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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가능성 탐색
남지영
이 연구는 초등학교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융
합교육과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고, 이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중
심 융합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은 ‘교사 사전 연수 실시’, ‘교과협의회 구성’, ‘교육과정 분석’, ‘교수․
학습안 작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친 1년의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은 학습자
가 음악을 더욱 풍부하고 깊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음악중심 융합프로그
램은 교사에게 음악 수업을 위한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 수업의 내실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음악중심 융합프로그
램은 유연한 교사 조직 문화 형성과 융통성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 검색어: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예술융합, 융합교육,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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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은 첨단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지식의 집약화로 통합적 사고에 기반을 둔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창의적 인재가 요구된다. 순수한 과학기술분야의 학문적 지식 외에도 ‘소통능력’에 기초한
지식의 ‘활용’과 ‘연계’가 필요하며, 교육에서도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해
과목 간 유기적 연계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학문영역에서도 협동 연구를 지향하는 학제 연구
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문화 영역에서도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
한민국 보고서(2010.12.)에서 ‘초중등 수준에서의 융합인재교육(STEAM) 강화’를 제안하였고,
2011년에는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STEAM교육 을 발표하였다. 국내 융합교육
은 초기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축이 되어 영재교육과 과학중심의 융합교육이 연구되기 시작하
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융합인재양성이 강조됨에 따라 STEAM교육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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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융합교육에 대한 요구는 과학기술분야를 넘어 음악과 미술 등 예술중심 융합교육으로 확
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순수예술중심의 교육을 넘어 새로운 개념의 예술교육이 요구되면서, 학교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안으로서의 예술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12년
부터 예술교육 활성화와 다양화를 목적으로 전국 70개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술교육선도학
교1)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의 예술교육과 융합교육에 대한 요청이 늘어감에 따라 학교에서의 음악중심 융합프로그
램 개발의 필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최근 1-2년 동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과학창
의재단의 사업을 비롯하여 예술교육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조
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학교에서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기반
의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예술교육선도학교의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 방법과
내용을 살펴보고,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현장 적용의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융합교육
융합(融合)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섞거나 조화시켜 하나로 합함(다음
국어사전 2013)’,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듦,
또는 둘 이상의 요소가 합쳐서 하나의 통일된 감각을 일으키는 일(국립국어원 2013)’이다. 영어로
융합은 ‘fuse(녹이다)’, ‘merge(합병하다)’, ‘unite(연합하다)’ 등으로 표현되며, 문맥과 상황에 따라
서 융합이라는 단어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차원에서의 합(合),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것
으로 보인다. 최근 융합교육 연구에서 융합은 ‘converge(한 점에 모이다, 수렴하다, 집중하다, 다
른 의견 또는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다)’, ‘convergence(집중성, 수렴)’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융합교육은 미래사회의 시민으로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Drake(1998)는 융합교육의 장점을 1) 학교 교육에서 교과 간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2) 창의적사고, 의사결정, 협동, 책임감 등 직업 능력 관련 기능 습득이 가능
하며, 3) 관계파악, 분석, 종합 등 고차원적 사고능력 강화 및 학습된 기능을 실생활 맥락에서 적
용 가능함 등으로 설명하였다(Drake 1998; 신동희 외 2012, 372 재인용). 박기범(2012)은 ‘앞으로
1) 예술교육선도학교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창의경영학교 중 ‘교육과정혁신형’에 속한다. 교육과정혁신형 학교는 현
장에서 체감하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위해 혁신적 모델 개발이 필요한 교과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예술
교육선도학교는 ‘예술교과 수업 내실화’와 ‘타교과 융합수업 모델개발’을 중점 과제로 하여 운영하며, 2012년 여
름부터 현재까지 음악 또는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예술중심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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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에서 지식의 융합은 삶의 문제를 총체적이며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핵적 요소’라
고 강조하며 융합교육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융합교육을 강조한 것은 최근의 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STEAM(융합인재교
육)에서 시작을 찾을 수 있다. STEAM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미국, 영국,
핀란드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에 인문학적
배경의 Arts 영역을 포함시킨 것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
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백윤수 외 2012).
국내 융합교육의 선행연구자들(권수미 2012; 신동희 외 2012; 채현경·최유미 2012)은 Drake와
Burns(2004)의 융합(통합) 교육 유형을 차용하여 융합교육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드레이크
(Drake)와 번즈(Burns)는 학문이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교육 과정 통합의 형태를 ‘다학문적 통합
(Multidisciplinary Integration)’, ‘간학문적 통합(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범학문적 통합
(Transdisciplinary Integration)’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드레이크와 번즈의 융합교육 유형은 융
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융합수업의 주제 선정을 위한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신동
희 외 2012; 양종모 2013; 채현경·최유미 2012).
융합교육에서 융합과 통합의 개념적 차이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민경찬
(2009)은 융합을 ‘물리적’으로 합쳐진 통합과는 완전히 다른 ‘화학적 결합’으로 설명하면서, 오늘
날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간의

