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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를 활용한 초등학교 음악수업에 관한 고찰
-가창학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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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다 적극적인 인터넷 활용과, 더 많은 정보

Ⅰ. 들어가면서

를 교실 수업에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정보, 통신, 기술과학의 눈부신 발달

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교육 자료를 모든

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변

교과목에 사용하도록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주

화를 이끌어오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

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등 음악 교실에

가 아니다. 수업을 위해 교무실 문을 나서는 교

서도 현재 아이씨티(ICT)를 활용한 음악수업

사는 분필과 책 대신 레이져빔 지시봉과 교육

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다.1)

21세기

할 내용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크나 컴펙트 디

교육 내용과 방법은 그 대상과 시대에 따라

스크만을 가지고 교실로 들어서는 진기한 모습

변하여왔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연출되는 시대가 되었다. 교육 공학적 측면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현

에서 볼 때 정보, 통신, 기술 발전은 교실 교육

우리 초등학교 음악수업(특히 가창수업)에서는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울 수 있다는 긍정적

우려될만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사실이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에 의해 시

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수업방식의 변화가 지

작되었다. 이를 통해

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으니 혁신적인 일

교육의 장․단점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

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제안하고자

제 7차 교육과정에 들어와 교육당국과 정부

1)

엄밀히 말하면 교사는 어느 특정 회사가
는 식이다.

ICT를

ICT를

활용한 가창 음악

한다.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음악 수업 프로그램을 프레젠테이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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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광주광역시내 초등학
교 5곳

24명의

필요로 하는 정보의 생성, 처리, 분석, 검색, 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

용 등의 기본적인 정보 소양 능력을 기르고, 이

해 가창음악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각 질문에

를 학습 활동과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

대한 응답을 기초로 분석해 나간다.

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ICT활용

음악수업 프로그램으로 다룰 수 있는 창작, 기

물론

ICT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이나 교사들에

악, 감상분야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고, 가창으

게만 국한되어 이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

로만 국한시키기로 한다. 연구대상이 된 교사

재성 교수(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이론전

들은 음악교육심화과정 출신으로 국한하지 않

공, 음악연구소장)의‘음악이론에서의

고 무작위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이란 제목의 논문에서와 같이, 그는 학문 연구

ICT활용’

에서 정보 검색의 중요성과 오늘날의 변화된
검색 방법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Ⅱ. 본

ICT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3) 현장 수업을

론

주도하는 초·중등학교 교사들도 그들의 교과
수업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 ICT의 이해
ICT는

정보, 통신, 기술을 의미하는 영어,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세

단어의 첫 철자들에서 따온 신조어이다. 정보
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양으로 축적되어지
고 있고, 통신 기술은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정
보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다 빨리 그리고 효
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위해 발전의 발

ICT

활용능력이 뛰어난 각 단위 교과 교사들 중심
으로

ICT

관련 자료 확충을 하고, 이를 일선

동료 교사들이 공유하는 분위기이다.

가. ICT와 관련된 연구동향
1)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료 제작

CAI

음악 감상자

멀티미디어는 디지털 매체로서, 문자, 그림,

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도록 교육

음성, 동화상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

당국도,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 급변하는 시

는 시스템으로 아날로그 매체에 비해 학습 자

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즉 정보

료의 제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통신기술을 이용한 교육을 수업현장에서 적극

음악 감상용 자료 제작에 애용되고 있다. 그러

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활용

나 멀티미디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에

하여 교육하는 것을 가리켜 ‘정보통신기술교육’

게는 이를 이용한 자료제작의 어려움이 따르기

혹은

‘ICT교육’이라

ICT

2)

한다.

마련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 교사들

이 정보통신기술교육의 주된 목적은 초·중등학

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직플랜(Magic

교 학생들이 컴퓨터, 각종 정보 기기, 멀티미디

이라는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다. 교사들은

어 매체 등을 이용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이미 기본 구성 틀이 짜져있는 이 프로그램을

2)

3)

아이이시티활용음악연구회 http://gaia.busanedu.net/～ictmusic/bbs/menu.htm
한국음악교육공학회 http://kcme.snue.ac.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ICT 연구 사이버 커뮤니티 - http://heart.kice.re.kr/ict
박재성, ‘음악이론에서의 ICT활용’, 음악교육공학, 한국컴퓨터음악교육학회지, 창간호,

2002. p.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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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음악 감상용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하는 모든 정보가 웹에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

자료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다

고, 이런 경우 교과서로서의 신뢰성은 떨어지

용이하게 음악 감상 수업의 교수-설계를 할 수

기 마련이다. 또한 음악교과는 원래 실기를 위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음악 감상 수

주로 하는 교과이기 때문에, 스크린을 통해 보

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4)

여주는 방식의 수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과거 기존 사용되어 오던 감상 교수방법은
CAI(computer aided instruction)라는
‘음악

문제로 대두된다.

