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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현재 노인세대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뉴 실버 세대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그들에
게 적합한 음악교육의 방안과 이를 적용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예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뉴 실버 세대를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안은 첫째, 레퍼토리 확장을 통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 향
상, 둘째, 음악프로그램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의 기회 제공, 셋째, 세대 통합 및 세대 공감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마지막으로는 음악 프로그램과 인문학과의 연계이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대를 통합한 노래부르기,
신체움직임을 포함한 음악감상, 인문학으로서 음악사 강좌를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 예시는 노인문화예술교육 현장
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다양한 영역에 균형
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검색어: 노인음악교육. 뉴 실버 세대, 문화예술교육, 음악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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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9년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이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학령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의학과 과학
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UN은
기준 연령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로 정의한다. 2018년 행자부의 인구분포도 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3%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노인’이라는 개념은 자주 부정적인 의미와 결부된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61152).
** 강원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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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공경하는 문화와 풍속은 어느 시대나 지역에 존재했지만 노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 또한
일반적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빈곤, 육체적 노화에 따른 건강상
의 악화, 정신적으로는 역할 상실에 따른 무력감, 사회적으로는 심리적 갈등에 따른 소외감 등의
이유에 기반한다. 이는 심지어 고령사회 자체를 문제시하는 경향으로까지 발전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두터운 인구층을 형성하며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노인세대가 만족한 삶
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회 또한 건전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령사회의 노인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생활안정과 사회적 욕구충족, 생활상의 문제 예방과 같은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
을 시도하고 있다.
노년층의 인구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인교육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고령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정책 수요자인 노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한정란 2015)는 노인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 수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음악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복지관, 노인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 개설된 노인음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된 반
면 노년층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뉴 실버 세대(New Silver)를 위한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다. 노년층에서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 뉴 실버세대는 1945년 전후에 출생한 베
이비 붐 세대가 최근 은퇴를 맞으며 생겨난 새로운 계층을 말한다. 또한 이들은 기존 노인세대가
가지고 있는 소극성을 탈피하고 보다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에 해
당한다(서초미 2016).
노인음악교육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관,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노인음악
교육의 실태에 대한 것이다(박은숙 2012; 손선숙 2014; 조인서 2012). 하지만 이들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노인세대를 위한 음악교
육의 중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음악활동이 노인들에게 미치는 다양한 효과(치
매방지, 치료효과, 우울증 예방)를 밝히는 연구도 다수를 차지하나 일반적인 노인음악교육보다는
음악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박정숙 2012; 오서연 2016; 이인용 2000).
그 밖에 뉴 실버 세대의 음악교육 현황을 조사한 연구(서초미 2016)가 주목할 만하나 복지관에
개설된 음악교육강좌의 종류와 비율만 살피고 있어 실제적인 음악교육의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제
공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관의 음악교육 강좌에 있어 연령대에 따른 참여자의 현황도 파
악하지 않아 이들이 뉴 실버 세대에 속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평생교육의 철학적 기능까지 살핀 연구(박부경
2018)는 노인음악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여 지금까지의 노인음악교육에 대한 연구와 차별
화된다.
다른 나라의 노인음악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독일의 노인음악교육을 연구한 자료(김은애 2017)
가 유일하다. 김은애는 독일 노인교육정책의 방향과 실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논문의 제목
이 말하는 독일의 노인음악교육 현황이나 실제적인 음악교육 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는 논하지 못
하였다.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한 연구와 노인음악활동의 의미를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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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연구(김희선 2016; 민경훈 2016; 한정란 2015)는 다가오는 시대를 대비한 노인을 위한 음악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노인음악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뉴 실버
세대의 음악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밖에 노인대학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에서 담당강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강생들의 학력에 따른
이해수준의 차이가 심한 경우와 음악교육을 위한 모델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나 학습교재가 부족
한 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샛별 2017). 이는 노인음악교육에 있어서 노인들
의 연령이나 학력에 따른 프로그램이 세분화 되어야 함과 동시에 노인음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노인 음악교육의
현황을 토대로 뉴 실버 세대가 음악교육에 기대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음악교육
의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음악교육 프로그램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 노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뉴 실버 세대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과 노인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음악교육의 실행방안은 문화예술교육의 다양
성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뉴 실버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들을 위한 음악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노인에 대한 개념은 각 나라의 문화와 견해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뿐 아니라 노인의 기준 연령
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만 65세 이상을 법정 노인연령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 3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 연령은 평균 72.5
세로 집계되어 실제로 느끼는 노인의 연령은 65세보다 7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조사했을 때보다 1.5세 더 늘어난 수치이며 특히 응답자 10명 중 4명은 75살부터 노인이라고
느낀다고 답하였다1). 전체 인구의 수명이 늘고 노인의 비율이 커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법
정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논의도 이미 있어왔다(매일경제, 2015. 05. 28.).
과거의 일반적 개념에 따르면 노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소극적이며 자식에게 의지하여 사
는 세대, 시간은 많으나 할 일은 없고 문화생활과는 거리가 먼 세대를 의미했다. 또한 노인에 대
한 정의는 연령뿐 아니라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의 상호작용까지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이란 신체적 나이와 함께 사회적 지위 및 경제
1) (2019. 1. 9일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12021&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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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위의 상실까지 고려한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권순호 2010). 이러한 ‘노인’이라는 부정적
인 개념에 대비하여 ‘실버’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실버세대는 특별히 직장에
서 퇴직한 뒤 연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생활하거나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
을 일컫는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오늘날의 새로운 이해에 따르면 1945년을 전후로 출생한 만 65세에서 70
세 전후의 노년층을 ‘뉴 실버 세대’라 일컫는다. 서구에서 뉴 실버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전통적인 노인 상에서 벗어난 모습을 가리키는 용어로 등
장 하였다. 이렇게 등장한 뉴 실버 세대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데 무엇보다 경제력을 갖
춤으로써 기존의 실버 세대와는 달리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세대를 일컫는다. 또한 사
회를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세대의 중간층으로써 세대 간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
한 세대라고도 설명된다. 그 밖에 뉴 실버 세대를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이라고 정의되는데
퇴직 전후의 55세~65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으로 독립적인 여가의 삶을 영위하는 세대라는 의
미이다(허원회 외 2012).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베이비부머(1955 1963년생) 세대들이 노인세대에 진입하기 시작하면
서 뉴 실버 세대의 연령층이 두터워지고 노인세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독립적
인 경제력을 가지며, 일자리를 개척하고, 그동안 사회에서 쌓은 경험과 삶의 지혜를 사회에 돌려
주기 위해 노력한다. 또 스포츠·여행 등 건강과 여가를 즐기기 위한 동적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
여 이전의 노년층의 부정적 개념을 극복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생리학적 나이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젊다는 의식을 가지며 자식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한다. 특히 이전의
노인세대에 비해 교육수준과 문화향유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복지에 대한
기대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매우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그동안 최저생활 보장인 잔여적 복지(residual welfare)에 주력하였
다. 이는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에만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으로 빈곤층, 독거노인 등 일부를 위