연계를

‘통합(unification,

integration)’,

‘융합(syncretism,

convergence, fusion)’, ‘통섭(consilience)’ 세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융합 또는 통섭의 관점에
서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하고 서로의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는 달리 권수미(2012)는 융합교육을 통합교육에 포함되는 하위 영역으로
보았으며, 이미경 외(2011)는 융합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융합과 통합의 용어에 대한 논쟁보다는
융합(통합)교육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력’이라고 지적하였다.
융합교육의 목표를 ‘융합적 사고’와 ‘실생활의 문제해결력’ 배양이라고 제시한 박기범(2012)과 조
향숙 외(2012)의 연구 역시 융합과 통합에 대한 논쟁보다는 융합교육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표
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현대 사회의 창의적 인재 양성은 타 학문과의 통섭 및 교류를 장려하는 ‘융합’ 교육을 활용하
되, 예술 및 인문학, 사회학, 경제학, 법, 정치, 문화 등과의 폭넓은 ‘유기적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태진미 2011, 1014). 이러한 창의적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최근
에는 예술교육에 대한 국제적 요구와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창의적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예술교
육’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과학 주도적 융합교육은 과학(S), 기술(T), 공학(E), 수학(M) 학습에서 학습자의 창의성

- 65 -

음악교육공학(제17호, 2013. 08. 16)

