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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 

변천과정 고찰

-고등학교 음악과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선택 교육

과정을 실시하였다. 선택 교육과정은 흔히 공통 교육과정과 대비

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까지를 공통 교육과정으로, 그 이후 학년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두

었다. 두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

정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이 선택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선택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며 교육적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다양한 함의를 지닌

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의의로는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 보

장과 참여에 있다. 대부분의 선택 교육과정은 개별 교과들이 선택

교과를 만들고 이에 따른 선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행되고 있

다. 우리나라 음악 교과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함께 선

택 과목을 개설하고 또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음악과는 이후

계속해서 선택 교육과정과 과목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새롭게

준비 중인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선택 교육과정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음악과의 선택 교육과정은 시작부터 지

금까지 교육과정의 개정 때마다 선택 과목을 변경하여 운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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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선택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실효성, 선택 과목 개발과

평가 및 환류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선택 교육과정과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

찰하고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 문서들을 각

영역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음악과 선택 과목별 교

육과정의 특징들을 파악하고,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

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과 선택 과목 개발에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선택 교육과정,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 음악과 선택 과목

학 번 : 2013-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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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고등

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

역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10년 동안은 음악 교과가 필수적으로 교육

되도록 하고, 11∼12학년인 고등학교 2∼3학년에서는 선택 교육과정이

적용되게 하였다.1) 이러한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의 개발에 따른 선택 과

목들은 이후의 교육과정에서 과목명과 내용들이 변화하기는 하였지만 현

행 교육과정에까지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

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된 이후에는 수시 개정 체제

도입에 따라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각각 고시되었다. 나아가 현재

에는 문이과 통합형을 중심으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논의 단계에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음악과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과 이후 고시된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선택 교육과정의 틀을 유지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 선택 교육과정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택 교육과정의 현실은 음악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 교과

영역인 국어, 영어, 수학도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선택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발이나 개념 면에서 다양한 함의들을 지닌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 교육과정이 바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 실현의

일환이라는 점이다.2)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예컨대 가장 널리 알려진 교육과

1) 교육부, 7차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서, 1998, p. 15.

2) 강창동,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Vol.

14(2), 2004,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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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구분 기준은 공식화이다. 이는 대개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

과정, 영 교육과정 등으로 분류되어 제시되곤 한다. 또는 교육과정의 개

발 수준에 따라 국가수준 교육과정, 지역수준 교육과정, 학교수준 교육과

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으며 선택 교육과정은 적용범위와 부과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용범위란 교육과정을 적용할 집단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공통, 필수 교육과정과 같이 모든 집단에 동일한 교육과정이 적용하거나

일부 다른 집단과 차이를 둔 교육과정(선택 교육과정)을 둠으로써 교육

과정이 구분될 수 있다. 부과 방식 역시 교육과정을 어떻게 부과하느냐

에 따라 교육과정의 형식이 구분되는 것을 가리킨다.3)

공통 교육과정에 비해 선택 교육과정이 반드시 장점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뿐만 아니라 실제 이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점은 있다. 그

러나 선택 교육과정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교육 환경을 바꾸고

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즉 학생들 개개인의 자율성과 개성 등을 존중

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다양한 학습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다.

음악과 역시 이러한 선택 교육과정의 흐름에 발맞추어 선택 과목을 개

발하였다. 7차 교육과정과 2007, 2009 두 차례에 걸친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 계속해서 선택 교육과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음악

과의 선택 과목은 매 개정시기마다 바뀌었다. 더 중요한 점은 개정된 교

육과정의 각 학년별 적용년도에 따르면, 음악과 선택 과목이 제대로 시

행되기도 전에 새로운 음악과 선택 과목이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국가교

육과정이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각 교과의 교육과정이 개발된다 하더

라도 개별 교과의 정체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는 선택 교육과정이

라는 형식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깊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한편 교

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선택 과목의 내용이 바뀐다 하더라도 근본적으

로 교과 자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개발된 과목들

이 실제로 운영되어 선택 과목의 존립유무나 개발요소에 관한 평가와 환

3) 홍후조, 「알기쉬운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2011,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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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또한 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고등학교에

서 음악이 제대로 가르쳐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도 이를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실제로 7차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공

통교육과정으로 개발되었고 2007 개정을 지나 2009 개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까지만 공통교육과정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고등학교부터

새롭게 음악과 교육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개발하게 된 것이다.4)

이에 본 논문은 현재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음악과가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바,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에 관하

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

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음악과에서 개발된 선택 과목의 특징들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각 시기별 교육과정에서의 음악과 선택 과

목을 파악하여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관련 문헌들

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내용인 고등학교 음

악과 선택 교육과정 문서를 그 구성 체계에 따라 항목별로 나누어 분석

하고 이에 따라 분석 결론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문헌연구에 대한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교육과정과 관련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선택 교육

과정의 배경과 교육적 의의, 교육과정 개발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4) 함희주, “독일 베를린 주 고등학교 교육제도 및 음악과교육과정 탐색”, 「예술교

육연구」, Vol. 10(1), 2012, pp. 174. 한국은 처음으로 고등학교 선택형 음악과교

육과정이 시도되어 아직 고등학교 음악과교육과정 연구의 초기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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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역대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인 음악과 교

육과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총론의 내용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선택 교육과정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을 거쳐 개발되었는지 1차

교육과정(1955년)부터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고

찰하였다. 음악과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 당시 선택 교육과정에 의한 선

택 과목 개설만이 아니라 전문교과의 개발도 그 이전 차시에서 이미 이

루어졌었다. 즉 일반적인 교과로서의 음악 외에도 다루어진 음악과 교육

과정이 일부 있고 그에 대한 연구와 논의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음악과

의 교육과정 내용을 통해 선택 교육과정의 맥락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최근 문이과 통합형을 중심으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선태 교육

과정 관련 내용을 간략히 파악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타 교과의 선택 과목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택 교육과정

이 우리나라에서 각 개별 교과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다섯째,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역대 고등학교 음악과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 중 보통 교과에서 일반 과목(또는

일반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선택 과목들의 편제와 각 선택 과목 교육과

정 구성 체제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내용과 분석을 통하여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음악과가 선택 교육과

정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

정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전 학년이 선택 교육과정이 되었다는 점에서

도 음악과 선택 과목과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악과의 선택 과목과 교육과정 개발에 시

사점을 주는 데 필요성과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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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육과정의 의미

교육과정 ‘curriculum’의 어원은 ‘달리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쿠레레

(currere)에서 비롯되었다.5) 그런데 쿠레레는 달린다는 뜻뿐만 아니라 달

리는 길이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이는 가르치는 데에만 초점이 있는 것

이 아니라 학생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교육과정은 체

계적인 교육계획으로 학교교육에서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교

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정은 관

련되는 학문 또한 다양한데 어떠한 교육적 목적을 취한다는 점에서 철학

과 맺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교육대상에 대한 관점과 관련하여서는 심리

학과 관련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개발이나 실재 등과 관련해

서는 사회학, 공학 등과 연관될 수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은 포괄적인 학

문적 특징을 지니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교육과정의 특징 중 선택 교육과정과 관련한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가. 교육과정의 이념적 변화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학

습과정이나 교수요목과 같은 표현이 쓰이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일제강점

기 시절 우리나라에서도 교수요목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

전적으로 교육과정은 교육의 이념이나 목적 등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

법 등을 체계적으로 나타낸 문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념이나 목적에 따

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즉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것은

5) 김근곤 외 2명, 「교육과정」, 공감플러스, 2014,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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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역사적으로도 3R이나 4R, 7자유학과 등 시대마다 인간의 삶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왔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교육과정 개발과 관

련한 다양한 철학과 방법들이 연구되고 제시되고 있으며, 사회가 변화함

에 따라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는 ‘학생이 무엇을 경험하는

가’와 같은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합해보면,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

용 또는 학습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제 행위를 가

리키는 것이다.”6)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념을 오늘날과 같은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학자는 스펜서(Hebert Spencer, 1820∼1903)이다. 그가 쓴 ‘교육론: 지,

덕, 체(Education: Intellectual, Moral, Physical)’은 19세기 당시 교육 개

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주장 저변에는 자연과

학적 내용이 근거로 이용되며 실제로, 다윈이 아니라, ‘적자생존’이라는

표현도 생물학의 원리에서 처음 쓴 표현이다. 교육사적으로 스펜서의 교

육론은 고전교육에 치우친 당대의 교육을 비판하고 근대적 교육에 대한

시각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의 교육론을 보면, 교육에 있어 방

법적으로 논의해야 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다양한 교과

들의 특성과 주장들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교

육과정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지식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7) 이에 따라 우선 해야할 것은 각 교과들의 중요성의 순서를 정

해야 하며, 그 척도로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완전한 생

활’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인간은 교육을 통해 당대 사회에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펜서에 따르면 각 개인

이 주체적인 힘을 가지고 육체적인 생존에서 사회적인 관계에 까지 이르

는 종합적인 생존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교과는 학문(과

학)에서부터 체육, 태도(부모교육)와 예술(여가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

6) 교육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증

보편, p. 8-9.

7) Spencer, H. “Education: Intellectual, Moral, and Physical”. New York : D.

appleton and company, 1896, p. 29.



- 7 -

한 출처를 갖는다. 또한 엄밀히 말해, 단순한 생존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

서 인간의 생존을 말하기 때문에 스펜서 입장에서의 교육과정은 사회로

의 입문으로의 길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스펜서 이전의 교육과정 개념과 의미는 ‘교수요목, 이수해야 하는 교과

목을 통해 형식을 도야하는 것’, 또한 교과는 항존적이며 본질적인 과목

들로 조직하여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으로 고전적인 의미를 지

녔다.8) 스펜서는 이러한 단계에서 더 나아가 교육의 목적과 실현을 위한

교과, 그러한 교과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까지 자세히 밝히고 있

다.9)

그러나 스펜서가 주장하는 교육과정의 모습은 이전의 교육과정과 비교

하여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인 점은 동일하다. 이러한 전통적인 교과 중

심의 교육과정은 듀이(John Dewey, 1859∼1952)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교과를 구성하는 교육내용을 ‘조직화된 지식’으로 보는 입장

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듀이는 경험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전통적인

사고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즉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실

제로 경험되고 경험되어야 하는 총체적 경험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삼아

야 한다고 한 것이다. 교육과정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교

과중심 교육과정이다. 듀이의 철학으로부터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등장하

였는데 본래 교과중심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듀이가 경험이

라는 개념을 주창하면서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전 교육과정을 교과중심

이라 부른 것이다. 듀이는 기존의 교육의 양상을 ‘경험’이 배제된, 혹은

‘경험’이라는 측면이 부족한 상태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과는 실생활이나 실용적인 지식과는 무관하고 현실 사회와는 괴리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과는 이미 존재하고 성립되어 있

고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학생의 요구와 능동적인 교육 환경을

도외시하기 쉽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교수법의 본질을 통해 설명하였다. 교사가 어떤 교

수법으로 수업을 한다고 할 때 기존 교과중심에서의 방법은 경험(교육)

8) 이원희 외 11명, 「교육과정」, 교육과학사, 2005, p. 16.

9) 이원희 외 11명, 앞의 책, 200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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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내용이 경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폐해를 4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첫째로는 구체적인 경험의 장면이 무시된

다고 하였다. 둘째는 대상과 방법이 분리되는 것은 흥미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셋째는 이 같은 폐해는 학습행위

자체가 직접적인 의식적 목적으로 여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수동적이

고 피상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정신과 교재가

분리되는 교수방법은 실제의 경험을 제대로 전달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는 점이다.10)

듀이가 이토록 경험을 강조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의 저서 「민주주의

와 교육」의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는 민주시민이라는 인간을 염두

에 두고 교육을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험중심을 교과중심과

대비시킨 것도 “교육적 가치”라는 장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듀이는

스펜서와 같이 특정한 교육목적에 따라 지식의 위계를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듀이가 볼 때 지식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교

육받는 대상 스스로에게 유의미함이 발생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개인, 주체적인

개인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개인이 온전하게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하며 이를 특정 목적으로나 평가

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올바른 교수법에서 벗어난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듀이가 ‘성장’이라고 표현했던 것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해할 수 있다. 아동이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성장과 발달이

일어난다. 교육은 이 성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즉 피교육자의 성장이 곧 교육이며 이렇게 될 때에 교육은 그 자체로 정

당해질 수 있다. 교육이 경험이자 성장이기 때문에 성장으로서의 교육은

자족적인 존립을 이루며 내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장이

라는 개념은 그 의미 속에 ‘발전, 발달’과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 교육

에 부쳐 환언하면 교육이라는 매개가 성장이라는 존재로서 성립하여 간

10)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이홍우

(2007) 존 듀이 민주주의와 교육<개정 증보판>. 서울: 교육과학사, pp.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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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뜻이다.

듀이에 의해 제기된 교육에 대한 철학적 사고는 이후 교육과정의 전개

에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지식을 두고 끊임없는 논의를 촉발시

켰다. 경험을 강조한 듀이의 철학은 흔히 진보주의 교육과정이라는 사조

로 불리며 기존의 교사 중심의 교육을 아동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 놓

았다.11)

진보주의 교육과정은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었다. 그러나

어떠한 이념도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진보주의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나

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듀이가 말한 경험, 유용성, 흥미, 아동 중심 등

의 개념이 현대의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다.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 민주주의 제도가 세계적으로 정착되면서 교

육과정 개발에 대한 관점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육과정 개

발에서 의사결정의 수준, 특히 학습자가 교육의 주체로 점차 부각되고

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교육과정에 대한 전 세계적

인 최근 경향이다.12)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

려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선택 교육과정과 같은 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

교육과정 개발에서 ‘필수’와 ‘선택’은 선택 교육과정 개발의 이론적 맥락

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교과목 등이 필수

든 선택이든(모든 교육과정 내용이 선택이 아닌 이상 필수는 존재할 수

밖에 없을뿐더러 실제적으로 필수 교육과정이 늘 존재해 왔으므로) 이들

11) 이원희 외 11명, 앞의 책, 2005, p. 140. “존 듀이가 57세 때 쓴 「민주주의와 교

육」에는 교육에 대한 그의 생각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 이홍우 교수

는 이 책을 번역하여 출판하면서 ”현대 교육학은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한

주역(註譯)이다“라고 평한 바 있다.

12) 강현석 외 2명,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4,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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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가치를 내포하는 규범적 문제이다.13) 듀이 이후에 브루너의 학

문중심 교육과정이나 총체적 관점으로서 인간중심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의 철학적 전개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적 사고를 기초로 한 교육과정이 아닌 개발이나 설

계의 측면과 학문적 탐구 및 연구의 관점으로 교육과정이 다루어지기 시

작하였는데 대표적인 학자로 보비트(John Franklin Bobbitt, 1876∼1956)

와 타일러(Ralph Winfred Tyler, 1902∼1994)가 있다. 보비트는 과학적

방법을 교육과정 연구에 적용하였고, 타일러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념적

성격은 배제하고 개발의 입장에서만 교육과정을 다루었다. 보비트는 ‘공

장으로서의 학교’라는 비유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장을 통해 완제

품으로 생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성인

을 교육의 기준으로 삼고 이를 모델로 삼아 인간 경험의 분석과 직무분

석을 교육과정 개발 절차로 제시하였다.14) 타일러가 제안한 교육과정 개

발 모형은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렇듯 이념적으로

교육과정이 어떠해야 한다는 가치지향성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방

적인 모형으로서 교육과정 개발을 다루었다. 타일러가 말하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기본 요소는 교육목표 설정, 학습경험 선정, 학습경험 조직,

학습성과 평가로 나타낼 수 있다.15) 타일러는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그러나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언급하지 않음) 또한 교육목표가 설정되면 되도록 분명하고 명확한

용어로 진술하라고 하였고(대개 행동목표라고 하며), 이후의 학자들이 구

체적인 행동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16) 한편 목표 설정의 3

대 자원으로 학습자 연구, 학교 외부의 현대 생활 연구(사회의 요구), 교

과 전문가 제언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잠정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

였다.17)

이렇듯 보비트와 타일러 이후에는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 앞서 고찰

13) 강현석 외 2명, 앞의 책, 2004, p. 13-18.

14) 고재희, 「역사적 접근의 교육과정 이해와 개발」, 교육과학사, 2010, pp. 426.

15) 김근곤 외 2명, 「교육과정」, 공감플러스, 2014, pp. 196.

16) 이원희 외 11명, 앞의 책, 2005, pp. 150.