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과거에 비해 월등
히 좋아졌으며 학력의 신장과 경제력을 갖춘 뉴 실버 세대들이 점차 노년층을 형성하기 시작하므
로 이를 대비한 새로운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회변화로 인해 복잡 다양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81년 6
월 노인복지제도가 제정되었다. 그동안 22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저소득층 위주의 수혜복지를
벗어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노인복지제
도에 속하는 노인복지서비스에는 여가활동 지원, 노인 놀이문화 서비스 등이 있는데 경로당, 복지
관, 노인교실, 지역 주민 자치센터 등을 활용한 노인 교육사업 및 여가지원 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이주은 박명숙 2012). 노인 복지정책 중에서 독립적인 정책으로서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교
육’이 시작된 것은 2006년이다. 이전까지는 노인을 위한 별도의 문화정책은 없었고, 노인을 위한
건강 및 경제 관련 문제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복지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는
국민연금(1988), 노령수당(1991) 등의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약간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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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정도로서 노인을 위한 별도의 문화정책이나 문화프로그램은 부재했음을 의미한다. 유일하게
진행되는 노인복지 문화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체조, 노래교실, 사군자교실,
탁구, 전통문화와 체육 등과 같은 단순 강습형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노년기는 사회적으로는 은퇴기에 해당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가시간이 연장되는 시기이다. 따
라서 건강과 경제력을 갖춘 노인에게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는 연장된 여가시간에 자아실현과 사회
성 회복 등의 차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는 단지 건강하고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만 해당하
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이기도 하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노인자
살율의 증가는 사회적 소외감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는 노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소통관계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노인들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복
지차원에서 권장되어야 할 분야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새로운 복지개념은 기존의 기본적인 사회보장 차원을 넘어 교
육, 여가, 문화생활에 대한 문화복지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노인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
육지원법에서 세분화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4조는 “각
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 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
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노인을 위한 문화
예술교육 활동 지원정책이 있으며 그 가운데 음악관련 프로그램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인음악교육의 양상은 음악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력하기보다 노인들의 여가
활용, 사교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와 달리 높은 학력과 경제력을 갖춘 뉴 실버
세대들은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보다 수준 높은 음악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받기를 원한다.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추진되다가
2006년에 처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노인을 위한 독자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서울문화재단에
서 2008년부터 운영하는 노인 특화 시민문화예술교육인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문화관광부 인문정신문화과 소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노년주도적 문
화교육 프로그램인 ‘인생나눔교실’ 사업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인생나눔 교실은 사회
의 여러 분야에서 은퇴한 이들이 ‘멘토 봉사단’으로 참여해 아동, 청소년, 군인 등의 젊은 세대와
함께 인생 경험과 삶의 지혜를 나누며 서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문 멘토링’ 사업이다
(https://www.jungle.co.kr/magazine/19299).
이처럼 우리나라도 몇몇 문화재단이 수준 높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으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널리 홍보되지 않아 소수만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몇몇 사설 단체
가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강좌도 수강료가 매우 비싸다든지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지 않는 등 폐
쇄적인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밖에 일부 대학에서 일부 강좌를 노인에게 개방하여 교육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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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양과목 중심의 한정된 강좌만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뉴 실버 세대를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노인음악교육 현황과 노인 문화예술교육 복지정책을 비교적 먼저 시작한 독일의 노인음악교육 현
황을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뉴 실버 세대의 문화예술교육과 음악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음악교육기관으로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교육강좌, 대학의 평생교육원,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각 지역의
문화센터 등이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제외한 프로그램은 노인만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장에서는 노인복지관과 대학 내 평생교육원에 대한 선행연구의 사례들을 살피고 음악교육 현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노인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인복지관의 음악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의 연구자료(박부경 2018)를 참고하였다.
서울시에 개설된 노인복지관 중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18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총 39곳이다. 이 39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분야 중
음악영역은 14곳(35%)에서 총 154개의 프로그램으로 집계되었다(박부경 2018). 이처럼 음악분야
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음악이 가장 선호되는 영역임을 의미한다. 노
인복지관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수업과 동아리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동아
리는 자율적 동아리 모임, 교육한 내용을 심화하여 지도하는 심화반, 봉사활동과 연계하는 동아리
등으로 나뉜다. 이는 노인음악교육 프로그램의 학습형태가 학습자 주도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 음악교육의 내용은 개설된 프로그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음악장르별로 보면
대중가요가 가장 많고 국악, 클래식, 기타 순으로 나타난다. 국악 프로그램으로는 민요와 판소리
의 가창과 가야금, 장구 등의 국악기, 국악앙상블 등이 마련되어 있다. 클래식 강좌는 주로 가곡수
업이며 기타 장르로는 음악감상과 기초이론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음악강좌의 분류 기준을 가창
과 기악으로 했을 때 악기연주 프로그램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악기연주 프로그램의 경우
수업준비와 연주가 쉬우며 악기구입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은 우쿨렐레, 하모니카, 오카리나와
같은 단순악기의 선호도가 높으며 그 밖에 타악기, 통기타, 아코디언, 색소폰 등의 프로그램도 개
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박부경 2018).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내용면에서 살펴볼 때 대중가요나 수월하게 배울 수 있는 단순악기 프로
그램이 주를 이루는 반면 장기간의 학습과정으로 심화할 수 있는 과정이나 음악연주에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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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악이론 강좌 등은 드물게 개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준별로 세분화된 악기연주 강좌
와 작품반을 개설하여 대회 참가나 봉사, 공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회참여와의 연계를 추구
하는 강좌들도 있지만 그 수는 매우 한정적이다. 이러한 강좌의 개설은 노인 음악교육 프로그램
이 단순 악기강좌나 수동적으로 수업만 듣고 머무는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도모하는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노인복지관의 음악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예술강사인 경우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받는 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음악교육 프로
그램이 문화예술교육의 성격을 띠는지 여부도 불분명했다.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취지
에 맞는 극소수의 강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강좌는 특별한 준비나 취지 없이 많은 수의 인원을
수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 가요교실, 가곡교실, 합창, 단순악기 강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박부경
2018; 서초미 2016). 노인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의 강사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과정
에서 느낀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는 수강생들이 교양강좌로서 보다는 흥미위주의 강의를 선호한다
는 점과 수강생들의 학력이 달라 이해 수준의 차이가 심하다는 점으로 나타났다(이샛별 2017). 이
러한 현상은 고학력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춘 뉴 실버세대의 요구나 변화에 발맞춰 다양하고 전
문적인 음악강좌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또한 노인학습자들도 강사들로부터 흥미로운 수업과 다양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경윤 2019). 노인 복지관에 개설된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이외에 참여
자들의 연령과 학력을 조사한 통계는 뉴 실버 세대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가 된다.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령대는 60대가 70대에 비해 현저하게 적
은 수임을 보여준다. 또한 학력 면에서도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는 매우 적은 비중을 차
지한다(한수정 2018). 이러한 통계자료는 뉴 실버 세대에 속하는 상대적으로 젊은 고학력자들이
노인 복지관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중이 적음을 말해준다.
노인 복지관 이외의 노인음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대학 내의 평생교육원이 있다. 노인
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평생교육원은 일반적으로 대학생
뿐 아니라 일반 성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 중에서도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교
육과정으로는 노인교육 전문가 과정과 기타 교양 및 여가 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교육과학
기술부에서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크게 늘고 있는 고령자들의 평생학습욕구를 해소하고 활기찬
노년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위하여 2002년부터 대학들의 협조를 얻어 고령자에 대한 대학 부설 평
생교육원의 할인 및 무료 이용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강좌가 노인복
지나 노인건강, 노인여가과정, 노인교육 및 노인교육지도자 전문교육과정의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음악교육 프로그램2)을 살펴보면, 서양 기악 프로그램, 가창 그리고 우
리나라 전통 음악에 바탕을 둔 민요, 판소리 가창과 국악기악 등의 강좌가 있다. 가창 수업은 주