교육용

감상자료 제작 소프트웨어’가 제작 보급

이러한 문제를 안고서도 음악과 전자교과서는

됨으로 인해 보다 다양하면서도 흥미 있는 수

계발될 필요는 있는 것이다. 교실 수업에서 다

업, 즉 보면서 들으며 여러 정보를 함께 얻을

룰 수 없는 광범위한 부분들이 분명 인터넷이

5)

수 있는 감상 수업으로 변화가 일고 있다.
2)

(CD-Rom title)을

음악과 전자교과서 모형 계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2000년에

전자

교과서라는 개념 하에 이 교과서의 유형을 선
보인바 있다. 이는

21세기를

나 기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씨디롬 타이틀

들어서면서 전반

통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2. 교실가창수업의 실태

적으로 교육기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을
직시하여 이뤄놓은 작업이다. 전자교과서는 웹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자는 교실가창수

기반교육(web

업의 실태 파악을 위해

based instruction)에

그 기초를

15가지

질문이 들어 있

8)

두고 있으며, 평생 교육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는 설문지 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하

가상학교(cyber

는 초등학교 5곳

school)

또한 염두에 두고 있

다.6)

2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답변

을 받아 보았다.

단순한 텍스트 위주의 서책 형 교과서는 컴
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웹과 멀티미디

교사가 적극적으로 가창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어에 의한 교수-학습의 질적 변화에 원활히 대

대한 첫 질문에 대해 응답자

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공주대학

극적으로 하는 편이다’로 나타났다. 그렇지 못

교 조성기는 다른 교과 전자교과서 모형을 기

한 경우 응답자들의 이유로는 주로‘옆 반 수업

초로 음악과 전자교과서 모형 계발을 위한 제

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과‘시간적인 제약 때

안을 그의 논문을 통해하고 있다.7)

문’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학생들과

19명(80%)이 ‘적

그러나 음악과 전자교과서 모형 계발은 그

교사 대부분은 가창 수업을 즐겨하고 있음을

실효성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말해 주는 것으로, 교사가 가창에 자신이 없어

대한 질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이 원

서 적극적으로 가창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는 없었다. 아이들 역시 음악수업 중 가창을 할

4)
5)
6)
7)
8)

전국음악교과모임 http://chammusic.njoyschool.net/club/service/cl_main.asp?gid
한국음악교육공학회 http://kcme.snue.ac.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ICT 연구 사이버 커뮤니티 - http://heart.kice.re.kr/ict
조성기, 음악과 전자교과서 모형 계발을 위한 제안, 연구논문, 공주교육대학교, 2000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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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매우 즐거워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연령별 음악적 표현 능력의 차이에 대한 충분

그 이유로 아이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한 멜

한 사전 지식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로디를 함께 표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즐거워
한다는 것이다.

성장에 따른 아동의 음악발달특성 이해 없이
가창 지도를 하는 것은 마치 덧셈, 뺄셈이 원활

음악 수업에 있어 창작, 기악, 감상 그리고

하지 않은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가창 영역 중 꾸준히 다루고 있는 부분은 무엇

곱셈, 나눗셈을 가르치려드는 격이 될 것이다.

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가온 다음을 기준으로 반음을 포함한‘라’음부터

52%가

가창이라고

답했다. 현 초등교실 음악 수업 내용 중 가창이

‘레’음까지의 6음은

다른 영역에 비해 주요 활동이며, 아이들의 내

에게 정확한 음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아동기 특히 저학년 아이들

면세계를 표현하는데 가창이 매우 중요하면서

있고, 오히려 고학년 아이들인 경우에는 성대

도 일반적인 역할을 맞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의 성장이 계속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높은 음
‘레’(d')부터 ‘파’(f')음까지의 4음은

<표1>

음정이 불

안하면서 빈약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9)

가창

감상

기악

창작

52%

18%

25%

5%

*

이외에도 아이들의 여러 가지 음악 발달적 특
성을 교사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

음악 수업의 비중

요함을 보여주었다.