발현을 위해 예술(A)교육이 동반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반면 예술중심 융합교육은 예술 분야의
지식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학습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타 교과의 지식과 개념들을 예술 교
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중심 융합교육은 단순히 예술교과와 타 교과를 융합하여 나타나는 교육적 효과를 넘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인재 양성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예술 활동의 생활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채현경·최유미 외 2012, 3-4).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서 회복과 치유’, ‘표현과 향수에 있어
전인적 경험의 강조’ 등 예술의 기능이 학교폭력, 학생자살, 소통의 부재 등 시대가 직면한 교육
적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부각되면서 예술중심 융합교육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국내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성은현 외 2010a, 2010b; 한수연·박우룡 2009). 이 연구들은 내용적
으로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음악교과 교육 내용의 심화와 확장의 형태
를 띄고 있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은 기경숙(2008)의 “판소리 교육을 위한 문
학과 음악의 융합적 모형 연구”와 신창식(2012)의 “예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교육 방법론” 이 있
다. 기경숙(2008)은 판소리를 여러 가지 예술적 요소가 혼합되어 이루어진 복합체로 보고 문학과
음악 교과 학습을 통하여 판소리의 복합적 요소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 수업은 국어과에 중심을 두고 음악과가 학생들의 판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적 형
태로 이루어져 있다. 신창식(2012)은 ‘음악의 구성’과 ‘악기와 공명’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수학과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예술교사를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과제로 지원 받아 수행된 것으로서, 음악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주제로 하여 개발되었다.
음악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음악교과를 중심에 두고 개발된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은 예술교
육선도학교 운영 계획의 시기와 맞물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예술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채현경·최유미 외 2012)”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용 가능한 중등학교 예술중심 융합프로그램 68차시를 개발하
여 제시하였다2). “예술교육 선도학교 프로그램 개발 연구(노용 외 2012)”는 예술교육선도학교 사
업 운영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초등 저학년(1-2학년), 초등 중학년(3-4학년), 초등 고
학년(5-6학년), 중등, 고등 5단계로 구분하고, 주제에 따른 예술중심 융합프로그램 124차시(초등
70차시, 중등 42차시, 고등 12차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2) 이 프로그램은 예술중심 인문사회 융합프로그램(34차시)과 예술중심 자연과학 융합프로그램(34차시)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인문사회 융합프로그램과 자연과학 융합프로그램은 각각 중학교(17차시)와 고등학교(17차시)용으
로 나누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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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 과정
학교 현장에서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예술교육선도학교가 운영되면서부터이다. 예술교육선도학교의 핵심 과제는 ‘예술교과 수업 내실
화’와 ‘타교과 융합수업 모델개발’로 나눌 수 있다. 예술교육선도학교의 첫 번째 과제는 예술교과
수업 내실화를 통해 다양한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예술적 소양
을 개발하며,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예술교육모델을 실천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
제는 예술수업 모델 개발·보급 및 예술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교과활동 연계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타교과와 예술교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Y초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
단계와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Y초등학교는 2012년 3월 예술교육선도학교로 지정되어 현
재까지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있으며, 2012학년도 예술교육선도학교 우수사례
로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교사 사전 연수 실시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결 조건은 ‘융합’의 개념에 대한 교사의 이해이다. 예술
기반의 학교 교육 문화를 정착하고 교사들의 융합교육 연구 활동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을 주제로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의 공모형 직무연수를 신청·실시하
였다. 직무연수는 2012년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15시간)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융합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실시하는 ‘STEAM
교육의 이해’ 원격 연수 이수를 전교사들에게 권장하여 관심이 있는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수강하
였고, 2012년 5월에는 ‘예술교육의 의의와 예술융합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학교장과 연구부장교
사가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2. 교과협의회 구성
2012학년도에는 학습지도부장 1명, 학년별 연구위원 6명, 예술교과전담교사 3명(음악 2명, 미
술 1명)을 중심으로 융합프로그램 운영팀을 구성하였다. 융합프로그램 운영팀 교사 10인은 향후
개발할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의 개발 방향과 구체적인 교수·학습안의 형식에 관하여 논의하였
다. 2013학년도에는 학년별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를 중심으로 교과협의회를 구성하고, 학년별
음악교과와 타교과의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여 음악교과에서 융합 가능한 제재를 선정하였다.
2012학년도 Y초등학교의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과와 다른 교과가 결합된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주제 중심 교과내 수업형의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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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상반기에 융합프로그램의 기본모델(2차시 기준)을 개발하고, 하반기에 프로그램의 시수
와 범위를 확대한다.
넷째, 프로그램 적용 및 하반기 컨설팅 후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한다.

3. 교육과정 분석 및 창의․인성 요소 선정
2012년 7월 교과협의회를 중심으로 학년별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타교과의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분석은 음악교과를 중심으로 하여 융합 가능한
타교과의 교육과정 내용을 찾아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1-2학년은 ‘즐거운 생활’에서 음
악적 지도요소를 찾아 그 중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등 타교과와 융합할 수 있는
수업 제재를 찾고, 3-6학년은 음악교과와 융합 가능한 내용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교과
등을 중심으로 찾아 정리하였다. 2013년 3월에는 새롭게 바뀐 1-2학년 ‘통합교과’의 ‘즐거운 생
활’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창의경영학교3) 공통과제 중 하나인 창의·인성 교육의 실천을 위해 융합프로그램에 반
영할 창의성 요소와 인성 요소를 선정했다. 융합프로그램 운영팀의 논의 결과 창의성 요소는 과
학 교과에서 일반적인 창의적 사고력으로 제시한 6가지 요소를 선정하였고, 인성 요소는 예술교
육과 인성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문애순(2006), 오경준(2000), 정범모
(1994)의 설문지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을 통해 가장 많이 향상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 4가지 요소
를 선정하였다. Y초등학교의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요구하는 창의·인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창의성 요소 : 민감성, 독창성, 유창성, 유연성, 정교성, 재구성력
• 인성 요소 : 자신감, 책임감, 배려, 협동
<표 1> 교육과정 분석의 예(6학년)
단원

