···············87

〈표 5-14〉Dalcroze 수업 기간별 정서지능 사전-사후 점수 차이 ············89

〈표 5-15〉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점수 비교 ·················································90

〈표 5-16〉학년별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점수 차이 ···································93

〈표 5-17〉피아노 교숩 기간별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점수 차이 ···········95

〈표 5-18〉Dalcroze 수업 기간별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점수 차이 ········97

〈표 5-19〉음악성과 정서 영역에 관한 학생들의 소감 ·······························99

〈표 5-20〉학부모들의 소감에서 발견한 학생들의 변화 ···························102



- vii -

악보 목차

〈악보 2-1〉 Dalcroze의 ‘도-도 음계’의 원리 ················································11

〈악보 2-2〉 Music Movement and Ear Training for Children No. 5 ···· 12

〈악보 2-3〉 ‘빠르게 반응하기’ 원리에 고안된 ‘hip, hop 게임’의 예 ·······22

〈악보 3-1〉 다양한 ‘3음 음계’의 예 ································································38

〈악보 3-2〉 ‘3도 음정’을 만들어 보는 예 ······················································39

〈악보 3-3〉 ‘5도 음정’의 제재 곡 ‘마법사의 밤’ ··········································42

〈악보 3-4〉 ‘마법사의 밤’ 리듬 변형의 예 1 ················································43

〈악보 3-5〉 ‘마법사의 밤’ 리듬 변형의 예 2 ················································43

〈악보 3-6〉 학생 작품 ‘어두컴컴한 숲’ ··························································44

〈악보 5-1〉 ‘2도 음정’ 제재 곡을 활용한 학생들 작품 ····························105

〈악보 5-2〉 ‘3도 음정’ 제재 곡을 활용한 학생들 작품 ····························106

〈악보 5-3〉 ‘4도 음정’ 제재 곡을 활용한 학생들 작품 ····························107

〈악보 5-4〉 ‘5도 음정’ 제재 곡을 활용한 학생들 작품 ····························108

〈악보 5-5〉 ‘주요 3화음’ 제재 곡을 활용한 학생들 작품 ························109

〈악보 5-6〉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A 작품 ··············································111

〈악보 5-7〉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자 학생 E의 작품 ·············112



- viii -

그림 목차

〈그림 3-1〉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의 특징 ··· 33

〈그림 3-2〉 다양한 소리를 움직임과 함께 경험하는 예 ···························35

〈그림 3-3〉 소리와 신체의 움직임을 함께 경험하는 과정 ·······················36

〈그림 3-4〉 메아리 모방의 예 ·········································································40

〈그림 3-5〉 음정을 구분하는 손 표시 방법의 예 ·······································40

〈그림 5-1〉 음악적성 사전-사후점수 ·····························································64

〈그림 5-2〉 회기별 초견(시창) 음악반응 관찰기록 점수 ··························70

〈그림 5-3〉 회기별 청음 음악반응 관찰기록 점수 ·····································71

〈그림 5-4〉 회기별 이론 음악반응 관찰기록 점수 ·····································72

〈그림 5-5〉 회기별 연주 음악반응 관찰기록 점수 ·····································72

〈그림 5-6〉 회기별 창작 음악반응 관찰기록 점수 ·····································73

〈그림 5-7〉 회기별 수업참여 음악반응 관찰기록 점수 ·····························74

〈그림 5-8〉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점수 ···········································76

〈그림 5-9〉 정서지능 사전-사후점수 ·····························································83

〈그림 5-10〉 자아존중감 사전-사후점수 ·······················································91



- ix -

국문초록

최근 국내외의 피아노 교육은 예술적인 기본 소양을 기르고 긍정적인 정

서 함양을 목적으로 어린 학습자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시행되

고 있다. 하지만 어린 피아노 학습자가 음악학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역량을 키우는 목적의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수업 모형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여 피아노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교육 음악현장의 중심이 되는 초등

학생들의 음악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개발하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피아노수업이 음악성 및 정서 함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자 이루어졌다.

효과적인 연구를 위하여 피아노수업의 주제 선정 후, 현재 피아노교육현

장에서 사용되는 교재의 작품을 활용하여 음악 요소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12차시의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

안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피아노수업지도안은 학생들의 음악성 향상을 위

하여 초견과 청음, 이론, 연주 그리고 창작의 영역을 고루 경험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특별히 본 수업지도안은 Piaget의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구

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학습자에게 적합한 Dalcroze 솔페즈 교

수법을 근간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수업지도안을 Dalcroze 국제공인자격

증 소지자 5인에 의해 내용 타탕도를 검증한 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

였고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음악 교육 배경에 따른 음

악적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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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일원변량분석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있었을 때 Scheffe 사후검정을 통해 효과 검증을 하

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 대상자에 음악성과 정서 영역이 긍정적인 변화

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학년과 피아노 교습 기간, Dalcroze 수

업 기간이 음악성과 정서 영역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

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음악성에 있어서 음악 적성과 초견, 청음, 이론,

연주, 창작 영역에서 수업 참여 전과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이 향상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정서 영역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그리고

자아존중감 검증 결과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

업은 학생들의 음악성과 정서 함양에 효과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기초 사교육현장에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수업 지도안을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음악성 향상과 더불어 심리·정서 영역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

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20명의 소수인 것과 편의집단이며 단

일집단 설계에 의해 적용된 것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확장하여 검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달크로즈, 솔페즈, 피아노 교육, 음악성,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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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부(2015)는 지난 해 9월 23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개정된 교육 과정에서는 창의

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처

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음악 공교육 현장에서는 유아부터 초·중·고·대학교에 이르

는 학습자에게 적용 가능한 음악 수업 모형 연구가 다각도 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박동훈(2013)은 음악학원의 운영특성요인이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그의 연구에서 전국의 권역별 14개 대학 444명의 음악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그 중 84.90%의 응답자가 음악학원 및 교습소에

서 피아노를 처음 배운 것으로 조사하였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융합형 인

재 양성교육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음악 학습의 입문이 이루어지고 피아

노 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교육현장의 음악 교육은 어떠

할까?

피아노 교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내 여러 출판사에서 이론과 초견, 표

현력 있는 연주 능력을 위한 지침, 편곡, 즉흥 연주 그리고 작곡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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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기초 피아노 학습자들이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피아노 교재들을 지속적으로 출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피아노 교수학적인 접근에 의해 구성된 진보된 교

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사교육 현장의 기초 학습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테크닉과 상징을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상당수의 교사

들은 새로운 교재를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하지 않고 바이엘, 체르니 등

익숙한 교재들을 선호하며 주입식 피아노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아노교수학자로 폭넓게 활동 중인 Bernstein(1927∼)은 With Your

Own Two Hands: Self Discovery Through Music에서 피아노 학습에 있

어 효과적인 연습이란 자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소리를 의식하고 자신의 마

음 안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내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내면의 귀’를 훈련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Bernstein, 1981). 또한 최상의 집중력이 요구되

는 이러한 의식적인 청각 훈련을 통하여 즉흥 연주와 작곡도 가능하게 된

다고 말하였는데(Bernstein, 1981), 이처럼 많은 피아노교육가들은 피아노

교육에 있어 청각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lenczynska, 1961; 안미자.

2010; 김성혜, 2011).

따라서 피아노교육에서 테크닉 훈련 외에 학생들이 좋은 소리를 구별해

서 듣고, 리듬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교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피아노 교육, 특별히

기초 피아노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교육현장에서 청각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청각훈련을 위한 내용을 담

고 있는 교재를 사용할 때도 그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

교재에 담긴 테크닉적인 내용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다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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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음악교육학자인 Émile Jaques Dalcroze(1865∼1950)는 1892년

제네바 음악원의 교수로 임용되어 화성학과 솔페즈를 가르쳤는데, 타고난

재능을 지닌 학생들조차 풍부한 음악적 표현을 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불완전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Schnebly-Black & Moore, 2004). 그는 1900년에 이르러 솔페즈 수업에

프레이징(phrasing)과 뉘앙스(nuance)를 통합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인식하

여 1903년에는 기존의 시창·청음 교육에 신체의 움직임을 접목하는 교수법

을 고안하여 소개했다(Schnebly-Black & Moore, 2004).

Dalcroze는 음악교육에서 솔페즈 교육을 매우 강조하였고 “선생님은 학

생들이 솔페즈 수업을 통해 조성과 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율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다양한 음악적 재료를 사용해서 즉

흥적으로 선율을 만들어서 노래 부르고 악보에 그릴 수 있도록 가르쳐 줘

야 한다.”고 하였다(Dalcroze, 1921, 1967, p. 67).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에서 적용되는 아이디어들은 현재 우리의 피아노

교육에서 간과되고 있는 학생들의 청각 개발에 매우 유용한 교수장치로 활

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테크닉 연마를 위주로 이루어

지는 피아노교육에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기초

피아노 학습자들의 음악성을 포괄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수업지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Dalcroze 교수법이 학습자의 음악성 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 정서

그리고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몇몇 선행연구(Choksy,

Abramson, Gillespie & Woods, 1986; Bachman, 1991; Gauger, 1995;

Schnebly-Black & Moore, 2004; 유승지, 2004, Frego, 2007)가 있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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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까지 국내외적으로 Dalcroze 교수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토대로 피아노 학습자의 청

각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수업지도안을 개발하고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

함으로써 학생들의 음악성 및 정서 함양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

고자 이루어졌다.



- 5 -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하여 피아노수업지도안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 피아노학습자를 대상으로 솔페즈 주제와 피아노 작

품의 음악 요소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Dalcroze 교수

법에 기초한 수업지도안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연구문제 2] Dalcroze 솔페즈 피아노수업이 음악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1.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 음악적성 검사결과의 사전과 사후

변화는 어떠한가?

2-2.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 초견(시창), 청음, 이론, 연주, 창작,

수업 참여의 사전과 사후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Dalcroze 솔페즈 피아노수업이 음악 외적 요인, 특별히 정서

함양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3-1.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사전과 사후

변화는 어떠한가?

3-2.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 정서 지능의 사전과 사후 변화는 어

떠한가?

3-3.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 자아존중감의 사전과 사후 변화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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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The Harvard Dictionary of Music에 의하면 “솔페즈(Solfège[프],

solfeggio[이])는 16세기부터 대위법 장르인 성악곡 ‘리체르카레’의 형태로

흔히 출판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후 이러한 연습이 프랑스에 도입되어

solfeggio가 자주 인쇄물에서 발견되었다.”(Randel, 2003, p. 793). 솔페즈는

“특히 18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계명창법에 기초한 음계와 음정 그리고

선율을 노래 부르는 방법을 지칭하는데 기본적인 음악적 교육의 모든 측면

을 포함하여 사용되었고 특히 프랑스에서는 폭넓은 솔페즈 과정으로 개발

되었다.”(Randel, 2003, p. 793). “20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명 창법’의

의미를 갖는 솔페즈에 관한 관심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는데”(Randel,

2003, p. 793), 현재 음악교육에 있어서 “주로 음악 이론과 청음 및 시창

학습을 통해 총보를 읽고 악기와 노래로 연주하기 위한 이해 능력과 정확

하고 음악적인 표현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민경훈, 김신영, 김

용희, 방금주, 승윤희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위의 특성을 갖는 ‘계명 창법’을 ‘솔페즈’의 용어로 지칭하

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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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Dalcroze 솔페즈 교수법

Dalcroze는 인본주의와 아동중심교육을 근간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론과 실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방법을 창안했는데,

그의 교육 철학은 Rousseau(1712∼1778)와 Pestalozzi(1746∼1827)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가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Dale, 2000). 또한 그의

교수법에는 Piaget(1896∼1980)와 Dewey(1859∼1952) 그리고 Bruner(1915

∼2016) 등 동시대를 살았던 교육 이론가와 심리학자의 생각이 반영되어있

고 현재의 교육 현장에서 강조되는 ‘협동 학습’(cooperative learning)과 ‘비

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그리고 ‘다중학습모드’(multiple learning

modes)의 사상들도 포함되어 있다(Dale, 2000).

Dalcroze는 유리드믹스(eurhythmics)와 솔페즈(solfège), 그리고 즉흥 연

주(improvisation) 이렇게 3대 영역으로 구성된 독창적인 교수법을 창안하

였는데, 이러한 영역들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지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Dale, 2000). 유리드믹스는 그리스어의 유

리드미(eurhythmy)에서 유래된 말로, 좋은 흐름(good flow)을 의미하는

데, Dalcroze는 학생들이 음악적인 흐름을 찾아 느끼고 자연스러운 움직임

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창조적인 의

사소통 형태인 즉흥 연주를 통해 학생들의 상상력과 사고의 유연성을 키우

고자 하였다(Schnebly-Black & Moor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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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croze의 움직임을 강조한 유리드믹스 영역은 솔페즈 영역의 연구로부

터 비롯되었으며, 음악 그 자체를 필요로 한다(Spector, 1990). 특별히 그의

교수법 가운데 솔페즈 영역은 솔페즈와 화성학 교수로서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지도했던 그의 경륜과 창의적인 교수 전략을 발견할 수 있는 영

역이다.

Dalcroze 교수법에서는 특별히 청음 훈련을 강조한다. 즉 제대로 된 청

음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듬 그 자체와 신체의 움직

임은 일종의 원시주의(primitivism)에 빠질 수 있고 음악적 청음을 배우지

않은 상태로는 이 교육 시스템에서 기초를 다지고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

렵다(Spector, 1990). Dalcroze는 음악 전공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기존의

시창·청음 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추상적인 음악 기호를 학습하

는 데 그치는 기존의 수업을 음악적인 소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수

업으로 개선하고자 심혈을 기울였고 초견과 청음, 이론, 연주, 창작이 결합

된 총체적인 음악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음악성 향상

에 기여하였다(Choksy, Abramson, Gillespie & Woods, 1986).

또한 그는 솔페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음악을 주의 깊게 듣고 풍성한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배우며 즉흥 연주와 창작의 경험에 이르도록 지도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신체의 움직임과 결합하여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악기를 배우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며 향후 음악 학습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다음 〈표 2-1〉은 Dalcroze(1967)의 저서 Rhythm Music & Education

에 수록된 솔페즈 수업의 지도 요소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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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Dalcroze 솔페즈 수업의 지도 요소

(Dalcroze, 1921, 1967, pp. 72-74).

Dalcroze는 3대 영역이 밀접하게 결합된 독창적인 교수법을 통해 학생들

의 음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는데, 그의 독특한 리듬교육방법은 기존의

다른 음악수업에서 경험하는 리듬교육과 차별성을 갖는다.

다음의 〈표 2-2〉는 Dalcroze 솔페즈 수업에 유리드믹스와 즉흥연주가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활동 내용을 보여준다.

번호 지도 요소

1. 목과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의 긴장과 이완, 폐를 위한 유연한 움직임

2. 박자의 분할과 강조

3. 박자의 기억

4. 눈과 귀의 협응을 통하여 박자를 민첩하게 파악

5. 근육 감각의 강세를 사용하여 음의 높낮이를 파악

6. 자발적인 의지와 억제 능력

7. 집중, 울림의 내청

8. 목소리가 길게 나는 동안 움직임을 유지하거나 정지

9.
목소리와 움직임이 자동으로 결합,

원하는 목소리와 움직임을 즉흥으로 교체

10. 11. 12. 움직임의 요소를 가창에 적용

13. 몸의 움직임과 목소리는 독립적임

14. 쉼표와 프레이즈의 학습

15. 움직임의 두세 배의 빠르기와 느림

16. 17. 혼합 리듬과 유동적 대위법

18. 과장된 강세, 셈여림과 역동적 뉘앙스(음악적 표현)

19. 가락의 기보, 다성부의 화음 순서

20. 즉흥으로 노래하기

21. 22. 리듬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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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Dalcroze 솔페즈 수업의 활동 내용

특성 활동 내용

움직임을 통한

음악적 표현

경험하기

-손(혹은 발)으로 음 높이와 리듬 표현하면서 노래 부르기

-지휘하고 동시에 주어진 리듬을 걸으면서 노래 부르기

-박을 걷기로 표현하고 리듬을 손뼉으로 치며 노래 부르기

-박을 손뼉 치기로 표현하고 리듬을 걷기로 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소리의 변화를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즉흥연주를 통해

음악 이해하기

리듬 프레이즈를 음악적으로 스캣(scat)하기 혹은 가사 붙이기

리듬 모티브 혹은 선율 모티브를 이용한 즉흥연주

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음을 추가해 나가는 즉흥연주

주어진 선율에 대선율을 채워 넣는 즉흥연주

주어진 화성패턴을 피아노로 치면서 즉흥연주로 노래 부르기

(유승지, 2016, pp. 175-184).

또한 Dalcroze는 학생들의 청음 능력을 개발하기에 앞서 온음과 반음의

차이를 철저히 구분하도록 하였고 즉, 색상이나 대상을 보면서 인식하는

것처럼 소리를 듣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절대 음감’의 가치를 강조했으며

온음과 반음 인식에서 비롯한 솔페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청음 능력 향

상에 기여했다(Spector, 1990). 특별히 그가 학생들을 위해 고안한 ‘도도

음계’의 원리는 기본음 C에서부터 각 장조의 스케일을 쌓아갈 때 변화하는

온음과 반음의 위치를 인식하게 하고 기본음 C가 갖는 다양한 의미와 역

할을 경험하게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양한 조성의 음계를 ‘도도 음계’

로 경험하며 반음의 위치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음정이

갖는 뉘앙스를 경험하고 노래 부르는 과정을 신체의 움직임과 결합하여 경

험함으로써 리듬감과 표현력을 향상하게 된다.

다음의 〈악보 2-1〉은 ‘도도 음계’ 원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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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도도 음계’의 원리

(강지혜, 2016, p. 8)

Dalcroze는 학생들이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 부르는 것에서 나아가 신체

를 이해하고 호흡과 발성을 고려하여 표현력 있게 노래 부르도록 지도하였

다. 이러한 그의 교수법적 철학은 영향력 있는 발성 선생이었던

Delsarte(1811∼1871)와 스위스 음악가인 Lussy(1828∼1910)에게서 비롯되

었는데(Specter, 1990), 그는 솔페즈 수업에서 학생들이 감정을 이입하여

음악적으로 표현하도록 일상의 소재와 자연, 그리고 동물의 이미지를 사용

하여 학생들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키고 정서와 감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

록 이끌었다.

그의 저서 Music Movement and Ear Training for Children에 수록된

악보를 통해 우리는 Dalcroze가 학생들의 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호흡과 발성 그리고 표현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의 〈악보 2-2〉

는 Dalcroze 솔페즈 수업에서 실제 사용된 악보이며 초원을 걷고 있는 붉

은 인디언을 소재로 한다. 인디언이 여유롭게 초원을 걷다 걸음을 멈추고

바람과 마주하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그리고 다시 걷다 프레이즈 끝

에 이르자 휘파람으로 개를 부르는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는데, 이처럼

Dalcroze는 살아있는 솔페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고취시키고 몰

입하도록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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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Music Movement and Ear Training for Children No. 5

(Dalcroze, 1939, p. 7).

지금까지 살펴 본 과학적인 구조에 의해 고안된 Dalcroze의 솔페즈 교수

방법은 리듬감과 화성감을 길러주어 음악성 향상에 효과적이며 현재 음악

교육 현장에서 영·유아를 비롯한 성인, 노인에 이르는 대상에게 폭넓게 적

용되고 있다. 또한 그의 업적은 오늘 날 교육 영역 뿐 아니라 전문적인 건

강관리영역과 장애인의 재활 영역, 노인의 복지 영역, 현대 연극과 무용 영

역 그리고 신체의 움직임의 영역에서 적용되어 연구되고 있다(Greenhead

& Mathieu, 2016).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스위스 달크로즈 이사회의 승인 아래 한세대학교의

한세달크로즈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Dalcroze 학위과

정은 서티피케이트(Certificate), 라이선스(Licence), 디플로마(Diploma)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유승지. 2012). 본 장에서 살펴본 Dalcroze 솔페즈 교

수법의 특성을 적용한 연구 가운데 Dalcroze 국제공인자격증 소지자에 의

한 연구로는 대학의 시창· 청음 교육에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 김유진(2009)과 피아노 즉흥 연주와 달크로

즈 솔페즈를 함께 접목하여 음정 청음 방안을 제시한 신은희(2010), 그리고

국내외 솔페즈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한 솔페즈 교수법의 주요 특징 탐색과



- 13 -

Dalcroze 교사양성과정의 교육내용 고찰을 통해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

한 유승지(2016)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교육적인 가치가 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조명되지 않은 Dalcroze 솔페즈 교수방법의 아이디어를 피아노 교육에서 접

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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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lcroze 솔페즈 교수법과 피아노 교육

피아니스트이자 교육자로 활동하는 김성혜(2011)는 피아노 테크닉에 대

한 그녀의 연구에서 피아노 테크닉이란 ‘좋은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귀’

즉 음악의 재료가 되는 ‘음(音)’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섬세한 청취 능

력을 갖추는 것이라 강조했다.

유승지(2016)는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의 이해와 적용을 다룬 연구에서

Dalcroze 솔페즈 수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Dalcroze 솔페즈 수업은 학생들이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 부르고 소리

를 구별해서 듣는 것 뿐 아니라, 음악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고, 이해

한 것을 바탕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또한 음의 상호관계,

음의 성질을 움직임을 통해 다양하게 경험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내청능

력(inner hearing)을 키워 주고 음악을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

을 갖추게 해준다(p. 172).

이러한 연주 능력과 청음 능력, 이해 능력 그리고 창작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솔페즈 수업의 지도 요소는 기초 피아노 학습과정에서 배워

야하는 교육 내용과 많은 유사성이 있는데 다음의 〈표 2-3〉은 저명한

피아노 교수학자인 Bastien(2006)이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에서

제시한 초급 피아노 학습자를 지도 할 때 유념해야 할 내용을 연구자가 표

로 구성한 것이다. Bastien은 피아노수업에서 학습자에게 피아노 연주뿐

아니라 음악 이론과 음정 및 화성에 대한 이해, 연주력, 즉흥 연주, 청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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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독보, 앙상블의 경험 그리고 암보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

하였고 이것은 Dalcroze 솔페즈 수업에서 지향하는 교육 목표와 중복되는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2-3〉 기초 피아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 내용

번호 지도 내용

1. 피아노 건반의 일부만이 아닌 전체적인 이해

2. 악보에 기재된 위아래 덧줄을 포함한 음표에 대한 지식

3. 장·단·증·감 화음에 대한 이해와 연주의 가능성

4. 빠르기표·박자표·조표 등 일반적인 음악용어 이해

5. 즉흥연주

6.

청음 활동에 대한 반응

·교사가 연주한 선율적 패턴을 반복하기

·질문 프레이즈를 듣고, 응답 프레이즈를 즉흥적으로 연주하기

·음정들과 화음들을 알아맞히기

7. 멜로디에 화음을 붙이기

8. 독보

9, 앙상블 음악 참가 (네 개의 손 또는 두 대의 피아노에 의한)

10 매년 몇 곡씩 암기하기

(Bastien, 1973, pp. 3940).