가창 수업 시 제창에만 의존하는지, 혹은 단

다음 질문으로는 가창 수업을 위해 참고하는

순한 캐논이나 론도형식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헌이나 이용하는 도구가 있는지, 있다면 무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엇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응답교사

94%가

제창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이외에 교사의 호명 또는 자진

87%가

교사용지도서를 참고문헌으로 주로 이

해서 모둠별과 개인별로 가창수업을 실시하고

용하고 있고, 컴퓨터와

있다고 응답했다.

아노 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답해 주

ICT활용

프로그램을 피

가창 지도시 학생들로 하여금 멜로디를 익혀

었다.(표2참조) 이는 분명 기존 가창 수업의 기

가사의 분위기에 알맞게 부르게 하는 것으로

본적인 도구였던 피아노 또는 풍금이 대체된

만족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가창 지도시 유의

현재의 변화된 교실 환경을 대변해 주고 있는

점(리듬, 음정, 프레이징, 악상 등)들을 일러주

대목이다.

<표2>

고 이들을 지키면서 노래하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음정, 박자,
멜로디 정도에만 신경을 쓰고 지도한다는 응답
자가

피아노(풍금)

ICT활용
프로그램

기타

2%

98%

0%

84%이었다.

연령에 따른 아이들의 음악 발달적 특성을

*

가창 지도시 주로 사용하는 도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는 응답자의

43%

정도만이‘그렇다’고 답해, 교

사들이 아이들의 성장에 따른 성대의 변화나

9)

장기범, 미래음악교육연구모임 저,
년』(서울: 음악세계1999) p.13-15

『창의성

조작이 편리하고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여
러

ICT

학습 자료들은 교사들에게 없어서는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초등학교 수행평가 교사용 지도서

3-6학

ICT를

안 될 중요한 교수 도구가 되어있다.

ICT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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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이나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전

용한 가창 수업 관련 프로그램은 그다지 복잡

체

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지 않다. 조작 명령어를

사되었으며 다만 수업 진행도중에 교사의 아이

마우스로 클릭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손쉽게 수

디어를

업의 도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그

라고 답했다. 예를 들어, ‘나의 살던 고향은 꽃

리 익숙하지 않은 교사라 할지라도 이용할 수

피는 산골...’이라는 곡을

있는 것이다.

되어 있는 템포로만 노래를 한두 번 정도 하다

이렇게

ICT를

87%가

되었다.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조

ICT

프로그램에 추가 할 수 없는 것이
ICT

프로그램에 입력

이용한 음악 수업 프로그램이

보면 아이들이 곧 실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보편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 가창 수업을

다. 지도교사 역시 속도를 통한 곡의 변화를 아

할 때 교사들의 피아노 반주 능력은 한계가 있

이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은데,

었다. 단순한 화성진행이나 펼친 화음 정도의

ICT에서는

반주가 대부분이었다. 음색도 늘 한가지인 손

나 이것을 제외하고는 응답자 대부분이

풍금 소리 아니면 피아노 소리였다. 이에 반해

용 음악교과 프로그램에 만족해하고 있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
ICT활

교육 프로그램은 반주부분이 다양한 악기

가창 수업 때 창작, 기악, 감상 영역 등과 함

음색과 더불어 재미있는 스타일의 반주가 삽입

께 가창 지도가 이뤄지는지에 관한 물음에는

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흥을 돋우어 주는 역할

시간적 제약이 있어 다 할 수 없다는 답변이

까지 해 주고 있다. 즉 교사의 부족한 부분을

대다수였다. 특히 창작 영역은 많이 다뤄지지

채워주는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보다 멋진 반주

않는 반면 가창과 기악 영역의 수업 진행은 꾸

에 맞춰 노래할 수 있게 프로그램 되어있기 때

준히 이뤄진다고 답했다.