17) 고재희, 앞의 책, 2010, pp.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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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념적 성격과는 달리 과학적인 방법의 사용과 체계적인 접근이 나타

나기 시작한 것이다. 보비트와 타일러 이후에 등장한 교육과정 개발 모

형은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다. 타바(Hilda Taba, 1902∼1967)는 교사 참

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교육과정 개발에서

사용되었던 연역적인 방법이 아닌 귀납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먼저 시험

단원을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이를 위해 요구진단을 실시한다. 여기

서 타바는 학습자의 요구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교육과

정 개발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18)

1970년대 이후에는 타일러에 의한 전통적인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모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타일러 식의 합리적이

고 목표 지향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아니라 절차와 개발자들에 있어 융통

성과 역동성을 내세우는 모형들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교육과

정 모형들 중 워커(Donald F. Walker)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흔히 숙

의 모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연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으로도 불린다.

워커가 말하는 자연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

과 절차가 부자연스러웠다는 것을 말한다. 워커가 주장하는 자연적 접근

방식은 바로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처럼 도식적이고 직선적인

절차가 아닌 개발 과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 묘사하여 교육현장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워커는 개발과정을 세 단계로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강령(platform)이다. 둘째는 숙의(deliberation) 단계이다. 셋째는

설계(design)이다. 워커의 숙의 모형이 가지는 의의는 교육과정 개발자들

의 능동적 참여와 교육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실재성과 융통성이다. 또

한 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숙의 단계이다. 즉 교육과정 개발자

들이 전 단계인 강령을 토대로 하여 의사결정을 거치는 것이다. 숙의를

통해 개발자들은 숙의 내용들 중 가장 적합한 안을 찾아 합의에 이르게

된다. 후에 숙의 단계를 거친 교육과정 내용들을 구체화 하고 설계에 이

르게 된다. 한편 이러한 숙의 모형에 있어 교육과정 개발자들의 참여 수

준은 대개 학교가 된다. 이렇듯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에 관

18) 고재희, 앞의 책, 2010. pp. 43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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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장들도 기존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나타나기 시작했

다. 학교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의미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이에 대한 대

표적인 학자로 스킬백(Malcom Skilbeck)이 있다. 스킬백은 학교중심 개

발모형을 제시했는데 워커가 숙의라는 과정을 중시하였다면 스킬백은 그

러한 숙의가 일어나는 교육기관 즉, 학교라는 교육기관 그 속에서 이루

어지는 교사와 학생, 나아가 다양한 교육집단들과의 의사결정을 강조하

였다.19) 그리고 스킬백 역시 “전통적 교육과정 개발모형의 경직성과 비

현실성을 비판하면서,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 개발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안적 접근방식, 즉 학교중심 교육과정

개발모형을 제안하였다.”20)

타일러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교육목표

로부터 비롯되는 연역적, 직선적, 그리고 합리적인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다. 타일러 이후의 모형들은 점차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자들의

참여를 통해 교육현장을 반영하고 보다 현실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과 현상학 등에

영향을 받은 20세기 중반의 연구들의 지향점은 분권화와 지역화, 개별화,

자율성 등 이념적으로 거시적이기 보다는 미시적인 입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1) 보비트와 타일러 이후 교육과정의 재개념화 시기

에는 타일러의 논리를 탈피하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서도 점차적으로 의사결정의 수준이 학교나 교사, 학생의 참여 수준

으로 내려가게 되었다.22)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 선

19) 김근곤 외 2명, 앞의 책, 2014, pp. 201.

20) 이원희 외 11명, 앞의 책, 2005, pp. 286.

21) 김경배, “교육과정 연구의 회고와 전망”, 명지대학교 논문집, Vol. 18(1), 1994,

pp. 543-544.

22) 타일러의 개발 모형이 교사나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

육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되 무엇이 교육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또한 그에 따라 선정될 수 있는 학습경험은 무엇인지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

하여 개발 절차만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 설계

적이고 처방적인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에 이 같은 경직성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교육현장의 당사자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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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교육과정의 배경과 맥락은 자연스럽게 상정할 수 있다. 즉 교육과정

에 참여하는 교육주체자들의 요구와 학습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 교육과정의 결정 수준

교육과정은 반드시 국가기구에 의해서만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교육과정적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교육

의 공간과 관련된 주체들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다. 실제로 미

국이나 독일, 캐나다 등은 주마다 다른 교육과정을 지니고 있으며 영국

은 1980년대 말에 국가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한편 학교마다 교육과정

이 다른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나 준거를 마

련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차 교육과정에서 지역화를

시도하였으며 6차 교육과정부터는 본격적으로 결정 수준의 분권화가 시

작되었다. 교육과정이 어디에서 개발되든지 장단점은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각 수준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중심 교육과정

우선 국가중심 교육과정에서 국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국가라는

개별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국가는 정확히 말

하면 정부를 말하며 정부기관 중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 개

발을 맡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행정부서의 명칭 변화가 있었으나 현

재 ‘교육부’가 담당한다.

국가중심의 교육과정은 지역이나 학교를 단위로 하여 개발되는 것이 아

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교육의 질 관리와 표준화에 용이

하며 일반적인 기준으로서의 교육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교육과정이 전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다. 그러나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이 개발되면 시 도나 시 군 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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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 단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마찬가지로 학교의 특성을 고

려하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한편

으로 교육에 관한 독점이자 교육내용의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반대

로 학교나 교사,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 최근에는

국가중심 교육과정과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2) 지역중심 교육과정

지역중심 교육과정에서 지역의 의미 역시 앞서 국가중심 교육과정에서

의 국가와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지역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각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시 도 교육청을 말한다. 2009 개정 교육과

정 총론 해설서에서는 지역 수준 교육과정에 대해 “그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 그리고 해당 지

역과 학교의 여건 등에 알맞게 정해야 한다”23)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 기준과 학교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

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국가중심 교육과정과 학교중심 교

육과정과 비교하여 지역중심 교육과정은 의사결정 수준의 위치에서 명료

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시 도 교육청이 교육과정을 개발하지 않으므

로).24)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상황으로 볼 때 지역화의 의미는

“국가 교육과정을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에 적합하게 구체화하거나 재구

성하는 것”을 말한다.25) 우리나라 역대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5차 교육과

정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6차 교육과정에서 직

접적인 교육과정 결정 분권화를 시도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

정의 결정 수준이 학교에까지 이르렀는데 편성과 운영 권한을 지역에 많

이 부여하였다.

23) 교육부,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육부, 2014, p. 12.

24) 소경희, 「교육과정 개발 - 주요 쟁점 및 새로운 접근」, 교육과학사, 2005, pp.

70.

25) 소경희, 앞의 책, 2005, p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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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중심 교육과정

학교중심 교육과정은 국가와 지역중심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가장 구체

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의 실천 대상이기도 하며 학

생과 학부모들이 역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스킬백의 주장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교육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제 교육현장의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교 수준에서 개발되는 교육과정은 교사들에 의

해 개발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학

교 수준 교육과정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교육

과정의 실질적인 권한과 개발의 단계에는 모두 국가가 있다. 지역과 학

교 단위의 교육과정이 뚜렷한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제시

하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각 지역과 학교의 특수성과 실정 등을 고

려하여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학교중심

교육과정이 정치 사회적으로 함의하는 바는 분권화와 자율성에 있다. 교

육의 실천자이자 주체자인 교사의 능동적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중

심 교육과정은 교육적 의의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의의도 지니고 있

다.

이 절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어느 수준의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진행될수록 분권화와 자율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으론 국가의 입장에서 교육의 중

요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전히 국가가 교육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이 둘을 적절히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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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 교육과정의 구조 및 특징26)

가. 교육과정의 구조적 측면

선택 교육과정은 엄청난 지식의 증가와 이러한 현상에 따른 교과목 수

의 증가에 대비하고자 도입 되었다.27) 이와는 반대로 공통필수교육과정

이란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어떠한 특성이나 배경과는 상관없

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28) 필수와 선택의 관점에

서 보면 필수는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교육하는 것이고 선택은 학습

자별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 혹은 내용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먼저 공통필수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며 이들에게 공통된 지식과 가치, 행동양식 등을 가르치고자 한다

는 점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교육사적 관점으

로 보면 교육복지나 국민(시민)교육 차원에서 공통필수 교육과정이 행해

졌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은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실시

된다.

교과의 분류 측면에서 브라우디(Broudy)는 일반공통교육과정(common

general curriculum)이라 하여 누구나 배워야 할 공통적인 내용이 존재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반공통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직접

적인 요구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결과가 생활에 어떤

26)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하나 여기서는 선택 교육과정이라고 하겠음.

27) Schubert, W. H. & Mikos, T. “Elective subjects”, In A. Lewy(Ed.).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urriculum. New York: Pergamon Press, 1991,

pp. 203. 홍후조, “선택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서 ‘과목’ 선택 ‘교과영역’ 선택,

「교육과정학회」, Vol. 19(2), 2001, pp. 53에서 재인용

28) Lawton, D. “Common curriculum and core curriculum”, Westminster Studies

in Education, 3, 1980, p. 5-10. Skilbeck, M. “A Core curriculum for the

common school”, London : Institute of Education. 1982. 박철홍, “공통교육과정

의 쟁점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최홍원, 성열관 , “국민공

통기본 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이수 연한 혁신 방안 연구”, 「교육과

정연구」, Vol. 27(2), 2009, pp. 1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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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9)

일반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분야나 영역에 관계없이 넓은 범위에 걸쳐

서 적용되는 것이며 공통이라는 것은 학생의 필요나 배경에 관계없이 누

구나 배워야 하는 교육과정을 뜻한다.30)

이러한 맥락에서 공통필수 교육과정 역시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보편

적이고 공통된 내용을 가르치고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관리될 경우 이러한 공통필수

교육과정은 교육에 대한 일반 목표달성에 초점 맞출 수 있으며 관리하는

데에도 용이하다. 이를 통해 한 나라의 각 분야에 대한 사회적 문해력

수준을 좌우할 수 있다.31)

한편 이와는 달리 선택 교육과정은 공통필수 교육과정과는 다른 맥락에

서 출발한다. 학습자의 개별성을 강조하며 공통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

적인 것보다는 개별적이고 특수하며 상이한 것들에 관심을 둔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능력에 더욱 초점 맞추는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대개 중등교육 이상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두며

학습자의 적성과 진로에 비중을 두고 서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32)

이는 보다 큰 틀에서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공

식적으로 선택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고 하는 7차 교육과정에서의 선택

교육과정과는 맥락이 다르다. 즉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것처럼 모든 국

민이 예외 없이 받게 되는 공통된 교육과정은 바로 공통필수 교육과정이

며 중등학교 이후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

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 역시 큰 틀에서 선택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

다.

29) 진영은 조인진, 「교과교육의 이해」, 학지사, 2001, p. 18.

30) 신태식, 「신태식 교육학」, 시대고시기획, 2011, pp. 134.

31) 홍후조, 앞의 책, 2011, p. 60.

32) 홍후조, 앞의 책, 2011,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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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택의 의미

선택이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들거나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

것을 말한다.33) 이러한 선택의 의미로 보면, 선택이란 그 행위의 주체가

존재하고 그 주체의 의지가 개입된다고 할 수 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

이라는 말에서만 본다면 표면적으로는 교육과정을 선택한다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을 학습자가 선택한다고 하면, 이는 어떤 점에

서 개인별,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

로 선택 교육과정이 지니는 의의에는 그러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개

인마다 교과목을 선택하여 각각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면

이는 틀린 표현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선택 교육과정은 다른 어떤

교육 주체보다도 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서론에도 언급했다시피

선택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

제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의 역사를 보면 5차 교육과정은 교육부와

학교가 그 주체였고 이후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시 도 교육청이 추가되었고 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추가되었다. 이러

한 개발의 측면에서 선택의 의미는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 첫째는

개발에서 필요한 절차인 요구분석에서 학생들의 선택(경향)이 반영된다

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사회와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된다. 즉 교육과정의 전체

방향은 국가에서 마련하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게 된다.

또한 이는 각 결정 수준 단계로 내려가면서 학습자의 선택권을 더욱 내

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는 실제로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

택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각

학교의 사정과 학생들의 성향에 맞추어 기존의 국가 교육과정 방향에 따

라 교육과정을 설계할 것이다. 이후 편성된 교육과정에서의 교과목들을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교육과정의 이념적 고찰에서

33)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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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언급했다시피 선택 교육과정은 ‘흥미’와도 관련이 있다. 이처럼 선택

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선택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살피기 위해 ‘선택의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방식으로 선택이 성립되는

가’ 두 가지로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로, 선택의 주체성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1차에서 4차 교육과정까지는 모두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하였다. 즉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 필요한 교과를 선택하는 주체

는 개발 당사자인 국가인 것이다. 4차 교육과정까지 이러한 현상이 유지

되어 오다가 5차 교육과정에서 학교가 추가되었다. 다음 차시인 6차 교

육과정에서는 시 도 교육청이 추가되어 선택의 주체가 셋으로 늘어났으

며 선택 교육과정을 시도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선택의 주체에 학생을

포함하여 넷으로 늘어났다. 이후에 2007 개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모두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와 학

생이 최종적인 입장에서의 실질적 교과목 선택 주체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선택이 제한 없이 무조건적인 교과목 선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학습자가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방식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유선택과 제한적 선택유형”이며, 또 하나는

“제한적 선택에서 선택대상을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개체선택과 일정한

집단을 선택하는 군선택유형”이다.34) 실제로 아직까지 국가에서 직접적

인 교육과정 개발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학생의 선택 주체

성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시각이 서로 다르며, 학교나 국가의 실행 여건에 있

어서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따라서 일정한 선택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제도적 틀 안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한선택을 대부분의 선택 교육과

정들이 택하고 있다.

34) 강현석 외 2명, 앞의 책, 2004,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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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교육과정의 설계 측면에서의 학습자 중심성이다. 앞서 첫째로

살펴본 선택의 주체성에서 나타났듯이, 학생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고 해서 실제로 모든 교육과정의 구성이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미국이나 독일 등 주나 학교마다 크게 교육과정이 다

른 경우가 아닌 국가 개발 위주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그러한 선택 교

육과정에서의 선택 의미가 교육과정의 설계 측면에서 더 나타날 수 있

다. 학습자 중심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교육과정 사조는 바로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유형으로는 현성 교육과정과 중핵

교육과정이 대표적인데 이 중 현성 교육과정(emerging curriculum)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생성되는 교육과정을 뜻한다. 즉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계획 없이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들의 요구를 통해 그 속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의의로는 학습자를 능동적으로 바

라보며 각각 다른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개인차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의 요구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들의 흥미와 적성을 수용할

수 있고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성 교육과정은

실제로 운용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우며 상당한 전문성과 능력을 지닌 교

사라야 가능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측면에서 학습

자를 가장 우선시 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습자가 교육과정

의 선택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중핵 교육과정(core curriculum)에서 주요 개념은 중핵, 즉 핵심이며 교

육과정의 설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핵심에 두고(중핵) 그 외 부

분을 중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본래 중핵 교육과정

은 교과중심 교육과정과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절충안으로 나타난 것이

다. 중핵 교육과정은 어떤 것을 중핵으로 둘 것이냐는 점이 가장 중요한

데 중핵 교육과정의 설계적 특징 상 학습자 중심의 설계도 가능하다.35)

이를 테면 중핵에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위치시키고 이와 관련한 교

육내용을 조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36)

35) 김근곤 외 2명, 앞의 책, 2014, pp. 148. “중핵 교육과정의 유형으로는 교과중심

중핵 교육과정, 개인중심 중핵 교육과정 그리고 사회중심 중핵 교육과정이 있다.”