앞 장에서 소개한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의 특성을 피아노 교육 현장에

적용한 선행 연구로는 Dalcroze와 Orff, Kim's의 통합피아노교수이론을 토

대로 피아노 학습 단계적 리듬지도방안을 제시한 김은영(2011)과 Kodály와

Dalcroze의 교수법을 유아기 피아노 교육에 맞게 놀이로 접목시켜 지도방

안을 제시한 이은보라(2016), Dalcroze 교수법을 토대로 방과 후 학교 피아

노학습지도안을 개발한 심라경(2009), Dalcroze 교수법을 활용한 불규칙박

자지도안을 제시한 최연선(2012), 미취학아동에게 Dalcroze 교수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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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아노지도방안을 소개한 이민선(2016)의 연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

지만 이 중 Dalcroze 국제공인자격증소지자에 의한 논문은 최연선(2012)의

논문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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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lcroze 솔페즈 교수법과 음악성 향상의 효과

세광음악사전에 따르면 음악성은 “음악에 대한 감상, 이해, 표현의 가능

성을 종합한 것”(세광음악출판사, 1982, p. 1246)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다.

하지만 음악학자들마다 음악성의 의미를 표현하는 용어 사용에 있어 서로

다른 견해 차이를 보이고 음악성을 음악적 자질과 음악적 능력, 음악적 감

성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Seashore(1919)는 The Psychology of Musical Talent에서 음악적 재능

은 복합적인 재능으로써 각 요소들 마다 서로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음악 재능을 흔히 말하는 음악적 능력으로 사용하였다.

Gordon(1995)은 음악성을 선천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음악 적성(Musical

Aptitude)과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 얻은 결과로서의 음악 성취(Musical

Achievement)로 구분하였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이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

듯이 개인마다 음악 적성을 가지고 있고, 9세 이후의 음악 적성은 발달하

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음악 적성이 고정되기 전에 적합한 음악 환경을 조

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Gordon, 1984).

그렇다면 Seashore(1919)가 주장한 음악적 능력과 Gordon(1984)이 주장

한 음악 적성은 선천적인 것일까?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지

않을 까? 유럽과 미국의 많은 음악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음악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음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며

연구를 지속해왔다. 다음의 〈표 2-4〉는 국내외로 소개된 음악성과 관련

된 검사의 종류와 특징을 보여준다.



- 18 -

〈표 2-4〉국내외 소개된 음악성 검사의 종류와 특징

Dalcroze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 내적 감정에 더 민감해야 하고 외적

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수법을 창안하였고

(Spector, 1990), 현재까지도 교육 현장에 걸쳐 폭 넓게 적용되어 학생들의

잠재된 음악적 능력을 이끌어내고 성공적인 음악적 성취를 이루어 궁극적

으로 음악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별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Dalcroze 교수법을 적용하여 음악성 향상

검사명

(제작자, 연도)
하위 검사와 특징 대상 사용기구 실시시간

시쇼어 음악 재능 검사

(Seashore, 1919/1939)

음 높이 구별 검사(50쌍의 문제)

음 크기 구별 검사(50쌍의 문제)

리듬 검사(리듬 패턴 30쌍)

시간구별 검사(50쌍의 문제)

음색구별 검사(50쌍의 문제)

음기억력 검사(30쌍의 문제)

10세∼성인 전자악기 1시간

윙 음악 지능 표준화 검사

(Wing, 1961)

화음 분석(20문항)

음고 변화(30문항)

음 기억(30문항)

리듬 액센트(14문항)

화성, 음의 세기, 악절감

8세∼성인 피아노 1시간

음악적 능력 검사

(Bentley, 1966)

음고 구별, 멜로디 기억력

화음 분석, 리듬 기억
7세∼성인

전자악기

오르간
20분

음악 적성 프로파일

(Gordon, 1965/1988)

선율(40문항) 화성(40문항)

빠르기(40문항) 박자(40문항)

악절(30문항) 균형(30문항)

스타일(30문항)

10세∼성인
바이올린

첼로
3시간

중급·초급 음악

오디에이션 검사

(Gordon, 1986)

음감(40문항)

리듬감(40문항)
5세∼10세 전자악기 20분

고급 음악 오디에이션 검사

(Gordon 1989)

음감(40문항)

리듬감(40문항)

음악전공자

13세∼성인
전자악기 20분

오디

(Gordon, 1989)

음감(10문항)

리듬감(10문항)
3세∼4세 전자악기 15분

한국 음악적성검사

(현경실, 2004)

음감(40문항)

리듬감(40문항)
10세∼성인 전자악기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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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거둔 사례는 영국 이스트본의 모이라 하우스(Moira House)에서 찾

을 수 있다(Bachmann, 1991). Ingham은 1910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

한 모이라 하우스(Moira House)에서 달크로즈식의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7

세부터 16세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시간에서 3시간씩 수

강하게 하였고 그 학교의 재직했던 교사들도 수업에 참여하게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달크로즈 수업은 학생들의 음악성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다

른 학과 공부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Bachmann, 1991).

Dalcroze의 교수방법은 몸 전체로 다양한 에너지 단계를 적용하여 무게,

에너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미묘한 감각적 차이를 경험하게 하는 데 이러

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내면에서 음악적인 감각을 생생하게 상

기시키는 능력 즉, ‘내면적 경청’능력을 키우기 위함이었고(Schnebly-Black

& Moore, 2004), 이러한 내청 훈련은 섬세한 청각 능력을 갖게 한다.

이러한 Dalcroze 교수법의 음악성 향상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국내

외적으로 검증을 통한 연구는 미비했다. 국내의 선행 연구 가운데

Dalcroze 교수법을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한 연구로는 Dalcroze 교수법을

활용한 음악개념학습이 음악 인지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김현정(2016)의 연구만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이 학생들의 음악성 향상에 미친 효과

를 검증하고자 현경실이 2004년에 개발한 ‘한국 음악 적성 검사(Korean

Music Aptitude Test,)’를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음악 적

성의 하위 영역인 ‘리듬’과 ‘가락’을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개발된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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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lcroze 솔페즈 교수법과 심리·정서 함양의 효과

정서는 최근 개인의 삶을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고

긍정적인 정서의 발달을 촉진시켜 풍부한 인간성을 함양하는 것은 개인의

삶과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정옥분, 2011).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의 발달의 촉진을 위하여 음악과 심리 및 정서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시도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시도되었다.

Berlyne(1971)은 음악의 의미를 정서(affect)와 환기(around) 그리고 보상

(reward)과의 관계성에서 찾고자 하였고, 특별히 음악적 자극이 동기를 유

발하여 정서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이러한 내적인 변화는 인간 행동, 즉 외

적 행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즉 음악을

통한 정서적인 변화는 외적 행동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신경학적 음악치료사인 Thaut(1991)는 음악이 의미 있는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은 정서수정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며 정서수정은 행동

학습과 변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Bruscia(1998)는

음악심리치료를 통해 자기 인식의 기회를 갖게 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며

자기표현, 정서 함양, 대인교류기술 개선 그리고 영적 성장을 돕는다고 주

장했다.

Dalcroze는 기존의 음악 수업을 개선하는 초기부터 음악과 정서와의 관

계에 주목하여 심리학자 Édouard Claparède(1973∼1940)와의 협력을 통해

교수법의 창안하였다. 이러한 심리·정서적 고려에 의해 창안된 Dalcroze 교

수법은 현재 음악교육 및 치료현장에서 폭넓게 적용되어 클라이언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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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함양하고 나아가 그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Gauger(1995)는 6주 동안 Dalcroze 교수법을 적용하여 만성 조현병 환자

의 기분과 주의집중, 대 근육 운동 기술, 사회 작용의 촉진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여 만성 조현병 환자를 위한 음악 치료

영역에 Dalcroze 교수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Frego(2007)는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나의 내전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PTSD)로 진단받은 12명의 음악교사들을 위해 음악과 움직임이

결합된 Dalcroze 교수법을 적용한 결과 정서적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도 효

과적이었다고 보고하며 Dalcroze 교수법이 더 많이 적용되기를 권장했다.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고안한 Dalcroze의 게임원리는 ‘빠르

게 반응하기’((quick reaction)와 ‘따라하기’(follow), ‘대체하기’(replacement

exercise), ‘메아리 모방’(interrupted canon), ‘연속적 모방’(continuous

canon)으로 구분되는 데, 이러한 게임의 원리를 적용한 음악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효과적인 자극(excitation)과 억제(inhibition)를 경험하고 지속적

으로 주의력을 가지고 음악을 집중해서 듣게 된다(Schnebly-Black &

Moore, 2004).

다음의 〈악보 2-3〉는 ‘빠르게 반응하기’ 원리에 고안된 ‘hip, hop 게임’

의 예이다.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하는 ‘hip’이라는 신호음에 리듬을 2배 빠

르게 축소하여 노래 부르고 ‘hop’이라는 신호음에는 리듬을 2배 느리게 확

대해서 노래 부르며 자신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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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빠르게 반응하기’ 원리에 고안된 ‘hip, hop 게임’의 예

(강지혜, 2016, p. 15)

Dalcroze는 학생들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음악적인 신호(musical

signal)를 사용하여 자극과 억제를 통해 음악에 몰입하도록 이끌었다. 이러

한 자극과 억제를 조절하는 능력은 음악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도 중요한데, 경고의 순간, 안전과 위험 사이의 판단을 인식하도록 돕고 효

과적으로 조절 및 통제하도록 한다(Schnebly-Black & Moore, 2004). 즉,

정확한 근육의 조절과 적합한 에너지의 양, 효율적으로 공간을 분별하고

조절하는 상태로 항상 놓여있게 한다(Schnebly-Black & Moore, 2004). 특

별히 운동감각 수용기(kinesthetic receptors)와 전정 수용기(vestibular

receptors)와 같은 두 종류의 신경 수용체(nerve receptors)는 몸의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감각적 경험의 과정을 고려하여 창안

된 Dalcroze 교수법은 향상된 감각의 수용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다

(Schnebly-Black & Moore, 2004).

Dalcroze 수업을 경험한 사람들은 Dalcroze 교수법의 경험이 뇌의 여러

부분에 자극되어 일상생활의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더 많은 해결책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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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Schnebly-Black & Moore, 2004). 즉, 학습 상황에

서 사고의 유연함을 갖게 되고 효율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조절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Dalcroze 교수법의 특성들은 정교한 신체의 움직임 즉 양

손의 분리와 협응, 교차 그리고 즉각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피

아노 학습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초등학생 피아노 학

습자에게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게 하여 궁극적

으로 음악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함과 동시에 초등학교 이후

신체와 정서적으로 급변하는 청소년 시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

록 돕게 된다.

Dalcroze는 학생들이 활동의 재미를 느꼈을 때 그 개념을 좀 더 쉽고 정

확하게 이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훌륭한 교육자였다(Schnebly-Black

& Moore, 2004). 따라서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탐색과 경험 그리고 발견의 과정을 통해 음악적 상징을 익히는 연역적인

체계의 Dalcroze 교수법은 학생들에게 음악학습의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에

몰입하도록 한다.

Black과 Moore는 “신뢰는 Dalcroze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

소로서 교사는 학생들이 그들 마음속의 느낌과 사고, 감정을 표현할 때 편

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Schnebly-Black &

Moore, 2004, p. 128)고 말했다. 즉 신뢰를 기반으로 한 피아노수업은 학생

들에게 지지와 존중을 경험하게 하고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Dalcroze 교수법의 음악외적인 효과, 즉 감정과 신체, 정신 그리

고 사회성 영역의 향상을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로는 Bachman(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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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ger(1995), Schnebly-Black & Moore(2004), 유승지(2004), Frego(2007)

의 연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초기부터 심리·정서적 고려에 의해 심리학자

와의 협력으로 창안된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학생

들의 음악성 향상 뿐 아니라 정서 함양을 위하여 피아노수업지도안을 개

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개인 활동과 짝 활동

그리고 그룹 활동으로 활동의 범위를 다양화하였고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

여 정적인 활동과 동적인 활동, 그리고 이동 동작과 비 이동 동작의 폭넓

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지도안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수업지도안의 개발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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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 수업지도안의 개발

1.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로 진행하였다.

첫째,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기에 앞서 사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수업지도안과 방법에 대하여 국내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초등학생 피아노 학습자의 음악성 향상을 위하여 Dalcroze 교수법

을 적용하기 위하여 Dalcroze 교수법과 관련한 연구를 국내·외 학위논문과

학술지, 단행본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본 연구에 활용방안을 모색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2016년 1월 초등학생 피아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Dalcroze 솔페즈 수업 프로그램 시안을 개발하였다.

셋째, 2016년 3월, 개발한 12차시의 Dalcroze 솔페즈 수업 프로그램을 전

문가 6인(Dalcroze 전문가 3인과 음악교육 전공교수 3인)에게 피드백을 받

아 보완하여 6월, 소논문 ‘Dalcroze 솔페즈 수업의 적용’(사교육현장의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을 발표하였다.

넷째, 2016년 7월부터 소논문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Dalcroze 솔페즈 수

업 지도안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국 음악적성 검사’의 측정이 가능한 초

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는 연구 대상자에게 적용 가능한 12차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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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을 설계하였다.

다섯째, 최종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여 지도 교수와 한국Dalcroze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Dalcroze국제공인자격증(Certificate) 소지자 4인으로

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여섯째, 2016년 7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협약기관소속 및 개

인연구자 교육을 수료하고 IRB에 심의신청을 하여 9월 28일에 연구 심의

를 승인받은 후, 2016년 9월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12차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일곱째, 수업 계획 구상 후 Dalcroze 및 음악치료분야의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음악반응 관찰기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매회기 연구자 외에 1인의 음악전공 관찰자가 참석하여 음악반응 관찰기록

을 작성하였고 관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업 녹화 후 1명의 보조

관찰자가 3회기 간격으로 비디오 판독을 통해 음악반응 관찰기록을 작성하

여 총 3명의 관찰자가 연구 대상자를 관찰하였다. 또한 각 회기는 보호자

에 동의하에 비디오 촬영을 하였고 촬영된 비디오 내용을 바탕으로 전사하

여 수업참가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를 통하여 매 차시 개개인이 음

악적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하여 다음 차시 수업 계획에 반영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전과 사후에 연구 대상자들의 음악 적성과 학업

적 자기효능감, 정서 지능, 자아존중감에 대한 검사를 동일한 장소와 시간

에 실시하였다. 사전과 사후의 검사 결과와 음악반응 관찰기록, 전사 자료

그리고 학생들의 작품 및 학부모와 학생 심층면담의 질적 연구 자료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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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의 설계 및 효

과검증에 대한 연구를 종료하였다. 다음 〈표 3-1〉은 본 연구의 구체적인

일정을 보여준다.

〈표 3-1〉 연구 일정

본 연구는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에 기초한 피아노수업지도안을 개발하

고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업지도안 개발과정을 거쳤다. 연구대상자

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 피아노 교습의 초·중급 과정에 속한 초등학교 학

습자들이었고 따라서 연구 대상자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솔페즈

주제 및 제재 곡을 선곡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제재 곡은 초·중급 피아노

일시 내용

2016년 1월 프로그램 시안 개발

2016년 3월
전문가 6인에 의한 피드백

(Dalcroze전문가 3인 외 음악교육전공교수3인)

2016년 6월 소논문 발표

2016년 7월 12차시 프로그램 개발

2016년 7월
지도 교수와 Dalcroze 국제공인자격증 소지자 4인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

2016년 7월
2016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협약기관소속 및 개인연구자 교육 수료

2016년 7월 22일

IRB 연구 심의신청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이

음악성 및 정서함양에 미친 효과 검증“

2016년 9월 28일 IRB 연구심의 승인

2016년 10월 연구 대상자 동의 완료

2016년 10월 사전 검사

2016년 10월∼11월 12주차 프로그램 적용 및 관찰

2016년 11월 사후 검사 및 심층 면담(학생 및 학부모)

2016년 11월 프로그램 평가 및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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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가운데 『피아노 어드벤쳐』와 『알프레드 기초 피아노 라이브러리』

에 수록된 피아노 작품이다. 위의 교재들은 현재 사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고 기초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음악적 개념 및 요소(리듬, 박자, 음정,

화음, 조성,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즈, 형식, 페달, 운지법)들이 학습 과정 단

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별히 피아노교수학적인 접근에

의해 구성된 위의 교재에서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음악 요소가 Dalcroze 솔

페즈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음악적 개념의 순서와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 〈표 3-2〉는 피아노 교재에서 제시하는 솔페즈 영역과 관련

한 음악 요소의 내용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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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피아노 교재에서 제시하는 솔페즈 영역과 관련한 음악 요소

급수 <피아노 어드벤처> <알프레드 기초 피아노>

1

- 음이름: abcdefg

- 음자리표:

- 차례가기, 건너가기

(상)

- 음이름: abcdefg

- 음자리표: 차례가기, 건너가기

- 보표

- 올림표, 내림표

(하)

- G의 자리, D의 자리

- 반음, 온음

- 음정: 2도〜5도

2

- 온음, 반음

- 올림표, 내림표

- 화음: I, V7

- 음정: 2도〜5도

- 음정: 6도, 7도, 8도

- 화음: I, IV, V, V7

3

- C의 자리, G의 자리,

D의 자리, A의 자리

- Major, Minor

- 음정: 장3도, 단3도

- 화음: I, iv, V

4

- 6도 음정

- 음계: C, G, F

- 화음: I, IV, V7, I

- 3화음 전위

- 7화음 전위

- 화음: I, iv, V (EM, Am, B7)

- 관계조

5

- 7도음정

- 선법: Dorian

- D Major Scale

- D Major 주요삼화음

- 반음계

- 버금딸림조

- 화음: I, iv, V(BM, Em, F#7)

6

- 8도음정

- a minor, d minor

- i, iv, V7

- 자리바꿈음정

- 카논화성 (I-V-vi-iii-IV-I-IV-V)

- 화음: 감3화음, 증3화음

- 감7화음

- 다조성(polytonality)

- 무조성(atonality)

7 - A major, E major 음계

8

- 종지

- 완전음정, 장, 단음정

- 5도5권

- 아르페지오음정

- B♭, E♭Major

- 화성, 가락단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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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급 피아노 학습자를 대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솔페즈 주제를

선정하고 피아노 교재에 수록된 피아노 작품 가운데 제재 곡을 선곡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 활용된 솔페즈 주제는 2도 음정으로

부터 3도 음정, 4도 음정, 5도 음정 그리고 주요 3화음까지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제재 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다섯 곡이 선곡되었

다.

* 솔페즈 주제의 요소를 정확하게 보여주며 지도하는 데 바람직한가?

* 연구 대상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가?

* 연구 대상자들이 노래 부르기에 적합한 음역으로 작곡 되었는가?

* 다양한 음악적(리듬적, 화성적, 표현적)요소를 담고 있는가?

* 제재 곡의 가사 표현이 연구 대상자들의 긍정적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

는가?

위의 선정 기준에 의하여 선곡된 피아노 작품은 다음의 〈표 3-3〉과

같다.

〈표 3-3〉 솔페즈 주제와 선정된 제재 곡명

솔페즈 주제 제재 곡명 수록된 교재와 페이지

2도 음정 정각 2시 알프레드 레슨교재 1급 상 p. 36

3도 음정 영리한 말 알프레드 레슨교재 1급 상 p. 60-61

4도 음정 튜바 이야기 어드벤쳐 레슨교재 2급 p. 26

5도 음정 타란텔라의 밤 어드벤쳐 레슨교재 5급 A p. 72

주요 3화음 쿰-바-야 알프레드 레슨교재 2급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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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지도안의 목표 설정

솔페즈 주제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제재 곡을 선정한 후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을 개발하여 음악성과

정서 함양에 미친 효과를 검증하고자 수업지도안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12차시의 수업 내용은 점진적인 다섯 개의 솔페즈 주제를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그와 더불어 제재 곡의 음악 요소, 구체적으로는 리듬적 요

소(리듬, 박자)와 화성적 요소(음정, 화성, 조성), 표현적 요소(아티큘레이션,

셈여림), 그리고 다양한 악곡 형태를 경험하여 음악성을 향상하고 음악적 성

취의 이루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도록 학습 지도안을

구성하여 연구를 전개하였다.(〈표 3-4〉참조)

구체적으로 1차시에는 솔페즈 수업 주제와 음악 요소를 Dalcroze의 3대

영역을 활용하여 풍성하고 다양하게 경험하고 동일한 주제로 2차시에는 1

차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징화 과정인 즉흥 연주와 작곡의 시간을 통해

학습자 개인의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고 음악적 경험을 구체화하여 악보에

구현하도록 연구를 설계하였다. 따라서 1차시는 2차시를 위한 도입, 전개의

과정이고 2차시는 1차시 경험에서 비롯한 본 활동, 마무리의 활동을 포함

하여 2차시가 1개의 세트로 구성된 수업지도안은 총 Ⅵ세트로 개발되었다.

연구의 종결 시점인 Ⅵ-2차시에는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이 작곡한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음악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표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다음 〈표 3-4〉는 12차시 수업의 주제와

목표를 보여주고 〈그림 3-1〉은 개발된 수업지도안의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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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12차시 피아노수업의 솔페즈 주제와 제재 곡의 음악 요소

12차시 수업의 솔페즈 주제와 제재 곡의 음악 요소

세

트

차

시

제재

곡

솔페즈

주제
제재 곡의 음악 요소

Ⅰ

1
정각

2시

2도

음정

4/4박자, 2분할 리듬, 2도 음정(가락, 화성),

갖춘마디(4마디/4마디),

한도막 형식: a+a', C장조 (Db, D장조)2

Ⅱ

1
영리한

말

3도

음정

3/4박자, 2/4박자, 박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리듬,

3도 음정(가락, 화성), 못갖춘마디,

두도막 형식: a+a+b+a, C장조 (Db, D장조)2

Ⅲ

1
튜바

이야기

4도

음정

4/4박자, 4도 음정(가락, 화성),

갖춘마디(4마디/4마디), 한도막 형식: a+a',

F장조 (Gb, G장조)2

Ⅳ

1
타란

텔라

5도

음정

6/8박자, 3분할 리듬, 5도 음정(가락, 화성),

(1마디, 2마디, 4마디),

세도막 형식: A(a+a')+B(b+b)+A(a+a')

D단조 (C단조)
2

Ⅴ

1

쿰바야
주요

3화음

변 박자, 박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리듬,

주요 3화음(Ⅰ,Ⅳ,Ⅴ,Ⅴ7),

갖춘마디, 두도막 형식: a+a'+a+b,

C장조 (Db, D장조)
2

Ⅵ
1 학생들

작품

Dalcroze

음악회

창작한 악보를 해석하고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표현력 있는 연주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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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Dalcroze 솔페즈를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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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지도안의 내용

개발된 수업 지도안은 국내외 Dalcroze 교수법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

로 이론적인 틀을 구축하였고 Dalcroze 국제자격증소지자와 음악교육 전공

교수를 대상으로 개발된 피아노수업지도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내

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피드백과정을 갖으며 최종 완성되었다. 내용

타당도 검증은 피아노수업지도안이 초등학생 학습자의 교육적 목표에 적합

하고 수업 전개와 구성, 교수·학습 과정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반

영되어 구성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수업의 내용은 Dalcroze의 3대 영역이 융합되어 구성되었지만 피아노 레

슨현장 실정과 공간 활용의 가용범위를 고려하여 솔페즈와 즉흥 연주를 중

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매차시의 수업지도안은 도입, 전개, 본 활동, 마무

리의 4단계로 구성되었는데, 각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진

다.

