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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쉽게 현대음악을 가르칠 수 있도록 테크

놀로지를 활용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양

한 현대음악 양식 중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12음렬

음악, 총렬음악, 구체음악, 미니멀 음악 네가지의 학습주제를 선정하

였고, 각각의 학습주제에 대해 단순한 전달매체가 아닌 상호작용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웹 코스웨어를 개발하였다.

연구 절차로는 첫째, 음악교육에서 현대음악 교육의 중요성, 현대

음악에서의 테크놀로지를 활용, 음악교육 현장에서의 테크놀로지 활

용 현황에 대해 고찰해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인 코스웨어의 개념

과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을 통해 현대음악 학습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고 학습 주제에 따라

각각의 코스웨어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학습설계는 기본적으로 교

수-학습에의 활용을 고려하였으며 특정 부분에 대한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준비-학습-평가(정리)-종료 단계에 따라 학

습자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웹 코스웨어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프로그램

은 모바일 앱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디지털 교과서와 대응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개념학습을 통해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중간 단계에서

직접 입력을 통한 창작 학습으로 작곡기법에 대해서 보다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곡의 감상학습을 통해 이론

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퀴즈를 이용한 학습 평가로 스스

로 학습 내용을 정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습자 스스로가

현대음악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난해한 현대음악의 개념과 작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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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보다 성공적이고 능동적인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코스웨어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들은 현대음악을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다양한 작곡기법을 적용한 창작학습과 감상학

습을 통해 현대음악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은 현

대음악을 바라보는 안목을 형성 할 수 있고, 나아가 현 시대의 문화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웹 코스웨어, 현대음악 학습, 음악교육, 음악교육공학

학번 : 2011-2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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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전, 낭만주의 시대의 조성적 전통에서 벗어난 현대 서양의 예술

음악(이하 현대음악)은 20세기를 걸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19세

기 말부터 조성을 탈피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양식적 시도가 있었으

며 현재까지도 새로운 음악 양식이 개발되고 있다. 현대음악은 현

시대의 문화적 형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

아들이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동시대의 다른 영역-사회, 경제,

정치 등-과도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또한 향유의 대상으로 현 시대

를 살아가는 누구나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이며, 음악어법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된다면 창작과 연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현대음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개념조차 교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음악 자체가 가지는 난해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교육현장

에서 쉽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즉, 내용 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학습 내용에

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교과서와 교사에 의존하는 전

통적인 교육방식이 현대음악의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와 다양한 소프트웨어 자료, 미디(MIDI)

악기, 코스웨어(Courseware)와 같은 다양한 현대 테크놀로지를 수업

에 적용하는 새로운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상

에서도 전통적인 매체와 함께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교수·학

습 자료를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1)2)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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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나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도 방법이나

교수 전략 제시가 부족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은 웹을 기반으로

한 예시 자료의 활용이나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음악의

재구성이나 편집 등의 소극적인 방안만이 활성화 되고 있는 현실이

다.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에 있어 간단한 자료 영상을 보고 음원을 듣

는 것은 전통적인 음악 교과의 수업에서 악보와 그림 자료, Tape등

을 사용하던 것에서 발전된 형태일 것이며, 음악의 편집을 위해 컴

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미디 키보드를 사용하여 녹음과 재생

기능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 더 발전한 현대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영상을 통해 다양한 음악의 연주 현황을 보는

경험도 시각과 청각에 대한 자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대의 테크

놀로지가 효과적으로 반영된 예라 할 수 있다. 사보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악보를 만드는 과정은 이전의 손으로 직접 그리는 과정과

비슷하면서도 좀 더 쉽게 악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악보

모양의 통일화로 인해 조금 더 수월하게 음악에 집중 하도록 할 수

있다. 코스웨어의 경우는 현대 테크놀로지를 가장 잘 활용한 소프트

웨어로써 교수자의 내용 전달의 한계를 보완해주며, 개인교수와 반

복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학습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전과 대비되는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교수법은 전통적인 시청각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입력을 통해 양식에 맞는

1) MIDI :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를 줄인 말로 전자 악기끼

리 디지털 신호를 주고 받기 위해 각 신호를 규칙화한 일종의 규약이다.

다시 말해 악기와 컴퓨터, 악기와 악기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언어와 통

로의 신호를 주고 받기 위해 각 신호를 규칙화한 규약이라 할 수 있다.

2) Courseware :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총칭, 교육 내용과 절차, 방법을 담

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인적사항 관리와 같은 교육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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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만들어보고 그 핵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전

달매체가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렉티브 미디어(interactive

Media)로써 학습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여 보다 쉽게 학

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 소프트

웨어는 교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지도할 수 있고 학생 입장에

서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소외되었던 현대음악의 교육에 있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렉티브 미디어로서의 테크

놀로지는 미디키보드나 컴퓨터를 활용한 음악 편집과 같은 형태 보

다는 코스웨어를 이용하여 학습자가 직접 창작학습을 해보고 그 결

과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쉽게 현대음악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소프트웨어 자료인 CAI 웹 코스웨어를 개발하여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음악 학습을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 현황은 어떠한가?

현대음악과 테크놀로지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현대음

악을 가르쳐야 하는 당위성 또한 명확하다. 이러한 현대음악을 가르

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해 보고, 현대음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테크

놀로지의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둘째, 현대음악 학습을 위한 웹 코스웨어의 설계와 구현이 가능한

가?

현대음악 학습을 위한 웹 코스웨어의 개발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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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목표와 내용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교육 현장

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되, 현대음악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제를 설정하고 학습 내용을 구상한 뒤, 교수·학습에의 활

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독특한 음악어법, 새로운 작곡기법을 체

험하는 창작활동은 중간단계에서 실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직접적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낯선 음향에 이질감을

가지기 보다는 조금 더 친숙하게 현대음악을 받아들이고 흥미와 관

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루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현한다. 또한 모

바일 앱 형식으로 변환하여 디지털 교과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논문에는 CD를 첨부하여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적용이 기존의 수업형태와 비교하여 어떤 효

용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음악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현대음악 학습을 위한 현황조사와 코스웨어의 설계와 구현을 통해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교수법의 효용성을 알아보고 나아가 현대의

테크놀로지를 음악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각도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연구의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크게 4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

는 현대음악의 교육적 활용, 음악과 테크놀로지와의 관계, 코스웨어

의 개념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세운다. 2단계에서는 2014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음악과 생활 교과서 10종을 분석하여 현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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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과 활동을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고, 학습주

제를 선정한다. 3단계에서는 현대음악 학습을 위한 코스웨어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고, 세부 내용을 설계한다.

학습 주제는 교과과정과 교과서 분석에 따라 현대 음악의 흐름과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12음렬 음악, 총렬음악, 구체음악, 미니멀

음악으로 설정하고 목표, 내용, 교수·학습, 창작실습, 평가,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반영한다. 실습과제는 저장하여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든 과정은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이 가능하도록 html5로 설계한다.

4단계에서는 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주제에 따른 1차 웹 코

스웨어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학습 진행 중에 창작 실습이 들어가도

록 하여 체험을 통해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후 완성된 1차 코스웨어를 테스트하여 수정,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현대음악 학습을 위한 웹 코스웨어를 완성하고 CD로 제작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음악교육에서의 테크놀로

지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해보고자 한다.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현대음악은 현대 서양의 예술음악으로 재즈와

같은 대중음악 장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교과서 ‘음악과

생활’의 서양 음악사 분류에 따라 20세기 음악으로도 분류할 수 있

다.

둘째, 코스웨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 내용을 구성하

며, 다양한 20세기의 음악 중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보다 더 효과

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12음렬음악, 총렬음악, 구체음악, 미니멀음악

을 학습주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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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과서 내용 분석은 2014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9 개정교

육과정에 의해 출판된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교과서 10종이며, 분석

의 틀을 기준으로 현대음악에 대한 개념과 작곡가, 악곡을 포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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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현대음악의 교육적 활용

세계적으로 음악교육현장에서 현대음악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

시도는 이미 여러 가지 대표적 프로젝트와 연구에 의해 시행되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학교교육에서의 현대음악교육을 위한 지

속적인 연구와 프로젝트를 후원하였으며 1959년 시작된 현대음악

프로젝트(Contemporary Music Project), 젊은 작곡과 프로젝트

(Young Composers Project), 1962년의 포괄적 음악성 프로젝트

(Comprehensive Music Project), 샌디에고 프로젝트(Sandiago

Project), MMCP(Manhattanville Music Curriculum Project) 등에서

현대음악의 교육적 가치와 중요성, 접근법 등이 제시되었다. (방금

주, 조은진, 2004, p.378) 또한 1967년 탱글우드 심포지엄

(Tanglewood Symposium)에서 ‘미국 사회의 음악’이라는 주제로 논

의한 결과에도 모든 시대, 양식, 형식, 문화의 음악이 교과과정에 포

함될 것을 명시하여 현대음악이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

였다. 독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음악교육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면서 군트라크(W. Gundlach), 하인트리히스(H. A. Heindrichs), 빈

코프스키(B. Binkowski)등과 같은 여러 음악교육학자들이 현대 정

신사조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현대음악

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고, 학교 음악교육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민경훈, 1999, p.88)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교육인적 자원부, 2009)에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음악’을 이해하고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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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술과의 관련성을 통해 음악을 이해’하는 경험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 밝혔듯이 현대음악은 현대의 사회적, 정치적,

미학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대음악을 교육하는 것은 이전 시

대와 다른 새로운 음악과 문화를 학습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다.

한국의 많은 음악교육학자들 또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교육현장에

서 현대음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경훈(2005)은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의 <바르샤바의 생존

자>를 제재곡을 선택하여 음악교사가 효과적으로 현대음악을 지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도방법을 제시하였다.3) 또한 2012의 연구에

서는 조지 크럼(George Crumb)의 <마드리갈 북>을 중심으로 하여

중, 고등학교에서의 효과적인 감상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4) 두 가

지 연구에서 모두 1)듣기 관련 지도, 2)간학문적 지도(음악 외적 지

도), 3)악보 관련 지도, 4)구조 및 구성요소 관련 지도, 5) 종합적 이

해, 평가로 나누어 단계별로 제시하였으며 지도목표와 중심 활동을

포함하여 예를 들고 있다.

박은승(2010)은 학생들의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는 매개체를

음악극으로 보고 카겔(Mauricio Kagel)의 기악극에 초점을 맞춰 초

등학교 교실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5) 카겔

의 기악극 작품 중 <무대에서 Sur scène>, <세 명의 연주자를 위

한 시합 Match>, <다섯 걸음걸이 Pas de cinq>, <국립극장 Das

3) 바르샤바의 생존자 : “A Survivor from Warsaw” 1947. 1944년 바르샤

바 봉기의 생존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든 칸타타 형식의

음악, 12음 기법을 사용하였다.

4) 마드리갈 북 : “Madrigal Books I-IV” 1965~69. 음색에 대한 실험적인

작품으로 4부분으로 나뉘어지며 각 악장별로 다양한 인성이나 관현악법,

전자음향 등을 사용하여 새로운 음향을 표현하였다.

