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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 탐색을 통한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항의 모의 제작
윤성원
음악교과교육은 소비 집단과 생산 집단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유기적으로 양산된 사회적 실
제이다. 따라서 음악교과교육은 교과 교육과정에 교육적 보편성과 교육적 시사성을 전제로 교과적 고유성을 함의해야 한다.
이 연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광범위할 수밖에 없는 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을 탐색하여,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이
라는 구체적이며 함축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즉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음악과 교육과정 성
격 항의 모의 제작에 있다. 이 연구는 음악에 의한 교육으로의 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에 대해 탐색하여 이론적 배경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에 해당하는 8개의 목표 또는 성격을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
방법을 취한다. 한편, 결과 장에서 모의 제작하여 제시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은 음악교육에 대한 것이 아닌 본질적
의미에서의 음악교과교육의 정의, 필요성과 목적이라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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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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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음악교과는 국가적 차원에서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음악교과를 필수
교과로 지정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 학생들이 매년 배우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년을 위해 교과서도 만들어 보급해 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고시된 2009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지난 개정과 비교해 사실상 위상의 변화도 없다. 연구자는 이러한 음악교과에 대한 지
원은 음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성현들의 성찰의 결과에 의해 전통

ㆍ

적 교과의 하나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1) 음악교과는 지난 1974년 제3차 초
1) ‘음악이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인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는 고대로부터 인문 학자를 비롯한 많은 성현에 의해
성찰되어왔다. 예컨대, 고대 그리스의 에로도트스와 플라톤은 음악이 바람직한 사회 또는 국가 가치를 구현하는데
유용한 수단(홍정수 조선우 2000, 177)이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에는 윤리적 힘이 있다고 했다(김종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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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면서부터 수업 시수가 줄기 시작했다. 근년에 이르러 상급학교 진학의
내신에서 사실상 제외되었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평가에 대한 표기도 3단계로 줄었다. 또한 최근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앞서 시안 형식으로 발표되었던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앞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음악과 미술교과에서 담당하던 시수의 합과 같은 시수로 예술교과를 개설해 음악 등 7개
의 영역을 포함하려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음악교과는 늘 음악교과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ㆍ

있는 사교육의 주범, 학교 면학분위기 저해의 원흉, 흥미롭지도 창의롭지도 않은 내용을 교수 학습

ㆍ

하여 창의 인지 역량의 강화에 도움을 주지 않는 교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러한 사실

ㆍ

들은 중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자와 같은 입장(각종 공문서나 보도자료, 학생 학부모

對

와의 상담이나 타 교과 대(

)

음악교과의 관계에서 항상 소수의 입장에 서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음악교과의 입장)에서는 흔히 겪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교육과정 개정의 시기 마다 위태롭게 개정
의 주요 내용으로 거론되고 또 그 와중에 음악교과의 위상이 축소되지나 않을까 혹시 공통교과에서
제외되어 없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갖게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2) 연구자는 여기에 위기의식
혹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需要 와 공급 供給 은 상호보완적 相互補完的 관계를 유
지하며 사회적 실제 實際 를 유기적 有機的 으로 양산 量産 한다 따라서 사회적 실제는 소비 집단과
주지컨대, 소비 집단과 생산 집단의 수요(
(

仁

(

)

(

(

)

)

(

)

.

․

공자는 인( )의 완성 즉 도덕적 인간을 완성하는데 음악이 필요하다고 했고(조남권 김종수 2001, 36),
순자는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예( )에 맞게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윤리적 요구에 부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다고 했다(이은주 2001, 175). 또한 종교개혁기의 루터는 장엄하고 단순한 음악은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정화시키고
승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최시원 1999, 185). 18세기 페스탈로치는 음악이 국가정신과 애국심을 고
조시키며 도덕성과 정서 함양을 효과적이라고 했으며(최시원, 186), 1830년대 미국 보스턴 학교 위원회에서는 음악
이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과 지적 발달, 도덕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악을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M. L.
Mark 1986, 104). 우리나라에서도 음악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 이어져 왔으며, 조선 후기 정약용은 음악이 인
간의 정서를 화평케 하고 나아가 인간을 선하고 도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필수적인 것(권나경 1993, 122)이라고 했
다(이주연 2004, 37-70 재인용). 물론 이러한 성찰은 음악의 역할에 대해 경험에 의한 가설적 수준에서 혹은 선언적
수준에서 논의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잣대로 볼 때, 음악이 과연 이런 역할을 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류사에 있어 큰 족적을 남긴 성현들의 성찰이고 보니 그 가치는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불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대체적으로 그동안의 음악교과교육 연구는 초 중등학교에서의 음악교
육에 대한 연구가 아닌 음악 자체에 대한 교육 연구에 천착하여, 국가와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음악교육에 대해
진지한 입장에서 연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듯하다. 예컨대,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
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교육부 고시 제1997-15
호;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하는 것을 오랫동안 우리나라 공교육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고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교과교육 연구자는 “음악 활동이, 개개인이 지니는
인간적인 속성과 인간의 삶의 특성, 음악의 본질과 가치, 사회적 기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 있는 것”(이홍수
1993, 100)이라고는 하면서도, ‘음악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일부분이며, 문화유산을 전달하고 개인의 감정
상징화의 매체이며, 심미적 경험을 주는 것’(석문주 2000, 3-4), “음악과는 도구적 성격보다는 음악 그자체로서 가치
를 지니는 교과”(유선미: 교육인적자원부 2006, 60),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의 타당성은 대중이나 국민의 의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확립된 교과의 지식과 기능의 본질적 구조 또는 체계에 의해 결정”(최은식: 교육인적자원부
2006, 81)해야 한다는 등으로 음악교과교육의 고유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대응이 스푸트니크 쇼
크 이후에 음악교과를 학교교육에서 지켜내는 방편이었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음악을 하나의 학문으로
보고, 교과교육의 영역에서 살필 때, 교과적 고유성만을 강조한 이같은 대응은 초 중등학교에서의 음악교육에 대
한 효과, 필요성 혹은 목적에 대한 반쪽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적 사회적 요구와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해 귀기우릴 때라고 본다.
2004, 53).

2)

)

)

禮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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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집단의 성격이나 범위, 수요와 공급의 내용이나 방법 등의 특정한 환경에 의해 가변적일 수 있
다. 물론 사회적 실제가 이미 양산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해석은 소비 집단과 생산 집단의 역학적

力學的 생태를 통찰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해석의 결과가 미흡이나 부

(

)

.

족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상호보완적 유기성을 갖는 수요나 공급에서 원인 요소를 발견하고 분석

ㆍ

하여 적절한 과정처리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로 볼 때, 초 중등학교 교육에서
는 소비 집단과 생산 집단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양산되는 사회적
실제로 교과교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과교육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보완적 관계의 핵심인
교육적 보편성과 교육적 시사성, 교과적 고유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3) 물론 이미 교과교육으로의
위상을 점하고 있다면, 그 교과교육은 소비와 공급의 구현인 교육적 보편성과 교육적 시사성, 교과

ㆍ

적 고유성을 갖춘 것으로 일종의 사회적 실제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초 중
등학교 교육에서 교과교육으로서 위상의 위협을 받아 학교 교육에서 없어질 위기에 있다거나 다른
교과에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이때 교과는 그 교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含意 하도록 조절과 동화의

교과 교육과정에 교육적 보편성과 교육적 시사성, 교과적 고유성을 함의(
과정(윤성원

2010, 14-15)을

)

거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음악교과가 교과교육으로서 교육적 보편성과 교육적 시사성, 교과적 고유성을 고르게
함의하고 있지 않다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교육적 재료로서 ‘음악’의 내용과 방
법, 그리고 여러 교과교육 중 하나로서의 음악교과교육 등으로 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에 대해
탐색하여 이론적 배경을 쌓는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에서 발표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에 해당하
는 8개의 목표 또는 성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을 모의 제작한다. 이것
은 광범위할 수밖에 없는 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을 탐색하여,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이라
는 구체적이며 함축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교과교
육의 영역과 역할 탐색을 통한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항의 모의 제작에 있다.

