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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보화사회라 일컬어지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감각적인 멀티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반면, 학교의 음악교육 현

장은 여전히 인쇄매체인 음악교과서를 핵심적인 교수․학습 자료로 사용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과 학교 현장의 간극을 줄이는 구체적

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미래의 학교 현장을 위해 멀티미디어를 음악실에 

도입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 보다 음악교과서를 통해 

학습자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

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첫째, 음악교과

서의 정보시각화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둘째, 개발된 모형

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에 대해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보의 저장과 이

동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정보를 시각화 했을 때 학습에 주는 효과

와 시각화 할 때의 유의점 등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

고 정보시각화 분석에 대한 여러 연구들과 저서를 고찰하여 음악교과서

의 정보시각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분석 모형 개발의 결과로, 3가지 측면에서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정립하였다. 개발된 분석 모형은 �정보 내용

에 따른 시각화 분석�, �정보시각화의 기능 분석�, �정보시각화의 

유형 분석�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범주는 5개에서 7개의 

하위 준거를 포함한다. 

첫 번째 범주인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 분석� 모형은 정보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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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따라 적합한 시각화의 유형를 제시하고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가 

기대유형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음악교과서의 내용은 

�소리․음악�, �행위․지침�, �과정�, �역사�, �일반 개념�, �태

도�의 6가지로 나뉘며, 이 내용은 각각�악보�, �구체성이 높은 시각

화�, �단계가 드러난 시각화�, �연표 혹은 시간의 흐름이 드러난 시

각화�, �설명형 텍스트와 인포그래픽�, �태도 변화의 예시가 드러난 

시각화�의 형태로 시각화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범주인 �정보시각화의 기능 분석� 모형은 텍스트와 그래

픽의 관계에서 그래픽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설명적 기능, 예시적 기능, 보충적 기능, 장식적 기능, 수행적 기능의 5

가지로 나누어진다. 

  세 범째 범주인 �정보시각화의 유형 분석� 모형은 음악교과서의 

시각정보를 �사진, 삽화, 이미지 관련 그래픽, 개념 관련 그래픽, 자의

적 그래픽, 문장, 단어�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개발된 모형을 현행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8종에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국악의 악보 사용 방식에 있어서 변형․혼합보를 사용하는 경

우 같은 교과서 내에서는 그 형태를 통일하는 것, 그리고 전통 가곡과 

같이 정간보로 전해진 음악의 장르는 교과서에도 그 전통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주할 때의 자세나 주법과 같은 심동적 영역의 정보를 시각

화 할 때는 그래픽자료와 텍스트 간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유의하여

야 하며, 특히 그래픽으로 이를 제작할 때는 실제 연주 모습을 정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셋째, 음악사 단원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한눈에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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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연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별 감상곡 단원에서도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각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음악의 형식을 나타낼 때에는 인포그래픽 형태의 자료와 설

명형 텍스트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섯째, 그래픽 자료에는 그래픽이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

고, 학습자가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캡션이 반드시 필요

하다. 

  여섯째,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유도하

고, 학습자 개인에게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

각화 형태를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교과서 전체 지면 상에서 주요 정보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교과서 지면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인쇄물 형태의 음악교과서가 디지털미디어로 변

환될 미래를 대비하여 각 정보들을 바람직한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음악 교과서, 정보시각화, 시각정보, 분석 모형, 음악교육

학  번 : 2005-30463



- iv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7

  3. 연구의 의의 ------------------------------------------ 8

  4. 연구 범위와 제한점 ---------------------------------- 10

  5. 용어 정리 ------------------------------------------- 12

    

II. 이론적 배경 ----------------------------------- 15

1. 정보 ------------------------------------------------ 15

   1) 정보의 개념 고찰 ---------------------------------------- 15

    2) 정보의 저장과 이동에 관한 이론 -------------------------- 20

2. 정보시각화 ------------------------------------------- 25

   1) 정보시각화의 개념 --------------------------------------- 25

    2) 정보시각화의 효과 및 관련 연구 ------------------------- 29

  3. 정보시각화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 35

    1) 정보의 내용에 따른 시각화 ------------------------------- 35

    2) 정보시각화의 기능 --------------------------------------- 39

    3) 정보시각화의 유형 --------------------------------------- 45

    4) 정보시각화의 관계구조 ----------------------------------- 49

    5) 교과서 심의 기준 ---------------------------------------- 51

    6) 그 외 --------------------------------------------------- 56



- v -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 57

1. 연구절차 -------------------------------------------- 57

  2. 분석 모형 개발의 기준 ------------------------------- 59

   1) 분석 대상의 구체화 -------------------------------------- 59

    2) 선행 연구의 수집 및 검토 -------------------------------- 61

    3) 기존 연구들의 적합성 검토 ------------------------------- 62

    4) 다양한 관점의 분석 가능성 고려 -------------------------- 63

  3. 분석 대상 ------------------------------------------- 64

4. 분석 방법 및 결과의 표시 ----------------------------- 66

    1) 분석 범주에 따른 분석 대상의 분류 ---------------------- 66

    2) 분석 방법 ----------------------------------------------- 69

    3) 결과의 표시 --------------------------------------------- 70

IV.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의 개발 ----- 72

1. 분석 모형 개발의 과정 ------------------------------- 72

    1) 분석 정보의 범위 설정 ----------------------------------- 72

    2) 분석의 범주 설정 ---------------------------------------- 81

  2. 분석 모형 개발의 결과 -------------------------------- 89

    1)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 개발 결과 ------------- 89

    2)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 분석 모형(범주 1) --------------- 91

    3) 정보시각화의 기능 분석 모형(범주 2) ---------------------- 93

    4) 정보시각화의 유형 분석 모형(범주 3)  --------------------- 97

  



- vi -

V.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의 적용 ---- 100

  1. 음악교과서의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 분석 결과 ------ 100

    1) �소리‧음악�의 분석 결과 ------------------------------ 100

    2) �행위‧지침�의 분석 결과 ------------------------------ 108

    3) �과정�의 분석 결과 ----------------------------------- 112

    4) �역사�의 분석 결과 ----------------------------------- 119

    5) �일반개념�의 분석 결과 ------------------------------- 127

    6) �태도�의 분석 결과 ----------------------------------- 153

  2.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기능에 따른 분석 결과 ------- 158 

  3.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165

    1) �성악의 바른 자세� 분석 결과 ------------------------- 165

    2) �성악의 바른 호흡� 분석 결과 ------------------------- 168

    3) �리코더 연주의 바른 자세� 분석 결과 ---------------- 171

    4) �단소 연주의 바른 자세� 분석 결과 -------------------- 173

4. 종합 논의 ------------------------------------------- 176

   1) 악보 사용 방식의 문제 ---------------------------------- 176

    2) �자세와 주법�에 대한 정보시각화의 정확성 문제 -------- 177

    3) 음악사 단원과 연표 ------------------------------------- 179

    4) 형식 정보에서의 그래픽의 적절한 사용 ------------------- 183

    5) 그래픽 자료의 캡션(caption) 필요 ------------------------ 186

    6)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시각화 강화 -------------------- 186

    7) 주요 정보에 집중 할 수 있는 조화로운 교과서 지면의 활용  187

    8) 디지털미디어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각화 준비의 필요 ------- 189



- vii -

VI. 결론 및 제언 -------------------------------- 189

  1. 결론 ------------------------------------------------ 189

  2. 제언 ----------------------------------------------- 192

참고문헌 --------------------------------------- 195

Abstract ---------------------------------------- 207



- viii -

표   목   차

<표 II-I> 정보와 관계된 개념의 정의 ----------------------------- 18

<표 II-2> 정보시각화의 장점 ------------------------------------ 30

<표 II-3> 정보시각화의 유의점 ---------------------------------- 31

<표 II-4> 정보의 내용에 따른 시각화 연구 ----------------------- 39

<표 II-5> 정보시각화의 기능과 관련된 연구 ---------------------- 43

<표 II-6>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른 시각화된 정보의 유형 ---------- 47

<표 II-7> 정보시각화의 유형과 관련된 연구  --------------------- 48

<표 II-8> 정보시각화의 관계구조와 관련된 연구 ------------------ 50

<표 II-9> 교과서의 시각정보와 관련된 심의기준 정리 ------------- 52

<표 II-10> 정보시각화의 유의점과 심의기준과의 비교 ------------ 53

<표 II-11> 시각디자인 평가기준 --------------------------------- 54

<표 II-12> 정보시각화의 외형에 관련된 분석 연구 ---------------- 55

<표 II-13> 정보의 의미전달 유무에 따른 시각화 자료 분석 연구 --- 56

<표 II-14> 정보유형에 따른 인포그래픽 유형 --------------------- 56

<표 III-1> 연구수행과정 ----------------------------------------- 58

<표 III-2>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정보의 구체화 ------------ 60

<표 III-3>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8종 --------------------- 65

<표 III-4> 분석 범주에 따른 분석 대상(정보)의 분류 --------------- 68

<표 III-5>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사용한 아이콘 ---------------- 71

<표 IV-1> 내용 체계 ------------------------------------------- 73

<표 IV-2> 학년군별 성취기준 [중학교 1~3학년군] ----------------- 74

<표 IV-3>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중학교 1~3학년군] ---------- 75



- ix -

<표 IV-4>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8종의 공통 정보 --------- 77

<표 IV-5> 오병근과 강성중(2008)의 시각화 전략과 음악교과서에의 적용 

가능성 ------------------------------------------------ 83

<표 IV-6> 최성희(2007)의 시각화 전략의 음악교과서에의 적용 가능성 

및 오병근과 강성중(2008)의 시각화 전략과의 비교 -------- 85

<표 IV-7> 정보 내용 및 분석 대상의 시각화 기대 유형의 정리 ----- 92

<표 IV-8> 시각화의 기능에 따른 그래픽 자료 분류 방법과 예시 ---- 94

<표 V-1> �소리․음악� 정보의 시각화 분석 결과 ---------------- 102

<표 V-2> �행위․지침� 정보의 시각화 분석 결과  --------------- 102

<표 V-3> �과정�의 분석 결과 -------------------------------- 113

<표 V-4> �역사�의 시각화 분석 결과 ------------------------- 120

<표 V-5> �국악의 형식�의 분석 결과 ------------------------- 129

<표 V-6> �서양 음악의 형식�의 분석 결과 -------------------- 139

<표 V-7> �태도�의 분석 결과 -------------------------------- 156

<표 V-8> 시각화의 기능에 따른 �음악극 창작�의 그래픽 자료 분석 

결과 ------------------------------------------------- 159

<표 V-9> �성악의 바른 자세�의 사실적 시각정보 분포 --------- 165

<표 V-10> �성악의 바른 자세� 관련 시각정보의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른  분포 ------------------------------------------- 166

<표 V-11> �성악의 바른 호흡�의 사실적 시각정보 분포 -------- 168

<표 V-12> �성악의 바른 호흡� 관련 시각정보의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른  분포 ------------------------------------------- 169

<표 V-13> �리코더 연주의 바른 자세�의 사실적 시각정보 분포 - 171

<표 V-14> �리코더 연주의 바른 자세�관련 시각정보 유형의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른 분포 ----------------------------------- 172



- x -

<표 V-15> �단소 연주의 바른 자세�의 사실적 시각정보 분포 --- 174

<표 V-16> �단소 연주의 바른 자세�관련 시각정보의 구체성과 추상성

에 따른  분포 ---------------------------------------- 174



- xi -

그 림  목 차

[그림 I-1] 정보시각화와 관련된 용어 정리 ------------------------ 14 

[그림 II-1] 데이터, 정보, 지식 ----------------------------------- 19

[그림 II-2] Minard의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공 다이어그램� ---- 27

[그림 II-3] �세계도회� 영문 번역판 중 일부 -------------------- 28

[그림 IV-1] 정보시각화의 범위 ---------------------------------- 82

[그림 IV-2]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 도식 ------------- 90

[그림 IV-3] 정보내용에 따른 시각화 분석 모형(범주 1) 도식 ------- 93

[그림 IV-4] 정보시각화의 기능 분석 모형(범주 2) 도식 ----------- 94

[그림 IV-5] 설명적 기능 예시 ----------------------------------- 94

[그림 IV-6] 예시적 기능 예시 ----------------------------------- 95

[그림 IV-7] 보층적 기능 예시 ----------------------------------- 95

[그림 IV-8] 장식적 기능 예시 ----------------------------------- 96

[그림 IV-9] 수행적 기능 예시 ----------------------------------- 96

[그림 IV-10] 정보시각화의 유형 분석 모형(범주 3) 도식 ----------- 99

[그림 V-1] 교과서 15의 판소리 �사랑가� ---------------------- 104

[그림 V-2] 교과서 14의 판소리 �화초장 대목� ----------------- 104

[그림 V-3] 교과서 14의 판소리 �자진사랑가� ------------------ 105

[그림 V-4] 교과 10의 판소리 �비단 타령� --------------------- 106

[그림 V-5] 교과서 15의 가곡 �바람은� ------------------------ 107

[그림 V-6] 교과서 13의 �리코더 연주자세� 정보의 시각화 ------ 111

[그림 V-7] 교과서 4의 �리코더 텅잉주법� 정보의 시각화 ------- 112

[그림 V-8] 교과서 6의 �배경 음악 만들기� 정보시각화 --------- 115

[그림 V-9] 교과서 1의 �음악극 만들기�정보시각화 ------------- 116



- xii -

[그림 V-10] �가락 창작(창작 국악곡)�의 정보 시각화 예시 ------ 117

[그림 V-11]�한도막 형식의 가락 짓기�의 정보 시각화 ---------- 118

[그림 V-12] 교과서 10의 개별 감상곡 단원 ---------------------- 124

[그림 V-13] 교과서 15의 연표 ---------------------------------- 125

[그림 V-14] 교과서 15의 한국음악사 단원 ----------------------- 126

[그림 V-15] 교과서 10의 연음 형식 부분(변형․혼합보) ------------ 130

[그림 V-16] 교과서 2의 연음 형식 시각화 부분 1 ---------------- 132

[그림 V-17] 교과서 2의 연음 형식 시각화 부분 2 ---------------- 133

[그림 V-18] 교과서 3의 연음 형식 시각화 부분 ------------------ 133

[그림 V-19] 교과서 5의 한배에 따른 형식 부분 ------------------ 135

[그림 V-20] 교과서 15의 한배에 따른 형식 부분 ----------------- 137

[그림 V-21] 교과서 4의 형식을 나타낸 인포그래픽 --------------- 141

[그림 V-22] 교과서 2의 론도 인포그래픽 ------------------------ 144

[그림 V-23] 교과서 3의 론도 인포그래픽 ------------------------ 145

[그림 V-24] 교과서 11의 소나타형식 그래픽 부분 ---------------- 148

[그림 V-25] 교과서 15의 ABA형식 부분 ------------------------- 151

[그림 V-26] 교과서 14의 장식적 기능 그래픽 예시 --------------- 162

[그림 V-27] 교과서 14의 보충적 기능 그래픽 예시 --------------- 162

[그림 V-28] 교과서 14의 설명적 기능 그래픽  ------------------- 162

[그림 V-29] 교과서 14의 예시적 기능 그래픽 -------------------- 163

[그림 V-30] 교과서 14의 수행적 기능 그래픽 -------------------- 163

[그림 V-31] 교과서 3의 바른 자세 부분 ------------------------- 167

[그림 V-32] 교과서 4의 바른 자세 부분 ------------------------- 167

[그림 V-33] 바른 호흡의 개념 관련 그래픽과 이미지 관련 그래픽 비교 

---------------------------------------------------- 170



- xiii -

[그림 V-34] 교과서 5의 리코더의 바른 자세 일부 ---------------- 173

[그림 V-35] 교과서 10의 단소 잡는 법 -------------------------- 175

[그림 V-36] 교과서 15의 단소 무는 법 -------------------------- 175

[그림 V-37] 교과서 9의 �성악의 바른 자세� 부분 -------------- 179

[그림 V-38] 역사적인 인물과 함께 시각화한 음악사연표 예시 ----- 181

[그림 V-39] 역사적인 발명품과 사건을 함께 시각화한 음악사 연표 예시 

---------------------------------------------------- 182

[그림 V-40] 푸가 형식의 시각화 예시 --------------------------- 185



- 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화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학생들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매일 수많은 정보를 접한다.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미디어는 학생들의 감