5) 카겔의 기악극 : 여기서의 기악(instrumental)은 전통 악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소품들 및 사람의 목소리를 비롯해 음향

을 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도구(instrumental)와 음향을 내지 않더라도

음악적 원칙을 제시하는 조명과 영사기 같은 도구(instrumental)의 영역

을 포함한다.(박은승, 2010,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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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atstheater>을 간단히 소개하고 작품에서 보여지는 음악의 시각

화, 음악적 구성 원칙에 초점을 맞춰 신체 표현을 활용한 기악극,

그림 악보를 활용한 기악극, 다양한 타악기를 활용한 기악극, 연극

적 기악극으로 수업활용 방안을 나누었다.

조정은(2010)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20세기 음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을 1)리듬과 박자, 2)가락, 3)화성, 4)형식, 5)음

색에 대응시켜 소개하고 모둠활동 중심의 학습방안을 제시하였다.

20세기 초반의 5음 음계에 기초한 인상주의, 원시주의, 표현주의, 무

조성 등을 포함하였으며 12음 기법, 우연성 음악, 클러스터를 중심

으로 하는 음향음악, 전통적 악기의 새로운 사용과 관련하여 감상을

기초로 하여 모둠별로 탐구하는 협동학습을 통해 소외되었던 현대

음악에 교육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음악교육학자들이 현

대음악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연구와 학습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2. 음악과 테크놀로지

2.1. 현대음악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

20세기 이전까지 음악은 전통적인 창작 방식과 어쿠스틱 악기에

의한 연주방법을 고수하였으나 조성에서의 해방과 함께 새로운 음

악에 대한 열망은 고도로 발전한 테크놀로지와 만나 새로운 양식을

탄생시켰다. 20세기의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삶뿐 아니라 예술의 전

분야에 영향을 끼쳤으며, 음악은 세부적 양식, 창작 경향, 음악의 개

념과 미적 의미에 있어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다. (오희숙, 2007,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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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피에르 쉐퍼(Pierre Schaeffer)에 의해 창시된 구체음악은

악기나 인성이 가지는 소리뿐만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음향

이나 녹음기나 전기 장치 등의 인공적인 수단에 의해 변형, 생성시

킨 음향과 같이 여러 가지 음 소재를 써서 구성한 음악이다. 즉, 여

러 가지 음향을 채취하여 녹음기가 가진 기능을 사용하여 몽타주,

역회전, 속도조절 등의 조작에 의해서 음소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변형하여 하나의 테이프로 정리하여 작품을 구상하는 것이다. 초기

의 구체음악은 녹음과 재생, 편집과 변형을 위해 녹음기와 테이프를

사용하였고, 이후 녹음기의 여러 가지 기능 발달로 인해 단순한 녹

음 뿐 아니라 몽타주, 역회전, 속도 조절 등의 조작이 가능해졌다.

여러 개의 테이프를 편집하여 하나의 테이프로 완성하여 만드는 작

업이나 다양한 전기 장치에 의한 변형 등은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일반적 의미로 최초의 전자음악

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말로 ‘테이프 음악(Tape

recorder music, concrete music)’이라고도 부른다. 구체음악은 협화

음과 불협화음에 관한 음원의 소재 성격을 구분하지 않으며, 자료탐

색 -> 자료녹음 -> 자료조작(변형 및 편집) -> 작곡과정의 4단계

제작과정을 거친다. 슈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 불레즈

(Pierre Boulez), 피에르 앙리(Pierre Henry) 등이 대표적인 작곡가

이다.

전자음악은 전자매체로 만들어낸 음향에 의한 작품으로 발진기를

통한 인공적 소리의 생산이나 단순 싸인파 음향(순음)을 소리 합성

기를 사용하여 변형, 조합하며, 재생 방법에 있어서도 전자 회로나

테이프의 수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전자음악의 실험은 1950

년 독일의 아이메르트(Herbert Eimert), 마이어 애플러(Werner

Meyer-Eppler) 등에 의해 개시되고 1951년 최초의 실험결과가 공표

되었다. 이후 이태리, 미국 등의 나라에서도 전자음악 스튜디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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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했으며 초기의 전자음악은 총렬음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

나 1960년대 이후에는 다양하게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

러한 다양한 전자음향 기기의 사용과 전자음악 스튜디오의 발달은

기술발달과 함께 더욱 새로운 음향의 탐구를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신디사이저의 발달로 인해 스튜디오에서 미리 만들어진 음악의 재

생에 의한 연주만 가능하던 것에서 실제 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현대의 테크놀로지에 힘입은 전자음악은 전통적인 음악으로는

표현 불가능한 음량의 미묘한 변화나 급속한 리듬의 변화 등 매우

다채로운 표현범위를 가지며 순수 전자음악, 전자음악과 일반적 음

향의 사용, 전자음악과 실제연주의 공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슈톡하우젠과 리게티(Ligeti György

Sándor), 베리오(Angelo Luciano Berio), 노노(Luigi Nono) 등이 있

다.

컴퓨터 음악은 컴퓨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한 음악으로 작곡,

음향, 합성, 연주 등의 과정에 컴퓨터를 도입한 음악을 총칭한다.

1957년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힐러(L.A.Hiller)와 아이잭슨

(L.M.Jackson)이 컴퓨터를 이용해 처음으로 <현악 4중주를 위한 일

리악모음곡>을 작곡하였다. 컴퓨터의 발달은 컴퓨터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음에 중점을 두고 컴퓨터에 기록한 것을 실제 소리화 시킨

컴퓨터 음악을 탄생시켰으며, 컴퓨터를 사용하여 선율의 창작과 화

성화, 음향 분석, 손상된 음향 자료의 복원, 악보 기보 등 다양한 활

용방법을 가진다. 컴퓨터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은 작곡가가 직접 작

성하는 것이므로 작품 안에 작곡가의 개성이나 음악관이 반영된다.

이후 찰스 도지(Charles Dodge), 폴 랜스키(Paul Lansky), 장 클로

드 리세(Jean-Claude Risset) 등의 작곡가들은 컴퓨터 음악을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소리의 기본 요소들의 합성 등을

통해 새로운 컴퓨터 음악의 시작을 보여주었다. 컴퓨터 음악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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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는 초기 컴퓨터의 단순환 활용에서부터 최근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또한 총렬음악의 정확한 연주, 음향음악에서의 미분음과 전자음향

의 사용이나 초기 미니멀 음악의 위상변화 기법, 인용음악의 예전

연주를 그대로 활용하여 꼴라주로 완성시키는 방법 등도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 테크놀로지와 연관이 있으며, 오선지에서 벗어난 새로

운 기보법의 표시나 음향의 분석, 손상된 음향 자료의 복원과 재생

도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음악과

테크놀로지와의 결합은 음악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넘어서 영상 작

업, 조형적 설치작업, 수공예 작업 등 다양한 영역을 끌어들여 예술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향을 보여주며, 복합매체를 사용하는

새로운 예술의 차원을 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희숙, 2007,

pp.145-146)

이외에도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음악양식에서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테크놀로지는 음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1980년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등장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

어나 정확한 재생과 조정이 가능한 미디, 레코드판, CD, MP3 등의

형태로 청중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2.2. 음악교과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

테크놀로지를 음악교육에 적용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1965년 미국음악교육자협회(MENC: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는 ‘음악교육에 어떻게 매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필름, 텔레비전, 음향기

기, 프로그램 학습법, 전기, 전자매체, 인쇄된 매체 등을 사용할 것을

거론하였고, 오늘날에는 슬라이드, 비디오, LD(Laser Disk),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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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컴퓨터 등 수많은 테크놀로지의 산물들이 음교육에 사용되고

있다.(민경훈 외, 2010, pp.327-328) 또한, 미국음악교육자협회에서는

초등학교 음악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테크놀로지 학습 형태로

1) 컴퓨터 보조학습 2)미디 시퀀싱 3)음악사보 소프트웨어 4)인터넷

음악자원 5)전자악기를 활용하는 음악적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연

경, 2003, p.153)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도 테크놀로지와 ICT 활용에

의한 음악지도를 강조하여 컴퓨터 보조학습이나 인터넷 음악자원,

전자악기를 활용하는 음악 수업 등이 행해지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도 방식에 대한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스더(2002)는 설문지 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음악교육에서

의 테크놀로지의 활용 필요성 인식과 지식기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90%에 달하는 설문지 응답자가 수업시간에 테크놀로지

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약 50%가 테크

놀로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지식은 연수 및 세미

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서적에서 습득하였고 음향기기,

영상기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미디기기와 같은 테크놀로

지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여 년 전의 연구임을 감안

해 보았을 때, 2013년 현재에는 더 많은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이루

어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이연경(2003)은 학교 음악 수업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음악 지

도에 대해 미디 건반악기를 활용하는 음악지도 방식, 컴퓨터에 의한

음악 지도 방식, 인터넷과 연계된 웹 기반 음악 지도 방식, 멀티미

디어를 활용하는 음악 지도 방식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미디 키보드와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 전략의 연구와 함

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으며(이연경. 2004)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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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지도에 전자 건반악기를 도입하는 수업 아이디어 구안 연구(이

연경. 2009), 디지털 오디오 레코딩을 활용한 교수 방안 제시(이연

경. 2010) 등 꾸준한 연구를 통해 음악교육현장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박현진(2011)은 2007개정 음악교과서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음

악 만들기’ 영역을 분석하고 창의성 신장을 돕는 학습지도안을 제시

하였다.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창작영역에 새롭게 대두된 음악 만들

기에 대한 교과서 분석 결과 음악 만들기 내용과 생활 속의 예시가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중요성을 전달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

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창작지도 방안을 학습

지도안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연구 외에도 컴퓨터 편집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 등

의 프로그램이나 멀티미디어, 디지털매체를 이용하거나 웹을 기반으

로 하는 다양한 지도방법과 교수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테크놀로지의 사용이 구성주의나 창작학습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작영역에 ‘디지털 매체를 활용

한 음악 만들기’가 추가 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영역에 대한 교

과서의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여 제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학습의욕 증진, 자발적 참여 유도, 잠재적 능

력 발달, 현장감 있고 역동적인 직접 경험 등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김미숙, 2002, pp.107-110) 음악교과에서의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기존의 단순한 시청각 매체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렉티브 미디어와 디지털 매체를 적절히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

나고 있다. 이는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의 학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교수방법으로 불가능했던 현시대의 문화를 이해하

고 소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디지털 음향의 생산과 새로운 기

계의 출현은 보다 쉽게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이전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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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작곡가, 연주

자, 청자의 위치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

에서 학생들이 음악의 무분별한 수용이 아닌 비판적인 듣기가 가능

하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은 현대 음악교육이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3. 코스웨어

3.1. 코스웨어의 개념

코스웨어란 ‘course(교육과정)’와 ‘software(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교수·학습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취시킬 목적으로 바람직한 교

수환경 또는 수업조건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절차, 방

법 등을 담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다. 코스웨어는 학습방법과

전략에 따른 학습 절차를 담고 있어야 하며 주로 교육과정상의 교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 통합교과적 내용을 다루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에서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기도 한다. 교육용 코스웨어의 활용

은 CMI(Computer Managed Instruction)와 CAI(Computer Assisted

Instructio)의 두 가지로 형태로 나타난다. CMI는 학생들의 성적관리

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학생들의 학업진정상황을 분

석하여 교수·학습 활동의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며, CAI는 학습자료나 학습내용을 저장한 뒤 교수·학

습 전달체제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코스웨

어를 CAI 프로그램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며 그 기본

유형으로는 반복연습형, 개별교수형, 교육적 게임형, 모의실험 학습

형(시뮬레이션형), 자료제시형, 문제해결형, 학습도구형 등이 있다.

