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용 활동지

사회복지법인 조이하트

Creative think make the disabled smile

2016 스팀 아웃리치

‘2016 STEAM OUTREACH [초등학교3-4] 학생용 활동지’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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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이 프로그램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성과물임”

생각에 불을 켜자!
학생용

1차시

생각 열기

1. 상황제시(스토리텔링)
이번 가을에 ○○초등학교에서 교내 종합학예발표회가 있을 예정이다. 학생들은 합창,
합주, 독창, 중창, 독주, 중주, 연극, 코미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진용이도 친구들과 합주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진철이가 합주에
함께 참여하여 발표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친구들은 진철이는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합주를 함께하기 어렵고, 발표를 망칠 수 있으므로 함께 합주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진용이는 친구 진철이가 지적장애가 있지만, 맞춤 악기를 개발하면 함께 합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지적장애인도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

2. 문제를 생각해봅시다.
1) 장애인을 편견 없이 바라 볼 수 있는 방법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우리반 특별한 친구의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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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공학기기를 살펴봅시다.
1)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공학기기

이름:

이름:

이름:

2)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공학기기

이름:

이름:

3)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공학기기

이름:

이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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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토리텔링
밴드 B&W는 리더인 한찬수 선생님을 중심으로 모인 혼성밴드로 단원 전부가 시각장애
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들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표어 아래 음악을 통해
다 같이 소통하는 세상 만들기가 목표이다.
2016년 2월 23일에 첫 싱글앨범 ‘반갑다 친구야’를 발표하고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행사 등에서 다양한 공연을 통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6. 소리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봅시다.
- 두드려서 소리를 만든다.
- 긁어서 소리를 만든다.
- 쳐서 소리를 만든다.
- 줄을 당겨서 소리를 만든다.

1)

여러 가지 간이악기를 보고 특별한 친구를 위한 악기를 생각를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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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악기를 만들기 위해 1~4까지 생각한 계획에 ○표 해 보자.
(두드리기, 불기, 뚱기기)
(페트병, 상자, 빈통, 빨대, 싸인펜,
나무젓가락, 고무줄, 콩, 테이프)
(다른 것:)
(기타모양, 상자모양, 피리모양, 둥
근모양)
(다른모양:)

3) 특별한 친구를 위한 간이악기를 생각하고 그림으로 그려 보자.

4) 내가 그린 간이악기를 만들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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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생각에 불을 켜자!

부록
1

수업자료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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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기 연주 방법

1. 현악기
가. 현악기의 정의
악기의 몸통에 맨 줄(현)을 통해 소리를 내는 악기를 현악기라고 한다.

나. 현악기의 연주 방법에 따른 분류
① 찰현악기
활로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줄을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찰현
악기라고 한다. 종류는 해금, 아쟁,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등이 있
다.

② 발현악기
손가락이나 손통, 피크 등으로 줄을 뜯거나 퉁겨서 소리내는 악기를 발현 악기라
고 한다. 종류로는 가야금, 거문고, 기타, 하프 등이 있다.

③ 타현악기
줄을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타현악기가 있다.

다. 현악기의 종류
* 서양의 현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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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이올린
맑고 부드러운 소리와 예리하고 높은 소리를 다양하게 내기
때문에 제 1 바이올린은 소프라노 역할, 제 2 바이올린은 알토
역할을 맡는다. 현악기 중 가장 높은 음을 내는 악기라서 독주
나 합주에 용이하다.

② 비올라
낮고 서정적인 소리를 내고, 알토나 테너 역할을 한다.
우아하고 힘있는 소리를 내며 높은 음에서는 어두운 소리가
나며 주로 음질과 음넓이 관계로 독주악기보다는 합주에서
가온음넓이용 악기로 더 알맞다. 바이올린보다 약간 크고
모양은 같다. 바이올린보다 5도 낮은 음을 낸다.

③ 첼로
음색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풍부하고 힘차며 서정적인 소리를 낸다. 바리
톤이나 베이스 역할을 맡는다. 남성적이며 힘찬 것이 특징이다. 비올라보
다 1옥타브 낮게 음을 맞추며, 독주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바이올린과
비슷하나 길이는 약 2배 정도 된다. 연주자는 의자에 앉아서 악기를 바닥
에 세우고 연주한다.

④ 콘트라베이스
현악기 중 가장 크고, 관현악에서 가장 낮은 음을 연주한
다. 더블 베이스라고도 하며, 무겁고 힘찬 소리를 잘 표현하
며 소리 전체를 잘 감싸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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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하프
하프는 사냥할 때 쓰는 활의 줄을 튕긴 데서 유래된 것
이라고 하며 악기 중에서 기원이 가장 오래되었다. 쥐는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 줄의 수는 2~3개에서 30개
이상에 이르는 것까지 있다. 형대와 와서는 47개의 줄과 3
단 장치로 된 7개의 페달을 밟아 연주하는 것이 보통이다.
피아노 소리와 비슷하지만 부드럽고 우아한 맛이 있기 때
문에 독주곡이나 협주곡 등 다양하게 연주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현악기
① 가야금
오동나무로 만든 울림통 위에 명주실로 만든 12개의 줄
이 12개의 기러기발(안족)애 받혀져 있습니다. 소리가 가
볍고 아름답기 때문에 여성적인 악기라고 한다. 손가락으
로 뜯어 소리를 낸다.

