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Richard Carrick (뉴욕필하모닉 꼬마작곡가 TA)

* 꼬마작곡가 15주차 과정 커리큘럼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주 3-8주 5-10주 9-13주 13주 14주 15주

입문

서로에 대해 소개하기

다양한 워밍업 활동

간단한 즉흥곡 쓰기 등

안전한 작업 장소 마련

소리 쓰는 연습

악기 인터뷰

* 연주자의 연주를 녹음하고

아이들의 스케치를 복사하여

나중에 악보로 옮기기 편하게

하세요.

주제 정하기

* 주제는 꼭 빨리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작곡 활동

아이들에게 작업시간 주기

빈번한 그룹 활동은 자제

결과발표회 준비

발표 미리 준비하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발표할

내용 미리 연습하기

리허설

리허설 외 쉬는 시간 주기

결과발표회

아이들 공연 참여 장려

Tip

각각의 아이들이 주제 설정

이나 악보그리기, 소리 표

현, 팀 활동, 혹은 개인 작

업 중 어떤 분야에서 두각

을 나타내는지 관찰해 주세

요.

Tip

악기 인터뷰 전 숙제 :

 - 악기 위한 4가지 소리쓰기

 - 악기에 대해 검색하고 알게

된 새로운 사실 공유

Tip

보통 아이들이 주제를 정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

다. 악기인터뷰 이후에 주

제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악기인터뷰가 끝나면 아이

들에게 그 음악이 어떤 느

낌이었는지 질문 후, 그 대

답을 통해 주제를 연상하도

록 유도해 보세요.

Tip

작곡할 수 있는 시간을 충

분히 주시고, 더불어 강사

분들이 각각 아이들의 멘토

가 되어 주세요.

Tip

예상 질문 :

- 이 곡의 제목은?

- 제목의 뜻이 뭔가요?

- 작곡 과정은 어땠나요?

- 작곡할 때 갑자기 아! 하

고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이

있었나요?

- 사용한 소리 중 가장 멋

있는 부분은?

- 관객들이 이 곡을 들을

때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부

분은? 등

Tip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

눠, 한 그룹은 리허설 준

비, 다른 그룹은 다른 방에

서 발표 준비

Tip

아이들이 악기(바이올린,

첼로, 플룻 등)를 연주하

거나, 노래하거나, 간단한

타악기를 함께 연주할 수

있습니다. 단, 피아노 사

용은 지양해 주세요. 리허

설에 피아노를 사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

해집니다. 아이들이 원하

면 퍼포먼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장려해 주세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꼬마작곡가 프로그램 커리큘럼 설계 가이드

< 매 수업 진행사항 >

* 워밍업

* 오늘의 수업 목표에 대해 토론하기

* 아동과 1대 1 소통, 작업하기

* 숙제 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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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안사항

ㅇ 컴퓨터 악보작업

 악보를 만들기엔 컴퓨터가 제일 편하지만, 작곡을 가르치기에 컴퓨터가 좋은 도구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작업을 손으로 해도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게 할 것이라면 수업 마지막 주 쯤에 악보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알려주세요.

 컴퓨터 사용이 너무 이른 시기에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세요. 아이들이 컴퓨터로 바로 작업하는 것에 대해 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대전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악보를 손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마지막 2주를 제외하고 컴퓨터를 일체 쓰지 않았습니다.

 그 전엔 아이들의 악보를 받아서 복사한 후, 그걸 집으로 가져와 컴퓨터로 입력했습니다. 컴퓨터 악보에 빈 마디를 몇 개 더 추가시켜서 출력해 주면, 아이들이 곡에 변화를 주거나

 수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게 다시 제출하고, 이를 컴퓨터로 또 뽑아 다음주에 주었습니다. 절대 아이들이 컴퓨터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악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ㅇ 수업별 주제 정하기

 몇 수업은 주제를 정하고 진행해 보세요. (악기인터뷰 시간이 아닐 때, 혹은 그 전 주에)

 예) 멜로디, 리듬, 하모니, 형식, 편곡

ㅇ 그 외

 수업시간에 음악 틀어놓기 : 강사분들이 임의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수업 중 클래식을 잘 틀지 않습니다. 6살 모짜르트가 작곡한 곡을 11살 아동에게 들려주면 좌절하겠죠?

 하지만 가끔은 멜로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예시로 사용하실 때 가끔 틀어주시거나 연주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꼬마작곡가(VYC, Very Young Composers)의 목표는 아이들이 곡 전체를 스스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창의성, 독립성,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곡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아이들이 작업하게 하시고, 우리는 '강사'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멘토'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작곡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