코스웨어의 설계절차는 수업목표 진술, 학습내용의 선정과 조직,



- 16 -

학습내용 제시를 위한 자료제작, 순서도 작성, 프로그램 작성, 프로

그램의 질 관리 및 효과성 평가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최초로 컴

퓨터로 음악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쿤(T.s.Kuhn)과 앨빈(W.R.Alvin)이며, 1961년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

교가 교육전산화를 위해 구축한 네트워크 시스템인 플라토(PLATO:

Programmed Logic for Automatic Teaching Operations)가 대표적

인 코스웨어이다.6)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기업,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초기의 코스웨어는 텍스트

중심으로 단순한 자료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0년대 이

후에는 각종 그래픽, 동영상, 음향 등을 첨가하여 조금 더 흥미유발

과 학습내용의 전달이 용이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컴퓨터에 직접 설

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에서 웹을 기반으로 하는 형식으로 변화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3.2. 국내외 선행연구

미국과 유럽의 경우 MIT, 하버드, 버클리, 예일, 펜, 유타 주립대학

에서 제공하는 대학 교과와 관련된 오픈 코스웨어와 음악 교육을

위한 오픈 코스웨어, 음악의 이해를 위한 오픈 코스웨어, 악기 레슨

이나 클래스 수업을 위한 오픈 코스웨어 등 세분화된 수백가지 이

상의 자료가 시판되고 있다. 음악을 학습하기 위해 리듬, 음고 등

음악 요소만을 이용한 코스웨어, 음악 역사의 이해를 위한 코스웨어

등 전문가의 강의나 비디오 및 웹 케스트를 무료로 제공하여 누구

6) 초기 음악 코스웨어로는 1972년 플라첵(B.W.Placek)의 리듬 학습프로그

램, 호프스테터(F.T.Hofstetter)가 1978년에서 1981년에 걸쳐 개발한 청

음 훈련 프로그램 ‘GUIDO’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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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악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데모버전을 통해 체험하는 것도 가

능하다.

이연경(2004)의 미디키보드와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수 전략과 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미국의 코스웨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

용한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이해 영역 학습에 있어 다양한 개념 학

습 소프트웨어의 데모 버전을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코스웨어에 의

한 음악 지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총 30단원의 212개의 모듈식

단위 교수·학습 활동 중에 일부를 소개하였다. 적절한 코스웨어의

사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결론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도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활

용 소프트웨어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

소프트웨어 공모전을 통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7) 가창, 기악, 감

상, 창작, 이해영역에서 각각 학년별, 단원별, 제재곡별로 나뉜 다양

한 자료들은 음악수업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서울중등음악교과교육

연구회, 전남중등음악사랑 연구회, 전북중등음악교육 연구회와 같은

지역별 교사 연수 모임에서도 자료의 개발과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

다. 음악과 코스웨어의 개발은 전통음악교육에서 비교적 꾸준히 이

루어지고 있으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교육 현장에 직접 적용

하기에 부족한 현실이다.8) 최유경(2012)에 따르면 멀티미디어를 활

7) ICT 활용 교육 : ICT 교육은 ‘ ICT 소양교육’, ‘ICT 활용교육’으로 나뉘

어진다. ICT 소양교육은 ICT의 사용 방법을 비롯한 정보의 생성, 처리,

분석, 검색 등 기본적인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고, ICT 활용

교육은 기본적인 정보 소양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 및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정보 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ICT 활용 교육은 교육적 매체로서 ICT를 활용하는 것이며, CD를 이용

하거나 웹 자료를 활용한 음악 교수·학습을 하는 형태라 볼 수 있다.

8) 전통음악 관련 코스웨어 : 풍물과 사물놀이, 삶의 소리 민요, 클릭 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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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음악교육 석사논문 108편 중 매체유형별 활용도로 보았을 때

ICT 자료가 가장 많았으며, 코스웨어의 개발이 가장 적게 나타났는

데 이는 ICT 활용에 비해 코스웨어의 개발이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981년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에 의해 CAI 코스웨어가 도입, 활용

되기 시작한 후, 코스웨어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학교

와 기업 등에서 교육용 코스웨어를 개발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음악과 코스웨어에 대한 연구는 MIDI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음악

과 웹 코스웨어(김종훈 외. 1999) 초등학교 음악과 자기 주도적 학

습을 위한 멀티미디어 CAI 설계 및 구현(강병권, 설문규. 2000),

VRML을 이용한 전통 음악 학습 코스웨어의 설계 및 구현(이문경.

2002), 컴퓨터 음악 제작용 Tool 학습을 위한 웹 코스웨어 설계 및

구현(신영철. 2003), 초등 음악과 전자교과서 모형 개발(김영인.

2003), 플래시를 이용한 웹기반 악보제작 코스웨어의 설계 및 구현

(이영경, 우종정. 2003), 초등학교 음악과 창작 학습을 위한 웹 코스

웨어 개발 및 적용(신은정. 2007) 등이 있다. 이러한 코스웨어의 개

발은 대부분 초등학교의 창작 학습과 관련된 만큼 음악 학습에 집

중된 것이라기 보다는 구성주의 학습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거나 자

기주도적 학습을 중점으로 하는 통합교과적인 면을 가진다.

나라 등이 CD로 개발 되었으며 국립국악원에서 만든 교육 홈페이지인

E 국악아카데미에서 온라인상에 학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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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현대 음악 학습을 위한 웹 코스웨어

분석 및 설계

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내용 분석

1.1. 교육과정 분석

2013년부터 시행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

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기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었던 것에

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9년 기간으로 단축하여

의무교육기간과 일치시켰다. 따라서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이었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전학년 과정으로 확대되었다.

음악교과는 미술교과와 함께 예술교과(군)로 배정되었으며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두개의 일반과목과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

청음', ‘음악전공실기', ‘합창 합주', ‘공연 실습', ‘음악과 매체', ‘교양

실기'의 여덟개의 심화과목으로 나뉘었다. 일반 과목인 ‘음악과 생

활’은 음악적 표현과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문화적 산물로서

음악을 이해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악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현상,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을 이해하는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에서는 사회 현상

으로서의 음악, 음악의 다양성, 지구촌 사회의 음악으로 그 영역이

나뉘어 사회, 경제, 정치, 환경, 종교적 경험과의 상호작용, 음악을

경험하는 방식의 다양성, 서로 다른 문화의 음악적 특성, 장르의 해

체와 융합을 시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다룰 것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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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음악적 표현과 소통

악곡 구성의 요소와 원리

표현의 즐거움

음악의 영향력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사회 현상으로서의 음악

음악의 다양성

지구촌 사회의 음악

있으며 저작권에 대해서도 다룰 것을 명시하고 있다.

<표 1>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 생활 내용체계

이는 이전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음악

을 감상하고 문화적 맥락을 통해 음악을 이해하는 활동 영역이 확

대되고 세분화 된 것으로 보이며 18, 19세기의 서양음악 뿐 아니라

국악, 대중음악, 비서구 음악 등을 다루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국악, 서양음악, 대중음악, 비서구 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할 것과 전통적 매체 뿐 아니라 디지

털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교과서 중심의 전통적 학습이 아닌 새로운 매체를 통한 다양

한 음악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1.2. 교과서 내용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 이전 2007 개

정 교육과정에 따른 보통교과 ‘음악’ 교과서에 비해 뮤지컬, 영화음

악, 대중음악 등 생활 속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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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교과서명 저자 비고

㈜교학사 음악과생활
이홍수, 고영신, 김일영,

조경선, 강유경

부산광역시

교육감인정

㈜금성출판사 음악과생활
김용희, 현경실, 채은영,

김지현, 이세경

부산광역시

교육감인정

㈜미래엔 음악과생활
장기범, 김경태, 송무경,

임원수, 조성기, 홍종건

교육과학기

술부 검정

㈜박영사 음악과생활 주광식, 김주경, 최은아
부산광역시

교육감인정

㈜아침나라 음악과생활
김광옥, 박준호, 김희경,

박수진, 이누리

부산광역시

교육감인정

㈜음악과생활 음악과생활
양종모, 신현남, 조대현,

김한순, 독고현, 송미애

부산광역시

교육감인정

㈜중앙교육 음악과생활

경기도 교육청

윤용재, 손철수, 정의숙,

문상용, 조효진, 김백희,

김금희, 임현경

경기도교육

감 인정

㈜지학사 음악과생활
황병숙, 정길선, 강세연,

박경준, 김혜진, 엄숙용

부산광역시

교육감인정

㈜천재교육 음악과생활
민은기, 이경화, 안인경,

송선형

부산광역시

교육감인정

현대음악 음악과생활
허화병, 전명찬, 유경수,

최진형, 주수진

부산광역시

교육감인정

포함되었다. 또한 음악사 영역이 추가되어 국악사와 서양 음악사를

바탕으로 한 이해와 감상 수업이 가능하다. 서양음악사의 시대 구분

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근현대이며, 대부분 1900년에

서 현대에 이르는 근, 현대 음악을 20세기 음악으로 통합하여 설명

하고 있다. 음악과 생활 10종 교과서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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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음악과 생활 교과서 10종에 수록된 현대음악 작곡가 및 악

곡과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 음악

의 내용과 활동을 파악하여 코스웨어 프로그램에 적합한 주제를 선

정하고자 한다. 분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음악 작곡가’ 및 ‘곡명’은 악곡이 악보와 함께 제시되거

나 내용 설명이 포함된 것을 중심으로 하며 작곡가의 이름만 언급

되거나 악곡명만 제시된 것은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활동영역’은 교육과정 분석의 <표 1>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

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과 내용체계인 ‘음악적 표현과 소통’,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두개의 대 영역을 기준으로 하되 각 영역

과 관련하여 가창, 기악, 감상의 어떠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지 분

석하였다.