학습주제

제재곡의 리듬과 화
3 . 세 계와 음의 특징을 이해하
함께 바누와 여 노래 부르기
(34-35쪽)
아프리카의 지리와
3 . 세 계와 문화를 이해하며 제
함께 아프리 재곡 부르기(36-37
카의 노래
쪽)
세계 여러 나라의
3 . 세 계와 음악적 분위기를 살
함께
여러 려 노래 부르기
나라의 노래
(38-39쪽)

활동 내용 및 방법

관련
교과

관련교과 단원
2.③바다가 넓고 자원
이 풍부한 남반구

관련교과
학습주제(쪽수)

①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지리와
문화에 대하여 알고 민요의 특 사회
징을 살려 제재곡 부르기

②

콩고와 케냐의 지리와 문화에
대하여 알고 제재곡의 리듬을 사회
살려 부르기

아프리카의 자연환경
2. 바다가 넓고 자원 과 인문환경 알아보기
이 풍부한 남반구
(72-73쪽)

세계 여러 나라 노래의 문화를
이해하고 음악적 분위기를 살 도덕
려 노래 부르기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
7. 다양한 문화 행복한 을 극복하고 관용적인
세상 서로를 이해하
태도로
바라보기
기 위한 올바른 생각
(134-138쪽)

③

아프리카의 자연환경
과 인문환경 알아보기
(72-73쪽)

③

②

3) 교육부는 주요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좋은 학교’의 선도 모델로 육
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창의경영학교는 사업의 세부추진 과제에 따라 ‘학력향상형’, ‘사교육절감형’, ‘교육과정
혁신형’, ‘자율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창의·인성 교육’, ‘진로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을 공통과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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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학습안 개발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교수·학습안은 2012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여름방학 중 1차 작
성하였으며, 2012년 11월 수업 적용 및 컨설팅 후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2013년 5월에는 학년
별 전일제 운영을 위한 융합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였다.
교수·학습안은 1) 음악교과에서 융합 주제 및 제재를 선정, 2) 본시 학습 목표 설정, 3) 교수·학
습 활동에 필요한 배경지식 및 활동개요 작성, 4) 타교과 수업 요소 추출의 단계로 작성하였다.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교수·학습안은 교사의 아이디어를 확산하고 융합의 다양한 내용과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도입-전개-정리’ 3단계를 기본으로 하되, 개발자에 따라 그 밖의
자율적인 학습단계 설정을 허용하였다.

Ⅳ.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의 실제
이 장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
학교에서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아래 제시된 음악중심 융
합프로그램은 음악교과와 실과 및 미술교과를 융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음악 교
과서(금성출판사) 1단원 ‘쓰임새에 어울리는 음악 찾기’ 제재를 재구성한 것이다.

1.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내용
가. 항목

① 주제, ② 대상, ③ 융합의 주안점, ④ 학습목표, ⑤ 예술융합 관련
교과 영역, ⑥ 교수·학습안, ⑦ 지도시 유의사항, ⑧ 판서계획, ⑨ 평가계획, ⑩ 참고자료, ⑪ 학습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은

지 및 기타자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제 :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대주제 기술
② 대상 : 융합프로그램 적용 대상 학년 기술
③ 융합의 주안점 :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구성 취지 및 기대효과 기술
④ 학습목표 : 일반적인 학습목표를 기술하고, 아래에 ‘융합교육’과 ‘창의·인성교육’ 관점에서
의 학습목표를 추가 기술