2) 이 경우 노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성인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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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요 부르기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기악 수업은 몇 개의 서양 클래식 악기와 대중악기
수업으로 구성된다. 국악으로 분리된 수업에서도 판소리와 민요 부르기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국악가창은 매우 단조로운 내용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욕구를 지
닌 노년기 성인이 증가함에 따라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 프로그램이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어
노년기 성인의 학습욕구와 사회 참여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노진
자 2012; 유하영 2012).
그 밖에 대학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형태로서 ‘명예학생제도’가 있다. 현재 경북대학
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예학생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다. 경북대학교는 지역사회발전과 국가발
전에 공헌한 정년퇴직자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형태로 1995년 2월부터 대학의 학부강좌를 55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공개강좌형태로 개방하
고 있다. 그러나 명예학생으로서 대학생들과 함께 수강할 수 있는 강좌는 교양과목으로 제한
되어 있으며 음악강좌는 국악의 이해, 음악의 이해와 같은 이론강좌에 국한되어 있다
(http://knusys9.knu.ac.kr/clcd/clcd/hmpg/viewContents/contents.action?menuParam=401). 결국 성인
혹은 노인을 위한 강좌를 마련하기보다 기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개방한 형태로서 진
정한 의미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과 대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실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재한 점이 아쉽다.