(1) 교학사 음악과 생활 교과서 내용분석

교학사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 1)노래를 통한 표현, 2)연주를 통한

소통, 3)창작을 통한 공유, 4)다양한 감성의 표현 및 공감, 5)감상을

통한 이해 다섯개의 대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감상을 통한 이

해의 외국의 음악에서 생활 속의 음악 공감과 시대적 문화적 맥락

의 공감과 이해로 나누어져 생활 속의 음악 공감에 라벨의 볼레로

의 리듬과 가락악보를 수록하여 악보를 읽고 연주하는 활동을 제시

하였고, 쇤베르크의 작품과 다른 예술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즉흥연주를 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시대적, 문화적 맥락 속의 공

감과 이해에서는 서양음악사의 현대 음악으로 소개하며 시대적 배

경과 현대음악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세기를 전기와 후기

로 나누어 인상주의, 무조음악, 신고전주의, 전자음악, 우연성 음악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음악에 해당하는 작곡가와 대표작품을 언급

하고 특정 작품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며 악보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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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곡명 활동영역

라벨 볼레로
표현의 즐거움

- 기악

드뷔시
피아노 독주곡 어린이 차지 중

1곡 기라두수 아드 파르나숨 박사

음악의 다양성

- 감상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음악의 다양성

- 감상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음악의 다양성

- 감상

슈톡하우젠 소년의 노래 음악의 다양성

케이지 4분 33초 음악의 다양성

특히 무조음악에서 12음렬 기법에 대해 악보를 수록하여 설명한 것

과 인상주의 미술 작품인 드가의 무대 위의 무희와 모네의 수련을

수록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보이며, 음악이 사회 문화적 산

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표 3>은 수록

된 현대음악의 작품을 정리한 것으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작품 이름만 언급하거나 악보만 제시한 곡은 포함하지 않았다.

<표 3> 교학사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현대음악 제재곡 수록 현황

(2) 금성출판사 음악과 생활 교과서 내용분석

금성 출판사의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 1)음악의 아름다움, 2)음악의

신명, 3)음악의 영향력, 4)음악의 즐거움, 5)음악과 역사, 6)음악과 다

양성, 7)음악과 사회의 일곱 개의 대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 음

악의 즐거움과 음악과 역사 주제 속에 근현대 음악이 포함되어 있

다. 음악의 즐거움에서는 라벨의 볼레로의 리듬, 건반, 가락악기 악

보를 수록하여 악보를 읽고 연주하는 활동을 제시하였고, 합주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과 역사에서는 20세기 음악을 근현대 음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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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곡명 활동영역

라벨 볼레로
표현의 즐거움

- 기악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음악의 다양성

- 감상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음악의 다양성

- 감상

슈톡하우젠
전자적 음향과 피아노, 타악기를

위한 접촉

음악의 다양성

- 감상

로 소개하며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인상주의, 표현주의, 신

고전주의, 음렬음악, 구체음악, 전자음악, 우연성 음악 등의 사조와

양식이 나타났음을 언급하고 있다.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

곡,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의 오선 악보를 수록하였고, 슈톡

하우젠의 전자적 음향과 피아노, 타악기를 위한 접촉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제재곡에 따라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전자음악에 대해 간

단히 설명하였다. 드뷔시,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 거슈윈, 케이지,

슈톡하우젠의 얼굴을 그림으로 수록하였다. <표 4>는 수록된 현대

음악의 작품을 정리한 것으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작품 이

름만 언급하거나 악보만 제시한 곡은 포함하지 않았다.

<표 4> 금성출판사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현대음악 제재곡 수록

현황

(3) 미래엔 음악과 생활 교과서 내용분석

미래엔의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따라 1)음

악적 표현과 소통, 2)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두개의 대주제로 나뉘

어지며, 각각 3개의 소주제를 가진다. 이중 근현대 음악은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의 첫 번째 소주제인 클래식의 4번 음악사 이야기

에 근, 현대(20세기) 음악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 페이지에 쇤베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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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스트라빈스키, 슈톡하우젠의 사진을 수록하고 시대적 배경과 함

께 현대음악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후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는 음악사를 만화로 표현하여 인상주의, 12음 기법, 신고전주의

의 음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대표 감상곡으로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중 마돈나,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슈톡하우젠의

젊은이를 위한 노래, 베리오의 신포니아를 언급하였다. 미래엔의 교

과서는 악보나 설명 없이 단순히 작품 이름만 언급하였기에 수록

현황에 넣지 않았다.

(4) 박영사 음악과 생활 교과서 내용분석

박영사의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 1)노래의 전당, 2)음악의 숲, 3)우

리의 음악유산, 4)서양 음악의 흐름, 5)음악 여행, 6)오디션, 7)프로젝

트 수업의 일곱개의 대주제로 나뉘어지며, 서양음악의 흐름에 근대

와 현대음악으로 현대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음악가와 작품을 이

해하는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 인상주의 음악에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라벨의 볼레로의 간단한 설명과 리듬과 멜로디 악

보를 수록하고 신고전주의 음악에 프로코피에프의 고전교향곡의 설

명과 가보트 악보를 수록하였다. 무조음악에서는 12음 기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며 쇤베르크의 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op.21을 설명과

함께 음렬을 적은 악보를 수록하였다. 우연성 음악과 컴퓨터음악,

전자음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리게티의 아티큘레이션 그림악보

를 수록하였다. <표 5>는 수록된 현대음악의 작품을 정리한 것으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작품 이름만 언급하거나 악보만 제시

한 곡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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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곡명 활동영역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음악의 다양성

- 감상

라벨 볼레로
음악의 다양성

- 감상

프로코피에프 고전 교향곡 중 가보트
음악의 다양성

- 감상

쇤베르크 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op.21
음악의 다양성

- 감상

리게티 아티큘레이션
사회 현상으로

서의 음악

<표 5> 박영사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현대음악 제재곡 수록 현황

(5) 아침나라 음악과 생활 교과서 내용분석

아침나라의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 1)음악적 표현과 소통의 즐거움,

2)표현과 감상을 통한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3)음악의 생활화와

영향력 세 개의 대주제로 나뉜다. 이중 현대음악은 문화적 산물로서

의 음악의 4번째 소주제인 생활 속의 서양음악의 클래식 음악여행

5번째 현대음악에 소개되어 있다. 현대음악으로 써 있으나 근현대음

악이 함께 한 페이지에 소개되고 있으며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칸타타, 거쉬인의 랩소디 인 블

루에 대한 간단한 작품 설명과 함께 오선 악보를 수록하고 있다.

<표 6>은 수록된 현대음악의 작품을 정리한 것으로, 곡에 대한 설

명 없이 단순히 작품 이름만 언급하거나 악보만 제시한 곡은 포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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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곡명 활동영역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감상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칸타타 감상

거슈윈 랩소디 인 블루 감상

<표 6> 아침나라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현대음악 제재곡 수록

현황

(6) 음악과 생활 음악과 생활 교과서 내용분석

음악과 생활의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따라

1)음악적 표현과 소통, 2)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두개의 대주제로

나뉘어지며, 각각 4개의 소주제를 가진다. 이중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의 감상에 서양음악사로 근, 현대 음악을 소개하며 시대적 특징

과 음악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드뷔시, 라벨, 쇤베르크, 베르

크, 베베른, 스트라빈스키, 프로코피에프, 힌데미트, 바르토크, 코다

이, 피에르 셰페르, 슈톡하우젠, 존 케이지의 대표 작품과 작곡가의

음악 양식에 대해 언급하였다.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달에 홀린

피에로, 봄의 제전, 4분 33초의 악보와 간단한 설명을 수록하고 추

천 감상곡으로 드뷔시의 바다와 라벨의 볼레로를 소개하였다. <표

7>은 수록된 현대음악의 작품을 정리한 것으로, 곡에 대한 설명 없

이 단순히 작품 이름만 언급하거나 악보만 제시한 곡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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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곡명 활동영역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음악의 다양성

- 감상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음악의 다양성

- 감상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음악의 다양성

- 감상

케이지 4분 33초
음악의 다양성

- 감상

<표 7> 음악과 생활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현대음악 제재곡 수록

현황

(7) 경기도 교육청(중앙교육) 음악과 생활 교과서 내용분석

경기도 교육청의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 1)음악이해, 2)목소리로 표

현하는 음악, 3)악기로 표현하는 음악, 4)함께 만드는 음악, 5)보이는

국악사, 들리는 우리음악, 6)보이는 서양음악사, 들리는 서양음악, 7)

지구촌 음악 여행의 일곱 개의 대주제로 나뉘어져있다. 이 중 보이

는 서양음악사, 들리는 서양음악에 20세기 음악을 혼란과 도전의 음

악으로 정의하며 시대적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쇤베르크,

케이지, 번스타인, 슈톡하우젠, 스트라빈스키, 쇼스타코비치의 사진과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르슈카를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과

비교하여 감상하는 활동을 수록하였다. 현대음악의 다양한 작곡기법

으로 12음렬 기법, 구체음악, 전자음악, 우연성 음악을 소개하고 감

상하여 음악과 연결하도록 하였다. 이후 음악 속의 역사로 시대 상

황과 관련된 음악으로 오네게르의 퍼시픽 231, 쇤베르크의 바르샤바

의 생존자,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 펜데레츠키의

히로시마 희생자들을 위한 애가를 감상하고 설명과 느낌을 적어보

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참고영상으로 QR코드를 넣은 것이 보인다.

<표 8>은 수록된 현대음악의 작품을 정리한 것으로, 곡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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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곡명 활동영역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 중 2번 러시아무곡
음악의 다양성

- 감상

오네게르 퍼시픽 231
사회 현상으로서

의 음악 - 감상

쇤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사회 현상으로서

의 음악 - 감상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
사회 현상으로서

의 음악 - 감상

펜데레츠키 히로시마 희생자들을 위한 애가
사회 현상으로서

의 음악 - 감상

명 없이 단순히 작품 이름만 언급하거나 악보만 제시한 곡은 포함

하지 않았다.

<표 8> 경기도 교육청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현대음악 제재곡

수록 현황

(8) 지학사 음악과 생활 교과서 내용분석

지학사의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따라 1)음

악적 표현과 소통, 2)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두개의 대주제로 나뉘

어지며, 각각 4개의 소주제를 가진다. 이중 근현대 음악은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의 네 번째 소주제인 느끼고 생각하는 음악의 서양

음악사에 부분에 한 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사조의 음악으

로 인상주의, 표현주의, 원시주의, 신고전주의, 우연성음악, 구체음악,

전자음악, 미니멀리즘 음악을 언급하고 오네게르의 퍼시픽 231, 불

레즈의 주인 없는 망치, 존 케이지의 4분 33초 악보를 수록하였다.

연대표를 제시하여 대략적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작곡가

와 곡명, 음악 양식이 혼재되어 있다. 감상활동과 함께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연주하는 모둠활동을 제시하였다. <표 9>는 수록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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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곡명 활동영역

오네게르 퍼시픽 231
사회현상으로서

의 음악 - 감상

존케이지 4분 33초
음악의 다양성

- 연주

대음악의 작품을 정리한 것으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작품

이름만 언급하거나 악보만 제시한 곡은 포함하지 않았다.