1) 도입

도입의 과정은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발성을 하고 긴장된 몸을 이완시

키며 수업에 참여할 준비의 단계이다. 교사는 Dalcroze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편한 복장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이러한 습관은 노래

부르는 과정을 자유로운 신체의 움직임과 결합하여 경험하도록 하는

Dalcroze 교수법만의 독특한 방식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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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게 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면 피아노 근처로 오게

하여 수업을 시작한다. 이 때, 교사 및 구성원들과의 인사. 긴장이완을 위하

여 간단한 스트레칭도 시도할 수 있는 데, 교사와 학생, 그룹구성원들 상호

간의 친밀감 형성 또한 도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차시가 1개의 세트로 동일한 주제에 의해 전개되는 본 연구에서는 1차

시의 도입의 목적은 노래 부를 준비와 소리 탐색에서 시작한 주제의 접근

이고 2차시의 도입의 목적은 1차시 수업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1차시의 도입의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음역을 자유롭게 경험하며

다양한 소리를 탐색하게 한다. 〈그림 3-2〉와 같이 음의 진행 방향(상행과

하행), 음이 진행하는 형태(제자리, 순차, 도약, 회오리바람), 음의 성격(스타

카토와 레가토)등의 다양한 소리를 신체의 움직임과 결합하는 과정은 학생

의 경직된 신체를 깨우고 청각을 자극하며 음악에 몰입하여 주의 깊게 듣

게 할 뿐 아니라 악기 연주에 필요한 근육지각능력(kinesthesia)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 3-2〉다양한 소리를 움직임과 함께 경험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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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리를 신체의 움직임과 함께 탐색하는 과정은 다음 〈그림 3-

3〉의 순서로 전개해 볼 수 있다.

〈그림 3-3〉소리를 신체의 움직임과 함께 경험하는 과정

2차시의 도입 활동에서는 1차시에 학습한 제재 곡을 걷기, 지휘하기와 같

은 유리드믹스 영역과 함께 경험하거나 프레이즈 단위로 적합한 움직임을

표현하며 1차시 수업의 기억을 환기시켜 발전시킬 수 있는 수업내용을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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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개

전개의 과정은 솔페즈 주제에 접근하여 주제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데,

교사는 음악 요소에 변화를 주어 다양하게 반주하고 학생들은 뉘앙스의 변

화를 느껴 표현력 있게 노래한다. 이 때 노래 부르는 과정을 손에서부터

발, 전신에 이르는 신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경험하게 하는데, 이러한 과

정은 움직임 없이 노래할 때와 비교하여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 부르는 효

과를 얻게 한다. 또한 다양한 음이름(이탈리아, 영국/미국, 우리나라)을 고정

도법으로 부르면서 절대 음감을 키우고 ‘숫자 시창’을 통한 전조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조성이 갖는 뉘앙스를 느끼게 된다.

만약 학습 주제가 ‘3도 음정’ 일 때 전개 과정은 먼저 ‘3음 음계(trichord)’

의 경험에서 시작할 수 있는 데, 다음 〈악보 3-1〉은 3음 음계를 다양한

형태로 변형해서 부르는 악보의 예이다. 구체적으로 악보 a와 b, c 그리고

악보 e는 2분할 리듬(binary rhythm)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홑박자(simple

meter)이고 악보 d는 3분할 리듬(ternary rhythm)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겹

박자(compound meter)이다. 스케일 안에서 연속적인 3음을 다양한 리듬과

박자로 변형해서 부르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리듬과 박자가 가지는 뉘

앙스를 흥미롭게 경험하게 된다. 또한 Dalcroze는 학생들이 내면적으로 들

을 수 있는 능력(inner hearing)을 갖도록 ‘내청 게임’을 제안하였는데 이러

한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마음으로부터 소리를 듣고 상상할 수 있는 능

력을 갖게 된다. 다음의 악보 f는 3음 음계의 가운데 음을 생략하여 내청

으로 부르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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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다양한 ‘3음 음계’의 예

(강지혜, 2016, p. 10)

학생들은 ‘3음 음계’를 충분히 경험함으로 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가운데 음을 내청함으로써 ‘3도 음정’의 구조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3음 음계’에 이어 ‘3도 음정’을 가락과 모음 음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노래 부르고 나아가 학생 스스로 3도 음정을 만들어 노래 부를 수도 있다.

교사가 피아노에서 한 음을 들려주고 손으로 진행 방향을 제시하면 학생에

게 주어진 음 위와 아래로 3도를 쌓아 노래 부르게 한다.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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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3도 음정’을 만들어 보는 예

교사는 수업 중간 학생들 개인과 소그룹 그리고 전체에게 지속적으로 문

제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Dalcroze 수업은 학생의 이해정도에 따라 수업 난이도, 활동 단계 및 구성

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신체의 움직임을 사용하며

노래 부를 때 시간(time)과 공간(space) 그리고 힘(energy)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상황에 따라 시범을 보이

거나 교정을 해주어야 한다.

3) 본 활동

전개에서 솔페즈 주제에 접근하여 충분한 경험을 하였다면 본 활동에서

는 제재 곡을 통해 학습 주제를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제재 곡을 소개

할 때는 〈그림 3-4〉와 같이 메아리 모방(interrupted canon)의 게임원리

를 활용하여 소개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가 부르는 한 개의 프레이즈가

끝나면 뒤이어 프레이즈를 반복하여 노래 부른다. 이와 같은 경험은 악보

없이 소리에 집중하여 주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음악적인 호흡

과 뉘앙스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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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메아리 모방의 예

교사
프레이즈 1 프레이즈 2

∼

학생
프레이즈 1 프레이즈 2

∼

제재 곡을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 부르는 경험을 한 후 교사는 학생들에

게 구별과 비교를 통해 학생들이 주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예

를 들어 ‘3도 음정’이 주제라면 〈그림 3-5〉처럼 제재 곡 안에서 2도가 나

올 때는 손으로 2를, 3도가 나올 때는 손으로 3을 표시하며 노래 부르게 한

다. 또한 교사의 즉흥 연주를 듣고 2도와 3도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도 있

다. 이처럼 학생들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Dalcroze가 지향하는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5〉 음정을 구분하는 손 표시 방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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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croze식의 교수방법에서는 학생들이 음악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나

아가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3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했다

면 ‘3도 음정’ 고유의 느낌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데, 구체적으로 가락

음정으로 들었을 때와 화성음정으로 들었을 때의 느낌은 어떻게 다른지, 또

한 2도 음정과 비교하면 3도 음정은 어떻게 느껴지는 지도 물어 볼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을 움직임으로 표현해보도록 제안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제재 곡의 음악 요소를 통

합하고 활용한 즉흥 연주를 경험하게 된다. 개별로 이루어지는 즉흥연주는

집중력과 자신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의 음악적 수준을 고려

하여 즉흥 연주를 제안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진보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

적이고 충분하게 정적 강화를 해주고 독려하여 음악적인 표현력을 이끌어

내도록 인도한다.

다음의〈악보 3-3〉은 『어드벤쳐 교재, 6급』p. 49에 수록된 피아노 작

품, ‘타란텔라의 밤’을 ‘5도 음정’ 학습 제재 곡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

자가 학생들이 노래 부르기에 적합한 음역으로 편곡하였고 흥미를 고려하

여 작사한 ‘마법사의 밤’ 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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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5도 음정의 제재 곡 ‘마법사의 밤’



- 43 -

교사는 학생이 즉흥 연주를 시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즉흥 연주의 경험을 갖기 전 리듬과 박자, 조성, 화성, 아티큘레이션

등의 음악 요소를 다양하게 변형하여 학생 스스로 음악적 어휘를 갖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악보 3-4〉, 〈악보 3-5〉는 ‘대체

하기’ 원리에 의해 학생들이 제재 곡의 리듬을 일부분 변형한 예이다.

〈악보 3-4〉 ‘마법사의 밤’ 리듬 변형의 예 1

〈악보 3-5〉 ‘마법사의 밤’ 리듬 변형의 예 2

마무리 활동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즉흥 연주의 경험을 악보로 구현하도

록 창작의 시간을 마련하였는데, 다음의 〈악보 3-6〉은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피아노 수업의 솔페즈 주제 가운데 ‘5도 음정’

을 사용하여 초등학생 5학년 남자학생이 작곡한 악보이다. 학생은 5도 음

정과 8분의 6박자, 3분할 리듬, 왼손의 아르페지오 리듬을 사용하여 어두컴

컴한 숲의 이미지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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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학생 작품 ‘어두컴컴한 숲’

4) 마무리

즉흥 연주의 경험을 악보로 구현하여 연주하고 교사 및 그룹구성원들과

소감을 나누는 것을 마무리 과정으로 수업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수업 지도안은 동일한 주제가 2차시에 걸쳐 1개의 세트로 구성되었

고 초견(시창), 청음, 이론, 연주, 창작이 결합되어 학생들의 음악성과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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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개발된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

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의 구성 원리는〈표 3-5〉와 같다.

〈표 3-5〉개발된 피아노지도안의 구성 원리

수업 목표 및 목적 설정

음악성 향상 Ÿ 청음 능력

Ÿ 가창 능력

Ÿ 음악해석 능력

Ÿ 창작 능력

정서 함양 Ÿ 학업적 자기 효능감

Ÿ 정서지능

Ÿ 자아존중감

솔페즈 주제 선정 및 제재 곡 음악 요소 분석

주제 Ÿ 2도

Ÿ 3도

Ÿ 4도

Ÿ 5도 음정

Ÿ 주요 3화음

음악 요소 Ÿ 리듬적 요소

Ÿ 화성적 요소

Ÿ 표현적 요소

수업 지도안의 구성 및 내용 타당도 검증

Dalcroze 교수법에 근거한 수업구성, Dalcroze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에 기초한 피아노수업 적용

초견 청음 이론 연주 창작

효과검증 및 평가

측정도구와

음악반응 관찰기록

학부모와 학생 면담 내용 작곡한 작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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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차시, 6세트로 구성된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

업지도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또한 수업지도안의 전체

소요시간은 1차시를 기준으로 60분인데, 이것은 본 연구자가 지도하는 3학

년에서부터 6학년에 이르는 피아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지도 대상과 학습 수준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 질 수

있는 데, 특별히 학생들이 솔페즈 주제의 요소를 활용하여 창작하는 과정

에서 개별로 소요되는 시간이 다름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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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 수업지도안의 효과 검증

1. 연구 설계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

도안의 효과검증은 사전과 사후검사의 단일집단설계를 통해 진행되었다.

개발된 피아노수업지도안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피아노 수업 참여 전

과 후의 결과를 네 가지 종류의 측정도구와 음악반응 관찰기록, 학생과 학

부모의 면담 내용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에서 작곡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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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연구의 참여한 대상자는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K음악연구소에 등록된

초등학생 중에서 실험조건에 부합하여 선발된 아동 20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발하기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 소재 K음악연구소에서 피아노 교습을 받는 초등학생

* 한국 음악적성 검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서 지능 그리고 자아존중

감의 측정도구 시행이 가능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 IRB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한 자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대상자의 성별, 학년을 알아보았으며, 이

에 대한 내용은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에서와 같이,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있어 남자가 3명

(15.0%), 여자가 17명(85.0%)이었고, 학년에 있어서는 3학년이 7명(35.0%),

4학년이 3명(15.0%), 5학년이 6명(30.0%), 6학년이 4명(20.0%)으로 조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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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연구 대상자 음악 교육 배경

본 연구의 대상자는 피아노 교습을 받는 학습자이므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특성 및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활동을 구성하고 수업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정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피아노 교습 기간과 본 연구자에게 피아노 교습을 받은 기간, Dalcroze 수

업을 받은 기간 등을 알아보았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표 4-2〉에 제시

되어 있다.

피아노 교습 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이 2명(10.0%), 1년〜2년 미만이 8

명(40.0%), 2년〜3년 미만이 7명(35.0%), 3년 이상이 3명(15.0%)으로 조사

되었고, 본 연구자에게 피아노 교습을 받은 기간은 6개월 미만이 9명

(45.0%), 6개월〜1년 미만이 2명(10.0%), 1년〜2년 미만이 3명(15.0%), 2년

〜3년 미만이 3명(15.0%), 그리고 3년 이상이 3명(15.0%)으로 조사되었다.

Dalcroze 수업 교습 기간은 6개월 미만이 9명(45.0%), 6개월〜1년 미만이

개인적 특성 분류 빈도 퍼센트(%)

성별

남 3 15.0

여 17 85.0

합계 20 100.0

학년

3학년 7 35.0

4학년 3 15.0

5학년 6 30.0

6학년 4 20.0

합계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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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10.0%), 1년〜2년 미만이 3명(15.0%), 2년〜3년 미만이 3명(15.0%), 그

리고 3년 이상이 3명(15.0%)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연구 대상자들의 음악 교육 배경

  

개인적 특성 분류 빈도 퍼센트(%)

피아노 

교습 기간

6개월~1년 미만 2 10.0
1년~2년 미만 8 40.0
2년~3년 미만 7 35.0

3년 이상 3 15.0
합계 20 100.0

본 연구자에게 

받은 피아노 

교습 기간

6개월 미만 9 45.0
6개월~1년 미만 2 10.0

1년~2년 미만 3 15.0
2년~3년 미만 3 15.0

3년 이상 3 15.0
합계 20 100.0

Dalcroze 수업 

교습 기간

6개월 미만 9 45.0
6개월~1년 미만 2 10.0

1년~2년 미만 3 15.0
2년~3년 미만 3 15.0

3년 이상 3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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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은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이 초등

학생들의 음악적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12회기의 Dalcroze 솔페즈 교수법

을 적용한 피아노수업 전과 후에 연구 대상자들의 음악적성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 정서지능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또한 초등학생 피아노

학습자가 Dalcroze 솔페즈 수업에서 보이는 음악적인 행동 변화를 관찰하

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초견(시창), 청음, 이론, 연주, 창작 그리고 수업

참여 영역으로 구분된 음악반응 관찰기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Dalcroze

솔페즈 수업 참여 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내용과 학생들

이 솔페즈 학습 주제의 음악 요소를 활용하여 작곡한 작품을 분석하였다.

1) 측정도구의 특성

(1) 음악적성

  한국 음악적성 검사(Korean Music Aptitude Test, 이하 KMAT)는 현경

실(2004)이 외국의 여러 음악적성 검사를 한국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에

문제점을 발견한 후, 한국 실정에 맞추어 한국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

록 개발하였다. KMAT는 9살 이상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룹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 52 -

있다. 또한 KMAT는 CD에 녹음되어 만들어진 듣기 검사로서 ‘리듬’과 ‘가

락’ 두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30문항, 총 60문항으로 이

루어졌다. KMAT의 리듬 검사는 피험자들이 두 마디로 된 두 개의 리듬

패턴을 듣고 ‘같은 가’,‘다른 가’를 구별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에 사용되는

예시 문항의 박자는 3/4박자와 4/4박자, 6/8박자, 12/8박자로 구성되어있으

며 서양 음악과 한국 음악의 비율이 2:1로 서양음악이 20문항, 국악이 10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리듬이 .86, 가락이 .79이다

(현경실, 2004).

(2) 학업적 자기효능감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입각하여 자신

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귀인이라는 네 가지 하위 구성 요인

과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과제 선택적 과정을 동시에 포함하여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본래의

Likert식의 6단계를 5단계로 변형하여 사용했다. 본 척도는 타탕성이 검증

된 척도이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28개의 문항(자신감 8

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0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자신감이 .791. 자기조절효능감이 .873, 과제난

이도가 .9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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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서지능

Salovey와 Mayer는 Gardner의 대인지능과 대내지능을 토대로 ‘정서지

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정서지능은 정보처리

능력이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인식하여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이며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된다(Salovey & Mayer,

1990). 즉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으로 동기를 부

여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서를 이용 및

행동을 이해하고 이끄는 능력이다(Salovey & Mayer, 1990).

문용린은 1997년 Salovey와 Mayer의 연구를 기초로 정서지능 측정도구

를 개발하였다. 정서지능 척도의 하위영역은 정서인식(8문항)과 정서표현(7

문항), 감정이입(7문항), 정서조절 (15문항) 그리고 정서활용(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

한다(김미자, 2011).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용을 사용하였고 하위

영역의 신뢰도는 정서인식 .865, 정서표현 .764, 감정이입 .828, 정서조절

.824, 정서활용 .686이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if-esteem)은 자신의 존재 인식에 있어서 긍정적 또는 부

정적 견해로서, 자아개념이 자아에 대한 인지적 측면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감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정옥분, 2011). 본 연구에서는 최보가와 전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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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985)이 연구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으로는 총체적 자아존중감(8문항)과 사회적 자아존중감(8문항),

가정적 자아존중감(8문항) 그리고 학교 자아존중감(8문항)의 4개 하위 요

인으로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 척도 하위영역

의 신뢰도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69, 사회적 자아존중감 .84, 가정적 자아존

중감 .83, 학교적 자아존중감 .72이다.

  

(5) 음악반응 관찰기록

연구 대상자들이 피아노수업에서 보이는 음악적 반응을 구체적으로 관찰

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음악반응 관찰기록을 작성하였는데 관찰기록 양식은

유승지(2016)가 Dalcroze 솔페즈의 이해와 적용을 다룬 연구의 내용 197

쪽을 참고해서 문항을 구성하였다.

좋은 목소리로 노래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한 음감으로 노래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음악적인 호흡으로 프레이즈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역을 폭넓게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Le Collège de l'Institut Jaques-Dalcroze, 2009. p. 13).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찰기록의 문항은 위에서 소개한 4가지 요소에 앙

상블 영역을 추가하였고 솔페즈 수업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음악적인 반응

을 초견(시창)과 청음, 이론, 연주, 창작 그리고 수업참여의 6개의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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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하여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채점 기준은 Likert Rating

Scale을 사용하였으며 4점 척도(€ 전혀 반응 못함 � 교사의 직접 시범이

나 보조가 필요 ‚ 언어적, 비언어적인 촉구의 시행 ƒ 독립적으로 지연 수

행 „ 독립적으로 수행)로 측정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지표 및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구성 지표 및 하위 영역의 세부적인 내

용은 〈표 4-3〉과 같다.

〈표 4-3〉 측정도구의 주요 구성 내용

구성 지표 구성 내용 문항 수

일반적 특성 성별, 학년, 2문항

학생의 특성
피아노 교습 기간,

Dalcroze 수업 교습 기간
2문항

음악적성 하위척도 : 리듬, 가락 60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척도 : 과제난이도,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28문항

정서지능
하위척도 :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47문항

자아존중감

하위척도 :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

3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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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았을 때, 측정도

구의 신뢰도 계수는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의 경우 총체적 자아존중감 하위

척도는 .746, 사회적 자아존중감 하위척도는 .777, 가정적 자아존중감 하위

척도는 .719, 학교적 자아존중감 하위척도는 .710으로 나타났고, 정서지능

측정도구의 경우 정서인식 하위척도는 .865, 정서표현 하위척도는 .764, 감

정이입 하위척도는 .828, 정서조절 하위척도는 .824, 그리고 정서활용 하위

척도는 .686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경우 과제

난이도 하위척도는 .900, 자기조절효능감 하위척도는 .873, 그리고 자신감

하위척도는 .791로 나타나 모두 매우 양호한 신뢰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지표 및 신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표 4-4〉와 같다.

구분 문항수
본연구

Cronbach's Alpha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 10 .900

자기조절효능감 10 .873

자신감 8 .791

정서지능

정서인식 8 .865

정서표현 7 .764

감정이입 7 .828

정서조절 15 .824

정서활용 10 .686

자아존중감

총체적 자아존중감 8 .746
사회적 자아존중감 8 .777
가정적 자아존중감 8 .719
학교적 자아존중감 8 .710

〈표 4-4〉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지표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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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음악반응 관찰기록에 대하여 3명의 관찰자

가 평정하였고 이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3명의 관찰자간

신뢰도 계수는 초견의 경우 연구자와 관찰자1 간의 상관계수 .991로 나타

났고, 연구자와 관찰자2 간의 상관계수 .981로 나타났으며, 관찰자1과 관찰

자2 간의 상관계수 .994로 나타났다. 청음의 경우 연구자와 관찰자1 간의

상관계수 .995로 나타났고, 연구자와 관찰자2 간의 상관계수 .973으로 나타

났으며, 관찰자1과 관찰자2 간의 상관계수 .985로 나타났다. 이론의 경우

연구자와 관찰자1 간의 상관계수 .995로 나타났고, 연구자와 관찰자2 간의

상관계수 .971로 나타났으며, 관찰자1과 관찰자2 간의 상관계수 .985로 나

타났다. 연주의 경우 연구자와 관찰자1 간의 상관계수 .996으로 나타났고,

연구자와 관찰자2 간의 상관계수 .953으로 나타났으며, 관찰자1과 관찰자2

간의 상관계수 .971로 나타났다. 창작의 경우 연구자와 관찰자1 간의 상관

계수 .995로 나타났고, 연구자와 관찰자2 간의 상관계수 .988로 나타났으며,

관찰자1과 관찰자2 간의 상관계수 .98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업참여의

경우 연구자와 관찰자1 간의 상관계수 .993로 나타났고, 연구자와 관찰자2

간의 상관계수 .978로 나타났으며, 관찰자1과 관찰자2 간의 상관계수 .985

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두 매우 양호한 신뢰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악반응 관찰기록의 내용과 대상자 수 및 평정자

간 신뢰도는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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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본연구

평정자간 신뢰도()

연구자-관찰자 1 연구자-관찰자 2 관찰자1-관찰자 2

초견(시창) 20 .991 .981 .994

청음 20 .995 .973 .985

이론 20 .995 .971 .985

연주 20 .996 .953 .971

창작 20 .995 .988 .987

수업참여 20 .993 .978 .985

〈표 4-5〉음악반응 관찰기록의 대상자 수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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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아노수업의 윤리적 기준 규정

본 연구는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의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다양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최근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

하 IRB에서 연구 대상자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적, 심리적, 윤

리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 한 연구계획서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2016년 9월 연구대상자와 법정대리인 40명의 동의를 받고 12차시 프로그램

을 적용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한 후 동의서를 취득하였고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해 코드화된 연구대상자 식별정보로 연구 자료가 기록되었다. 또한 심층

면담 내용과 음악반응 관찰기록, 작곡한 작품의 연구정보는 접근이 제한된 독

립된 공간에 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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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피아노 작품의 음악 요소를 활용한 Dalcroze 솔페즈 수

업이 초등학생들의 음악적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그리고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자료처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PC 18.0 Version 이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전반적인 응답결과를 알아보기 위

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신뢰

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음악반응 관찰기록을 연구자 및 2명의 관찰

자가 각각 평정하도록 하고 세 사람의 평정자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넷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음악적성, 학업적 자기효능

감, 정서지능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

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을 사용하였으며, 일원변량분석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있었을 때 Scheffe

사후검정을 통해 세부적인 집단 차이를 검증하였다.