3)

어떠한 교과교육이든 그 교과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교과교육이 다른 교과교육과 공유하는 교육적 측면
인) 교육적 보편성(
)’과 ‘(그 교과교육이 갖는 현재 사회에서의 유용성에 관한 교육적 측면인) 교육적
시사성(
)’을 전제로, ‘(그 교과교육이 다른 교과교육과 구별되는 고유한 측면인) 교과적 고유성(
)’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어떠한 교과교육이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공교육적 의의를 잃어 학교교육
에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교과에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노명완 2007, 76; 강은진 2008, 9; 윤성원 2010, 3 재인
용).

固有性

敎育的 普遍性
敎育的 時事性

敎科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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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음악교과교육에서의 음악
본질적으로 “음악은 불변적 요인과 가변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이강숙

2004, 9)이다.

즉 음악은 인간의 정신활동 속에서 합목적을 이루며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며 결과이다. 그러
나 ‘음악’을 ‘교육’으로 가져 온다면, 음악은 그 자체로 울리며 의미를 만드는 ‘순수’한 교육적 재료
로 쓰일 수는 없다. 이는 음악교육 또한 모든 교육활동이 나름의 목적 설정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갖기 때문이다(주대창

2008a, 178).

즉 나름의 목적 설정에서 ‘음악교육’은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 ‘음악에 관한 교육’, ‘음악에 의한 교육’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4) 그리고 이는 다시 두 가지
의 전개과정에 의해 ‘음악교과교육’으로 동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 목적으로서의 이해와 선
택의 전개과정이다. 즉 음악교과교육의 목적을 ‘음악행위나 음악지식의 교육’에 두느냐, ‘음악에 의
한 교육’에 두느냐의 선택이다. 음악교과교육은 음악행위나 음악지식의 교육에 목적을 두는 엘리트
음악교육이 아니므로, ‘음악에 의한 교육’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목적에 따른 선후 또는 주종 관계
확립의 전개과정이다. 국가에서 원하는 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교육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인 음악교과교육은 ‘음악교육’과 ‘공교육’의 유기적 상호보완 관계에 의한 사회적 실제이
다. 따라서 음악교과교육은 국가에서 원하는바 공교육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음악에 의

ㆍ

한 교육’이 교수 학습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음악행위를 위한 교육’과 ‘음악에 관한 교육’은 ‘음악
에 의한 교육’을 위한 소양교육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요컨대, 음악교과교육에서 음악
의 성격은 공교육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음악에 의한 교육’에서의 ‘음악’이어야 한다.

가. 학문의 구조를 가진 음악
음악에 의한 교육에서의 음악은 기본적으로 학문의 구조를 가진 음악이어야 한다. 음악교과교육
에서 음악이 학문의 구조를 가진다면, 첫째,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한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음악과 교육과정을 구상할 때 음악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음악교과교육의
본질,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한 준거를 마련하게 한다. 또한 내용과 형식면에서 학문적 형태를 통해
서 세분된 것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 구조적인 요소를 형성하도록
하여, 내용에 있어서 강조하여야 할 것과 주변의 것으로 구분하여 준다. 이를 통해, 학습활동을 선택
하는 기준을 마련하게 한다. 둘째, 음악교과교육이 음악 본질과 관련된 지식과 학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음악교과교육이 음악에 대한 단순화를 위한 교량적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음악에

4)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시안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음악교육, 음악에 관한 교육, 음악을 통한 교육으로 구
분”(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p. 2)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구분은 음악교과교육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며, 음악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시점과 장소의 교육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또한 시안에서는 “학교에서의
음악과 교육은 주로 음악교육과 음악에 관한 교육을 다루되 일반인의 소양을 배양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2)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 역시 이 연구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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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고등지식과 하등지식 간의 급간을 좁혀 음악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또한 음악 연구의
개념과 정통성을 정립시켜준다. 셋째, 음악의 전이 가능성을 통제한다. 즉 음악교과교육의 학습활동
을 통해 지적 흥분을 일으키며, 음악에 대한 직관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음
악교과교육의 학습활동을 통해 다른 학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모든 학습의 공통된 특징을 지적해
준다. 또한 이를 통해 기억의 정확성, 명료성, 지속성과 주어진 학습활동에 의한 전이 가능성을 통제
한다. 넷째, 음악교과교육의 교수 효과를 높여준다. 즉 음악교과교육에 임하는 교수자의 교수자료의
준비에 지침이 되며, 교수와 학습의 강조점을 설정하여 준다(이경섭
53).

1990, 72-73;

신해우 외

1996,

이를 통해 음악 교수자의 교수에 대한 정당성과 교수법에 도움을 준다.

나. 교육적 재료로서의 음악
음악에 의한 교육에서의 음악은 공교육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의 목적은 제거되어
야 한다. 이른 바 교육적 재료로서의 음악이어야 한다. 교육적 재료로서의 음악은 음악에 대한 학문
적 연구, 즉 “음을 낼 때 나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G.

Adler 1885, 5)

음악학(musicology)5)의 지식

에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음악학의 지식은 교육적 재료로서의 음악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물

⋅

⋅
ⅻ

리학적 심리학적 미학적, 그리고 문화적인 현상으로의 음악예술을 탐구하는 것에 목적을 둔 지식
영역”(Stanley

2001,

836)이기

때문이다. 음악학의 지식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교육적 재료로

⋅ ⋅

활용된다. 첫째, 음악에 대해 언급한 음악학의 지식은 생태적으로 수집 분류 평가하여 분과학을
양상하고 그 특성상 일정한 행위로 제시한다(이강숙

1985, 163-166).

둘째, 분과학에 의해 제시된 음

⋅ ⋅

악학의 지식은 연주실제나 음악학의 다른 분야 또는 인접한 학문으로 다시 유입되어, 사회 문화
역사의 체에 걸러진다(김원명 외 2007,

11).

셋째, 여기에 교육목적을 함의하면 ‘음악학의 지식’은 스

스로의 목적을 제거한다. 넷째, 결과적으로 교육적 재료로서의 음악을 활용한다.

<표 1> 음악학의 지식과 음악교과교육 학습활동 영역 비교
음악학의 지식

음악실제
음악실제에 따른
본질적 지식
음악실제에 따른
맥락적 지식

5)

음악교과교육 학습활동 영역

연주실제(국악, 실용, 대중음악 포함)

음악행위 학습활동(performance)

악곡론, 문헌학, 용어학, 양식론, 악기학, 악기제
작, 악곡기초학, 기보학

텍스트 학습활동(text)

음악음향학, 성대와 청각의 생리학, 악기 연주의
생리학, 청취 심리학(소리를 들을 때 반응과정)

傳記學

畵像學

전기학(
), 화상학(
), 음악역사학, 음
악심리학, 음악치료학, 음악사회학, 음악교육학,
음악철학, 음악미학, 음악인류학, 음악비평, ...

컨텍스트 학습활동(context)

음악학은 텍스트적 기초음악이론에서부터 음악행위를 주도하는 음악실제, 그리고 음악실제에 따른 컨텍스트적 응
용음악이론에 이르기까지 음악 자체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을 연구의 주제로 삼으며, ‘음악실제, 음악실제의
본질, 음악실제의 맥락’에 대해 탐구한다(Stanley 2001,
836-846; Hibberd 1959, 21-31; Spiess 1953, 165; 서우석
1984, 22-32; 김춘미 1995, 1-25; 채현경 2007, 15-16; 윤성원 2008, 1 재인용).