독일은 1970년대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일찍부터 준비한 나라이다. 1990년대부
터 예술교육의 영역으로 확대된 독일의 노인교육에 대한 선구적 사례는 우리나라 노인교육에 매
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사회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여 의식주와 의료비 등의 부담
이 적어 노년의 여유로운 삶이 보장된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맞추어 독일사회는 건강하고 여
가시간이 많은 노인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노인교육제도로는 시민대학(Volkshochschule)과 일반대학의 정식 학부수업을 개
방하는 ‘실버대학(Studium im Alter)’의 두 가지 형태를 들 수 있다. 시민대학은 평생교육원, 성인
교육원의 개념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교육기관의 하나이며 재정적 지원은 지방정부가 담당
한다. 이곳에서는 성인, 특히 노인들은 언어, 건강, 여행, 스포츠, 문화예술 영역의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다. 그 중 음악분야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각 영역
별로 실기와 이론 강좌가 폭넓게 개설되어 있다(https://www.volkshochschule.de/). 하나의 예로서
베를린 시민대학의 음악강좌를 살펴보면 다양한 음악실기(성악, 아프리카 드럼, 각 악기별 수업,
스마트폰 음악 등)와 음악이론(오페라 방문, 화성학, 음악이론입문) 또한 높은 몇몇 강좌들은 희망
자가 몰려 대기자 명단을 받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을 만큼 수요도가 높은 경우도 있다
(https://www.vhsit.berlin.de/VHSKURSE/BusinessPages/CourseLis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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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형태인 실버대학은 기존의 대학들이 각 전공별 강좌를 노인들에게 공개하여 젊은 대학
생들과 함께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일반적인 대학의
수업으로 젊은 대학생들과 아무런 구별 없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 세대 간 융합 혹은 교차 교육
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교육형태는 노인이나 젊은이 두 계층 모두에게 적
용되는데 예를 들면 노인을 위한 특별 교과목들이 젊은 학생들에게도 정규 과목으로 인정되고 있
다. 이는 대학이 추구하는 학문, 연구, 교육의 가치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유익하게 적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을 위한 대학교육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대학생들을 포함한 모
든 사람들에게 개방하여 국민들의 평생학습권을 국가가 보호함으로써 대학의 역할을 완수해내고
있기 때문이다(김은애 2017).
또한 종합대학과는 별도로 독립된 교육기관인 음악대학(Musikhochschule)도 노인들이 실기를
전공으로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도 노인들은 일반대학생과 같은
수준의 음악교육을 제공받는다. 이렇듯 대학의 다양한 음악과 강의에 노인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는 고학력 노인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며 소속감과 사회참여의식을 높여준다. 이를 통해 노
년에 나타나는 소외감이 해결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행복감의 증진에도 이바지한다
(https://bildung-ab-50.de/seniorenstudium/musik/).
그 밖에 음악대학과 시립음악학교(Staedtische Musikschule) 또는 사설단체가 운영하는 노인합
창단은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음악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이 또한 독일 노인음악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베를린 징 아카데미(Berliner Singakademie)
와 바이에른(Bayern)주의 노이보이에른(Neubeuern)3) 합창단을 들 수 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
은 이 합창단은 아마추어 합창단으로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한 합창단
내에서 연령별 구분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노래함으로서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소통이 자연스
럽게 이루어져 다음 세대를 위한 합창단이 지속적으로 양성될 뿐 아니라 세대 간의 단절을 방지
하여 사회통합의 차원에서도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렇듯 독일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벗어나 노인
들의 삶이 의미 있도록 학문적, 음악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음악을 통한 세대 간 통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사회성 발달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적, 음악적 능력의 발전을 도모하
는 노인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식과 노인들에게 나타난 성과는 우리나라의 노인음악교육의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의 노인음악교육 현황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강좌의 질적 수준
이 전반적으로 초급교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노인 복지관과 평생교육원의 강좌들은 저렴한 비용과 용이한 접근성이란 장점을 갖고
3) 노이보이에른 합창단은 지휘자 구텐베르크(Enoch zu Gutenberg)의 사망 이후 2018년 8월에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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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소수의 심화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오히려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가진
수요자들에게 역차별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은 고학력의 뉴 실
버 세대들의 욕구(김택환 2018)를 반영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
유이다.
먼저 노인 복지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모든 연령대 노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공통적
으로 건강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대가 낮은 뉴 실버 세대의 의견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며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노인들의 복지관 음악교
육 프로그램 수강현황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서울시 소재 한 노인종합 복지관의 음악교육
프로그램 방문자의 연령대를 조사한 자료에서 60대는 22.8%인 반면 70세 이상은 77.2%로 비교
적 젊은 노년층은 복지관 방문을 즐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생들의 학력을 조사한 자
료에 의하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력 이상의 수강생은 25.1%에 불과하여 고학력의 노인들 참
여도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한수정 2018). 그 밖에 지도강사에 대한 요구에 있
어서도 노인들은 경험이 풍부하며 비슷한 연령대 또는 50대를 가장 선호한다고 나타났다. 이 사
실은 뉴 실버 세대 중에서 음악교육 경험이 있는 자를 강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뉴 실버 세대는 수동적인 강의중심의 프로그램보다 실습과 견학 중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반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이들은 이론적, 학문적 욕구가 높으며
사회적 활동, 사회적 관계 맺기 등 사회와의 적극적 교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나. 이는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능력향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소통하고 사회
의 한 일원이 되는 것에 관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뉴 실버 세대가 프로그램에 갖는 불
만사항으로 획일적인 교육시간을 언급하였는데 이들은 다양한 시간대 특히 저녁시간대를 희망하
였다(김정엽 2010). 이러한 사항은 뉴 실버 세대를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저녁시간대에만 참
여가능한 직장인 또는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
사한다. 또한 연령대가 낮은 노인들은 음악과 신체활동의 병행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
며 음악감상 활동에서 음악과 동작의 병행이 긍정적 느낌을 준다고 하는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
다(송주승 2006). 이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신체활동을 적극 수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해준다.
노인들의 음악적 선호도 조사에서는 실기 중심의 수업과 가요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노인들의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상
대적으로 낮았다. 예를 들면 노인들의 음악적 선호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대중음악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이른바 뉴 실버세대에게서는 고전음악에 대한 선호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김경혜 2003; 한수정 2018). 음악장르별 조사에서도 연령대가 낮은 노인일수록 클
래식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이영선 2016). 이러한 결과는 뉴 실버세대를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기존의 대중가요 중심의 레퍼토리에서 벗어나 클래식 음악과 현대음악 그리고
새로운 음악을 수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향은 2016년도 노인
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노인들의 클래식 음악 관람률은 60대가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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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70대는 1.5%로 뉴 실버 세대의 클래식 음악 선호도가 연령대가 높은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한수정 2018).
이상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 노인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취미위주와 여
가활용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고학력 뉴 실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
으로 거론될 수 있다. 또한 취미교실에서 배운 단순한 교육내용은 그 활용도와 만족도가 매우 낮
기 때문에 뉴 실버 세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주목된다.
고학력 고령자를 위한 교육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도 노인교육에 있어서 정보화 교
육과 인문학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들의 욕구는 무조건적으로 오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점차 인간답게 사는 즉, 삶의 질
