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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창의·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며 ‘학년군’
과 ‘교과군’을 도입하여 학기당 배우는 과목수를 8과목 이내로 줄여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술, 음악 교과는 예술로 묶어 ‘예술(음악/미
술) 교과’로 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의미와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 사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보다
는 한 학기, 한 학년에 교과내용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집중이수제’에 더 많
* 이 논문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의 적용과 질 관리 방안 탐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인 손지현
(2012), ‘예술(음악/미술) 교과군 적용 방안’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음
** 본 학회 회원,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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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심이 집중되어 예술(음악/미술) 교과가 교과군으로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예술(음악/미술) 교과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의미인지, 도입의
취지, 문제점을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예술(음악/미술) 교과에 대한 다른 나
라 교육과정에서의 사례와 음악, 미술이 연계된 예술 교육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예
술(음악/미술) 교과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 적용 가
능한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사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의미에 관한 고찰
1.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의미와 문제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교과군’은 교과 교
육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기당 배우는 과목수를 8과목 이내로 줄이는
것이다. ‘학년군’과 ‘교과군’을 도입하고 교과 집중이수제를 통해 학년·학기당 이수 교
과(목)의 수를 축소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집중이수
제’로 인해 미술, 음악과 같이 시수가 적은 교과의 경우 한 학기에 몰아서 시행되는
폐단이 지적되었다. 2012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집중이수제 운영의 기본 취지는 유
지하면서, 체육·예술 교육 강화를 통한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중
학교에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기준 수업시수를 감축해 편성할 수 없도록
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기존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 교과군 개념이 일부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학교까지 전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
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교과군은 기존의 교과들을 교육목적상의 근접성, 학
문 탐구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실제 생활양식에서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군 개념으로 유목화하는 것이다. 2-3개 학년을 하나의 학년군으로 묶어주고 성격
이 유사한 교과목을 교과군으로 묶어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학기당 이수 과
목 수가 줄어들게 되면, 블록타임제 등을 활용해서 교과교육의 특성에 부합하며 교과
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해져 최적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경언 외, 2010: 23). 다음 <표 1>은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군의 중학교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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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과군 설정(중학교 사례)
10개 교과 및
교과재량활동의
선택 과목

국어

8개 교과(군)

국어

도덕

사회

사회/도덕

수학

수학

과학

기술·
가정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선택
과목

체육

예술
(음악/미술)

영어

선택

교과군은 학습부담의 경감과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학습 부담은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국어,영어,수학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학습 부담 완화를 위해 예술을 평가에서 제외하였지만 예술수업의 내실화를
저해하고 파행을 초래하기만 해왔다. 따라서 예술(음악/미술) 교과가 학습부담의 경감
과 효율성에 얼마나 공헌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국, 영, 수 교과는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 있고,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본래 교과의 고유한 이름을 잃고 중요하지 않은 교과로 인식될 수 있
다. 그런 면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음악, 미술 교과를 예술(음악/미술) 교과로 편
성하게 함으로써 독립적인 음악, 미술교과로서 중요성과 위상을 감소시키고 교육과정
에서 배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는 영 교육과정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심상보,
2010).
총론에 등장한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창의성 계발과 심신단련이 목표이며 학교
현장에서는 음악, 미술 뿐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의 유입을 전제하는 것이다.
교과의 제시 순서는 이전처럼 위계를 갖는 것은 아니며, 학교교육과 일상생활이 기초
가 되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익히는 국어와 외국어, 수학, 인간과 사회 탐구의 사회(도덕),
자연과 사물 탐구의 과학(실과), 창의성 계발과 심신단련을 위한 예술과 체육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 교과‘군’에서 군을 굳이 붙인 것은 교과를 묶은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다. 이전까지 교과라고 별도로 분류되었던 도덕, 기술, 가정, 음악, 미술 등은 그 지위가
과목으로 격하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교과라고 인정하므로 그 명칭을 살려두
었다고도 볼 수 있다.… 예컨대, 예술교과는 초등에서는 시각(미술)과 청각(음악) 예술을
기초로 하고, 중등에서는 언어예술 및 연극, 영화, 오페라, 무용 등 종합 예술로 확대될
수 있다. (홍후조, 2009: 63-64)

이상의 논리로 볼 경우 예술로 묶인 음악과 미술은 창의성 계발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교과라는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모든 교과가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
육을 지향하는데 이와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예술’이 “중등에서는 연극, 영화, 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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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용 등 종합 예술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상론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
라 할 수 있다. 언어예술과 종합예술로의 확대는 ‘예술’이란 용어만 붙임으로써 가능
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수의 확보와 교사의 전문성, 그 밖의 교육현장의 지원
으로 가능하다.
개정 교육과정의 예술(음악/미술) 교과에 대해 해당 학계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
였다. 2009년 11월 20일 한국미술교육학회를 주최로 하여 한국조형교육학회, 한국초등
미술교육학회,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
부 장관 명의의 공문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편제에서 ‘예술’이라는 단어 삭제를 강
력하게 요구하였다. 다른 교과군의 경우 ‘사회/도덕’이나 ‘과학/실과’의 경우 교과군이
묶였음에도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예술’이라는 포괄적 단어를 사용하고 ‘음
악/미술’을 함께 사용하여 많은 예술분야의 교과화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었
다. 앞에서 논한바와 같이 연극, 영화, 오페라, 무용 등 종합 예술로의 요구의 가능성
과 상통한다.
교육과정 총론 개발의 입장과 교과의 각론 입장이 소통되지 않는 근본적 입장의 차
이는 총론 개발에서 이를 ‘교과 이기주의’로 보는 데 있다. 예를 들어 2009 교육과정
에 도입한 교과군 도입의 교육과정적 의의를 주장하는 데 다음과 같이 교과 이기주의
를 설명하고 있다.
교과는 자기 교과의 중요성을 과장하고, 통합보다 독립을 선택보다 필수를, 조기에 가
르치기 시작하여 늦게까지 가르치며, 시간 배당과 교과서 구성 쪽수를 많이 하며, 거의
모든 시험에 넣어서 평가하려는 경향, 즉 중독필조장다시의 폐단이 있다. 학습자 개인과
집단, 사회의 교육적 목적보다 교과의 이해관계를 더 앞세우는 경향이 농후하다. 교과의
개설, 폐지, 하위 과목 분류도 시류를 좇아 정치적 힘을 빌어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홍후조, 2009: 60)