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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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을 함의하여 스스로의 목적을 제거한 음악학의 지식은 음악교과교육으로 가져와 학습활
동 영역에 따라 구분하면, <표 1> 음악학의 지식과 음악교과교육 학습활동 영역 비교에서와 같이 음

⋅

⋅

악행위(performance) 텍스트(text) 컨텍스트(context) 학습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윤성원

2008, 1).

다. 교육적 재료로서의 음악의 내용과 방법
내용 면을 살펴보면, <표

1>에서

⋅ ⋅ ⋅

제시하는 음악교과교육의 학습활동 영역 중 음악행위 학습활동

은 주로 ‘가창 기악 감상 창작’ 등의 학습활동이다. 또한 텍스트 학습활동은 ‘음악실제에 따른
본질적 지식’이 주요 내용이 되며, 주로 기보로 표현되는 지식에 대한 학습활동이다. 아울러 컨텍스
트 학습활동은 ‘음악실제에 따른 맥락적 지식’이 주요 내용이 되며, 음악이 연주될 때의 맥락, 감상
될 때의 맥락, 창작될 때의 맥락 등의 지식에 대한 학습활동이다(윤성원

2009, 20).

여기서 앞의 두

가지 학습활동 즉, 음악행위 학습활동과 텍스트 학습활동은 현재의 음악과 교육과정(2007년 개정 음
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활동’과 ‘이해’의 대영역과 유사한 것으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의해 음악교과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컨텍스트 학습활동은 현재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
계에서 ‘이해’와 ‘생활화’의 대영역과 유사한 것이긴 하지만, 공교육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
한 ‘음악에 의한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컨대, 제시한 교육적 재료로서의 ‘음

ㆍ ㆍ

악’에 대한 이 세 가지 학습활동은 ‘음악에 대해 모든 것’(사회 문화 역사 등)을 언급한 것이므로,
음악교과교육이 공교육의 교육목적과 “완전하게 되기 위한 만남”(채현경

2007, 6;

윤성원

2009, 20

재인용)을 주선할 것이다. 이는 어떠한 음악행위에도 그에 해당하는 음악 본질의 지식이 존재할 것
이며, 맥락의 지식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윤성원

2008, 11-37).

방법 면에서 살펴보면, 음악교과교육이 교육적 재료로서의 ‘음악’으로 완전한 학습을 이루기 위해
서는 제시한 세 가지 학습활동과 공교육의 교육목적과 내용, 방법을 ‘통합’(integration)하여 교육하여
야 한다. 교육목적과 내용, 방법 등과의 통합이 가능한 것은 첫째, 인간 자체가 통합의 속성을 가지
고 있으며(최재천 2007,

37),

오늘날의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통합”(E.

O. Wilson 2005, 8)을

긍정

적으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지속된 학문의 분과는 한 실제에 대
해 다 각도로 고찰하여 완전성을 갖기 위한 것이었는데, 역으로 한 실제에 대해 완전성을 갖기 위해
서는 분과된 그 실제의 관련 학문을 모아 고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교과교육은 ‘소비 집
단의 성격이나 범위, 수요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함의하고, ‘교육적 보편성과 교육적 시사성의 요
건’을 갖추어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통합하여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일 때 완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음악교과교육은 ‘통합된 학습활동’을 통해, ‘음악행위 학습활동’으로 학생들의 ‘심동적 영역’을 자극
받게 하고, ‘텍스트 학습활동’으로 ‘인지적 영역’을 개념화하게 한다. 또한 ‘컨텍스트 학습활동’으로
‘정의적

영역’을 가치화해, 학습활동을 완성할 수 있다(윤성원

2009, 22).

2. 교과교육으로의 음악교과교육
교과교육으로의 음악교과교육은 음악교과교육이 공교육에 속한 교과교육의 하나로써 가져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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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는 ‘성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찰은 교과교육의 편성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교
육과정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 교육과정은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느냐에 관한 문제’를 다룬
다.6)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 아래 목적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설정한 후, “배

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교육과학기술부 2009a,

ㆍ

1)

구성방침을 정하

고, 학교급별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 학교급별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
는데,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
성하는 데 중점을”(3);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
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
을”(6);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
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8)

ㆍ

요컨대, 음악교과교육은 초 중등학교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부
합할 수 있는 교육으로 그 성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사회적 실제이며 집단적 합작품으로서 요구되는
음악교과교육이 이것이다. 이에 음악교과교육 연구자와 음악교사는 그 수요를 분명히 인지해야 하
며, 그에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절과 동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교육으로서 음

ㆍ

악교과교육이 초 중등학교 현장에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과교육의 ‘존재 목적’7)에 맞게 교과적 고유성을
갖추는 것이다. 다시금 주지컨대, 음악교과교육은 음악 분야의 체계적인 지식이나 경험8)을 공교육
의 교육목적에 따라 연계성과 계열성에 근거하여 묶어 교육내용으로 체계화한 것인 교과로 행해야
하는 교육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가. 교과교육의 성격
음악교과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여러 교과교육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교과교육의 공통적
이며 기본적인 성격을 고찰하는 것은 음악교과교육의 교과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논의하는 데 의미
있을 것이다. 교과교육의 공통적이며 기본적인 성격은 첫째, 공교육이 어떠한 사회를 ‘요구’하고 어
떠한 질서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 인지하고, 교과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이해, 태도, 기능’으로는
6)

7)

8)

기본적으로 문서화된 교육과정에는 명료한 교육목적이 있으며, 구성요소로 학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는
무엇인가(교육목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경험을 선정해야 하는가(교육내용), 이 교육적 경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해야 하는가(교육방법), 이 목표의 달성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교육평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R. W. Tyler 1949; 손영환 외 2003, 191 재인용).
음악교과교육이 공교육에 속한 교과교육의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은, 그 전제에 공교육의 교육목적을 타 교과교육
과 함께 달성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음악이 ‘인간의 정신활동인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 예술’이라는 음
악의 본질로 인해, 소비 집단 스스로의 인간됨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직결된 인간의 정신적 자산과 경험을
교육하기에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란 사회 문화 역사의 일정한 준거에 의해 마련된 문화 요소로서 인간됨의 자질과 능
력을 향상시키는데 직결된 인간의 정신적 자산과 경험을 말한다(곽병선 1987, 159-176; 이병호 2009, 12-13 재인용).
또한 ‘공교육의 교육목적에 따라 연계성과 계열성에 근거하여 묶어 교육내용으로 체계화한 것’이란 공교육의 교육
목적에 따라 ‘어떠한 분야의 체계적인 지식이나 경험’의 목적을 제거한 후 교육적 재료의 내용 본질로써 사용한다
는 말이다.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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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한다. 교과교육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교육목
적에 따라 교과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등을 구현하도록 기초되어야 한다. 둘째, 교과교육은
학습자에게 맞도록 교육내용을 계열성 있게 구성해야 한다. 교과교육은 학습자의 일반적인 경향성

―흥미 준비성 학습 환경 개성 개인차 발달상황 지능정도 등―과 그 경향성 위에 교육내용을 학
,

,

,

,

,

,

습자에게 알맞도록 조정하고, 전개할 방법을 구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처지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때, 학습자의 자발성과 자율성, 지적 흥분이 일어날 수 있으며, 종국에는 자기실현이 이루

ㆍ

어질 수 있다. 셋째, 교과교육은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교육내용을 구성 전개해야 한다. 교과교육의
성취기준은 교과교육에서 교육내용 구성 및 전개의 지침이며, 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넷째, 교과교육은 적절한 교육방법을 탐색하여 학습단계를 원활히 해야 한다. 학습단계는 감

ㆍ ㆍ

지 행위 가치화의 단계를 거친다. 이때 감지의 단계에서는 동기유발, 목표인지가 일어나며, 행위

ㆍ ㆍ ㆍ

의 단계에서는 ‘인식 기억 발견 연결’의 피드백을 통해 지각, 반응, 창의적 표현 발달, 개념화가

ㆍ ㆍ

일어난다. 또한 가치화의 단계에서는 가치판단을 통해 평가 만족 애호심이 이루어진다(윤성원
2009, 23).

