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세계민속악기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렛츠 고, 세계악기여행 프로그램 개요

교육기간
◉ 2018년 5월 1일(화요일) ~ 2018년 12 월 10일(월요일) 

 (사전예약 필수) 

교육대상 ◉ 초등학생(고학년) 및 중학생

관련교과영역 ◉ 음악, 사회교과, 세계지리, 생활, 예술영역 / 자율 활동, 진로탐색

교육목표

◉ 악기 관련 전문 지식 전달 외에도 인문학적 융복합교육을 지향.

◉ 스마트기기를 통해 스스로 정보 검색하고 문제 해결하는 동기부여.

◉ 모둠별 체험활동을 통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육문화 조성.

학습활동

개    요

◉ 박물관 유물 중 대륙별로 대표악기 12점을 선정하여, 연주자의 캐

릭터를 만들고 음원을 추가한 스마트폰 학습용 게임 앱을 활용하여, 

참여자가 직접 국가를 방문하고 악기를 수집하고 연주자를 획득하는 

과정과 나만의 악기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됨.

◉ 1차시는 PPT를 통한 대표악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2차시는 스마

트폰 앱을 통한 퀴즈풀기 방식의 전시유물 찾기, 그리고 3차시는 2018

년 러시아 월드컵 공식 응원악기‘로쉬카’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됨.

교수 ․ 학습 과정 (학습시간 90분)

단 계 교 사 학습자
시

간
비고



도입

◉ 인사 및 박물관 소개

◉ 프로그램 진행 과정 소개

◉ 박물관 관람 에티켓 설명

◉  인사 나누기

◉ 휴대폰 미소지자는

박물관 스마트폰 사용 

5분 인사

전개

1
◉ 활동지에 있는 악기를 찾

을 수 있도록 유도 

◉ 활동지에 있는 12개

의 악기를 찾고, 스티커

붙이기 

20분
전시실

(활동지)

2

◉ 관련 앱 소개 및 탑재된 

퀴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관련 지식과 지역정보를 PPT

로 설명

◉ 민속악기의 특수성과 유사

성 및 보편성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며 마무리

◉ 세계민속악기박물관  

<Let’s Go 세계악기여

행> 학습용 게임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아에서 

다운로드 받기

https://play.google.com/store

30분
체험실

(PPT)

3

◉ 2018 러시아 월드컵 공식 

응원악기‘로쉬카’소개

◉ 악기 만들기-미션 부여

◉ 악기 구성 및 연주

법 습득하기

◉ 나만의 악기 꾸미기

30분
체험실

(만들기)

정리

◉ 학습 및 체험활동 평가

◉ 설문지 배포

◉ 간식제공 및 마무리

◉ 개별연주/모둠 합주

◉ 설문지 작성

◉ 주변정리 및 인사

5분
합주

(설문지)

기대효과

◉ 전시장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퀴즈를 풀어가는 게임형 학

습을 통하여, 전시해설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던 참여자들이 유물에 

대한 능동적 관심을 가지고 교사에게 질문을 하는 등, 쌍방 소통을 통

해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함.

◉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고취, 타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다름을 이해하

고 존중할 수 있는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소양 함양 및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세계시민의식을 고취 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함.



◉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 문의사항 : 033-372-5909 

◉ 사전예약은 필수입니다. 

◉ 입장료 별도 (‘로쉬카’ 만들기 및 간식 제공) 

   ◉ 로쉬카는 러시아의 민속악기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공식 

       응원악기로 지정되었습니다. 

    

  

   

성인 초중고생 영월군민 영월초중고생 

4,000원 3,000원 2,500원 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