교과 교육의 각론에서는 총론에서 설명하는 교과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예술
(음악/미술) 교과의 용어를 둘러싼 혼돈은 총론과 교과교육의 각론의 개발이 따로 이
루어지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상의 문제점과 소통의 부재를 반영한다. 음악과 미
술교과 시간수를 합하여 ‘예술’로 새로운 명칭이 추가되었을 뿐 이에 대한 교과 교육
과정 차원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예술’ 교과군이란 용어에 대해서는 혼란과 아울러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예술 교과가 명시되지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제
시된 교과에는 예술 교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법령에는 ‘예술(음악/미술) 교과’
라는 명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음악과 미술만이 존재하고 있다. ‘예술(음악/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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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등장한 것은 2009 개정 국가 교육과정 총론부터이다. 국가
교육과정에 예술 교과가 교과군의 형태로 제시되었지만 단위학교에서는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2월 13일에 교육과학
기술부 고시 제2011-14호로 고시된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에 의하면 예술이라는 교과의 명칭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음악, 미
술로 구분되어 음악과 미술 교과서가 따로 개발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예술군의 역할은 모호하다(박창언, 2011). 따라서 음악과 미술이 예술
에 해당된다는 것과 교과를 군화하여 음악과 미술을 합쳐놓아 외형상 교과의 수를 줄
이려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과군의 문제는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핵심적 관건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와 학생의 요구에 따라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하더
라도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필수 학습요소는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단원의 재구성, 교
육과정 압축 등과 같은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와
학교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학교 내의 구
성원들의 합의와 교사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예술교과
의 학문 목적, 내용, 탐구 대상의 유사성을 토대로 한 통합적 예술교육을 교사교육 과
정이나 연수를 통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2. 국내외 예술교육의 의미와 현황
다른 나라의 ‘예술’ 교과의 내용은 보는 관점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며 특정 맥락을
따르기 때문에 예술 교과를 일반화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다른 나라의 교
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예술’ 교과의 의미와 유네스코의 사례연구로 보고된 바를 살펴
보기로 한다.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 문서를 보면 예술 교과는 편제상의 분류일 뿐 학문적 측면에
서 어떠한 논의가 되어 있지는 않다(<표 2> 참고). 우리와 같은 교과군 구분 방식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해당 학년이나 학교 급에서 배워야 할 예술 교과의 방식
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예술, 사회, 과학, 자연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교과들을 일
부 교과군으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인 수준에서 효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
한 교과군 개념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다(이경언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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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와 외국 교육과정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과목 구성(이경언 외, 2011: 315)
학
교
급
초
등
학
교
중
학
교

한국

독일

중국

프랑스

호주

예술
(음악/미술)

예술
(음악,미술)

예술
(음악, 미술)

예술실기와
예술사(시각예술,
음악교육)

창의 및 실용
예술(미술/음악/무용/연
극)

예술
(음악/미술)

예술
(음악,미술)

예술
(음악,미술)

예술(조형예술,
음악)