ICT

문이다. 이 때문에

ICT를

활용한 음악수업 프

로그램이 전국 초등교사 사이에 급속하게 번져

3. ICT를 이용한 가창수업의 장․단점 및 문제점

가. 장점

지금은 거의 모든 교사들이 이를 음악수업의
주된 교수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ICT를

활용한 음악 수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아래
이 대부분의 교사가 압도적으로

같

가창지도가 용이하다. 초등 교사들 중에는 음

프로그램

정이 정확하지 않거나, 가창 수업을 이끌어갈

<표3>과

ICT

첫째, 가창에 자신이 없는 교사라 할지라도

을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성량(tone

는 과거 피아노나 풍금 반주에 교사의 육성을

하지 않은 교사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들에

통한 아날로그 방식의 수업 시대를 마감하고

게 있어

새로운 환경에 걸 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이

이 음악 수업에도 확고해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클릭만으로 원하는 부분의 악곡을 사람의 목소

ICT를

굉장한 ‘이기’가 아닐 수 없다.

이용한 음악수업 프로그램은 마우스

가 굳이 가창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어진 것이

계속이용

고려 중

대안모색

96%

4%

0%

ICT를

ICT는

성악적인 기량이 충분

리 혹은 악기 소리로 연주해 주기 때문에 교사

<표3>
*

volume)이나

앞으로

ICT활용

다. 소리의 크기 면에서도 교실 크기나 학생 수
에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의 음량 조절이 스피
계획

이용한 음악수업을 진행하는 도중 불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커를 통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음정과 박
자 또한 기계적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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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어도 정확하며,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어

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지루함

교사의 서툰 음정과 박자로 하는 가창 시범보

을 덜 느낀다.

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마디별, 프레이즈별로 반

ICT

활용 음악 수업 프로그램은

둘째, 교사는 가창 지도시 많은 에너지를 쓰

복하여 노래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화 되어있

지 않아도 된다. 교사는 프레젼테이션을 하는

다. 이 때문에 교사의 판단에 의해 원하는 만큼

위치에서 명령어만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일만

의 반복 가창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

하면 되는 것이다. 교사가 가창 시범을 보이고

에 반주 부분 또한 재미있게 편곡이 되어져 있

난 다음 아이들을 통제하면서 수업을 이끌어

어 아이들은 흥이 나서 신나게 부르고자 하는

가야할 경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동기유발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ICT를

활용한 음악 가창 수업을 할 경우 보다 용이하
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이다.

ICT

여섯째, 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
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는 시간을 다른

프로그램 만으로 미

교육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초등용

디와 연결된 실제 악기의 소리를 재생할 수 있

ICT

으므로, 피아노, 풍금 등 수업을 위한 악기구입

그램(부분적인 것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 필요성을 덜 수 있다. 여기에다 각 교실마다

정도)과는 달리, 음악 수업 내내 사용할 수 있

설치된 프로젝션

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있다.

TV와

컴퓨터는 곧바로

ICT

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 기존 기자재 활용
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중학교 음악 수업용

ICT프로

나. 아쉬운 점

넷째, 반주에 자신이 없는 교사라 할지라도

위에서 살펴본 좋은 점들은 역으로 보면 아

가창 지도가 가능하다. 초등교육 특성상 일선

쉬운 점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 가창에 자신이

학교 교사들의 건반 악기를 다루는 정도의 차

없었던 교사는

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

을 위해 자신을 연마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이 사실이다. 교사들 중에는 반주를 부담으로

수 있다. 반주에 자신이 없었던 교사는 더 이상

느껴 가창 수업을 형식적으로 하고 지나가는

멋진 반주를 준비해 수업에 임할 필요성을 느

경우도 있었다. 반주를 하는 교사들 중에도 대

끼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피아노 연습에

부분 단순한 화성진행 수준에서 만족해야했다.

애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다.

ICT가

제시해 주는 가창 반주는 이에

ICT로

인해 더 이상 가창 수업

비하면 고급 수준이다. 다양한 화성 진행을 이

첫째, 교사의 실제 소리를 통해 가창을 배우

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악기 음색을 배합하여

기보다 컴퓨터에 입력된 정형화된 소리를 통해

놓았다.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쉽도록 전주와

가창 수업을 받게 되어 인간적인 부분이 소외

간주도 잘 짜여져 있다.

되고 있다. 교사의 음악성이 부족해도 선생님

가창 지도를 받는 아이들 역시 기존 단순한 반

의 노래를 따라 배우는 아동들의 모습이 보다

주보다 다양해지고 재미난 반주를 들으며 노래

음악적이고 인간적인 수업이라 할 수 있을 것

부를 때 더 흥이 나고 더 활발한 가창 교육이

이다.