따라서 교과교육은 각 단계 별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탐색해야 한다. 다섯째, 교과교육은

학습내용과 학습과정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학습내용은 학습자가 학습한 지식의 결과이
며, 학습과정은 지식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나 방법으로 학습자의 실제적인 활동이다. 이 두 면이 유
기적으로 조직된 교과교육은 학습과 실제 생활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교육을 이룬다. 여섯째,
교과교육은 학습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개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이룰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이어야 한다.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교과교육은 하나의 사회
적 실제에 대해 완성된 시각을 제공한다. 일곱째, 교과교육은 변혁성과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 교과
교육은 사회적 실제의 사적 관점에서 흐름을 인지하여 변혁을 주도하며, 또한 변혁에 대해 준비하여

同 목표 다

야 한다. 여덟째, 교과교육은 교육내용에서 중복과 누락이 없어야 한다. 교과교육은 “동(

多 경험의 원리 신동로

(

)

”(

2007, 121)에

)

의해 각 교과마다 교과교육의 본질 및 의의, 필요성, 목적, 정

당성, 내용 및 방법 등이 같지 않으므로, 다양한 사회적 실제에 대해 접근하는 교육내용에서 중복과
누락이 없어야 한다.

나. 국가ㆍ사회적 요구 사항을 수용해야하는 음악교과교육
음악교과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여러 교과교육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음악교과교육은 교
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교육적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 목표와 관련성을 유지”(한국교육과정평가
원 2005,

17)하여야

ㆍ

한다. 또한 [그림 1]에서와 같이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을 계획하여 반영할 수

ㆍ

있도록 유연하게 그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 지난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에 대한 음악교과교육의 반영 계획은

27개의

요구 사항 중 7개의 요구 사항, 즉 ‘인성 교

육, 소비자 교육, 한국문화정체성 교육, 문화예술/문화유산 교육, 국제이해 교육, 의사소통/토론중심
교육, 여가활용 교육’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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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 탐색을 통한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항의 모의 제작

[그림 1] 교과교육에 대한 국가ㆍ사회적 요구사항과 반영계획(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10)
ㆍ

그러나 나머지 20개의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으로 충분히 수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성현들의 성찰에서 시사된 바이다. 또한 아래에 제시하고 있는
인용구는

2009

ㆍ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범 교과의 주제이며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이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
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

․

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 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

․
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 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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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 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 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등(교육과학기술부

2009, 18)

ㆍ

ㆍ

음악교과는 이러한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을 타 교과와의 연계성과 계열성에 고려하여 교수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음악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음악교과교육이 고립된 개
인만을 위한 기능위주의 교육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다. 음악교과교육의 변인

ㆍ

음악교과교육은 공교육의 환경, 즉 초 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음악교과교육

ㆍ

에서는 초 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발견되는 여러 변인이 존재한다. 변인은 크게 첫째, 학생변인;
둘째, 환경변인; 셋째, 교사변인(장기범 외

2008, 174;

윤성원

2008, 14; 2009, 22

재인용) 등 세 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생변인은 ‘학습자에 의한 변인’이다. 학생은 음악교과교육에서 생성되는 경험과 지식뿐
아니라, 학교의 타 교과교육이나 비교과교육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우와의 사회생활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학생은 이런 일련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지식체계나 개념 등을 인식
하고, 기억하며, 발견해, 연결하는 일종의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지식을 통합하고
심화한다. 이러한 학생변인은 음악교과교육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즉 음악교과교육의 영역을 음악
교과수업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의 모든 생활 속으로 확장시킨다.

ㆍ

둘째, 환경변인은 ‘환경에 의한 변인’이다. 음악교과교육이 초 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

ㆍ

ㆍ

므로, 환경변인의 요인은 ‘초 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제공된다. 실제 초 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

는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갖가지 상황이 존재하며, 이 상황들은 직 간접적으로 고스란히 변인
이 된다

.9)

환경변인은 대부분 의도되지 않아 즉흥적일 수 있으나, 때로는 의도된 상황이어서 계획적

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변인은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을 확장시킨다. 즉 음악교과교육
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환경변인을 내용으로 끌어오면, 음악교과교육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
육을 구현할 수 있다.
셋째, 교사변인은 ‘교수자에 의한 변인’이다. 음악교과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대하다. 교사는

9)

첫째, 의도하지 않은 환경변인의 예를 들어보면, 만약 학생들이 아침 조례시간이나 음악교과수업 전 시간 등을 통
해 학급의 담임교사나 타 교과의 담당교사 등으로부터 음악교과수업의 분위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을 제공
받았다거나, 또는 학교의 연중 교육프로그램 즉 견학이나 소풍, 체육대회, 학예제 등 의 계획이 발표되어 학생들
이 동요되고 있다면 음악교과수업은 의도하지 않은 채 심각하게 환경변인을 제공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음악
교과수업시간 중에도 교사와 학생들, 학생과 학생들 간의 관계나 경험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환경
변인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음악실의 물리적 환경 즉 음악실의 바닥이 지저분하다거나, 피아노가 조
율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조명이 어둡다는 등의 것 조차 모두 의도하지 않은 환경변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윤성
원 2008, 15). 둘째, 의도한 환경변인의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학교 계획에 의해 교과수업 시간 외에 음악교과
활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창
의적 체험활동과 학교의 연간계획에 의한 각종 활동 등이 음악교과교육의 환경변인으로써 제공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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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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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다양한 음악행위’를 통해 멘토로서 학생의 경험과 지식을 향상시켜 긍정적 학습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한다.10) 다양한 음악행위로 교사는 다양한 영역들로부터 지식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다. “학생들이 통합되고 심화된 지식을 개발하도록 돕는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제한적
이고 분절된 지식을 가진 교사보다는 분화되고 통합된 지식을 지닌 교사가 더 유리하다.”(Barnett
Hodson 2001;

이경언

2007, 19

&

재인용). 이러한 교사변인은 음악교과교육의 ‘방법’을 확장시킨다. 즉

교사변인을 인지하는 교사는 주어진 여건과 한계 속에서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학생에게 음악교
과교육의 교과 활동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지도하는 최선의 방법을 간구하
기 때문이다.

Ⅲ. 8개 음악과 교육과정 목표 또는 성격 분석
교육과정의 특성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창조, 변형, 폐기이다(김대현 외

2002, 181).

개정

별 교육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이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온고지신의 한 방안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1945년

일본강점기에서 벗어나면서 미군정청 학무국의 한국교육위원회에서

신조선인을 위한 교육 방침을 시달한 ‘긴급조치’,
1948년

1946년

교수요목제정위원회의 ‘교수 요목’ 이래,

정부수립 이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최초의 교육과정인

1954년의 ‘제1차

1963년, 1973년, 1981년, 1987년, 1992년, 1997년, 2007년, 2009년의 ‘2009

ㆍ

ㆍ

교육과정’부터,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

지 개정, 공포 고시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정, 공포 고시를 거듭하면서 교육과정은 수요 집
단의 요구에 맞게 더욱 섬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과정이 단순한 조치와 요목, 교과과정
이라는 개념에서 세부적 학습 내용의 조직뿐만 아니라 학습과 관련된 전체 경험의 조직까지 포함하
게 되었기 때문이다(민경훈 외 2009,

113).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 단계에 있으며, 각 교과

교육과정인 각론은 고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음악과 교육과정도 그러하며, 각 교과 교육과정과 함께
고시를 앞두고 있다. 한편, 교과 교육과정은 개정방향을 설정해 해당 교과 교육과정이 해당 교과의
경험을 통해 공교육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해당 교과교육이 교육적 보편
성과 교육적 시사성, 교과적 고유성을 함의하고 있는지 혹은 해당 교과교육 연구자들이 교과 교육과
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자 하면, 해당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방향을
고찰하는 것이 적당하다. <표 2>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기본교과의 개정방향이다(교육인
적자원부

2007, 27-87).