에 대해 성찰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관심이 변해가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점을 인문학에서 찾고자 하는 시대적 기류가 반영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이영준 2015). 뿐만 아니라 고학력 노인일수록 평생교육기관의 선택기준에서 강사
의 질이나 교육기관의 수준을 중요하게 여기며 비용이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여
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엽 2010). 노인음악교육은 이제 양적팽창의 차원에서 벗어나 질적 성
장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한 예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을 띠는 풍월당 아카데미
(http://www.pungwoldang.kr/bbs/board.php?bo_table=basic_gallery&wr_id=1464)는 고전음악 감상
과 해설 강좌로 유명하다. 이 강좌의 수강생은 주로 중 고령자로 구성되는데 꾸준히 그 숫자가 늘
어난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띤 교육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를 읽을 수 있다.
노인음악교육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뉴 실버세대의 음악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욕구사
항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기를 원한다. 특히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가요와 단순
악기 중심으로 개설되는 것에 비해 이들은 클래식 음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설되는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수동적인 강의 형태보다는 실습
과 견학 중심의 강의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의 교류를 희망한다.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고 참여와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프로그램이 인문학과 연계되어 삶에 대해 성찰하기를 희망한다.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뉴 실버 세대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네 가지 욕구사항을 반영
한 새로운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이를 적용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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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뉴 실버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은 레퍼토리의 확장과 내용
의 질적수준 향상을 통한 다양성 확보,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의 기회제공, 세대통합 프로그램 활
성화, 인문학의 연계인 네 가지 항목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희망에 따라 레퍼토리의 확장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가요중심, 간단한 악기 연주 중심에서 벗어나 클래식, 현대
음악, 재즈, 뮤지컬 등 다양한 영역의 음악을 프로그램에 수용하고 단순한 제창 이외에도 여러 가
지 다른 방식으로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음악교육 프로그램
은 전문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므로 많은 연습과 테크닉을 요구하는 합창과 같은 활동 이외에
돌림노래, 푸가, 재즈, 랩 형식 등을 포함한 악곡을 경험하게 함으로서 레퍼토리 확장과 더불어 프
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문학적 내용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
는 것과 대학의 실기수업을 개방하는 것이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뉴 실버 세대들은 기존의 취미
나 오락 위주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에서 지적 욕구를 만족하지 못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
은 노인들에게 대학의 수업을 개방한 형태인 ‘시니어대학(Studium fuer Senioren), ’노인대학
(Studium im Alter)‘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함으로서 노인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 공동체
에 소속감을 갖도록 하고 젊은이들과 소통의 기회도 갖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에
서도 대학의 수업을 노인들에게 개방하는 곳이 있지만 교양강좌 정도로 기회를 제한하는 데 머무
르고 있다. 대학 내의 보다 많은 강좌와 노인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연계된다면 노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둘째, 개설되는 프로그램에 능동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욕구를 반영하여 수요자의 적극적인 참
여와 활동의 기회를 포함시킨다. 이는 뉴 실버 세대가 수동적인 강의 형태의 강좌보다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선호한다는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단순히 수강하
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음악교육 프로그램과 다른 영역과 연계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을 생각할 수 있다. 뉴 실버 세대는 신체움직임을 동반한 음악활동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송주승 2016, 한정란 2015) 신체움직임을 포함한 음악활동(노래부르기, 음악 감상 등) 프로그램
을 구상할 수 있다. 학교 음악교육현장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에는
달크로즈 교수법의 유리드믹스 즉, 신체움직임을 적용한 사례가 매우 많다. 그러나 노인음악교육
에서 신체움직임을 적용한 사례는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만이 주를 이룬
다. 따라서 뉴 실버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정적인 분위기의 소극적인 활동이 되기 쉬운 클
래식 음악감상 프로그램에 새로운 방안으로서 신체활동을 연계한 감상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 특
히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예술 활동의 분야는 무용으로 나타났는데(한정란 2015), 이러한
통계는 음악과 무용을 접목한 새로운 음악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뉴 실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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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교적 신체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는 활동적인 세대이므로 가벼운 움직임부터 빠른 움직
임까지 다양한 신체움직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노래부르기 활동에 자신이 만든 타
악기 리듬반주를 추가하여 노래부름으로서 능동적인 참여를 촉구할 수 있다.
셋째,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의 행사에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하는 뉴
실버 세대의 기대를 반영하여 사회적 교류를 위한 세대 통합적인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노인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노인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상하는 것과 음악대학의 실기강좌를 노인에게도 개방하
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기도 하
다. 이를 통해 노인에게는 사회적 교류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경험이 많은 노인
과의 관계를 통해 배려심, 간접경험, 장래에 대한 준비 등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대로 대학은 뉴 실버 세대를 위한 강좌를 통해 학문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노
인들에게 소정의 학비나 기부금을 받음으로 재정적 자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
학은 점차 고학력화 되고 사회참여욕구가 있는 노인들의 필요에 부응하여 지적 욕구 충족의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
을 것이다. 게다기 노인과 대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으면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평
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유하영 2012). 그 밖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젊은
이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젊은 세대들이 즐겨 부르고 듣는 음악을 노인들이 부르기
쉬운 음악으로 편곡할 수 있다. 그 예시로서 빠른 비트와 복잡한 리듬의 노래를 느린 템포로 변형
하고. 높은 음역대의 노래는 조옮김하거나 높은 음을 화성에 맞게 낮춰 부르게 할 수 있다.
또 노래부르기 강좌의 제목을 노래 교실, 가요교실, 가곡교실과 같은 명칭보다 새로운 아이디어
를 반영한 명칭을 사용하여 기존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예시로 ‘뉴
레트로 콰이어(New Retro Choir)’, ‘영화 속 그 음악’, ‘All세대 콰이어’ 등을 사용하면 보다 구체
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일상적 삶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를 한 강좌에 모집
하여 합창단을 구성하고 각자의 음역에 맞는 성부를 배정하여 부르게 한다. 같은 곡이라도 세대
별 음악적 취향을 고려하여 고전적 합창, 템포의 변화, 간단한 오스티나토 반주 등을 첨가한 다양
한 방식으로 부르거나 교대로 서로 주고받으며 부르는 방법도 시도할 수 있다.
넷째, 음악교육 프로그램과 인문학의 연계를 희망하는 사항은 음악감상, 음악사, 음악해설 강좌
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음악 감상 강좌로서 악곡을 감상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동시대 문화와
역사도 함께 학습하는 등 다른 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도 기대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음악사 강좌에 각 시대별 문화사, 미술, 건축, 문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아우르는 인문학 강의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다. 이는 뉴 실버 세대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론적, 학문적 욕구를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함과 동시에 다른 영역(미술사, 역사)을 연
계한 통합형 프로그램과 첫 번째 방안인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통합교육적인 측면이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노인복지의 개념에 따라 노인음악교육 프
로그램이 단순히 음악 외적인 기대효과보다는 문화예술 향유능력의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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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여가생활이나 사회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실제적인 문화예
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 그림은 노인음악교육의 현황과 뉴 실버 세대의 음악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적용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인음악교육 현황