36) 강현석 외 2명, 앞의 책, 2004,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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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교육과정의 배경에는 다양한 학문적 설명들이 존재하기도 하며 시

대적인 요구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택 교

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은 실질적 교육주체자의 선

택권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학습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에서는 ‘선택’ 이전에 ‘학습자’를 교육의 중심으로 둔다는 ‘가치’적인 의미

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유형이

나 설계적 측면에서 선택의 의미를 적용하는 점도 필요하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추세로서 선택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와 다양성과

창의성 지향, 분권화와 자유 등 실제적인 ‘선택’으로서 의의도 지니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다. 선택 교육과정에 대한 함의

선택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과정 내 교과목들을 학습자가 선택한다는

것에만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선택 교육과정의 취지와 선

택의 의미는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이라 할 수 있으나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는 것에는 교육과정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에 대

한 담론이 있다. 또한 학생들이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교육과정 속에서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방향성을 지닌 선

택 교육과정을 취할 수 있다. 예컨대 요식업을 하려고 할 때 식당의 메

뉴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손님들이 주로 선택할 만

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메뉴를

정하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즉 면요리면 면요리, 탕요리면 탕요리,

정식이면 정식, 중국음식이면 중국음식 등 어떤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선택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모든 범주의 교육내용

을 펼쳐놓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 경향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택의 조건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택 교육과정을 예를 들어 보면 위와 같은 예를 두 가지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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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볼 수 있다. 첫째는 선택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개발하는 선택 교육

과정의 방향성을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수준별 교

육과정은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화된 교육과정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 진

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교

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1) 학교중심 교육과정

학교중심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실제로 학

교의 교직원들이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를 조직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선택 교육과정은 바로 이 절차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학교가 교육과정을 직접 제작하려면 여러 가지 요구 분

석이 필요하다. 이때 다양한 교육주체자들이 관여하게 되며 학교의 입장

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는 바로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교육과정을 두고

이와 같은 의사결정자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상호작용하여 교육과정

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국가 전체

로 조망하였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로 ‘학교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 즉,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하나의 단위 학교 속

의 교육과정에서 비롯되는 학생과 교사의 의사결정으로만 보는 것이 아

니라 그와 같은 수많은 학교들로 범위를 넓혔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학교 하나하나가 교육과정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 학교가 하나의 교

육과정이자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각 학교는 모두 저마다의 교육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선택 교육과정

의 형국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선택 교육과정을 단순히 학생들

이 교과목을 선택한다고만 바라보는 차원이 아니라 학교별로 교육과정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선택 교육과정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개별 학교가 개발하고 고시하는 교육과정들을 비교하

여 보고 자신들의 요구에 더 적합한 교육과정을 전체적인 틀에서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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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 선택 교육과정이 학교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지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점을 들 수 있다.37)

2) 수준별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의미는 학교에서 학습 집단을 운영할 때 각 학습 집단의 수준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한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선택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고등학교 2∼3학년은 선택 교육과정으

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이러한 선택 교육과정의 방

향성이 전혀 없이 개발된 것은 아니다. 선택의 배경에는 진로와 적성뿐

만 아니라 수준도 고려되어 있다. 7차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서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 운영 내용 중 수준별 교육과정에 관

한 학교 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① 학교는 매년 수준별 교육 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과, 학년 또는 단위 학교의 상황

에 따라 해당 단계 학습 목표의 일정한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차상급 단계

의 진급을 위한 자격 기준을 설정한다.

③ 심화ㆍ보충형 수준별 교육 과정은 다름과 같이 운영한다.

㉮ 시간(단위) 배당 기준에 제시된 교과별 연간 수업 시간 수의 기본 교육내

용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심화학습과 보충 학습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

다. 필요한 경우, 재량 활동 등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심화학습과 보충

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 교과용 도서 이외의 심화ㆍ보충 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7) 소경희, 「교육과정 개발 - 주요 쟁점 및 새로운 접근」, 교육과학사, 2005, pp.

71-72. 교육과정 지역화와 교육과정 자율화는 구분해야 한다. “교육과정 자율화

는 교육과정 개발권을 교육의 실행자에게 완전 이양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그 개념을 달리한다. 교육과정의 지역화의 경우에는 지역에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교육과정을 기준으

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 지역화는 국가 교육과정을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에 적합하게 구체화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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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준별 교육 과정을 적용하는 교과들의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것은 진로와 적성에 따른 교과목의 선택은 아니지만 자신의 수준에

비추어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선택 교육과정이라

볼 수 있다. 선택 교육과정은 본래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개

발하는 교육과정으로 능력과 관심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각 교과의 선택

과목을 개설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 개개인의 관심뿐만 아니라 능력의

차이도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이자 개인별 교육과정

으로 선택 교육과정의 의의로 볼 수 있다.38) 실제로 7차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는 이와 같은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하여 3가지로 설명하고 있

다.

첫째는 단계형 수준별이며, 둘째는 심화 보충형 수준별, 셋째는 과목 선

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다(<표 1>39)참조).

이 밖에도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11, 12학년의 선

38) 강현석 외 2명, 앞의 책, 2004, pp. 51.

39) 김근곤 외 2명, 앞의 책, 2014, pp. 272.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

단 계 형 심화 보충형 과목 선택형

적 용

교 과

학년

수학: 1-10학년

영어: 7-10학년

적 용

교 과

학년

국어: 1-10학년

사회: 3-10학년

과학: 6-10학년

영어: 3-6학년

적 용

교 과

학년

고교 2-3학년

전 교과

<표 1> 제7차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의 구조와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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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중심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관심의 차

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자신의 진로와 능력 수준에 알맞은 과목

을 학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육과정 운영 체제이다.40)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살펴 본 이론적 배경과 선택 교육과정에 관한 내

용들을 종합하면 선택 교육과정은 철학적으로 다양한 함의를 지닌다. 특

히 개발과 설계의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들 수 있는데 분권화, 교

육 참여자의 권리와 책임 확대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또한 교육과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권리 신장과 수준별 교육과정, 진로와 적성에

따른 교과목을 통한 다양성과 창의성 신장 등의 특징을 들 수 있다.

3. 음악과 교육과정의 실제41)

가. 우리나라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복 후 제1차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문교부령

제35호 ‘각급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1954년 4월 20일) 공포

이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형식의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문교부령

제35호 이전을 ‘교수요목기’라고 하며 이후 1963년 2월 15일에 공포된 문

교부령 제119호까지의 시기를 ‘제1차 교육과정’이라고 한다.42)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을 시기와 고시문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표 2>와 같

다.43)

40) 교육부,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1997, pp. 121.

41)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42) 김종서 외 3명,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2007, p. 24.

43) 교육부, 「제6차 교육과정의 개요」, 교육과정 연수자료 1, 1992, 11, p. 4. 김종

서 외 3명,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2007, p. 21.에서 수정 및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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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 공포(고시) 근거 특징

1차

1954. 04. 20.

1955. 08. 01.

〃

〃

문교부령 제35호

문교부령 제44호

문교부령 제45호

문교부령 제46호

교과중심 교육과정

2차

1963. 02. 15.

〃

〃

1969. 02. 19.

문교부령 제119호

문교부령 제120호

문교부령 제121호

문교부령 제207호

경험중심 교육과정

한문 신설(1971)

교련 신설(1969)

3차

1973. 02. 14.

1973. 08. 31.

1974. 12. 31.

1979. 03. 01.

문교부령 제310호

문교부령 제325호

문교부령 제350호

문교부 고시 제424호

학문중심 교육과정

도덕 신설(1973)

국사 신설(1973)

일본어 신설(1973)

4차

1981. 12. 31.

〃

〃

〃

문교부 고시 제442호

〃

〃

〃

국민정신 강조

학습량 수준 축소 조정

국민학교 1, 2학년 교과 통합운영

5차

1987. 03. 31.

1987. 06. 30.

〃

1988. 03. 31.

문교부 고시 제87-7호

문교부 고시 제87-9호

〃

문교부 고시 제88-7호

과학고 예술고 제정

초등학교 통합교육과정

정보산업 신설

경제교육 강조

지역성 강조

6차

1992. 06. 30.

1992. 09. 30.

〃

1992. 10. 30.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교육부 고시 제1992-15호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21세기 대비 교육개혁

도덕성, 창의성 강조

컴퓨터, 환경, 러시아어, 진로 직업

신설

외국어에 관한 전문교과 신설

편성 운영체제 개선

7차 1997. 12. 30.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교과군 개념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재량활동의 신설 확대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

과정

<표 2> 교육과정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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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같이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관에서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기준을 연구 개발하고 고시하였다.44) 정확히 언급하자

면 제5차 교육과정까지는 주로 교육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결정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및 자율화가 확대됨에 따라 제6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2009 개정 교육과

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결정방식의 분권화를 시도하였다.45)

우리나라에서의 교육과정 결정 주체에 따른 각 수준은 <표 3>46)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국가교육과정’의 경우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요구와 의견, 특수

성을 반영하여 만드는 교육청의 ‘지역 수준 교육과정’이 있다. ‘학교 교육

과정’은 각 학교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 학교의 실정과 실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게 된다. 국가교육과정과 지역 수준 교육과정의 경우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교사 수준의 교수 학습 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

는 기준과 지침인 동시에 그 지원 관리체제라고 할 수 있다.”47)

44) 홍후조, 「알기쉬운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2011, pp. 243. 제6차 교육과정 시

기부터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져 시 도 수준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었

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으로까지 이르렀다.

45) 교육부,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해설서, 2014, p. 11.

46) 교육부, 앞의 책, p. 11.

47) 교육부, 앞의 책, p. 11.

2007

개정
2007. 02. 28. 교육부 고시 제2007-79호

주5일 수업제 및 재량활동 시간 감소

사회와 역사 과목 분화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

집중이수제

2009

개정

2009. 12. 23.

2011. 08. 09.

교육부 고시 제2009-41호

교육부 고시 제2011-361호

교과군, 학년군 도입

체험활동 강화(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신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9년

학교 자율 교육과정 편성 운영 확대

진로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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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가 수준의 교육과

정 기준)

•교육청(교육청 수준의 교육

과정지침과 장학 자료)

•시 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

성 운영지침)

•교육지원청 실천 중심 장학

자료)

•학교(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

항(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결정)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

과 내용 작성)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표 3> 교육과정의 수준

<표 2>와 <표 3>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결

정 수준이 점차 분권화, 확대 되었다. 뿐만 아니라 7차 교육과정에 이르

러서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도 선택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였

고, 두 차례의 개정에 걸친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나. 변천과정

1) 교수요목기(1945∼1954)

우리나라는 갑작스런 해방과 전쟁으로 인해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제대

로 수립되지 못 하였다. 광복 직후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수요목이

없었고 이에 따라 어떤 교과를 가르쳐야 하며 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

는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48)

1945년 9월 10일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로 9월 24일부터는 초등학교, 10

월 1일에는 중학교에서 수업이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군정청 학

무국에서는 ‘교수요목 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요목을 제정하고 교과

서 편찬에 착수하였다.49) 1948년 정부 수립이 되고 난 후 1년이 지난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법 제155조에서는 ‘대학,

48) 김종서 외 3명, 앞의 책, p. 23.

49) 김종서 외 3명, 앞의 책,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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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각

교과의 교수요지, 요목 및 수업 시간 수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였다.50)

음악과의 경우 당시 음악과 교육과정이 제정되기 전, 초 중등학교의 음

악 교육 내용을 간단한 요목의 형태로 제시하였다.51) 그러니까 광복 직

후 발표된 1945년 9월 일반명령 제4호에서는 개별 교과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 1946년에 발표된 교수요목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음악과를

개설하였고 중학교에는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교

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52)

2)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 ∼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

제1차에서 제5차까지의 교육과정 시기인 약 40년간 모두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으로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

참여의 민주화가 뒤늦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분권화가

시도된 측면도 있다. 제2차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의 운영면에서 지

역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등학교는 과정을 각각 나누어 인문, 자연, 직

업등 학업과 진로의 계열로 볼 때 선택 과정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제

3차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 기초학력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

다. 또한 당시 시대적 상황에 의해 국민교육헌장을 강조하고, 기존의 반

공 도덕생활을 도덕으로 하여 독립된 교과로 구성하였다. 4차 교육과정

에서는 예술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실업

계의 경우 인문계 직업과정은 필수 외에 선택 과목을 완전히 개방하여

진로와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53) 또한 중학교에 자유선택

과목을 신설하여 국가 수준 결정 방식을 극복하고자 하였다.54) 제5차 교

50) 홍후조, 앞의 책, pp. 244.

51) 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서」, 2008, p. 53.

52) 민경훈 외 11명, 「음악교육학 총론」, 2010, pp. 182.

53) 김근곤 외 2명, 앞의 책, 2014, pp. 266.

54) 김근곤 외 2명, 앞의 책, 2014, pp. 266. 그러나 이 과목에 배당된 최저시수는 0

단위로 실질적 의미는 갖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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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보다 국가 교육과정의 모습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실질적으로 단위가 배당되지 않았던 자유선택과목이

교양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최소 2단위가 배당되었고 교육학, 논리학, 심리

학 등 학생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개

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55)

제1차에서 제5차 교육과정 시기까지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첫 교육과정

시기부터 내용 체계에 있어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이라는 학습영역을 설

정하고 이후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능력, 표현 능력, 감상 능력과

같이 새롭게 구분하기도 하였다. 5차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교과에 예술

관련 교과가 새롭게 등장하였고 한국의 전통음악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

급이 시작되었다. 예컨대 ‘우리나라 전통음악에서 쓰이는 조’,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전통악기’, ‘민요, 구군악(대취타), 농악, 산조, 합주, 판소리’

등을 제시하였다.56) 또한 초등학교 교과인 즐거운 생활을 별도의 통합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57)

3)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

제6차 교육과정은 1992년 6월 30일 문교부 고시 제1992-11호로 공포된

교육과정으로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교육

과정은 제3차 교육과정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정을 개발했던 것

과는 별개로 교육부 주도로 별도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를 두어

개정을 추진하였다.58) 제6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분권화 다

55) 김근곤 외 2명, 앞의 책, 2014, pp. 267.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는 처음으

로 지역별(시 도 단위)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이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이

아닌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회기적 의미를 지닌다.”

56) 민경훈 외 11명, 앞의 책, pp. 187.

57) 민경훈 외 11명, 앞의 책, pp. 187.

58) 홍후조, 앞의 책, pp. 247. “별도의 연구위원회는 정치의 영향과 교과의 이익추구

갈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이었다.” 1990년 12월부

터 당시 교육과정 분석 평가연구, 교육과정 국제 비교연구, 국가 사회적 요구 분

석,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육과정 요구 분석에 더하여, 연구 지정학교 보고서와

현장 교원 세미나 등을 거쳐 새로운 교육과정이 1992년에 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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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 자율화(<표 4>59)참조)라 할 수 있는데 이른바 국가수준 교육과정,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학교교육과정 등의 개념이 등장

하였다.60)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시도하여 지역과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려

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국민학교에 학교 재량시간을 주당 1시간씩 두

어 지역과 학생의 특수성과 필요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61) 또한 국사가 사회에 통합되고 필수교과였던 한문과 컴

퓨터, 환경 등이 선택 교과로 바뀌었다.62)

59) 교육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연수자료」, 5, 1993, 6, p. 22-23. 김종서 외 3명,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2007, p. 39. 재인용.

60) 교육부, 앞의 책, 2014, p. 18. “이와 같이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통해 그 획

일성 경직성을 극복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 자율화 지역화를 도모하였다”

61) 홍후조, 앞의 책, pp. 247.

62) 교육부, 앞의 책, 2014, p. 18.

교육과정 연구 개발, 편성 운영

교육부 시 도 교육청 학교 교사

•국가 수

준 교육과

정

•국가 수

준 평가기

준

•국가 수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교육자

료

•국가 수

준 교육과

정

• 시 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국가 수

준 교육과

정

•시 도 교

육과정 편

성 운영지

침

•학교교육

과정

<표 4> 제6차 교육과정의 학교 교육과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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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구성 체제가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되어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성격’ 항목이 신설되었다. 또한 내용 항목에

서는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내용 체계는 이해, 표현,

감상으로 4차 교육과정과 비슷한 구성을 취하였다. 또한 지도 및 평가상

의 유의점도 방법과 평가로 분리하여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의 특징과 함께 6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의 성격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음악적 기초 개념을 나타내는

‘이해’ 영역을 내용 체계에서 독립적으로 제시한 것도 특징 중 하나이

다.63) 성격 부분을 추가한 것은 보다 가시적인 교과관을 확보하고자 함

이며 그 내용은 음악, 음악교육, 학교의 음악교육 세 가지 관점에서 규명

되고 있다.64)

4) 제7차 교육과정기(1997∼2007)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5 31 교육개혁안을 기초로 하여 교육과정 특

63) 민경훈 외 11명, 앞의 책, pp. 187.

64) 민경훈 외 11명, 앞의 책, pp. 187. 권덕원 외 3명, 앞의 책, pp. 146.

•연간 교

수 학습계

획

•교과서

•교육자료

• 교 사 가

출 제 하 고

준비한 평

가 문 제 와

도구

교과서 편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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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위원회에 의해 추진된 교육과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

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목적

으로 하였다.65) 이와 함께 시장경제의 논리를 수용하여 교육 ‘수요자’ 중

심 교육과 같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제를 취하려고 하였으며 편성 운

영의 분권화를 진전시키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시 도 교육청뿐 아니라

시 군 교육청, 학교, 학생의 교육과정적 역할 및 결정 권한을 강화하였

다..66)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은 선택 교육과정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국

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교과군 개념,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도입하였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간을 가리키며 고등학교 2, 3학년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였

다.67)

대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교육과정은 다소 중앙집권적인 개발 방식을

지니며 내용 역시 공통교육과정이나 일반교육과정 등의 보편적이면서 일

방적인 형태를 취한다. 우리나라 역시 5차 교육과정까지 그러한 양상을

보여 왔으며 이후부터는 점차 교육과정의 결정 수준이 확대되었다. 이러

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7차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의 세계화와 “정보

화 시대의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자 하였다.68) 즉 이에 따르면 개인의 다양성을 계발하고 독창적이고 창

의적인 인간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69) 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택 교육과정 체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65) 교육부, 앞의 책, 2014, p. 18.