교사변인 중 의미 있는 부분은 교사의 ‘다양한 음악행위’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사에 의한 다양한 음악행위는 이
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음악교사는 대부분의 경우, 대학에서 특정한 전공을 가지
고 있었다. 따라서 성악을 전공한 교사는 성악에 관심을 두고 음악수업에서 음악행위를 전개해 나갈 것이고, 가야
금을 전공한 교사는 국악적인 마인드로 수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즉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양한 음악행위의 전
제에는 기본적으로 교사가 대학에서 전공한 자기 전공에 있다. 이것은 교사에 의해 학생들이 가창적인 활동, 기악
적인 활동, 감상적인 활동, 창작적인 활동만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윤성원 2008, 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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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공통기본교과의 개정방향
과목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개정방향

* 밑줄은 연구자가 임의로 표시한 것임.

◦◦ 다매체
ㆍ다문화 등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국어과 교육내용의 계열적 비체계성, 학습내용 과다 등의 문제점 개선
◦ 미디어 관련 교과 신설 요구 등 사회적, 개인적 요구의 충실한 반영
◦ 국어 교육 학문 공동체 연구 성과의 체계적인 반영
◦ 사회 변화ㆍ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 지식정보화ㆍ세계화ㆍ다문화 특성 반영
◦ 제- 7도덕과
차 도덕과 교육과정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개선
내용 및 접근방법 등 개선
◦ 도덕 교육교육
연구 공동체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반영
◦◦ 사회변동과
국가ㆍ사회적 요구 반영
사회과 교육내용의 계열화 미흡, 학습 내용 과다 등 문제점 개선
◦◦ 역사과
독립 요구 등 역사교육에 대한 사회 요구의 충실한 반영
사회과 교육 연구 성과의 체계적인 반영
◦◦ 수준별
교육과정 개선 필요
학습 내용의 적정화 필요
◦◦ 학생
진로를 고려한 학습 내용 재구성 필요
수학적 사고력 및 정의적 영역 인식 제고
◦◦ 지식
미래 무한경쟁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적 기초 소양 교육 강화 필요
기반 사회 도래 등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지닌 과학적 소양인 양성
◦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생활 관련 주제를 도입하고, 어려운
내용의 수준 조정, 중복되는 학습 내용 해소 등을 통해 교육 내용 적정화
◦◦ 기술
제7차 실과(기술ㆍ가정) 교육과정 학교 현장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ㆍ산업의 발달,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진로 교육 강화 등 국가ㆍ사회 요구 사항 반영
◦◦ 학생의
체력 저하 및 건강 문제 해소 등 체육과 교육에 국가ㆍ사회적 요구 반영
운동기능중심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 문제의 해소를 통한 질 높은 체육 교육을 제공
◦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능력 발달을 강조하는 세계 체육 교육의 흐름 반영
◦◦ 음악교육의
효과 및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강화 필요
음악과 교육과정의 양과 수준에 대한 적정화 필요
◦◦ 세계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수용 필요
학교 음악교육의 실제 생활에의 활용성 제고
◦ 음악과 선택과목의 다양화 및 흥미도 제고
◦◦ 시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문해력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반영
미술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강화
◦◦ 미술
교육의 생활 속에서 활용성 제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문화예술 활동의 환경 조성
◦ 학습자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미술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설 요구
◦ 지식정보화
, 다매체ㆍ다문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외국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요
구의 충실한 반영
◦◦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교수ㆍ학습방법, 평가 등 내용 개선
외국어과 교육과정 시행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 개선

<표 2>는 2007년

ㆍ ㆍ

개정 교육과정 10개 공통교과의 개정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이중 ‘수학 과학

ㆍ ㆍ

ㆍ

음악’ 교과는 국가 사회 개인적 요구에 대한 언급은 없다. 수학 과학 교과의 언급은 생략한다.
그리고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각 계층의 요구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ㆍ ㆍ

러나 음악교과의 개정방향에서 국가 사회 개인적 요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교과가 교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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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서의 위상을 포기하고, 초 중등학교 교육에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교과에 통합될 가능성을 제
공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시금 주지컨대, 공교육으로서 음악교과교육은 수요에 대한 공급의 자성
을 전제하여야 한다.11) 이는 공교육으로서 음악교과교육의 조건이다. 이것은 첫째, 소비 집단이 요
구하는 ‘공교육의 교육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육목적의 정당성 확보;
둘째, 소비 집단이 요구하는 ‘공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함의할 수 있도록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ㆍ ㆍ

방법의 확보케 한다. 즉 국가 사회 개인적 요구에 의해 음악교과교육이 ‘공교육’의 성격을 음악
교육에 통합하여 조절과 동화가 이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음악교과교육은 본질 및 의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때의 음악교과교육이 비로소 ‘소비 집단의 성격이나 범위, 수요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함의하고, ‘교육적 보편성과 교육적 시사성의 요건’을 갖춘 목적이 분명한 교과교육이 된다.

1. 제1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일반목표 분석
<표 3> 제1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일반목표
情緖
情緖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서(
)와 원만한 인격을 갖춤으로써 가정인, 사회인, 국제인으로서
의 교양을 높이고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기름에 있다. 문교부령 제44호(1955. 8. 1 제정 공포), 국민 학교 교육
과정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서(
)와 원만한 인격을 갖춤으로써 가정인, 사회인, 국제인으로서
의 교양을 높이고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기름에 있다. 문교부령 제45호(1955. 8. 1 제정 공포), 중학교 교육 과
정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서와 인격을 갖춤으로써 가정인, 사회인, 국제인으로서의 교양을 높이
고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기름에 있다. 문교부령 제46호(1955. 8. 1 제정 공포), 고등 학교 교육 과정

ㆍㆍ

제1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일반목표는 초 중 고등학교가 각각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동
일하다.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라는 부분에서 교과적 고유성을 나타내고, 이하 교육적 보편성과 교
육적 시사성을 함의하고 있다. 당시의 국내 상황은 휴전에 따른 사회전반의 복구요청이 주를 이루고

ㆍ

ㆍ

ㆍ

ㆍ

있었고, 교육에서는 전인교육 반공교육 실업교육 특별활동 영역의 독립 지역성 고려 등이 주
로 다루어진 내용과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2. 제2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분석
<표 4> 제2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1.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서와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높이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과 우리 나라의 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
력 및 태도를 기른다. 2. 가창, 기악, 창작 등의 초보적인 표현 기능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기 표현과 협동미에 대한 즐거움을 맛보도록 한다. 3. 흔히 알려져 있는 우리 나
라와 여러 나라의 음악 중에서 경쾌하고 단순한 곡조를 많이 들려 주어, 음악을 즐기는 심정과 감상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기름으로써 일상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한다. 4.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공급은 긴급초치기와 교수 요목 시기를 거쳐 60여 년간의 우월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회적 실
제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를 바꾸어 생각하면, 수요는 공급에 의해 오랜 시간을 다져와 공급에 대한 대항력을 충분
히 갖추어 이같은 사회적 실제에 도달하게 하였으므로, 공급이 수요를 살펴 자성에 의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면 수요의 요지부동에 의해 사회적 실제는 변화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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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육공학(제11호,