각을 자극하며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커뮤니케

이션 도구들은 학생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접하는 이러한 디지털미

디어는 학교 현장에서도 역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 통신기기로 학생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쉽게 습득

하고, 습득한 정보를 학교 구성원들과 손쉽게 공유하며 생활한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도 큰 영향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

의 핵심적인 교육 자료는 여전히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1), 혹은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서, 교과 영역의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은 책자”(교육부, 2000)로 

정의된다. 법률적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2)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교과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학교 현

장의 교육 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나라에 따라 교과서의 제도와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7. 1. 5.>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제1장 제2조 2항(2015년 12월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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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이 매우 상이하며 이에 따라 교과서의 위상도 우리나라와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연구보고서(허강 외, 2000)에 따르면, 예컨대 

미국의 중등교과서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과서 제도나 교육 과정 

등이 없고, 주(state)에 따라 다르다. 교과서 출판사는 주나 학구에서 정

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교과서를 편찬․발행하는데, 대체로 민간 출판사

가 제작하여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주 교육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교과서로 인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학교가 교과서를 선택하는 인정제

(textbook adoption system)를 실시한다. 그러나 자유발행제와 유사하게, 

주 단위에서 인정하지 않고 교육구나 개별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하는 지역 인정제(local adoption system)를 행하는 주(개방 지역, open 

territory)도 상당하다. 심지어 교과서에서 교육과정을 모두 구현하지 않

는 경우도 있는데, 텍사스 주는 교과목에 따라 교과서 인정 목록을 교육

과정 일치본과 비일치본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기도 한다. 학생들

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나라처럼 개개인이 모두 �소유�하

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교과서를 구비하면, 학생은 학교 안에서는 필요

할 때 사용하고, 집으로 가져갈 때는 대출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경우는 국가 교육과정이 교과서 집필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기

본적으로 교과서의 저작․편집․발행에 대해서 법령상으로 규제 사항이 없

는 자유발행제와 자유채택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학교

가 교과서를 구비하며, 이를 대여하여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프랑스는 영국과 비슷한 교과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가 제시

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작 지침에 의하여 교과서가 제작되

지만 자유발행제와 자유졍쟁제가 행해지며, 학교에서 구비하여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여해 준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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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재나 교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경우는 현행 2009 개정 교육

과정 시기에 와서야 비로소 인정제로 교과서를 편찬하게 되었으며, 교육

과정의 내용, 즉, �내용 체계�와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등을 

완전히 반영하여야만 인정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외국의 경우와 달리 교과서를 학생 개인이 소유한다.

교과서 편찬과 활용 방법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인 차이는 교과서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가 생각하는 위상이 다르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데, 

교과서의 위상은 학교 교육 시스템 내의 교수․학습과 관련한 교과서의 

중요성에 있어서도 동일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학교 교육 현장의 일차적인 교수 학습 자료로

서, 국가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보의 집약체인 동시에, 학습자와 교수

자가 의사소통을 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가 좋아야 학교에서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

어질 것이며, 교과서는 교육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

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고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교과서의 내

용은 학교 성적이나 각종 입시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교과

서는 다른 학습 자료에 비해,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교과서에 비해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교과서는 몇몇 선진국들의 교과서나 다른 학습 

자료들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위상을 갖고 있고, 실제로도 높은 위상

만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교과서에 담겨질 정보와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의 표현방식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감각적인 

영상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인쇄매체인 교과서

가 이 같이 중요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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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 중 

하나는 교과서의 정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정보 시각화가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보고되어 왔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정보가 시각화되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 보다 학습에 긍정적이며(Hoban, Hoban, & Zissman, 1937; 

Bruner, 1966; Dale, 1969; Paivio, 1986; Miller & Burton, 1994; Ware, 

2004; Mayer, 2009), 둘째, 정보시각화의 유형은 단독으로 제시되는 것 

보다는 언어정보와 시각정보가 함께 제시될 때 더 효과적이며

(Weintraub, 1960; Jahoda, Cheyne, Deregowski, Sinha, & Collingsbourne, 

1976;  Vye, Bransford, Symons, & Acton, 1986; Holmes, 1987; Hannafin, 

1988), 셋째, 시각화의 추상성과 구체성의 정도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조

절되어야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보이며(Hoban, et al., 1937), 넷째,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시각자료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다(Levie & Lentz, 1982; Lohr, 2008; Clark & Lyons, 2011). 

정보의 시각화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위와 같은 학자들

의 주장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각 교과별로 교과서의 정보시각화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과학 관련 교과에서는 특정 개념이나 

현상, 주제를 나타내는 교과서의 시각자료에 대한 분석 연구(김수정, 한

채영, 2007; 김혜진, 손연아, 민병미, 2009; 최은정, 2010; 민은아, 2013)가 

많았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에서도 교과서의 삽화 등의 시각자

료에 대한 연구(박인옥, 2010; 이현영, 2007; 강신포 외, 2005; 김정희, 

2012)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유독 음악교과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까지 교과서의 정보시각화와 관련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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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찾아 볼 수 있는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와 관련된 연구는 박

정현(2008), 이지향(2010), 윤문정, 승윤희(2012; 2013) 등이다. 이지향

(2010)은 초등 음악 교과서의 편집디자인 중 레이아웃과 외형의 크기 등

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였고, 더불어 교과서에 어떤 종류의 그림 자료와 

그림 악보가 나타나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박정현(2008)은 중학교 음악교

과서에 제시된 작곡가의 삽화 중 남녀 성비를 살펴보며 양성평등에 대해 

정리하였고, 윤문정과 승윤희(2012; 2013)는 초등 음악 교과서의 인물 삽

화의 변천을 양성평등교육과 교육적 패러다임 변화를 기준으로 정리하였

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음악 교과서의 정보 시각화에 대한 것이기는 하

나 음악 학습의 목표나 내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일반적인 음악 학습과 관련한 정보 시각화에 관해서는 다수의 연구

가 수행되었다. 주로 감상이나 가창 활동 등 교수․학습을 위한 시각자료

의 제작과 활용, 그리고 국악의 기보법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 차지하는

데, 효과적인 음악학습을 위한 그림악보 활용 연구(주대창 외, 2009; 조

효임, 2010; 임미경, 이상완, 2012; 한송이, 2012;  김애옥, 홍지명, 2014 

등)와 가락선 악보를 통한 국악 학습과 관련된 연구(김영주, 1999; 정미

영, 2014 등), 교과서 국악곡의 기보법에 대한 연구(황준연, 성기련, 2010; 

한윤이, 2015)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들은 교수․

학습에 활용할 자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음악교과서에 대한 연구라고 보

기는 어렵다. 

음악 학습은 사실 악보를 읽고 쓰거나 음악사를 이해하는 부분 등의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실제 소리를 듣거나 직접 연주하는 모습을 경

험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최

근에는 멀티미디어를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음악 학습과 관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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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어플리케이션과 동영상 등의 첨단 자료들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는 그 어떤 매체보다도 교과서가 비중 있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따라서 음악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더 많은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

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노력의 선상에

서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 교과서의 정보시각화에 관해 아래와 같은 측면

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정보들의 시각화 양상을 분석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을 교과서의 시각정보를 분석하

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의 시각

화와 관련된 문헌을 충분히 탐구하여 음악 교과서의 정보를 규명한 후, 

분석의 범주와 준거를 정립할 것이다.  

둘째,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의 다양한 특징을 분석한다. 새로 개발

한 분석 모형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악교과서에 적용하여 분석한다면,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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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음악교과서의 정보들이 시각화되어 있는 특징들을 다방면

으로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현재 사용되

고 있는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8종의 정보시각화 양상을 양적․

질적 차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를 분석하기 위한 효과적인 모형은 무

엇인가?

가.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8종의 공통된 정보는 무엇인가?

나. 공통 정보들의 시각화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

과 범주, 준거는 무엇인가? 

    

  둘째, 개발된 모형으로 분석한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정보시

각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가. 음악교과서의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의 양상은 어떠한가? 

다. 음악교과서의 시각화된 정보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나. 음악교과서의 정보는 어떤 유형으로 시각화 되었는가?  

라. 개발된 모형을 적용한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결과가 보

여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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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청각예술인 음악을 다루는 교과에서 시각 매체인 교과서를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학교 현실을 전제로 하여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

로 음악교과서의 정보를 시각화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음악교과서의 정보를 시각화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바람직한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개발된 모형을 적용하여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양상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시사

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실천적으

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음악 교과서의 정보시각화 특징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본 연구의 내용은 음악 교과서의 분석 연구에 대해 그 

학문적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음악 

교과서의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의 기대 유형, 시각화의 기능과 종류 

등에 대해 본 연구에서 모형을 개발하여 분석함으로써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 연구의 흐름에 시각화 중심의 분석 연구의 갈래가 추가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그 동안 대부분의 음악교육학 연구에서 분석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평균이나 백분율 등의 수치나 문장 등의 방법에서 

더 나아가 아이콘(icon)을 사용하여 분석 결과를 표기하였다. 아이콘은 

한 눈에 양과 분포, 그리고 시각화의 유형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 표기의 방법도 음악교육학 분야에서 연구 결과

의 시각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음악교과서를 개발․편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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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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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범위와 제한점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과교육학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교육학 

관련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을 도모하

는데 있다. 즉,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음악학습을 촉

진시키기 위해서는 음악교과서의 정보가 학습자에게 잘 전달되어야 한다

고 보았다. 이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라는 

전제 하에,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음악교과서의 정보가 시각

화되어 있는 정도, 특징, 기능, 유형 등을 심층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분

석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모형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적용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내용이 

곧 연구의 범위가 되는데, 이러한 제한적인 범위 때문에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음악교과서의 정보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추출

하였으므로, 교육과정 이외의 정보들에 대한 시각화 양상에 대해서는 연

구 결과가 가지는 함의가 제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음악교과서는 교

육과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학습 정보

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학습내용 이외

의 정보, 예를 들면 표지, 속표지, 차례, 부록, 출처 등에 나타난 정보, 

그리고 교과서 편집디자인 자체도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각화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러한 정보들

의 시각화 양상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 어렵다. 

둘째,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가 분석모형의 적용대상이었기 때

문에 본 연구의 시사점을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의 음악교과서로는 확대하

기 어렵다. 다른 나라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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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모형을 다른 나라

나 다른 학교 급의 음악교과서에 적용한다면 당연히 다른 시사점들이 도

출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발된 

분석모형을 어떤 교과서에도 적용 할 수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이

기도 하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의미는 학습자의 개인차에 따라 제한적

일 수 있다. 다수의 문헌과 선행연구들은 정보가 시각화 될 때 더 나은 

학습효과를 발휘한다고 증명해왔고, 정보시각화의 효과적인 방법과 유형

들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토대위에 수행된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선행학습 수준이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정보시각

화의 양상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 차이점

에 대해서는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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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 정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묶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정보시각화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는 [그림 I-1]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그리고 가

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정보�와 �정보시각화�에 대해서는 II장에서 

관련 이론들과 함께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1) 정보, 지식, 메시지

정보는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구성한 자료

나 사실, 데이터 등을 의미한다. 즉, 정보는 의사소통을 전제로 목적을 

가지고 가공되는 의미를 가지는 자료이다. 지식은 어떤 대상이나 주제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한

다. 메시지는 언어나 기호 등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을 의미한다. 

교과서와 교수․학습 상황을 전제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정보와 메시

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며, 정보와 메시지는 모두 �학습 내용�을 의미한

다.  

2) 정보시각화와 교수 메시지 설계

정보시각화는 정보디자인의 한 갈래(김슬기, 2010)로, 효율적으로 정

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형요소를 활용하여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

한다. 

교수 메시지 설계는 메시지(학습내용, 정보)가 학습자에게 잘 전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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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외적 제시형태(단어, 그림, 상징 등)로 분

석하여 계획하는 것을 말하며, 교수‧학습 분야에서는 정보시각화와 비슷

한 의미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습자가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

하여 정보(학습내용)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요소들(조형요소 뿐만 

아니라 문자, 기호, 악보 등을 포함)을 정보시각화의 범위로 본다. 정보

시각화의 결과물은 시각정보가 된다.

3) 시각자료, 그래픽 자료, 시각정보

시각자료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한 유형으로서(Lohr, 2008), 사진

(pictures), 그림(drawing), 차트(charts), 그래프(graph) 등의 비언어적 시각

자료를 의미하며 그래픽 자료와 혼용해서 사용한다. 시각정보는 시각자

료를 포함하여 시각적으로 구현되어있는 정보들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교과서의 정보들을 모두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시각정보와 시각자료의 구분은 텍스트(문자) 형

태의 포함의 여부로, 시각정보는 텍스트를 포함한다.  