다섯째, 연구 대상자인 초등학생들에게 12회기에 걸친 Dalcroze 솔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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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실시한 후 3-4학년 집단과 5-6학년 집단 각각에서의 음악적성, 학

업적 자기효능감정서지능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사전-사후점수 차이가 있

었는지를 알아보고자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연구 대상자에게 12회기에 걸친 Dalcroze 솔페즈 수업을 실시한

후 회기에 따른 초견(시창), 청음, 이론, 연주, 창작, 수업참여에서 향상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더불어 연구자 및 두 관찰자의 평정에 차이가 있었

는지를 알아보고자 분할구획요인설계(split plot factorial design)를 사용하

여 검증하였다. 분할구획요인설계는 피험자 간 요인과 피험자 내 요인이

통합되어 있는 혼합설계로서 독립변수 중 구획변수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반복설계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의 일종이다. 분할구

획요인설계(split plot factorial design)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집단 차이를 알아보았다.

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도가 <.05인 경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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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과

본 연구에서는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피아노수

업이 초등학생의 음악성 영역과 정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음

악적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서 지능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학년)과 음악교

육 배경(피아노 교습 기간, Dalcroze 교습 기간)에 따른 사전-사후 점수 차

이를 알아보았고 각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성 영역 측정도구 검증 결과

1) 음악적성

초등학생 피아노 학습자을 대상으로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을 12회기에 걸쳐 실시하기 전과 후 음악적성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

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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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적성 사전-사후 점수 변화

음악적성에 대한 사전-사후 간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음악적성의 리

듬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점수

(N=20)
사후점수

(N=20)  
M SD M SD

리듬 21.75 6.52 25.75 4.83 -2.956 .008**

가락 24.60 5.53 26.20 5.12 -.870 .395
** p<.01.

〈표 5-1〉음악적성 사전-사후점수 비교

초등학생 피아노 학습자의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

업을 받기 전과 후의 음악적성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리듬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956, <.01), 사후 점수

25.75(±4.83)가 사전 점수 21.75(±6.52)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리듬

점수에서 긍정적 향상을 보였다. 다음은 음악적성 사전-사후 점수를 그래

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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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음악적성 사전-사후점수

(2) 학년, 피아노교습기간, 달크로즈교습기간에 따른 결과 비교

① 학년

연구 대상자의 학년별 음악적성 사전, 사후 점수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

펴본 결과, 5~6학년의 가락 점수에서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2.79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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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피아노 교습 기간
연구 대상자의 피아노 교습 기간별 음악적성 사전, 사후 점수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N M SD  

리듬

3~4학년
사전 10 18.30 5.81

-1.972 .080
사후 10 22.60 5.10

5~6학년
사전 10 25.20 5.43 -2.152 .060
사후 10 28.90 1.10

가락

3~4학년
사전 10 25.40 4.40

1.208 .258
사후 10 22.60 5.10

5~6학년
사전 10 23.80 6.61

-2.798 .021*

사후 10 29.80 .63
* p<.05.

〈표 5-2〉 학년별 음악적성 사전· 사후 점수 차이

구분 N M SD  

리듬

6개월~1년 미만
사전 2 10.50 3.54

-10.333 .061
사후 2 26.00 5.66

1년~2년 미만
사전 8 18.88 5.08

-1.803 .114
사후 8 23.25 6.34

2년~3년 미만
사전 7 25.43 3.36

-2.294 .062
사후 7 27.00 2.16

3년 이상
사전 3 28.33 1.15

-.866 .478
사후 3 29.33 1.15

가락

6개월~1년 미만
사전 2 20.50 3.54

-3.667 .170
사후 2 26.00 5.66

1년~2년 미만
사전 8 21.88 7.14

-.386 .711
사후 8 23.63 6.72

2년~3년 미만
사전 7 27.86 1.46

.253 .808
사후 7 27.57 2.57

3년 이상
사전 3 27.00 2.65

-1.964 .188
사후 3 30.00 .00

〈표 5-3〉 피아노 교습 기간에 따른 음악적성 사전· 사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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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Dalcroze 교습 기간
연구 대상자의 Dalcroze 수업 기간별 음악적성 사전, 사후 점수에 차이

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6개월 미만의 경우 리듬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고(=-3.406, <.01), 가락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다(=-1.500, <.05).

구분 N M SD  

리듬

6개월 미만
사전 9 19.33 7.26

-3.406 .009**

사후 9 27.11 2.71

6개월~1년 미만
사전 2 27.50 2.12

-2.000 .295
사후 2 29.50 .71

1년~2년 미만
사전 3 18.00 6.08

.640 .588
사후 3 16.33 3.79

2년~3년 미만
사전 3 22.33 2.52

-3.024 .094
사후 3 25.00 1.00

3년 이상
사전 3 28.33 1.15

-.866 .478
사후 3 29.33 1.15

가락

6개월 미만
사전 9 21.44 6.77

-2.413 .042*

사후 9 27.78 3.07

6개월~1년 미만
사전 2 27.00 2.83

-1.500 .374
사후 2 30.00 .00

1년~2년 미만
사전 2 26.67 3.51

3.148 .088
사후 2 16.33 3.79

2년~3년 미만
사전 3 28.00a 1.00

- -
사후 3 25.00a 1.00

3년 이상
사전 3 27.00 2.65

-1.964 .188
사후 3 30.00 .00

* p<.05, ** p<.01. a 차이의 표준오차가 0이므로 t 값을 계산할 수 없음.

〈표 5-4〉 Dalcroze 수업 기간에 따른 음악적성 사전-사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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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반응 관찰기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피

아노수업을 총 12회기에 걸쳐 실시하여 연구자와 두 명의 관찰자가 각각

초견(시창)과 청음, 이론, 연주, 창작, 그리고 수업참여에 관한 관찰기록을

평정하였다. 연구자와 두 명의 관찰자, 그리고 회기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

기 위해, 평정가간 12회기까지의 초견(시창)과 청음, 이론, 연주, 창작, 그리

고 수업참여 관찰기록 평정 점수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표 5-5〉와

같이 분할구획요인설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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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7 10 12 Source ()

초견

(시창)

연구자 5.55 6.05 6.55 7.15 7.25 집단
.045

(.956)

관찰자1 5.65 6.00 6.55 7.20 7.35 시기
119.366***

(.000)

관찰자2 5.60 6.15 6.55 7.30 7.30 집단*시기 .195
(.965)

청음

연구자 7.55 7.80 8.35 8.85 9.25 집단
.141

(.869)

관찰자1 7.60 7.85 8.50 9.00 9.25 시기
79.404***

(.000)

관찰자2 7.70 8.00 8.65 9.00 9.25 집단*시기 .204
(.943)

이론

연구자 5.60 6.35 6.55 7.10 7.20 집단
.012

(.988)

관찰자1 5.65 6.35 6.50 7.10 7.25 시기
79.317***

(.000)

관찰자2 5.65 6.35 6.50 7.15 7.30 집단*시기 .060
(.997)

연주

연구자 11.45 12.45 12.85 13.40 14.05 집단
.069

(.933)

관찰자1 11.55 12.45 12.95 13.85 14.15 시기
62.755***

(.000)

관찰자2 11.60 12.75 12.85 13.85 14.10 집단*시기 .304
(.929)

창작

연구자 5.05 5.60 6.05 7.25 7.60 집단
.100

(.905)

관찰자1 5.15 5.60 6.65 7.40 7.70 시기
89.019***

(.000)

관찰자2 5.05 5.70 6.30 7.35 7.60 집단*시기 .387
(.854)

수업

참여

연구자 11.05 12.15 12.60 13.60 14.95 집단
.185

(.831)

관찰자1 11.15 12.40 12.75 13.65 14.90 시기
133.963***

(.000)

관찰자2 11.20 12.40 12.75 13.85 15.20 집단*시기 .116
(.990)

 ***<.001. 

〈표 5-5〉음악반응 관찰기록 분할구획요인설계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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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평정가간 Dalcroze 솔페즈 수업 12회기까지의 초견(시창), 청음, 이

론, 연주, 창작, 수업참여에 관한 음악반응 관찰기록을 평정하였고, 분석은

1, 4, 7, 10, 12회기를 포함하였으며 결과는 〈표 5-6〉과 같다.

post hoc

초견

(시창)

1회기<4회기, 1회기<7회기, 1회기<10회기, 1회기<12회기

4회기<7회기, 4회기<10회기, 4회기<12회기

7회기<10회기, 7회기<12회기

청음

1회기<4회기, 1회기<7회기, 1회기<10회기, 1회기<12회기

4회기<7회기, 4회기<10회기, 4회기<12회기

7회기<10회기, 7회기<12회기

10회기<12회기

이론

1회기<4회기, 1회기<7회기, 1회기<10회기, 1회기<12회기

4회기<7회기, 4회기<10회기, 4회기<12회기

7회기<10회기, 7회기<12회기

연주

1회기<4회기, 1회기<7회기, 1회기<10회기, 1회기<12회기

4회기<7회기, 4회기<10회기, 4회기<12회기

7회기<10회기, 7회기<12회기

창작

1회기<4회기, 1회기<7회기, 1회기<10회기, 1회기<12회기

4회기<7회기, 4회기<10회기, 4회기<12회기

7회기<10회기, 7회기<12회기

10회기<12회기

수업

참여

1회기<4회기, 1회기<7회기, 1회기<10회기, 1회기<12회기
4회기<7회기, 4회기<10회기, 4회기<12회기

7회기<10회기, 7회기<12회기

10회기<12회기

〈표 5-6〉관찰기록 분할구획요인설계 사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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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구획요인설계를 통해 연구자와 두 명의 관찰자간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 12회기 음악반응 관찰기록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연구자와 두 명의 관찰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습자들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Dalcroze 솔페즈 수업 12회기에

걸쳐 초견(=119.366, <.001), 청음(=79.404, <.001), 이론(=79.317, 

<.001), 연주(=62.755, <.001), 창작(=89.019, <.001), 그리고 수업참여

(=133.963, <.001)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단과 시간에 따른 자기표현에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회기의 피아노수업에 따른 집단내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 사후검정을 통해 그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후검정 결

과 초견(시창)의 경우 1회기 보다 4회기, 7회기, 10회기, 그리고 12회기의

점수가 더 높았고, 4회기 보다 7회기, 10회기, 12회기의 점수가 더 높았으

며, 7회기 보다 10회기, 12회기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회기별 초견(시창) 음악반응 관찰기록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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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음의 경우 1회기 보다 4회기, 7회기, 10회기, 그리고 12회기의 점수가

더 높았고, 4회기 보다 7회기, 10회기, 12회기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7회기

보다 10회기, 12회기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회기 보다 12

회기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회기별 청음 음악반응 관찰기록 점수

이론의 경우 1회기 보다 4회기, 7회기, 10회기, 그리고 12회기의 점수가

더 높았고, 4회기 보다 7회기, 10회기, 12회기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7회기

보다 10회기, 12회기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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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회기별 이론 음악반응 관찰기록 점수

연주의 경우 1회기 보다 4회기, 7회기, 10회기, 그리고 12회기의 점수가

더 높았고, 4회기 보다 7회기, 10회기, 12회기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7회기

보다 10회기, 12회기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회기별 연주 음악반응 관찰기록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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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의 경우 1회기 보다 4회기, 7회기, 10회기, 그리고 12회기의 점수가

더 높았고, 4회기 보다 7회기, 10회기, 12회기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7회기

보다 10회기, 12회기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회기 보다 12

회기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회기별 창작 음악반응 관찰기록 점수

마지막으로 수업참여의 경우 1회기 보다 4회기, 7회기, 10회기, 그리고

12회기의 점수가 더 높았고, 4회기 보다 7회기, 10회기, 12회기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7회기 보다 10회기, 12회기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회기 보다 12회기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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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회기별 수업참여 음악반응 관찰기록 점수

종합하면 Dalcroze 솔페즈 수업 12회기에 걸쳐 초견(시창), 청음, 이론,

연주, 창작, 수업참여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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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 영역 측정도구 검증 결과

1) 학업적 자기효능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피

아노수업을 12회기에 걸쳐 실시하기 전과 후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

고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점수 변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 간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업

적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전점수

(N=20)
사후점수

(N=20)  
M SD M SD

과제난이도 2.68 .82 3.18 .62 -4.742 .000***

자기조절

효능감
3.09 .63 3.65 .62 -4.179 .001**

자신감 3.40 .59 4.12 .59 -6.566 .000***

*** p<.001, ** p<.01.

〈표 5-7〉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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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피아노 학습자의 Dalcroze 솔페즈 수업 실시 전과 후의 학업

적 자기효능감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과제난이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4.742, <.001), 사후 점수 3.18(±.62)이 사전 점

수 2.68(±.82)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제난이도에서 긍정적 향상을

보였다. 또한 자기조절효능감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4.179, <.01), 사후 점수 3.65(±.62)가 사전 점수 3.09(±.63)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조절효능감에서 긍정적 향상을 보였다.

그리고 자신감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566, <.001), 사후 점수 4.12(±.59)가 사전 점수 3.40(±.59) 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자신감에서 긍정적 향상을 보였다.

다음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8〉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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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년, 피아노 교습기간, Dalcroze 교습기간별 결과 비교

① 학년

연구 대상자의 학년별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전, 사후 점수에 차이가 있

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4학년의 경우 과제난이도의 사후 점

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3.427, <.01),

자기조절효능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변화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2.795, <.05), 자신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다(=-4.892, <.01).

5~6학년의 경우 과제난이도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고(=-5.667, <.001), 자기조절효능감의 사후 점수가 사

전 점수 보다 더 많이 변화하였으며(=-7.442, <.001), 자신감의 사후 점

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4.400, <.01).

구분 N M SD  

과제

난이도

3~4학년
사전 10 2.56 1.09 -3.427 .008**

사후 10 3.23 .82

5~6학년
사전 10 2.79 .46 -5.667 .000***

사후 10 3.13 .37

자기

조절

효능감

3~4학년
사전 10 2.93 .74 -2.795 .021*

사후 10 3.66 .77

5~6학년
사전 10 3.24 .49 -7.442 .000***

사후 10 3.64 .48

자신감

3~4학년
사전 10 3.53 .50 -4.892 .001**

사후 10 4.36 .50

5~6학년
사전 10 3.27 .66 -4.400 .002**

사후 10 3.88 .59
* p<.05, ** p<.01, *** p<.001.

〈표 5-8〉학년별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전· 사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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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피아노 교습 기간

연구 대상자의 피아노 교습기간별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전, 사후 점수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년~2년 미만의 경우 과제난이도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

았고(=-2.688, <.05), 자기조절효능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으며(=-3.658, <.01), 자신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

다(=-4.118, <.01).

2년~3년 미만의 경우 과제난이도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

았고(=-4.320, <.01), 자기조절효능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으며(=-3.448, <.05), 자신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

다(=-5.170, <.01).

3년 이상의 경우 자기조절효능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

았다(=-4.6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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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과제

난이도

6개월~1년 미만
사전 2 2.45a .78

- -
사후 2 2.75a .78

1년~2년 미만
사전 8 2.46 1.11

-2.688 .031*

사후 8 3.15 .86

2년~3년 미만
사전 7 2.84 .54

-4.320 .005**

사후 7 3.29 .36

3년 이상
사전 3 3.00 .66

-3.051 .093
사후 3 3.30 .40

자기

조절

효능감

6개월~1년 미만
사전 2 3.25 .21

-1.000 .500
사후 2 3.65 .78

1년~2년 미만
사전 8 2.96 .76

-3.658 .008**

사후 8 3.79 .70

2년~3년 미만
사전 7 2.93 .42

-3.448 .014*

사후 7 3.33 .45

3년 이상
사전 3 3.67 .74

-4.600 .044*

사후 3 4.03 .65

자신감

6개월~1년 미만
사전 2 3.38 .00

-3.960 .157
사후 2 3.88 .18

1년~2년 미만
사전 8 3.25 .50

-4.118 .004**

사후 8 4.05 .69

2년~3년 미만
사전 7 3.50 .83

-5.170 .002**

사후 7 4.15 .63

3년 이상
사전 3 3.55 .38

-4.314 .050
사후 3 4.42 .50

* p<.05, ** p<.01. a 차이의 표준오차가 0이므로 t값을 계산할 수 없음.

〈표 5-9〉피아노 교습 기간별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전·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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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Dalcroze 교습 기간
연구 대상자의 Dalcroze 수업 기간별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전, 사후 점

수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6개월 미만의 경우 과제난이도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

고(=-4.116, <.01), 자기조절효능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

았으며(=-4.122, <.01), 자신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다

(=-3.275, <.05).

2년~3년 미만의 경우 과제난이도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

았고(=-4.320, <.01), 자기조절효능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으며(=-3.448, <.05), 자신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

다(=-5.170, <.01).

3년 이상의 경우 자기조절효능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

았다(=-4.6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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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과제난

이도

6개월 미만
사전 9 2.69 1.02

-4.116 .003**

사후 9 3.09 .84

6개월~1년 미만
사전 2 3.00 .28

-5.000 .126
사후 2 3.25 .21

1년~2년 미만
사전 3 2.03 .35

-2.313 .147
사후 3 3.20 .53

2년~3년 미만
사전 3 2.73 .87

-2.440 .135
사후 3 3.27 .55

3년 이상
사전 3 3.00 .66

-3.051 .093
사후 3 3.30 .40

자기조

절효능

감

6개월 미만
사전 9 3.12 .51

-4.122 .003**

사후 9 3.64 .65

6개월~1년 미만
사전 2 2.95 .07

-11.000 .058
사후 2 3.50 .14

1년~2년 미만
사전 3 2.90 1.04

-1.573 .256
사후 3 4.13 .35

2년~3년 미만
사전 3 2.67 .49

-1.257 .336
사후 3 2.90 .17

3년 이상
사전 3 3.67 .74

-4.600 .044*

사후 3 4.03 .65

자신감

6개월 미만
사전 9 3.28 .52

-3.275 .011*

사후 9 3.91 .61

6개월~1년 미만
사전 2 2.82 .97

-1.446 .385
사후 2 3.63 .18

1년~2년 미만
사전 3 3.46 .83

-3.336 .079
사후 3 4.33 .63

2년~3년 미만
사전 3 3.92 .07

-2.308 .147
사후 3 4.59 .44

3년 이상
사전 3 3.55 .38

-4.314 .050
사후 3 4.42 .50

* p<.05, ** p<.01.

〈표 5-10〉 Dalcroze 수업 기간별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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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지능

초등학생 피아노 학습자을 대상으로 Dalcroze 솔페즈 수업을 12회기에

걸쳐 실시하기 전과 후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았

다. 이를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정서지능 사전-사후 점수 변화

정서지능에 대한 사전-사후 간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서지능의 정

서표현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전점수

(N=20)
사후점수

(N=20)  

M SD M SD

정서인식 1.22 .57 1.75 .28 -3.349 .003**

정서표현 1.30 .40 1.36 .46 -.574 .573

감정이입 .81 .34 1.33 .42 -4.286 .000***

정서조절 .99 .39 1.55 .40 -4.847 .000***

정서활용 1.03 .36 1.64 .35 -5.451 .000***

*** p<.001, ** p<.01.

〈표 5-11〉 정서지능 사전-사후점수 비교

초등학생 피아노 학습자의 Dalcroze 솔페즈 수업 실시 전과 후의 정서

지능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서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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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3.349, <.01), 사후 점수 1.75(±.28)이 사전 점수 1.22(±.57)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서인식에서 긍정적 향상을 보였다. 감정이

입 하위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4.286, 

<.001), 사후 점수 1.33(±.42)가 사전 점수 .81(±.34)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정이입에서 긍정적 향상을 보였다. 또한 정서조절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4.847, <.001), 사후 점수

1.55(±.40)이 사전 점수 .99(±.39)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서조절에

서 긍정적 향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정서활용 하위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5.451, <.001), 사후 점수 1.64(±.35)가

사전 점수 1.03(±.36)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서활용에서 긍정적

향상을 보였다. 다음은 정서지능 사전-사후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다.

〈그림 5-9〉정서지능 사전-사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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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년, 피아노 교습 기간, Dalcroze 교습기간별 결과 비교

➀ 학년
연구 대상자의 학년별 정서지능 사전, 사후 점수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4학년의 경우 감정이입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변화

한 것으로 나타났고(=-2.541, <.05), 정서조절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4.199, <.01), 정서활용의 사

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5.125, 

<.01).

5~6학년의 경우 정서인식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고(=-2.671, <.05), 감정이입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3.424, <.01). 정서조절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2.852, <.05),

정서활용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6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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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정서

인식

3~4학년
사전 10 1.35 .52

-1.987 .078
사후 10 1.74 .22

5~6학년
사전 10 1.09 .62

-2.671 .026*

사후 10 1.75 .35

정서

표현

3~4학년
사전 10 1.41 .46

-1.375 .202
사후 10 1.66 .41

5~6학년
사전 10 1.19 .30

.930 .377
사후 10 1.07 .31

감정

이입

3~4학년
사전 10 .86 .44

-2.541 .032*

사후 10 1.30 .46

5~6학년
사전 10 .77 .22

-3.424 .008**

사후 10 1.35 .40

정서

조절

3~4학년
사전 10 .89 .35

-4.199 .002**

사후 10 1.45 .47

5~6학년
사전 10 1.09 .41

-2.852 .019*

사후 10 1.65 .30

정서

활용

3~4학년
사전 10 1.00 .30

-5.125 .001**

사후 10 1.72 .33

5~6학년
사전 10 1.06 .42

-2.866 .019*

사후 10 1.56 .36
* p<.05, ** p<.01.

〈표 5-12〉 학년에 따른 정서지능 사전· 사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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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피아노 교습기간
연구 대상자의 피아노 교습기간별 정서지능 사전, 사후 점수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년~2년 미만의 경우 정서인식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

고(=-2.700, <.05), 정서조절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으며

(=-3.396, <.05), 정서활용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다(

=-4.065, <.01).