뉴 실버 세대의 욕구

새로운 음악교육 프로그램 방안

〔그림 1〕뉴 실버 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음악교육 프로그램 적용 방안
지금까지 뉴 실버 세대를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실제적인 방안
을 고찰해 보았다. 문화예술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개인이 사회제도 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
는 객관적 교육과 문화예술향유 능력의 향상을 통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주관적 교
육이 통합된 것이다(김은애 2017). 본 장에서 제시한 네 가지 적용방안은 세대통합 음악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 객관적 교육의 목표를, 다양한 음악교육 프로그램과 인문학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
해서 주관적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새로운 음악교육 활동으로서 ‘모든 세대를 위한 노래부르기’, ‘신체움직임을 포함
한 음악 감상’, ‘인문학으로서 음악사’의 세 가지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음악교육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학습자의 관심과 욕구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학습과제가 자신의 관심과 부합되고 현재 자신의 삶에 친숙하고 중요한 의
미를 가질수록 학습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음악교육은 일정한 교육과정이나 교육
목표를 따르기보다는 현재의 삶과 관계를 맺도록 하며 이를 위해 세부 교육내용과 난이도가 조정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세 개의 지도안 형식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뉴 실버 세대 음악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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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진행을 위한 실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

모든 세대를 위한 노래부르기는 새로운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방안 첫 번째인 레퍼토리 확장을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두 번째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의 기회제공, 세 번째 세대통합 프로
그램 활성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모든 세대가 한 강좌에서 함께 노래부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노래부르기 프로그램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악곡선정의 기준이다. 이는 무엇보다 학습
자의 관심과 욕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악곡에서 가사의 내용은 부르는 이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뉴 실버 세대들이 선호하는 음악에서 가사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악곡을 선정할 때 음악의 난이도나 음역과 더불어 가사의 내용도 고려해야 한
다. 뉴 실버 세대들이 10, 20대였던 70, 80년대 즐겨 부르거나 들었던 가곡, 클래식 악곡 또는 리
메이크 된 악곡 중에서 이들의 음악 선호도와 음악적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하는 것이 좋다(박수
경 2015). 그러나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뉴 실버 세대 뿐 아니라 젊은 세대도 함께 공감
할 수 있는 악곡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노인들의 음악적 특성을 파악하여
연령별, 학력별, 성별에 따른 선호도와 음악적 수준을 파악한 자료는 새로운 노인음악교육 프로그
램의 내용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실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음역대를
조사하는 것, 선호하는 음악과 문화예술 활동 등은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기본적인 고
려사항에 해당한다.
뉴 실버 세대에게 적합한 음악을 선정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음악적인 요소는 리듬, 가락,
빠르기이다4). 너무 빠르지 않고 리듬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경쾌한 악곡이 적합하다. 예를 들어 셋
잇단음표, 겹리듬, 당김음이 많은 경우 곡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가락의 경우 너무 높지
않은 음역대(F#3-A#4)의 악곡이어야 하며 음역이 너무 높을 경우 조옮김을 하거나 가락을 수정하
여 부르도록 한다. 그러나 뉴 실버 세대의 경우 노인의 음역보다 높은 음역의 노래도 가능하다.
뉴 실버 세대의 음악적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클래식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반영
하여(이영선 2016) 클래식 악곡 중에서 친숙한 곡을 선정하는 것도 좋다. 기존의 클래식 가곡, 합
창곡 또는 오페라 아리아 이외에 기악 음악의 주제가락을 성악곡으로 편곡하거나 주요 선율에 직
접 가사를 만들어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적인 가요 중심, 가곡 부르기 강좌와 차
별화를 이루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이룰 수 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예시로 제시하는 노래부르기 프로그램은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의 주제가
락에 가사를 붙여 합창곡으로 바꾼 것이다. 이 곡은 감상곡으로서 뿐 아니라 가요와 팝송에 삽입
되어 뉴 실버 세대와 젊은 세대, 청소년에게도 매우 친숙한 악곡이다. 프로그램의 제목은 ‘All 세
대 공감 노래부르기’로 명하였다. 초반의 느린 리듬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뉴 실버 세대가 노래하
지만 점차 빠른 리듬으로 진행할 때 젊은 세대가 부름으로서 한 악곡을 함께 부르기 위한 곡으로
4) 뉴 실버를 제외한 다른 세대, 청소년, 대학생, 성인은 뉴 실버 세대에 비해 빠른 리듬의 악곡, 높은 음역대의 악곡
을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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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하였다.5)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예시 프로그램에서는 캐논 변주곡의 주제 가락을 뉴 실버 세대가 부르기
적합한 음역을 고려하여 다장조 곡에서 내림 가장조로 낮췄다. 또 다른 예시로서 뉴 실버 세대가
경험한 88년도 서울 올림픽의 주제곡인 ‘손에 손잡고’의 가사6)를 주제가락에 붙여 합창곡으로 바
꾸었다. 각 파트를 정하여 푸가 형식의 악곡을 세 번째 줄의 높은 음역은 젊은 세대가, 낮은 음역
은 뉴 실버 세대가 부르도록 하였다.
지도안의 교수학습활동의 내용은 새로운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적용방안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단원(제재)

All세대 공감 노래부르기

차시

2/2

제재곡

캐논변주곡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 주제가락을

학습 주제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 부르기(돌림노래 형식, 랩형식, 빠른 템포로 변형)

필요교구

캐논 변주곡 편곡악보, ‘손에 손잡고’ 노래 가사 가사, 동영상, 타악기

및 자료
단계

교수-학습 활동


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취향을 위해 maroon 5의 음악

‘memories’ 또는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들려주고
도입

곡에 사용된 캐논 변주곡의 멜로디를 찾는다.


그밖에 캐논 변주곡이 사용된 음악에 대해 이야기 한다.



‘88년 올림픽 주제곡 '손에 손잡고’를 들려준다

프 로 그 램 에 자료 및 유의
의 적용방안 점
레퍼토리 확 시력이 안 좋은
장 통한 프로
그램의 다양
성 실현

노인을

위해

PPT 악보를 크
게 준비한다.

다장조 악곡을



‘손에 손 잡고’ 노래의 가사 소개, 유래 발표 및 설명

내림 가장조로



강사가 준비한 캐논 변주곡 편곡 악보의 주제가락 가사

조옮김한 악보

‘손에 손잡고’를 읽는다.

제공

 다함께 리듬에 맞춰 가사를 읽는다.
전개



음역에 맞게 파트를 정한다.