창의예술(무용, 연극,
음악, 사진, 디지털매체,
시각미술, 시각 디자인)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악과 미술을 중심으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예술에 음악, 미술, 무용, 연극이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음악과 미술 중심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중국, 프랑스 모두 음악과 미술을 중
심으로 예술(음악/미술) 교과가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과 미술 중심의 학교 교육을 통
해 예술 교육의 기초를 닦고 다양한 예술 영역과의 통합적·종합적 활동을 추구한다.
2004년 유네스코 교육문화부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국의 90퍼센트
이상에서 음악, 드로잉을 예술교육에 포함시켰다. 회화는 80%, 공예는 88%가 넓은
의미의 예술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70% 이상의 국가에서 무용, 연극, 조각
을 예술교육에 포함시켰다. 예술교육에도 서열이 나타났는데 드로잉과 회화와 같은
시각예술과 음악이 가장 높았으며 연극, 멀티미디어와 무용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예
술이 그 뒤를 이었다. 많은 경우 예술은 순수미술과 음악만으로 거의 정의되었다
(Bamford, 2007).
우리나라의 경우 운영 면에서 음악과 미술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필수 과
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음악/미술) 교과로의 설정은 더욱 무의미하다. 다
른 나라의 사례와 같이 미술과 음악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사례, 과거와 현대의 문화
적 유산을 참조하여 예술교육의 내용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40개 이상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유네스코 연구를 통해 볼 때 좋은 예술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amford, 2007:109-117). 이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첫째, 교사들에게 전문적인 연수와 교육으로
교사들을 새롭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교수법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문성 개발이 관건
이다. 둘째,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유연한 조직에서 확산된다. 즉 정부와 학교가 관리
하지만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교육과정에서의 유연성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 고정적
시간표, 교육내용의 구분, 그리고 엄격한 평가 보다는 정책 및 관리에서의 융통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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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운영이 예술교육의 성공을 가져온다. 셋째, 예술교육의 방법에 대한 사례분석에 의
하면 프로젝트 기반으로 문제해결 혹은 활동이 수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활동
적인 창작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술교육은 언어교육, 문학, 글짓기,
역사 연구 등 타교과의 교육과정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예술교육은 전체 교육 시간의 8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는 다른 교과와 유기적으
로 연계되는 통합 교육과정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예술교육은 다른 교과와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프로젝트나 문제해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프
랑스와 같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예술교육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조희연, 2011). 또한 교사 교육을 통해 예술교육의 전문성을 신장하
고 예술 기능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예술을 통한 감수성,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예술적 소양을 갖춘 국민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통합 교육과정으로서 예술교육의 의미
‘예술’이란 적용되는 대상들 간에 어떤 공통성 즉 본질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정
의될 수 없는 열린 개념이다. 이는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과 그 외 학자들에 의한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 theory)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예술이라는 말로 불려
지는 대상들 간에는 그들을 예술이게 하는 공통성이라는 의미로서의 본질이란 없으며
대상들 간에 다만 가족유사성이 있을 뿐이라고 분석한다(Stolnitz, 1991: 483-484).
넬슨 굿맨(Goodman, 1968)은 예술을 다양한 상징체계들로 파악하였다. 예술은 일종
의 기호(symbol)이므로 외부의 사물과 인식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경험되어야 한다.
언어, 수 중심의 상징체계만의 학습을 중요시하는 학교교육에서 다양한 영역의 상징
적 표현들로 구성된 사고 활동은 강조되어져야 한다. 다양한 영역의 지식들은 개인의
정신 활동으로 형성되며 교육되어야 하는데 굿맨에 의하면 미술이나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예술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인지영역으로 학교교육에서 경험되어져야 한
다. 미술은 시각적 상징이며 음악은 청각에 기초한 상징체계로 각각의 매체는 독특한
방식으로 인간의 경험을 전하기에 학생들은 예술교육을 통해 귀중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예술 교육의 목표는 보통 교육으로서 모든 학생들의 소질과 적
성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의 질문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술교육은
교과의 본질적 접근뿐 아니라 학생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는 맥락적 측면에서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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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합적으로 학생들의 삶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술은
일반적으로 정서적이며, 손에 의한 작업이며, 실용적이기보다는 유희활동으로서 인식
되어 학생들의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인지적 측면은 간과되어 왔다 (Eisner, 2007). 미
술교육을 통한 상상력, 감수성 등 정서적 측면뿐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학업성
취도, 장래의 다양한 직업 세계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인 유연한 사고력, 관용적인 태
도, 모험심,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판단하는 능력의 함양은 학교 교육에서 핵심적
역할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미술, 음악, 체육, 언어학, 과학, 수학 등 광범위한 상징 작용으로 학습하
고 표현함으로써 경험의 심화가 가능하다.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이나 아이스너의 표
상형식에 관한 연구는 예술교육의 적용을 통한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 신장과 발달
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스너(Eisner, 2003)는 인간의 개념이 주로 감각적
경험을 기초로 형성되며 이를 공유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간은 사적
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념을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서 공적인 영역으로 옮기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표상형식’이라고 부른다. 즉 표상형식을 통하여 개인의 시각적,