이뤄질 것은 당연하다.

둘째, 짜여진 프로그램만을 운영하다보면 교

다섯째, 화면(정지된 화면과 동영상 포함)과

사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 역할과 열의가

함께 가창선율을 익힘으로 수업 도입 부분에서

감소될 수 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스피커 볼

ICT를

륨 단추를 튜닝만 하면 얻게 되는 충분한 출력
때문에 교사는 제 3자의 위치로 빠져있기 십상
이다.

활용한 초등학교 음악수업에 관한 고찰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음악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심각
한 훼손이다.

셋째, 아날로그 방식의 활발한 상호간 수업
이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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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프로그램과 컴퓨터 마우스만

조작할 줄 알면 누구나 음악 수업을 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은 화면에 나오는 그림과 지시하는 말들에 의

둘째, 이에 따라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해서만 움직이는 수동적 자세를 가질 수 있다.

들은 음악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음악적 소

이는 곧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 저하를 가져오

양(musicianship)과 악기 연마에 최선을 다할

게 되고, 음악 수업은 점점 재미나 흥미가 떨어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지는 한편의 영화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곧, 교육당국이 예비 교사에게 악기 연마를 요

다. 문제점

구하거나 음악적 소양을 갖추도록 교수하는 것

현재

게 할 수 있다.

ICT

은 설득력을 잃고, 시대에 뒤쳐진 느낌마저 들

프로그램으로 음악 수업의 대부분

을 진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 수업에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진다.

셋째,

ICT

프로그램에 녹음 저장된 소리들은

기계적 처리를 통해 얻어진 것들로, 자연음이

음악교육을 대학에서 굳이 공부하지 않더라
도 음악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주는 아름다움과 느낌, 또는 심미적 요소가 부
족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이 사용하고

넷째, 매번 노래할 때마다 다르게 표현(템포,

있는 음악 수업 프로그램은 명령어만 클릭하면

음의 강약, 표현방법 등)되어지는 시간(가창을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프로그램

포함한 모든 음악) 예술의 묘미를 잃게 할 수

화 되어있다. 클릭하면 몇 마디부터 몇 마디까

있다.

지 노래가 스피커를 통해 나오고, 클릭하면 반

다섯째, 교사는 가창 수업 뿐 만 아니라 음악

복이 가능하고, 클릭하면 멋들어진 반주까지

수업전반에 대해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덧입혀져 나온다. 음악교육 전공을 할 수 없는

수도 있다.

교육대학교 예비교사들에게 필요불가한 대안

여섯째, 컴퓨터와

TV매체

등에 과다하게 노

적 기능이라 치부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출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음악 수업에서 마저

하지만 이는 음악교육의 근간과 본질을 흔들

40분짜리

수 있는 심각한 면이 아닐 수 없다.

활

편을 눈으로만 감상하는 듯한 수업을 받을 수

용한 음악수업을 하는 동안, 이 음악수업의 주

있다는 것이다. 아동들과 교사 모두에게 능동

체는 이제 교사가 아닐 수 있다. 교사는 컴퓨터

적인 음악 수업이 되어야할 터인데 수동적이게

만 조작하는 소위‘클릭 맨’으로 비춰질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물론, 교사나 학생 모두 편리한

현장 교육에 이러한‘클릭 맨’이 필요하다면 교

수업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육대학교 내의 음악교육은 무슨 의미가 있는

러나 편리함만을 이유로 행해지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드러

음악교육이라면, 이는 음악교육 본연의 의미를

나거나 잠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해보면

퇴색시키게 하고, 소기의 목적10)도 이루지 못

10)

ICT를

프레젼테이션 또는

TV

프로그램 한

ICT

가창

대중음악과 소위 클래식음악의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추구하는 음악의 완성도에 있다. 클래식 음악 연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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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할 수 있다.