66) 홍후조, 앞의 책, pp. 248.

67) 교육부, 앞의 책, 2014, p. 18.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는 국어, 도덕, 사회, 수

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의 10개 교과만 포함시켰으며, 학생

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학 영어와 국어 사회 과학 그러고 선택 중심 교육과

정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68)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총론 해설서」, 1998, pp. 110.

69) 교육부, 앞의 책, p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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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 정보의 양이 급증하는 지식 정보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

중등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공통적인 교육내용을 가르쳐

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중에 10개의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중심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모든 국가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

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 기간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산업사회로부터 후기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단순 노동기능직이 고등정신

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대체되는 등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라 모든 국

민의 기초기본교육이 보다 충실해 져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모든 학생이 10년

동안 공통적인 기본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교양수준과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고도화, 다변화되는 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으

며, 학교급간이나 학년 간 교육내용의 중복 비약을 방지하여 연계성을 지닌 교

육과정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는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학생의 능력, 흥미 및 장래

진로를 반영하는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게 하는 교육과정 체제이다. 이러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은 학생의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과

정이나 계열의 구분 없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70)

총론적인 해설 외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직접적인 효

과는 위의 인용문에서 설명하는 대로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

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게 하는 교육과정 체제”라는 것이

다. 즉,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는 것은 아니며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71) 7차 교육과정이

흔히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불리기도 하며 이는 교육과정 결정 수준

70) 교육부, 앞의 책, pp. 111.

71) 소경희,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생 선택권’의 의미와 구현 방

안 탐색”, 「교육과정학회」, 2002, Vol. 20(4),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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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이른 바 분권화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 특징이 바로 7차 교

육과정 해설서에서 말하는바 ‘선택 교육과정’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72)

학생중심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지역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시도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 속에

서 음악과 교육과정은 첫째,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

둘째, 우리 음악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 교육, 셋째, 활동 중심의 음악

교육, 넷째,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음악교육, 다섯째, 타당성

있는 음악과 평가에 개정의 중점방향을 두었다.73)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10년 기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으로 설정하여 고등학교 2, 3학년은 선택 교

육과정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음악과에서는 ‘음악과 생활’이라는 선택 과

목을 개발하였다.

5) 2007 개정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고시되었

는데 이 교육과정은 기존의 제7차 교육과정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

서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추구하는 인간상으로는 ①전인적인 성

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 ②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

③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 개척 ④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 창조 ⑤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

하는 사람을 육성과 같은 내용이 있다. 또한 개정 중점으로 ①단위 학교

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 확대 ②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③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④교과별 교육내

용의 적정화 도모 ⑤주5일 수업제의 월 2회 실시에 따른 수업시수 조정

이 있다. 이러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72) 소경희, 앞의 논문, pp. 87-88.

73) 권덕원 외 3명, 「음악교육의 기초」, 2014, p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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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의 이념, 철학 등을 계승하면서 적용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

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74) 이와 같은 개정 배경과 함께 새롭게

주목할 점은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는 기존의 주기적, 일시적 개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면적 교육

과정 개정 방식의 비효율을 없애며, 급변하고 다원화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개정 요구

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 개정 체제를 도입하였다.75) 또한 개정 중점 중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역시 7차와 마찬가지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고

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

교 1학년까지 10년간을 국민공통기본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고등학교

2, 3학년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설정하였다.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4년에 걸친 기초 연구 및 시안 연구가 이

루어져 상대적으로 긴 개발 기간을 가졌다.76)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으로는 ①음악의 역할 및 음악교육의 효과 강조, ②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③국악교육의 질적 제고, ④음악교육의 활용도 제고, ⑤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수용, ⑥음악과 선택 과목 교육과정의 개정, 즉 여

섯 가지로 들 수 있다.77)

6)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다. 무엇보다도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의 개정 배경에는 ‘글로벌 창의인재’라는 추구하는 인간상의 설정 내

용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78)

74) 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총론 해설서」, 2008, pp. 108.

75)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08, p. 91.

76) 민경훈 외 11명, 앞의 책, pp. 190.

77)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08, pp. 11.

78) 교육부, 앞의 책, 2014,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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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부담의 경감을 통해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기당, 분기당, 주당 이수과목수를 8개 이하로 운영하고 초 중학교에서 집

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집중이수제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교과군 및 학년군 개념을 도입한다.

2)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한다. 기존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운

영 방안은 학교에 일임하여 기존 교과지식 중심의 학교 교육 관행을 극복하도록

한다.

3)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조정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혁신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 9년으로 조정하고, 국민기초교육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초 중학교 과정으로 명확히 하되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체제를 공고히 구축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을 기초 핵심역량 강화 교육과정으로 혁신하고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는 선택

과목을 정비한다. 선택 과목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교과, 전문교과, 대학과

목 선이수 교과목(AP, UP) 간의 내용 체계와 과목 간 위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

록 하고,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

며, 자료 활용, 실험, 실습 등 체험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개별 학생의 흥

미와 수준을 고려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학교 자율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을 확대한다.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특

을 제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며,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한다.

5)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유도한다. 이때

자율화를 기조로 하고 있는 고교 교육과정의 개편방향과 연계되도록 하고, 학습

부담 및 과도한 입시 사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개편이 추진

되어야 한다.

6) 그밖에도 초등학교 1, 2학년의 통합교과를 조정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 기간이

9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이 기초 기본교육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비하며, 특히 고등학교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에 대비한 충실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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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을 재설정 하고(<표 5>79)),

교과별 수업시수에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20% 증감 허용), 학년군과 교

과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로 학기당 이수 교과목수를 축소하였다. 그리

고 학생 진로 희망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였다.80)

이러한 개정 내용과 함께 2009 개정 교육과정은 ①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②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

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③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④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였다. 선택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학습이 가능

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을 구분하였다. 또한 편제는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으로 개정하여 의미를 명료하게 하고 성격이 분명히 드러

나도록 하였다.81) 즉 선택 교육과정에 있어 진로와 적성이라는 개념을

더욱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첫째, 교과 성격의 명료화

둘째, 학년군별 내용 체계의 제시 셋째, 최소성취기준의 적용 넷째, 공통

교육과정 기간의 재설정 다섯째,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및 연계성 강

79) 교육부, 앞의 책, 2014, p. 31.

80) 김숙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국어교과교육연구」, Vol 19, pp.

183-188.

81) 교육부, 앞의 책, 2014, p. 31.

7차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1∼10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 11∼12학년

공통 교육과정: 1∼9학년

선택 교육과정: 10∼12학년

<표 5> 교육과정 편제 구조의 개선



- 39 -

화 여섯째, 국가사회적 요구의 반영이다.82)

교과 성격의 명료화로 인해 6차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사용되었

던 성격 항목은 삭제되고 2009에서는 목표에서 성격적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학년군을 설정하여 초등 3∼4학년, 5∼6학년, 중학교 1∼3학

년의 세 학년군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최소성취기준을 제공하였고 내

용 체계상으로도 성취기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83)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총론에서 공통교육과정 기간을 재설정하였기 때문에 음악과 역시

10년에서 9년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고등학교 전 학년을 선택 교육과정으

로 개발하였다.

7) 2015 개정 교육과정84)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문 이과 통합형’이라는 제

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가 뚜렷하다. 추진 배경

은 <표 6>85)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추구하는 인간상 및 현행

교육과정과의 관계 설정이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

82) 권덕원 외 3명, 앞의 책, pp 154-155.

83) 음악과의 경우 ‘성취기준’이라는 용어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사용

되었다.

84) 현재 시안 자료로만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85)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주요 사항 심의」,

2014, p. 1.

문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문 이과 칸막이 없는 학교교육

을 통해 학생들이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

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 융합

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것임

<표 6> 2015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



- 40 -

상을 기초로 하여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

형 인재상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나아가 현행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과정

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이다.86)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창의’ 개념을 따르면서 보다 더 교육환경과 미

래사회에 적합한 내용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 부분은 세 가지

가 있다. 첫째, 인문 사회적 소양 함양 교육 강화이다. 이에 따라 인문

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예술 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성 교육도 강화

된다. 특히 ‘연극’과목이 신설되어 고교 예술 교과(군) 편성으로 검토 중

이다. 그리고 초 중등학교 한자 교육을 활성화 하며 사회적 소양 역시

함양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이해가 가능

하도록 대주제 중심의 고교 ‘통합사회’ 과목을 신설하였다.”87) 둘째, 과학

기술 소양 함양 교육 강화이다. 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특별히 소프트웨

어(SW) 교육을 강화하되 초 중등학교에서 이를 필수로 이수하는 교육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셋째, 기타 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이다. 초

중등학교 교육괴정에 안전 교과 또는 단원을 신설하고 ‘범교과 학습 주

제’를 개선하려고 한다.88)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는 문 이과 구분 없이 기초 소양을 기

르는 공통과목 및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선택 과목으로 구성한

다. 공통과목이란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말하며 이는 학생들의 기초 소양을 함양함과 동시에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89) 또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을 구분하여 개발하였는

데 이는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강화하고 심화된 학습과 학생 진로를 고려

한 개인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90) 아래 <표 7>91)는

86)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앞의 책, p. 6.

87)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앞의 책, p. 8.

88)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앞의 책, p. 9-10.

89)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앞의 책, p. 12.

90)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앞의 책,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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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의 대비표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 편제가 일부 달라졌다. 2009 개정

91)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요약자료」, 2014, p. 4.

선택 교육과정과 관련한 내용만 발췌.

내용
주요 내용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

○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감축하고, 
학습 흥미를 유발 
○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을 강화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조정 및 고등학
교 교육과정 혁신
○ 학교 자율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확대
○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의 근본적 개혁 유도
○ 초중고별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성

○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 인재 양
성을 위한 교육 기반 마련
○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
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문 ․이과 통합형 교
육과정 개발 
○ 학습량 감축 및 재미있는 교과서 개발을 통
한 역량함양 교육 구현
○ 교육과정과 수능 및 대입 제도의 연계, 교
원 연수 등 교육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정 개정 

총

론

고등
학교

○공통과목 신설 및 
이수단위 신설

○ 공통 및  선택 과목으로 구성
○ 선택 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
고교 교과(군)별 필수이수 단위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10단위,

한국사 6단위

- 과학은 12단위

○국·수·영 비중 적정화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할 수 없
음

○ 기초 교과(국․수․영․한국사) 이수 단위 제한 규
정(50%) 유지 

○특목고 과목 보통교과 심화과목으로 편성 ○ 보통교과에서 분리하여 전문 교과로 제시

○특성화고 교육과정 ○ 특성화고 전문 교과로 제시 ○ 총론(보통교과)과 NCS 교과의 연계

중학
교 ○자유학기제 편제 방안 신설 ○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 자유

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시

초등
학교

○초1,2 수업시수 증배 신설 ○ 주당 1시간 증배, ‘안전 생활’ 교과 신설
 Ÿ 강사 투입 등 조치 필요

○누리과정연계강화 신설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 강화

<표 7> 개정 주요사항의 신 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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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에서 기본, 일반, 심화 과목으로 편성하였던 것

을 2015에서는 공통, 선택-일반/진로 선택으로 구분하였다. 종전에 기본

과목으로 분류한 것들을 삭제하고 공통 과목을 편성하여 선택 과목과의

차별화를 두었다. 기본 과목에는 ‘기초 수학’, ‘기초 영어’가 있었으나 삭

제하고 공통 과목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실험이 편성되었다. 또한 선택 과목 분류에서는 기존의 심화 과목에

서 진로 과목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보다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에 방향

을 둔 것이다. 아래 <표 8>92)는 고등학교 교과 편제이다.

92)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요약자료」, 2014, p. 8.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수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실용영어, 영어권 문화, 영미문학읽기 

진로영어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

사/

도덕포함

)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고전과 윤리,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

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탐구

예술

(음악/미

술)
음악, 미술, 연극

합창․합주, 음악감상과 비평,

미술창작, 미술감상과 비평

생활

교양

기술·가

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생명과학, 공학일반, 경영일반,

<표 8>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보통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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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악 외 교과의 선택 과목 구성93)

선택 교육과정이 성립하려면 다양한 선택 과목들이 존재해야 한다. 앞

서 고찰한 대로 선택 교육과정에서 ‘선택’의 의미와 실제로 우리나라 교

육과정에서 나타난 선택의 의미의 실재는 각 교과의 선택 과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개별 교과의 학문적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선택

과목들을 동일한 관점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과

정의 총론적 입장에서 개별 교과들이 동일한 총론의 방향을 따라 선택

과목을 개발한다는 점에서는 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일관되게 유지된 교과군에 초점을

맞추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체육 교과를 살펴보았다.94)

93) 본 장의 내용 중 선택 과목의 명칭과 종류, 구성에 관한 자료들은 모두 역대 교

육과정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94) 영어의 경우 본래 외국어과였으나 이후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다른 외국어

과목과는 다른 입장을 지니게 되었고 도덕과의 경우에는 본래 사회과였으나 독

립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현재까지 교과군이 일정하

게 유지되었던 교과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예체능 교과군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므로 고려하지 않았음).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해양과학, 가정과학, 지식재산일반

제2외국

어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Ⅱ

스페인어Ⅱ

중국어Ⅱ

일본어Ⅱ

러시아어Ⅱ

아랍어Ⅱ

베트남어Ⅱ

한문 한문Ⅰ 한문Ⅱ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경제,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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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어

국어과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선택 과목들이 등장하였다. 각 과목

들은 국어, 문학, 작문, 문법으로 학습영역을 기준으로 보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계열성의 심화로 볼 수 있다. 이후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으로 화법과 독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다

음 교육과정에서 공식적인 선택 교육과정의 고시와 함께 국어과는 6차에

서 사용하였던 국어 선택 과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95) 국어과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이전 차시에서 사용하였던 선택 과목을 고

정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운영 자체는 음악과와 비교할

때 교과의 성격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교육과정인 2009 개정에 이르러서는 선택 과목의 변화가 생겼다.

현재는 국어1 2,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개로 나뉘었던 과목을 통합하고 고전을 추가하였다. 선택 과목

의 개발 그 자체로 본다면 역시 이제까지의 과목 성격에 비해 달라진 것

은 크게 없다. 편성 측면에서 단지 나누었던 것을 합쳤다는 것 정도의

변화만 있었을 뿐이다.

국어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그 학습영역이 일관되게 설정되었던 측면

95) 보통 교과에서 일반 과목과 심화 과목의 구분은 있었으나 국어의 경우 교과목이

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분류 체계의 변경만 있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

생활’이라는 일반 선택 과목이 있었으나 다음 차시에 삭제되었다.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국어, 문학,

작문, 문법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

언어

국어1 2,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표 9> 교육과정별 국어과 선택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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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 즉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와 같이 구체적인 학습영역이 일관

성 있게 심화되어 과목이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대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을 보더라도 국어는 새롭게 추가되었던 독서나 고전 과목 자체

도 ‘문학’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독서의 경우 ‘읽기’로서 문

학이 아니더라도 읽기 학습영역에 속하여 교육 성격의 차별성이 크게 도

드라지는 것 역시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어과는 선택 과목의 개발과

편성에 있어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수학

수학은 근대 공교육에서의 교육과정 이전부터도 존재했던 매우 오래된

학문이다. 물론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로서의 수학이 곧 학문으로서의

수학은 아니지만 수학과(교과)는 기저에 있는 학문성이 매우 강한 교과

이다. 1차 교육과정 문서에는 편제에 관한 자세한 언급이 없으나 당시

수학과는 수학, 해석, 기하로 구성되어 있었다. 2차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수학, 수학1, 수학2로 구성하였는데 이후 수학 교과는 선택 교육과정인 7

차 교육과정 이전까지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 국

민 공통 기본 교과에 수학, 일반 선택 과목에 실용 수학, 심화 선택 과목

에 수학1, 수학2,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 수학이 새롭게 개발되

었다.

1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수학, 해석,

기하

공통수학,

수학1, 수학2,

실용 수학

수학,

실용 수학,

수학1, 수학2,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 수학

수학의 활용, 수학1,

미적분과 통계 기본,

수학2,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기초 수학,

수학1,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분1,

미적분2, 기하와

벡터,

고급 수학1, 고급

수학2

<표 10> 교육과정별 수학과 선택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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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에서는 미적분과 통계를 하나로 묶고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을

신설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당시 보통 교과 편제에 따라 기

본 과목에 기초 수학을, 일반 선택 과목에 수학1, 수학2, 확률과 통계, 미

적분1, 미적분2, 기하와 벡터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심화 선택 과목으로

고급 수학1, 고급 수학2를 편성하였다.