청각적, 운동감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개념이 언어, 수학, 그림, 무용 등의 공적
인 상태를 통하여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술교육을 통한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표상화하는 경험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국가 수준에서의 정의보다는 음악, 미술 교과의 틀
내에서 기초적 소양을 기르고 음악, 미술 및 타 교과와의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즉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이 예술에 대한 엄격한 기준보다는 교육과정상의 유연성이 필
요하다. 현대 예술의 융합적 특성과 부합하여 현대 미술에는 음악, 테크놀로지, 무용,
연극 등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 타교과와의 연결이 용이하다. 또한 미술의 소통과
사회적 성격의 강화로 인하여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주제, 쟁점, 기능 중심으로 다른
예술이나 교과가 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음악, 미술 교과 내에서의 본질
적 지식, 기능, 체험이 이루어지는 기초 교육과 함께 다른 교과와 결합되는 통합 교육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예술가, 문화예술기관
등의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통합적 예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
원과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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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적용 방안
1. 통합 교육과정으로서 예술(음악/미술) 교과
예술 교육의 의미는 문화와 특정 맥락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크게 세계의 예술교육
은 ‘예술 안의 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의 두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Bamford, 2007). 미술, 음악, 연극 등 개별 예술을 가르치는 ‘예술 안의 교육’과 읽고
쓰기, 수학, 기술같이 다른 과목을 위한 교수법으로 예술을 활용하는 것을 뜻하는 ‘예
술을 통한 교육’이 차별화되어 존재하고 있다. 시각예술, 음악, 드라마, 무용 등과 같
은 각각의 예술 형태들의 스킬, 사고방식 그리고 재현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예술 안에서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학교와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문화적
정체성 강화, 개인적인 만족도,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예술을 통한 교육은
예술을 활용하여 모든 교과과정을 해석하여 접근한다. 이러한 교육은 전체적으로 학
문적 성취도를 높이며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불만을 감소시키며 발전적이고 긍정적
인 인식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안의 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 양자
는 상호 보완적이므로 어린이의 교육적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법
모두 중요하다.
미국, 영국, 핀란드 등 다른 나라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도 예
술 교육의 독자적 체험과 아울러 음악, 미술을 연계한 예술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석
문주, 최은식, 최미영, 2010). 미국의 아츠엣지 프로그램(ArtsEdge Program)의 경우
예술과목 중심의 통합적 수업지도안을 제공하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고 예술 영역 또
는 다른 교과목을 통합한다. 음악, 미술의 통합교육을 위해 예를 들어 ‘패턴’이란 주제
아래 음악에서 패턴을 박수 소리, 리듬 악기로 표현해보고 섬유에 나타난 무늬가 만
들어 내는 패턴과 수학에서의 패턴을 함께 연계하여 학습한다. 또한 대공황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학습하는데 Dorothea Lange의 사진 작품<Migrant Mother>과 Jack
Bryant의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1930년대 어려웠던 사회와 이민자의 삶의 이야기를
학습한다. 미술에서의 직선, 곡선의 조형적 특성을 학습하고 플라밍고, 클래식, 재즈,
현대 음악을 듣고 제스쳐 드로잉을 하는 학습을 통해 선의 느낌과 음악적 특성을 결
합한 수업 등이 가능하다(http://artsedge.kennedy-center.org/educators.aspx).
또한 링컨센터(Lincoln Center Institute)의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예술 장르 간 혹은
예술과 다른 교과와의 통합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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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LCI와 초등학교에서
운영된 음악, 미술의 통합 프로그램을 보면 학생들이 블루스(blues) 음악을 학습하고
음악 CD를 만들고 관련되는 주제와 가사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고 그림책으로
제작하였다. LCI의 예술가 교사들은 수업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뉴욕시의 휘트니 현
대미술관(Whitney museum)에서 음악 관련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 학습을 진행하였
다. (Lincoln Center Institute, 2007, 석문주, 최은식, 최미영, 2010: 5-6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음악,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예술교육에 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칸딘스키의 추상화를 중심으로 색채의 음악적 표현과 구성에 대
한 연구(박지숙, 김태우, 2006)가 있고 그 외에는 주로 석사 학위 논문이 대부분이다.
형의 반복과 리듬변주, 색의 대비와 조바꿈, 양감과 협주곡의 내용을 학습하는 미술과
음악의 통합 교육(김미령, 2012)과 인상주의 음악가 드뷔시와 작가 모네의 작품을 통
해 인상주의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경우(현정희, 2008),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과 렘브란트의 인물화를 연계하여 청각과 시각의 이해를 토대로 선과 색의 변형과 음
악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한 연구(박현아, 2009) 등이 있다.
최근 관심을 받는 융합인재교육의 관점에서 음악, 미술을 통합한 예술 교과 지도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
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 필요한 시기이다(백윤수 외, 2011). 현대 예술의 융합적 측면은 음악과 미술을
기초로 시각, 청각을 비롯한 다양한 감각으로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시각, 청
각을 포함한 공감각적 경험과 표현을 확대하는 예술교육은 다중 감각적 체험으로 감
각의 전이를 촉진하고 교감하도록 하여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김정희, 2012). 예술
(음악/미술) 교과의 개념도 음악, 미술의 기초적 교육과 아울러 시각, 청각의 지각적
경험을 통합하는 인지의 유연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각적 경험을 통합
하는 사고로서 예술교육의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루트번스타인은 이를 ‘종합지
(synosia)’로 표현하였는데 다양한 방식의 앎과 느낌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통합한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Root-Bernstein, 2007). 유사한 맥락으로 Efland(2006) 역시 예술
교육을 통한 지식의 통합과 인지 유연성을 추구하는 통합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주장
하였다.