가창의 또 다른 목표는 아동들의 자기표현의
적극적 수단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속에서 자기표현도 가능하겠지만, 자기만

4. 제언

가. 아쉬운 점에 대한 제언

의 색깔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교

ICT를

활용한 수업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

아이들 개개인의 표현을 가능할 수 없도록 하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수업에 임하

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교사는 이를 염두

는 교사들이나 감독 관리하는 음악관계 장학사

에 두고 가창지도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

들 역시

시 말해서 제창은 게재 곡을 익히는데 사용하

ICT가

사의 몫이겠다. 시간적 제약이 교사로 하여금

가진 장점과 함께 아쉬운 점이

도록 하고 익혀진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모든

많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가창에 자신이 없는 교사나 반주에 자신이
없는 교사는

ICT가

주는 편리함 때문에 자신

아동이 개별적으로 아니면 그룹별로 가창을 시
도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갖추고 있어야 할 교사로서의 자질을 소홀

교사의 지시에서건 아니면 자발적이건 간에,

히 한다면 그야말로 안 될 일이다. 교사는 언제

개인적인 가창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듣는 아

든지 마우스 클릭하던 것을 멈추고, 아이들과

이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사항이 있다. 이는 발

함께 기계음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표하는 친구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

해 줄 수 있는 육성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할

다, 혹은 음정이 정확한지 아닌지 보다, 그 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가창 시범 능력을 꾸

구만이 가지고 있는 음색과 표현 방법을 듣도

준히 증대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록 감상 자세를 가르쳐 주어야한다. 이를 통해

것이다. 교사들 중심으로 가창 교수 능력 향상

경쟁이 아닌 개개인의 차이와 자신만의 독특함

을 위한 강습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도록 돕는 것 역시 가창

반주가 자신이 없다고 건반 악기에서 손을

지도의 최대 목표 중 하나라 하겠다.

보조자로 전락

오히려 교사 양성기관인 각 교육대학교 음악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

교육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비 교사들의 음

이들은 교사가 완벽한 반주를 할 수 있을 것이

악적 소양을 강화시켜야한다고 제안한다. 물론

라고 기대하거나 멋들어진 반주를 해주길 요구

현실적으로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하지 않는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가끔씩 헛

전공 없이(개개 학생은 각 학과에 속해있기는

음을 집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인간미를 느

하나) 모든 과목을 배워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낄 수 있는 음악교육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

그렇다손 치더라도 음악교육의 필수적인 부분

이라 확신한다. 다만 지속적으로 반주 능력 향

에서만큼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량을 연마하도

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자신과 아이들에게

록 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가창, 창작, 기악,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감상 등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예비교사가 되

놓게 되면 결국 교사는

ICT의

도록 만들면 좋겠으나, 피아노 반주와 가창만
들의 자세는 끊임없는 자기연마를 통한 완벽에 가까운 음악적 완성도와 예술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는데 있다
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시 말해 클래식 음악을 지도하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에만
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내면성과 인내심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덕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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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초등학교 음악수업에 관한 고찰

큼은 졸업할 때까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야

ICT가

주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들이 학교현

다. 초등학교 교실 현장에서

장에서

악수업을 시행한지가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

ICT를

활용한 수업만을 하려하는 유혹

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다. 지금은

ICT를

IC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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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음

이용한 수업을 적극적으로

나. 문제점에 대한 제언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안은 이렇다.

다면 음악교육을 시킬 주체인 교사와 예비교사

첫째로,

활용을 통한 음악 수업의 장점

들은 음악적 소양을 연마할 필요성을 느끼지

만 알릴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점이 내재되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음악교육을 대학

어 있음을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

에서 전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음악수업을 할

ICT

단언컨대 현 상태로 음악수업을 하도록 방치한

둘째로, 각 교육대학 음악교육과에서는 예비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게 된다. 교사 자

교사들에게 음악적 소양을 한층 더 강화해야

신들에게도 새로운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만들

한다. 기계음과 화면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게

어가고자 하는 의지마저 상실하게 만들 수도

하고 아동의 감정과 느낌을 표출하는 데는 교

있다. 보다 편리한 음악수업 관련 소프트웨어

사 자신의 목소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들 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하는 교사들이 많아

을 가르쳐야 한다.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번 익숙해진 교수

셋째로, 현재 상용화된

초등음악수업 프

학습 매체와 방법은 도무지 바꾸기가 매우 어

로그램에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아이디

려울 것이다. 그러나 내재된 심각한 문제들이

어를 손쉽게 첨가할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할 필

드러나기 전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

요가 있다.