4) 일러스트레이션과 삽화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과 삽화는 어떤 의미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미지로, 정보시각화의 한 방법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과 삽화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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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infographics)은 인포메이션 그래픽(information graphics)이

라고도 하며 정보를 시각적인 요소로 변환하여 보는 사람에게 알기 쉽도

록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시각화의 한 방법이다. 정보를 구

체적, 표면적, 실용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그림이나 사진 

등과는 구별된다. 

일러스트레이션 ≒ 삽화 

시각자료 ≒ 그래픽자료

�텍스트�를 포함하여 시각적으로 구현된 모든 정보

시각정보 (정보시각화의 결과)

[그림 I-1] 정보시각화와 관련된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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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정보

   

1) 정보의 개념 고찰  

정보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학술적인 의미가 다르고, 학문 

분야별로도 그 의미가 상이하게 쓰이기도 한다. 또한 지식, 메시지, 데이

터 등의 단어와 사용되는 목적과 분야에 따라 혼용되기도 한다. 많은 학

자들이 정보의 정의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정보는 현대사회에서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 지식 정보화 시대 등과 같은 용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아 짐작할 수 있듯이, 넓게는 사회, 경제, 기

술 등의 분야에서, 좁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중점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정보의 의

미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사용될 정보의 개념을 찾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 분야에서는 정보의 흐름을 중시하고 통

계적으로 표현하는 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정보를 바라보기 때문에 정

보를 의미 중심 즉, 내용적․질적 측면이 아닌 형식적․양적 측면인 신호

(signal)중심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정보가 생산되고 가공․저장되어 전

달되는 기술적이고 형식적 측면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은 IT산업

과 관련 학문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인 학자인 Wiener(1961)는 

정보를 기호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가진 인공적 의미 형식의 구조 혹은 

질서의 크기라고 정의하였고, Shannon과 Weaver(1949)는 정보를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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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보고, 막연한 상황(엔트로피)의 감소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론의 관점에서는 정보를 사회의 주된 재

화, 수단, 요소, 자원으로 규정한다. 정보의 생산 및 재생산은 확대되기

도 하고 압축될 수 도 있으며, 대체 및 이동도 가능하고 누설되기 쉽고 

공유가 가능하기에 정보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재(public goods)라

고 본다. 산업사회에서의 생산 요소였던 노동과 자본이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로 대체되기 때문에, 지식이나 정보와 같은 정신적인 재화가 부의 

원천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정보이론과 정보사회론과 달리 정보를 내용적, 질적, 의미론적 관점으

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Roszak(1986)은 기존의 양적인 정의

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데이터, 자료, 정보, 지식, 지혜와 같은 현상을 

차별화하여 구별해야한다고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그 의미와 가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McDonough(1963)는 데이터, 정보, 

지식을 구분하였는데, 데이터란 특정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그것이 지닌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를 말하며, 정보란 특정 상황이나 특정 용

도에 대해서 평가된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지식이란 정보의 개념

을 일반화해서 표현 한 것으로 미래의 일반적인 사용에 대한 평가가 포

함된 것이라고 하였다.  

Machlup(1980)은 정보와 지식을 함께 설명하였다. 정보는 단편적으로 

특정한 반면, 지식은 구조적이고 결합적이며 때로는 보편적이라고 하였

다. 또한 정보는 적시적이며 일시적이고 때로는 수명이 짧은 반면, 지식

은 영속적인 중요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는 메시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정보의 입수로 인해 지식이 추가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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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며, 변화된다는 점에서 지식은 주로 이 흐름으로 생성되는 축적이

며, 정보는 의사소통에 의해 획득되고 지식은 사고에 의해 획득된다고 

보았다. 

Perrolle(1987)에 의하면 지식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항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데에 반해, 정보는 지식보다 쉽게 새로운 정보에 의

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며, 지식은 사고되어지는 것인 반면에 

정보는 알려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Wurman(2000)은 �우리가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이 데이터일 

확률이 높고 데이터는 내용의 유무에 따라 정보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에는 판단이 어려

워 데이터가 정보인 양 취급되는 경우가 있으며, 점점 늘어가는 데이터

와 정보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와 데이터의 차이

는 그것이 어떤 내용을 갖는가에 달려 있으며, 정보는 이해를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용이 있어 의미가 파악되는 것이 정보

라는 것이다.  

오병근(2007)은 위와 같이 다양한 관점의 정보와 이와 관련된 용어들

을 <표 II-1>로 정리하였다. 오병근이 다른 이론적 관점이나 학자와 다른 

점은 데이터와 정보, 지식에서 더 나아가 사실(fact)과 지혜(wisdom)를 포

함시켰고 커뮤니케이션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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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사실(fact)
현실에서 나타나는 무질서한 상태, 남에게 관찰되

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

데이터(data)
정보를 구성하는 요소.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사

실․기호

정보(information)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사실, 기록, 상황에 대한 내

용

지식(knowledge)
체계화 되어 축적된 정보이며 일반적인 적용이 가

능한 것

지혜(wisdom) 지식이 개인적으로 이해된 상태, 깨달은 상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정보의 교환

<표 II-1> 정보와 관계된 개념의 정의(오병근, 2007, p. 19) 

다양한 학자들의 정보에 대한 견해를 종합해 보면 데이터와 정보, 지

식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보를 구성하는 재

료인 �데이터�라는 용어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data)를 한국어

로 번역하면 �자료�인데, 데이터(data)는 정보통신(IT)이나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때는 굳이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데이터라는 용어로 사

용한다. 반면�자료�는 역시 데이터(data)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특정 

목적을 위한 재료(material)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교육학 분야

에서 �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수업자료, 학습자료, 시각자료 

등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재료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데이터와 자료

는 모두 정보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

데이터와 지식 이외에 정보와 비슷한 용어로는 메시지(message)가 있

다. 메시지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미하며 정보라는 용어로도 쓰이

는데(최성희, 2003, p. 14),  사용하는 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신문사와 통신사를 통하는 경우는 메시지가 편지나 전신(傳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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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며, 넓은 의미로는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대중전달수단을 통하여 

밝히는 성명도 이에 포함되고, 학교라는 범위에서는 교육내용을 의미한

다(상게서, p. 14). 교육공학의 하위요인인 교수 메시지 설계(instructional 

message design) 분야의 권위자인 Fleming과 Levie(1978; 1993)는 메시지

를 �상대방의 인지적, 정의적, 심체적 행동을 변경시킬 목적으로 만들

어진 신호와 기호의 형태로 단어, 그림, 제스처 등의 정보내용을 포함한

다(1993, p. x)라고 정의하였다(최성희, 전게서, p. 15, 재인용).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정보와 데이터를 구별하여, 정보를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데이터나 자료를 특정

한 목적의 의사결정을 위해 가공한 형태를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

는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정보는 메시지와 혼용해서 사용되기

도 한다. 그리고 지식은 축적되고 인간에게 내재화되고 저장되는 정보이

나 이 지식은 다시 어떤 의사소통 상황이나 환경에서 데이터나 정보로 

변화될 수도 있다. 

[그림 II-1]은 데이터(자료)와 정보(메시지), 지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1] 데이터, 정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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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의 저장과 이동에 관한 이론

교수․학습은 학습자가 정보를 인지하여 저장하고 내재화 할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이동하도록 하는 매체는 교과서이고, 

교과서는 효과적으로 학습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학습자가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전제된다. 따라서 정보가 저장되고 이동

(전달)하는 원리와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정보의 저장에 관한 이론

정보의 저장과 관련된 이론들은 주로 인지심리학의 영역에서 다룬다. 

정보는 학습자가 먼저 정보에 대해 �지각�하고, 그 내용을 �인지�한 

후 �기억�속에 저장된다. 저장된 정보는 때로 �인출�되며 어떤 정보

들은 저장된 채로 �망각�하게 된다. 이렇게 학습자가 정보를 접하고 

기억 속에 저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론화 한 것이 �정보처리이론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이다. 

정보처리이론에서의 �정보처리�는 인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인지

과정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며 사용하

는지를 �정보처리모형�을 통해 설명한다. 정보처리모형은 Newel과 

Simon(1963)이 먼저 이론화 하였으나 Atkinson과 Shiffrin(1968)의 모형이 

대표적이며, 이후에도 다양하게 논의되어오고 있다. 

정보처리이론의 모형은 정보저장소와 정보처리과정(통제과정; control 

process)의 2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정보저장소는 기억의 단계 혹은 투입

된 정보가 머무르는 곳으로 감각기억(sensory memory, 감각등록

기;sensory register), 단기기억(short-term memory) 그리고 장기기억



- 21 -

(long-term memory)을 포함한다. 감각등록기에서는 인간이 보거나 듣는 

등의 외부 자극들을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처리되어 단기기억에 저

장되며, 또다시 처리되어 장기기억에 저장되는데 이렇게 저장된 기억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고 본다. 

정보처리과정은 주의집중(attention), 시연(rehearsal), 부호화

(encoding), 인출(retrieval) 등을 말한다. 감각등록기에 들어온 정보는 �

주의집중�을 함으로써 단기기억으로 전이 된다. 정보가 단기기억에 도

달하면 학습자는 그 정보에 관해 능동적으로 사고하게 되는데 단기기억 

내의 정보는 곧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정보를 능동적으로 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호화는 정보가 단기기억으로부터 장기기억으로 전이되는 단

계이다. 인출은 지식을 장기기억으로부터 단기기억으로 전이하는 것을 

말한다. Atkinson과 Shiffrin(1968)은 주의집중의 양, 시연의 양 그리고 부

호화의 강도는 각각 얼마나 많은 양을 학습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정보처리이론은 이후의 인지심리학의 학습이론 분야 연구에 큰 영향

을 주었는데, 인지부하이론(cognitive load theory), 이중부호화이론(dual 

channel assumption, dual coding theory) 등이 정보처리이론 이후에 대두

되었다. 

인지부하이론은 인간의 작업기억(working memory, 단기기억; 

short-term memory)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너무 많은 양

의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면 인지부하를 일으켜 효과적인 학습을 방해

하게 된다는 것이다(Chandler & Sweller, 1996). 인지부하에는 내재적, 외

재적, 본질적 인지부하의 3종류가 있는데, 이중 외재적 인지부하는 학습

자에게 과제가 제시되는 방식 또는 교수 전략에 따라 학습자가 경험하는 

외재적 인지 부하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의 정보시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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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준다. 

Paivio(1986)의 이중부호화이론은 학습자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는지 설명하기 위해 상징적 유형(symbolic modality)과 

감각적 유형(sensory modality)의 개념을 주장하였다. 상징적 유형은 정보

의 표현 방식에 관한 것으로 언어정보와 비언어(이미지)정보로 나뉜다. 

감각적 유형은 정보를 어떤 감각 기관을 통해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로 크

게 시각과 청각으로 구분된다. 또한 인간은 언어(verbal) 자료와 시각

(visual) 자료를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채널을 통해 처리한다고 설명하였

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보를 시각화 할 때는 어느 한 감각 기관에 인지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어 자료와 시각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2) 정보의 이동에 관한 이론

정보의 이동과 관련된 이론은 주로 커뮤니케이션학에서 다루어진다. 

교과서와 교수․학습에서의 정보는 다양한 채널로 이동한다. 교과서 개발

자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를 만들고 이를 교과서에 담아 교사와 학생

들에게 전달한다. 교사는 이 교과서의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학

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교사와 친구들과 함께 이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의 이동에 대해 교육공학에서는 커뮤니케

이션학에서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주요 이론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Lasswell(1948)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효과�를 중요시하는, 

설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정보) 전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의 효과는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수신자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변화되면 효과도 변한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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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바탕으로 한다. Lasswell은 커뮤니케이션을 화자(교육과정 혹은 교

과서 개발자, 혹은 교사), 메시지(정보. 교과서의 학습 내용), 매체(교과

서), 청자(학습자), 효과(학습의 효과)라는 5개의 중요한 변인으로 단순화 

시킨 특징을 보이는데, 교실의 교사 대 학생 다수의 학습 상황에는 적용

가능 하나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상호작용하거나 피드백 하는 상

황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앞서 정보의 개념에서 등장했던 Shannon과 Weaver(1949)의 커뮤니케

이션의 수학적 이론(mechanical theory of communications)은 오랫동안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대표하였다. 2차 대전 중 벨(Bell)이라는 

전화회사와 관련한 연구에서 발전된 이 모델이 설명하는 것은, 정보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정보)를 결정하거나 일련의 가능한 메시지(정보)

로부터 하나를 선택하면, 메시지(정보)는 송신기에 의해 채널을 통해 수

신기로 전달되는 하나의 신호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여기서의 정보는 �II-1-1) 정보의 개념 고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미�가 아닌 �양�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의 의미가 중요한 교과서

에는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다. 

  Berlo(1960)는 송신자(Source; Sender), 메시지(Message), 채널

(Channel), 수신자(Receiver)와 같은 요소로 구성된 SMCR 모형을 정리하

였다. 이 이론은 다른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마찬가지로 송신자와 메시

지, 채널, 수신자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각 요소별로 커뮤니케이

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정보의 전달이라는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관점을 정보의 해석 측면

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S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커

뮤니케이션, 기술, 태도, 지식, 사회 체제, 문화 등이며, M은 메시지 구

성, 내용, 처리, C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R은 S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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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기술, 태도, 지식, 사회 체제, 문화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교과서와 교수․학습에 주는 시사점은 메시지

(정보)는 메시지의 내용과 구성방식, 처리방식이 영향을 미치며, 채널인 

교과서는 시각에 영향을 받으므로 정보의 시각화가 정보전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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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시각화

1) 정보시각화의 개념 

정보시각화(visualization)의 시작은 인류가 무엇인가를 기록한 순간부

터라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정보를 기록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는 암

석이나 나무껍질, 동물의 가죽에 그림이나 기호 등을 새기는 것으로 부

터 시작하여, 종이의 발명으로 인해 정보를 편리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게 

되었으며, 특히 15세기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 발명은 정보를 

기록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시적

인 형태로 정보를 기록하는 모든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 정보시각화

에 포함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시각화에 대해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분야를 나누어 살펴보겠다. 