2년~3년 미만의 경우 감정이입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

고(=-3.055, <.05), 정서조절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으며

(=-3.445, <.05), 정서활용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다(

=-3.05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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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정서

인식

6개월~1년 미만
사전 2 1.26 .18

-2.947 .208
사후 2 1.82 .09

1년~2년 미만
사전 8 1.10 .68

-2.700 .031*

사후 8 1.88 .17

2년~3년 미만
사전 7 1.29 .44

-.996 .358
사후 7 1.52 .34

3년 이상
사전 3 1.38 .87

-1.134 .374
사후 3 1.88 .13

정서

표현

6개월~1년 미만
사전 2 1.22 .30

-2.931 .209
사후 2 1.64 .10

1년~2년 미만
사전 8 1.27 .55

-1.103 .306
사후 8 1.47 .46

2년~3년 미만
사전 7 1.31 .26

.449 .669
사후 7 1.20 .59

3년 이상
사전 3 1.43 .38

1.732 .225
사후 3 1.29 .25

감정

이입

6개월~1년 미만
사전 2 .93 .71

-1.120 .464
사후 2 1.59 .12

1년~2년 미만
사전 8 .75 .40

-2.319 .053
사후 8 1.27 .54

2년~3년 미만
사전 7 .86 .29

-3.055 .022*

사후 7 1.38 .33

3년 이상
사전 3 .81 .17

-1.192 .355
사후 3 1.17 .44

정서

조절

6개월~1년 미만
사전 2 1.00 .28

-1.000 .500
사후 2 1.44 .33

1년~2년 미만
사전 8 .96 .35

-3.396 .012*

사후 8 1.48 .53

2년~3년 미만
사전 7 .87 .32

-3.445 .014*

사후 7 1.57 .33

3년 이상
사전 3 1.35 .65

-.848 .486
사후 3 1.75 .20

정서

활용

6개월~1년 미만
사전 2 .90 .42

-1.400 .395
사후 2 1.60 .28

1년~2년 미만
사전 8 .88 .40

-4.065 .005**

사후 8 1.65 .37

2년~3년 미만
사전 7 1.17 .14

-3.057 .022*

사후 7 1.69 .41

3년 이상
사전 3 1.20 .53

-1.147 .370
사후 3 1.53 .31

* p<.05, ** p<.01.

〈표 5-13〉 피아노 교습 기간별 정서지능 사전-사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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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Dalcroze 교습 기간

연구 대상자의 Dalcroze 수업 기간별 정서지능 사전, 사후 점수에 차이

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6개월 미만의 경우 정서인식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고(

=-2.812, <.05), 감정이입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다(

=-3.112, <.05). 정서조절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고(

=-2.714, <.05), 정서활용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다(

=-3.479, <.01).

6개월~1년 미만의 경우 정서표현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

았고(=-29.000, <.05), 2년~3년 미만의 경우 정서조절의 사후 점수가 사

전 점수 보다 더 높았다(=-45.50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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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정서

인식

6개월 미만
사전 9 1.18 .47

-2.812 .023*
사후 9 1.79 .32

6개월~1년 미만
사전 2 1.01 .88

-.596 .658
사후 2 1.57 .45

1년~2년 미만
사전 3 1.13 .90

-.974 .433
사후 3 1.75 .21

2년~3년 미만
사전 3 1.42 .26

-3.769 .064
사후 3 1.58 .29

3년 이상
사전 3 1.38 .87

-1.134 .374
사후 3 1.88 .13

정서

표현

6개월 미만
사전 9 1.25 .38

-.503 .629
사후 9 1.33 .51

6개월~1년 미만
사전 2 1.15 .21

29.000 .022*
사후 2 1.00 .20

1년~2년 미만
사전 3 1.29 .72

-.394 .732
사후 3 1.48 .54

2년~3년 미만
사전 3 1.43 .38

-.529 .650
사후 3 1.67 .58

3년 이상
사전 3 1.43 .38

1.732 .225
사후 3 1.29 .25

감정

이입

6개월 미만
사전 9 .83 .45

-3.112 .014*
사후 9 1.44 .33

6개월~1년 미만
사전 2 .65 .30

-3.746 .166
사후 2 1.75 .11

1년~2년 미만
사전 3 .76 .22

-.693 .560
사후 3 .94 .68

2년~3년 미만
사전 3 .95 .36

-3.340 .079
사후 3 1.22 .25

3년 이상
사전 3 .81 .17

-1.192 .355
사후 3 1.17 .44

정서

조절

6개월 미만
사전 9 1.10 .28

-2.714 .027*
사후 9 1.53 .28

6개월~1년 미만
사전 2 .77 .14

-11.600 .055
사후 2 1.93 .00

1년~2년 미만
사전 3 .76 .30

-1.297 .324
사후 3 1.11 .77

2년~3년 미만
사전 3 .67 .24

-45.500 .000***
사후 3 1.58 .24

3년 이상
사전 3 1.35 .65

-.848 .486
사후 3 1.75 .20

정서

활용

6개월 미만
사전 9 .87 .37

-3.479 .008**
사후 9 1.60 .39

6개월~1년 미만
사전 2 1.20a .00

- -
사후 2 1.80a .00

1년~2년 미만
사전 3 1.07 .31

-1.750 .222
사후 3 1.53 .50

2년~3년 미만
사전 3 1.20 .20

-3.780 .063
사후 3 1.87 .23

3년 이상
사전 3 1.20 .53

-1.147 .370
사후 3 1.53 .31

* p<.05, ** p<.01, *** p<.001. a 차이의 표준오차가 0이므로 t 값을 계산할 수 없음.

〈표 5-14〉 Dalcroze 수업 기간별 정서지능 사전-사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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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존중감

초등학생 피아노 학습자을 대상으로 Dalcroze 솔페즈 수업을 12회기에

걸쳐 실시하기 전과 후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

았다. 이를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점수 변화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전-사후 간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

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점수

(N=20)
사후점수

(N=20)  

M SD M SD

총체적 자아존중감 3.23 .59 4.03 .49 -7.398 .000***

사회적 자아존중감 3.27 .65 4.05 .59 -6.778 .000***

가정적 자아존중감 3.54 .56 4.51 .41 -7.374 .000***

학교적 자아존중감 3.41 .53 3.74 .61 -2.319 .032*

*** p<.001, * p<.05.

〈표 5-15〉자아존중감 사전-사후점수 비교

초등학생 피아노학습자의 Dalcroze 솔페즈 수업 실시 전과 후의 자아존

중감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총체적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7.398, <.001), 사후 점수 4.03(±.49)이 사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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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9)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총체적 자아존중감에서 긍정적 향

상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6.778, <.001), 사후 점수 4.05(±.59)가 사전 점수

3.27(±.65)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 긍정적 향

상을 보였다. 그리고 가정적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7.374, <.001), 사후 점수 4.51(±.41)이 사전 점수

3.54(±.56)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 긍정적 향

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적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319, <.05), 사후 점수 3.74(±.61)이 사

전 점수 3.41(±.53)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적 자아존중감에서

긍정적 향상을 보였다.

다음은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10〉자아존중감 사전-사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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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년, 피아노교습기간, 달크로즈교습기간별 결과 비교

➀ 학년
연구 대상자의 학년별 자아존중감 사전, 사후 점수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4학년의 경우 총체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고(=-3.475, <.01),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3.001, <.05). 또한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고(=-3.557, 

<.01), 학교적 자아존중감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변화되었

다(=-4.302, <.01).

5~6학년의 경우 총체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고(=-11.778, <.001),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6.291, <.001), 가정적 자아존중

감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다(=-17.80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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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피아노 교습 기간

연구 대상자의 피아노 교습기간별 자아존중감 사전, 사후 점수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N M SD  

총체적 

자아

존중감

3~4학년
사전 10 3.44 .70

-3.475 .007**

사후 10 4.15 .57

5~6학년
사전 10 3.02 .37

-11.778 .000***

사후 10 3.90 .39

사회적 

자아

존중감

3~4학년
사전 10 3.41 .77

-3.001 .015*

사후 10 4.09 .71

5~6학년
사전 10 3.13 .49

-16.291 .000***

사후 10 4.02 .47

가정적 

자아

존중감

3~4학년
사전 10 3.51 .75

-3.557 .006**

사후 10 4.45 .53

5~6학년
사전 10 3.57 .31

-17.808 .000***

사후 10 4.57 .27

학교적 

자아

존중감

3~4학년
사전 10 3.29 .63

-4.302 .002**

사후 10 4.08 .59

5~6학년
사전 10 3.53 .39

1.708 .122
사후 10 3.40 .44

* p<.05, ** p<.01, *** p<.001.

〈표 5-16〉학년별 자아존중감 사전· 사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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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1년 미만의 경우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

다 더 높았다(=-28.167, <.05).

1년~2년 미만의 경우 총체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고(=-3.050, <.05),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으며(=-2.860, <.05),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

전 점수 보다 더 높았다(=-2.925, <.05).

2년~3년 미만의 경우 총체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고(=-7.303, <.001),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으며(=-4.623, <.01),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

전 점수 보다 더 높았다(=-6.336, <.01).

3년 이상의 경우 총체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고(=-5.697, <.05),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

다 더 높았다(=-9.66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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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총체적 

자아존중감

6개월~1년 미만
사전 2 3.44 .62

-1.974 .299
사후 2 4.19 .08

1년~2년 미만
사전 8 3.50 .75

-3.050 .019*

사후 8 4.24 .60

2년~3년 미만
사전 7 2.93 .37

-7.303 .000***

사후 7 3.72 .31

3년 이상
사전 3 3.04 .19

-5.697 .029*

사후 3 4.09 .48

사회적

자아존중감

6개월~1년 미만
사전 2 3.13 .00

-3.480 .178
사후 2 4.00 .35

1년~2년 미만
사전 8 3.47 .79

-2.860 .024*

사후 8 4.21 .63

2년~3년 미만
사전 7 3.00 .62

-4.623 .004**

사후 7 3.77 .65

3년 이상
사전 3 3.46a .29

- -
사후 3 4.33a .29

가정적

자아존중감

6개월~1년 미만
사전 2 3.13 .18

-28.167 .023*

사후 2 4.82 .09

1년~2년 미만
사전 8 3.78 .67

-2.925 .022*

사후 8 4.60 .31

2년~3년 미만
사전 7 3.32 .49

-6.336 .001**

사후 7 4.22 .49

3년 이상
사전 3 3.67 .19

-9.660 .011*

사후 3 4.75 .13

학교적

자아존중감

6개월~1년 미만
사전 2 3.19 .27

-1.655 .346
사후 2 4.13 .53

1년~2년 미만
사전 8 3.39 .72

-1.741 .125
사후 8 3.85 .75

2년~3년 미만
사전 7 3.31 .34

-.610 .564
사후 7 3.43 .49

3년 이상
사전 3 3.84 .26

-.444 .700
사후 3 3.92 .38

* p<.05, ** p<.01, *** p<.001. a 차이의 표준오차가 0이므로 t 값을 계산할 수 없음.

〈표 5-17〉피아노 교습 기간별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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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Dalcroze 교습 기간
연구 대상자의 Dalcroze 수업 기간별 자아존중감 사전, 사후 점수에 차

이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6개월 미만의 경우 총제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고(=-5.367, <.01),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으며(=-6.010, <.001),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

전 점수 보다 더 높았다(=-5.762, <.001).

3년 이상의 경우 총체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다 더

높았고(=-5.697, <.05),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보

다 더 높았다(=-9.66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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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SD  

총체적 

자아

존중감

6개월 미만
사전 9 3.31 .80

-5.367 .001**

사후 9 4.10 .56

6개월~1년 미만
사전 2 3.19 .08

-4.405 .142
사후 2 4.01 .18

1년~2년 미만
사전 3 3.38 .65

-1.264 .334
사후 3 4.13 .70

2년~3년 미만
사전 3 3.04 .36

-3.283 .082
사후 3 3.67 .29

3년 이상
사전 3 3.04 .19

-5.697 .029*

사후 3 4.09 .48

사회적자

아

존중감

6개월 미만
사전 9 3.03 .63

-6.010 .000***

사후 9 4.04 .63

6개월~1년 미만
사전 2 3.57 .09

-2.587 .235
사후 2 4.38 .35

1년~2년 미만
사전 3 3.88 .88

-1.000 .423
사후 3 4.00 .69

2년~3년 미만
사전 3 3.00 .66

-1.679 .235
사후 3 3.63 .76

3년 이상
사전 3 3.46a .29

- -
사후 3 4.33a .29

가정적자

아

존중감

6개월 미만
사전 9 3.53 .65

-5.762 .000***

사후 9 4.64 .33

6개월~1년 미만
사전 2 3.57 .45

-4.000 .156
사후 2 4.57 .09

1년~2년 미만
사전 2 3.79 .69

-1.000 .423
사후 2 4.42 .40

2년~3년 미만
사전 3 3.17 .59

-2.369 .141
사후 3 3.92 .52

3년 이상
사전 3 3.67 .19

-9.660 .011*

사후 3 4.75 .13

학교적자

아

존중감

6개월 미만
사전 9 3.49 .68

-1.015 .340
사후 9 3.75 .75

6개월~1년 미만
사전 2 3.32 .09

2.846 .215
사후 2 3.13 .00

1년~2년 미만
사전 3 3.13 .13

-2.829 .106
사후 3 3.96 .44

2년~3년 미만
사전 3 3.09 .32

-2.410 .137
사후 3 3.71 .69

3년 이상
사전 3 3.84 .26

-.444 .700
사후 3 3.92 .38

* p<.05, ** p<.01, *** p<.001. a 차이의 표준오차가 0이므로 t 값을 계산할 수 없음.

〈표 5-18〉 Dalcroze 수업 기간별 자아존중감 사전-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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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아노 학습자들의 소감 및 학부모평가

초등학교 피아노 학습자들의 음악성과 학업적 효능감, 정서 지능, 자아

존중감 향상이라는 수업 목표를 위해 설계된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

용한 피아노수업의 의미는 본 연구를 마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를 대상으로 한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구 전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1) 연구에 참여한 피아노 학습자들의 소감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소감을 통해 음악성과 정서 영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과의 심층면담은 다음의 문항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 Dalcroze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가장 즐거웠던 활동과 어려웠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그 이유는?

* 앞으로 계속 수업에 오고 싶은 가요?

학생들의 소감을 음악을 느끼는 음악적 감수성과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

음악을 표현하는 능력, 음악을 창작하는 능력 그리고 정서 영역으로 구분

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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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음악성과 정서 영역에 관한 학생들의 소감

항목 학생들의 소감

음악적

감수성

“Dalcroze는 몸을 이용해 음악을 느끼고 공부하는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외우는 것이 아

닌 틀려도 먼저 몸으로 해보는 수업이여서 음악을 재밌게 배울 수 있었어요.”

“Dalcroze 수업은 어려웠던 음악의 재미를 느끼게 해 준 시간입니다.”

“Dalcroze는 다소 힘들지만 행복한 수업입니다. 특별히 줄 밴드를 잡고 음악에 맞춰 이

리저리 몸을 움직였을 때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의 움직임에서 음악이 보이는 것 같았고

노래하며 줄을 당기는 순간 긴장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Dalcroze는 음악의 품위와 흐름을 알고 느끼게 해주어 우리가 음악에 더 다가갈 수 있

게 해주는 수업입니다.”

“Dalcroze 솔페즈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재미있었어요. 놀이 시간처럼 어렵거

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좋았고 재미있게 친구들과 같이 활동하며 음악을 배워서 즐

거웠어요.”

음악

해석

능력

“Dalcroze는 노래를 부르며 한 프레이즈씩 신체로 줄 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

드는 활동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배우니 프레이즈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끊기면

안 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박자에 맞춰서 핸드벨을 흔들었던 활동은 어려웠지만 이렇

게 배우니 정확한 박자도 알 수 있었어요.”

음악

표현

능력

“Dalcroze 수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친구와 접근해서 하는 Dalcroze 활동입니다. 저

의 성격이 소극적이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도 있었는데, 즉흥 연주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떨리거나 두렵지 않고 내 생각이나 느

낌을 표현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Dalcroze 시간에는 계속 오고 싶어

요.”

“가장 즐거웠던 것은 이야기를 생각해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 이유는

음악에 대한 나의 느낌을 행동으로 재미있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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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Dalcroze 수업의 방법, 즉 먼저 경험하고 상징을 익히는 연역

적인 체계에 흥미를 느끼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며

즉흥 연주와 창작의 경험에 대해 보람을 느꼈다. 또한 솔페즈 수업에서 서

서 노래 부르는 것에 다소 어렵다는 반응과 그룹 수업의 형태에서 친구들

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은

항목 학생들의 소감

음악

창작

능력

“가장 즐거웠던 활동은 그 날의 수업 주제곡을 배우고 곡을 짓기입니다. 그 이유는 곡을

만들어 내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활동은 작곡을 하는 것이지만 배운 것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과

정이라 보람 있었어요.”

정서

영역

“Dalcroze 수업은 크리스탈처럼 값진 나만의 로망을 이루어주는 아름답고 달콤한 수업이

예요.”

“Dalcroze 수업은 사과 같아요. 처음에는 미숙한 풋사과지만 성장하면서 빨간 사과가 되

는 나와 같아요. Dalcroze로 4행시를 짓는다면 달처럼 빛나고 크레센도, 악센트 등 음악

기호를 멋지게 표현할 수 있고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연주하지 않는 나, 즈〜을겁게 반주

하며 노래한다.”

기타

의견

“Dalcroze 수업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잘 맞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Dalcroze 수업은 흥미롭게 음악을 배우기 때문에 계속 오고 싶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노래 부를 때 서있는 것이 힘들었지만 계속 오고 싶어요.”

“Dalcroze 수업에서 어렵게 느껴졌던 활동은 없었고 모든 활동이 쉽고 흥미롭게 음악을

배우기 때문에 계속 오고 싶습니다. Dalcroze로 4행시를 짓는다면 달달하고 크...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슬기로운 수업 .즉시 음악을 섭취하게 해주는 수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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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약간 불편함을 보이기는 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20명의 학생은 대체

로 수업의 방법과 구성 그리고 난이도에 대해 긍정적인 소감을 표현한 것

을 발견 할 수 있었다.

2) 학부모 평가

연구를 마치고 이루어진 학부모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성

과 정서 영역의 향상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들과의 면담은 다

음의 문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귀하의 자녀가 본 연구를 통하여 변화된 점은 무엇입니까?

*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Dalcroze 솔페즈 수업이 귀하의 자녀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 생각

하십니까?

(음악에 대한 인식과 흥미, 표현력, 학습 태도, 정서, 자아존중감 기타)

* 추후에 Dalcroze 솔페즈 수업 수강을 자녀에게 지속해서 권할 의사가

있습니까?

학부모의 소감 내용을 통해 초등학생 피아노 학습자들의 음악성과 정서

영역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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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학부모들의 소감에서 발견한 학생들의 변화

항목 학부모들의 소감

음악성 영역

“연구의 참여로 음악에 대한 흥미와 표현력이 향상된 것 같고

아이가 직접 작사 및 작곡을 하고 노래도 부르며 다양한 경험

을 할 수 있어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콧노래들을 즐겨하고 과거의 사소한 기억들을 창작의 소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신선했고 몸으로 음악을 느끼고 표현

함을 굉장히 즐거워해서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창작의 경험을 통해 피아노 수업에 더욱더 관심이 생긴 것

같고 연주를 할 때 표현력이 향상되었으며 음악에 대한 호기

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수업 참여기간 동안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집에서도 피아

노 연습을 자주했습니다.

정서 영역

“음악 학습에 수동적인 자세였는데 수업 태도에 적극성이 생

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음악을 접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고 주의 깊게 들으려는 모습

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작곡한 곡에 대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신

감이 생긴 것 같고 수업을 통해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

다.”

“음악으로 감정 조절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 같고

음악을 자주 듣고 평소보다 밝고 씩씩한 면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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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학부모들의 소감

“감정 이입에 변화가 있었는데 몇 일전 독일어로 된 ‘소나무’

노래를 듣는 데 평소보다 더 감정을 이입해 듣고 부르는 모습

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자신 없어하던 모습에

서 이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네요.”

“수업을 통해 대인 관계에서도 스스로 해결하고 이끌려는 모

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비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예전에는 “나는 못하는 데”라는 표현이 빈번했는데

이제는 “해 볼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표현을 조금 더

자주 합니다.”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많이 부드러워지고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아존중감이 조금 높아진 것 같고

수업참여전과 비교하여 자신이 하는 일을 긍정적인 자세로 보

는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평소에 모든 일에 서두르며 빨리 끝내는 것에만 치중했으나

참고 기다리며 집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생활 태도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자신감이 붙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한층 부드러

워졌습니다.”

기타

“현재 수업에 만족하며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수업을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신체 표현을 하는 활동은 저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충분

한 경험과 활동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연구가 보

다 더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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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에서 창작한 초등학생들의 작품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솔페즈 수업에서 목소리로 즉흥 연주했던 다양한

경험을 작곡의 과정에서 악보로 구현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솔페즈 주제

와 피아노 작품의 음악 요소를 활용하여 창작하였는데, 학생들의 작품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정서가 어떻게 표현되고 구체화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

었다. 아래의 악보들은 10〜13세의 초등학생 피아노 기초 학습자들이 솔페

즈 수업을 경험한 후 작곡한 작품들이다.

다음〈악보 5-1〉은 제재 곡의 ‘2도 음정’의 요소를 활용하여 작곡한 학

생들의 작품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아티큘레이션을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으

로는 레가토와 스타카토 그리고 두음 슬러를 사용해 ‘먹고 싶은 것‘, ‘심심

한 토요일’, ‘재미있는 놀이동산’의 느낌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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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2도 음정’ 제재 곡을 활용한 학생들 작품

다음〈악보 5-2〉은 제재 곡의 ‘3도 음정’의 요소를 활용하여 작곡한 학

생들의 작품이다. 학생들은 8마디의 구조 안에서 리듬과 아티큘레이션의

변형시켜 첫 번째 프레이즈와 두 번째 프레이즈의 성격을 대조적으로 표현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뚱뚱 말‘이라는 소재를 통해 자신이 현재 고민

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쫄깃한 마시멜로’, ‘슈팅스타 아이스크림을 들

고 있는 어린 아이’의 소재를 통해 즐거운 일상의 느낌을 표현하기도 했다.

 ‘정각 2시’, 

『알프레드 1급, 상』, p. 36
학생 작품 ‘먹고 싶은 것’

학생 작품 ‘심심한 토요일’ 학생 작품 ‘재미있는 놀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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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 ‘3도 음정’ 제재 곡을 활용한 학생들 작품

다음 〈악보 5-3〉은 제재 곡의 ‘4도 음정’ 요소를 활용하여 작곡한 학생

들의 작품이다. 학생들은 ‘정각 2시’, ‘풍팡송’, ‘달크로즈 수업’이라는 표제를

사용해서 작곡하였고 2도에서 4도에 이르는 음정과 8분음표와 2분음표, 점2

분음표, 온음표, 그리고 4분쉼표의 다양한 리듬을 활용하여 작곡하였다.

‘영리한 말’,

『알프레드 1급, 상』, pp. 60∼61

학생 작품

‘뚱뚱 말’

학생 작품

‘쫄깃한 마시멜로’

학생 작품

‘(슈팅 스타)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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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 ‘4도 음정’ 제재 곡을 활용한 학생들 작품

‘튜바 이야기’, 

『어드벤쳐, 레슨 2권』, p. 26

학생 작품 

‘정각 12시’

학생 작품 

‘풍팡송’

학생 작품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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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재 곡의 5도 음정의 요소를 활용하여 작곡한 학생들의 작품이다.