2010. 08. 16)

음악적 감각의 기틀을 마련하며, 악보를 보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초보적인 기능과 태도를 길러, 이를 음악
과의 모든 학습 활동과 일상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교부령 제119호(1963. 2. 15. 개정 공포), 국민
학교 교육 과정
1.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서와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높이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과 우리 나라의 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
를 기른다. 2. 가창, 기악, 창작 등의 기초적인 표현 기능과 지식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기 표현과 협동미에 대한 즐거움을 맛보도록 한다. 3.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의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 주어, 음악을 즐기는 심정과 감상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기름으로써 일상 생활을 더
욱 새롭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한다. 4.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적 감각의 향상을 도모하며, 악보를
보고 정확하게 노래 부를 수 잇는 기초적인 기능과 태도를 길러, 이를 음악과의 모든 학습 활동과 일상 생
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교부령 제120호(1963. 2. 15. 개정 공포), 중학교 교육 과정
1.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서와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높이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과 우리 나라의 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
를 기른다. 2. 가창, 기악, 창작 등의 예술적인 표현 기능과 지식을 쌓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자기 표현과 협동미에 대한 보람을 맛보도록 한다. 3.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의 유명한 음악을
역사적으로 감상 고찰하게 함으로써, 품위 있는 음악을 알고 즐기는 심정과 감상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길러, 일상 생활을 더욱 새롭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한다. 4.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적 감각의 확
립을 기하며, 악보를 보고 능숙하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기능과 태도를 길러, 이를 모든 음악 학습 활동과
일상 생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교부령 제121호(1963. 2. 15. 개정 공포), 고등 학교 교육 과정

ㆍㆍ

제2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일반목표는 없고 목표를 초 중 고등학교로 나누어 각각 제시한다. 그
러나 학교급별로 제시한 목표는 4가지로 각각 비슷한 내용이다. 목표1에서는 제1차 음악과 교육과
정에서와 같이 교육적 보편성과 교육적 시사성에 근거한 교과적 고유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후 목

ㆍ ㆍ

표2에서 4까지는 교과적 고유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당시의 국내 상황은 4

19, 5

16

등에 의해

국민재건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교육에서는 기초학력 강조, 교과조직의 계열성 고려, 교육과정

ㆍ

ㆍ

ㆍ

용어의 통일, 고교 단위제 자주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 강조가 주로 다루어진 내용과 방법이다.

3. 제3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일반목표 분석
<표 5> 제3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일반목표
(가)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조성을 계발하고 정서를 풍부히 하여 조화된 인격을 형성하게 하
는 동시에, 바람직한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높이도록 한다. (나) 음악적 감각의 발달을 도모하며, 독보와 청
음 및 기보의 기초적 능력을 길러, 모든 음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감
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상 능력을 길러, 정서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우리 나라의 음악
과 다른 여러 나라의 음악을 이해하고, 조상들이 남긴 문화 유산을 계승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기른다. 문교부령 제310호(1973. 2. 14. 개정 공포), 국민 학교 교육 과정
(가)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조성을 계발하고 정서를 풍부히 하여, 조화된 인격을 형성하게 하
며, 바람직한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높이도록 한다. (나) 음악적 감각과 기능의 발달을 도모하여, 독보, 청음,
기보 등의 능력을 길러, 모든 음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창조적인 표현 능력과 감각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감상 능력을 길러, 정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우리 나라의 음악 문화
와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를 이해시켜,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음악 문화 유산을 계승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 및 태도를 기른다. 문교부령 제325호(1973. 8. 31. 개정 공포), 중학교 교육 과정
가.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조성을 계발하고 정서를 풍부히 하여, 조화된 인격을 형성하게 하
며, 중견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높이도록 한다. 나. 음악적 감각과 기능의 발달을 도모하여, 독보, 청음, 기보
등의 능력을 한층 높여, 모든 음악 활동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창조적인 표현 능력과 감각
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감상 능력을 길러, 정서적이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우
리 나라의 음악 문화와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를 폭넓게 이해시켜,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음악 문화 유산을
계승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문교부령 제350호(1974. 12. 31. 개정 공포), 고
등 학교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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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 탐색을 통한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항의 모의 제작

ㆍㆍ

제3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목표 아래 일반목표와 학년목표를 초 중 고등학교로 나누어 각각 제
시한다. 위의 인용은 일반목표이다. 학교급별로 제시한 일반목표는 4가지로 항목별로 비슷한 내용이
다. 가항과 라항은 교과적 고유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보편성과 교육적 시사성을 함의하도록 하고 있
으며, 나항과 다항은 교과적 고유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시의 국내 상황은 10월 유신, 국민교육헌
장 선포,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교육에서는 지식의 구조, 탐구수업 강조, 첨단지식의 소

ㆍ

ㆍ

개, 도덕 국사교과 강조, 지식 기술교육의 강화, 인간교육의 강화가 주로 다루어진 내용과 방법이
다.

4. 제4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 분석
<표 6> 제4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
성하게 한다. 1) 음악적 감각을 계발하고, 단순한 악곡을 스스로 독보하며, 듣고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
다. 2) 악곡을 개성에 따라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음악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3) 악곡과 연주의 특징을 이해하고, 음악을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기른다. 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 12. 31. 개정 고시), 국민 학교 교육 과정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
하게 한다. 1) 음악적 감각의 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적인 악곡을 스스로 독보하며, 듣고 적을 수 있는 능력
을 기른다. 2) 악곡을 개성에 따라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3) 악곡과 연주의 특징 및 작품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음악을 애호하며 즐기
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른다. 문교부 고시 제442호(1981. 12. 31. 개정 고시), 중학교 교육 과정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
하게 한다. 1) 여러 조성 및 각종 음계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악곡을 스스로 독보하며, 듣고 적을 수 있는 능
력을 기른다. 2) 서로 협동하여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연주 능력을 높이며,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가락을 지
어 적고, 간단한 반주곡을 부칠 수 있는 창작 능력을 기른다. 3) 악곡과 연주의 특징 및 작품의 문화적 배경
을 이해하고, 음악을 애호하며 즐기는 능동적인 감상 태도를 기른다. 문교부 고시 제442호(1981. 12. 31. 개
정 고시), 고등 학교 교육 과정

ㆍㆍ

제4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초 중 고등학교로 나누어 교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하 3개의 반 괄호
를 활용해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미 제3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교육적 보편
성과 교육적 시사성보다는 교과적 고유성에 무게를 두어 목표를 진술하고 있다. 그나마 제3차 음악
과 교육과정에 포함 되어 있던 ‘국민, 민족, 우리 문화 유산’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음악성 계발, 풍
부한 정서와 창조성 함양, 조화로운 인격 형성, 독보와 기보 능력, 창조적 표현 능력, 음악의 특징 이
해와 음악을 애호하는 태도’가 그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심미적 교육관의 지배가 시작된 시기라
할 수 있다. 당시의 국내 상황은 제5공화국이 출범되었으며, 교육에서는 국민정신교육 강화, 전인교
육 충실, 진로교육 강조, 초등학교

ㆍ 학년 통합 지도 시도교육과정 개발에서 연구개발 모형 적용

1

2

,

이 주로 다루어진 내용과 방법이다.