각 파트별로 자신의 주제가락이 나올 때 음악에 맞춰 가
사를 읽는다.

적극적 참여,
활동기회

가사 낭독시 제
재곡을 배경음
악으로 한다.



빠르기를 다르게 해서 가사를 읽는다.



주제 가락을 따라 부른다.
가락을 듣고

5) 이 노래부르기 방법은 여러 가지로 변형할 수 있다. 여러 세대가 통합된 팀을 나눠서 부르거나 뉴 실버 세대가
빠른 리듬의 부분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6) 가사는 상황에 따라 다른 주제의 가사로 바꾸어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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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기로 지
도한다. 인지
적 기능의 감
소를 고려해
여러 번 반복
한다.
합창을 여러
번 경험하기
위해 프레이
즈별로 합창
하게 한다.



리듬이 빨라지는 부분은 젊은 세대가 맡는다.

첫 장만 연



이때 뉴 실버 세대는 손뼉 또는 타악기로 리듬반주를 한

습하고

사



다.

세 대 통 합 정에 따라
리듬반주에 맞춰 젊은 세대들이 랩 가사를 만들어 노래 음악프로그 진도를 나
한다.
램 활성화
간다.



세대를 혼합한 조로 돌림노래와 랩을 함께 연주한다.

 노래를 익힌 후 빠른 템포로 부른다.
젊은 세대는

정리



감상시간에 적용한 신체움직임도 병행하며 부른다.

빠른 신체동



다음 시간에는 주제가락에 가사를 만들어 부를 것을 예고한다.

작을 자유롭
게 한다.

악곡의 뒷부분에서 리듬이 빨라지는 부분에서 타악기 리듬반주와 말 오스티나토를 넣어 반주한
다. 윗성부의 빠른 리듬은 젊은 세대가, 아래성부의 느린 리듬은 뉴 실버 세대가 연주하도록 한다.

〔악보 1〕 리듬 오스티나토 반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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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리듬의 변화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하여 파트를 배정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세대간 격차를
부각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베시된 방법을 반대로 적용해볼 수도 있다. 빠른 리듬을 뉴 실버 세
대가, 느린 리듬을 젊은 세대가 연주하게 함으로 다른 세대와 인식 공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한 악곡을 젊은 세대와 뉴 실버 세대가 함께 노래함으로써 음악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세대 간
통합을 이루고 기악곡의 주제가락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고 직접 가사도 지어 부르게
함으로서 레퍼토리 확장과 적극적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합창 경
험이 있는 이들에게 더 적합하지만 무경험자도 함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첫 수
업만으로 노래부르기에 익숙해지기 어려울 경우 악곡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부르거나 여러 번의
수업으로 반복할 수도 있다.

신체움직임을 포함한 감상활동 제재곡으로 앞서 노래부르기 프로그램과 같은 악곡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을 선정하였다. 이 곡은 뉴 실버 세대를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적용방안으로 제
안한 두 번째 항목인, 적극적인 참여 희망과 네 번째 항목인 인문학과의 연계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음악 감상 프로그램과 차별화 되는 부분은 첫째, 수동적 활동이기 쉬운 단순 음악 감상에
서 벗어나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수용한 점, 둘째, 음악 감상에 앞서 작품이 생성된 시기의 역사,
문화, 미술, 건축 등을 비교함으로서 인문학적 내용과 연계한다는 점이다.
먼저 음악을 듣고 캐논의 개념을 익힌 후에 캐논기법에 맞는 신체 움직임을 표현한다. 즉, 한
팀이 주제가락에 어울리는 신체움직임을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팀이 자신의 성부에서 주제가락
이 나올 때 신체움직임을 모방한다. 또는 지도안의 전개부분에서 명시한 것처럼 리듬의 변화에
따라 신체움직임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시도할 수 있다.

단원(제재)

캐논 변주곡 감상

차시

1/2

대상

60대

학습 주제

캐논 변주곡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신체로 표현하며 감상한다.

필요교구
및 자료

캐논변주곡 음원, 공, 리본

단계

교수-학습 활동

프로그램에 자료 및 유
의 적용방안 의점

도입

영화 ‘엽기적인 그녀’ 배경음악, 광고음악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배
경음악
적극적인
LG 전자:https://www.youtube.com/watch?v=QdYGyPF9dvY 광고 혹 참여
은 영화 속 장면을 보여준 후 들은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개

음악을 충
작곡가 파헬벨(Johann Pachelbel 1653-1706)에 대해 알기, 작곡가가
태어난 시대와 나라의 문화, 역사 함께 알아가기(독일 초기바로크 인문학적 내 분히 들려
음악,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 특징, 당대 독일의 역사, 건축, 미술의 용과의 연계 준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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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을 감상한 후 ‘캐논’의 개념을 설명한다.
악곡의 특징과 연계한 신체표현 예시:
- 지휘하며 감상하기

강사가 먼
저 신체표
현을 느린
템포로 음
악과 함께
수요자 중심 시범
음악교육 프
한 동작을
로그램
여러 번 반
적극적인 활 복한다.
동과 참여 한 동작이
익숙해 진
기회 제공
후에 다음
동작으로
이동한다.
- 2분 음표와 4분 음표, 8분 음표를 걸음으로 표현하며 느끼기.
- 박자의 차이를 알고 감상하기, 템포가 빨라짐에 따른 신체표현 구
상하기, 음악에 맞춰 걷기
-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손뼉 치기, 손끝으로 치기, 손바닥으로 치기,
마주 잡고 돌리기
- 악상이 변할 때 파트너 바꾸기
- 규칙적인 박안에서 손으로 신체부위를 두드리기, 양손으로 서로
다른 부위를 두드리기
도구를 사용한 움직임:
- 종이를 음악의 변화에 따라 한 손, 다른 손, 양손으로 흔들기, 종이
를 음악의 박자에 맞춰 찢기
- 공 또는 리본을 활용하여 박자에 맞춰 공을 주고 받거나 리듬에
따라 리본을 흔들기
정리

다시 한 번 전곡 감상하고 악곡의 특징에 대한 퀴즈를 낸다.