⑤ 예술융합 관련 교과 영역 : 융합교육을 위한 음악교과와 타교과 단원 및 학습 요소 기술
⑥ 교수·학습안 : 본시 교수·학습안 작성. 단계별 교수·학습 활동이 추구하는 창의·인성 교육요
소 기술

⑦ 지도시 유의사항 : 본시 학습 지도시 유의사항 기술(일반 교수·학습안과 동일)
⑧ 판서계획 : 본시 학습 판서계획 기술(일반 교수·학습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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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평가계획 : 평가 목표를 ‘융합요소’와 ‘창의·인성요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
⑩ 참고자료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운영 가능한 영역 및 아이디어 기술, 참고문헌 및 사이
트 안내

⑪ 학습지 및 기타자료
나.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의 예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연과 하나 되어’라는 주제로 ‘음악’과 ‘실
과’, ‘미술’ 교과를 융합한 것이다. 1차시로 구성된 ‘쓰임새에 어울리는 음악 찾아보기’ 제재를 2
차시로 재구성하였고, ‘친숙한 악곡의 가사를 바꾸어 즉흥연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쓰임새
에 어울리는 다양한 음악을 찾아보는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활 속에서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일상에서 음악을 사용하는데 친숙함을
느끼고,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제재를 재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음악 만들기 활동에 학습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사 바꾸기와 간단
한 리듬 반주 만들기 활동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교수·학습 활동은 1) 온천천의 생활자원과 환
경 관계 탐색하기, 2) 온천천 보호를 주제로 하는 노래 만들기, 3) 재활용 악기 리듬 반주에 맞추
어 온천천 Song 연주 및 감상하기 단계로 구성하였다. 가사를 바꾸어 만들 노래(온천천 song)의
대상은 학습자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지 근처의 온천천으로 하고, 재활용 악기를 활용
해 생활 자원과 환경 보호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연과 하나 되어

창의인성 예술융합교육
학 습 프 로 그 램

1. 대상 : 초등 6학년
2. 융합의 주안점
이 프로그램은 생활 자원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생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
아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의 노래 가사를 만들고 재활용 악기를 연주하며 함께
표현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의 실제 삶과 밀접한‘환경 보호’문제를 도입하여 노래를 만들어 보는 본시 수
업은 음악 만들기 활동에 학습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사 바꾸기와 간단한 리듬 반주 만들기
활동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노래의 대상은 학습자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지 근처의 온천천으로
하고, 재활용 악기를 활용해 생활 자원과 환경 보호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대효과: 쓰임새에 어울리는 다양한 음악을 찾아보는 활동에서 더 나아가 생활 속에서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일상에서 음악을 사용하는데 친숙함을 느
끼고,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은 노랫말 바꾸기 활동에서 음악이 갖고 있는 함축성과 심미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
교화하고 주제에 맞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또 창작 과정 중에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사고를 확장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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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목표
생활 자원과 환경의 관계를 생각하며, 온천천 보호를 위한 노래를 만들 수 있다.

환경을 생각하여 생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하는 노래를 만들고 연주할 수 있다.
음악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생산하고 정교화하며, 음악과 자연이 주
는 어울림을 느끼고 적극적인 환경 보호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다.

4. 융합 관련 교과 영역
교과

학년

단원

음악

6

실과

6

1. 나가자, 달리자!
쓰임새에어울리는음악찾아보기
4-1 생활 자원의 이용과 관리

미술

5-6

5.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5. 교수․학습안

학습 요소

‣친숙한 악곡의 일부를 변형하여 즉흥 표현하기
‣개인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
‣생활 자원과 환경과의 관계 이해하기
‣환경을 생각하며 생활 자원을 관리하는 법 알기
‣공예의 특징 이해하기
‣악기의종류와제작원리를탐색하여재활용악기만들기

제재(차시)

쓰임새에 어울리는 음악 찾아보기(2/2)