정보시각화를 연구하는 학문은 크게 세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각정보디자인(visual information design) 혹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communication design) 등으로 표현되는 디자인학의 관점에서 정보시각

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둘째,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혹은 IT(information technology)로 표현되는 정보통신기술 분

야에서도 정보시각화가 주요 연구대상이다. 셋째, 교육공학에서 학습정

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정보시각화가 연구되고 있는데, 교육공학의 

시작이 �학습정보의 시각화�였을 정도로 주요 연구 분야이다. 특히 설

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의 교육공학의 영역 중 설계 영역의 하위 분

야인 �교수 메시지 설계�에서 정보시각화를 세부적으로 연구한다.  

먼저 디자인 분야에서의 정보시각화는 정보디자인의 한 갈래(김슬기, 

2010)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형요소를 활용하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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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곤(2004)은 방대하고 무질서한 데이터를 

일정한 형식으로 가공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습

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정보시각화를 표현하였고, 오병근

과 강성중(전게서, p. 99)은 사용자에게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여 데이터가 정보로서 의미가 생성되도록 

형상화 하는 것이라고도 정의하였다. 또한 윤주희, 서수인, 류한영(2013)

은 정보시각화는 추상적인 데이터를 우리의 뇌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

로 만들어 표현함으로써 이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

력한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정보시각화의 큰 획을 그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디자인 작품으로는 

1861년 제작된 Charles Minard의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다이어그램�

이 있다[그림 II-2]. Minard는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침공했던 1812년 당

시의 진격과 후퇴과정에서 입은 피해 상황을 병력규모, 병력 위치, 행진 

방향, 날씨 등을 포함한 6가지 정량적 정보를 공간과 시간에 따른 서사

적 방식으로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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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 Minard의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공 다이어그램�

Minard, Charles-Joseph (1781-1870), “Tableaux graphiques et cartes 

figuratives,” Bibliothèque numérique patrimoniale des ponts et chaussées, 

accessed June 18, 2017, /document/ENPC01_Fol_10975

IT분야에서의 정보시각화는 Card(1999)가 그의 저서를 통해 사용함으

로써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되었는데, 초창기의 IT업계의 정보시각화는 �

컴퓨터 기반이며 상호작용적이고 인지의 확대를 위한 기초적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것�(신희숙 외, 2013)이라는 협의에서 출발하였

다. 이후 컴퓨터 외의 매체는 물론, 조형적 요소를 포함하는 시각적 표

현만을 고려해오던 양상에서 더 나아가 시각을 포함한 다른 감각의 양상

을 고려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교육학에서 정보시각화를 주로 다루는 분야는 교육공학으로, 교육공

학의 발달은 �시각교육�에서 출발하여 �시청각교육�의 과정을 거쳐,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교수공학�, �교육공학�으로의 변화해 온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시각화는 교육공학 이슈의 시작이었으며, 인

쇄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 그 매체만 바뀌었을 뿐 현재까지도 주요한 연

구 분야의 하나이다. 교육공학의 하위 분야인 �교수 메시지 설계�는 

메시지(학습내용, 정보)가 학습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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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외적 제시형태(단어, 그림, 상징 등)를 분석하여 계획하는 것을 

말하며, 교수‧학습 분야에서는 정보시각화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정보를 시각화한 교육학 분야의 사례는 17세기 코

메니우스의 �세계도회�를 그 시작으로 본다. 150개의 그림과 단어를 

함께 제시한 백과사전식 교과서인 �세계도회�는 텍스트만 사용했던 

교재에 다양한 그림을 도입함으로써 교수․학습에서 정보시각화의 중요성

을 부각시켰다. 그림 [II-3]는 �Homo�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와 그래픽

을 함께 제시한 �세계도회� 중 일부 페이지이다. 

[그림 II-3] �세계도회� 영문 번역판 중 일부 (Comenius, 1672, pp. 74-75)

다양한 학문 분야와 학자들의 정보와 정보시각화에 대한 견해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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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정보시각화는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의 특성, 양적인 특성, 확장

의 가능성, 연계되는 정보와의 관계성 등과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구조화하고 조직화하여 정보가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시각

적으로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인 관

점에서, 학습자가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정보(학습내용)를 시각적

으로 표현하는 모든 요소들(조형요소 뿐만 아니라  문자, 기호, 악보 등

을 포함)을 정보시각화의 범위로 본다. 

2) 정보시각화의 효과 및 관련 연구

정보시각화는 학습과 관련하여 인간의 신체에서 감각능력의 70%이상

을 차지하는 것은 눈이며(Lester, 1995) 그 어떠한 감각들 보다 시각을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적절한 시각화의 표현은 정보의 인

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Ware, 2004)라고 전제한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

로 그 동안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앞서 정보의 저장과 이동에 관련하여 정리하였던 �정보처리이론�과 

�이중부호화이론�도 학습에 있어서 정보시각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

다는 뒷받침이 되는 내용이다. 또한 본 연구가 �교과서� 라는 인쇄매

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지 않았던 Mayer(2003)의 멀티미

디어 학습이론도 그 대상 매체가 멀티미디어이긴 하나 정보를 시각화하

는 것이 학습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정보시각화를 디자인 관점에서 연구한 오병근과 강성중(2008)은 

정보시각화의 장점에 대해 <표 II-2>에 정리한 바와 같이 7가지로 나누

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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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시각화의 장점

① 직관성

시각화는 인간의 시각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들은 그대로 사용함으로

써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확신시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② 경제성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차별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③ 추론성

시각화는 다른 방식으로는 어려운 지각적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예

를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구조, 전자의 흐름 등 난해한 과학 

원리를 다양한 다이어그램, 상징, 기호로 시각화할 때 이해하기 쉽다.

④ 공감성

시각화된 정보는 정보에 감성을 부여하여 보는 이의 흥미를 유발한

다. 시각화된 정보는 주목선이 높으며 표현에 따라 웃음, 슬픔 등의 

감정 표현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⑤ 친근성

시각화된 정보는 문자보다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사

람들은 그림이 문자보다 쉽다고 생각하며, 시각화된 정보는 어린이를 

포함한 더 넓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

⑥ 명료성

정보의 시각화는 정보들의 관계와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문

자나 수치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창출할 수 있다. 정보 시각

화는 정보 이면에 이야기를 만든다.

⑦ 조직성 

시각화를 통해 정보를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정보를 

거시적 혹은 미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정보에 위계를 부여할 수 

있다.

<표 II-2> 정보시각화의 장점(오병근과 강성중, 전게서, pp. 100-101의 재구성)

첫째, 시각화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다

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 경제적이며, 셋째,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시각화 하면 쉽게 추론이 가능하며, 넷째, 시각화된 정보에는 감

성을 부여할 수 있어 이에 공감하는 인간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며, 다섯

째, 텍스트로만 된 정보 보다 시각화된 정보는 사용자에게 친근감 있게 

전달할 수 있으며, 여섯째, 정보를 시각화하면 그렇지 않은 정보 보다 

더 명료하게 전달이 가능하며, 일곱째, 필요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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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병근과 강성중(2008)은 이런 정보시각화의 장점이 부각되기 

위해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표 II-3>과 같이 언급하였다.

구분 정보 시각화의 유의점

① 지적 능력의 

고려

시각화된 정보는 정보를 재가공한 것으로, 이를 해석하려면 지적 

능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는 미술 작품의 감상이 그림에 대한 

사전 정보나 지식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과 유사하다.

② 정보 왜곡의 

가능성 최소화 

정보 시각화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

지하려면 정보 시각화에 앞서 정보의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

다.

③ 시각화 정도

의 조절

지나치게 시각화된 정보는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시

각화가 정보의 주목성을 높여 전달을 용이하게 하지만, 시각적 

요소들이 불필요하게 많거나 서로 충돌하면 정보 읽기를 방해한

다.

④ 문화적 요인

에 따른 오해석

의 최소화

정보시각화에는 문화적 요인이 작용하며 인종, 언어, 지역, 종교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정보시각화에는 이런 한계점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시각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

보 전달의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표 II-3> 정보시각화의 유의점 (오병근과 강성중, 전게서, p. 101의 재구성) 

오병근과 강성중이 이야기하는 정보시각화의 유의점은 교과서의 정

보시각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이 4가지이

다. 

첫째, 시각화된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적 능력이 요구되기 때

문에, 학습자의 지적능력 즉, 선행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시각화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정보시각화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정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 시각적 표현에도 유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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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세 번째, 불필요한 시각화는 교과서를 볼 때 피로감을 주고, 학습 

효과도 낮아지게 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시각화는 물론 교과서 전체 지면

을 고려하여 시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된 정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이한 해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명료한 시각화가 필요하다. 

한편 교육학 분야에서는 정보 시각화가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정보를 시각화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하였을 때, 학습에 긍정적

(Hoban, Hoban, & Zissman, 1937; Bruner, 1966; Dale, 1969; Paivio, 

1986; Miller & Burton, 1994; Ware, 2004; Mayer, 2009)이라는 학자들 중 

Hoban과 Dale, Bruner의 이론을 살펴보겠다3). 먼저 Hoban과 그의 동료

들은 교육의 목적이 지적 경험을 일반화 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경험

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교재의 시각화가 필요한데, 이 시각화의 내용은 

시각자료와 함께 언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Dale은 Hoban

의 교재의 시각화에 대한 입장을 더 세분화 하여 경험의 원추(cone of 

experience)라는 모델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경험의 원추는 직

접적인 경험에서부터 시험, 견학, 전시, 영화, 녹음/라디오/사진, 시각기

호, 언어까지의 경험들을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라 분류한 내용이다. 

Bruner는 Dale의 경험의 원추 모형에서 제시된 구조화된 지식을 인지하

기 위한 단계를 행동적, 영상적, 상징적 표현양식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정보시각화의 유형은 정보가 단독으로 제시되는 것 보다는 언

어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될 때 더 효과적(Weintraub, 1960; Jahoda, 

Cheyne, Deregowski, Sinha, & Collingsbourne, 1976; Vye, Bransford, 

3) Paivio와 Mayer의 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이중부호화 이론과 멀티미디어 학습이론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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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ons, & Acton, 1986; Holmes, 1987; Hannafin, 1988)이라는 것이 다양

한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들은 텍스트로만 구성된 자료, 그래픽만

으로 구성된 자료, 텍스트와 그래픽을 함께 제시하는 자료의 세 가지 유

형을 비교하였는데, 학습내용에 대한 기억, 이해, 회상에 대해 실험한 결

과 모든 연구에서 텍스트와 그래픽을 함께 제시한 유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4)

셋째, 시각화의 추상성과 구체성의 정도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조절

되어야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보인다(Hoban, et al., 1937)는 연구도 

Hoban에 의해 시작되었다. 학습지도는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추상적인 것으로 갈 때, 효과적이라는 내용인데, Hoban의 경우 시각자료

를 교수자료 중 보조적인 역할로 인식했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시각자료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Levie & Lentz, 1982; Lohr, 2008; Clark & Lyons, 

2011)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연구 결과

를 통해 그래픽 등의 시각자료와 텍스트가 함께 제시되는 것이 학습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이런 생각에 대해 

Lohr(2008)는 학습과 수행에 효과적일 수 있는 시각자료는  상황에 맞도

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하였다. Clark과 Lyons(2011)는 Lohr의 

주장과 유사하게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학습 자료는 오히려 학습을 부진

하게 만들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시각적 흥미나 동기유발 정도에 그치

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Levie와 Lentz(1982)도 텍스트의 내

용에 적합하지 않은 그래픽 자료를 제시하였을 경우 학습에 부정적인 결

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정보시각화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와 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하

4) Duchastel(1980)을 포함한 일부학자들은 이들과 비슷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그래픽의 

제시가 학습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 34 -

면 정보시각화의 효과는 �학습자의 상황�과 �정보의 내용� 그리고 

�매체의 종류�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해야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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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시각화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정보시각화 분석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한 결과, 정보시각화의 

유형, 정보시각화의 기능, 정보시각화의 관계구조, 정보시각화의 외형, 

정보시각화의 목적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시각화를 

분석한 연구는 아니지만 교과서 심의기준에서 정보시각화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발견하였다. 

1) 정보의 내용에 따른 시각화

최성희(2003)는 정보의 내용을�지침, 과정, 개념�의 3가지로 구분하

고 이에 따른 시각화 전략에 대해 정리하였다. 

�지침�의 시각화는 사람들이 도구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을 말한다. 지침을 시각화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기술적인 과정으로 순서대로 시각화 하는 것을 뜻한다. 

학습 상황을 예를 들면 실험을 하는 방법이나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 악

기를 연주하는 방법, 절을 하는 방법 등 지침을 시각화 할 때는 화살표

나 숫자 등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지시해주거나, 사진을 이용하여 

사실성 있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것만을 간략한 그림을 이용하여 수행하

는 방법 등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지침�의 시각화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상황을 시각화하는 것인 

반면 �과정�의 시각화는 보이지 않는 상황을 시각화 하는 것을 말한

다. 학습자가 실제로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도 그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

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습 상황을 예를 들면 �바람이 형성되는 과

정�이나 �물이 순환 과정�등 가시적이지 않은 단계들을 개념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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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념�의 시각화는 �조직 내에서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조직표�, 

�역사적인 사건, 개념, 시기를 다루는 연대기�, �일반 개념의 시각화

�, �이론의 시각화�, �태도의 시각화�의 5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시

각화 전력을 제시하였다. 

�조직표�는 일반적으로 조직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거나 유전의 법칙을 나타내는 등의 조직도를 말한다. 제

시될 내용들 간의 관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대기�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사건이나 물체의 변화를 나타낼 

때 이용하는 시각화 전략이다. 시간의 흐름과 변화되는 내용이 잘 드러

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개념�은 대체로 텍스트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각자료

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념의 이해를 위하여 은유적인 방

법, 예를 들면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로 나타내는 등의 시각화 전략을 사

용할 수 있다. 