결해 나가는 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ICT

넷째로, 전통적인 음악 수업 방법과

ICT를

본 연구자가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거의 모

활용한 수업을 적절하게 함께하는 것도 한 방

든 음악교육 관련(중등음악 포함) 서적에서

안이 될 수 있겠다. 아이들이

TV

스크린에 전

적으로 의존해서 수업을 받게 하기보다, 교사

ICT

관련 음악교육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ICT

관련 음악교수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책

와 아동들이 중심이 된 가창지도가 되도록 늘

이 대부분이었고, 이를 다루고 있는 책에서도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아쉽지만 본인이 제기한 문제점 뿐 만이 아니
라 그 어떤 내재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
지 않고 있었다.11) 이제 이 연구를 토대로 보다

Ⅲ. 맺으면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ICT를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활용한 음악

수업의 장점을 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편
리성과 기능성만을 생각한 나머지 수업의 주체
가 되어야할 교사보다 보조 도구에 불가한
11)

임미경, 장기범, 함희주 공저인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음악과 교수-학습에서 ICT 활용시 유의점을
네 가지 정도로 밝히고 있다. ICT활용은 부분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과 전통적 방법과 ICT 활용 수업을 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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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eliminary Consideration on Vocal Instruction
in Elementary School Music Class Using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Seungyoun Hong
As time passes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have been supposed to be changed by
the objects and ages. And I firmly believe the things are to be done that way.
Music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in Korea tends to too much depend on computer based
instruction, so called, "ICT educ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has strongly
emphasized on the ICT instruction and wanted teachers to apply it to their courses. In the light
of this many companies related with IT and education have been creating some wonderful
material for music classes in elementary school.

The material adapted by teachers and used is

very easy to use and makes teachers easy to perform their classes.
The ICT tool has many good points and at the same time many problems too. Nobody in music
education field in Korea has told the problems yet. The problems caused by ICT related music
classes could be serious. Most of the elementary teacher candidates in the colleges of education
in Korea might not feel the necessaries of practicing piano and of taking musicianship since they
do not need to accompany the piano in their music classes anymore. The more ICT programs
develop, the more music teachers might be needless. Children in school are supposed to be
educated and evoked their feelings and emotions by their teachers not by machines. I do not deny
many advantages using ICT related music class programs, but I am concerned about the main
things we must keep. I suggests several things to overcome the problems ICT has in the paper.

Key words : music classes using ICT, encouraging music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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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ICT를 활용한 초등학교 가창 수업에 관한 설문 조사서
안녕하십니까?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설문지는 ICT를 활용한 초등학교 가창 수업에 관한 고찰을 위해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 평소 생각하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자료는 보다 나은 초등학교 가창 음악수업을 위한 연구에 적극 반영될 것
한 조언이 될 것입니다.

이며 귀중

․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Ⅰ.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에 O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2

교사경력

3

현재 학교 근무 기간

① 여

② 남

① 5년 이하 ② 10년 이하
③ 15년 이하 ④ 20년 이상
년부터 현재까지(약

년)

Ⅱ. 가창수업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해당 항목에 O 표 또는 글로 고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음악과 수업에서 가창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①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다. ② 그렇지 못하다.
1-1. 위 답변이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의 이유는?(
)
1-2. 가창 수업시 아이들의 반응은?
① 매우 즐거워한다. ② 지루해 한다.
1-3. 창작, 기악, 감상, 가창 영역 중 꾸준히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
1-4. 가창 지도시 음정 박자 뿐 아니라 리듬, 프레이징, 악상 등 여려 부분까지 다루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못하다.(이유:
)
1-5. 가창 수업시 주로 제창방식만 취하는지 혹은 단순 캐논이나 론도 형식을 함께하는지? ① 함께 한
다. ② 그렇지 못하다.
1-6. 가창 지도시 연령에 따른 아동의 음악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못
하다.
2. 가창 수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면 무엇인지?
① 피아노 ② 풍금 ③ 컴퓨터와 ICT활용 프로그램
3. ICT활용한 음악 수업 프로그램을 (① 계속 이용 중이다. ② 잘 이용하지 않는다. ③ 잘 모른다.)
4. 2번 문항에서 ‘ICT를 주로 활용한다’는 응답자의 이유는?(
)
5. 가창 지도시 ICT를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것인지?
① 그렇다. ② 고려중이다. ③ 아니다. ④ 모르겠다.
6. ICT를 이용한 음악 수업 진행 중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
7. ICT를 활용한 음악수업의 장점은?(
)
8. ICT를 활용한 음악수업의 단점은?(
)
* 감사합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