<표 9> 지학사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현대음악 제재곡 수록 현황

(9) 천재교육 음악과 생활 교과서 내용분석

천재교육의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 1)음악은, 2)음악의 유산, 3)기악,

4)새 시대의 음악, 5)음악과 친구들, 6)세계의 음악 여섯 개의 대주

제로 나뉘어지며 이 중 음악의 유산의 두 번째 주제인 서양음악의

유산에 1900년에서 현대에 이르는 근, 현대 음악을 20세기 음악으로

소개하고 있다. 음악경향으로 인상주의, 표현주의, 신고전주의의 개

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그 외에 무조성, 다조성, 12음 기법 음

악과 미니멀리즘, 신낭만주의, 전자음악, 불확정성 음악 경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인상주의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드뷔시의 기쁨의 섬

첫 부분 오선 악보를 수록하고 감상활동을 제시하였다. 이후 베르크

의 오페라 보체크,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칸타타 중 운명의 여

신이여,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번스타인의 뮤지컬 웨

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맘보, 메시앙의 시간과 종말을 위한 현악 4

중주 1악장 수정의 전례, 리게티의 아트모스페르를 감상활동으로 제

시하였고, 각 작곡가의 경향과 대표 작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표 10>은 수록된 현대음악의 작품을 정리한 것으로, 곡에 대

한 설명 없이 단순히 작품 이름만 언급하거나 악보만 제시한 곡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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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곡명 활동영역

드뷔시 기쁨의 섬
음악의 다양성

- 감상

베르크 오페라 보체크
음악의 다양성

- 감상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칸타타 중

운명의 여신이여

음악의 다양성

- 감상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음악의 다양성

- 감상

번스타인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맘보

음악의 다양성

- 감상

메시앙
시간과 종말을 위한 현악 4중주

1악장 수정의 전례

음악의 다양성

- 감상

리게티 아트모스페르
음악의 다양성

- 감상

<표 10> 천재교육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현대음악 제재곡 수록

현황

(10) 현대음악의 음악과 생활 교과서 내용분석

현대음악 출판사의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 1)노래 부르기, 2)악기

연주하기, 3)생활 속의 음악, 4)음악사와 감상 네 개의 대주제로 나

뉘어져있다. 이중 현대음악은 서양음악사와 감상의 근,현대음악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20세기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음악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음악사조가 등장했음을 서술하고 있다.

근대와 현대음악을 하나의 주제로 하여 인상주의, 원시주의, 표현주

의, 음렬주의, 총렬주의, 전자음악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대표적인

작곡가, 작품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

곡,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주제 부분, 메시앙의 투랑갈릴라 교

향곡 중 8곡 사랑의 전개의 오선 악보와 함께 감상활동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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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곡명 활동영역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감상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중 8곡 밤 감상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2곡 봄의 싹 틈과 젊은

남녀의 춤
감상

메시앙
투랑갈릴라 교향곡 중 8악장 사랑

의 전개
감상

고, 슈톡하우젠의 피아노를 위한 콘탁타의 악보 일부를 그림으로 수

록하였다. <표 11>는 수록된 현대음악의 작품을 정리한 것으로, 곡

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작품 이름만 언급하거나 악보만 제시한

곡은 포함하지 않았다.

<표 11> 현대음악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현대음악 제재곡 수록

현황

이와 같이 10종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음악 제재곡은 18, 19세기의

고전, 낭만 음악과 국악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양음악사의 이해

와 감상 영역에서 적은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다. 교학사와 금성 출

판사의 볼레로 연주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

악의 음악사 영역에서 이해와 감상 활동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교과서에 비해서도 더 적은 비

중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하나의 제재곡이나 주제로서 학습하기 보

다는 현대음악에 대해 1~4 페이지로 구성하여 간단히 언급만 하는

수준에 그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근,현대음악이나 20세기

음악으로 근대와 현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비교적 다양한 작곡

가와 작품의 이름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각각의 음악 양식에 대해

다루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20세기 전반부의 인상주의 음악, 신고

전주의 음악, 12음렬 음악 등 특정 양식의 음악에 치우쳐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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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에 따른 음악을 학습해야 한다는 교

육과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음악 분석 외에도 10종 교과서에 수록된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알아본 결과 생활 속 음악 만들기 활동으로 전통적인 작곡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로 만들 수 있는 음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술음

악으로서의 제한된 컴퓨터 음악이 아닌 MIDI, 시퀀싱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녹음하고 편집하는 등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Notation 프로그램과 가상악기를 이용하여

입력한 악보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활동도 있으며, 음향 편집(시

퀀싱) 프로그램의 개념, 종류 등을 소개한 교과서도 있다. 그러나 모

든 교과서가 테크놀로지의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음악을 만드는 새로운 방식으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수준이다.

2. 현대음악 학습을 위한 주제 선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현대음악의 비중은 매우 적다. 대부분의 경우 20세기 초반의 음악은

‘인상주의’, ‘신고전주의’, ‘무조음악’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12음렬 음

악’의 경우 무조음악에 소개되거나 악곡의 제시가 없는 경우가 많고

쇤베르크에 대해 설명하며 기법에 대해 소개하는 교과서도 있었으

나 간단히 언급만 하는 수준에 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세

기 후반의 현대음악은 ‘전자 음악’과 ‘우연성 음악’ 외에는 거의 다뤄

지지 않고 있으며 ‘총렬음악', ‘구체음악', ‘미니멀 음악’ 은 20세기

음악사의 큰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제재곡이나 악보의 소개 없이 간단하게 언급만

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대음악 학습을 위한 주제로 ‘12음렬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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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렬음악’, ‘구체음악', ‘미니멀 음악’ 네 가지의 음악양식을 선정하

여 학습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12음렬 음악은 조성을 탈피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대의 음악양식으

로 음악 어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전의 음악과의 차이점을 확

실히 알 수 있다. 조성음악과 비교하여 현대음악이 어떤 특징을 가

지는지 다른 음악들을 간단히 언급하며 12음렬음악의 특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음악교육연구자들이 선행연구에서 쇤

베르크의 12음렬 음악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내용을 구상한 것을 볼

수 있으며, 12음렬을 직접 선택하고 만드는 활동을 통해 조금 더 쉽

게 현대음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총렬음악의 경우 12음렬을 넘어선 가장 수학적인 음악으로서 학습

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감상학습 중심의 현대음악 학

습에서 총렬음악의 청취의 한계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개념에 대

해 학습하기가 어렵다는 편견 또한 하나의 이유일 것이라 생각한다.

총렬음악 이전의 12음렬 음악을 먼저 학습하여 음높이를 음렬로 만

드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난 후 음의 길이, 강도, 음색, 음량과 같

은 음악의 구성요소를 음렬화 시키는 총렬음악 학습은 음렬의 재료

숫자에 따라 난이도의 조절이 가능하여 개념학습에 있어서의 학습

성취도 조절이 가능하다. 실습을 통한 음렬 창작을 바탕으로 12음렬

음악과 비교하여 총렬음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의

전자음악과 우연성 음악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과도 연관지어 학

습할 수 있다.

구체음악은 최초의 전자음악으로서 소리의 녹음과 편집에 근거하

기 때문에 전자매체를 활용한 음악교육에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

다. 다양한 소리 재료를 선택하여 반복이나 늘이기, 빨리 재생하기

등의 편집을 통해 하나의 음악으로 만드는 과정은 학습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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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넓은 음악의 가능성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음악 창작

에 대해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매체의 사용으로

인해 확장된 음악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악보에 의지하지

않은 음악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은 음악 자체에의 접근을 좀 더 쉽

게 할 수 있다. 또한, 핸드폰이나 녹음기를 이용하여 소리를 녹음하

고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쿨 에디트, 골드웨이브, 곰 녹음

기, 다음 팟 플레이어와 같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음악을

편집하는 활동도 안내할 수 있다. 이는 구체 음악을 컴퓨터를 활용

한 음악 창작 영역과도 연관 시킬 수 있도록 한다.

미니멀음악은 건축이나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의 미니멀아트와 함

께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현대음악 사조

중 가장 현재와 가까운 음악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음악에 대한 지식

이나 이해가 없이도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으며 최소한의 재료 사

용과 반복 개념에 근거하여 음악의 형태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이

해하고 학습하는 경험은 현대음악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니멀 아트와의 연계학습을 통하여 생활 속의 미니멀

음악이나 미니멀 아트를 찾아봄으로써 현대음악이 보다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여

러 석사논문에서 미니멀 음악을 이용한 현대음악 지도법을 연구하

여 학습지도안의 형태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다른 현대음

악에 비해 미니멀 음악이 교수·학습에 보다 쉽게 적용 가능함을 보

여주는 것이다.

3. 설계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웹 코스웨어는 기본적으로 교수·학습

에의 활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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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구분 설명

준비

동기유발 학습과 연관된 그림, 사진 자료

학습목표
학습 수행 후의 기능, 지식 내용의

서술

학습

학습소개 대주제별로 나누어 소개

학습내용
텍스트, 이미지, 애니메이션, 음원,

동영상 혼합

창작 학습 내용과 연관된 창작 활동

악곡감상 학습 내용과 연관된 감상 활동

돌발퀴즈 주의환기, 주요 내용 상기

평가
학습평가 및

정리

ox 문제, 빈칸 채우기 (주요 내용

요약 제시)

종료 학습 마무리 학습내용을 간단히 정리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실습 활동

을 통해 흥미와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계의 기본방향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 수업시간 외에 개인 교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반복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언제 어

디서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둘째, 준비-학습-평가-종료 단계에 따라 내용을 설정하고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표 12> 코스웨어 설계의 내용 요소

셋째, 학습을 진행할수록 다음 단계에 대한 학습 욕구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론학습 이후 창작 활동을 통해 좀 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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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넷째, 학습과정 중 적절한 퀴즈를 사용하여 학습에 대한 이해를 돕

고 학습 평가를 통해 수준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한다. 학습 평가 내용은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4. 현대음악 학습을 위한 웹 코스웨어의 설계

현대음악 학습을 위한 웹 코스웨어는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수·학

습 자료임으로 각각의 분류에 접근이 쉽도록 <그림 1>과 같이 설

계 흐름도를 작성하고 원하는 교수·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

다. 12음렬 음악, 총렬음악, 구체음악, 미니멀음악 학습은 각각 이론,

창작, 감상, 평가로 구성하고 교수·학습 도중이나 끝난 후에도 창작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림 1> 웹 코스웨어 설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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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2음렬 음악 학습 설계

12음렬 음악에 대해 학습하기 이전에 준비에서는 동기유발로 벨라

스케스와 피카소의 ‘궁정의 시녀들’ 회화의 비교를 통해 서양 고전

음악과 현대음악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고 학습 목표에 따라 조성

음악과 조성을 탈피한 음악, 12음렬 음악에 대해 학습한다. 고전음

악에 대한 개념 즉, 조성음악의 경우 장, 단조의 scale과 화성, 종지,

박자를 특징으로 하여 음원의 재생과 함께 악보를 제시하며 소리에

따라 박스가 움직여 악보를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 근, 현대

음악에 대해서는 조성을 탈피한 음악으로 5음음계, 온음음계를 사용

한 음악과 복합조성을 사용한 음악, 무조성 음악, 12음렬음악을 간

단히 들어보는 것으로 음악 특징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9)10)11)12)

12음렬 음악의 이론학습은 12음렬 기법과 음렬에 대해 간단히 설

명하며 음계와 음렬의 차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다. 기법의 예시

는 기본음렬, 역행음렬, 전위음렬, 전위역행음렬의 특징이 한눈에 보

일 수 있도록 데칼코마니 형태로 제시하고 각각의 음렬의 제작법과

음렬표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음렬표는 미리 제시하고

만드는 순서는 색으로 구분하여 혼란이 없도록 한다.