�이론�은 시각적 능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내용인데 추상적인 이

론을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태도�는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래픽으로 나타냈을 때 더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오병근과 강성중(2008)은 시각화의 전략을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원

리와 방법�, �지식과 연구�, �길 찾기와 안내�, �제품과 가상공간

�의 4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시각화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원리와 방법�은 �매뉴얼�, �그래픽 다이어그램�, �뉴스 그래

픽�, �서식 디자인�의 4종류로 시각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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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의 형태는 서비스 사용을 위한 지침서로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되

는 것이 중요하다. 원리와 방법을 위한 �그래픽 다이어그램�은 사진, 

도형, 텍스트 등의 결합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때 전달 내용이 어렵게 보이지 않도록 이미지와 테스트는 

간결하고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뉴스 그래픽�은 시각적으로 흥

미롭게 이해되도록 일러스트레이션과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내용에 따

라 적합한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통계와 수치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

하도록 재구성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서식 디자인�은 작성자에게 혼

돈을 주지 않고 다수가 이해하기 쉽게 시작과 끝, 작성할 곳을 분명히 

나타내고 서로 연관된 내용을 구분하며, 올바른 기재 방법을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지식과 연구�는 다시 �지식의 시각화�, �연구의 시

각화�, �과학의 시각화�로 구분하여 시각화 전략을 설명하였다. 지식

과 연구는 know-how, know-what, know-why, know-who, know-where, 

know-when의 6하 원칙이 잘 드러나도록 시각화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먼저 �지식�은 사용자가 유사한 지식을 재구성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견이나 통찰력을 전달할 수 있게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는 지식의 양을 늘리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위에서의 창조적 활동을 말한

다. 따라서 연구의 과정이나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

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연구의 특징과 원리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과학�은 인간이 인식하기에 너무 작거

나 크거나 혹은 작용이 너무 더디거나 빠르며, 과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와 표현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 용어가 많다. 이러한 과학과 관

련된 정보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의 본질과 핵심이 왜곡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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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시각화를 적용하는 일이다. 

�길찾기와 안내�에 대한 정보는 �방향 정보�, �공간과 이용 정

보�, �교통 정보�로 나누어 시각화를 설명하였다. �길찾기�는 기본

적으로 위치 정보, 경로 결정, 경로 확인, 목적지 확인 등의 과정이 필요

하며, 주변의 정보가 없으면 자신의 위치나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

라서 공간에서 방향 제시는 동서남북과 같은 관념적인 표식보다는 사용

자들이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의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제품�을 시각화 할 때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제품의 기능, 구성 요소, 사용법, 

가격, 구입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의 제품 정보에 대해서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닌 사용자의 시선과 흥미를 끌 수 있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다. �가상공간�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등장한 정보로, 

사용자 접속 상태, 방문 횟수, 행위, 바이러스 감염 상태 등과 같은 정보

를 시각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정보들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로 시각화되어야 

한다. 

정보의 내용에 따른 시각화 연구는 <표 II-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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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내용

최성희, 2003

(1) 지침의 시각화

(2) 과정의 시각화

(3) 개념의 시각화(관련성을 나타내는 조직표, 시간

의 경과를 나타내는 연대기, 일반개념의 시각화, 이

론의 시각화, 태도의 시각화)

오병근, 강성중, 2008

(1) 원리와 방법

(2) 지식과 연구

(3) 길 찾기와 안내

(4) 제품과 상업 공간

<표 II-4> 정보의 내용에 따른 시각화 연구

  

2) 정보시각화의 기능

정보시각화의 기능과 관련한 연구는 언어와 함께 시각자료가 제시되

었을 때 학습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연구

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 연구들을 다시, 정보를 시각화 했을 때 학습에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Levin, 1979; Levin, Anglin & 

Carney, 1987; Levie & Lentz, 1982)와 삽화나 도표 등의 시각자료가 정

보를 전달할 때 어떤 기능을 하는가(Pozzer & Roth, 2003; 김수정 & 한

재영, 2007; 강신포 외, 2005; 최미혜, 2007)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

다. 

먼저 정보를 시각화 했을 때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의 

연구를 살펴보겠다. Levin(1979)은 산문(prose)을 삽화로 시각화할 때 학

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각자료의 기능을 장식적 기능

(Decoration Function), 보수적 기능(Remuneration Function)을 포함하여 

8개의 기능을 제안하였는데, 학습과 관련이 미미한 이 두 가지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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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취소하고 동기(Motivation) 기능, 반복(Reiteration) 기능, 표현

(Representation) 기능, 조직(Organization) 기능, 이해(Interpretation) 기능, 

변형(Transformation)의 6개의 기능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동기기능은 학

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며, 둘째, 반복 기능은 산문(prose)의 내용을 반

복 회상할 수 있게 하며, 셋째, 표현 기능은 그림 자료로 중요한 설명사

항을 강화하며, 넷째, 조직기능은 산문내용을 조직적으로 구조화하여 학

습자의 산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다섯째, 이해기능은 복잡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생소한 내용의 이해의 맥락을 제공하며, 여섯째, 

변형 기능은 주로 파지를 목적으로 원래의 형태보다 기억하기 쉬운 형태

로 변형시켜준다는 것이다. 이후 Levin과 그의 동료인 Anglin과 Carney( 

1987)은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기능을 다시 표현적

(representational) 기능, 조직적(organizational) 기능, 이해(interpretational) 

기능, 변형(transformational) 기능 등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Levie와 Lentz(1982)는 텍스트 정보의 전달에 시각자료가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그 기능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주의적(attentional) 기능은 자료에 주의를 이끌도록 하고, 주의를 집중시

키며, 둘째, 정의적(affective) 기능은 학습자의 흥미를 강화하고, 감정과 

태도에 영향을 주며, 셋째, 인지적(cognitive) 기능은 텍스트 내용의 이해

를 돕고, 기억을 향상시키며, 넷째, 보상적(compensatory) 기능은 부가적

인 정보를 제공하여 부진한 학습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성(1997)은 교과서에 실린 시각자료의 역할에 대해 주의적, 설명

적, 정서적, 보존적 역할로 언급하였다. 시각자료의 주의적 역할은 학습 

자료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 설명적 역할은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각자료가 사용된다는 것, 정서적 역할은 

시각자료에 담겨있는 감정과 정서에 학습자가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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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적 역할은 직관적, 동시적으로 인식된 시각정보를 통해 상상, 이미

지 등의 장기기억상태로 변형되어 저장되고 이러한 특성에 의해 정보처

리, 보존에 있어서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림이나 도표 등의 시각자료가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떤 기능을 하는

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과학 교과에서는 교과서의 정

보시각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Pozzer & Roth, 2003)가 대표적이다. 

Pozzer와 Roth는 브라질 고등학교 생물교과서에 나타난 사진자료를 분석

하여 장식적(decorative) 기능, 예시적(illustrative) 기능, 설명적

(explanatory) 기능, 보충적(complementary) 기능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김수정과 한재영(2007)이 요약적

(summary) 기능과 활동지(worksheet)를 추가하였다. 첫째, 장식적 기능은 

본문과 상관없이 단순히 교과서를 꾸미기 위한 기능으로, 시각자료의  

본문에의 삽입여부와 상관없이 정보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 둘째, 

설명적 기능은 교과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시각자료로 나타내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셋째, 예시적 기능은 본문

예시, 질문예시, 탐구과정예시, 탐구재료예시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교과

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예시를 시각자료로 나타낸 것이다. 넷째, 

보충적 기능 중 본문보충 기능은 본문에 제시된 내용 이외에 새로운 내

용을 제시하는 시각자료, 질문필수 기능은 제시된 질문을 해결하거나 질

문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각자료, 학습 자료는 연

구나 조사활동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주는 시각자료

이며, 탐구결과는 탐구활동의 결과를 제시하는 시각자료의 기능을 의미

한다. 김수정과 한재영이 추가(2007)한 요약적 기능은 교과서의 본문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이나 앞으로 제시될 내용에 대하여 요약해 놓은 개념도 

등을 해당되며, 활동지는 표나 개념도, 빈칸 등의 형태로 학생들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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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거나 실험의 결과, 문제 등에서 학생들이 직접 내

용을 기입할 수 있게 구성한 자료를 말한다. 

강신포, 김성준, 임은희(2005)는 수학교과서의 시각자료의 기능을 역

할에 따라 동기유발, 활동 안내, 자료 제시, 개념, 확인의 5가지로 나누

고, 내용에 따라서는 필수적, 보조적, 장식적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최미

혜(2007)도 국어교과서의 시각자료를 필수적, 보조적, 장식적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정보시각화의 기능과 관련된 연구들은 <표 II-5>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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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내용

Levin, J. R. , 1979

(1) 동기 기능 (motivation)

(2) 반복 기능 (reiteration)

(3) 표현 기능 (representation)

(4) 조직 기능 (organization)

(5) 이해 기능 (interpretation)

(6) 변형 기능 (transformation)

Levin, Anglin &

Carney, 1987

(1) 장식적 기능

(2) 표현 기능

(3) 변형 기능

(4) 조직 기능

(5) 해석 기능

Levie & Lentz, 1982

(1) 주의적 기능

(2) 정의적 기능

(3) 인지적 기능

(4) 보상적 기능

강신포 외. , 2005

(1) 역할에 따른 삽화유형

(동기유발, 활동 안내, 자료제시, 개념, 확인)

(2) 내용에 따른 삽화유형  (필수적, 보조적, 장식적 기능)

(3) 삽화의 내용과의 일치도 (5단계 평정)

최미혜, 2007

(1) 필수적

(2) 보조적

(3) 장식적

Pozzer & Roth, 2003;

김수정, 한재영, 2007

(1) 장식적 기능

(2) 설명적 기능

(3) 예시적 기능 (본문예시, 질문예시, 탐구과정, 탐구재료)

(4) 보충적 기능 (본문보충, 질문필수, 학습자료, 탐구결과)

(5) 요약적 기능

(6) 활동지(worksheet)

<표 II-5> 정보시각화의 기능과 관련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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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시각화의 유형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포함하는 시각화된 정보에 대해 교

과서는 책의 형태인 인쇄자료이므로, 컴퓨터나 텔레비전 모니터 등으로 

확인하는 시각정보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 인쇄자료의 정보시각화 유

형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Smaldino와 그의 동료들(2012)은 일반적으로 수업에서 활용되는 자료

의 유형으로 사진(picture), 그림(drawing), 차트(chart), 그래프(graph), 포

스터(poster), 카툰(cartoon)으로 분류하였다. 사진은 카메라로 촬영한 표

상물로서, 보통 교과서에 수록될 때는 장식용으로 보다는 학습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은 대상물을 그래픽으로 처리한 것인

데, 선이나 화살표를 활용하여 동작이나 정적인 표상을 나타낼 수 있어

서 교과서에서 쉽게 수록되는 형태이다. 차트는 주로 추상적인 관계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표, 시간표, 흐름도

(flowchart) 등이 있으며 중요 개념이나 개념간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효

과적이다. 그래프는 서로 관계가 있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양의 상대 값

을 나타낸 도형으로,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수량의 크기를 비교하거

나 수량이 변화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기 편리하다. 포스터는 전달하고

자 하는 내용을 상징적인 그림과 간단한 글귀로 나타내는 시각정보의 형

태로, 짧은 시간에 주의를 끌어 메시지를 빨리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카툰은 실제 혹은 가상의 인물, 동물, 사건을 대강의 캐리커

쳐로 그린 것이다. 쉽게 빠르게 읽을 수 있어 학습 내용을 강조할 때 주

로 활용한다. 

Wileman(1993)은 제시 방법에 따른 시각화된 정보의 유형으로 언어제

시형, 장식이 있는 언어형, 그림 배경의 언어형, 언어와 그림의 혼합형, 



- 45 -

지시가 있는 그림 자료형, 상징적 강조의 그림형, 그림 자료형으로 구분

하였다. 언어제시형은 단순히 추상적인 언어로만 정보가 제시되는 형태

이며, 장식이 있는 언어형은 언어제시형에 장식이나 강조가 첨가된 것을 

말한다. 핵심단어 옆에 별표나 체크 부호를 사용하거나, 활자의 색을 변

경하고 활자체에 변화를 주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배경의 언

어형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그림과 언어를 함께 제시하는 형태로, 

예를 들면 교향악단의 연주 이미지를 배경으로 하고 �교향곡 감상의 

시간�이라는 언어를 함께 제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언어와 그림의 

혼합형은 문자와 그림이 반반씩 제시되어 유형인데, 제시된 그림이나 글 

둘 중의 하나만 보아도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는 형태이다. 지시가 있는 

그림 자료형은 그림이나 그래픽 자료에 화살표 등을 이용해서 주요 내용

을 설명하는 것으로 음악교과서에서 노래할 때나 악기를 연주 할 때의 

바른 자세를 설명하는 경우에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상징적 강조의 

그림형은 언어는 사용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정보를 그

림이나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강한 전달력을 위해 실제 사진이나 

구체적인 그림 보다는 강조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림 자료형은 사진이나 삽화 등의 실물과 동일한 실제적인 그림 자료를 

말한다.

Dale(1969)은 사실적, 유추적, 조직적인 시각정보로 구분하였다. 사실

적 시각정보는 시각화가 쉽게 가능할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로 사진, 그

림, 도안, 개념의 진술과 명칭 등으로 나뉘며, 유추적 시각정보는 전달하

고자 하는 정보를 사실적으로 제시하였을 때 이해하기 어렵거나 흥미를 

끌기 힘든 경우 그 내용과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조직적 시각정보는 도표, 지도, 플로챠트 등과 같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점 혹은 중요한 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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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제시방법이다. 

한편 Houghton & Willows(1987)은 Dale(1969)의 분류 중 사실적 시각

정보에 대해 정보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표현했는가를 

중심으로 시각정보를 그림 혹은 실물자료, 그래픽 상징자료, 언어 상징

자료로 구분하였다. 그림 혹은 실물자료(pictorial symbols)란 교수학습 목

적을 위해 실제적으로 그린 그림이나 사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물을 

매우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한 형태이다. 생소한 사물을 학습할 

때나 초등학교 학생과 같이 상대적으로 어린 학습자에게 유용하게 사용

된다. 그래픽 상징자료(graphic symbols)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중심

으로 시각적 요소를 강조하여 만든 것으로 구체화 정도에 따라 이미지와 

관련된 그래픽, 개념과 관련된 그래픽, 자의적인 그래픽으로 나눌 수 있

다. 언어 상징자료(verbal symbols)는 언어가 시각화되어 표현되는 것으

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사용이 가능하다. 시각화된 정보의 유

형을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열한 것은 <표 II-6> 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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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혹은 실물자료 그래픽 상징자료 언어 상징자료

사진 삽화
이미지관

련그래픽

개념관련

그래픽

자의적

그래픽
문장 단어

튤 립 의 

꽃은 1개

씩 위를 

향 하 여 

피고, 길

이 7cm

정 도 의 

넓은 종 

모양이다.