2. 통합 교육과정으로서 사회적 관심사를 다루는 예술(음악/미술) 교과
통합 교육과정은 <그림 1>과 같이 다학문적 통합(multidisciplinary integration),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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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통합(interdisciplinray

integration),

초학문적

통합(transdisciplinary

integration)으로 나눌 수 있다(Drake & Burns, 2006). 첫째, 다학문적 통합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 분야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며 각 학문은 상호 독립적
이다. 둘째, 간학문적 통합은 몇 가지 학문 분야에 걸친 공통학습을 중심으로 교육과
정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교육과정 안에 어떤 학문내용이 있는지 구별할 수 있지만,
다학문적인 접근에 비해 각 학문내용의 중요성은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초학문
적 통합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을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다학문적 통합

간학문적 통합

탈학문적 통합

Krug & Cohen-Evron(2000)은 예술 교육을 통한 4가지의 통합교육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예술을 다른 교과의 학습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많
은 교육자들이 예술을 과목들의 지식을 설명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며 기능을 신장시
키기 위해 활용한다. 예를 들어 김홍도의 풍속화로 조선시대의 사회상에 대해 배우는
사회과 학습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예술을 통한 주제의 확장으로 기존의 아이디어나 주제의 범위와 깊이가 심화
되는 교육과정의 조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라파엘로(Raphael)나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작품은 서구 르네상스의 문화 뿐 아니라 시대사조의 학습을 강화하여 학
생들은 미술 작품을 통해 인본주의, 고전주의의 부활에 대해 심화된 이해가 가능하다.
셋째, 예술을 통한 대상, 아이디어, 개념의 해석이 가능하다. 예술을 통한 간학문적 형
태의 통합은 각 학문을 하나의 렌즈와 같이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개념이나 아이
디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하게 된다. 관련된 예술가들, 형식, 예술 활동을 통해 학
생들은 지식의 복합성을 경험하고 그들의 지각은 확대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술
을 통해 삶 중심의 쟁점들을 이해하게 된다. 통합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삶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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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술을 투입하여 학생 개인이나 사회와 관련된 아이디어, 쟁점, 문제에 관한 탐구
를 수행하는 것이다. 관련된 쟁점으로는 정체성, 노숙자, 양성평등, 환경문제, 노동 문
제, 청소년 폭력 등이 해당된다.
Greene(2011)은 예술 교육으로 주변을 좀 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보게 되어 우리
의 감각은 더욱 민감해진다고 하였다. 또한 예술작품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
게 생각해왔던 개념이나 전통적 관습에 의문을 가지게 되며 사고의 지평을 확장시키
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예술교육을 통해 인간은 ‘온전하게 깨어 있게 됨(wide-awakeness)’으로써 세상에서
만나는 ‘보편적’ 혹은 ‘정당성’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되는 획일화에 의문을 던지고 자신
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게 되며 세상 속의 자신, 즉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성을 의식하
고 반성할 수 있게 된다 (임부연, 유혜령, 류미향, 2012: 59). 더욱 많은 이미지들을 볼
수 있고 더욱 많은 의미들을 놀라운 정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예술 작품에 나타
난 상상력을 통해 기존의 시각과 인식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연결시킬 수 있다. 예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세상을 바
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예술은 사람들을 질문하게 하고, 일깨우고, 불
의와 차별적인 고통, 폭력과 위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러한 쟁
점에 대한 고민의 해결을 도와준다(Greene, 2011).
듀이가 지적한 바대로 “심미”의 반대는 바로 “마취 상태”로 예술교육을 통한 “널리
깨어 있음”은 세상에 대한 관심과 감각을 복원하고 좀 더 책임감 있으며 신중한 태도
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Eisner, 2007; Greene, 2011). 예술 작품과 대면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윤리적 상상력을 펼치고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통합 교육과정으로서 예술 교과는 학생들의 인식과 상상력을 확장하고 분리
된 교과의 개념, 지식, 기능을 연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삶에서 이루어지
는 문제, 쟁점을 중심으로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가치가 얽혀있는 복합적 상황을 범
교과적인 주제로 구성하여 예술적 체험과 소통을 중심으로 탐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
다.

3. 쟁점 중심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운영 방안
쟁점(issue)이란 논쟁을 야기하는 실생활 속의 문제 속에서 의견, 신념, 태도, 편견,
감정 그리고 선호의 차이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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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관심사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것으로 다양한 교과목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전
반에서 학생들의 탐구를 위한 좋은 동기 유발과 출발점을 제공한다. 쟁점 중심 통합
교육과정은 통합 교육과정의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탐구의 출발점으로 제시하여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적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한다. 통합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쟁점으로는 1) 학생들의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점, 2) 인종차별, 종교, 제도, 관습과 같은 문화적 쟁점, 3) 기아, 가난, 범죄, 전쟁
등 시사적 문제에서 도출한 사회적 쟁점, 4) 국가 간 관계에서 야기되는 평화, 개발,
환경, 인권 등 글로벌 쟁점 등이 해당된다(Wolfinger & Stockard, 2003).
쟁점중심 미술과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이재영(2009)은 첫째, 삶에 대한 실제적인 탐
색이 이루어지고, 둘째 학습자 중심 쟁점 탐구 활동을 격려하고 셋째, 사회재건을 위
한 사회적인 참여와 실천을 목표로 하며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비평적 인식 개발에
초점을 둔다고 설명한다.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음악과 미술 각 교과의 본질적 목표와 아울러 양자의 통합
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
과 교육과정 개정 기본 방향 및 내용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미술교
사,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교과군 개념 도입에 따른 음악 교과와의 연계 적용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예술(음악/미술) 교과 개념 도입과 관련하여 교과군 적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
문은 이러한 실천의 문제와 관련된다. 교과군 적용이 어려운 데에 대한 답변으로 초
등학교의 경우 ‘교과군의 적절한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 부족’을 선택한 교사가
41.7%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과군 내 교과별 시수
조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선택한 교사가 47.1%로 우위를 차지
하였다. 또한 적절한 교과군 적용방식을 묻는 설문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40.3%가 ‘음
악과 미술의 통합적 주제 중심의 수업 운영’을 선택한 반면, 중학교 교사의 65.5%가
‘학교 현장에서는 실행하기가 어려움’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음악과 미술의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제공이 필요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에 기초하여 예술 교과에
대한 적용 방식으로 통합적 주제 중심의 수업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음악과 미술의 통합적 수업에 필요한 교수학습에 관한 정보
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중학교 교사들은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통합적 운영이 학교
현실상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으로서 예술(음악
/미술) 교과의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핵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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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으로 대인관계 능력, 시민의식, 배려와 나눔을 고려하여 예술(음악/미술) 교과에서
다룰 수 있는 쟁점으로 공동체의식, 양성평등, 다문화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
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초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예술(음악/미술) 교과에서 가능한
쟁점과 학년군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쟁점과 해당 학년군
학년군

쟁점

3-4학년군

공동체의식

5-6학년군

양성평등

5-6학년군

다문화

1)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통합적 운영 방안의 실제
쟁점 중심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연구자는 이상과 같이 음악
과 미술을 중심으로 쟁점별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추출하고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동체 의식으로는 친구 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소외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
하며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성평등은 다른 교과에서도 다루는 주제로 5-6학
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일상생활의 예를 적용하여 연결시키도록 하였
다. 다문화의 경우 5-6학년 음악 교육과정에서 아프리카의 음악을 다루는 것을 참고
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는 음악, 미술 교과서와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참고
하였으며 4명의 초등교사로부터 타당도와 현장 적합성에 대한 자문을 받아 수정하였
다. <표 4>는 쟁점별 관련 음악, 미술 교육과정의 내용 및 적용 방안을 나타낸 것이
다.
<표 4> 쟁점별 관련 교육과정 내용 및 적용방안
쟁
점
공
동
체
의
식
(3-4
학
년)