지도교사

남지영

학습주제

생활 자원과 환경의 관계를 생각하며 온천천 song 만들기

시간

40분

학습자료

교사

컴퓨터, 프로젝션 TV, 사진(온천천 생활자원), 영상자료, 피아노, 리듬카드

학생

재활용 악기, 3색카드

학습
단계

학습
내용

도입

전시학습

(5′)

상기

교수-학습활동

■‘가재를 찾아서’노래 부르기

창의인성
교육요소

자료(￭) 및
유의점(※)
￭ 피아노

- 자연 유산 보호를 주제로 한 제재곡 노래하기
- 가사의 내용과 표현 방법 이야기하기

동기유발

■ 온천천의 모습을 담은 영상 시청하기
- 오늘날의 온천천 모습이 있기까지의 과정과 사업 추진 배경을 이해

￭ 프로젝션
TV, 컴퓨터,
영상 자료

하고, 온천천 주변의 환경과 생활 자원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기
- 온천천 환경이 훼손 또는 보존된 모습을 보고 그 원인에 대하여 이
야기 나누기

학습문제
제시

■ 학습문제 확인하기
생활 자원과 환경의 관계를 생각하며,
‘온천천 song’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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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학습

(30′)

활동

￭ 판서

■ 활동순서 안내하기

(학습활동안내)

안내

【학습 활동 안내】
활동1
활동2

온천천 환경 살펴보기
온천천 song만들기

활동1

■ 온천천의 생활 자원과 환경 관계 탐색하기

온천천

- 온천천에 있는 생활 자원의 종류 알아보기

환경
살펴보기

- 온천천 환경의 오염 또는 보존 사례 찾아보기

민감성

- 바람직한 온천천 생활 자원 소비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유창성

활동2

■ 온천천 보호를 주제로 하는 노래 만들기

온천천

- 제재곡 탐색하기

song
만들기

실과 ※생활 속에

￭ 리듬카드
음악 ※다른 사람

- 노래 가사와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 표현을 위한 음악의 개념적
요소(리듬, 가락, 빠르기, 셈여림 등) 파악하기

유창성

- 노래 가사바꾸기&노래에 어울리는 리듬 즉흥연주하기

독창성

-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표현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수정 및 정리하기

정교성

■ 온천천 song 연주하기

미술

- 재활용 악기 리듬 반주에 맞추어 온천천 song 발표하기
- 주제와 가사 내용의 적절성을 생각하며 친구의 연주 감상하기

정리

학습정리

(5′)

및
내면화

서 자원을 아
껴 쓰는 것이
환경 파괴를
줄인다는 것
을 알수 있
도록 한다.

의 생각을 존
중하고, 자신
의 생각을 자
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허용적인 분
위기를 조성
한다.
￭ 재활용 악
기, 3색카드

배려 협동

■ 생활 자원 관리를 위한 마음 다지기
- 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 자원 관리 및 올바른 소비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고 실천의지 갖기

책임감
자신감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수업을 하고 느낀점 발표하기
- 새롭게 배운 것, 더 공부하고 싶은 점 이야기 나누기
차시안내

■ 차시 안내 및 정리

6. 지도시 유의사항
즉흥 연주를 통하여 학생들이 음악적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집이나 학교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활 자원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음악과 자연이 갖고 있는 어울림에 대한 공통 요소를 인식하고, 음악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환경 보호
실천에 대한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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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서 계획
쓰임새에 어울리는 음악 찾아보기
생활 자원과 환경의 관계를 생각하며,온천천 song을 만들어 봅시다.
<온천천 song 만들기>
온천천
생활 자원
(사진)

8. 평가 계획
영역

①
②
③
④

리듬카드

평가내용

주제에
노래에
재활용
모둠별

생활 자원과 환경의 관계를 생각하며, 온천천 환경 보호를 주제
로 하는 노래를 만들 수 있는가?
주제에 어울리는 가사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환
창의인성요소
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는가?