튤립

구체성 추상성

<표 II-6>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른 시각화된 정보의 유형 (강선영, 2012,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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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각화의 유형과 관련된 연구들은 <표 II-7>에 정리하였다.  

저자, 연도 (분류기준) 내용

Houghton&Willows, 1987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른 분류)

(1) 그림 또는 실물자료

(pictorial symbols)

사진

삽화

(2) 그래픽 상징자료

(graphic symbols)

이미지 관련 그래픽

개념 관련 그래픽

자의적 그래픽

(3) 언어상징자료

(verbal symbols)

문장

단어

Wileman, 1993

(제시 방법에 따른 분류)

(1) 언어제시형 

(2) 장식이 있는 언어형

(3) 그림 배경의 언어형 

(4) 언어와 그림형 

(5) 지시가 있는 그림 자료형

(6) 상징적 강조의 그림형

(7) 그림 자료형 

Smaldino et al. , 2012

(교수학습에 활용되는 인쇄 시각 

자료의 분류)

(1) 사진

(2) 그림

(3) 차트

(4) 그래프

(5) 포스터

(6) 카툰

<표 II-7> 정보시각화의 유형과 관련된 연구 

4) 정보시각화의 관계구조

Roth, Pozzer & Han(2005)은 시각자료들 간의 배열 상태에 따라 단독

(single), 나열(series), 겹쳐진(layered) 구성으로 구분하였다. 단독 구성은 

사진이나 그림, 도표 등이 다른 시각 자료들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사용

된 경우이며, 나열된 구성은 시각자료가 나란히 혹은 방사상의 형태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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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모여 있는(multiple) 구성을 말한다. 겹쳐진 구성은 사진과 사진, 사

진과 그림, 사진과 도표 등 시각 자료들이 서로 겹쳐져서 사용되는 경우

를 의미한다. 

방희건과 박재근(2012)은 교과서의 정보시각화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시각자료의 빈도 분석에 초점을 맞춘 양적 연구들이었다고 비판하고, 과

학교과서의 시각자료들의 관계구조를 내부, 상세, 결과, 강조, 과정, 설

명, 단독, 나열의 분석 기준을 제안하였다. �내부�는 기본 삽화 내에서 

가시화 되지 않거나 추측되는 일부분 혹은 전체를 확대하여 별도로 부각

시킨 것, �상세�는 이미 가시화된 삽화의 일부분을 상세히 확대하여 

추가로 삽입한 것, �결과�는 실험적 과정이나 시간적인 과정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결과를 별도로 부각시킨 것, �강조�는 기본 삽화에서 

가시화된 일부를 강조하거나 실험적 주의를 표상화 한 것, �과정�은 

기본 삽화 내에서 실험적 과정이나 시간적인 과정의 순서를 확대시켜 나

타낸 것, �설명�은 삽화의 일부분 혹은 전체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

기 위해 별도로 부각시킨 것, �단독�은 다른 삽화와의 관계를 가지지 

않은 단독으로 제시된 독립적인 시각자료, �나열�은 기본 삽화를 나열

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표현 양식만 달리하여 수평적으로 제시한 것을 각

각 의미한다.

정보시각화의 관계구조에 관련된 연구는 <표 II-8>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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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내용

Roth, Pozzer & Han, 2010

(1) 단독(single) 사진

(2) 나열된(series) 사진

(3) 겹쳐진(layered) 사진

방희건, 박재근, 2012

(1) 내부

(2) 상세

(3) 결과

(4) 강조

(5) 과정

(6) 설명

(7) 단독

(8) 나열

<표 II-8> 정보시각화의 관계구조와 관련된 연구

5) 교과서 심의 기준

우리나라의 교과서 평가기준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진재관 외, 2009)은 국내외의 교과서 평가기준을 검토하

고, 현장교사들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일반적인 교과서의 

평가기준과 평가 항목을 개발하였다. 총 6개의 영역, 17개의 항목, 40개

의 기준 중 시각정보와 관련된 �시각자료의 체계성 및 효과성� 항목

에서 시각 자료가 학습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되었는가, 시각 자

료가 너무 복잡하지 않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는가, 시

각 자료의 요소(캡션, 글, 색, 삽화, 도형 등)가 명료하고 효과적인가를 

그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이 외에 학습 내용의 정확성, 학습 내용의 효

과성, 편집디자인 및 내구성 항목에서도 시각정보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민경훈(2014)은 다양한 관련 문헌의 검토를 통해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표기, 표현 및 편집�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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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시각정보에 대한 평가 준거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진

을 포함한 각종 자료가 학습 내용과 관련성이 있고,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지, 자료의 출처를 최신의 공인된 자료에 의거하여 명확하

게 표기하였는지, 사진과 삽화 등의 자료가 선명하고 학습의 효과를 고

려하여 구성된 것인지, 편집 디자인 및 지면 활용은 학습의 효과를 고려

하여 창의적으로 구성하였는지에 대해서이다. 

음악과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인정기준(안)(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은 시각정보와 관련된 중학교 교과서의 평가기준을 시각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 학습의 효과성과 매력성에 관하여 제시

하였다. 

석문주와 승윤희(2016)는 국내외의 다양한 교과서 평가기준을 검토하

여 음악교과서의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시각정보와 관

련된 평가기준은 내용조직의 연계성 영역, 내용의 정확성 및 보편성 영

역, 편집의 구성 영역에 나타난다. 이 연구는 악보, 사진, 삽화 등의 자

료가 학년 수준에 적절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표 II-9>는 위에 열거한 정보시각화와 관련된 교과서 심의 기준 내용

을 정리한 것이다. 항목 A는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정보의 출처나 표기가 

정확한지에 대한 기준들이며, 항목 B는 주로 학습의 효과를 고려하였는

지에 대한 기준들이다. 항목 C는 주로 시각정보의 외형이 매력적인가에 

대한 기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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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준 출처

A
1. 출처가 명확하고 정확한 도표, 그림, 사진, 지도 등을 사용하

고 있는가?

진재관 외, 2009

2. 악곡, 사진, 삽화 등 관련 자료의 출처(작곡자, 채보자, 편곡

자 등 포함)를 최신의 공인된 자료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표기

하였는가?

민경훈, 2014

3. 악곡, 사진, 삽화 등 관련 자료의 출처를 최신의 공인된 자료

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표기하였는가?

석문주․승윤희,

2016

4. 악곡, 사진, 삽화 등 관련 자료의 출처(작곡자, 작사자, 채보

자, 편곡자 등 포함)를 최신의 공인된 자료에 의거하여 명확

하게 표기하였는가?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2015

5. 악보, 사진, 삽화 등의 자료와 악곡명, 음악용어 등의 표기는 

정확한가?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2015

B
1. 시각 자료가 너무 복잡하지 않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는가?

진재관 외, 2009

2. 학습 요소(학습목표, 도입, 본문, 정리, 그림 및 도표, 참고 

자료 등)가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진재관 외, 2009

3. 각종 자료(악곡, 도표, 그림, 사진 등)는 학습 내용과 관련성

이 있고,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는가?

민경훈, 2014

4. 각종 자료(악곡, 그림, 사진, 음원 등)와 매체는 학습내용과 

관련성이 있으며,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내용과 활

동을 참신한 것으로 선정하였는가?

석문주․승윤희,

2016

5. 각종 자료(악곡, 도표, 그림, 사진, 음원 등)와 매체는 학습 

내용과 관련성이 있으며,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참신

한 것으로 제시하였는가?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2015

C 1. 지면 구성(자료 배치, 줄 간격, 여백, 색조 등)이 안정적인가? 진재관 외, 2009

2. 시각 자료는 학습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도록 배치하고 있

는가?

진재관 외, 2009

3. 사진과 삽화, 악보, 활자 등은 선명하고 학습의 효과를 고려

하여 구성하였는가?

민경훈, 2014

4. 시각 자료의 요소(캡션, 글, 색, 삽화, 도형 등)들이 명료하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진재관 외, 2009

5. 악보, 사진, 삽화 등의 자료는 선명하고 학년 수준에 적절한

가?

석문주․승윤희,

2016

6. 악보와 사진, 삽화 등은 선명하며, 학습의 효과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는가?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2015

7. 편집 디자인 및 지면 활용은 학습의 효과를 고려하여 창의적

으로 구성하였는가?

민경훈, 2014

8.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편집체제, 디자인(악보 및 지면 

구성)으로 구성하였는가?

석문주․승윤희,

2016

<표 II-9> 교과서의 시각정보와 관련된 심의기준 정리(강선영, 전게서,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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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에 대한 연구의 특징은 연구자들은 다르지만 심의기준의 내

용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 심의기준들은 한 문장에서 1개의 기준

을 제시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각종 자료(악곡, 도표, 그림, 사진, 음원 등)와 매체는 학

습 내용과 관련성이 있으며,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참신한 것으

로 제시하였는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라는 항목을 살펴보면, 자

료와 매체의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 학습동기 유발의 가능성, 자료와 매

체의 참신성의 3가지 내용이 합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2개 이상 합해져 있는 문장의 경

우는 분석할 때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고 항목별로 분류하기에도 불편

함이 따른다. 

한편 교과서 심의기준은 앞서 살펴보았던�정보시각화의 장점이 부각

되기 위해 유의할 점5)�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표 II-10>에 정리하였다. 

정보시각화과 관련된

교과서 심의기준
유사점 간의 연결 정보시각화의 유의점

정확한 표기• ① 지적 능력의 고려

학습자 관점의 시각화•
② 정보왜곡의 가능성 최

소화

교과서 전체 지면과의 조화• ③ 시각화 정도의 조절

인쇄 상태•
④ 문화적 요인에 따른 오

해석의 최소화

<표 II-10> 정보시각화의 유의점과 심의기준과의 비교 

교과서 심의기준이 아닌 교육공학에서도 <표 I1-11>와 같이 교수자료의 

5) 본 논문, p. 31, <표 II-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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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을 위한 시각디자인의 평가기준(변영계 외, 2007)을 제시하고 있다. 

이 평가 기준은 디자인 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있는데, 교과서 심의 기준

이나 정보시각화 시의 유의점에 비해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평가 기준의 항목들 가운데 주의 집중 전

략이 적절히 활용되었는지, 효율적으로 화면(교과서에서는 지면)을 활용

하고 있는지, 제시 내용과 방법이 서로 일치하고 논리적인지, 학습자의 

경험과 흥미에 부합하는지, 주의를 끌고 흥미를 지속시키는지, 제시된 

시각정보가 기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기하거나 포함하고 있는지 등

이 교과서의 심의기준과 유사하다. 

구분 평가항목

명확성

1. 제시된 글자나 그림의 크기는 적절한가?

2. 제시된 글자나 그림은 명확하게 인쇄되었는가?

3. 제시된 글자나 그림은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4. 제시된 그림은 학습자나 기타 목표로 하는 대상에 적합한가?

5. 주의집중전략은 적절히 활용되었는가?

6. 제시된 그림이나 도형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만 구성되어 간결한가?

7. 시각적 계열화가 필요한 경우, 그 계열화는 적합한가?

효과성

1. 제시된 요소는 균형적으로 배열되어 있는가?

2. 제시된 시각정보의 테두리는 적절한가?

3. 제시된 시각정보는 화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4. 복수의 단어와 그림이 제시되었을 때, 어느 단어가 어느 그림에 속하는

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5. 그림이나 사진이 제공되었을 때 이들은 목적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각도

에서 잡은 것인가?

6. 제시하는 내용과 방법이 서로 일치하며 논리적인가?

매력성

1. 제시된 시각정보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흥미에 부합하는가?

2. 제공된 시각정보가 학습자가 다음 내용에 대한 심적 준비도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관된 스타일이 있는가?

3. 제시된 시각정보는 주의를 끄는가?

4. 제시된 시삭정보는 흥미를 지속시키는가?

5. 제시된 시각정보는 기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포함하고 

있는가?

<표 II-11> 시각디자인 평가기준 (변영계 외, 전게서,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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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외 

정보시각화의 유형, 기능, 관계구조, 내용에 따른 시각화 전략 등의 연

구 이외에도 시각화의 외형적 측면을 분석하거나, 정보의 의미 전달 유

무에 따 시각화 자료 유형을 분석 하는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연

구들이 있었다. 

  앞서 시각화의 기능에 대해 분석한 강신포 외(2005)의 연구에서는 수

학교과서의 시각자료의 외형적 측면에 관해서도 분석하였다. 시각자료의 

수와 종류를 양적으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페이지 당 시각자료의 

크기, 지면상의 배치, 그리고 선명도까지 상세하게 분석하였다<표 II-12>. 

저자, 연도 내용

강신포 외, 2005

(1) 수(페이지 당)

(2) 종류(그림, 표, 그래프)

(3) 크기(한 페이지당 비율)

(4) 지면상 배치

(5) 선명도

<표 II-12> 정보시각화의 외형에 관련된 분석 연구

  노상미와 손정우(2014)는 물리 교과서의 정보시각화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시각자료를 의미전달의 유무에 따라�데이터 시각화�와 �인

포그래픽�으로 분류하였다. �데이터 시각화�는 실험이나 탐구활동의 

과정 상황을 제시한 자료, 단순한 정보를 사진, 도식화, 기호화, 회로도, 

일러스트 등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한 두 개의 정보가 담긴 단순한 구조

나 단순 상황이 제시된 시각화 자료, 그리고 그래픽 자체가 의미전달을 

하지 않고 본문의 내용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자료를 말하며, 

그 외 많은 정보를 담거나 의미 전달을 포함하는 시각화 자료를 �인포

그래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II-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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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내용

노상미, 손정우, 2014
(1) 데이터시각화

(2) 인포그래픽

<표 II-13> 정보의 의미전달 유무에 따른 시각화 자료 분석 연구

  김덕용과 김재영(2015)은 정보의 유형에 따른 인포그래픽의 유형을 연

구하였는데, 정보를 개념적 정보, 계수적 정보, 비계수적 정보, 감각적 

정보로 분류하고 이 정보들을 각각 나열형, 비교형, 구분형, 강조형의 인

포그래픽으로 표현되었을 때의 효과성의 정도에 <표 II-14>와 같이 4단

계로 분석하였다. 

구분 나열형 비교형 구분형 강조형

개념적 정보 ● ○

계수적 정보 ● ●

비계수적 정보 ● ●

감각적 정보 ● ●

(● ○ 효과적임을 나타내는 난이도 )

<표 II-14> 정보유형에 따른 인포그래픽 유형 (김덕용, 김재영, 2015,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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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을 개

발하고, 이 모형을 이미 출판되어 있는 음악교과서에 실제로 적용하여 

그 특징들을 비교․분석 하였다.  