이렇듯 수학과 역시 국어과와 비슷하게 학문적 경향을 나타내는 선택

과목으로 개발되었고 뿐만 아니라 매 차시 유사한 과목 성향을 유지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다. 사회

사회 교과의 경우 제1차 교육과정 때부터 일반 사회과로서 이하의 과목

들이 존재했었다.96) 다음은 제1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일반 사회과의

성격 항목의 내용이다.

고등학교 일반 사회는 중학교 사회생활과의 발전인 고등학교 사회과(교과) 안의

1과목(분과)이다. 고등학교 사회과는 일반 사회, 도덕, 국사, 세계사, 지리의 5분과

로 되어 있으며, 그 중 일반사회, 도덕, 국사의 3분과는 모든 고등학교의 필수가

되어 있고, 잔여의 세계사, 지리의 2분과는 학교에 따라 또는 학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일반 사회는 고등학교 사회

과가 담당하는 영역(領域)중 지리적 면, 역사적 면, 도덕적 면을 제외한 정치, 경

제, 사회, 문화의 면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일반 사회는 중학

교 사회생활과 공민 부분의 연장이라고도 하겠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일반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분야에만 한정된다고

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리적 고찰, 역사적 고찰, 도덕적 고찰을 전혀 축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리, 역사, 도덕과 밀접히 관련을 지어야 하

며 때로는 그 고찰을 병행시켜야 할 경우가 많게 된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일반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생활 원리와 양식을 도야 향

96) 물론 이는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선택 과목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교과 개발의

입장에서 ‘사회과’라는 교과를 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학문적 특징을 고

려하여 사회과라는 명칭으로 개별 과목을 한데 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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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켜야 하느니 만큼 도덕 교육을 항상 병행시켜야 하는 동시에 사상 선도에 특

히 유의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즉 사회과는 처음부터 선택 과목이 존재했으며, 당시에는 도덕 과목이

독립 교과가 아닌 사회과의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선택

교육과정이 공식적으로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사회과는

기존의 사회 교과의 선택 과목들을 큰 틀에서 유지하였다. 다음은 7차

교육과정에서의 사회 교과의 성격 항목의 내용이다.

사회과는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개념과 원리, 사회 제도와 기능, 사회

문제와 가치, 그리고 연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선정, 조직하여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한다. 특히, 사회과에서는 우리의 삶의 터

전인 국토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우리의 현실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에서의 이해 및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

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ㆍ태도 등에 관한 요소를 중시한다.

위의 내용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편제상으로는 ‘역

사/도덕’을 포함한 교과군으로 변경되었다.

‘사회’는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자연지리, 인문지리, 문화지리 등의 기본 개

념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다양한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데 이들이 자연스

럽게 융합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별도의 성격 내용이 없고 목표 항목에서 언

급되었는데 이전 차시보다 사회 교과의 범위를 확장시켜 언급한 점이 있

다. 그러나 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사회 교과의 선택 교육과

정은 개별 선택 과목을 편제하는 데 있어 학문 범주적 특징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교과의 선택 교육과정은 공식적인 선택 교육과정이라 불린 7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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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의 영향 보다는 본래 사회 교과가 지니는 학문적인 특징이나 교육

과정 상에서 논의되었던 교과적 특징 그 자체에 의해 비교적 일관된 선

택 과목의 편성과 교육과정 운영을 보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라. 과학

과학 교과는 사회과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여러 과목들을 합쳐 만든

교과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 교과는 사회과보다도 하위 과목들의 편성이

엄격하게 고착되어 있는데 이는 과학이라는 분야의 특성이라 할 수 있

다. 과학과는 1차 교육과정 당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편성되

어 있었으며 이는 5차에서 과학1, 2 또한 6차에서 공통 과학, 7차에서 국

민 공통 기본 교과로서 과학, 일반 선택 과목에 생활과 과학을 제외하고

모든 선택 교육과정에서의 선택 과목은 물리, 화학, 생물(2007 개정 교육

과정부터 생명과학으로 변경), 지구과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2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각각 1,

2과목이 등장하여 3차 교육과정에서 다시 삭제되었으며 4차 교육과정에

재등장 하고 5차에서 다시 삭제되었으나 6차 이후로 현재까지 물리1 2,

화학1 2, 생물(생명과학)1 2, 지구과학1 2으로 구성되었다.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1, 과학2,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통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과학,

생활과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고급 물리, 물리

실험(이하 각 과목

동일), 환경 과학,

과학사 및 과학

철학, 정보 과학,

과제 연구

<표 11> 교육과정별 과학과 선택 과목



- 49 -

과학 교과는 사회 교과와 마찬가지로 엄밀히 말해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 심화 선택 과목 외에는 선택 교육과정이 개시된 이후에도 선택 과

목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과의 학문적 성

격이나 선택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 개발의 주요 요소인 진로와 적성과

같은 측면에 영향을 덜 받는 과목들이라 할 수 있다.

마. 미술

미술은 1차 교육과정에서 그리기, 공작, 서예로 구성되었다. 그러다 2차

교육과정에서 미술1, 2로 변하였고 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6차 교육과정

까지 미술만 편성되었다. 이후 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 공통 기본 교과로

미술이, 일반 선택 과목으로 미술과 생활, 심화 선택 과목으로 미술 이

론, 미술 실기가 개발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술,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이 개발되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에 미술 창작, 미술 문화, 심화 선택 과목에는 전문 교과에 편

성되었던 과목 일부와 새롭게 개발된 과목들이 편성되었다.

미술의 경우 선택 과목명만 보면 미술 창작을 제외하고 매 차시마다 선

택 과목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바. 체육

1차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그리기, 공작,

서예
미술

미술,

미술과 생활,

미술 이론,

미술 실기

미술,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미술 창작, 미술

문화

<표 12> 교육과정별 미술과 선택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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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은 7차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 과목에 체육과 건강, 심화 선택 과

목에 체육 이론과 체육 실기를 개발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에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을 개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다. 추후 음악과 선

택 과목도 살펴보겠지만 7차 교육과정에는 음악, 미술, 체육의 선택 과목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선택 과목에는 국민 공통 기

본 교과와의 연계 심화 및 교양증진과 관련한 과목을 개발하였고, 심화

과정은 모두 동일하게 ‘이론’과 ‘실기’ 과목을 편성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체육과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두 동

일한 선택 과목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점은 매 차시마다 선택 과목이 변

경된 음악과 미술 교과와 비교할 때 차이점을 지닌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각 교과의 선택 과목들의 특성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선택 과목으로 개발하기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 만들어

진 선택 과목인 것들과, 둘째는 교과의 성립에서 작용한 학문이나 문화

적 경향에 따른 하위 과목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에 해당하는 것

은 국어, 수학, 미술, 체육 교과이며, 둘째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와 과학

교과이다. 첫째의 경우 교육과정의 총론 방향에 따라 선택 교육과정의

요소로서 진로와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해야 하나 실제로는 학문적 성향

이 보다 잘 나타나는 선택 과목들도 있다. 국어와 수학의 경우 미술이나

체육과 비교할 때 선택 과목들의 특징은 학문적 색채가 강하다는 것이

다. 이에 비해 미술과 체육은 학문적 성향보다는 진로에 관련된 것과 적

1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보건과 체육,

체육
체육

체육,

체육과 건강,

체육 이론,

체육 실기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표 13> 교육과정별 국어과 선택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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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흥미, 교양, 교과 심화 등과 관련한 선택 과목들이 뚜렷하게 제시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택 교육

과정과 관련한 연구들을 찾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음악과에서 선택 교육

과정이 처음으로 실시된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음악과 교육과정을 전

후 교육과정과 비교하거나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른 교

과의 선택 교육과정이나 해당 교과의 선택 과목과 관련한 연구들을 검토

하였다.

강창동97)은 선택 교육과정의 이념적 의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째, 선

택 교육과정은 교육 주체인 학생에게까지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 권

한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사에 획기적인 변화라고 하였

다. 둘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이전 보다 폭넓게 보장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셋째, 궁극적으로 학생 모두가 수업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넷째, 선택 교육과정

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 흥미와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또한 자

율적인 심층 학습을 도모하여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극대화 하는 데 의

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홍후조98)는 선택 교육과정이 실시된 7차 교육과정을 두고

실제로 학생들이 선택의 주체가 되었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선택의 ‘주체’ 문제를 놓고 교육과정 상의 설계 문제를 지적하였다.

예컨대, 선택 교육과정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필수와 다름없는 교육과정

97) 강창동,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Vol.

14(2), 2004, p. 1-21.

98) 홍후조, “선택 ‘주체’ 위주의 선택 교육과정 설계의 문제점”, 「교육학연구」,

Vol. 40(1), 2002, pp. 17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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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수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선택 주체와 선택 대상, 양자에 의한 선

택 규정은 선택 교육과정의 취지를 왜곡하게 된다고 하였다. 게다가 다

수의 결정 참여자에 의해 선택 교육과정 실현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각 교육 주체가 선택 교육과정 실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홍후조(2001)는 선택 교육과

정의 본질 구현을 위해 선택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서 ‘과목’ 선택

‘교과영역’ 선택에 관해 논하였다. 즉 선택 과목을 개발하고 편제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과 학습의 일관성 및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 것이다.

김찬미99)는 고등학교 음악교과를 중심으로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

정 교육과정을 비교하면서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에 관해 언급하였다. 7

차에서 도입된 고등학교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실

제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맞는 과목을 구성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은식, 김일영100)은 음악과 전문 교과 교재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전문 교과 교재의 경우 교육내용 선정이 참신해져

야 하고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목표와 평가내용

이 일치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평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독성을 높이고 편집의 체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유정애, 김원정101)은 체육과의 선택 교육과정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개

설 논리와 내용 구성 방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차기 체육과 선택 교육과

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선택 주체를 고려하고 무엇보다 교과의 본

질과 특성을 고려한 개설 논리와 구성 방향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앞서 최은식, 김일영의 연구와는 달리 음악과에서는 음악과 선

99) 김찬미,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교 연구 – 고등학교 음악

교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00) 최은식, 김일영, “음악 전문교과 교재 분석 및 개선방안”, 「교원교육」, Vol.

27(4), 2011, pp. 185-202.

101) 유정애 김원정, “체육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설 논리와 내용 구성 방향 탐

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Vol. 13(2), 2006, p. 1-24.



- 53 -

택 과목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또한 음악과 교

육과정 분석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교육과정 분석틀을 제시하기 보다는

문서 체제의 각 항목별로 내용들을 분석하거나 다른 차시 또는 해외의

교육과정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기존의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의 방식을 고수하여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의 각 항목

별 분석을 분석의 틀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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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

1. 음악과 선택 과목 편제

음악에는 다양한 세부 과목이 있고 그 이상의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음악에 관심이 있거나 적성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각기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음악 교육은 역시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까닭은 학생들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기 위함이며 학생들의 선택과 함께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 교육과정으로서는 필요하

다.102)

앞서 고찰한 대로 선택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

우, 고등학교에서 일반계와 전문계로 나뉘는 것 역시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야 선택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사용하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

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이후 고등학교의 편제는 보통

교과 이하를 분리하여 구성하였다.

102) 성경희 외 1명, “고등학교 음악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

육과정평가원, 2006, pp. 89.

7차 보통 교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전문 교과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표 14>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편제



- 55 -

음악은 1차 교육과정 때부터 필수 교과로서 선택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

후에도 보통 교과에서 필수 교과로 유지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2007 개

정 교육과정까지 있었던 국민공통기본교과에도 음악은 독립 교과로 편성

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교과군 제도에 의해

미술과 함께 묶여 예술교과군으로 편성되기는 하였으나 역시 보통 교과

의 기본 과목이자 필수로 지정되었다. 음악과의 선택 과목(전문 교과 제

외)은 <표 14>에서와 같이 7차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

목’, 2007 개정에서는 ‘선택 과목’, 2009 개정에서는 ‘일반 과목’ 및 ‘심화

과목’에 해당된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전문 교과에 예술

영역이 삭제되고 전문교과에 해당하던 선택 과목들이 보통 교과의 심화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한편 2015 개정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

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하였고 일반 선택 과목에는 본래 기본 교과인 ‘음

악’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기존의 선택 과목과 같은 과목이 편성되었다.

2. 음악과 선택 과목 구성

2007 개정 보통 교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전문 교과

선택 과목

2009 개정 보통 교과

기본 과목 전문 교과

(예술계열은

전문 교과에서

제외되고

심화과목으로

변경)

일반 과목

심화 과목

2015 개정 보통 교과

공통 과목

전문 교과

(예술교과

재편성)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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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택 과목 종류

전문 교과를 제외한 음악과 선택 과목은 각 교육과정별로 7차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음악과 생활 / 심화 선택 과목으로 음악이론과 음악실기,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선택 과목으로 음악의 이해와 음악실기 그리고 음

악과 사회,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일반 과목으로 음악과 생활 및 음악과

진로 / 심화 과목으로 음악이론, 음악사 등 이전 차시의 전문 교과였던

과목 등의 8개로 이루어져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과

목으로 음악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합창합주, 음악감상과 비평으로 되어

있다.

7차 보통 교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전문 교과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음악과 생활)

심화 선택 과목

(음악이론,

음악실기)

2007 개정 보통 교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전문 교과선택 과목

(음악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2009 개정 보통 교과

기본 과목 전문 교과

(예술계열은

전문 교과에서

제외되고

심화과목으로

변경)

일반 과목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심화 과목

(음악 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표 15>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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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과 선택 과목인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까지 일반 선택 과목의 개수는 총 6개이다.

나. 구성 체제

음악과 선택 과목의 구성 체제는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 구성 체제를 따

르고 있다. 7차의 경우 성격, 목표, 내용 체계/영역별 내용, 교수학습방

법,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이와 동일한 체제로

되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 고등학교 교육목

표, 내용의 영역과 기준-내용 체계/영역별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103)

10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구성 체제에 관한 내용까지 고시되지는 않았다.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음악과 생활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성격 성격 추구하는 인간상

<표 16> 교육과정별 음악과 선택 과목 구성 체제

음악 전공 실기, 합창합주, 공연

실습, 음악과 매체, 교양 실기)

2015 개정 보통 교과

공통 과목

전문 교과

(예술교과

재편성)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음악)

진로 선택 과목

(합창합주,

음악감상과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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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의 구성 체제는 6차와 동일하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7차가 6차보

다 성격 항목에서 음악 교과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목표 항목에서

는 1차에서 6차까지 있던 학교급별 목표가 7차에서는 없어졌다. 한편

2007 개정에서는 다시 학교급별 목표가 등장하였으며 이와 대비하여 음

악 교과의 총괄 목표가 사용되었다. 2007 개정은 7차와 비교할 때 구성

체제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2009 개정에서는 6차에서 2007 개정까지 사

용되었던 성격 항목이 삭제되고 목표에서 성격 내용을 진술하였다.104)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별 교육과정에서도 ‘추구하는 인간상’과

‘급별 목표’가 등장하는 까닭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때문이

다. 기존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큰 흐름은 유지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이다.105)

3.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 항목별 분석

가. 음악과 선택 과목 목표106)

1) 음악과 생활

104) 권덕원 외 3명,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2014, pp. 171-172.

105) 교육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총

론)」, 2014, p. 30.

106)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격 항목이 없어졌으나 이전 차시까지 따로 제시되었

으므로 성격 항목도 포함하여 살펴볼 것임.

목표

내용 체계/영역별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목표

(총괄 목표/급별 목표)

내용 체계/영역별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고등학교 교육목표

목표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내용 체계/영역별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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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7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일반 선택 과목인 음악과 생활을 살펴보

면, 기본적으로 ‘음악’교과와 연계되어 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게

된다.107) 해설서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에 관해 두 부분으로 나

누어 설명하고 있다.

‘음악과 생활’은 음악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능력과 관심 분야

를 넓히기 위하여 다양한 음악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

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 교과

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문화유산을 비교하여 그 특징과 가치

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음악문화를 계승하고 발전 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음악과 생활’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의 ‘음악’을 바탕으로 생활과 관련된

음악활동을 심화하고,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교양

을 갖추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전통 음악을 통하여 우리음악문

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를 인식하여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기른

다.

7차 교육과정 총론에서의 의의라 할 수 있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

정’이라는 점에서, ‘음악과 생활’은 학생 스스로 음악에 대한 흥미와 적성

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음악과 생활’이

라는 과목 명칭에 따라 일반 과목인 ‘음악’교과의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심화된 내용의 학습과 다양한 음악 활동을 제공하고자 한다.108) 나아가

음악이 우리 생활에서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문화의

존재와 가치를 깨닫게 하고 학생들 스스로 음악문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109)

가창과 기악에서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창작에

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삶에서의 음악의 활용과 가치를

107) 교육부,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서」, 1998, p. 56.