연구 종결시점에 이르자 학생들은 작곡의 과정에 다카포 알 피네(D.C al

Fine)와 리타르단도(rit.), 아 템포(a tempo)등의 다양한 음악 용어를 활용하

고 다양한 셈여림을 사용하여 본인의 정서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타내

고자하였다.〈악보 5-4〉

〈악보 5-4〉‘5도 음정’ 제재 곡을 활용한 학생들 작품

다음은 본 연구의 마지막 솔페즈 주제인 주요 3화음과 변박자 요소를

활용하여 작곡한 학생들의 작품이다. 학생들은 작곡하는 과정에서 화음을

이루는 화성음과 비화성음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본인이 상상한 소리가 음

‘타란텔라의 밤’ 

『어드벤쳐, 6급』, p. 44

학생 작품 

‘신기한 마법의 나라’

학생 작품 

‘할로윈 데이의 아이들’

학생 작품

 ‘어두컴컴한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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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적이고 적합한 지 피아노 앞에서 연주하며 악보에 기보하는 모습을 보였

다. 또한 각 표제에 어울리는 그림을 간단하게 스케치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도 흥미로웠다.

〈악보 5-5〉‘주요 3화음’ 제재 곡을 활용한 학생들 작품

연구 초기에 ‘못 하겠어요’ 라고 말하며 멀뚱히 바라보던 학생은 연구의

후반부에 이르자 창작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발

‘쿰바야’, 『알프레드, 2급』p. 11
 학생 작품 

‘빼빼로 데이’

학생 작품 

‘즐거운 토요일’

학생 작품 

‘하늘과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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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할 수 있었다. 어제 보았던 TV 프로그램의 인상적인 장면이나 책에서

보았던 내용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작품을 완성하였고 작곡한 후 연주

를 하며 교사와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수정하는 모습, 그룹 구성원의 의견

을 묻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 기간 동안 음악적인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에서 큰 변화를 보인

학생 2명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의 악보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

학 중인 여자 학생 A의 작품이다. 2도 음정에 기초한 악곡에서는 ‘신나는

줄넘기’, 3도 음정에 기초한 악곡에서는 ‘깔끔한 3박자의 말’, 4도 음정에

기초한 악곡에서는 ‘오카리나 소리’, 5도 음정에 기초한 악곡에서는 ‘소프라

노 단소’, 3화음과 변 박자에 기초한 악곡에서는 ‘비 오는 날의 숲 속 연못’

이란 표제를 사용했는데, 발상이 창의적이고 음악과 이미지를 표현한 그림

도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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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A 작품

다음의 악보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자 학생 E의 작품이다. 3

도 음정에 기초한 악곡에서는 ‘정신병 있는 말’, 5도에 기초한 악곡에서는

‘딴딴 똑똑’, 3화음과 변박자에 기초한 악곡에서는 ‘못 먹는 먹보’란 표제를

사용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를 순화하여 표현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고민했던 소재를 사용하여 작곡하는 모습

을 보였다.

‘신나는 줄넘기’ ‘깔끔한 3박자의 말’ ‘오카리나 소리’

‘소프라노 단소’ ‘비 오는 날의 숲 속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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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7〉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자 학생 E의 작품

‘정신병 있는 말’ ‘딴딴 똑똑’ ‘못 먹는 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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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교육현장의 초등학생들에게 향후 음악학습을 지속하기 위

한 기초적인 역량을 키우고 실제 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인 지도 방안 모색을 위하여 2016년 10월부터 12차시의 수업으로 진행되었

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지도하며 학습자들의 음악성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고 피아노 교습 외에 특

강 시간을 통하여 음악 이론과 작곡 및 여러 악기를 지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확한 음감과 섬세한 청취 능력 그리고 악보를 분석하

고 이해하여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피아노 교육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어려움

을 느끼게 했다. 따라서 사교육현장의 기초 피아노 학습자들의 청음 능력

을 개발하고 음악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보다 구조화되고 실질적인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는 것이 피아노 교사로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

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근간으로 초등학생

피아노 학습자에게 적합한 수업지도안을 개발하고 개발된 피아노수업의 효

과를 검증하고자 이루어졌다.

효과적인 연구를 위하여 피아노수업의 주제 선정 후, 현재 피아노교육현

장에서 사용되는 교재의 작품을 활용하여 음악 요소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12차시의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

안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피아노수업지도안은 학생들의 음악성 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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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초견과 청음, 이론, 연주 그리고 창작의 영역을 고루 경험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특별히 본 수업지도안은 Piaget발달이론에 근거하여 구체

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학습자에게 적합한 Dalcroze 교수법을 근

간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수업지도안을 Dalcroze국제공인자격증 소지자

5인에 의해 내용 타탕도를 검증한 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음악 교육 배경에 따른 음악 적성과 학

업적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독립

표본 t검정 및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일원변량분석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있었을 때 Scheffe 사후검정을 통해 효과 검증을 하였다.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

가치가 있으며 개발된 수업지도안은 초등학생 피아노 학습자의 음악성 및

정서함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적용효과에 대한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수업지도안을 적용한 초등학생 학습자의 음악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들의 청음 능력 및 가창 능력, 음악 해석 능력, 창

작 능력이 연구 참여전과 비교하여 향상되었다. Gordon(1984)은 9세 이후

의 음악 적성은 발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p. 25) 본 연구를 통해

만 9세부터 12세에 이르는 연구 대상자들의 음악 적성이 수업 전과 비교하

여 향상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악 적성은 교육에 의하여 9세

이후에도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초견과

시창, 청음, 이론, 연주, 그리고 창작이 결합된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을 통해 음악적 성취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음악성이 향

상되었다. 연구 결과 음악적성 하위 영역 중 3∼4학년의 가락 점수가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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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는데 사후 검사 시행 전 그룹

안에서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교사에게 훈육을 받은 상황적 요인이 점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일회기에 걸쳐 측정도구를

사용한 검증으로 음악성의 향상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12회기에 걸쳐 3명에 관찰자에 의해 학생 개인의 음악적인 변

화를 기록하여 연구를 보완하였고 학생들의 음악성이 발전하는 것을 목격

할 수 있었다. 이는 Dalcroze 교수법을 적용한 음악수업이 학생들의 음악

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김유진, 2009; 신은희, 2010;

최연선, 2011; 유승지, 2012)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둘째,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정

서 특별히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정서 지능 그리고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으

로 기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학년별 정서 지능 검증 결과

의 하위 영역 중 ‘정서 표현’에 있어서 5∼6학년의 사후 검사 결과가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도출되었는데 사춘기 시기인 남학생 1명과 여학생 9명으로

구성된 5∼6학년 그룹 안에서의 역동이 ‘정서 표현’에 있어 영향을 미친 것

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연구 종료 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

층 면담 내용에서 학생들의 ‘정서 표현’ 영역이 긍정적으로 변화를 보인 것

을 알 수 있었고 측정도구를 사용한 검증결과를 보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Dalcroze 수업이 음악성 향상뿐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사회

적 성장을 돕는 음악외적 효과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Choksy,

Abramson, Gillespie & Woods, 1986; Bachman, 1991; Gauger, 1995;

Schnebly-Black & Moore, 2004; 유승지, 2004; Frego, 2007)의 결과와 일

치하며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장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로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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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출했다는 것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업지도안은 Piaget 발달이론에 근거하였을 때, 구

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소리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창의적인 움직임을 기반으

로 한 리듬 교육으로 경험하고 발전시켜 창작에 이르는 Dalcroze 솔페즈

교수법 체계를 근간으로 학습자의 음악학습에 대한 동기를 촉진하여 주체

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구 초기에 처음부터 결론을 주지 않고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답에 도달하는 Dalcroze 수업에 당황

하는 모습을 보이고 생소한 즉흥 연주의 경험에 머뭇거리기도 하였지만 연

구가 진행됨에 따라 교사와 학생 그리고 그룹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고 학생들은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피아노수업을 통해 ‘음악’은 즐거운 경험, 나

를 표현하는 기회의 장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Dalcroze는 “교육이란 학생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능력을 개발시

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어 그 역량을 극대화

시켜 재능으로 발전시켜주는 것이다.”(Dalcroze, 1985, p. 97)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학생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이 중요

하다. 학생들을 풍성한 음악적 환경으로 인도할 수 있는 즉흥 연주의 실력

뿐만 아니라 교사의 몸에서 보이는 호흡, 움직임, 언어, 표정 등이 학생들

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영감이 되도록 교사 자신이 음악적으로 충분한 준비

가 되어있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12차시 연구를 통해 솔페즈를 중심으로 한 Dalcroze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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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수업 모형이 초등학생의 음악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서, 자아 존중

감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20명의 소수인 것과 편의집단이며 단일집단 설계에 의해 적용된 것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후

속 연구는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적용 기회를 갖

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음악학원을 비롯한 음악 사교육 현장의

교사들에게 Dalcroze 솔페즈 수업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

가 실제 수업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로 활용되어

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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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Dalcroze Solfège Applied Piano Lessons on

Musicality and Emotional Cultivation

Jihye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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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ei University

Recently, piano lessons have been used to develop basic artistic

groundings and cultivating positive emotions to a wide range of people

from children to adults. However, there is a lack of studies on the

practical and structured lesson model for children to study music

continuously that piano teachers have much trouble from teaching them.

However, there is a lack of studies on the practical and structured

lesson model for children studying music continuously. Hence, this

study developed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for the musicality

impro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are the majority in the

private education field, and verified the developed piano lesson's

effectiveness in musicality and emotional cultivation.

For this study, after selecting subjects for piano lessons, a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musical elements from current textbook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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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ducation field. Based on this analysis, the plan of Dalcroze

Solfège Applied 12 Piano Lessons was developed. The plan was

designed to have even experiences in sight reading, aural training,

theory, performance, composition, and improvisation for musicality

improvement. Particularly, this plan was developed based on the

Dalcroze method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at are in the concrete

operational stage of Piaget's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The plan

was validated by 5 Dalcroze licensees before being applied. Independent

sample T-tests and one-way ANOVA were used to seek changes in

musical aptitude, academic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varying 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usical education

background. If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result of one-way

ANOVA, Scheffe's method was used for post hoc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ngth of piano lessons and the length

of the Dalcroze Method produced a positive change in a participant’s

musicality, emotions, and grades. Concretely, for participants' musicality,

musical aptitude, sight reading, aural training, theory, performance,

composition, and improvisation showed much improvement compared to

pre-participation. Their emotions, academic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showed meaningful changes in the test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Dalcroze Solfège applied piano lessons

was recognized to be effective in a student’s musicality and emotional

cultivation. Thus, it was considered to have positive contribution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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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musicality and psychological emotion when the developed plan

was applied in the basic private education field.

Lastly, this study is limited to a single study group of 20

participants and convenience sampling. Thus, it is expected to be

verified with diverse participants in the succeeding studies.

Keywords: Dalcroze, Solfège, Piano lesson, Musicality,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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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12차시 피아노수업지도안

2. 연구 대상자 모집 문건

3. 학생 설명문 및 동의서

4. 학부모 설명문 및 동의서

5. 생명윤리준수서약서

6. 음악반응 관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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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 1차시

차시 1차시 교수 일시 2016년 10월 7일

학습 
주제 

2도 음정 익히기 소요 시간 약 60분

학습 
목표

 1. 다양한 활동을 통해 2도 음정을 경험한다.
 2. 제재곡에서 2도 음정과 2도 음정이 아닌 것을 구별하여 듣는다. 
 3. 2도 음정을 정확한 음정으로 표현력 있게 노래 부른다. 
 4. 2도 음정(가락 및 모음 음정)이 갖는 느낌을 움직임으로 표현해본다.  
 5. 제재 곡의 음악 요소(음정, 프레이즈, 박자, 셈여림, 템포)를 이해한다.
 6. 2도 음정 및 제재 곡의 음악 요소를 활용하여 목소리로 즉흥 연주를 한다. 

지도 
대상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교습을 받는 3~4, 5~6학년 초등학생
(피아노 교습 경험과 달크로즈 경험의 개인차가 있음)

제재 곡 정각 2시 (알프레드 레슨교재 1급 상 p. 36)

교수 
자료

제재 곡 악보(인원 수 만큼), 피아노, 칠판, 보드 마카, 비디오, 삼각대 

<교수 · 학습 계획>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10분

  ♥ 발성을 통한 솔페즈 수업 시작하기
 1. 신체의 움직임과 결합하여 음의 높고 낮은 영역을 자유

롭게 탐험하기 (손→상체→전신) ⓈⒺ
    교사는 목소리 즉흥연주를 모델링할 때 음악 요소

(셈여림, 템포, 아티큘레이션, 뉘앙스)를 다양하게 활용
하여 보여준다.

 2. 교사의 움직임을 보고 소리 만들기 ⓈⒾ
 3. 학생이 리더가 되어 움직임을 하면 그룹원이 움직임을 

모방하여 소리를 만들어 본다. ⒺⓈⒾ

   본 피아노수업지도안에는 Dalcroze 교수법의 3대 영역

이 각 활동에 적용되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별

로 ⒺⓈⒾ 표시를 하였는데, Ⓔ는 유리드믹스, Ⓢ는 솔페즈, 

Ⓘ의 영역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낸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움직이기 편한 
복장으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1. 다양한 음역을 
경험하며 발성을 
통하여 경직된 
신체를 이완한다.

2. 학생의 자세를 
관찰하고 바른 
자세에서 호흡을 
조절하며 노래하도록  
지도한다.

3. 학생이 리더가 
되어 지시한 과제를 
수행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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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강화하고 
그룹구성원이 골고루 
리더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전 개
10분

 ♥ 다양한 활동을 통한 2도 음정 익히기
 1. C 스케일 상행, 하행을 계이름으로 노래 부른다.

학생은 음높이를 손으로 표현하며 노래 부른다. ⓈⒺ
 2. 다양한 리듬 패턴으로 2도 음정을 노래 부른다. ⓈⒺ

 ＜악보 1＞ 2도(Dichord) 노래-숫자 시창

 
 3.＜악보 1＞을 계이름으로 노래 부르며 음높이를 손으로 

표현한다. ⓈⒺ
 4. ＜악보 1＞을 계이름을 노래 부르며 걸어본다.

 도레 레미 - 제자리 오른발 왼발 오른발
 5. ＜악보 1＞을 다양하게 전조하며 숫자 시창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음역을 고려하여 내림 라장조, 라장조
에서 반주해주고 학생들은 숫자로 시창한다. ⒺⓈ

 ♥ 주어진 음에서 2도를 만들어서 노래 부르기
 1. 교사가 피아노에서 음을 제시하면 학생이 한음을 추가

하여 상행 또는 하행으로 2도를 만들어 노래 부른다. Ⓢ
ⒺⒾ 

 ＜악보 2＞ 주어진 음에서 2도 만들어 노래 부르기

 2. 교사가 제시한 2도 음정과 반대로 손으로 음높이 를 표
현하며 2도 음정을 만들어 노래 부른다. ⓈⒺⒾ
도레→레도

 ♥ 2도 음정을 듣고 구별하여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교사는 학생에게 걷다가 2도 음정이 들리면 피트너와 함
께 창작한 움직임을 보여주도록 제안한다. ⒺⒾ

교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학생을 
관찰하고 교정한다.
학생들이 2도 음정을 
정확한 음정으로 
호흡을 고려해서 
표현력 있게 노래 
부르는가

3. 4. 움직임을 
결합한 시창에서 
공간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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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활동
30분

 ♥ 제재 곡을 통한 ‘2도 음정’ 익히기

 ＜악보 3＞ 정각 2시

 
* 본 제재 곡은 교재에 수록된 악보와 달리 실제 솔페즈 
수업에서 학생들의 음역을 고려하여 5-8마디를 1옥타브 위
로 변형해서 사용하였습니다.
 1. 교사가 메아리 모방으로 제재 곡을 소개 한다.
 2. 교사는 학생에게 곡을 들려주고 2도가 나올 때는 전개 

활동3에서 만든 움직임을 해보도록 권한다. 
 3.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다.
 ① 머무르는 음정(1도)과 움직이는 음정(2도)의 느낌은 같

은 가요?
 ② 2도 음정을 가락 음정으로 들을 때와 모음 음정으로 

들을 때 느낌은 같은가요?

 〈표 1〉 ‘2도'를 모음 음정으로 들었을 때 학생들의 반응

학생 1 강철로봇이 기름이 없어서 삐그덕 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학생 2 다리를 절뚝거리는 느낌이예요.
학생 3 재미있어요. 장난치는 것 같아요.
학생 4 2도를 함께 들으면 딱딱해요. 가래낀 목소리 같아요.   

 
제재 곡에서 머무르는 음정(1도)에서 2도 음정으로 움직일 
때는 약간 호흡을 실어서 셈여림에 변화를 주어 노래 부르
도록 제안한다.

 4. 지휘하며 가사로 노래를 불러본다. ⓈⒺ
 5. 손으로 음높이를 표현하며 계이름 시창 한다. ⓈⒺ
 6. 4/4박자 지휘를 하며 다양한 조와 템포, 아티큘레이션

을 변화하여 제재 곡을 노래 부른다. ⓈⒺ
 
 

6. 지휘를 하면서 
다양한 분위기의 2도 
음정이 가지는 
뉘앙스를 고려하여 
노래하도록 인도한다.



- 130 -

 ♥ 제재 곡을 캐논으로 부르며 앙상블 경험하기
  ＜악보 1＞ 정각 2시 변형

 1. 제재 곡을 지휘하며 동시에 노래를 부른다. ⓈⒺ
 2. 제재 곡을 부르며 발로 리듬을 걸어본다. ⓈⒺ
 3. 두 팀으로 나누어 제재 곡을 1마디 캐논으로 부르며 발

로 리듬을 걸어본다. ⓈⒺ 
 4. 두 팀으로 나누어 제재 곡을 2마디 캐논으로 부르며 3화

음을 경험하고 동시에 스카프로 음 높이를 표현하도록 
한다. ⓈⒺ

4. 스카프를 
사용하여 음 높이를 
표현하는 것은 몸 
전체로 음악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 리
10분 

 ♥ 수업의 마무리
 교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1.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2. 노래만 부르는 것과 움직임을 같이 하는 것은 어떤 차

이가 있나요?

 ♥ 다음 차시 수업 안내
 다음 시간에는 오늘 경험한 것을 기초로 음악을 창작할 
것을 안내 한다.

1. 교사는 학생들이 
오늘 수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지 
확인하여 다음 
수업을 계획 할 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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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 2차시

차시 2차시 교수 일시 2016년 10월 8일

학습 
주제 

2도 음정을 포함한 제재 곡의 음악 요소를 
활용하여 창작하고 표현하기

소요 시간 약 60분

학습 
목표

 1. 제재 곡의 음악 요소를 활용하여 피아노 즉흥 연주를 한다. 
 2. 2도 음정을 활용하여 4/4박자 한 도막 형식의 곡을 작사 및 작곡한다.
 3. 목소리와 피아노로 즉흥 연주한 것을 기보 법에 알맞게 기보한다.
 3. 작곡의 배경을 소개하고 작곡한 곡을 표현력을 살려 연주한다. 

지도 
대상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교습을 받는 3~4, 5~6학년 초등학생

제재 곡 정각 2시 (알프레드 레슨교재 1급 상 p. 36)

교수 
자료

제재 곡 악보(인원 수 만큼), 오선 노트, 연필, 지우개, 
비디오, 삼각대, 스카프 (색상 다양하게)

<교수 · 학습 계획>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10분

 ♥ 발성을 통한 워밍업하기 
 1. 교사는 2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를 두 개의 음정과 
 매치하여 소개하면 학생은 메아리 모방으로 따라한다. Ⓢ 
 2. 각자 자신의 이름을 2도 음정과 매치시켜 소개하면 구  
 성원들이 메아리 모방으로 따라한다. ⓈⒾ

1. 교사는 처음에 
2음절의 단어를 
자유로운 음정으로 
소개하고 점차적으로 
2도 음정과 매치시켜 
소개한다. 

전 개
10분

 ♥ 1차시 학습을 되새기며 수업을 시작하기
 〈악보 1〉 정각 2시

 4/4박자를 지휘하고 제재 곡의 리듬을 걸으며 노래 부른  
 다. ⓈⒺ
 
 ♥ 제재 곡을 활용한 즉흥 연주하기
 1. 교사는 제재 곡의 1마디 모티브를 다양하게 변형하여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캐논으로 따라 부르도록 제안 한다. 
 2. 제재 곡을 활용하여 2마디 프레이즈를 즉흥 연주하기  
 ⓈⒾ 

교사는 학생이 
지휘를 하며 
효과적으로 신체와 
에너지, 공간을 
조절하여 사용하는 
지 관찰하고 
교정한다.

노래를 부르며 발로 
리듬을 표현할 때  
학생의 시선이 
바닥을 향하지 않고 
앞을 보도록 
지도한다. 

또한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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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제재 곡의 1~2, 5~6마디를 부르면 교사가 3~4,   
 7~8마디를 목소리로 즉흥 연주한다. 
 규칙: 멜로디는 4분 음표를 활용하여 창작하고 8마디는   
 C음, 온음표로 종지한다. 
 3. 활동 2를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바꾸어 해본다. ⓈⒾ
 4. 제재 곡을 활용하여 4마디 프레이즈를 즉흥 연주한다.  
 ⓈⒾ 
 5. 활동 3을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바꾸어 해본다. ⓈⒾ

움직임에서 음악의 
방향성과 
프레이즈감이 
느껴지도록 유도한다.

 

본 
활동
30분

 ♥ 제재 곡을 활용하여 피아노에서 즉흥 연주하기 Ⓘ
 1. 교사가 제재 곡의 2마디를 피아노에서 즉흥으로 연주  
 하면 학생은 교사의 연주를 모방해본다. Ⓘ 
 2. 교사가 제재 곡의 2마디를 피아노에서 즉흥 연주하면  
 학생은 교사의 연주를 변형해서 연주해본다 Ⓘ
 3. 한 학생이 제재 곡을 활용하여 4마디를 피아노에서 연  
 주하면 학생들은 5~8마디를 노래 부른다. Ⓘ 
 다른 구성원들은 지휘를 하며 제재 곡의 1~4마디는 즉흥  
 멜로디를 만들어서 내청으로 노래 부르고 5~8 마디는 노  
 래 부른다. ⒾⓈ
 4. 순서를 돌아가며 활동 4를 해본다. Ⓘ
 규칙: 멜로디는 4분 음표를 활용하여 창작하고 8마디는   
 C음, 온음표로 종지한다. 

 ♥ 2도 음정을 활용하여 4/4박자 8마디의 창작하기
 1. 학생들이 2도 음정을 활용하여 즉흥 연주 경험한 것을  
 악보로 기보해본다. 교사는 학생들이 악보에 기보하기에  
  앞서서 기보의 일반적인 규칙을 설명해준다.
 -오선의 3번째 줄부터는 기둥이 아래로 내려간다. 
 -곡을 마칠 때는 끝세로줄이 사용된다. 등
 2. 작곡한 곡에 알맞은 가사와 제목을 지어본다.

2. 즉흥연주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음악의 어휘를 
확장하고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게 된다. 
혹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교사는 다양한 예를 
들어 먼저 
모델링하도록 한다.
 