9) 5음음계, 온음음계 음악 :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 Prelude

Book 1. no.2 Voiles 앞부분 수록

10) 복합조성 음악 : 바르톡(Bela Bartok, 1881-1945) Mikrokosmos V.

no.125 Boating 앞부분 수록

11) 무조성 음악 : 쇤베르크(Arnold Schonberg, 1874-1951) 달에홀린 피에

로 part 2. no.12 Gallows song 수록

12) 12음렬음악 : 베베른(Anton Webern, 1883-1945) 현악4중주 op.28 1악

장 앞부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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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데칼코마니 형태의 기본, 역행, 전위, 전위역행음렬 예시

창작 활동은 12음렬을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악보

가 아닌 알파벳 음이름으로 제시하여 악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도 입력 활동이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옥타브 내에

중복되는 음 없이 12음렬이 만들어지면 만든 음렬을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기본음렬에 따른 역행음렬, 전위음렬, 전위역

행음렬의 악보를 자동으로 제시하고 재생한다. 이는 고등학교 수준

에서 복잡한 계산 없이도 12음렬 음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

와줄 수 있다. 이후 온라인 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웹과 연동시킨

다. 이러한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12음렬을 창작해 봄으로써 직접적

이고 효과적으로 12음렬 기법에 대해 이해하고 다음 학습주제인 총

렬음악의 개념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음악의 감상은 쇤베르크의 피아노 모음곡 op.25의 첫 번째 곡인 전

주곡을 사용한다. 기본음렬이 나오는 1~3마디의 악보를 제시하여 오

른손과 왼손을 나누어 음렬을 찾아볼 수 있으며, 조성음악의 특징에

서 재생하는 음을 박스로 따라간 것과 동일하게 설계하여 악보를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첫 부분의 분석을 통해 음렬에 대한

내용을 상기시키고 실제 곡을 감상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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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피아노 모음곡 op.25의 기본음렬, 역행음렬, 전위음렬,

전위역행음렬

<그림 4> 피아노 모음곡 op.25의 전주곡 mm.1~3 오른손 악보

<그림 5> 피아노 모음곡 op.25의 전주곡 mm.1~3 왼손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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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피아노 모음곡 op.25의 전주곡 mm.1~3 양손 악보

평가 단계에서는 ox 퀴즈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주관식 빈칸 채

우기 문제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마무리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학습을 종료한다.

4.2. 총렬음악 학습 설계

준비 단계에서는 총렬음악 학습에 앞서 12음렬로 구성된 음렬표를

제시하여 12음렬에서 발전한 형태임을 암시한다. 총렬음악의 개념과

만드는 방법, 총렬음악의 재료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음렬을 만

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탐구해보는 활동은 가장 논리적

인 음악양식인 총렬음악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13) 음악의 구성

요소는 음높이 뿐 아니라 음가, 강약, 음색 등이 있고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모두 음렬화 시킬수 있으며, 이러한 음렬주의는 총렬음악

의 기초가 된다. 12음렬 학습과 연관지어 음렬음악에 대해 상기시키

며 다른 재료들을 음렬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6음 음계를

사용한 음높이 음렬로 12음렬보다 조금 더 쉬운 음렬 만들기의 예

시를 보일 수 있다.

13) 여기서의 음렬은 12음 기법에서의 12음렬이 아닌 작곡가가 의도적으로

정한 법칙에 의해 구성된 일정한 순서, 체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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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6개의 음높이를 사용하여 만든 6음 음렬

6개의 음을 전위시키는 방법으로는 순서대로 1,2,3,4,5,6의 숫자를

적용한 뒤 한 숫자씩 반대로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3->4

로 가는 경우 1-6-5->4의 형태로, 4-5->6의 경우에는 4-3->2의 형

태로, 2->3으로 가는 경우에는 2->1로 이동할 수 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음길이, 강약, 기법 등의 다양한 재료의 기본, 역행, 전위,

전위역행 음렬을 얻을 수 있고 음높이의 경우 6개의 재료를 사용하

여 24개의 음렬을 얻을 수 있다.

<그림 8> 6개의 음길이를 사용하여 만든 6음가 음렬



- 43 -

<그림 9> 6개의 셈여림을 사용하여 만든 6강약 음렬

<그림 10> 6개의 표현법을 사용하여 만든 6기법 음렬

총렬음악의 창작 활동은 12음렬 음악 학습과 연계시킬 수 있다. 12

음렬 창작에서 만들었던 음렬을 가져와 적용시키고 6개의 음길이,

강약, 기법으로 각각 음렬을 만들어서 적용시킬 수 있다. 학습내용

에 포함된 6개의 음높이, 음길이, 음색을 숫자를 이용하여 음렬화

시키고, 각각 선택한 기본 음렬에 대해 기본음렬, 역행음렬, 전위음

렬, 전위역행 음렬을 12음높이 음렬이 두 번 반복하도록 적용시켜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음높이에 음길이, 강약, 기법이 더해지는 것

을 들으며 총렬음악의 개념과 각각의 재료를 음렬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후 퀴즈

를 통해 학습 내용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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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 학습은 불레즈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구조1>을 분석해

보고 12개의 음높이로 이루어진 12음높이 음렬, 32분음표를 기본으

로 하는 12음길이 음렬, pppp~ffff에 이르는 12강약 음렬, 10음색(기

법)음렬이 조직된 형태를 학습할 수 있다.14) <구조1>은 Ia, Ib, Ic의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학습을 위해서는 이 중 Ia의 1-7마디

부분의 음렬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첫 부분인 1~7마디의 악보에서

음높이, 음길이 음렬을 찾아보고 강약과 기법의 번호를 찾아보는 활

동으로 기본적인 총렬음악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처음의 고유숫

자에 해당하는 음렬은 숫자와 같이 제시하되, 각각의 음렬을 제시할

때는 음높이, 음길이, 강약, 음색(기법)음렬을 모두 따로 제시하여

혼란이 없도록 한다. 불레즈는 쇤베르크의 12음렬표에 나타나는 원

형, 역행, 전위, 전위역행 음렬에서 좀 더 다양한 음렬을 얻기 위하

여 고유번호에 따른 기본·역행 음렬표와 전위·전위역행 음렬표 두

개의 음렬표를 형성하여 음높이를 제시하였다. 이 두개의 음렬표를

제시하여 쇤베르크의 12음렬표와 다른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1> 구조1의 mm.1~7 음높이 음렬

14) 불레즈는 음색 음렬을 만들 때 음높이나 음길이 음렬과는 달리 음렬

매트릭스의 대각선을 이용하여 4번과 10번을 제외한 10개의 기법을 음

렬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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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구조1-1a의 기본·역행 음렬표와 전위·전위역행 음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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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구조1-1a의 음길이(음가) 음렬

<그림 14> 구조1-1a의 셈여림(강약)음렬

음색(기법)음렬의 경우 음렬표의 가로,세로의 순차적인 음렬이 아

닌 대각선을 이용하여 새로운 음렬을 사용하였다. 이때의 음렬은 4

번과 10번을 제외한 10가지가 사용되며, 10개로 이루어진 음렬이 아

닌 더 적은수로 이루어진 음렬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15> 구조1-1a의 음색(기법)음렬

각각의 음렬을 확인하고 난 후 1~7마디의 전체 악보를 제시하여

음렬을 찾아보고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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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구조1-1a의 1~7마디 악보 분석

평가 단계에서는 12음렬 학습과 마찬가지로 ox 퀴즈와 주관식 빈

칸 채우기 퀴즈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마무리로 종료한다.

4.3. 구체음악 학습 설계

학습 준비단계에서 테이프 그림과 함께 기차 소리, 소음 등이 녹음

된 소리와 이를 편집한 소리로 구성된 피에르 쉐퍼의 철도 연습곡

을 들어보며 이러한 소리만으로도 음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

각해보며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 학습목표에 따라 구체음악의 개념

과 구체음악의 작곡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작곡 기법의 예시를 통해

직접 소리를 들어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Tape의 속도나 방향을 바

꾸거나 루프를 만드는 것의 소리 예시를 통해 음악을 변화시키는

것을 직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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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기법 내용

속도변환
일정한 속도로 녹음된 테이프를 다른 속도로 재생한다.

음의 높이를 변화 시킬 수 있다.

방향변환 진행 방향을 거꾸로 재생한다.

자르기와

붙이기

음의 일정 부분을 잘라서 삭제하거나 다른 부분에 붙여

서 순서를 재조합 할 수 있다

음향중복
하나의 녹음으로부터 얻은 소리를 다른 녹음에 중복한다.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여 여러 가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테이프 루프

일정구간의 소리를 반복 재생하여 일정한 리듬을 만든다.

반복구간의 거리 또는 반복재생 속도를 조절함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만들수 있다.

음량 조절

& 좌우

밸런스 조절

소리 크기의 극대화, 극소화를 통해 색다른 효과를 줄 수

있다.

소리의 좌우의 공간적 움직임을 통해 방향성과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다,

스테레오

녹음 &

멀티트랙

녹음

여러 트랙으로 나누어 녹음 한 후 두 개 이상의 스피커

로 재생한다.

서로 다른 트랙에서 나온 음이 여러 개의 스피커로 들리

며 공간속에 회전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다.

각각의 스피커에서 서로 다른 음악이 나오도록 하는 것

도 가능하다.

<표 13> 구체음악의 창작기법 예시

또한 악기나 사람의 노래 소리만이 음악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

라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나 소음 등 다양한 소리가 음

악의 재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넓은 의미의 음악에 대해

생각해보고 경험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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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활동은 직접 음원을 편집하여 60초의 구체 음악을 만드는 것

이다. 각각 10개의 칸을 차지하는 12초 분량의 다섯 개의 음원을 편

집하여 50개의 칸을 채우는 활동으로, 제시된 음원을 자유롭게 선택

하여 일부를 잘라 넣거나 늘이거나 줄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0칸짜리 음원을 두배 늘리면 20칸이 되고 반으로 줄이면 5칸을 사

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50칸을 모두 채워 1분 이상의 곡을

완성한 후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감상 학습은 쉐퍼의 소음음악회 중 철도 연습곡과 피아노와 테이

프 레코더를 위한 바이루드 두곡으로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여 구성

한 음악과 기존의 악기로 만들어진 음악을 편집한 것의 차이를 생

각 해 볼 수 있다.

평가 단계에서는 ox퀴즈와 주관식 빈칸 채우기를 퀴즈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마무리로 종료한다.

4.4. 미니멀 음악 학습 설계

미니멀 음악은 준비 단계에서는 미니멀 아트를 제시하여 현대 미

술 작품과 연계하여 생각 할 수 있도록 한다. 미니멀리즘과 미니멀

아트의 설명을 함께하여 다른 예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최소 재료와 반복, 위상변화에 대한 학습으로 스티

브 라이히의 박수음악을 예시로 하여 설명한다.15) 애니메이션 자료

를 통해 위상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

성한다.