융합요소

어울리는 가사 바꾸기
어울리는 리듬 반주 만들기
악기를 활용하여 발표 연습하기
발표하기

평가요소
음악(활동)
실과(가정생활)
독창성, 정교성
협동, 책임감

평가방법
▶
▶
▶
▶

관찰평가
상호평가
관찰평가
자기평가

참고 자료
‣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 봉사활동(자연환경 보호) - 자율활동(문화예술영역)
‣ 참고 사이트 안내

- 한국환경노래보급협회 http://www.greensong.or.kr/
- 환경부 http://www.me.go.kr/
- 온천천 관리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03-1, 051-665-4981～3)

2.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적용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은 2012년 11월 2일(금) 3교시에 6학년 1개 학반을 대상으로 최초 적용
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수업은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당일 수업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 1명,
시교육청 장학사 1명, 지역교육청 장학사 2명, 예술교육선도학교 컨설턴트 2명, 학교장, 교감, 연
구부장교사, 적용 수업 대상 학반 학부모가 참관하였다. 수업 공개 후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제재곡의 주요 리듬 탐색’과 ‘가사 및 리듬 만들기를 위한 기초기능파악’ 등 음악 만들기를 위한
탐색 단계를 보강하는 등 융합프로그램 본시 교수·학습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2013년 6월에
는 6학년 5개 학반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음악과 융합된 교과는 실과와 미술이다. 온천천 song의 주제와 가사 내용을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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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게 탐색하기 위하여 실과 교과에서 학습한 생활 자원의 소비와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본시 전
개 단계에 도입하였다. 본시 수업을 위하여 1차시는 실과 교과에서 생활 자원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생활 자원과 환경과의 관계 및 생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탐색하였다. 2차시
는 미술 교과에서 환경보호의 의지를 다지고 실천하는 의미에서 악기의 제작 원리를 생각하며 재
활용 악기를 만들고, 그 악기를 본시 수업 리듬 반주 연주에 활용하였다. 3차시는 1, 2차시에 타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음악 교과에서 ‘온천천 보호를 주제로 하는 노래 만들기’
를 주제로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수업을 실시하였다. 실과와 미술 수업은 본시 수업 전 해당 학
반의 담임교사가 실시하였고, 본시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수업은 음악교과전담교사인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표 2>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차시별 학습계획
차시 과목 교과서 단원(쪽수)
1

실과

2

미술

3

음악

주제

주요활동 및 방법

- 생활 자원과 환경과의 관계 탐색하기
4. 생활 자원과 소비 생활 자원과 환경과의 - 환경을 생각하며 생활 자원을 관리하는 방
(금성, 57-58쪽)
관계 이해하기
법 찾기
쓸모와
아름다움을
공예의 특징 이해하기
5. 손으로 만드는 즐
고려하여
생활용품
악기의 종류와 제작 원리 탐색하기
거움(금성, 41-42쪽)
만들기
- 재활용 악기 만들기
- 온천천의 생활자원과 환경 관계 탐색하기
생활 자원과 환경의 - 온천천 보호를 주제로 하는 노래 만들기
1. 나가자, 달리자!
관계를
생각하며
온
(금성, 20쪽)
- 재활용 악기 리듬 반주에 맞추어 온천천
천천 song 만들기
Song 연주 및 감상하기

[그림 1]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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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적용 후 정리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가사 바꾸어 노래 부르는 것이 재
미있었다.’, ‘생각보다 가사를 바꾸는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직접 노래를 만들어 보니 뿌듯했다.’,
‘온천천을 걸으며 우리가 만든 음악을 불러보고 싶다.’ 등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느
꼈다고 응답했으며, 쓰임에 어울리는 음악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에 성취감을 드러냈다. 나아가
‘온천천을 무심코 지나갔는데, 앞으로는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온천천의 생활자원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소비해야겠다.’ 등 온천천 환경 보호의 실천의지를 다지는 응답도 있었다. 음
악중심 융합프로그램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만든 온천천 song은 [그림1]과 같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융합교육과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에 관한 이론