② 거문고
오동나무 판 위에 6개 줄을 명주실로 만들어 걸고, 3개
줄은 16개의 괘 위에, 3개 줄은 안족 위에 얹어 술대로 밀
거나 뜯어서 연주한다. 소리가 깊고 무거워 남성적인 악기
로 여겨져 왔다.

③ 아쟁
음색은 거칠은 편이나 웅장하며 우리나라 악기중 베이스의 역할을 담당하는 악기
이다. 오동나무 판 위에 7개 줄의 명주실을 안족으로 받쳐 놓고, 활대로 줄을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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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소리를 낸다. 껍질을 멋긴 개나리 가지에 송진을 칠하여 줄에 문
질러서 소리를 내는 정악 아쟁과, 말총으로 된 활대를 사용하는 산조
아쟁이 있다.

④ 해금
명주실로 만든 두 줄 사이에 말총 활대를 끼워 마찰시켜 소리로
연주 한다. 대나무로 만들며, 소리는 약하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바이올린과 비슷한 음색이며, 슬픔을 표현하기에 적합
한 소리를 가졌다.

2. 관악기
가. 관악기의 정의
관을 입으로 불어 관 속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 내는 악기이다.

나. 목관악기
① 클라리넷
클라리넷은 현란한 스케일이 많이 필요한 악기이며, 소리가 크
지는 않지만 맑고 청아합니다. 합창으로 비유한다면 소프라노와
엘토를 담당합니다.

② 플루트
플루트는 맑은 음색을 지니고 주로 고음역을 맡는다. 보
통 플루트라면 3옥타브의 음역을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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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색소폰
색소폰은 주로 저음을 담당하는 악기이며, 연주의 웅장함과 힘을 전
달 한다. 주로 포르테의 부분에 과감한 소리를 담당한다. 종류로는 알
토색소폰, 테너색소폰, 바리톤색소폰이 있다. 알토는 위의 3개 색소폰
중에 가장 작으며 중고음과 멜로디를, 테너는 알토보다 조금 크며 중저
음을, 바리톤은 제일 크면서 저음을 맡는다.

다. 금관악기
① 트럼펫
트럼펫은 현악오케스트라, 재즈 등의 많은 장르에서
사용되는 악기이다. 대부분 중고음을 맡는다.
② 트럼본
다른 금관악기는 3개의 밸브로 음을 조절하는 반면에 트럼본
은 슬라이드를 움직이면서 음을 조절한다. 중저음을 맡는다.

③ 튜바
튜바는 금관악기 중 제일 크며 최저음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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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악기
가. 타악기 정의
손이나 채로 두드리거나 흔들어 소리 내는 악기이다.

나. 음정이 없는 타악기
① 큰북
큰북은 원통형의 몸 양쪽에 가죽 막을 씌워서 소리가 크게
울리는 타악기이다. 북채를 사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
래에서 위로 반원을 그리듯이 친다.

② 작은북
작은북은 큰북과 같이 원통형으로 된 몸 양쪽에 가죽 막을 씌운
것인데, 큰북과는 달리 옆으로 눞혀서 연주한다. 그래서 윗면이 아
랫면보다 가죽이 조금 더 두껍다.

③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은 세모 모양의 쇠막대를 달아매고, 강철로 만든 봉
으로 쇠막대 밑면을 쳐서 소리를 낸다.

④ 탬버린
탬버린은 1~2장의 가죽을 원형 또는 다각형의 테에 고정시킨
작은 북이다. 테두리에는 딸라이나 작은 종 등이 달려 있다. 한
손으로 탬버린을 잡고, 다른 손으로 북면의 가운데 부분을 가볍
게 치거나 테를 잡고 흔들어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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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정이 있는 타악기
① 실로폰
실로폰은 길이나 두께를 다르게 해서 조율된 단단한 나무 막대를
채로 쳐서 소리른 내며, 음판이 길수록 낮은 소리가 난다.

② 팀파니
팀파니는 구리와 놋쇠를 혼합하여 만든 가마솥 모양
의 틀에 가죽 막을 씌우고 아래 가운데에는 구멍이 뚫
린 북 종류의 악기이다. 막의 가장자리에 있는 나사를
이용하여 음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팀파니는 오케스
트라에서 주로 리듬의 반복이나 클라이막스, 점점 커
지는 분위기 등을 표현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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