15) 위상변화 : 똑같은 음형 a1과 a2가 서로 다른 채널에서 되풀이 될 때,

시간적 차이로 인해 하나의 음형이 밀리면서 음악이 변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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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스티브 라이히의 박수음악의 기본리듬

창작 활동에서는 옥타브 내의 12개 음 중에서 자유롭게 8개의 음

을 선택한 후 반복과 위상변화를 이용하여 짧은 미니멀 음악을 만

들 수 있도록 한다. 앞에서 학습한 박수음악과 같은 방법으로 음 재

료를 선택하고 반복의 횟수를 지정하는 것이다. 4분음표로 이루어진

8개의 음은 4초에 해당하며 2번 이상 4번이하의 반복을 지정할 수

있다. 반복 이후 0.5초 단위로 위상변화가 일어나고 같은 횟수로 반

복하도록 한다. 총 5초가 미뤄지면 다시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

을 들을 수 있다.

감상 학습에서는 스티브 라이히의 바이올린 페이즈를 이용하여 반

복, 위상변화 외의 다른 기법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바

이올린 페이즈는 솔로 바이올린과 3트랙 녹음기를 위한 작품으로

위상변화를 통해 음악이 변화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며 기본 재료

의 조각인 화성과 리듬이 추가되는 것도 볼 수 있다.16)

<그림 18> 스티브 라이히의 바이올린 페이즈의 m.1

16) 솔로 바이올린과 3트랙 녹음기 또는 4명의 바이올린 연주자를 위한 작

품으로 연주자 네 명의 라이브 연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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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위상변화가 일어난 바이올린 페이즈의 m.2

<그림 20> 화성과 리듬이 추가된 바이올린 페이즈의 m.9

되도록 10분의 음악을 모두 듣도록 하여 반복과 점진적 변화가 일

어나는 것을 학습 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ox퀴즈와 주관식 빈칸 채우기를 퀴즈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마무리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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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웹 코스웨어의 구현

현대음악 학습을 위한 웹 코스웨어의 첫 페이지는 서문과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간단히 소개

하고 목차는 각각 페이지로의 링크를 포함한다.17)

<그림 21> 현대음악 학습 웹 코스웨어의 서문

1. 12음렬음악 학습을 위한 웹 코스웨어의 구현

12음렬 음악의 처음 페이지는 고전과 현대의 대비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피카소의 시녀들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이는 같은 대상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익숙한 고전, 낭만

음악과 현대음악의 차이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17) 12음렬음악, 총렬음악, 구체음악, 미니멀 음악의 학습주제가 있고 각 학

습주제에 나오는 페이지의 이름을 모두 포함한다. 창작활동은 한 페이지

로 구성하여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감상학습의 경우 음악

의 실제로 구성하여 기존의 곡을 감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도중

왼쪽 위의 ‘현대음악’을 클릭하면 목차가 있는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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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2음렬 음악의 1 페이지

이후 학습 목표에 따라 고전음악의 개념과 조성음악의 특징에 대

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조성음악의 특징에서 스케일과

화성의 악보를 따라가기 힘든 학생을 위해 박스를 제시하여 음원과

함께 시각적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23> 12음렬 음악의 2 페이지 윗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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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2음렬 음악의 2 페이지 박스 재생의 예시

3페이지에는 조성적 규칙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보이는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음악을 근대음악으로 소개하고 재생바를 이용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중에 일부만 재생하고 넘어갈 수 있도

록 조절한다.

<그림 25> 12음렬 음악의 3 페이지 재생바를 이용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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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12음렬 음악의 특징을 알아보는 학습목표에 따라 12음

렬 음악의 학습에서는 12음렬 음악과 12음렬을 기법을 나누고, 5음

음계와 5음음렬을 예시로 하여 음렬을 설명한다.

<그림 26> 12음렬 음악의 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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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음렬 기법의 예시는 설계에서 한 것과 같이 기본음렬, 역행음렬,

전위음렬, 전위역행음렬을 데칼코마니의 형태로 제시하고 각각의 제

작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27> 12음렬 음악의 5 페이지 음렬 제작법

6페이지에서는 음렬표를 제시하되 음렬표의 제작법에 색을 이용하

여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8> 12음렬 음악의 6 페이지 음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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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12음렬 음악의 6 페이지 음렬표 제작법

이후 창작활동으로 12음렬 음악의 기본음렬을 만드는 활동을 할

수 있다. 12개의 음높이를 박스로 제시하여 악보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음렬을 완성하는 과정을 색으로 표시한다. 이전에 박스에서

선택한 음은 어둡게 하여 다음 선택이 쉽도록 하고 선택한 음은 파

란색으로 표시한다. 음높이에서 중복되는 음이 있을 경우 두 개의

음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음은 밝은색으로 하여

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한다. 선택한 기본음렬은 선택 박스 밑에 오선

악보로 제시하고 역행음렬, 전위음렬, 전위역행음렬은 기본음렬을

완성 한 후 자동으로 악보로 나타나고 재생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음렬의 저장은 CD에서는 불가능하며 웹 환경에서만 가능하도록 구

현하였다. 이후 평가를 위한 저장 또한 CD에서는 불가능하며 웹 환

경에서만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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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12음렬 음악의 7 페이지 창작 예시

12음렬 음악의 실제에서는 설계에 따라 쇤베르크의 피아노 모음곡

op.25의 음렬과 1~3마디 악보를 제시하여 악보를 보고 박스를 따라

음렬을 찾은 뒤 전체곡을 감상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OX퀴즈와 주관식 퀴즈는 <그림 31>과 같이 구성한다. 제출을 위

한 저장은 CD에서는 불가능하며 웹상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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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2음렬 음악의 평가

학습정리는 12음렬 음악에서 학습했던 내용-조성음악의 특징, 음

렬, 12음렬 기법 등-을 모두 포함하여 요약 제시하고 학습을 마무리

한다.

<그림 32> 12음렬 음악의 학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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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렬음악 학습을 위한 웹 코스웨어의 구현

총렬음악의 첫 페이지에 12음렬 음악에서 학습했던 것 보다 조금

더 복잡한 12음렬표를 제시하는 것은 이전에 학습한 12음렬 음악에

대해 상기시킴과 동시에 총렬음악의 어려움에 대해서 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3> 총렬음악 1 페이지 이명동음 표시가 된 12음렬표

2페이지에서는 학습목표를 12음렬 음악과 총렬음악의 차이점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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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것으로 하여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하며 총렬음악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12음렬 음악에서 학습했던 음렬표 이외에도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총렬음악을 만들 수 있음을 안내하고 다양한 재료

를 나열하여 음악의 재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18) 이후

설계에 따라 다양한 재료로 음렬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음높이

는 온음음계를 사용하여 ‘도, 레, 미, 파#, 솔#, 라#’로 제시하고 음길

이는 ‘16분음표, 8분음표, 점8분음표, 4분음표, 점4분음표, 2분음표’의

6개의 길이로 한다. 셈여림은 피아니시모에서 포르티시모에 이르는

6개의 강약으로, 기법은 레가토, 스타카토, 테누토, 엑센트, 엑센트

스타카토, 스포르잔도의 6개의 표현법을 사용하여 기본음렬, 역행음

렬, 전위음렬, 전위역행음렬을 제시한다. 음길이, 기법, 강약의 음렬

은 설계와 같이 적용시킨다.

<그림 34> 총렬음악 2 페이지 총렬음악의 개념 학습

18) 총렬음악에서의 음악적 재료는 음높이, 음길이(음가, 리듬), 셈여림(강

약), 음색(강도, 기법), 음향발생의 공간적 장소, 음역, 음색층, 그 외 다

양한 음악적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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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렬음악의 창작은 12음렬 음악의 학습과 마찬가지로 음길이나 셈

여림, 기법의 선택을 박스로 제시하여 악보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음렬을 완성하는 과정을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12음렬음악에

서 선택했던 음렬을 불러와 음높이 기본음렬을 미리 제시하고 나머

지 재료의 선택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19) 설계에 따라

음높이 기본음렬을 두 번 제시하고 이에 맞춰 선택한 각각의 기본

음렬에 따라 역행음렬, 전위음렬, 전위역행음렬이 자동으로 나오도

록 구현하였다. 기본음렬을 완성하면 박스가 없어지고 새로운 재료

의 음렬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5> 총렬음악 4 페이지 음길이 음렬의 선택

19) CD에서는 12음렬의 저장이 불가능하므로 랜덤으로 12음렬이 생성되도

록 구현하였으며 웹에서도 초기 설정은 랜덤생성으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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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총렬음악 4 페이지 음길이 음렬의 적용과 강약 음렬의

선택

창작 활동이 끝난 후 간단한 OX 퀴즈를 통해 주의 환기와 함께

학습내용을 상기시킨다. 이후 실제 감상곡으로 불레즈의 피아노를

위한 구조1의 고유 숫자를 먼저 표로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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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총렬음악 6 페이지 윗부분 고유숫자의 제시

악보로 음높이와 음길이 음렬을 제시하는 것은 각각의 피아노로

하나씩 제시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고, 박스 재생으로 악보를 따라가

며 숫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그 후에 설계에 따라 음높이 음렬

과 음길이 음렬을 다시 제시하고, 강약과 기법 음렬을 다음페이지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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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약 12 7 7 11 11 5 5 11 11 7 7 12

기법 12 12 8 3 5 8 3 5 11 1 11 1

<그림 38> 총렬음악 6 페이지 피아노1과 2의 음렬

음높이, 음길이, 강약, 기법 음렬을 각각 제시해주고 난 후에는 불

레즈가 사용한 것과 같은 숫자를 이용한 기본-역행 음렬표와 전위-

전위역행 음렬표를 제시하되 색을 이용하여 강약과 기법 음렬이 대

각선이 적용된 것을 보여준다.

<표 14> 피아노 1의 강약, 기법음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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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약 5 2 2 8 8 12 12 8 8 2 2 6

기법 5 5 11 3 12 11 3 12 8 1 8 1

<표 15> 피아노 2의 강약, 기법음렬의 사용

<그림 39> 총렬음악 9 페이지 피아노1과 2의 기본-역행 음렬표

<그림 40> 총렬음악 9 페이지 피아노1과 2의 전위-전위역행

음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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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마디 전체 악보와 구조1의 전체 듣기 이후 OX퀴즈와 주관식

퀴즈로 평가를 구성하고, 학습 정리로 마무리 한다.