․

적 배경을 탐색하고, ‘교사 사전 연수 실시’, ‘교과협의회 구성’, ‘교육과정 분석’, ‘교수 학습안

․

작성’의 단계를 거쳐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였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지난 1년 동안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연구
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은 학습자가 음악을 더욱 풍부하고 깊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
록 돕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에서 타교과는 학습자의 음악 학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입된다. 역사, 문화, 지리, 과학, 문학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융합체로
서의 음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음악을 더욱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다. 또한 타교과와의 융합교육 과정에서 음악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구체화하는 활동 중심의 학
습 과정에서 음악 교과의 흥미롭고 유의미한 학습이 가능해진다.
둘째,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은 음악 수업의 내실화에 기여하였다.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사는 가장 먼저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탐색하고 융합 가능한 제
재와 요소를 선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제재곡에 대한 배경지식과 음악적 이해 요소, 효
과적인 교수·학습방법 등을 고민하게 된다.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운영은 교사에게 음악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음악 수업의 양적 질적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은 유연한 교사 조직 문화 형성과 융통성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을 가능하게 하였다.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은 음악교사와 타교과 지도교사의 아이디어 및
역량이 합해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교사들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업무를 위한 동료 관계를 넘어선
인간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이는 교사들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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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또 매년 초 학교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분석한 교육과정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 및 타교과 활
동과 연계하여 조직하면 보다 융통성 있는 학교 행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고려해보아야 할 점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를 생각하여 융합의 개념을 정립하거나 합의할 필요하다.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융합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융합의 개념 정의에 따
라 개발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교육과정
은 주제중심 통합교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프로그
램을 개발할 때 융합과 통합 개념의 차이에 따라 융합지도요소와 교육과정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
이견(異見)이 발생한다. 융합을 기존의 교육 방법을 초월한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
보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융합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중심에
두고 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융합교육의 필요성과 접근 방법을 생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
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음악교과와 융합하는 타교과의 지도 시기와 내용을 고려하여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음악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등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음
악교과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타교과 지도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음악과 수업만을 위
해 해당 교과 교사가 본래 계획한 연간지도시기 및 내용과 무관하게 학습이 이루어질 경우 타교
과 지도의 계열성과 일관성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초 교육과정수립 시 교사들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수시로 해당 교과 교사들의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형식적인 융합프로그램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모든 요소들이 융합교
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은 음악과 교육과정 중 타교과와
융합을 하였을 때 학습 효과가 높아지거나 또는 보다 깊이 있는 음악수업을 위해 타교과의 지식
이나 개념이 필요할 경우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음악
교과서에서 융합교육이 필요하고 가능한 제재를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융합에 필요한 타교
과 지도내용이 동일 학년 교육과정에 없을 경우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의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연구는 현재 초기단계이고, 연
구자가 생각하는 융합교육의 개념과 목적, 방법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
고 있다. 이는 각 프로그램별 장단점과 학교에서의 일반화 가능성 역시 적용 대상과 내용,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력을 바탕
으로 하여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관련된 내용을 일상에서 노래 부르고, 감상하고, 손쉽게 만들어
연주할 수 있는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는 음악 교육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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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화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음악 수업의 활성화와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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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Music centered Convergence Program and
Exploration of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Elementary School

Ji-Young N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usic centered convergence program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to elementary school. Based on this, developed a music centered convergence
program for 6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and applied it to actual classes. The program was developed
through the process of ‘Pre-training of teachers’, ‘Composition of subject teaching meeting’, ‘Analysis of
educational curriculum’ and ‘Preparation of teaching plan’.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for a year from 2012 to 2013. First, it was confirmed that music
centered convergence program helps learners to understand and express music more deeply and
profoundly. Second, music centered convergence program provided teachers with opportunities to study
and contributed to substantialization. Third, music centered convergence program allowed to compose a
flexible organizational culture of teachers and enabled flexible operation of school curriculum.
KEY Words: music centered convergence program, convergence of arts, convergent educ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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