  앞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일곱 단계의 과

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의 수행을 위한 연

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밝히고, 이에 대한 연구문제를 정의한다. 두 번

째 단계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정보�의 개념과 특징, �정보시각화

�의 개념과 효과 등에 대한 선행문헌을 검토한다. 또한 정보시각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음악교과서를 분석할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 계획을 수립

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 음악교과

서의 정보시각화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여섯 번째 단계에

서는 개발된 모형을 현재 출판되어 있는 음악교과서에 적용하여 정보시

각화 양상을 비교․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

한다. 

  전체적인 연구진행 단계와 절차에 따른 세부 연구 활동 내용을 정

리하면 아래 <표 III-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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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단계 세부 내용

연구 문제 정의

• 음악교과서의 정보 시각화 분석 모형의 개발 및 적

용을 위해 각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연구 문제를 

명확히 한다.

관련 문헌 검토
• 정보시각화 관련 이론들을 검토한다.

•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한다.

연구 계획 수립
• 연구 대상인 음악교과서의 정보에 대해 정확히 규

정하고 이를 분석할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 한다.

자료 수집
• 정보시각화 분석모형 관련 자료 및 2009 개정 중학

교 교과서 18종을 수집한다.

분석 모형 개발
• 수집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음악교과서의 정보 시각

화를 분석할 모형을 개발한다.

분석 모형 적용
• 개발된 모형으로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8

종을 분석한다.

결과 분석 및

결론 도출
•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표 III-1> 연구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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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모형 개발의 기준

본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1) 분석 대상의 구체화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를 분석할 모형을 개발하기에 앞서 먼저 고

려해야 할 점은 분석 대상인 음악교과서가 담고 있는 �정보가 무엇�

인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하 교

육과정)을 기준으로 편찬되었다.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

별 교육 목표, 목표, 내용의 영역과 기준, 교수․학습방법, 평가�로 이루

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교과서의 정보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분은 �

내용의 영역과 기준�이다. 

�내용의 영역과 기준�은 다시 �내용체계, 학년군별 성취 기준, 음

악요소와 개념 체계표�로 나누어진다. �내용체계�는 �표현, 감상, 생

활화�의 세 가지 영역인데, 표현영역은 가창과 기악과 같은 연주활동과 

음악 창작의 내용을 말한다. 감상영역은 �중학교 수준의 음악요소 및 

개념�와 다양한 시대(음악사)의 음악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

로 생활화영역은 음악을 통한 학생의 태도 변화에 관련된 것으로 음악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고, 우리 음악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체계�를 구체적인 �성취기준�수준으

로 학생들이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음악요소 및 개념체계표

�를 통해 중학교 학생들이 반드시 익혀야할 음악요소와 개념들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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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음악교과서에 정보로 구현되어 있는 이 교육과정의 내용을 <표 III-2>

와 같이 구체화 하였다. 

영역 표현 감상 생활화

정보

• 성악의 바른 자세 • 연음형식 • 행사참여

• 성악의 바른 호흡 • 푸가 • 우리음악의 위상

• 악기별 바른 자세 • 엮음형식

• 악기별 정확한 주법 • 론도

• 신체표현 • 한배에 따른 형식

• 민요 • 소나타형식

• 예술가곡 • 변주곡

• 판소리 한 대목 • ABA형식

• 가곡의 초장 • 한배의 변화

• 배경음악 창작 • 빠르기의 변화

• 음악극 창작 • 셈여림의 변화

• 간단한 가락 창작 • 여러 가지 음색

• 여러 지역의 토리

• 여러 가지 음계

• 여러 가지 시김새

• 딸림7화음

• 종지(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 중모리장단

• 여러 가지 박자

• 엇모리장단

•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

• 가곡장단

• 장단의 세

• 말붙임새

• 한국음악사

• 서양음악사

<표 III-2>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정보의 구체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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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의 수집 및 검토

시각화된 정보의 효과와 기능 그리고 이것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을 

수집하여 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분석 모형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미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학문 분야와 다양한 

교과목,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시각화된 정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시각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과정, 

지침, 지식, 연구, 과학, 개념 등 다양한 정보의 유형에 따라 서로 시각

화 하는 전략이 달랐다. 

두 번째는 시각화된 정보 중 시각자료(그래픽자료)와 문자자료(텍스

트)와의 관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동기

를 유발하는 기능인지, 정보를 반복하여 보여주는 기능인지, 장식적인 

기능을 하는지, 설명적인 기능을 하는지, 흥미를 강화하거나 감정과 태

도에 영향을 주는 정의적인 역할을 하는 지 등 시각화된 정보들의 기능

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정보시각화의 유형에 관련된 내용으로 사진, 삽화, 그래프, 

도표, 텍스트 등의 분류 뿐만 아니라 언어로만 되어 있는 유형, 장식이 

되어 있는 언어의 유형, 그림 배경이 있는 언어의 유형, 지시가 있는 그

림 자료형 등 정보시각화의 유형도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하고 있다는 사

실을 검토를 통해 알게 되었다. 

네 번째는 정보시각화의 관계구조에 대한 것으로, 시각화된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지, 강조되어 있는지, 상세화 되어 있는지, 단독으로 제시

되었는지, 겹쳐서 제시되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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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는 교과서의 심의 기준 연구에 대한 내용이었다. 우리나라

의 음악교과서는 초등학교급은 검정 심의를, 그리고 중․고등학교급은 인

정 심의를 받아 교과서가 편찬된다. 본 논문의 서론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선진국에서도 교과서를 심의하고 있다. 교과서를 심의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기 마련인데, 교과서의 내용적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외형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관점의 평가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었고, 이를 

검토한 결과 시각화된 정보들에 대한 심의 기준은 주로 정보의 내용의 

정확한가, 학습에 효과적인가, 외형적인 질은 어떠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 외 시각화된 외형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시각화와 인포그래픽을 구

분하는 연구도 있었다. 

3) 기존 연구들의 적합성 검토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

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한 요소들을 분

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였다.  

음악교과서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생활화의 음악 활동과 중학교 

수준에서 익혀야할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한 학습 내용이 구현되

어있기에,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

와는 차별화된 음악교과서의 정보 내용에 맞는 범주가 필요하였다. 또한 

음악 교과서는 가창, 기악 등의 활동이 전제되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모범이 되는 실제 연주 상황을 구체적으로 시각화 하는 것이 필요

하기에 �구체성과 추상성�이 기준이 되는 정보시각화의 유형을 분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정보시각화의 

�기능�을 분석하는 부분은 그래픽 자료가 전체적인 해당 정보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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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역할을 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음악교과서 분석에 적합하였다. 

4) 다양한 관점의 분석 가능성 고려

강신포, 김성준, 임은희(200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다른 선

행 연구들은 모두 한 가지 범주로 정보시각화를 연구하였다. 그 이유는 

분석 대상의 범위가 적거나, 양적인 분석 연구, 그리고 실험 연구인 경

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연구들은 여러 범주가 필요하지 않았다. 한 가지 

범주로 교과서를 분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본 연구는 중학교 교과

서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보시각화의 다양한 특성들을 파악

하고자 하기에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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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음악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교과서�는 국

내외의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여러 단체나 연구자들이 정의6)한 

바가 조금씩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를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학습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교과 영역의 학습 내용을 체

계적으로 담은 책자�로 한정한다.7)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8종�으로 <표 III-3>과 같다.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검정제로 발행되었던 중학교 음악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이르러 인정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7 개정 시기까지와는 달리 판형과 쪽수의 제한이 사라지고, 학년별 

분권제가 아닌 통권제로 변화함에 따라 교과서의 편집자와 집필자가 창

의적으로 교과서를 디자인 할 수 있었기에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매우 적합하며, 인정제 시행아래 최초로 편

찬된 교과서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

서는 역시 인정제이나, 2017년 현재 미 출판 상태이며, 다시 학년을 나

누어 2권으로 분권화 하고 쪽수에 제한을 두는 등의 변화가 있어, 2009 

개정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다. 

또한 같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 교과서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음악교과서는 검정제를 실시하고 있어 교과서의 편집과 개발에 자유로움

이 덜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에 해당되지 않고, 

교과의 명칭도 �음악�이 아닌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로 변

6) 본 논문 p. 1에 사전적 의미, 법률적 정의 등이 제시되어 있다. 

7) 교과서의 의미를 이 같이 한정하는 이유는 학생용의 서책 이외에도 �음반, 영상 및 전

자저작물�을 교과서의 범위로 보는 법률적 관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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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되었기 때문에, �중학교 음악 교과서�가 분석 대상으로 가장 타당하

다고 판단하였다.

연번 출판사명 대표저자 본 연구에서의 표기8)

1 (주)교학사 이홍수 교과서 1

2 (주)금성출판사 김용희　 교과서 2

3 (주)미래엔 장기범 교과서 3

4 (주)박영사 주광식 교과서 4

5 (주)비상교육 홍미희　 교과서 5

6 (주)아침나라 박정자 교과서 6

7 (주)와이비엠 김미숙　 교과서 7

8 (주)음악과생활 양종모　 교과서 8

9 (주)중앙교육9) 윤용재 교과서 9

10 (주)지학사 정길선　 교과서 10

11 (주)천재교과서 윤명원 교과서 11

12 (주)천재교육 민은기 교과서 12

13 교학사 강민선 교과서 13

14 도서출판태성 주대창　 교과서 14

15 동아출판 최은식 교과서 15

16 성안당 정욱희 교과서 16

17 세광음악출판사 허화병 교과서 17

18 현대음악 장보윤 교과서 18

<표 III-3> 2009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 18종

8) 본 논문 에서는 중학교 음악교과서 18종을 출판사명의 ㄱㄴㄷ 순으로 고유 번호를 지정

하였다. 

9) 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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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및 결과의 표시 

1) 분석 범주에 따른 분석 대상의 분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음악교과서의 분석 모형은 3가지의 범주로 구성

되어있다. 각 범주 별로 분석 대상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18개의 교과서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모든 정보가 단원의 형태로 구성되

어 있지는 않은 현실을 고려하고, 또한 각 정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각화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범주에 그 분석 대상을 한

정 하는 적용하는 것이 음악교과서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더 효율적이라

고 판단하였다. 

먼저, 개발된 분석 모형의 첫 번째 범주인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

화 분석�은 음악교과서에서 단원으로 구성된 대부분의 정보에 적용하

였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소영역 �신체표현, 빠르기/셈여림, 음색, 음

계, 화음, 장단/박자�는 대부분 교과서에서 단독 단원으로 구성되는 경

우가 적기 때문에 제외하였으며, 소영역 중 태도의 2개 정보는 비슷한 

유형으로 시각화되는 경우가 많기에 �행사 참여�만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범주인 �정보 시각화의 기능 분석�은 텍스트와 그래픽 자

료의 관계 혹은 정보 내용과 그래픽 자료의 관계에서 그래픽 자료의 기

능을 분석하는 내용이므로, 텍스트와 그래픽이 비교적 풍부한 �음악극 

창작�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세 번째 범주인 �정보시각화의 유형 분석�은 시각화의 구체성과 추

상성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내용이므로, 정보의 구체성이 중시되는 심동

적 영역인 �성악의 바른 자세, 성악의 바른 호흡, 악기별 바른 자세, 악

기별 정확한 주법�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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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범주에 따라 분석 대상을 분류한 내용을 <표 III-4>에 정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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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영역 소영역 분석 대상(정보)
분석 여부

범주❶ 범주❷ 범주❸

표현

가창
성악의 바른 자세 ○ ○

성악의 바른 호흡 ○ ○

기악10)
악기별 바른 자세 ○ ○

악기별 정확한 주법 ○ ○

신체표현 신체표현

가창곡

민요 ○

판소리 한 대목 ○

가곡의 초장 ○

예술가곡 ○

창작

배경음악 창작 ○

음악극 창작 ○ ○

간단한 가락 창작 ○

감상

형식

연음형식 ○

엮음형식 ○

한배에 따른 형식 ○

푸가 ○

론도 ○

소나타형식 ○

변주곡 ○

ABA형식 ○

빠르기/셈여림

한배의 변화

빠르기의 변화

셈여림의 변화

음색 여러 가지 음색

음계

여러 지역의 토리

여러 가지 음계

여러 가지 시김새

화음
딸림7화음

종지(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장단/박자

중모리장단

엇모리장단

가곡장단

장단의 세

말붙임새

여러 가지 박자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

음악사
한국음악사 ○

서양음악사 ○

생활화 태도
행사참여 ○

우리 음악의 위상

○ = 분석하는 경우의 표시,

❶ =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 분석 범주, ❷ = 정보 시각화의 기능 분석 범주, ❸ = 정보 시각화의 

유형 분석 범주

<표 III-4> 분석 범주에 따른 분석 대상(정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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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범주를 갖는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

델을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적용하였다. 3개 범주에 따라 분석

하는 방법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 분석�에서는 첫째, 해당 정보가 어떤 유

형으로 시각화 되었는지, 둘째, 시각화 유형이 개발된 모형에서 제시된

�기대 유형�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준거별로 살펴보면, �소리․

음악�은 악보로 시각화 되어있는 것이 기대되므로, 18종의 교과서가 이 

정보를 악보로 시각화 되어있는지를 살펴보고, 악보를 오선보, 정간보, 

변형․혼합보11)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행위․지침�은 가장 구체적인 시

각화 형태인 �사진�혹은 �삽화�로 시각화 되어있을 것으로 기대되

므로 사진, 사진 외 그래픽, 텍스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과정�은 

정보가 단계적인 형태로 제시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므로, 과정중심시각

화, 비과정중심시각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개념 중 역사적 정보�는 

연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연표 이외의 음악사에 대한 정보는 시

간의 흐름이 나타나도록 시각화 되어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다. 따라서 연

표의 존재 유무와 일반적인 음악사 단원이 시간적 흐름이 나타났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개념 중 일반개념�은 텍스트와 그래픽이 함께 제시

되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에, �텍스트, 그래픽, 오선보, 변형․혼합보, 자기

주도적시각화12)�로 구분하였다. �개념 중 태도�는 학습자에게 태도 

10) 분석 대상 �악기별 바른 자세�와 �악기별 바른 주법�은 18종의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학생들에게 익숙한 �리코더�와 �단소�로 그 악기를 한정하였다. 