5. 제5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 분석
<표 7> 제5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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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게 한다. 1) 악곡의 구성 요소에 대한 감각을 계발하며, 개성에 따라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악곡과 연주의 특징을 이해하고, 음악을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기른다. 문교부 고시 제87-9호
(1987. 6. 30. 개정 고시), 국민 학교 교육 과정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
하게 한다. 1) 음악적 감각의 향상을 도모하며, 협동하고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악곡
과 연주의 특징 및 작품의 문화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음악을 애호하며 즐기는 심미적인 태도를 기른다.
문교부 고시 제87-7호(1987. 3. 31. 개정 고시), 중학교 교육 과정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
하게 한다. 1) 악곡의 구성 요소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며,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2) 악곡과 연주의 특징 및 작품의 문화적 배경과 관계를 이해하고, 음악을 능동적으로 감상하는 심미적 태
도를 가지게 한다. 문교부 고시 제88-7호(1988. 3. 31. 개정 고시), 고등 학교 교육 과정

ㆍㆍ

제5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초 중 고등학교로 나누어 교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하 2개의 반 괄호
를 활용해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제시한 교과 목표는 항목별로 비슷한 내용이
다. 심미적 교육관에 의해 ‘음악성 계발,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 함양, 조화로운 인격 형성, 창조적 표
현 능력, 악곡의 특징 이해 및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당시의 국내 상황은 교육지자
체가 출범되었으며, 교육에서는 기본적인 학습기능 강조, 교과간 연계성 시도, 선택과목의 확대, 학
교의 자율성 신장, 특별활동의 정상화, 교육과정의 지역화, 검인정교과서의 증가가 주로 다루어진
내용과 방법이다.

6. 제6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분석
<표 8> 제6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음악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음을 통하여 표현하는 예술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사상이나 감
정 등을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전달받기도 한다. 이러한 음에 기초
한 예술적 활동을 통해 인간의 창의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 자아 실현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향
유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타고난 음악적 능력을 최대
한으로 발달시켜, 음악을 통한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다양한 음악의 체험을 통한 풍부
한 음악성의 계발은,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창조적 표현 능력 및 바람직한 가
치관을 발달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인 음악 능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음악 문화 창달에 긍정적으로 기
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 학교 음악과는, 음악의 기초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와 가창, 기악, 창작 등의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능을 기르고, 감상 활동을 통하
여 음악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며,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게 하는 교과이다. 따라서, 음악과의 교수 학습
은 이해, 표현, 감상 활동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독보 및 청음 기능과 악기의 기본 주법 등 기초적
인 표현 능력을 기르고, 음악 활동에 즐겨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다양한 전통 음
악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우리 음악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
도를 기르는 데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1992. 9. 30. 개정 고시), 국민 학교 교육 과
정
음악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음을 통하여 표현하는 예술이다. 따라서, 인간은 개인적인 사상이나
감정 등을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한 전달 받기도 한다. 음에 기초
한 이러한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 인간의 창의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 음악 예술을 통한 자아 실
현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의 주목표는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타고난 음악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달시켜, 음악을 통한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다양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계발된 풍부한 음악성은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창조적 표현 능력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발달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음악 능력을 지닌 사람은 결국
한 나라의 음악 문화 창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학교 음악과는 가창, 기악, 창작 등
의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길러 주며, 다양한 음악 작품을
감상하게 하여 풍부한 음악적 감수성과 음악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 능력을 기르게 하는 교과이다. 특히,
우리 전통 음악을 폭넓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의 함양에 기
여하는 교과이다. 학습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해, 표현, 감상 등의 학습이 통합적으로

⋅

- 16 -

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 탐색을 통한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항의 모의 제작

운영되어야 하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음악을 감상하게 하고, 악보를 보고 부를 수 있으며, 악기로 연주
하는 등 표현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1992. 6. 30. 개정 고시)
중학교 교육 과정
음악과는, 다양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풍부한 음악성을 계발시켜,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창조적
표현 능력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발달시키는 교과이다. 따라서, 음악 교육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음악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달시켜 음악을 통한 자아 실현을 이루고, 나아가 음악 문화 창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한다. 고등 학교 음악과는 초 중학교에서 학습한 음악 교육을 바탕으로 가창, 기악, 창작
등의 심화된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높여 주며, 다양한 음
악을 감상하게 하여, 풍부한 감수성과 음악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 능력을 기르게 하는 데 있다. 내용은
음악의 구성 요소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가창, 기악, 창작을 통한 표현, 그리고 감상으로 구성된다. 교
수 학습 과정에서는 다양한 음악의 체험을 통한 원만한 풍성 함양과 음악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게 하며, 특
히 전통 음악을 폭넓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여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 함양에도 유의
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 표현, 감상 등의 학습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음악의 체험을 통한 창의
적인 표현 활동과 감상 활동이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1992. 10. 30. 개정 고
시), 고등 학교 교육 과정

⋅

⋅

제6차 음악과 교육과정부터는 타 교과와 함께 각 학교급별로 성격 항이 등장한다. 성격 항의 구
조는 ‘음악, 학교 음악교육의 목표, 학교 급별 음악과 지도의 특성’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교육적
보편성과 교육적 시사성에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교과적 고유성에 무게를 두고 음악
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당시의 국내 상황은 문민정부 출범으로 신한국창조를 강조하고 있었으
며, 교육에서는 도덕성과 공동체의식 강조, 창의적 능력개발, 교육의 질 관리 강화, 과학기술교육과

ㆍ

진로지도 강화, 국제이해교육의 강화, 전인교육 정보교육을 통한 인간교육 강화, 과감한 교과의 통
폐합 시도, 교육과정개발의 현상학적 접근이 주로 다루어진 내용과 방법이다. 음악과 교육과정이 추
구하는 교육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분석
<표 9>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음악과 교육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
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음악과는 다양한 악곡을 경험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하고,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음악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 교과이다. 더불어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 유산
을 비교하여 그 특질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
악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초등 학교 음악과는 기초적인 음악 개념의 이해, 다양한 음악 활동의 경험, 음악
에 대한 흥미와 즐겨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이해와 활동 영역은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도록 한다. 중학교 음악
과는 초등 학교에서 다루어진 기초적인 음악 개념을 바탕으로 심화된 음악 개념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악
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음악 생활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에 대한 애호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고등학교 음악과는 다양한 악곡
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풍부한 음악적 감수성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데 중
점을 둔다. 또,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분석하며, 생활 속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
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도록 한다.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12] (1997. 12. 30. 개정 고시), 음악
과 교육 과정

ㆍㆍ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초 중 고등학교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같은 교육과정 안에서 성격
항을 기술하고 있다. 성격 항의 구조는 ‘음악, 음악과 교육, 학교 급별에 따른 성격’으로 짜여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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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제1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던 애국 애족 정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음악교과를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목적을 둔다. 당시의
국내 상황은 국민정부와 참여정부가 출범하였으며, 교육에서는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교육,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교육,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교육,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 새로
운 가치 창조 교육, 민주 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 교육,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고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이 주로 다루어진 내용과 방법이다.

8.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분석
<표 10> 2007년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음악은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소리를 통해 표현하고 향수하는 예술로, 예로부터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쳐 왔다. 사람은 음악 활동을 통하여 미적 경험과 즐거움을 얻고 잠재된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며 음
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자아 실현의 가능성과 삶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 음악
교과는 학생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음악성을 기르며 풍
부한 음악적 정서를 함양하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교과
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느끼게 하고, 음악의 기본 감각과 기초 기능을 기르며, 음악 경험의 질적 향상과 다
양화를 위해 탐구하고 연마하도록 하는 한편,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수용하도록 지도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음악 교과는 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며, 그러한 경험을 통
하여 음악적 능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애호심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2]
(2007. 2. 28 개정 고시), 음악과 교육 과정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의 본질, 음악 교과의 본질, 음악 교과의 목적'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각의 내용에서는 교과적 고유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적 보편성과 교육적 시사성
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국내 상황은 이명박 정부 출범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하였다. 교

ㆍ

육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 및 체제 유지를 유지하면서,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운

ㆍ

ㆍ

영의 자율권 확대, 과학 역사교육 강화 등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 고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주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른 수업시수 일부 조정, 재량활동 운영의 학교 자율권 확대, 교

ㆍ

ㆍ

과 집중이수제 도입, 특성화 자율학교 등에 교과목별 수업 시간수의 증감 등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부여 등이 주로 다루어진 내용과 방법이다.