108) 교육부, 앞의 책, p. 15.

109) 교육부, 앞의 책,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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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한다. 감상에서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분석하여 바른 감상

태도를 길러 음악을 생활화 한다.

각 활동 영역에서 필요한 학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음악을

경험하게 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음악과 생활이 지

향하는 바이다. 즉 음악을 수업시간에 배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

나 감정 등을 직접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음악과 생활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음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음악과 생활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

가. 폭넓은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

나.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통하여 우리 음악 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가

치관을 기른다.

다.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 한다.

위와 같이 음악과 생활은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음악성 계발,

창의성 계발, 음악적 정서 함양이다. 다만 여기서의 창의성이란 음악적

창의성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는 음악 교과의 목표와도 동일한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각 항목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음악과 생활의 경우 가 항목에

서는 폭넓은 음악 활동을 말하고 있다. 이는 생활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음악 관련 경험을 총칭하는 것을 말하며 가창, 기악, 감상, 창작 등의 부

분적 활동을 넘어선 경험을 말한다. 나 항목에서도 역시 생활권과 관련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경험할 것을 제시한다. 나

아가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음악 문화에 대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다 항목은 음악 교과의 다 항목의 실천형이라 할 수 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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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에서는 생활화 하는 태도를 기른다고 되어 있으나 음악과 생활에서

는 생활화 자체가 목표인 것이다.

2) 음악 실기

음악 실기 과목은 7차에서 음악과 생활 과목과 마찬가지로 음악 교과에

서 연계, 심화한 과목이다. 특히 음악 교과에서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와 같은 활동 영역의 내용을 연계, 심화한

것으로 연주 능력의 증진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다.110) 음악 실

기의 성격에서 나타나는 본 과목의 성격은 아래와 같다.

‘음악 실기’는 음악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미적인 이해, 음악적 기능을 바탕으

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다. 국민 공통 기

본 교육과정의 음악 교과에서 ‘활동’영역의 내용을 연계, 심화한 이 과목은 음악

의 연주 능력의 증진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과목은 창의적인 음악적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음악 애호가를 기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명칭이 같은 음악 실기 과목이 있었으나 이

는 전문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이었다. 즉 음악을 전공하기 위한 학

생을 위한 과목이었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의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연주 능력 향상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음악 실기는 음악 애호가를 기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창의적인 음악적 의사소

통 능력’을 통해 달성하겠다고 제시한다. 창의적인 음악적 의사소

통 능력은 각 활동 영역(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능력을 활용하

여 창의적으로 자신의 음악적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111) 이

러한 것은 비단 음악을 전공하거나 전문가를 위한 교육내용이 아

110) 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서」, 2008, p. 66.

111)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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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비전문가도 포함한 음악 애호가를 위한 것이다.112)

가. 음악 연주 능력을 기른다.

나. 창의적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음악을 애호하고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른다.

다소 간단한 목표이기는 하나 음악 교과와의 연계성이 보이는 내용이

다. 음악 실기인 만큼 연주 능력을 기를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창의적으

로 음악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

정에서의 음악과 총괄 목표의 내용과 연계된 것이다. 또한 음악을 애호

하고 생활화 하는 것 역시 해당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음악과 사회

음악과 사회는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선택 과목이다.

해설서에서는 문화 교양인이라는 표현으로 음악과 사회 과목의 필요성과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음악 역시 인간문화로서 사회적 맥락을 지

닌다는 점에서 음악의 생활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는 음악과 사회의 성격과 목적이다.

‘음악과 사회’는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그리고 생성과 향유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음악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음악 교과에서 ‘이해’영역을 바탕으로 한 이 과목은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심도 깊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과목은 음악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지식을 이해하고 비판적 안목을 기르

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음악과 사회는 음악 교과의 이해 영역을 연계, 심화한 선택

과목이다. 음악과 사회는 음악이 인간의 삶과 관계하면서 발전하였

112)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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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간 역시 그에 영향을 받으며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는 관점을 나타낸다.113)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역할과 가

치, 음악의 생성과 향유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인 것이다.

특히 음악과 관련한 여러 사회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을 높여

줄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음악과 사회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가.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그리고 생성과 향유의 특성을 이해한다.

나.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경험한다.

다. 음악에 관한 비판적 안목을 기른다.

음악 실기가 음악 교과의 활동과 연계되어 있고 폭넓은 음악 활동을 제

시한다면 음악과 사회는 이해 영역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음악적 이해

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다 항목의 비판적 안목의 경우 다른 선택 과목

이나 본 교과인 음악에도 등장하지 않는 내용으로 음악과 사회 과목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내용이다. 즉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교양인으로서

음악적 소양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114)

4) 음악의 이해

음악의 이해는 음악 이론과 역사와 관련한 선택 과목이다. 음악 교과의

내용 중 개념이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다

루는 과목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소양

을 길러 줄 수 있는 것이다.115)

‘음악의 이해’는 음악 이론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목이다. 국민 공통

113)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pp. 92.

114)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pp. 92.

115)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p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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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교육과정의 음악 교과와 연계된 과목으로, 음악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자 하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과목은 음악 이론 및 음악의 역사를 탐구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올바른 해석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악의 이해는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며 음

악에 대한 올바른 해석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116)

가. 음악 이론을 이해한다.

나. 음악의 역사를 이해한다.

다. 음악 이론과 역사에 관한 지식을 연주, 창작 및 해석에 적용한다.

음악의 이해도 음악 실기와 마찬가지로 다소 간략한 목표이지만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적 특징이 잘 드러난다. 이론과 역사

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연주, 창작 및 해석에 적용한다는 것은 활동과

이해의 통합을 드러낸다.

5) 음악과 생활(2009 개정)

음악과 생활은 7차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되었다가 2007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삭제되었다. 그러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등장하였

다. 또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전까지 성격과 목표 항을

분리하던 것을 목표로만 제시하여 교과의 성격을 명료화 하여 제시하였

다.

한편 7차 교육과정에서의 음악과 생활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음

악과 생활과 동일한 과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목표에 나타나는 내용이

다소 예전 과목의 내용과 비슷한 점은 있다. 특히 음악 애호가로서의 자

질을 함양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이전 음악과 생활과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라 할 수 있다.

116)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p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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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생활’은 생활 속에서 음악이 지니는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과목이다. 선택 교육과정에서 개설되는 일

반 수준 선택 과목의 하나인 ‘음악과 생활’은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즐거운 도구로서 음악의 가치를 깨닫고, 사회적 약속으로서 음악이 지니는 다양

성을 이해하여, 음악 애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악과

생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음악적 표현과 소통의 즐거움을 느낀다.

나. 문화적 산물로서 음악을 이해한다.

2009에서의 음악과 생활의 목표는 7차에서의 그것과 비교할 때, 나아

가 다른 선택 과목이나 음악 교과의 목표와 비교할 때 차이점이 있다.

대개 교육목표에서 ‘즐거움을 느낀다.’와 같은 진술은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음악과 생활에서는 이와 같은 목표 진술을 하고 있

으며 음악과 생활의 실질적인 교육효과 및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6) 음악과 진로

음악과 진로 과목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선택 과목이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이전 교육과정과의

대비, 개정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볼 수 있다.

‘음악과 진로’는 생활 속에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여 자신의 적

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이끄는 과목이다. 선택 교육과정에서

개설되는 일반 수준 선택 과목의 하나인 ‘음악과 진로’는 음악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창출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기대와 긍지를

가지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는다. ‘음악과 진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음악 경험이 일어나는 현장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다양한 진로를 탐색한다.

나. 음악과 관련된 진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질과 도전 정신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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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진로의 경우 목표 진술이나 과목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진로 개척’이라는 점에서는 ‘음악’과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음악과 생활 과목과 함께 선택 과목으로

서의 차별성이 두드러지며 음악을 바탕으로 한 심화된 과목으로서 실용

성이 가미된 점은 긍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 내용 체계 및 영역별 내용

1) 음악과 생활

음악과 생활은 내용 영역을 크게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으로 나누

었다.

영역 내용

가창

성악곡117)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창의적으로 부르기

성악곡을 선택하여 외워 부르기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부르기

성악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하기

기악

기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창의적으로 연주하기

정간보를 보고 연주하기

기악곡을 선택하여 외워 연주하기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연주하기

기악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하기

창작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원하는 형식의 곡을 만들어 적기

악기소리와 목소리를 활용하여 곡 만들기

간단한 악곡을 기악곡이나 성악곡으로 편곡하기

만든 곡의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하기

감상

악곡의 성격과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듣기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적 특성을 비교하기

생활 속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기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따른 음악 양식을 비교하기

다양한 연주 형태와 연주 매체에 따른 음악의 특성을 이해하기

<표 17> 음악과 생활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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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음악과 생활의 학습요소를 ‘음악하기’에 중점을 두고 실천적인 음

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적 성장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118)

각 영역별 내용을 보면 가창과 기악은 ‘실연’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형

태로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즉 창의적으로 표현할 것을 강조하고 외워

서 실연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다양한 악곡을 부르고 연주하며 나아가

비평 활동까지 제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작과 감상 영역의 내용 역

시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작과 감상 활동을 하며 다

양한 경험을 하고, 또한 역시 비평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

은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의 음악 학습을 통해 보다 심화된

음악 내용을 경험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 생활과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119)

7차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은 내용 체계에서의 학습내용보다 추가된

것이 많다.

117) 교육부, 앞의 책, 1998, pp. 67. 가창의 경우 음악 교과의 ‘악곡’이 아닌 ‘성악곡’

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시와 일체가 되는 음악으로 문예 장르와 관련되어 가곡

이나 오페라, 오라토리오와 같은 극적인 장르로 분류된다.

118) 교육부, 1998, 앞의 책, pp. 65.

119) 교육부, 앞의 책, 1998, pp. 65.

음악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하기

음악과 다른 예술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1) 가창

(가) 다양한 악곡을 부른다.

① 풍부한 발성으로 부른다.

② 성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창의적으로 부른다.

③ 성악곡을 선택하여 외워 부른다.

④ 다양한 연주 형태로 부른다.

⑤ 성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이해하여 지휘한다.

⑥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부른다.

⑦ 성악곡을 연습하여 발표한다.

⑧ 성악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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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역별 내용을 목표제시형으로 진술하여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학

습요소들을 다양하게 나타냈다.120)

⑨ 가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의 가치를 인식한다.

(2) 기악

(가) 다양한 악곡을 연주한다.

① 바른 자세 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한다.

② 기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창의적으로 연주한다.

③ 정간보를 보고 연주한다.

④ 기악곡을 선택하여 외워 연주한다.

⑤ 여러 유형의 반주를 한다.

⑥ 다양한 연주 형태로 연주한다.

⑦ 기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이해하여 지휘한다.

⑧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연주한다.

⑨ 기악곡을 연습하여 발표한다.

⑩ 기악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한다.

⑪ 기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의 가치를 인식한다.

(3) 창작

(가) 음악을 창작한다.

①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원하는 형식의 곡을 만들어 적는다.

② 만든 곡을 설명하고 연주한다.

③ 적절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를 활용하여 곡을 만든다.

④ 간단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를 활용하여 곡을 만든다.

⑤ 만든 곡의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한다.

⑥ 창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의 가치를 인식한다.

(4) 감상

(가) 다양한 악곡을 만든다.

①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는다.

②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적 특성을 비교한다.

③ 악곡의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음악적 효과를 이해한다.

④ 생활 속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한다(음악과 직업, 음악가, 민족

음악, 학교 내외에서의 음악 활동 등).

⑤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따른 음악 양식을 비교한다.

⑥ 다양한 연주 형태에 따른 음악의 특성을 이해한다.

⑦ 다양한 연주 매체에 따른 음악의 특성을 이해한다(전자 음악, 컴퓨터 음악

등).

⑧ 음악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한다.

⑨ 음악과 다른 예술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⑩ 바른 감상 태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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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 실기

음악 실기는 내용 체계를 대영역, 중영역, 내용으로 나누었다. 대영역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음악 감상하기로 7차 교육과

정에서 음악과 생활의 내용 체계와 사실 상 동일하다.

120)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08, pp. 130.

대영역 중영역 내용

노래

부르기

독창하기

바른 자세와 정확한 발음, 풍부한 발성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 표현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중창하기
다양한 종류의 악곡

여러 성부 간의 균형과 조화

합창하기

2부 합창, 3부 합창, 혼성 4부 합창

지휘에 맞추어 음량, 음색, 성부의 어울림 등 음악적 통일

감을 표현

악기

연주하기

독주하기

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 좋은 음색

기악곡의 특징과 분위기 표현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중주하기
다양한 종류의 음악

여러 성부 간의 균형과 조화

합주하기

다양한 형태의 음악

지휘에 맞추어 음량, 음색, 성부의 어울림 등 음악적 통일

감을 표현

음악

만들기

즉흥표현하기
다양한 음악적 소재를 활용한 즉흥 표현

자신의 수준에 맞는 즉흥 표현

작곡하기
다양한 음원을 활용한 곡 만들기

그림, 기호, 악보 등으로 음악을 만들기

컴퓨터

음악하기

컴퓨터를 사용한 즉흥 연주

컴퓨터를 사용한 음악

음악 음악극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극 만들어 표현

<표 18> 음악 실기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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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과목은 연주 능력을 위한 심화 과목으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과 같은 대영역에서 보다 세부적인 중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 >

에서와 같이 노래 부르기의 경우, 독창/중창/합창 그리고 악기 연주하기

도 마찬가지로 독주/중주/합주하기로 제시하고 있다. 음악 만들기는 즉

흥표현하기/작곡하기/컴퓨터 음악하기로 제시하여 창작의 학습요소를 보

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음악 감상하기의 경우에도 음악 실기라는 과

목의 특성에 맞추어 단순한 감상 학습이나 감상과 연계된 이해 학습만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음악극 만들기/공연음악 듣기/매체음악 감상하기로

나타내어 감상의 여러 측면을 중영역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감상하기

만들기 다양한 종류의 음악극 만들어 표현

공연음악

듣기

공연장이나 축제 현장을 찾아 음악 듣기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듣기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태도 기르기

매체음악

감상하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음악 감상하기

자신이나 동료가 연주하는 음악 듣기

1) 노래 부르기

가) 독창하기

① 바른 자세와 정확한 발음, 풍부한 발성으로 부른다.

②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창의적으로 부른다.

③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부른다.

나) 중창하기

① 다양한 종류의 악곡을 창의적으로 부른다.

② 여러 성부 간의 균형과 조화를 살려 부른다.

다) 합창하기

① 2부 합창, 3부 합창, 혼성 4부 합창 등 다양한 형태의 악곡을 부른다.

② 지휘에 맞추어 음량, 음색, 성부의 어울림 등 음악적 통일감을 살려 부른

다.

2) 악기 연주하기

가) 독주하기

① 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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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영역별 내용과는 달리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선택 과목의 영역별 내용이 내용 체계와 맥락을 같이 하여 단순한

② 기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창의적으로 연주한다.

③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연주한다.

나) 중주하기

①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창의적으로 연주한다.

② 여러 성부 간의 균형과 조화를 살려 연주한다.

다) 합주하기

①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연주한다.

② 지휘에 맞추어 음량, 음색, 성부의 어울림 등 음악적 통일감을 살려 연주한

다.

3) 음악 만들기

가) 즉흥 표현하기

①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즉흥적으로 표현한다.

②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즉흥적으로 표현한다.

나) 작곡하기

① 다양한 음원을 활용하여 곡을 만들어 표현한다.

② 그림, 기호, 악보 등으로 음악을 만들어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다) 컴퓨터 음악하기

① 컴퓨터를 사용하여 즉흥연주를 한다.

② 컴퓨터를 사용하여 음악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라) 음악극 만들기

①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어 표현한다.

② 다양한 종류의 음악극을 만들어 표현한다.

4) 음악 감상

가) 공연 음악 듣기

① 공연장이나 축제 현장을 찾아 음악을 듣는다.

②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는다.

③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기른다.

나) 매체 음악 감상

① 여러 매체를 통해 음악을 감상한다.