관련 교육 과정 내용
음악
표현:1-3
창의적으
로
음악
만들어 표
현하기(제
재곡의 노

미술

적용방안 개요

음악(1-2/4차시): 전래 동요 ‘어깨동무’를 익히고 노랫
표현: 2-나 말을 바꾸어 표현하기
재료와 용구 - 전래동요 ‘어깨동무’익히기
에 따른 표 - 친구와 즐겁게 지낸 경험, 싸운 경험을 이야기하기
현방법을 탐 - ‘어깨동무’와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해 보기:악곡의 장
색하여 표현
면, 연상되는 경험과 느낌을 이야기해 보고 관련되는
하기
여러 가지 동작 표현해보기(예: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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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음악:
뺷3학년 음
악뺸 1.
어깨동무

는 모습 등)
- 친구와의 다툼을 해결하거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방
법을 탐색하기
-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어 새롭게
재구성하기
- 바꾼 노랫말로 친구들과 함께 불러보기
미술(3-4/차시): 다양한 수채화 기법을 익히고 친구와
의 어울림을 표현하기

감상: 2-나
랫말 바꾸
미술 작품에 - 여러 가지 수채화 기법의 소개와 표현 효과에 대해 알
어 표현하
대한 자신의
아보기
기)
느낌과 생각 - 다양한 수채화 기법(실로 그리기, 번지기, 뿌리기, 불기
을 설명하기
등)중 음악에 맞는 하나의 기법을 고르고 시도해 보기
- 시도한 수채화 기법을 보고 ‘어깨동무’노래에 맞게 연상
되는 이미지를 덧그리기(사인펜, 색연필 등)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학급 친구들이 서로 잘 어울리
는 장면을 표현한 점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 학급에서 친구와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도와줄 방안 이
야기하기

미술: 뺷3, 4
학년 미술뺸
2. 수채화
의 세계

음악: 뺷5학
년 음악(금
성)뺸 2. 친
구와 함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되는 경험 발표하기
이야기 음
- 우리가 가진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악
이야기 만들기
국어: 뺷6-1.
- 이야기 음악을 만들기 위해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고 장 읽기뺸6. 타
면에 맞는 음악 탐색하기
당한 근거
- 모둠 또는 개인별로 만든 음악을 감상하고 평가하기
-‘꽉 막힌
생각, 뻥
뚫린 생각’
미술(4-6/6차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이야기를 영상
으로 제작하기
음악(1-3/6차시): 장면에 맞는 음악 탐색하기

(5-6학년)
표현1-3
창의적으
로
음악
만들어 표
현하기(상
황이나 이
야기를 음
악으로 표
현하기)

양
성
평
등
(5-6
학 생 활 화
년) 3-1 음악
을 즐기는
태도 갖기
(생활 속에
서 음악을
활용하며
즐기기)

다
문

(5-6학년)
표현1-가 체
계적인 발상
을
통하여
주제의 특징
과
느낌을
효 과 적 으 로 - 앞 시간에 만든 이야기를 기초로 등장인물, 배경 등을
표현한다.
고려하여 스토리 보드 구상하기
- 장면을 그리고 알맞은 표현 기법을 탐색하여 표현하기
- 그린 장면을 스캔하고 이야기를 녹음하기
- 동영상 제작 및 편집 프로그램-윈도 무비메이커
(Window Movie Maker)로 음악을 삽입하고 장면 사진
을 넣어 동영상 제작하기
- 모둠별로 5분내외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구성하여 발표
하기
- 감상하고 평가하기

(5-6학년) (5-6학년)
감 상 2 - 2 감상 2-가

미술: 뺷5, 6
학년 미술
(교학사)뺸
12-2. 사진
과 영상움직이는
세상

음악(1-2/6차시): 아프리카 음악의 특징
- MBC 다큐멘터리 ‘아프리카의 눈물’ 프롤로그(1부) 주요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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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의 특
징을 이해
하며 감상
하기(다양
한 문화권
의 음악을
듣고 음악
의 특징에
대해 이야
기하기)

다양한 시대
와
지역의
미술이 지닌
특징을 알아
보기

http://ww
w.imbc.co
m/broad/t
장면 감상
- 아프리카에 대해 경험한 것 발표하고 우리가 가진 느낌, v/culture/
africa/
생각, 지식, 편견에 대해 생각해 보기
음악: 뺷5학
- 아프리카 제재곡 익히기(케냐의 민요 ‘잠보’익히기)
년 음악(금
- 아프리카 음악의 특징 파악하기(리듬, 가사 등)
성)뺸3. 세
계와 함께
미술(3/6차시):아프리카 미술의 특징
- 아프리카 미술 작품(케냐, 나이지리아 등)을 감상하며
특징 파악하기
- 미술작품(마스크, 부채, 조각품, 의식에 쓰이는 의상 등)
을 감상하며 조형적 특징(색, 구성, 구도, 선 등)에 대
해 알아보기
- 아프리카 의식과 문화, 상징적 의미 알아보기
- 아프리카의 미술이 서구에 준 영향 살펴보기
- 아프리카 미술 작품의 주요한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형과 색으로 패턴 찾아 만들기

미술: 뺷5, 6
학년 미술
(두산동아)뺸
18. 민속 공
예로의 여
행

음악(4/6차시):아프리카 음악의 창의적 적용
화
(5-6
학
년)

표현1-3창
의적으로
음악 만들
어 표현하
기(제재곡
의
일부
가락을 바
꾸어 표현
하기)