3. 피아노에 앉아 
있는 2명의 학생 
외에 다른 
구성원들도 지휘를 
하고 내청을 하며 
수업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교사는 
학생들의 역할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정 리 
10분

  ♥ 작곡된 곡을 연주하며 피드백의 시간 갖기
 구성원들은 서로의 연주를 들으며 리듬적 요소(리듬), 화  
 성적 요소(음정, 선율), 표현적 요소(템포, 셈여림)의 사용  
 이 적절한 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 교사 질문
 ① 제재 곡 『정각 2시』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작곡가는  
  어떤 장치를 했나요? 
 ② 여러분들의 곡을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어떤 요소를  
 더할 수 있을 까요?
 

교사는 작곡한 
학생의 의도가 곡에 
충분히 반영되어 
작곡되고 
표현력 있게 연주 
되었는지 염두하며 
감상하도록 
학생들에게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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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 3차시

차시 3차시 교수 일시 2016년 10월 14일

학습 

주제 
3도 음정 (건너뛰기) 익히기 소요 시간 약 60분

학습 

목표

 1. 3도 음정을 다양한 활동(움직임과 목소리)을 통해 경험한다.

 2. 3도 음정의 뉘앙스를 살려 표현력 있게 노래 부른다.

 3. 3도와 3도가 아닌 음정을 구별하여 듣는다.

 4. 3도 음정을 활용하여 목소리로 즉흥 연주를 한다. 

 5. 제재 곡의 음악 요소(음정, 프레이즈, 박자, 셈여림, 템포)를 이해한다. 
지도 

대상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교습을 받는 3~4, 5~6학년 초등학생

제재 곡 『영리한 말』 (알프레드 기초 피아노 라이브러리 레슨 제1권「상」 p. 60~61)

교수 

자료

제재 곡 악보(인원 수 만큼), 화살표(상행, 하행 표시)

연필, 지우개, 칠판, 보드 마카, 비디오, 삼각대, 줄 밴드

<교수 · 학습 계획>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10분

  ♥ 발성을 통한 워밍업하기 Ⓢ
 아나크루식 프레이즈의 C음 익히기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하는 프레이즈의 형태로 C음   

을 노래 부른다. 이 때, 교사는 피아노에서 지속적   

으로 화성을 변화하며 반주한다.

 

 ＜악보 1＞ ‘C음’ 익히기

 

본 연구 중
3차시 
제재 곡에서 
아나크루식 
프레이즈가 
처음 제시되어
‘C음 익히기‘ 
활동에서 
제재 곡의 
프레이즈와 리듬 
패턴을 
적용하였다.
교사의 반주에서 
화성이 변화해도 
정확한 음정으로 
'C'를 노래 
부르도록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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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

10분

 

 ♥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3도 음정을 익히기

 1. 다양한 박자의 3음 음계(trichord)를 손으로 음 높

이를 표현하며 노래 부른다. ⓈⒺ
＜악보 2＞ 3/4박자의 3음 음계 

 

＜악보 3＞ 2/4박자의 3음 음계

 

＜악보 4＞ 4/4박자의 3음 음계

 

 2. 3음 음계의 가운데 음을 내청하여 3도 음정으로  

 노래한다. 

 ＜악보 5＞ 3음 음계 내청연습

 

 3. 교사가 피아노에서 음과 진행 방향을 제시하면 

 학생이 듣고 빠르게 반응하여 상행과 하행으로 

 3도를 만들어 노래 부른다. ⓈⒺⒾ 
 ＜악보 6＞ 3도 음정 만들기

1. 학생이 

음높이를

정확하게  손으로 

표현하도록 

제안한다.

2. 3음 음계의 

가운데 음정을 

생략한 3도 

음정을 노래 할 

때 교사는 템포를 

낮추어 학생들이 

가운데 음을 

정확하게 내청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 

3. 교사가 

제시하는 진행 

방향을 보고 상행 

또는 하행으로 

노래 할 때 

학생이 박을 

놓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프레이즈 안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교사가 박을 

유지하고 호흡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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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의 지휘를 보고 앙상블 경험하기

 교사는 칠판에 다장조 음계를 2개 그려 놓고 1,2,3   

 도를 활용하여 지휘한다.

 학생은 2개의 팀으로 나누어 교사의 지휘에 맞춰    

 노래 부른다. (가락과 모음 음정 1~3도) 

 다음의 순서대로 부르도록 제안한다. 

 -두 팀이 먼저 1도 음정으로만 부르기

 -1도와 2도 음정을 혼합하여 부르기

 -3도 음정으로만 부르기

 

 ＜악보 7＞ 1~3도 음정 혼합해서 부르기 

 Q; 교사는 1,2,3도 음정의 느낌의 차이를 묻는다. 

 Q: 가락 음정과 모음 음정의 느낌의 차이를 묻는다.

 

  〈표 1〉 ‘2도와 3도 음정’을 모음 음정으로

 비교해서 들었을 때 학생들의 반응

학생 1

3도 음정은 고와요, 

구름이 몽실몽실 떠있는 느낌이에요

2도는 못 생겼어요
학생 2 3도는 바닐라아이스크림 먹는 느낌이에요 

학생 3
친구들이 사이좋게 있는 것 같아요

합창단 느낌이에요 부드러워요

학생 4
금발머리 소녀가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시요

학생 5
2도는 뭔가 얽혀있는 듯이 산만하고 불편

한데 3도는 듣기 편해요



- 136 -

학생 6
2도는 스프링이 튀는 것 같아요

3도는 서로 손잡고 있는 것 같아요

본 활동

30분 

 ♥ 제재 곡을 통한 ‘3도 음정’ 익히기

 ＜악보 8＞ 『영리한 말』

 

 1. 교사가 메아리 모방으로 제재 곡을 소개한다. Ⓢ
 2. 교사의 반주에 맞춰 제재 곡을 노래한다. Ⓢ
 3. 교사의 제재 곡 반주에서 3도 음정이 들릴 때는   

 손가락으로 3을 2도 음정이 나오면 손가락으로 2를  

 표시한다. Ⓔ
 -오른 손 선율을 중심으로 들어보기

 -왼손 음정을 중심으로 들어보기

 4. 교사는 학생에게 악보를 제시하고 3도 음정이     

 나올 때는 노래를 부르도록 제안한다.

 5. 손으로 음높이를 표현하며 계이름으로 노래를   

불러 본다. ⓈⒺ
 6. 손으로 음높이를 표현하며 숫자로 노래를 불러   

본다. ⓈⒺ
 

 ♥ 제재 곡을 활용한 즉흥 연주하기

 1. 제재 곡의 아티큘레이션을 변형해서 부르고 상징  

 을 소개한다.

 ＜악보 9-1＞ 『영리한 말』 아티큘레이션 변형 1

피아노 교습 

기간이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이 

즉흥 연주와 

작곡을 할 때 

학습의 흐름을 잘 

따라오고 있는 지 

교사는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지도 및 

교정한다.

3. 학생이 

활동에서 

성취하였을 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교사는 

적극적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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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9-2＞ 『영리한 말』 아티큘레이션 변형 2

 2. 셈여림을 변형해서 노래 부른다.

 교사가 제재 곡에서 셈여림을 추가해서 연주하면 

 학생이 셈여림을 악보에 표시해본다.

 그리고 함께 불러 본다. 

 질문: 또 어떻게 부를 수 있을 까? 

 3. 다양한 템포로 노래를 부른다. 

 교사가 제재 곡에서 등장하는 동물 『말』의 다양한   

 상황을 제시한다.

 예: 배고픈 말, 분주한 말, 졸린 말 

 기본이 되는 박(beat)을 설정하여 노래 부른다.

 4. 자신만의 『영리한 말』 컨셉 만들어서 노래하기

 음 추가, 아티큘레이션/셈여림 변형 기법을 사용하여  

 제재 곡을 부분적으로 대체하여 노래 부른다. 

 

 ♥ 제재 곡으로 플라스틱아니메 만들기

 1. 교사는 제재 곡이 몇 개의 프레이즈로 구성되었는  

 지 질문한다.

 2. 순서를 정해서 프레이즈가 시작될 때 움직이고 

 프레이즈가 끝나면 그 자리에 멈추도록 제안한다.

 3. 1개의 밴드를 나누어주고 모두 잡고 본인의 맡은  

 순서의 프레이즈에서 움직임을 시작하여 프레이즈 

끝에서 밴드를 다른 친구에게 전해주어 창의적인 움

직임으로 표현하도록 제안한다. 

교사는 활동 

2에서 학생들이 

프레이즈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고 

음악적으로 

표현하며 노래 

부르도록 

인도한다. 

정 리

10분 

 ♥ 교사는 다음의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다. 

교사는 학생들이 

오늘 수업을  



- 138 -

 1)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 생각 되나요?

 2) 오늘 활동 중에 어떤 활동이 재미있었나요?

 3) 오늘 활동 중에 어떤 것이 어렵게 느껴졌나요?

 

 ♥ 다음 시간 안내

 다음 시간에는 오늘 경험한 것을 기초로 음악을     

 창작할 것을 안내한다.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지  

확인하여 

다음 수업을 계획 

할 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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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 4차시

차시 4차시 교수 일시 2016년 10월 15일
학습 

주제 
3도 음정(건너뛰기)을 활용한 창작하기 소요 시간 약 60분

학습 

목표

 1. 제재 곡의 음악 요소를 활용하여 피아노로 즉흥 연주를 한다. 

 2. 3도 음정과 음악 요소를 활용하여 3/4박자, 8마디의 곡을 창작한다.
지도 

대상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교습을 받는 3~4, 5~6학년 초등학생

(피아노 교습 기간 다양함)
제재 곡 영리한 말(알프레드 기초 피아노 라이브러리 레슨 제1권「상」 p. 60-61)

교수 

자료

제재 곡 악보(인원 수 만큼), 오선 노트, 연필, 지우개, 

칠판, 보드 마카, 지휘봉 2개 비디오, 삼각대

<교수 · 학습 계획>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10분

 ♥ 수업 주제곡을 움직임과 함께 노래 부르며 워밍  

 업하기 ⓈⒺ

 프레이즈 1. 오른쪽 어깨를 돌리며 노래하기

 프레이즈 2. 왼쪽 어깨를 돌리며 노래하기

 프레이즈 3. 허리로 원을 그리며 노래하기

 프레이즈 4. 두 손으로 원을 그리며 노래하기

＜악보 1.＞ 『영리한 말』

교사는 학생이 

신체를 이완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하고 노래 

부르도록 

제안한다.

교사가 제시한 

아이디어외의 

프레이즈별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 학생에게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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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

10분

 ♥ 3차시 학습을 환기시키며 수업 시작하기ⓈⒺ
 1. 주제곡을 계이름으로 노래 부르며 손으로 

 음높이를 표현한다.  

 2. 주제곡을 다양한 조에서 숫자로 노래 부르며 손으  

 로 음높이를 표현한다.  

 3. 3/4박자를 지휘하며 3성부로 노래를 부른다. ⓈⒺ 
 각 성부(소프라노, 테너, 베이스)씩 노래 부르기

 소프라노+베이스, 소프라노+테너 

 3성부 부르기

 * 본 활동 시 학생들의 음역을 고려하여 제재 곡의  

 낮은음자리표 영역을 1옥타브 올려서 편곡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3. 앙상블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서로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듣도록 교사는 

수업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본 활동

30분

 ♥ 제재 곡의 리듬 패턴을 변형해서 노래 부르기 Ⓢ
 1. 제재 곡에서 3도 음정이 나온 곳을 가운데 음을  

 채워서 악보에 적어보고 노래를 불러 본다.

＜악보 3＞ 3도 음정 채워보기

 2. 교사가 제재 곡의 리듬 패턴을 변형해서 연주하면  

 학생이 메아리 모방으로 노래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리듬을 어떻게 기보해야 하는지 묻  

 고 칠판에 기보해준다.

 

＜악보 4-1＞ 리듬 변형 1

＜악보 4-2＞ 리듬 변형 2

 3. 학생이 제재 곡의 첫 번째, 세 번째 프레이즈를   

다양한 방법의 

대체하기 원리를 

사용하여 즉흥 

연주했다면 

학생들이 연주한 

것을 칠판에 

기보하도록 

제안하거나  

교사가 직접 

기보해주어 

상징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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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면 교사가 두 번째, 네 번째 프레이즈를 즉  

 흥으로 노래 부른다. Ⓘ 
 4.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바꾸어 해본다. Ⓘ
 

 ♥ 자신만의 『영리한 말』 창작하기

 1. 교사는 플래시카드로 다양한 리듬과 아티큘레이션  

 의 예를 소개한다. 

 2. 학생들이 즉흥 연주로 경험한 것을 구현하여 악보  

 에 기보하도록 하고 피아노로 연주하도록 제안한다. 

정 리 

10분

 
 ♥ 학생의 작품을 감상하며 피드백의 시간을 갖고   
 오늘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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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 5차시

차시 5차시 교수 일시 2016년 10월 21일

학습 

주제 
4도 음정 익히기 소요 시간 약 60분

학습 

목표

 1. 4도 음정의 성질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한다.

 2. 4도 음정의 뉘앙스를 살려 표현력 있게 노래 부른다.

 3. 4도와 4도가 아닌 음정을 구별하여 듣는다.

 4. 4도 음정을 활용하여 목소리로 즉흥 연주를 한다. 

 5. 제재 곡의 음악 요소(음정, 프레이즈, 박자, 셈여림, 템포)를 이해한다. 
지도 

대상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교습을 받는 3~4, 5~6학년 초등학생

(피아노 교습 기간 다양함)

제재 곡 튜바 이야기(피아노 어드벤쳐 레슨 2권 p. 26)

교수 

자료

제재 곡 악보(인원 수 만큼), 연필, 지우개, 칠판, 보드 마카, 

비디오, 삼각대, 응원 수술, 스카프

<교수 · 학습 계획>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10분

 ♥ 노래를 부르며 신체를 워밍업하기 Ⓢ
 ＜악보 1＞ 『영리한 말』

 지난 시간 학습한 주제곡을 다양한 조에서 노래     

 부르며 스트레칭 한다. 

 프레이즈별로 동작을 다르게 제안한다.

 프레이즈 1: 오른쪽 어깨 돌리며 원 그리기

 프레이즈 2: 왼쪽 어깨 돌리며 원 그리기

교사는 학생이  

경직된 신체를 

이완하여 노래 

부를 준비를 

하도록 인도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움직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지 질문한다.

프레이즈 마다 

다른 움직임을 

표현하며 노래 

부름으로 

신체 이완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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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즈 3: 허리로 원 그리기

 프레이즈 4: 상체를 사용해서 큰 원 그리기

곡의 구조(aaba)를 

이해 할 수 있다.

전 개

10분

 ♥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4도 음정을 노래 부르기

 1. 손으로 음 높이를 표현하며 C 스케일을 상행, 

 하행으로 노래 부른다. ⓈⒺ
 2. 2/4박자를 지휘하며 C 스케일 상행, 

 하행을 4음 음계(tetrachord)로 노래 부른다. ⓈⒺ
 ＜악보 2＞ 4음 음계

 3. 2/4박자를 지휘하며 C 스케일 상행, 

 하행을 4음 음계로 노래 부른다. 

 이 때 2,3음을 내청하여 1음과 4음만 노래 부른다.  

 ⓈⒺ
 4. 3의 활동을 걸으면서 함께 경험한다. 

 이 때 걷기는 1~4음을 모두 표현하고 노래는 2,3   

 음을 내청하여 1음과 4음만 노래 부른다. 노래와 리  

 듬을 걷기로 표현하는 것이 일치되도록 한다.

 

 ♥주어진 음을 활용해서 4도 만들어서 노래 부르기

 1. 교사가 음을 제시하면 한 사람씩 그 위에 음을   

 쌓아 4도를 만들어서 노래 부른다. 

 2. 교사가 음을 제시하면 한 사람씩 그 아래로 음   

 을 쌓아 4도를 만들어서 노래 부른다. 

학생이 정확하게 

음 높이를 손으로 

표현하도록 

인도 한다.

4음 음계의 

2,3음을 생략한 

4도 음정을 노래 

할 때 교사는 

템포를 낮추어 

(♩=60~65)

학생들이 생략한 

음을 정확하게 

내청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 

본 활동

30분

 ♥  제재 곡을 통한 ‘4도 음정’ 익히기

 ＜악보 3-1＞ 튜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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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3-2＞ 튜바 이야기 변형

 * 본 제재 곡은 학생들이 흥미롭게 노래를 부르     

 도록 원곡에 어울리는 가사를 지어 수업에 사용에   

 사용하였습니다. 

 1. 학생은 제재 곡을 들으며 음정을 구별하여 손    

 으로 표시해본다.

 예: 4도 음정이 들릴 때는 손으로 4, 3도 음정이    

 들릴 때는 손으로 3을 표시 Ⓔ
 2. 학생들에게 4도의 느낌을 물어본다. 

 〈표 1〉 ‘4도 음정’을 가락과 모음 음정으로 

 비교해서 들었을 때 학생들의 반응

 3. 교사가 메아리 모방으로 제재 곡을 소개하고     

 노래 부른다. Ⓢ
 4. 교사는 학생에게 악보를 제시하고 4도 음정이    

 나올 때 노래 부르도록 제안한다.

 5. 화성 음정을 제외한 멜로디 라인을 계이름으로   

 노래 부르고 이 때 음높이를 손으로 표현한다.

 6. 음높이를 손으로 표현하며 교사의 반주에 맞추   

 어 다양한 조에서 숫자 시창한다.

 7. 주제곡의 원곡을 세 팀(소프라노, 알토, 베이      

학생 1

가락 음정은 뭔가 넓어진 것 같아요

같이 들었을 때는 3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정확한 것 같아요.

학생 2
따로 들으면 씩씩한 남자 아이 같고 

같이 들으면 정직한 것 같은 느낌이요

학생 3
2도는 장난꾸러기 3도는 금발 소녀

4도는 책임감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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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으로 나누어 노래 부른다. Ⓢ
 

 ♥ 제재 곡을 활용한 즉흥 연주하기

 1. 제재 곡의 4도 음정과 3도 음정의 가운데 음     

 을 추가해서 노래 부른다. 예: 파도→파미레도

 2. 교사가 다양한 리듬패턴을 활용하여 즉흥 연주   

 하면 학생은 리듬 패턴 플래시카드 중 어느 리듬    

 으로 노래 불렀는지 찾도록 한다. 

 

 3. 두 팀으로 나누어 주제곡 “튜바”외에 어떤 악   

기가 있는 지 생각해보고 그 악기 소리를 상상하   

여 위의 제시된 리듬 패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즉

흥 연주한다. 

 ♥ 제재 곡을 활용한 플라스틱아니메 만들기

  짝과 함께 음악에 어울리는 움직임을 창작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예) 홀 수 마디를 맡은 학생은 박에 맞춰 응원 수  

  술을 앞-뒤로 흔든다.

  짝 수 마디를 맡은 학생은 홀 수 마디의 학생의  

  움직임이 끝나면 스카프를 들고 파트너 주위를     

  원을 그리며 한 바퀴 돈다. 

정 리

10분

  ♥ 수업의 마무리와 다음 시간 안내

 다음 시간에는 오늘 경험한 것을 기초로 음악을     

 창작할 것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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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 6차시
차시 6차시 교수 일시 2016년 10월 22일

학습 

주제 
4도 음정을 활용한 창작하기 소요 시간 약 60분

학습 

목표

 1. 제재 곡의 음악 요소를 활용하여 즉흥 연주를 한다. 

 2. 1,2,3,4도 음정을 활용하여 4/4박자 8마디의 작곡 및 작사를 한다.

 3. 학생들이 작곡된 작품을 연주해보고 피드백 과정을 갖는다. 
지도 

대상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교습을 받는 3~4, 5~6학년 초등학생

(피아노 교습 기간 다양함)

제재 곡 튜바 이야기(피아노 어드벤쳐 레슨 2권 p. 26)

교수 

자료
제재 곡 악보(인원 수 만큼), 연필, 지우개, 칠판, 보드 마카, 비디오, 삼각대

<교수 · 학습 계획>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10분

 ♥ 노래를 부르며 수업을 시작하기 ⓈⒺ 
 ＜악보 1＞ 『튜바 이야기 변형』

 

 

 1. 4/4박자 지휘를 하며 계이름으로 노래 부른다

 2. 다양한 조에서 숫자 시창한다. 

 3. 4분 쉼표가 나오는 부분은 손뼉을 치며 4분 음    

 표의 보충 리듬(Complementary Rhythm)을 표현하   

 며 노래 부른다.

3. 보충 리듬을 

표현할 때 

빨라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학생들이 쉼표의 

공간과 길이를 

정확히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전 개

10분
 ♥ 주제곡의 셈여림과 아티큘레이션, 템포를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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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노래 부르기 ⓈⒾ
 1. 교사가 주제곡의 셈여림과 아티큘레이션, 템포를 

변형해서 노래 부르면 학생이 제시된 플래시카드 중 

변형한 음악 요소를 찾아본다. 

 

 accel.  rit.

 2. 팀을 나누어 위의 플래시카드(셈여림, 아티큘레이  

 션, 템포)중 1개를 선택하여 제재 곡을 변형해서 즉흥  

 으로 노래 불러 본다.

2. 학생들이 즉흥 

연주를 

어려워하면 

교사는 모델링을 

해준다.

본 활동

30분

 ♥ 주제곡을 활용하여 즉흥으로 노래 및  연주하기

 1. 교사는 ‘4도 음정’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피아노 작  

 품의 악보를 제시하고 그 중 한 곡을 연주하여 학생  

 들이 듣고 찾도록 한다. 

 2. 다양한 4도 음정의 예시곡과 지금까지 경험한 음  

 정, 리듬 패턴, 셈여림, 아티큘레이션, 템포를 활용하  

 여 즉흥으로 노래한다.  

 ♥ 4/4박자 8마디의 창작하기

 1. 디지털 피아노 또는 스마트폰의 어플을 활용하여  

 다양한 악기 소리를 들려준다.

 2. 학생들이 목소리와 피아노로 즉흥 연주한 것을    

 악보에 기보하는 시간을 갖는다. 

 규칙: 4도 음정은 최소한 2번 이상 사용한다.

2. 즉흥으로 

노래를 부를 때 

종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음악적인 호흡 

(프레이즈)을 

살려 노래 

부르도록 

지도한다.

정 리

10분

 ♥ 학생들이 작곡한 곡을 감상하기

 학생들이 작곡한 곡을 직접 연주하고 감상하는 시간  

 을 갖는다. 교사는 필요에 따라 화성을 반주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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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 7차시

차시 7차시 교수 일시 2016년 10월 27일

학습 

주제 
5도 음정 익히기 소요 시간 약 60분

학습 

목표

 1.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5도 음정을 경험한다.

 2. 5도 음정을 구별하여 듣고 정확한 음정으로 표현력 있게 노래 부른다.

 3. 5도 음정을 활용하여 목소리로 즉흥 연주를 한다.
지도 

대상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교습을 받는 3~4, 5~6학년 초등학생

(피아노 교습 기간 다양함)
제재 

곡
타란텔라(어드벤쳐 5급 A, p. 72)

교수 

자료
제재 곡 악보(인원 수 만큼), 연필, 지우개, 칠판, 보드 마카, 비디오, 삼각대

<교수 · 학습 계획>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10분

 ♥ 노래를 부르며 신체를 워밍업하기 Ⓢ
<악보 1> 튜바 이야기

 지난 시간 학습한 주제곡을 다양한 조에서 노래 부   

 르며 스트레칭 한다. 