② 자신이나 동료가 연주하는 음악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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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은 이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여

학습요소의 융통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3) 음악과 사회

음악과 사회는 대영역에서 음악과 관련된 집단을 개인, 공동체, 세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음악의 생성과 향유라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개인과 음악, 공동체와 음악, 세계와 음악이 비슷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음악의 역할과 가치, 음악의 종류, 연주하고 만

들기로 각 영역의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의 생성과 향유에서는

음악의 생산 과정, 음악의 소비 과정, 음악 산업의 의미와 특성, 역사적

맥락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음악 실기나 음악

의 이해와 같은 보다 음악 자체와 관련한 교육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연주와 이론, 또는 그와 관계된 학습 보다는 그러한 모든

대영역 내용

개인과 음악

개인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

개인 생활을 위한 음악의 종류

개인 생활을 위한 음악을 노래하고 연주하며 만들기

공동체와 음악

공동체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

공동체를 위한 음악의 종류

공동체를 위한 음악을 노래하고 연주하며 만들기

세계와 음악

다양한 지역 음악의 역할과 가치

다양한 지역 음악의 종류

세계의 음악을 노래하고 연주하기

음악의 생성과 향유

음악의 생산 과정

음악의 소비 과정

음악 산업의 의미와 특성

역사적 맥락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

<표 19> 음악과 사회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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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아우르는 음악을 사회적 맥락과 현상을 통해 교육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음악과 사회 역시 음악 실기와 마찬가지로 다소 간략한 진술방식으로

영역별 내용을 제시한다.

4) 음악의 이해

음악의 이해는 먼저 내용 영역을 음악 이론과 음악사로 나누었다.

영역 내용

음악 이론

소리의 속성

다양한 기보법 체계

음악의 요소와 구성 원리

<표 20> 음악의 이해 내용 체계

1) 개인과 음악

① 개인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한다.

② 개인 생활을 위한 음악의 종류를 구분하여 이해한다.

③ 개인 생활을 위한 음악을 노래하고 연주하며 만든다.

2) 공동체와 음악

① 공동체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한다.

② 공동체를 위한 음악의 종류를 구분하여 이해한다.

③ 공동체를 위한 음악을 노래하고 연주하며 만든다.

3) 세계와 음악

① 다양한 지역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한다.

② 다양한 지역 음악의 종류를 구분하여 이해한다.

③ 세계의 음악을 노래하고 연주한다.

4) 음악의 생성과 향유

① 음악의 생산 과정을 이해한다.

② 음악의 소비 과정을 이해한다.

③ 음악 산업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한다.

④ 역사적 맥락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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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에서는 한국, 동양, 서양으로 나누어 음악의 역사를 가르치게 되

어 있다. 음악 이론에서는 국악과 서양 음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이

론, 국악 이론, 그리고 서양 음악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121) 뿐만 아니

라 이러한 이론과 역사 학습을 통해 연주, 창작 및 해석에 적용하게 함

으로써 활동과 생활화 부분까지도 지도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음악과 선택 과목은 모두 내용 체계의 내용

과 동일한 진술을 한다.

5) 음악과 생활(2009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등장한 음악과 생활은 7차 교육과정에서

121)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08, pp. 116.

악기의 분류 체계와 특성

음악 이론을 연주, 창작 및 해석에 적용

음악사

한국 음악의 역사

동양 음악의 역사

서양 음악의 역사

음악사를 연주, 창작 및 해석에 적용

1) 이론

가) 소리의 속성을 이해한다.

나) 다양한 기보법 체계를 이해한다.

다) 음악의 요소와 구성 원리를 이해한다.

라) 다양한 악기의 분류 체계와 특성을 이해한다.

마) 음악 이론을 연주, 창작 및 해석에 적용한다.

2) 음악사

가) 한국 음악의 역사를 이해한다.

나) 동양 음악의 역사를 이해한다.

다) 서양 음악의 역사를 이해한다.

라) 음악사를 연주, 창작 및 해석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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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선보였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교육과정 내용을 비교해 보아도

다르며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바나 내용을 고려할 때에도

이 둘은 서로 다른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음악과 생활이 다시 개설되고

아래와 같은 내용 변화 배경에는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과목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122)

7차 교육과정에서의 음악과 생활 내용과 비교하면, 영역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네 가지로 구분했던 것을, 음악적 표현과 소통 문화적 산

물로서의 음악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음악과

생활은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문화로서의 음악에 대한 접근을 한 것

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내용 측면에서 직접적인 음악 활동을 제시하기

보다는 큰 차원에서 음악을 즐기고 이해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122)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11, p. 14.

영역 내용

음악적 표현과 소통

악곡 구성의 요소와 원리

표현의 즐거움

음악의 영향력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사회 현상으로서의 음악

음악의 다양성

지구촌 사회의 음악

<표 21> 음악과 생활 내용 체계

(1) 음악적 표현과 소통

(가) 악곡 구성의 요소와 원리를 이해한다.

①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리듬과 화성, 장단과 가락, 셈여림과 빠르기, 음

색의 변화, 짜임새, 형식 등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와 원리를 이해한다.

② 타인의 연주를 듣고 악곡 구성의 요소와 원리에 따라 그 특징을 설명한다.

(나)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표현의 즐거움을 느낀다.

①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하고 그 음악의 특징을 표현한다.

② 연주된 기존 악곡을 편집하거나 변형하여 영상이나 춤 등과 함께 표현 도

구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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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활화라는 측면을 살리기 위해 영역별 내용에서는 다양한 학습활

동이나 수업활동을 포함한 학습내용을 권장하고 있다. 발표나 비평, 토론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음악학습이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아가 생활화 하는 데 있어서도 연주와 같은 활동이 아닌 다양

한 진출로서의 활동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③ 스스로 창작하거나 연주하고 자신의 의도를 설명한다.

(다) 음악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이해한다.

① 화해와 동질감, 위로와 휴식, 자존감과 용기 등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영향

을 미치는 음악적 사례를 찾아 발표한다.

② 여럿이 함께 하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협업의 즐거움과 소통을 경

험한다.

(2)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가) 음악을 사회 현상으로 이해한다.

① 음악과 관련된 가치 판단이 사회 경제 정치 환경 종교적 경험과 맺는 상호

연관성에 대해 토론한다.

② 음악 현상에는 소리뿐만 아니라 몸짓, 의상, 공연 양식, 유통 구조 등 다양

한 문화적 약속이 내재하고 있음을 사례를 들어 발표한다.

③ 서구 문화가 한국 사회에 유입된 이래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음악적 갈

등과 소통의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나) 문화적 산물로서 음악이 지니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인의 가치관과 경험

을 존중한다.

① 음악과 음악가의 역할 및 음악을 경험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알아본다.

② 서로 다른 문화의 음악적 특성을 기보 체계, 창법 등의 차이를 통하여 알

아본다.

③ 서구 문화가 한국 사회에 유입된 이래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음악적 갈

등과 소통의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나) 문화적 산물로서 음악이 지니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인의 가치관과 경험

을 존중한다.

① 음악과 음악가의 역할 및 음악을 경험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알아본다.

② 서로 다른 문화의 음악적 특성을 기보 체계, 창법 등의 차이를 통하여 알

아본다.

③ 삶의 환경이 음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해 발표한다.

(다) 지구촌 사회에서 발생하는 음악적 쟁점을 이해한다.

① 문화와 문화 상품의 의미에 대해 토론한다.

② 장르의 해체와 융합을 시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감상한다.

③ 저작권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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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악과 진로

음악과 진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선택 과목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기본 방향에 음악과가 역점을 둔 사례로 볼

수 있다. 음악과 진로의 목표는 “생활 속에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진

로를 탐색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이끄

는 과목”이라고 되어 있으나 일반 수준의 선택 과목으로서 음악과 관련

된 진로를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도 선택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과 진

로라고는 해도 음악과 관련하여 다양한 산업적 특성과 현장에 대한 특징

등을 통한 교양 증진을 위하여 음악 관련 전공이 아닌 학생들에게도 권

장할 수 있는 과목이다.

내용 영역은 음악의 경험과 현장, 음악의 진로와 특성 두 부분으로 되

어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음악의 경험 사회적 협업의 현장, 다양한 직

업의 세계 진로를 향한 도전과 상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음악의 경험이

나 진로를 향한 도전과 상상은 교육과정의 학습내용으로서 다소 추상적

인 면이 있으며 구체적인 학습지침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영역 내용

음악의 경험과 현장
음악의 경헙

사회적 협업의 현장

음악의 진로와 특성
다양한 직업의 세계

진로를 향한 도전과 상상

<표 22> 음악과 진로 내용 체계

(1) 음악의 경험과 현장

(가) 음악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한다.

① 음악이 즐거움, 자존감, 동질감, 위로와 용기 등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영

향을 미치는 경우를 찾아 발표한다.

② 공연장, 영화관, 교실, 가게, 서적, 텔레비전, 온라인, 엠피쓰리 플레이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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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내용에서는 음악과 생활과 유사하게 발표나 조사, 토론과 같은

학습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의 경험’의 경우 다양한 음악의 역할이

나 기능에 대해서도 이해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음악의 진로와 특성’의

경우 일부 음악의 경험이나 사회적 협업의 현장과 내용이 겹치는 점도

있다.

한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학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유추해보면 교

과서나 학습내용의 구성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음악 자체가 아닌 음악과 관련한 내용들을 조사하고, 발표한

다는 점에서는 교과서 개발에 있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음악’의 활동이 무의미해지거나

음악과 진로의 내용 영역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문제점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방향

을 추구하는 점과 사회 속에서의 음악의 실재를 탐구할 수 있다는 점,

음악과 관련한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내용을 제공

음악을 경험하는 다양한 공간과 매체를 찾아보고 그를 통한 음악 경험의 서로

다른 특성에 대해 토론한다.

(나) 음악 경험을 사회적 협업의 현장으로서 이해한다.

① 음악 경험의 공간 또는 매체를 만드는 사람들의 준비와 노력에 대하여 알

아본다.

② 작곡자와 연주자, 청취자 외에도 음악의 효과와 경험에 상관된 여러 사람

의 다양한 활동을 찾아본다.

③ 공연 기획자, 음향 기술자, 방송 프로듀서, 악기 조율사, 음반지기(디제이),

교사, 기자, 행정관을 비롯하여 음악이 존재하는 시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관찰한다.

(2) 음악의 진로와 특성

(가) 음악 경험에 기여하는 다양한 직업의 활동과 역할을 이해한다.

① 음악과 관련된 직업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한다.

② 특정한 음악 관련 직업 활동의 체험하기를 통하여 관찰 태도를 심화한다.

③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필요한 적성과 능력을 조사한다.

(나) 진로를 향한 도전과 상상의 능력을 배양한다.

① 우리 음악 현장에서의 새로운 시도나 타 문화의 고유한 음악 활동을 조사

하여 일상적 사례와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② 공연이나 지역 축제, 방송 프로그램, 음반, 음악 신문 등의 새로운 기획, 받

고 싶은 음악 수업의 구상 등 보다 실험적인 진로 활동을 고안하여 발표한다.



- 79 -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4. 분석 내용 종합 및 논의

가. 편제

선택 교육과정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보통 교과 이하가 분류되는 방식

에서 각 차시별 특징이 나타나있다. 처음 등장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먼

저 두 가지로 분류하였고 명칭을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선택 과목’으

로 하였다. 여기서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과 ‘심화’로 나누었다. 2007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선택 과목’으로 나누고 선택

과목의 경우 7차 교육과정처럼 재분류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기본 과목, 일반

과목, 심화 과목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앞서 보통 교과를 구분하던 ‘국민

공통 기본 교과’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이라는 말

도 삭제하여 보통 교과의 구성 자체가 선택 교육과정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 공통’이라는 표현 대신에 ‘기본 과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선택 교육과정에 비추어 과목의 계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선택 교육과정이라고 할

지라도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공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이와 함께 선택 과목

역시 재등장 하였다. 이와 같은 편제 속에서 음악은 항상 국민 공통 기

본 교과에 편성되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만 일반 과목에 편성되

었다. 한편 음악과 선택 과목은 모두 선택 과목 내에서 일반과 심화 모

두에 음악과 선택 과목을 개발하였다.

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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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교육과정별로 과목을 비교해 보면 과목별 개성과 편성 기준을

알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시작된 선택 교육과정이 2007 개정 교육

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목의 변화, 과목수의 변화 등 몇 가

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7차에서는 음악과 생활 한 과목만이 선택 과목으로 등장하였다. 7차에

서는 음악 교과의 내용 영역에서 생활화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음악이

학습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됨을 강조한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학교의 음악과 선택 과목을 음악과 생활로

편성하고 음악을 선택하는, 즉 음악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을 위

해 만든 선택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음악과 생활의 경우 음악에 대한 이

론적인 내용이나 전문적인 실기 능력과 같은 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성격의 과목은 아니다. 즉 음악과 생활은 음악 자체에 관한 심화된

학습이나 음악가를 위한, 또는 음악 전문적 교육 내용에 중점을 둔 선택

과목은 아닌 것이다.

1997년에 고시된 7차 교육과정에서 10년이 지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이러한 선택 과목의 주안점이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편

성된 과목 자체도 7차와 비교할 때 완전히 바뀌었다. 과목수도 3개로 늘

어났으며 과목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음악과 생활과 같은 교양과목적인

느낌에서 벗어나 있다. 2007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는 이러한 선택 과목 교육과정을 비교하면서 “목표 내용에 있어 그 범위

가 확대됨”,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을 보다 균형 있게 진술” 하였

다고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123)

123)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pp. 130.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 생활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표 23> 교육과정별 음악과 선택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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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음악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과목 구성과 내용 선정 방향

은 다문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학생의 소양 증진과 진로 적성의 적

극적인 지원 그리고 음악의 심미적 가치와 함께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음악과 생활’ 외에 전문 교

과였던 ‘음악 실기’와 ‘음악 이론’(이 과목들은 전문 교과가 아닌 심화 선

택 과목이었으나 예술에 관한 전문 교과의 과목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

다)124)을 재구성 하여 학생들의 보다 넓은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목수를 3개로 증가시키고 ‘음악 실기’, ‘음악과 사

회’, ‘음악의 이해’로 개발하였다.125)

음악 실기에서는 연주 능력과 관련한 교육을, 음악과 사회에서는 음악

과 관련한 사회적 지식과 교양 교육을, 음악의 이해에서는 이론과 역사

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선택 과목의 성

격이 이전 교육과정의 음악과 생활보다 구체적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

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점도 있다.

7차 교육과정의 음악과 생활에서는 전문가/비전문가를 포함한 음악 애호

가를 양성함에 목적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층위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 자체

를 음악이 가진 특성에 맞추어 실기, 이론, 교양의 구성으로 늘리고 편성

하여 음악 중에서도 각각의 관심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7차에서 2007의 변화는 보다 음악적 내용 중심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2007에서 2009로의 변화는 7차에서 2007로의 변화와는 큰 차이점이 있

다. 우선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의 특징 자체가 큰 변화였으며 개정

방향이 매우 뚜렷하였다. 이에 음악과 역시 그러한 총론과 개정 방향의

내용을 따라 선택 과목을 새롭게 재편하였다.126)

124) 교육부,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1997, p. 10.

125) 성경희 외 1명, 앞의 책, p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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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없어졌던 음악과 생활이 다시 등장하였

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이었던 ‘진로’개념을 도입하

여 ‘음악과 진로’라는 과목을 신설하였다. 선택 과목의 경우 그 수가 여

러 가지가 되면 각 과목의 특성과 과목들 간의 역할을 잘 맞추어야 한

다. 2007의 경우 몇 년 사용되지는 못 했으나 선택 과목의 개성이 뚜렷

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하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일반 선택 범주에 해당하는 과목이 세 과목에서(음악 이론,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두 과목으로 과목수가 줄었고127) 음악과 진로의 경

우 엄밀히 말해 ‘음악’ 중심적이기 보다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방향에 중

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보통 교과들 내에서의 연

계와 일관성의 문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간의 연계와 위계의 문제,

사회적 요구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과목으로의 개편이나 신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어 음악과 선택 교육과

정을 재구조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128) 무엇보다도 이러한 재구조화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의 변화에 맞추어 총론

의 기본 정신, 편성, 운영 등의 방향을 반영하면서 단위 학교의 실정과

조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음악과 선택 과목의 재구조화를 시도한 것이

다.129)

126)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연구 개발, 2011, p. 21.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교육과정 이수 기간이 9년 단축됨에 따라 선택

교육과정 이수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기존 고등학교 1학

년 교육과정 내용과 2, 3학년 선택 과목 간 내용 중복 및 유사, 수준별 위계 검토

조정 등 선택 과목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

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고등학교 교육 목표, 그리고 편제와 운영의 방향에 따

른 재구조화도 요구되었다”

127)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12, p. 22. 그러나 고

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중점 중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항목

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2의 제1항과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고

등학교와 자율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의 기본 과목, 일반 과목, 심화 과목을

중심으로 개설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달리 보면 예술 계열 전문 교과가 심화

과목으로 재편성 되었으므로 일반 고등학교에서 음악 관련 선택 과목이 더 넓어

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128)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11, p. 14

129)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11,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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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과정 항목별 내용

1) 성격

먼저 각 차시별로 성격의 변화를 살펴보면 7차에서의 음악과 생활은 거

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을 지닌다(<표 24>130)). ‘참여’나 ‘가치관 형성’,

‘계승 발전 및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은 선택 과목의 규모로서는 다소

무리가 있는 내용이다. 반면에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 생활’

하나로만 수행할 수 없는 음악의 다양한 측면을 위해 과목수를 늘렸다.