- 케냐의 민요 ‘잠보’의 가사를 바꾸어 부르기
- 아프리카의 리듬, 당김음 등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르
기
- 케냐의 민요 ‘잠보’의 가락을 바꾸어 부르기
- 아프리카 음악의 특징을 살려 가사나 가락을 바꾼 곡을
발표하기

미술(5-6/6차시):아프리카를 알리는 프레젠테이션 제작
-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프레젠테
이션 계획하기 (PPT애니메이션 기능으로 3-4분 내외
의 리허설 분량)
- 아프리카의 문화를 모둠별로 주제를 정하여 프레젠테
이션 내용 계획하기(특정 국가, 공예, 음악 등)
체험2-나:
- 아프리카에 관한 이미지를 합성하여 콜라주 기법으로
시각문화의
꾸미기(콜라주: 종이, 인쇄물, 사진 등을 오려붙이고 일
소통 방식을
부는 그려서 합성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방법)
이해하고 활
*이미지를 스캔하여 컴퓨터에서 합성하기
용하기
- 아프리카 미술의 조형적 특성을 담은 배경과 서체 선택
하기
- 전 시간에 학생들이 만든 아프리카 노래나 리듬 파일을
삽입하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고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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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뺷5, 6
학년 미술
(교학사)뺸
12-2. 사진
과 영상움직이는
세상

2) 쟁점 중심의 통합 교육과정 운영방안의 구체적 예시
아프리카 음악은 리듬이 흥겹고 자연스러운 화음을 중시하며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
임을 함께 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미술은 자연 환경의 영향과 고유의 신앙과 제례의
식을 바탕으로 표현적 인물의 특징을 보여주며 형태와 색과 선의 대비가 강하다. 아
프리카의 역사, 문화적 특징과 현대 예술과의 상관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해시키고 우리와의 공통점, 차이점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편견
을 극복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개방적 태도를 갖도록 한다. 5-6학년 대상
의 음악/미술 통합 운영안을 개발하고, 아프리카를 알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는
수업(5-6/6차시)에 대한 평가방안과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5>, <표6> 참고).
<표 5> 평가방안
구분

평 가 관 점
․아프리카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아프리카 미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해
․대중문화에 나타난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
․케냐의 민요 ‘잠보’의 리듬을 살려 부를 수 있는가?
․아프리카 미술의 형, 색의 특징을 살려 사진을 활용하여 콜라주 기법으로 꾸밀
기능 수 있는가?
․아프리카의 음악과 미술을 활용하여 아프리카를 알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제작
할 수 있는가?
․아프리카의 음악의 표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태도 ․아프리카 미술의 조형적 특징을 살려 표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아프리카의 문화적 특징과 고유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시기

방법

수업중

관찰
평가

수업중

실기
평가

수업중

관찰
평가

<표 6> 5-6/6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교
과

미술

학습 목표

12. 사진과 영상

학습
주제

아프리카를 알리는
프레젠테이션 제작하기

차 5-6/
시 6차시

아프리카를 알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
교사: 참고 작품, 학습 활동 안내도, 모둠별 계획서, 컴퓨터,

준비물
단계

단
원

아동: 전 시간에 녹음한 아프리카 음악(‘잠보’), 아프리카 관련 이미지 자료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동기 유발 ▣ 선행 학습 상기
-전 시간에 학습한 아프리카의 예술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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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자료 및
○유의점

□ PPT, 학생
10′ 작품
○그동안 배운

▣ 학습문제 확인하기
아프리카를 알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해 보자.

공부할
문제 확인

▣ 학습 활동 안내하기

아프리카의
예술의 특징
을 생각해 보
며 그들의 독
특한 생활을
우리와 비교
해보며 우리
가 가지고 있
던 편견을 극
복하도록 한
다.

□학습 안내와
<활동1> 아프리카를 알리는 프레젠테이션 계획 세우기
50′ 계획서
○활동 순서를
<활동2> 아프리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내용 제작하기
체계적으로
<활동3> 아프리카 프레젠테이션 감상하기
소개하고 모
<활동 1> 아프리카를 알리는 프레젠테이션 계획 세우기
둠별
역할
전개 계획서 만
- 아프리카의 문화를 모둠별로 주제를 정하여 프레젠테이션 내
분담을 안내
들기
및
용을 계획한다.
한다.
역할 분담
- 특정 국가별, 공예·음악 등 영역별 학생의 흥미와 수준에 따라
○모둠별로
프
하기
8′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레젠테이션
- 주제에 따른 아이디어를 모둠별로 생각해 본 후 모둠의 의견을
제작 계획을
모아 순서도를 그린다.
구체적으로
- 순서도를 그린 후 역할 분담을 결정한다.
프레젠테
10′ 세우도록 교
이션 내용
사는 순회하
<활동 2> 아프리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내용 제작하기
제작
여 지도한다.
- 3차시에 배운 마스크, 조각품, 의상
등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미지
를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한다.
□ PPT , 이
- 종이, 인쇄물, 사진 등을 오려붙이고
미지
자료,
일부는 그려서 합성하거나, 이미지를
컴퓨터
스캔하여 컴퓨터에서 합성하도록 한다.
○ 모둠 활동
- 인터넷을 검색하여 아프리카 현대 음
10′ 에서 역할 분
악과 미술의 특징을 활용하여 내용을
담을 주어 이
구성한다.
미지
스캔,
- 아프리카 미술의 조형적 특성을 담은
프레젠테
합성, 프레젠
PPT 배경과 서체를 선택한다.
이션 시연
테이션 작업
- 전 시간에 모둠별로 창의적으로 만든
및 감상
을 함께 하도
아프리카 노래나 리듬 파일 중 프레젠테이션 장면에 어울리는
록 한다.
음원을 프레젠테이션 PPT에 삽입한다.
정리 학습정리
프레젠테이션 전체적 흐름을 생각하며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어 수
및
정 보완한다.
평가
□모둠별로 녹
음된 학생 제
<활동3> 아프리카 프레젠테이션 감상하기
음악(케냐
작
- 아프리카의 예술 문화를 알리는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했는지 5′
의 민요 ‘잠
살펴보면서 감상한다.
보’ 가사나 리
-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상하기
학습 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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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 바꾸기)