Ⅳ. 결과
교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은 교과교육의 본질 및 의의, 필요성, 교과 교육의 목적(goals), 정당성,

ㆍ

타 교과와 구분되는 내용 및 방법상의 특징, 초 중등교육 각각의 특성 및 연계성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17).

따라서 개정별 교과 교육과정의 성격은 사회적 실제로 제

공되는 교과교육의 위상에 대한 이유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분석을 통해 살펴본 음악과 교육과정

ㆍ 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국가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살펴 볼 수 있

의 성격의 특징은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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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목적에 대해 관련
짓는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특히 곧 고시될
것으로 사료되는 현재의

2007년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은 ‘음악의 본질, 음악 교과의 본

질, 음악 교과의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음악교과교육의 본질 및 의의, 필요성, 목적, 정당성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총론에서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목적에 대해 관련짓는 내용에 대한

ㆍ ㆍ
적인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지만 음악행위 학습활동 즉 가창⋅기악⋅감상⋅창작

언급은 없다. 물론 이에 대한 하위의 내용 항에서도 ‘활동 이해 생활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
,

‘

’

등의 학습활동

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며, 텍스트 학습활동 즉 ‘음악실제에 따른 본질적 지식’의 학습활동은 음악행
위 학습활동을 돕기 위해 ‘이해’ 영역에서 일부 제시되는 수준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
없이 생활화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음악교과교육에 대한 지침이라기보다는 음악의 모든 교육
행위, 즉 ‘음악교육’에 대한 본질 및 의의, 필요성, 목적, 정당성, 내용 및 방법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
다.
음악교과교육이 음악의 가치와 힘을 바탕으로 공교육에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교
육과정에서 음악교과교육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회 구성원의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인 만큼 명
확한 관점의 제시와 관련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주대창 2008a,

173).

그 방법은

소비 집단의 성격이나 범위, 수요의 내용이나 방법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한 후, 음악
교육의 목적을 제거한 ‘교육재료로서의 음악’으로 공교육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컨텍스트 학
습활동, 즉 현재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이해’와 ‘생활화’ 영역과 유사한 음악실제에
따른 맥락적 지식을 활용하여 ‘음악에 의한 교육’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음
악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인 음악행위 학습활동과 텍스트 학습활동 영역을 제거하자는 것은 아니
며, 이와 함께 컨텍스트 학습활동 영역을 통합해 세 가지 학습활동 영역을 모두 고르게 교육 행위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요컨대, ‘음악교과교육’이 음악 분야의 체계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포함해 ‘음악
에 대해 모든 것’을 언급하면서도, 공교육의 교육목적에 따라 연계성과 계열성에 근거하여 교육내용
을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에서 내용으로 명확하게 구현하
여야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여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항을 모의 제작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12)

<표 11>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항의 모의 제작 결과
⋅ ⋅ ⋅

음악교과교육은 소리를 소재로 하여 박자 선율 화성 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해서 인
간의 정신활동인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 예술인 음악에 의한 교육이다.
음악교과교육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다양한 음악행위로 음악의 기본 감각과 기초 기능을 기르며, 텍스
트 음악지식과 컨텍스트 음악지식의 학습활동으로 음악 경험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탐구하고 연마
하도록 하는 한편, 애호심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음악행위의 발달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음악적 정서
를 표현하고 수용하게 한다. 또한 그에 따른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선택
하여,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활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음악교과교육은 이를 통하여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

ㆍ ㆍ

모의 제작에 있어서 연구자는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술에서 사용한 언어를 연구자의 자의적 언어로
구성한다. 하지만 이는 보편적인 언어로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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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육공학(제11호,

2010. 08. 16)

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 탐색을 통한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항의 모의 제
작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교육과정 총론에 의해 교과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시도된 것이다. 즉 음악교과가 총론에 합하는 각론 중 하나로서 교과 교육과정의 영역
과 그 역할 탐색을 통한 제고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
에서의 영역은 교과로서 음악수업의 자체의 영역뿐 아니라, 비교과로서 학교의 전반과 사회에서 영
역 등의 탐색일 수 있을 것이며, 그 역할의 탐색도 음악교과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공교육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각 영역에서의 역할에 대한 탐색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이러한 영역과 역
할 탐색을 통한 제고에 있어 첫 과제로,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에 대해 논의할 필요와 논의의
결과로 성격 항을 모의 제작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광범위한 음악교과교육의 영
역과 역할의 탐색에 대한 내용을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이라는 구체적이며 함축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연구자는 앞 장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을 모의 제작하여
결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음악교과교육의 정의, 음악교과교육의 필요성, 음악교과교육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추후 계속적인 연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본질적 의미의 음악교과교육에
대한 성격으로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구자는 성격 항을 중심으로 구성될 2009 음악과 교육과정의 제작에서 고려되어야 할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기존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성 배경과 내용 분석. 음악교과교육이 그동안 학교 교육에서 위
상을 가다듬으면서 매 개정 시기마다 제시했던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 왜 그렇게 제시하고

ㆍ

ㆍ

있는지에 대해 시대적 사회적 혹은 국가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매 개정기
마다 음악교과교육 연구자들에 의해 적합하게 기술되었던 8개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분
석적 연구내용이다.
둘째, 음악교과교육의 본질적 측면의 목적과 내용 탐색. 그동안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에서
음악교과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음악교과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음악교과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활용한 공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에서
또 다른 내용 확장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내용이다.
셋째, 음악교과교육의 기능적 측면의 필요성과 목적 탐색. 음악교과는 어떠한 교과교육이든 존재
하기 위한 조건으로 교육적 보편성과 교육적 시사성을 함의한 교과적 고유성에 대해 교육과정의 성

ㆍ

격 항에서 필요성으로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 즉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의해 요구되는 음악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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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역할을 성격 항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또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교과교육의 필요
성과 목적에 대해 내용에서는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내용이다.
넷째, 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 탐색. 그동안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상 제시된 음악교과교육의
내용에서 음악과 음악교과에 대한 영역과 역할의 기술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즉 음악교육과 교과교
육의 역할 관계에 의한 각각에 대한 새로운 내용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나아가 음악과 교육과
정 전체에서 음악교과교육의 영역과 역할 탐색에 의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에 대한 연구내용이다.

twinstarki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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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ck Production of Character Items in
Music Curriculum through Exploration in
the Areas and Roles of Music Subject Education

Sungwon Yoon
Music subject education is a social substance that was originally mass produced while maintaining
mutually supplementary relationships based on demand and supply between the consumption and
production group. Thus it should provide implications for its uniqueness as a subject on the premise of the
educational universality and suggestion of the music curriculum.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areas
and roles of music subject education, which cannot help being comprehensive due to demand and supply,
and produce specific and implicative results called character items of the music curriculum. That is, its
ultimate goal was to mock produce the character items of the music curriculum. It first built a theoretical
background by exploring the areas and roles of music subject education as education by music, analyzed
eight objectives or characters that concerned the character of the music curriculum according to the
background, and provided the results. In the conclusion chapter, the character items of the music
curriculum mock produced in the study represent the definition, need, and objective of music subject
education in an essential sense rather than just something about music education.

KEY Words: areas and roles of music subject education, Revised Music Curriculum of 2009, character of
the music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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