적극적인
활동

악보, 악곡
설명자료

세 번째로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새로운 음악교육 프로그램 적용방안의 네 번째 항목인 인문학
과 연계한 음악사 강좌이다.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 노인들의 욕구는 무조건 오래 사는 삶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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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서 벗어나 점차 인간답게 살기 위해 삶의 질을 성찰하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이 변해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며 이로써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또는 노인들이 삶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인
문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미술사, 역사, 문화
등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음악을 바라봄으로서 보다 포괄적으로 예술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고전주의를 예시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음악들이 이 시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 베토벤의 음악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시대적, 역사적 배경은 그
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베토벤 음악이 태동한 시대의 역사, 문화를 통해 삶에 대한 총체적 고
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문학으로서 음악사 강좌의 목적이다. 또한 고전주의 음악이 다른 예술
영역인 미술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사적 맥락에서 시대와 예술의 상관관계를 실펴볼 수 있다.
이러한 융복합적인 방식은 대표적인 대중문화로서 영화 속에 삽입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황제’를 감상한 후 베토벤이 활동한 시기의 미술과 역사를 연계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 이때 동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다비드(Jacques Louis David 1748-1825)의 그림과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정치 등을 함께 고찰함으로서 음악과 미술, 정치, 역사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이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삽입한 다른 영화를 통해 현대의 새로운 예술영역인 영화와
음악과의 관계도 살펴 볼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영화에 삽입된 음악을 듣고 난 후 그림을 보여준다. 음악
을 듣고 그림을 보고 난 후 느낌을 말하면서 차이점과 유사점을 발견하도록 한다. 그 후에 이 시
대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다. 다시 음악을 들었을 때 느낀 점을 나눈다.
이 강좌를 통해 예술이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고 개인의 사고에 미친 영향을 함께 나
누거나 글로 쓰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는 한 예술작품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 경험이 있
을 경우 이를 공유하도록 한다. 이런 방법으로 음악사 강좌를 인문학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단원(제재)
학습 주제

고전주의 시대 음악, 미술, 역사



필요교구
및 자료

1/15

교재

서양음악사

고전주의 시대 음악의 특징을 이해한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와 동시대의 역사와 미술과의 연관성을 살핀다.
음원, PPT 자료, 다비드 작품

단계

도입

차시

교수-학습 활동


영화 ‘자전거 탄 소년(2012, 벨기에, 프랑스)’과 ‘죽은 시인의 사회



(1990, 미국)’ 또는 ‘불멸의 연인(1995 영국)’의 일부 장면 보여준다.
그 속에 나오는 공통적인 음악을 알아보도록 한다.
다비드(Jacques Louis David 1748-1825)의 그림 <알프스를 넘는 나
폴레옹>, <마라의 죽음>,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등을 보여주
고 느낌을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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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황제’ (1809)를 감상한다.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미술사에서의 대표적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의
작품을 함께 감상한다.

전개

정리




미술작품을 보며 음악을 들려준다.
나폴레옹과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와 그에 관한 예술가들의 반응을 알아
본다.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의 역사에 큰 행적을 남긴 프랑스 혁명이 예술에
끼친 영향을 살핀다.



영화의 내용과 삽입된 음악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한다.




베토벤의 음악사적 역할에 대한 설명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의 형식

 예술작품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 경험 공유
 역사와 예술과의 관계 정리


고전주의 시대 이외의 음악, 미술, 역사의 관계 안내

인문학적 내용
연계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 기회 제공

학문의 역할은 이미 일어난 문제나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회적 현상이
나 사태를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급속
도로 증가하여 이미 고령사회에 속한다. 본 연구는 만 65세 이상의 성인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현
시점에서 새로 노년층에 진입하는 뉴 실버 세대의 욕구를 수용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미래사회를 대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뉴 실버 세대를 위한 음악교육적용방안은 첫째,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레퍼
토리 확장을 통한 다양화와 내용의 질적 수준 향상, 둘째, 음악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의 기회를 제공, 셋째, 세대 간 통합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 넷째, 인문학과 연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세 가지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예시로서 ‘세대를 통
합한 노래부르기’, ‘신체움직임을 포함한 음악감상’, ‘인문학으로서 음악사’ 강좌를 지도안 형식으
로 제시하였다. 세대를 통합한 노래부르기 강좌에서는 노인 뿐 아니라 청소년, 주부, 직장인, 대학
생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려 하나의 노래를 각자의 음악적 취향에 맞게 부르며 이를 공유하
도록 하였다. 이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프로그램 방식을 벗어나 세대 통합적 문화예
술교육의 개발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이다. 음악교육은 다른 영역에 비해 세대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세대들과 노인이 함께 하는 세
대 통합 및 세대 공감의 문화예술교육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한정란 2015). 달크로즈
교수법의 유리드믹스에 해당하는 신체움직임을 포함한 음악 감상 프로그램은 음악 감상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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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활동에 다양한 신체움직임을 접목하여 보다 활발한 음악활동이 되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캐논
의 개념을 신체로 표현함으로서 음악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인문학으로서 음악사 강좌는 한
시대의 음악, 미술, 역사, 문화가 어떻게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도록
구성하였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모두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뉴 실버 세대의 첫 번째 기대
사항인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문화예술교육에 있
어 전문화된 교육내용이 제공될 수 있으며, 실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뉴 실버 세대에 적합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방안과 예시를 제시함으로
음악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의 향상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뉴 실버 세대를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노인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은 물론 사회음악교육의 전문화를 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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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Music Education program as a Culture and Art Education for New
Silver Generation

This study proposes some new guidelines and patterns of the music education program for ‘New
Silver Generation,’ who are relatively young and intelligent. The purpose of this program is to actualize
the diversity of the music education for ‘New Silver Generation‘ into the cultural art education.
I suppose three new guidelines for the music program: firstly, to expand the repertoire and to raises
the quality of the program; secondly, to offer an active participation in the music program; last, to link
the program with the other area.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music programs include singing with all
generations, and listening to music with Dalcroize pedagogy, history of music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cience.
Throughout the proposed program,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for seniors can be more professional
and become classified in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for seniors. Moreover, the proposed program can
be used as the teaching materials in the near future. In due course, the proposed program will contribute
to the well-balanced development in the area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KEY words: culture and art education for seniors, New Silver Generation, culture and art education,
music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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