<그림 41> 총렬음악의 평가

<그림 42> 총렬음악의 학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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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음악 학습을 위한 웹 코스웨어의 구현

구체음악의 첫 페이지에는 중요한 기기인 릴 테이프 레코더의 사

진과 피에르 쉐퍼의 철도 연습곡을 재생바로 제시한다. 사진을 통해

12음렬 음악이나 총렬음악과 다르게 연주자나 악기에 의존하는 것

이 아니라 기기가 사용된 음악임을 암시하고 철도 연습곡의 듣기로

기존의 음악 개념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43> 구체음악의 1 페이지

학습목표에 따라 구체음악에 대해 학습하고 작곡기법 중 창작 활

동에서 사용할 예시를 중심으로 들어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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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구체음악의 2 페이지 개념 설명

<그림 45> 구체음악의 3 페이지 작곡기법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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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음악의 창작은 설계에 따라 12초짜리 음원 다섯개를 제시하여

각각의 음원을 들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음원의 편집은 자

르기, 늘이기, 줄이기, 역행이 있으며 10칸씩 편집하여 타임라인에

추가할 수 있다. 타임라인은 10칸씩 나뉘어 제거하고 추가할 수 있

도록 하였다. 50칸이 모두 채워지면 1분 이상에 해당하는 구체음악

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림 46> 구체음악의 4 페이지 창작 예시

감상 학습은 쉐퍼의 소음음악회 중 철도 연습곡과 피아노와 테이

프 레코더를 위한 바이루드 두곡으로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여 구성

한 음악과 기존의 악기로 만들어진 음악을 편집한 것의 차이를 생

각하며 비교해 볼 수 있다. 철도 연습곡은 준비 단계에서 한번 경험

했던 것으로 작곡기법을 익히고 난후 다시 감상함으로써 소리 재료

의 확장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며, 피아노와 테이프 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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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를 위한 바이루드는 익숙한 조성음악이 음원의 편집을 통해 어떻

게 변화하는지 들을 수 있다. 철도 그림과 피아노 현의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소리의 특징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7> 구체음악의 5 페이지 감상 학습

학습내용에 대해 OX퀴즈와 주관식 퀴즈로 평가를 구성하고 학습

정리로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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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구체음악의 학습평가

<그림 49> 구체음악의 학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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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니멀 음악 학습을 위한 웹 코스웨어의 구현

미니멀 음악의 첫페이지는 미니멀 아트를 수록하여 최소 재료로

이루어진 작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20)

<그림 50> 미니멀 음악의 1 페이지

20) 미니멀 아트 : 도날드 주드((Donald Judd)의 ‘무제’(Untitled·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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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페이지에 제시한 미니멀 아트와 관련하여 미니멀리즘의 개념과

미니멀 음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미니멀 음악을 만드는 기본

적인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51> 미니멀 음악의 2 페이지

반복과 위상변화 기법은 스티브 라이히의 박수음악을 예시로 하여

구성한다. 박수음악은 구체음악에서 이미 확장된 소리의 개념을 적

용함과 동시에 리듬이라는 최소 재료가 반복과 위상변화를 통해 점

진적으로 변화하는 소리를 보여줄 수 있는 예시가 된다. 기본리듬을

먼저 제시해주고 박스 재생으로 이미지가 위상변화로 움직이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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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미니멀 음악의 3 페이지 위상변화 애니메이션 효과

창작 학습에서는 박수음악에서 학습한 반복과 위상변화를 이용하

여 짧은 미니멀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설계에 따라 옥타브 내의 12

개 음 중에서 자유롭게 8개의 음을 선택한 후 반복을 지정할 수 있

다. 12음렬 음악이나 총렬음악에서와 다르게 중복 선택이 가능하기

에 음높이를 한 줄의 박스로 제시하여 음렬과 헷갈리지 않도록 구

성한다. 4회 반복을 기본으로 하여 2회나 3회의 반복을 선택하여 재

생할 수 있도록 한다. 반복 이후 자동으로 밑의 악보가 0.5초 단위

로 위상변화가 일어나고 같은 횟수로 반복하도록 한다. 반복 이후

다시 0.5초가 위상변화가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총 5초가 미뤄지

고 나면 처음과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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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미니멀 음악의 4 페이지 위상변화 전의 반복재생

<그림 54> 미니멀 음악의 4 페이지 0.5초의 위상변화가 일어난 후

반복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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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 학습에서는 설계에 따라 스티브 라이히의 바이올린 페이즈를

이용하여 반복, 위상변화 외의 다른 기법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도

록 한다. 1마디, 2마디, 7마디, 9마디를 간단한 설명과 함께 두 번씩

재생하며 12음렬 음악과 총렬음악에서 분석했던 것과 같이 빨간 박

스가 따라가며 악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전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학습평가는 앞의 학습주제와 같이 OX 퀴즈와 주관식 빈칸 채우기

퀴즈로 구성하고 학습정리로 마무리 한다.

<그림 55> 미니멀 음악의 학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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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미니멀 음악의 학습정리

이와 같이 총 37페이지로 구성된 현대음악 웹 코스웨어를 구현하

였다. 12음렬 음악, 총렬음악, 구체음악, 미니멀 음악의 학습주제에

따라 이론에 대해 먼저 학습하고 창작으로 익힌 후 실제 음악을 듣

는 감상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창작에 있어서는 직접 입력을 통해

서 프로그램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21) 이는 가장 현대의 테크

놀로지를 적용한 코스웨어로 모바일로도 구현이 가능하여 때와 장

소에 제한되지 않는 개인 학습이 가능하다.

21) 개인 학습을 위한 실습의 저장이나 평가를 위한 저장은 CD를 이용한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불필요하기에 구현하지 않고 웹상에서만 가능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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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결론

현대음악은 현대의 문화를 반영한 음악으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의 현대음악을 학습하는 것은 문화 현상에 대한 사고력과 비

판력을 길러줄 수 있으며, 다양한 음악 세계로의 미학적 시각을 넓

혀 줄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음악은 그 자체가 가지는 난해성과 교육

현장에서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홀히 다뤄져왔다. 이는

현대 음악이 어렵다는 편견을 가진 교사들이 전달 매체가 되기 때

문이며,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음악의 이론이나 사회 역사적

배경 등의 이해를 먼저 강조하는 교과서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음악과 밀접히 연관된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음악을 받아들일 수 있도

록 웹 코스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CD와 웹으로 제공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해 음악교육에서 현대음악 교육의

중요성, 현대음악에서의 테크놀로지를 활용, 음악교육 현장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 현황에 대해 고찰해보고, 코스웨어의 개념과 연구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후 현대음악 학습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

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12음렬 음악, 총렬

음악, 구체음악, 미니멀 음악 네 가지의 학습주제를 선정하였고, 창

작과 감상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학습주제에 따른 웹 코스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12음렬 음악과 총렬음악은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음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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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렬을 만드는 활동을 중심으로 기본음렬에서 전위음렬을 만드는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기에는 악보와 음정에 대한 이해 등

음악을 접하기 이전에 알고 있어야 할 정보의 양이 많다. 그러나 음

높이 음렬을 만들고 숫자 음렬을 만드는 활동에 있어서 악보에 의

존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음악 자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구현

하였고, 이는 음악의 직접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테크놀로지를 적용하여 음악의 어법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하는 음악의 감상은 아무런 정보가 없거나 사회적, 역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음악을 접했을 때보다 학습자 스스로의 능동

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구체음악의 경우 실제 작곡 기법을 사용하여 창작 학습을 구성하

고, 12음렬이나 총렬음악처럼 음악의 일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 개의 음원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편집하는 활동을 통해 구체음악의 기

법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 소리 재료의 확장과 편집에 따른 변화

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음악을 만

드는 음악의 생활화와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교과

서 분석에서도 생활 속 음악 만들기 활동으로 전통적인 작곡방식에

서 벗어나 컴퓨터로 만들 수 있는 음악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실

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녹음하고 편집하는 등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코스웨어를 사용하여 구체음악에 대해 학습한 뒤 핸드폰이나

녹음기를 사용한 음원의 녹음과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편집 활

동을 연계시킨다면 보다 쉽게 음악 창작에의 테크놀로지 적용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멀 음악의 경우, 박수 음악을 통해 학습한 위상변화를 이용한

창작 활동으로 구체음악과 비슷하게 기기를 이용한 음악 변화에 대

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미니멀 음악의 특징인 반복과 위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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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 지정하여 기본적인 음악 어법에 대해 학습하고 난 뒤 실제

음악을 감상하는 활동은 자칫 길고 지루한 음악이 될 수 있는 미니

멀 음악에의 흥미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이처럼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가 현대음악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난해한 현대음악의 개념과 작곡기법에 대해서

보다 성공적이고 능동적인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음악교육에

있어서 테크놀로지의 적용은 기존의 수업에 실황 동영상이나 플래

쉬 애니메이션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음악 제

작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새로운

소리를 탐구하는 것, 교사 스스로가 교수·학습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는 것, 이미 개발된 코스웨어 자료를 활용하는 등 다

양한 방법이 있다. 현대음악 학습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나 코스웨

어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지만 다른 음악 수업에 있어서

주제에 해당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개발하여 보다 흥미로우

면서도 효과적인 음악 수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전의 선행 연구들과 다르게 현대음악의 기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내용 중심의 코스웨어를 개발하였으며, 그동

안 소홀히 다뤄져왔던 현대음악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웹과 CD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

다. 또한 창작이나 감상 학습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에 제한되는 것

이 아니라 다른 학년군과 대학교의 현대음악 수업에의 적용이 가능

하다.

2.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웹 코스웨어 프로그램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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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으나, 실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

서 코스웨어를 적용하여 학생들의 현대음악에 대한 인식 변화나 이

해도의 변화를 알아보고 코스웨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12음렬 음악, 총렬음악, 구체음악, 미니멀 음악의

네가지 음악 양식으로 제한하여 개발하였으나, 전자음악이나 우연성

음악 등 다양한 현대음악 양식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학년군에서

현대음악 교육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적용 연구도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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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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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ims to find the most effective teaching method to

teach contemporary music using high-technology with ease in the

education field. Among various contemporary music styles, the

study uses four main themes: Twelve-tone Serialism, Total

Serial Music, Musique Concrète, and Minimal Music. This study

developed a web-based courseware which not only acts as a

medium for each theme, but to allow students to interact with

the materials.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 the importa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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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music in music education, the use of

high-technology in contemporary music, and the practical use of

technology in the music education field are considered. The

concept of web-based courseware, which is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and the pilot study are examined closely. 2) Next, the

learning topics are selected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iculum

and textbook, and every aspect of the courseware is designed

based on the varying topics. The design of the materials took

into consideration of the best use in learning and teaching

methods, and allows learners to be capable of repetitive learning

in particular sections. Based on the process of

introduction(warm-up), lesson, evaluation, and closing(wrap-up),

it is to engage and maintain the learners’ interest. 3) Lastly, an

authentic web-based courseware program that is useful in the

class is realized.

The program will be developed into a formal mobile application,

so that it can cope with digital textbooks. From understanding

the basic principles through conceptual learning and creative

learning based on direct input in the middle stage, the study

believes more intuitive grasp of composition skill is available. In

addition, student can summarize the learning content through

examine how theory is applied with existing appreciation

learning, and self-evaluation using quizzes. This has significance

for making the learners interested in contemporary music, to

evoke an effective and active understanding of

complicated(sophisticated) notion of contemporary music and

composi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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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can be well acquainted to contemporary music through

this web-based courseware program, and take an interest in

contemporary music from creative learning applying various

composing technique and appreciating learning. This learning

method is expected to develop a perspective of contemporary

music, furthermore, to be helpful in the understanding of culture

within this generation.

Keywords : web-based courseware, contemporary music

learning, music education, music edu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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