▣ 학습정리 및 평가
- 아프리카 예술에 대해 공부하면서 느낀 점 발표하기
-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발표하기

○‘잠보’의 가
사나 아프리
카 현대 음악
가의 노래를
활용해도 좋
다.
□ 모둠별 프
레 젠테 이 션 ,
동료 평가지
○아프리카 예
술의 특징과
우리와의 공
통점, 차이점
을 존중하는
다문화적 의
식을 담았는
지 생각하도
록 한다.

Ⅳ. 결론
이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예술(음악/미술) 교과를 학교 현
장에 적용하기 위해 교육과정 총론에 나타난 교과군의 의미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예술 교과군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편제상으
로만 제시되고 교과군이 집중이수를 위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개별 교과
로서 교과의 본질적 지식, 기능, 태도를 기름과 아울러 통합 교육과정으로서 음악, 미
술이 타 교과와 연계되어 주제, 쟁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
는 통합 교육과정의 사례의 하나로 사회적 관심사를 다루는 쟁점 중심의 예술(음악/
미술) 교과를 제시하여 보았다.
대규모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통합 교육과정으로서 예술교육의 대표적 사례인
‘Champions of change’는 7개의 연구들을 모은 것으로 예술교육파트너십이 학교 교육
에서 어떠한 성취를 보였는지 증거를 제시하여 많은 주목을 주목받았다(Burnaford et
al., 2007). 이중 Catterall & Waldorf(1999)의 연구는 6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Chicago
Arts Partnerships in Education(CAPE)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 교사, 예술가,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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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참여하였다. CAPE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예술 통합교육으로 예술 교과
중 미술이 통합 교육과정의 유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년
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예술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시카고의 비교집단에 비해 읽기, 사
회의 표준화 검사에서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었음이 보고되었다. 나아가 학교
장의 리더십과 교사들 간에 학습지도, 긍정적 협력의식 및 참여의 확산으로 학교 문
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 예술교육에 대한 지지가 학교 구성원 전반에 확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업 성취와 무관한 이질적 교과목으로만 인식되던 시각에
서 벗어나 통합 교육과정으로서 예술교육은 타 교과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근원적
인 종합적 인지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의 전환을 위해 통합 교육과정으로서 예술교과의 학습과 성취에 관한 지속적 연구와
관심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예술(음악/미술) 교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교육을 통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능력이 중요하다. 교사 양성과정과 아울러 양성 후
연수 과정에서 개별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여 미술, 음악의 교육 과정 요소
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관건이다. 둘째, 예술 안의 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의 개념과 같이 미술, 음악의 개별 교과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의
함양과 아울러 두 교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모두 공존해야 한다. 해외의 사
례와 같이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국가 수준에서의 정의와 엄격한 기준보다는 편제
상으로 음악, 미술을 묶는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대 예술의 융합적 특성과 부
합하여 시각, 청각의 경험을 중심으로 현대 미술에는 음악, 테크놀로지, 무용, 연극 등
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 교육과정 통합의 중심적 동인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또
한 미술의 소통과 사회적 성격을 고려하여 학생 생활의 문제나 쟁점을 중심으로 음악
및 다른 교과를 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 미술 교과 내에서의 본질적
지식, 기능, 체험이 이루어지는 기초 교육과 함께 다른 교과와 결합되는 통합 교육과
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심도 있고 역동
적인 성격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예술가, 문화예술기관 등의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통합적 예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
국가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은 다양한 분야의 입장과 목소리가 함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속적 지원과 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예술은 삶의 주
제를 다루며 사회적 쟁점과 인간의 가치를 다각도로 다루고 있다. 예술의 통합교육과
정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해서 학교와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기관
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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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itions and Practices in Integrating
the Arts(music/visual art) into Curriculum
Jihyun SOH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suggestions for integrating arts in
2009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Many educators have been concerned about
school reform regarding teaching fragmentation of knowledge of subject areas to
work across curriculum divisions. The term of arts(music/visual art) could be
problem because of the lack of consent among educators, art educators, music
educators. We need to conceptualize arts(music/visual art) in curriculum to
investigate approaches to curriculum integration of arts(music/visual art).
There are few national guidelines regarding curriculum around arts in other
countries. Arts could be conceptualize in two ways such as education through arts
and education within each area of arts. Students can learn with the arts; that is,
explore subject matter with the aid of an artwork. Learning about the arts means
a subject in and of itself. There are growing needs
curricula

that

explore

themes

and

issues

of

driven

comprehensive integrated
by

students

through

problem-solving and inquiry based projects.
The author suggests ways to practice in arts(music/visual art) in integrated
curriculum. Issue-based arts integration could be to eliminate boundaries between
schools and communities and could make connections across subjects to develop a
nurturing and relevant learning environment. Examples of unit plan including issues
as caring others, gender equality, and multi-culturalism in arts(music/visual art)
curriculum are provided. Teacher education regarding curriculum integration and
partnership with artists are significant to develop curriculum that is relevant to
students'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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