특히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인 실연 측면을 위해 음악 실기를 개발하였다.

음악 실기의 성격은 음악과 생활과는 차이가 많다. 음악 실기는 ‘표현 능

력’을 함양하고자 하며 ‘음악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음악 애호가’를 육

성하려고 하였다. 이는 활동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학습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실연과 함께 이론의 측면에서 ‘음악의 이해’는 이와 같은 맥락

으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음악과 사회’는 음악 실기와 음악

의 이해와는 다른 측면에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격에서는 음악

과 관련한 직접적인 능력을 함양하거나 그로 인한 음악의 생활화를 말하

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관련된 지식과 그로 인한 문화 소양을 갖춘 시민

의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130) 교육과학기술부, “2007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2008, pp. 130-131.

구

분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 생활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성

격

○다양한 음악

활동에의 참여

○음악에 대한

○음악의 미적

특성을

감지하고

표현할 수

○음악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지식 이해

○음악 이론

및 음악사에

대한 지식

습득

<표 24> 교육과정별 음악과 선택 과목 성격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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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성격을 명료화 하여 독립적인 항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목표를 언급함에 있어 교과의 성격이 어떠한지

를 먼저 설명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되

었던 음악과 생활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인데, 하지만 성격 면에서 두 과

목은 매우 다르다. 7차에서의 음악과 생활은 다소 포괄적인 면에서 음악

의 생활화를 주안점에 두고 있었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음악과

생활은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2) 내용 체계

영역별 내용이 각 과목의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담고 있으나 영역별 내

심미적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

○우리 음악

문화 계승

발전 및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

있는 능력

함양

○창의적인

음악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음악 애호가

육성

○음악적 교양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음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음악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

함양

목

표

○음악성

창의성 함양

○우리 음악

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

○음악의

생활화

○연주 능력

증진

○창의적 표현

능력

○음악을

생활화 하는

태도

○음악의

역할과 가치,

생성과 향유의

특성 이해

○다양한 음악

경험

○음악에 관한

비판적 안목

형성

○음악 이론

이해

○음악의 역사

이해

○음악적

지식의 적용

○음악적

표현과 소통의

즐거움

○문화적

산물로서

음악을 이해

○음악 경험이

일어나는

현장에 대한

관찰을 통한

다양한 진로

탐색

○음악과

관련된 진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질과

도전 정신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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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내용 체계 항목의 하위 영역으로 진술되므로 내용 체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하겠다.

7차 교육과정에서 음악과 생활의 내용 영역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전통

적인 활동 영역 구분인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25>131)).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선택 과목인 음악과 생활을 보통

교과인 음악의 연계 심화한 과목으로 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7차 교육과정에서의 음악과 생활은 내용 영역이 선택

과목으로서 크게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007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영역이 ‘음악 실기’ 과목에 그대

로 반영이 되었다. 즉 위와 같은 활동 영역들은 음악에 있어 실연의 측

면에 가깝다고 보고 ‘음악 실기’ 과목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

다. 또한 이와는 달리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에서는 이 같은 활동 영

역을 내용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각 과목의 특성에 따라 내용 영

역을 구성하게 하였다. 음악과 사회의 경우 다양한 인문학적, 사회학적,

미학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목이나 고등학교의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 공동체, 세계, 생성과 향유와 같이 위계적인 모습으로 구성하였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음악의 이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론과 역사만

131) 교육과학기술부, “2007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2008, pp. 130-131.

구

분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 생활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내

용

영

역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음악 듣기

개인과 음악

공동체와 음악

세계와 음악

음악의생성과향유

이론

음악사

음악적 표현과

소통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음악의 경험과

현장

음악의 진로와

특성

<표 25> 교육과정별 음악과 선택 과목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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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용 영역으로 구성하여 고등학교 선택 과목 수준으로서 적정한 수준

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접근과는 다르게 ‘진로’라는 개념이 대두되어 이를 적극 반영하였다. 음

악과 진로와 같이 ‘진로’ 개념을 직접적으로 교과에 대입한 경우는 체육

과와 음악과뿐이다. 음악과 진로는 음악의 경험이 일어나는 현장과 음악

의 진로와 특성을 내용 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음악이 인간사회에

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나아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적, 직업적 측

면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라. 논의

7차 교육과정에서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은 ‘음악과 생활’이라는 하나의

선택 과목만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였으며 이는 보통 교과

인 음악을 심화 연계한 것이었다. 성격과 목표 측면에서 음악의 생활

화를 지향하며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2007 개정에서는 음

악과 생활이라는 단독 선택 과목보다는 선택의 폭을 넓혀 음악의 다양한

측면을 제공하고자 과목수를 늘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음악 실기와

같이 전문 교과에 속하였던 교과목을 선택 과목에 편성함으로써 여러 가

지 음악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에게 맞출 수 있는 선택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접

근과는 달리 총론의 ‘진로’개념이 대두되면서 음악과 진로라는 과목을 개

발하게 되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일반 선택 과목

에서는 음악, 미술, 연극으로 편제되고 진로 선택 과목에 합창합주, 음악

감상과 비평이 개발되었다. 이 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과 선

택 교육과정은 음악과의 선택 과목이 아닌 예술교과군에서의 선택 과목

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음악과 선택 과목과의 층위가 서로 달라

졌다. 즉 음악의 다양한 측면을 일반 선택 과목에서 편성하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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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다른 예술교과와 동일선상에 놓여 ‘음악’ 과목으로서 ‘예술 교과

선택 교육과정’과 같은 형식이 되게 된다.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개발되는 과목과 함께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기

존의 선택 과목에 의한 선택 교육과정처럼 일반 선택 과목에서의 선택

교육과정이 아닌 진로 선택 과목, 즉 보다 심화된 선택 교육과정으로의

편제로 변화되는 것이다.

큰 틀에서의 이 같은 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은 국가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용을 통해

변화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의 변화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은 교육과정 총론 입장에 따른 변화

이다. 즉 국가교육 자체에 대하여 사회적,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

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의 반영뿐만 아니라 2009 개정 교육과정 자체 성격에

맞도록 음악과 교육과정이 개정 중점을 맞춘 면도 있다(교육과학기술부

연구보고서, 2011, 7). 보다 직접적인 내용에서 보면 음악과 선택 과목은

2007에서 ‘음악과 사회’와 같은 과목을 개발하여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의 양상과 의미, 역할 등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 진로’와 같은 과목을 개발하여 진로와

창의와 같은 특징을 반영하였다.

둘째,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에서의 각 과목들은 음악의 다양한 측면을

제공하거나 생활화(실천)을 강조하는 양상을 추구하였다.

7차에서 처음 등장한 고등학교 음악과 선택 과목인 ‘음악과 생활’에서부

터 음악의 생활화와 실천성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132) 2007 개정

132)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11, p. 17. 음악의 생활화의 경우 교육과정 개정 전

반에 영향을 미친 중점 내용이다. 그러나 이를 학습 영역으로 구체화 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한편으로는 음악과 생활이라는 과목을 개발하여 생활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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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음악과 사회’라는 과목을 신설하여

단순히 실천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맥락에서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7차 교육과정 때와는 내용이 다

르지만 역시 동일한 명칭으로 생활화 자체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음

악과 생활’이 재등장하였다. 또한 ‘음악과 진로’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음

악과 관련한 진로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러한 변화의 특징들은 모두 음악의 심미적 가치만이 아닌 역할과 기능

을 중시하고 특히 생활화와 실천을 강조했다는 것이다.133)

셋째, 교육과정 총론이나 타 교과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지만

음악과의 경우 음악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과 진로 등과 같이 학생들의

적성이나 진로 등을 고려하는 선택 과목이 개발되었다. 또한 내용 면에

서는 창의성을 강조하는 방향을 추구하였다.

선택 교육과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진로와 적성과 같은 개념을 고려한

다. 음악과에 있어 적성은 구체적인 음악의 여러 선택 과목의 등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음악실기 과목을 두었고 음

악과 사회를 개발하여 음악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학습

할 수 있게 하였다.134)

넷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악실기가 있었으나 이외에는 모두 활

동(실기) 측면이 다소 미흡한 교과가 편성되었다. 물론 이는 수업가능성

과 학생들의 수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개설된

과목과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할 때 학습 영역에서 활동 면이나 실기적인

측면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한편 그러한 교육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교과는 전문 교과에 편성되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예술과 관

련한 전문 교과가 삭제되고 이것들이 보통 교과의 심화 과목으로 편제되

대한 중요성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133) 교육부, 앞의 책, 2006, p. 94.

134) 교육부, 앞의 책, 2006, p. 94. “‘음악과 사회’는 소양 증진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회와 관련된 음악 지식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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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하였으나 일반 고등학교에서 실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일반

과목으로 선택 교육과정이 편성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음악

과 사회와 같은 과목은 적절성과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다.135)

다섯째, 매 차시마다 선택 과목이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과목 개발 기준

이나 선택 과목의 내용적 측면에서 학습 영역의 기준 등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또한 과목의 지속성과 수업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도

들 수 있다. 음악과 생활의 경우 7차에서 등장하여 2007에서 삭제되고

2009에서 다시 등장하였지만 이 둘은 성격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2007

의 선택 과목 중 음악과 사회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였으며 이 세 과목

역시 2009에서는 모두가 새로운 과목으로 교체되었다. 이 점에서 선택

과목의 지속성과 수업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136)

일곱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선택 과목으로서의 음악 교과

정체성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번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선택

과목이 바뀐다는 것은 기본적인 음악 교과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선택 교

135)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11, p. 6.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의 일

부분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기에, 그리고 적성과 진로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도

움을 받기에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내용 수준에서도 일반계나 예술

계열 고등학교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도 포

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6)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2011, p. 15. “‘음악과 사회’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에서 사회의 다양한 음악 현상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나 현

장 교사들에 의해 교과의 바람직한 개설 의도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양과 수준이

전문 교과의 과목보다 어려우며 이론적인 내용에 치우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선택 과목의 재구조화

방향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 학

생들에게는 음악을 통한 교양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음악과 관련된 진로를 준

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전공과 관련한 기초 소향의 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과목,

그리고 공통 교육과정인 중학교와 전문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음악

과 생활’과 ‘음악과 진로’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연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악과는 또다시 두 과목을 삭제하고 새로운 과목을 내

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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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정체성과 역할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부족해진다. 또한 그럼으로써

선택 교과의 개발 측면이나 이후의 수명도 불투명해진다. 따라서 선택

과목을 개발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준, 학습영역에 대한 일관된 구분, 혹

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음악 관련 수업의 자율적 편성(합창, 합주, 실내

악, 밴드, 음악극 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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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음악은 우리나라 근대 교육과정이 시작된 이래 처음부터 정규교과로 편

성되어 온 교과이다. 국가가 성장하면서 제도가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예술과 관련한 학문들도 발전하면서 음악 교과도 변화 발전을

이어왔다. 국가 교육과정에 있어 선택 교육과정 개념이 실시되고 창의성

과 진로 등의 교육적 개념들이 도입되면서 개별 교과들의 교육과정과 과

목들도 변화하고 발전해갔다. 음악 교과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문

교과가 먼저 개발되고 후에 선택 교육과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이 개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목의 변화와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어 왔고 앞으로 시행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선택 교육과

정의 체제는 유지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은 1997년에 최초로 시작

하여 현재까지 약 20년 정도를 유지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특징들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음악

교과의 정체성과 역할이다. 그것이 교육과정 문서에서 ‘성격’이나 ‘정체

성’, ‘역할’과 같이 언급되는 항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표나 내용 체계의

세부적인 학습 내용 등을 통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선택 교

육과정의 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정체성과 역할에 부쳐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선택 교육과정은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교과로서의 음악 교과의 성격 자체에 선택 과목의 역할이

나 기능의 의미까지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 같은 작

업이 선행되어야만 보다 음악 교과의 특성을 살리고 유지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선택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음악의 다양성과 실천성에 관한 일관된 학습영역의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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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경우 국어과의 학습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 과목의 성격과 학

습영역 담당의 기능이 매우 뚜렷하다. 이는 영어나 사회과의 경우도 마

찬가지다. 그러나 음악과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이라는 학습영역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에서는 이러한 계열성의 심화성이나 전문성이

다소 엉성하게 짜여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의 다양한 측면을 제공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학습

영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일관된 선택 과목 편성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바뀌

거나 총론의 내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타 교과의 경우

음악과만큼 선택 과목이 변화한 경우는 거의 없다. 더군다나 음악과의

선택 과목은 서로 성격도 상이하였으며 일관성이 없었다. 음악과 사회는

제대로 사용되지도 못한 채 삭제되었다. 현행 음악과 생활은 7차에서 사

용된 명칭을 그대로 썼으나 교육과정 내용은 차이가 있어 어떤 의미로

개발되었는지, 한편 7차에서의 음악과 생활은 어떤 의미였는지 그 개발

배경에 모호한 점이 있다. 또한 음악과 진로의 경우 다소 음악과 자체적

인 측면이 부족하며 다분히 총론에 의한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국어와 사회 교과의 경우 매 차시별 총론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꾸준하게 기존의 선택 과목을 유지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설령 총론의

방향에 관하여 개별 교과가 수용한다고 할 때에도 기준을 분명히 할 필

요가 있다. 즉 모든 교과들이 총론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

지, 음악과 진로의 사례처럼 선택 과목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기존 교과의 내용 체계 속에서 학습내용을 통해

총론의 내용들을 수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의 개발 측면에서 각 교과의 선택 교육과정을 개발

한다는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총론에서 선택 교육과정에 대한 요소로는

진로와 적성, 흥미, 능력 등이 있다. 그런데 이를 각 교과에 적용할 때에

는 교과별로 그 요소들과 관련된 학습내용이나 사회제도 등에 대한 기준

이 정해져야 한다. 예컨대, 음악에 있어 진로나 적성, 흥미를 무엇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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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인지, 교육적 영역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학

문적인 성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을 분석한 대로

음악과 사회가 어떤 점에서 얼마만큼 ‘진로’와 ‘적성’을 담아내었는지, 또

한 음악과 진로가 얼마만큼 ‘진로’와 ‘적성’, ‘흥미’, ‘능력’ 등을 담아내었

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과 연극과 함께 선택 교과로 편제

되어 선택 교육과정으로서 새로운 체계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될수록 더욱 교과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럼으로써 선

택 과목을 개발하고 편성할 때 보다 일관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

다. 현재는 앞서 살펴 본 대로, 각 교육과정 차시마다 음악과 선택 과목

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제대로 사용되지도 않은 채 삭제되고 다시

새로운 과목이 만들어지고 또 삭제될 상황에 놓인 형국인 것 역시 마찬

가지 실정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선택 과목의

개발과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체성과 기준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음악이라는 분야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도 그렇고, 일반사회 교과처럼 학문적으로 범주화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학문의 분화와 전문화를 통해 선택 과목이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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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officially implemented an elective curriculum for the first

time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An elective curriculum is often

understood as a concept opposed to the common curriculum. The 7th

national curriculum applies the common curriculum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while the second and third years of high school follow

the elective curriculum. After the 2009 revised curriculum which is

currently being applied after two amendments, the elective curriculum

is applied to all three years of high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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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ve curriculum is a global trend in education and has

considerable pedagogical and ideological implications. In particular, the

most important point of elective curriculum lies in ensuring the

students’ selective rights and participation in education. Most of the

elective curriculum is operated as each individual subject composes an

elective curriculum and develops a set of various elective subjects

accordingly. In Korea, the first elective curriculum in music was

developed along with elective music subjects in the 7th curriculum.

This curriculum has continued to maintain its elective subjects since

then and is expected to maintain as the elective curriculum system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hich is yet to be implemented this year.

However, the elective curriculum in music has been operated by

changing the subjects every time the national curriculum was revised.

Thus,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with regard to the consist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elective curriculum in music and development,

evaluation and reflection of the elective music subjects.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elective subject and

elective curriculum in music, and analyze each part of the elective

curriculum in music since the 7th curriculum. Then we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lective subject curriculum and various issues

regarding the changes. Through such considerations, this paper is

expected to offer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elective curriculum in music.

keywords : elective curriculum, elective curriculum in Music,

elective music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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