 프레이즈별로 동작을 다르게 제안한다.

 프레이즈 1: (발-손-발-손×2)-(어깨 돌리기)×2

 프레이즈 2: (발-손-발-손×2)-손 모았다 펴기

교사는 학생이 

워밍업을 통하여 

경직된 신체를 

이완하도록 

인도한다. 

교사는 

템포와 뉘앙스를 

변화시켜 

다양하게 

반주해준다. 

전 개

10분

  ♥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5도 음정을 익히기

 1. 손으로 음 높이를 표현하며 C 스케일을 상행, 

 하행으로 노래 부른다. ⓈⒺ

학생이 정확하게 

음 높이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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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4박자를 지휘하며 C 스케일 상행, 

 하행을 5음 음계(pentachord)로 노래 부른다. ⓈⒺ
 ＜악보 2＞ 5음 음계(pentachord)

 3. 2/4박자를 지휘하며 C 스케일 상행, 

 하행을 5음 음계(pentachord)로 노래 부른다. 

 이 때 2,3,4음을 내청하여 1음과 5음만 노래 부른다.

 ⓈⒺ
 4. 3의 활동을 걸으면서 함께 경험한다. 

 이 때 걷기는 5음을 모두 표현하고 노래는 2,3,4음을  

 내청하여 1음과 5음만 노래 부른다. 이 때 노래와 리  

 듬을 걷기로 표현하는 것이 일치되도록 한다. 

 (♩=50~55) ⓈⒺ
  

 ♥ 5도 음정을 가락음정과 모음음정으로 경험하기

  1. 학생은 두 팀으로 나누어 교사의 지휘를 보고 음  

  높이를 손으로 표현하며 노래한다. 

  두 개의 스케일을 보고 노래하되 교사는 결과적으로  

  다음의 악보를 노래하도록 유도한다. ⓈⒺ

  <악보 3> 가락 5도와 모음 5도 음정

  2. 교사가 한 음을 제시하고 손 등을 위로 향하게 펴  

 면 학생은 순서대로 교사의 손 위로 손을 쌓아가며 5  

 음 음계를 만든다. 

 잘되면 아래로 5음 음계를 만들어 본다. ⒺⓈⒾ
 3. 교사가 한음을 제시하면 학생은 위로 5도 음정,    

표현하도록 인도 

한다.

3. 5음 음계의 

가운데 음정을 

생략하여 

내청으로 노래 

할 때 교사는 

템포를 낮추어 

학생들이  

정확하게 

내청하도록 한다. 

1. 교사는 학생이 

박을 놓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프레이즈 안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교사가 박을 

유지하고 호흡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2. 이 때 교사는 

학생의 음정이 

정확한지 듣고 

교정하며 함께 

집중하여 듣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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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5도 음정을 만들어서 노래 부른다. ⒺⓈⒾ
 4. 5도 음정의 느낌은 어떤가요? 

    2도,3도,4도,5도과 느낌의 차이가 있나요?

 

〈표 1〉 ‘5도 음정’을 가락과 모음 음정으로 

 비교해서 들었을 때 학생들의 반응

 

학생 1
가락 음정은 씩씩한 것 같아요

같이 들었을 때는 합창단처럼 잘 어울려요 

학생 2

‘작은 별’ 노래 앞부분도 5도로 되어 있는 

데 아름다워요. 따로 들었을 때는 어리로 

가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학생 3
4도를 같이 들었을 때는 묵직한 느낌, 

5도를 같이 들었을 때는 통통거려요.

도록 유도한다. 

본 활동

10분

 

 ♥ 제재 곡을 통한 ‘5도 음정’ 익히기

 ＜악보 4＞ 마법사의 노래 ‘마법사의 밤’은 

어드벤쳐 5급에 

수록된 

‘타란텔라의 

밤’을 본 

연구자가 

학생들이 

노래 부르기 

적합한 음역으로 

편곡하고 

작사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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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재 곡을 가사 및 계이름으로 노래한다. Ⓢ 
 2. D단조의 스케일을 계이름, 숫자로 노래한다. Ⓢ 
 3. 손으로 음높이를 표현하며 숫자로 노래를 불러본   

 다. ⓈⒺ
 4. 교사는 학생들이 제재 곡을 듣고 5도 음정이 들릴  

  때는 손으로 5를 표시하도록 제안한다. 

  오른손과 왼손을 각각 들으며 다양한 음정을 경험해  

  본다. ⓈⒺ
 5. 학생에게 악보를 제시하고 노래를 부르며 음정의   

 도수를 확인하고 손으로 표시하게 한다. ⓈⒺ

 ♥ 제재 곡을 활용한 즉흥 연주하기

 1. 제재 곡의 아티큘레이션을 변형하여 노래 부른다.

 2. 제재 곡의 리듬 패턴을 변형하여 노래 부른다.

 3. 학생이 제재 곡의 1∼4마디를 부르면 교사가 5∼8  

 마디를 목소리로 즉흥 연주한다.  

 4마디 즉흥 연주하기 ⓈⒾ 
 4. 교사가 제재 곡의 1~4마디를 부르면 학생이 5~8  

 마디를 목소리로 즉흥 연주한다. 4마디 즉흥 연주하기

 ⓈⒾ 

1∼2. 교사는 

칠판에 학생들이 

변형한 

음악요소의 

상징을 기보하여 

확인해준다.

2. 학생들에게  

단조의 느낌은 

어떠한지 묻는다.

정 리

10분

 ♥ 마무리와 다음 차시 안내

 1. 오늘의 학습 주제가 무엇인지 질문한다. 어떠한 과  

 정으로 진행되었는지 생각해본다. 

 특별히 학생들이 어떤 활동이 흥미로웠고 또 어려웠  

 는 지 묻고 다음 차시 수업 계획에 반영한다. 

 2. 다음 시간에는 오늘 경험한 것을 기초로 음악을 창  

 작할 것을 안내한다.

1.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활동과 어려웠던 

활동을 파악해 

다음 차시 

수업을 구상할 

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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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 8차시

차시 8차시 교수 일시 2016년 10월 28일

학습 

주제 
5도 음정을 활용하여 창작하기 소요 시간 약 60분

학습 

목표

 1. 제재 곡의 음악 요소를 활용하여 목소리와 피아노 즉흥 연주를 한다. 

 2. 5도 음정을 활용하여 6/8박자 8마디, 16마디의 작곡 및 작사를 한다.

 3. 학생들이 작곡된 작품을 연주해보고 피드백 과정을 갖는다.
지도 

대상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교습을 받는 3~4, 5~6학년 초등학생

(피아노 교습 기간 다양함)

제재 곡 마법사의 노래; 타란텔라(어드벤쳐 5급 A, p. 72)

교수 

자료
제재 곡 악보(인원 수 만큼), 연필, 지우개, 칠판, 보드 마카, 비디오, 삼각대

<교수 · 학습 계획>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10분

 ♥ 노래를 부르며 신체를 워밍업하기 Ⓢ
<악보 1> 마법사의 노래

지난 시간 제재 곡을 6/8박자 지휘하며 노래해본다. 

학생들이 시간과 

공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6/8박자 지휘를 

하며 노래 부를 

수 있는 지 

교사는 주의깊게 

관찰하여 교정 

및 지도한다.

전 개

10분

 ♥ 7차시 학습을 복습하며 수업을 시작하기

 1. 학생은 제재 곡의 리듬을 걸으며 노래 부른다. 

1. 프레이즈마다 

방향을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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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즈가 달라지면 다른 방향으로 걷는다. ⓈⒺ
 2. 제재 곡의 리듬을 걷고 손으로 보충 리듬을 표현  

 하며 노래 부른다. ⓈⒺ

 

 ♥ 3분할 리듬 패턴을 활용한 즉흥 연주하기

  1. 교사가 중앙, 옆, 앞, 위의 방향을 지휘하면 학생  

  은 지휘를 보고 알맞은 리듬 패턴을 손뼉치기 한다.

  중앙-점4분음표 옆-4분음표와 8분음표, 

  앞-3개의 8분음표 위-6개의 16분음표

        

 

걷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몸 전체를 

사용하여 

프레이즈감(시작

과 끝)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 제재 곡을 

구성하는 다양한 

리듬 패턴을 

활용한 게임을 

통해 학습을 

강화하고 시창 

능력 및 

리듬감을 

향상한다.

본 활동

30분

  ♥ 제재 곡의 리듬 패턴을 활용하여 즉흥 연주 하기

  1. 학생이 제재 곡의 1~2마디를 연주하면 교사가 

  3∼4마디를 연주한다. 2마디 즉흥 연주하기 Ⓘ 
  다른 구성원은 지휘를 하며 함께 수업에 참여한다.  

  ⓈⒺ
  2. 활동 1을 파트너와 함께 해본다. Ⓘ
  3. 4마디 즉흥 하기 Ⓘ
  4. 제재 곡의 3번째 프레이즈가 1-1-2마디로 진행되  

  므로 1-1-2마디 프레이즈로 즉흥 연주해본다

  반복 및 변형

 

  ♥ 다양한 음정과 리듬 패턴, 아티큘레이션, 템포를  

  활용하여 6/8박자 8마디, 16마디의 창작하기

  규칙: 5도 음정은 최소한 2번 이상 사용하고 종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혹시 왼손 반주도 작곡할 수   

피아노 교습 

기간이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즉흥 

연주를 할 때 

학생마다의 

특성과 

교습기간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절하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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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면 1-5 도의 모음 음정을 활용하여 작곡하도록  

  유도함

정 리

10분

  ♥ 학생들이 작곡한 곡을 연주 및 감상하기

  1. 학생들이 작곡한 곡을 직접 연주해본다.

  2. 피드백 과정을 통해 보완 및 수정한다. 

작곡한 곡을 

직접 연주해 

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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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 9차시

차시 9차시 교수 일시 2016년 11월 4일

학습 

주제 
3화음(Ⅰ, Ⅳ, Ⅴ, Ⅴ7) 및 변박자 익히기 소요 시간 약 60분

학습 

목표

 1.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3화음을 익힌다.

 2. 3화음을 구별하여 듣고, 각 화음이 갖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3. 정확한 음정으로 3화음을 만들어 노래 부를 수 있다.  

 4. 2/4박자와 4/4박자의 뉘앙스를 느끼고 각 박자의 특성을 이해한다. 
지도 

대상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교습을 받는 3~4, 5~6학년 초등학생

(피아노 교습 기간 다양함)

제재 곡 쿰-바-야(알프레드 기초 라이브러리 레슨 2급, p. 11)

교수 

자료
제재 곡 악보(인원 수 만큼), 연필, 지우개, 칠판, 보드 마카, 비디오, 삼각대

<교수 · 학습 계획>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10분

 ♥ 발성을 통한 워밍업하기 ⓈⒺ 
 지난 시간 학습한 제재 곡을 지휘하고

 노래 부르며 수업을 시작한다. 

 ＜악보 1＞ 마법사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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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

10분

 ♥ 다양한 경험을 통한 변박자 익히기

 1. 4/4박자 지휘를 하며 C음계를 노래 부른다. ⓈⒺ
 ＜악보 2＞ 4/4박자의 C음계

 

 2. 2/4박자를 지휘하며 C음계를 노래 부른다. ⓈⒺ
 ＜악보 3＞ 2/4박자 C음계

 3. 2+4/박자 조합으로 C음계를 노래 부른다. ⓈⒺ
 ＜악보 4＞ 2+4/4박자 C음계

 4. 2+4/박자 조합으로 다양하게 C음계를 노래 부른   

 다. ⓈⒺ
 ＜악보 4＞ 2+4/4박자 다양한 C음계

 

♥ 다양한 방법으로 3화음 경험하기

 1. 순차와 도약으로 화음을 쌓아 음계를 노래한다.

9차시에 제재 

곡에서 변박자를 

학습한다. 

1-4활동을 통해

변박자를 

경험한다.

음계를 노래 

부를 때 손으로 

음높이을 

표현하며 

부르도록 한다.

C음계를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 

부르면 다양한 

조성으로 

전조하여 노래 

부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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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화음 노래 Ⅰ

 2. 학생을 세 그룹으로 나눈 후, 교사의 지휘에 맞춰  

  밑음, 3음, 5음을 노래하며 어우러지는 화음의 소리  

  를 경험한다. 

 ＜악보 6＞ 화음 노래 Ⅱ

 

 3. 교사는 3화음(Ⅰ, Ⅳ, Ⅴ, Ⅴ7)과 구성음을 소개한다.

 4. 교사가 지시하는 화음 손 기호에 맞춰 화음의 구   

성음(Chords tone)을 노래한다. 

 규칙: 4/4박자의 1마디를 4분음표 4개로, 

 1마디당 화음 1개씩

 5. 교사는 3화음의 전위 형태를 칠판에 써주고 가깝  

 게 이동하면 음악의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설명  

 해주고 다시 활동 4를 해보도록 지시한다. 

 각 화음의 느낌이 어떤지 물어본다. 

본 활동

30분

  ♥ 제재 곡을 통한 ‘3화음’ 익히기

 ＜악보 7＞ 쿰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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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사가 메아리 모방으로 제재 곡을 소개 한다. Ⓢ
 2. 제재 곡을 들으며 3화음을 손으로 표현해본다. 

 Ⅰ→1,  Ⅳ→4, Ⅴ와 Ⅴ7→5) 

 3. 교사는 학생에게 악보를 제시하고 자신이 들은 화  

 음과 일치하는 지 묻고, 악보에 화음 기호로 표시해  

 보도록 지도한다. 

 4. 네 팀(Soprano, Alto, Tenor, Base로 나누어 제재   

 곡을 계이름으로 노래하며 손으로 음 높이를 표현하  

 도록 지도한다. ⓈⒺ
 5. 네 명(S/A/T/B)씩 팀을 구성해서 제재 곡을 계이름  

 과 숫자로 노래하며 손으로 음 높이를 표현하도록 지  

 도 한다. ⓈⒺ
 6. 제재 곡을 부르며 다음 움직임을 경험하며 노래   

 한다.

 2/4박자-(테니스공이 있다고 생각)던지고-잡고,

 4/4박자-던지고-잡고-왼쪽-오른쪽

 7. 테니스공으로 움직임을 하며 노래 부른다.  

 8. 움직임을 한 후 2/4박자와 4/4박자의 차이에 대해

 물어본다. 에너지의 방향이 같게 느껴지나요? 

 공간은 어떤가요?

 

 ♥ 제재 곡을 활용한 즉흥 연주하기

 교사는 칠판에 2/4박자와 4/4박자의 리듬을 적어놓고  

 다양한 즉흥 연주하는 시범을 먼저 보여준다. 

 1. 학생이 제재 곡의 1-2마디를 부르면 교사가       

 3-4마디를 즉흥으로 노래한다.

 1마디 즉흥 연주하기 Ⓘ 
 2. 활동 1을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바꾸어 해본다. 

 솔로 활동 Ⓘ
 2마디, 4마디로 즉흥 연주의 범위를 확대해간다.

정 리

10분

 ♥ 오늘의 학습 주제가 무엇인지 질문한다.

 ♥ 다음 시간에는 오늘 경험한 것을 기초로 음악을   

 창작할 것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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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 10차시

차시 10차시 교수 일시 2016년 11월5일

학습 

주제 

3화음(Ⅰ, Ⅳ, Ⅴ, Ⅴ7)과 

변박자를 활용한 창작하기 
소요 시간 약 60분

학습 

목표

 .1. 3화음을 느낌을 고려하여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3화음과 변박자를 활용하여 작곡할 수 있다. 
지도 

대상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교습을 받는 3~4, 5~6학년 초등학생

(피아노 교습 기간 다양함)

제재 곡 쿰-바-야(알프레드 기초 라이브러리 레슨 2급, p. 11)

교수 

자료
제재 곡 악보(인원 수 만큼), 연필, 지우개, 칠판, 보드 마카, 비디오, 삼각대

<교수 · 학습 계획>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10분

 ♥ 제재 곡을 통한 워밍업하기 Ⓢ
＜악보 1＞ 쿰바야

 학생들에게 Ⅰ,Ⅳ,Ⅴ에 느낌을 움직임으로 어떻게 표  

 현할 수 있는 지 묻고, 각 화음의 움직임을 정해서   

 제재 곡을 노래 부르며 동시에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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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

10분

 ♥목소리로 즉흥 연주 소재 경험하기 

 1. 네 그룹(S,A,T,B)으로 나누어 제재 곡을 노래를 부

른다. 

 2. 제재 곡을 부르며 각 마디의 화음을 손으로 표시

해본다. 

 3. 교사가 칠판에 제시한 4/4박자의 리듬을 활용하여  

  4/4박자의 부분만 해당화음 안에 코드톤으로 노래   

  부른다. 

 4. 교사가 칠판에 제시한 2/4박자의 리듬을 활용하여  

 2/4박자의 부분만 해당화음 안에 코드톤으로 노래 부  

 른다. 

 5. 비화성이 사용된 곳을 악보에서 찾게 하고 비화성  

 음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6. 교사는 다양한 화음 진행을 들려주고 학생들에게 

손으로 화음 기호를 표시해보게 한다. 

 

교사는 박자가 

바뀔 때 학생이 

박을 놓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프레이즈 안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호흡을 보여준다.

본 활동

30분

 

♥ 3화음과 변박자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창작하기

 1. 교사는 변박자(예, 2/4-4/4-2/4-4/4)의 작곡의 예를  

 보여준다. 

 2. 학생이 박자의 조합을 정한 후 작곡하도록 한다.

 3. 가능하다면 왼손의 반주도 작곡해보도록 한다. 

  

 1) 학생들이 목소리와 피아노로 3화음을 활용하여 즉

흥 연주로 경험한 것을 악보로 적어본다.

 2) 작곡한 곡에 알맞은 가사와 곡의 제목을 지어본다. 

 

.

2. 학생이 주요 

3화음의 

느낌(계속되는 

느낌, 끝나는 

느낌, 해결이 안 

되고 어디론가 

가는 느낌)을 

고려하여 화음 

진행을 

구성해보도록 

제안한다.

정 리

10분

 ♥ 학생들이 작곡한 곡을 연주하고 감상하기

 ♥ 음악회에 대해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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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지도안 11-12 차시

차시 11-12차시 교수 일시 2016년 11월12일

학습 

주제 
Dalcroze 콘서트 준비 및 연주 소요 시간 약 60분

학습 

목표

 1. 그룹원들이 함께 음악회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2. 음악회에서 연주할 작품과 공연을 함께 리허설을 통해 수정 및 보완  

 하고 실제 연주하는 기회를 갖는다.
지도 

대상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교습을 받는 3~4, 5~6학년 초등학생

(피아노 교습 기간 다양함)

제재 곡 학생들 작품

교수 

자료
응원 수술, 스카프, 줄 밴드, 터치벨, 보면대, 악보 

<교수 · 학습 계획>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11차시

 11차시 연주회 프로그램의 순서 및 연주 형태를 

학생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상한다. 특별히 음악회 

순서에 본인이 솔페즈 주제의 요소를 활용하여 작곡 

한 작품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리허설을 

통해 함께 준비한다. 또한 초대장을 만들어 전달함으

로 가족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연 형태 작품명 작곡가 참가자
이중창 정각 2시 팔머 학생 6인

노래 부르며 

피아노 독주

마법사의 

노래
자작곡 학생 1인

플라스틱 

아니메
튜바이야기 랜달 페이버 학생 20인

노래 부르며

피아노 독주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아이

자작곡 학생 1인

플라스틱 

아니메

마법사의 

노래
랜달 페이버 학생 10인

노래 부르며

피아노 독주

비 오는 날의 

수련
자작곡 학생 2인

노래 부르며 정각 12시 자작곡 학생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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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형태 작품명 작곡가 참가자
피아노 독주

플라스틱 

아니메
영리한 말 팔머 학생 10인

노래 부르며

피아노 독주

어두컴컴한 

숲
자작곡 학생1인

합창 쿰바야 흑인영가 20명

12차시  즐거운 노래와 움직임이 있는 Dalcroze 콘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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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croze 솔페즈 교수법을 적용한 피아노수업 연구 대상자 모집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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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설명문 및 동의서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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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설명문 및 동의서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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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설명문 및 동의서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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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설명문 및 동의서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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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용 설명문 및 동의서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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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용 설명문 및 동의서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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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용 설명문 및 동의서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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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용 설명문 및 동의서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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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준수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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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반응 관찰기록

본 관찰기록은 피아노 작품의 음악 요소를 활용한 Dalcroze 솔페즈

수업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음악적인 반응을 관찰하고자 구성한 것입니다.

아래의 채점 기준과 작성 요령에 따라 가급적 정확하게 관찰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찰일지 채점 기준〉

〈관찰일지 작성 요령〉

1. 각 문항별로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2.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반응 못함
직접 시범이나

보조 필요

언어적/비언어

적 촉구의 시행

독립적으로

지연 수행

독립적으로

수행

0 1 2 3 4

관찰

항목
관찰 문항 0 1 2 3 4

초견

(시창)

1. 악보에 기보된 음을 정확하게 노래 부를 수 있는가?

(‘고정 도’법을 이용한 시창, 로마 숫자에 의한 시창, 아라비

아 숫자를 이용한 시창)

2. 악보에 기보된 음악 요소(리듬, 박자, 음정 및 화성,

조성, 셈여림,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즈, 형식 및 구조

등)를 구별해서 노래 부를 수 있는가?

청음

3. 교사가 제시하는 음높이(Pitch), 음정(Interval), 화음

(Chord)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가?

4. 교사가 연주해주는 선율에 포함된 다양한 음악적 특징을

구별해서 듣고 기억하여 노래 부를 수 있는가?

5. 내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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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6. 제재 곡의 음악 요소(리듬, 박자, 음정 및 화성, 조성, 셈여

림,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즈, 형식 및 구조 등)를 이해하고 분

석할 수 있는가?

7. 들리는 소리, 상상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악보로 구현

할 수 있는가?

연주

8. 정확한 음감으로 노래 부를 수 있는가?

9. 발성이 된 목소리를 구사할 수 있는가?

(나이에 따라 다름)

10. 음악적인 호흡을 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가?

11. 뉘앙스를 살려 표현력 있게 노래 부를 수 있는가?

12. 성부를 나누어 노래할 때, 교우들과 조화를 이루며

노래부를 수 있는가?

13. 목소리의 가용 범위는 폭넓은가?

창작

14. 수업 주제로 제시된 음악 요소를 활용하여 즉흥으

로 노래 부를 수 있는가?

15. 선율에 어울리는 가사를 창작할 수 있는가?

16. 음악 요소를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

수업

참여

17. 교사의 지시에 알맞게 수행하는가?

18. 교사의 물음에 자신의 생각을 자발적으로 이야기하

는가?

19. 대답의 내용이 적절한가?

20. 바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는가?

21. 그룹 활동에서 자신의 의견만 고수하지 않고 역할

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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