11) 변형․혼합보는 본 연구에서 처음 사용하는 용어로, 오선보와 정간보에 속하지 않는 악

보의 형태를 말한다. 가락선보, 오선보와 정간보의 결합된 형태, 가사와 기호가 결합된 

형태 등 교과서 마다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12) 자기주도적시각화란 본 연구에서 처음 사용하는 용어로, 학습자가 스스로 텍스트나 그

래픽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시각화해보는 학습지나 평가지의 유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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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예시적 유형이 제시되기를 기대하였으므로 �텍스트, 사진, 

그래픽, 악보, 자기주도적시각화�로 시각화유형을 분석하였다. 

�정보시각화의 기능 분석�과 �정보시각화의 유형 분석� 은 각 준

거에 의해 시각화 되어 있는 유무를 분석하고 분포도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모든 범주의 분석 준거에 대해 준거 별 혹은 교과서 별로 구

체적인 시각화의 양상과 특징을 서술하였다. 

3) 결과의 표시 

본 연구의 결과 표시 방법은 두 가지 점에서 다른 연구의 결과 표시

방법과 차별화된다.  

첫째, 분석 결과 표시에 아이콘을 도입하였다. 아이콘은 주로 컴퓨터

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 대상의 닮은꼴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어 의미

와 대상의 형태 사이의 대응 관계가 이루어지는 기호의 일종이다. 음악

교과서는 악보를 사용하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과목의 교과서에 비해 정

보가 시각화된 유형이 다양하고, 본 연구에서는 그 양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므로, 단순히 수치화된 분석 결과, 예를 들면 18종의 교과

서 중 몇 퍼센트는 텍스트를 사용하고 몇 퍼센트는 악보를 사용하였다 

등의 표현은 적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각 교과서가 어떤 방식으로 시각

화 하였는지를 그리드 방식의 표를 사용하여 그 안에 아이콘을 표기하는 

방식을 분석 결과를 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이콘은 한글문서

프로그램에 내장된 것,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것, 혹은 저작권이 없

이 무료로 배포된 벡터그래픽을 사용하였으며, <표 III-5>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이콘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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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 아이콘

• 텍스트(문자) T

• 오선보

• 정간보 井

• 변형 혼합보 ⧉

• 사진

• 사진 외 그래픽

• 과정중심시각화

•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 단원

• 자기주도적시각화

• 정보 없음 ×

<표 III-5>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사용한 아이콘 

둘째, 아이콘을 그리드 안으로 표시하여 양적인 결과와 질적인 결과

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콘은 대상의 모양을 직접적

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으로 정보가 시각화 되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아이콘을 그리드 안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18종의 중학교 음악교과서들이 어느 정도로 각 준거에 해당하는 시각화

를 구현하였는지의 양과 그 분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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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 개발 

1. 분석 모형 개발의 과정

1) 분석 정보의 범위 설정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의 학습내용과 관련

된 시각화에 대한 연구들은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

과서 중 특정 단원의 내용을 분석의 범위로 삼거나, 삽화의 기능을 글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으로서 한정하여 분석한 연구 

등이 그 사례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과거의 연구들과

는 달리 정보시각화 분석의 범위를 특정한 단원이나 특정 시각자료의 종

류에 국한 시키지 않고, 중학교 음악 교과서 전체로 확장하여 �음악교

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분석 대상인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8종의 정

보들을 추출하였다. 

(1)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8종의 공통 정보 추출

우리나라의 음악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토대로 편찬되고 이 내용

이 반영되어야 인정심사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내용이 18종

의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어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 학

교급별 교육 목표, 목표, 내용의 영역과 기준, 교수․학습방법, 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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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데, 이 중 중학교 학생이 학습하여야할 �내용의 영역과 기준�

은 �내용체계�와 �학년군별 성취 기준�, 그리고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로 나뉜다. �내용 체계�의 영역은 표현ㆍ감상ㆍ생활화의 3가

지 이며, 각 영역별로 2~3개의 하위 내용체계를 포함한다<표 IV-1>. 

영 역 내 용  체 계

1. 표현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2. 감상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3. 생활화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표 IV-1> 내용 체계 (교육과학기술부, 2011, p. 5)

이 내용체계는 다시�학년군별 성취기준�에서 행동변화의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이 성취기준에서는 학습해야할 노래의 장르(예술가곡, 민요, 

판소리 한 대목, 가곡의 초장)와 창작해야할 음악의 종류(배경음악, 음악

극, 간단한 가락)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표 IV-2>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1~3학년의 �학년군별 성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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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체계 중학교 1~3학년군

표현

1-1. 바른 자세로 표

현하기

(1)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를 수 있

다.

(2) 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1)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

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 악곡의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3) 악곡의 특징을 살려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4) 예술가곡, 민요, 판소리 한 대목, 가곡의 초장을 듣고 부

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1-3. 창의적으로 음

악 만들어 표현하기  

(1)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만들 수 있다.

(2) 주제에 맞는 노랫말과 극본을 만들어 음악극으로 표현

할 수 있다.

(3)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가락을 만들 수 있다.

감상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1)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할 수 

있다.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1)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2) 음악을 듣고 현대 사회에서 음악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생활화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1)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며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1) 세계 속에서 우리 음악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

다.

<표 IV-2> 학년군별 성취기준 [중학교 1~3학년군] (상게서,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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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 IV-3>과 같이 중학교 1-3학년 수

준에서 학습해야할 �음악요소 및 개념 체계표�를 제시하고 있다. 박자

와 장단, 리듬꼴과 말붙임새, 음계와 토리, 시김새, 화음과 종지, 시김새, 

셈여림, 한배, 빠르기, 음색 등과 같은 주로 음악의 개념과 구성요소, 형

식에 관한 내용이다. 교육과정은 이 내용들이 이 �학년별 성취기준�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학년 중학교 1~3학년군

음악요소

및

개념

• 여러 가지 박자

• 장단(중모리, 엇모리, 가곡), 장단의 세

•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

• 여러 가지 장단의 장단꼴

• 말붙임새 

• 여러 가지 음계

• 여러 지역의 토리

• 여러 가지 시김새

• 딸림 7화음

•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종지

• 형식

(연음 형식, 엮음 형식, 한배에 따른 형식, 푸가, 론도, 소나타, 변주곡,

ABA 등)

• 셈여림의 변화

• 빠르기의 변화/한배의 변화

• 여러 가지 음색

<표 IV-3>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중학교 1~3학년군] (상게서, p. 7)

따라서 �내용체계�와 �학년군별 성취 기준�, 그리고 �음악 요

소와 개념 체계표�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보들은 18종의 중학교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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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모두 제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기준으로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악곡과 이론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할 

정보를 <표 IV-4>와 같이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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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영역
소영역 국악 서양음악 기타

표현

가창
성악의 바른 자세

성악의 바른 호흡

기악

악기별 바른 자세 

(리코더, 단소)

악기별 정확한 주

법 (리코더, 단소)

신체표현 신체표현

가창곡

민요 예술가곡

판소리 한 대목

가곡의 초장

창작

배경음악 창작

음악극 창작

간단한 가락 창작

감상

형식

연음형식 푸가

엮음형식 론도

한배에 따른 형식 소나타형식

변주곡

ABA형식

빠르기

/셈여림

한배의 변화 빠르기의 변화

셈여림의 변화

음색 여러 가지 음색

음계
여러 지역의 토리 여러 가지 음계

여러 가지 시김새

화음

딸림7화음

종지(다양한 소리

의 어울림)

장단

/박자

중모리장단 여러 가지 박자

엇모리장단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

가곡장단

장단의 세

말붙임새

음악사 한국음악사 서양음악사

생활화 태도
행사참여

우리 음악의 위상

<표 IV-4>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8종의 공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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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의 공통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국악�과 

�서양음악�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국악과 서양음악 모두에 해당되거나 

구분할 필요 없는 정보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표현�, �감상�, �생활화�로 구분한 영역

을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그리고 �음악요소 및 개념체계표�을 

토대로 총 13개의 소영역군으로 다시 세분화 하였다. 세분화한 결과 표

현영역은 가창, 기악, 신체표현, 가창곡, 창작의 총 5개 이며, 감상영역은 

형식, 빠르기/셈여림, 음색, 음계, 화음, 장단/박자, 음악사의 7개, 생활화

는 태도의 단일 영역이다.  

표현영역을 먼저 살펴보면, 소영역 �가창�은 노래할 때의 바른 자

세와 바른 호흡의 정보를 가리킨다. 소영역 �기악�은 악기를 연주할 

때의 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을 가리킨다. 소영역 �신체표현�은 악곡

의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하는 내용이다. 소영역 �가창곡�은 중

학교 수준에서 학습해야할 가창곡의 종류로, 국악에서는 민요, 판소리 

한 대목, 가곡의 초장, 서양음악에서는 예술가곡이 해당한다. 소영역 �

창작�은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배경음악 창작, 주제에 어울리는 노랫

말과 극본을 창작하여 음악극으로 표현하는 것,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

단한 가락을 만드는 내용이 해당된다. 

감상영역은 �음악요소 및 개념체계표�상에 나타난 요소들을 듣고 

구별하는 것과 음악사 시기별로 음악을 듣고 그 특징을 이해하여 표현하

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영역 �형식�은 국악과 서양음악의 형식(주

로 기악)을 듣고 구별하는 내용이다. 소영역 �빠르기/셈여림�는 국악에

서는 한배의 변화를 듣고 구별하며, 서양음악에서는 빠르기와 셈여림의 

변화를 듣고 구별하는 것에 해당한다. 소영역 �음색�은 음악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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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음색을 구분하는 내용이며, 소영역 �음계�는 국악의 경우 

여러 지역의 토리와 여러 가지 시김새를, 서양음악의 경우 여러 가지 음

계을 듣고 구별하는 것에 해당한다. 소영역 �화음�은 딸림7화음과 종

지 그리고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을 듣고 구별하는 내용이다. 소영역 �

장단/박자�의 내용으로는 국악에서는 중모리ㆍ엇모리ㆍ가곡장단과, 장

단의 세, 말붙임새를, 서양음악에서는 여러 가지 박자와 리듬꼴을 듣고 

구별하는 내용이다. 소영역 �음악사�는 한국음악사와 서양음악사 내용

에 해당된다. 

생활화 영역은 소영역 �태도�1개이며 국악에서는 세계 속의 우리 

음악의 위상에 대해, 그리고 국악과 서양음악 구분 없이 문화 행사에 참

여하는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2) 모형 개발을 위한 음악 교과서의 공통 정보 속성 검토

분석 대상에 따라 개발되어질 모형의 형태가 달라지므로,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8종의 공통 정보(이하 공통 정보)의 속성을 살펴보

았다. 

음악 교과의 정보시각화가 다른 교과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청각정

보(소리‧음악)가 교과서 상에서 시각정보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음악 교과의 모든 내용이 청각정보는 아니지만 앞서 추출한 공통 정보 

중에서 청각정보가 시각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음악 분야에

서는 언어에서 문자가 발전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동안 �악보

�라는 시스템으로 청각 정보를 시각화해 왔다. �악보�는 서양에서는 

오선보로 우리나라에서는 정간보 등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었고, 음악교과

서의 상당 부분이 이들 악보로 시각화 되어 있다. 



- 80 -

이렇게 악보의 형태로 시각화되는 것이 정형화된 정보에 대해서는  

시각화와 관련하여 분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교과서의 많은 음악들은 오선보와 정간보 이외의 �악보�에 준하는 시

각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어떤 악보로 시각화 되어 있는지를 분석

하는 것의 의미가 크다. 따라서 악보나 악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시각화 

되어 있는 공통 정보도 본 연구에서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영역 

중 �가창곡�은 정보 자체가 악보로 구현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청각정보를 시각화하는 것 이외에 다른 교과와 차별화되는 음악교과

만의 특징 중 하나는 심동적 영역 학습과 관련된 것이다. 음악교과에서 

심동적인 활동이 중요한 노래와 연주는 교과서를 통한 학습 보다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전문가의 실제 모습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1차적인 학습 자료

로 교과서라는 인쇄매체를 사용하게 되므로 바람직한 연주 모습을 시각

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교과서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이 

가운데 소영역 �기악�은 악기 연주할 때의 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

에 대한 학습 내용인데, 악기와 관련된 정보들은 각 교과서 마다 종류가 

다양하여 본 연구의 모형 개발에 앞서 분석할 악기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과서에 소개된 많은 악기 종류 중에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널리 연주되는 악기라고 할 수 있는 서양악기 �리코더�와 국악기 �

단소�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이 악기들

의 정보를 다루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소영역 중 �빠르기/셈여림, 음색, 음계, 화음, 장단, 박자�는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적고 학습활동으로 간략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분석의 의미가 미미하다고 판단되었고, 마찬가지로 소영역 

�신체표현�도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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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이유는 교과서 마다 그 해석을 달리 하여 춤과 관련된 단원으

로 제시하는 경우,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동작으로 제시하는 경우, 학습

활동 문장으로만 제시하는 경우 등 각 교과서에 통일되지 않은 정보내용

과 방식으로 나타나있기 때문이다. 

2) 분석의 범주 설정

기존의 정보시각화와 관련된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시각정보의 유형, 기능, 관계구조, 외형 등의 다양한 범주로 시각화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들의 대다수는 이런 다양한 범주를 모두 적

용하지 않고 대상에 따라 필요한 한 가지 범주로만 정보를 분석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분석의 대상이 교과서의 한 단원이나 

적은 범위의 학습내용이라서 여러 가지 범주로 분석할 필요가 없었기 때

문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음악교과서 한권 전체의 정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범주만을 선택하는 것 보다는 대상의 특징에 

따라 분석의 범주를 다양화 하거나, 분석 대상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범주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

보고 음악교과서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기준을 범주화 하여 분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1)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 범주

선행 연구 중 첫 번째로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에 대한 연구를 음

악교과서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오병근과 강성중(2008)은 정보디자인의 관점에서 <그림 IV-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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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정보시각화의 범위 (오병근, 강성중, 전게서, p. 103)

같이 정보의 내용을 �원리와 방법�, �지식과 연구�, �길 찾기와 안

내�, �제품 가상공간�의 4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시각화의 형식

과 전달방식을 선택하여 시각화를 완성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정보의 내용이 �원리와 방법�일 경우의 시각화 전략을 �매뉴얼�, 

�그래픽 다이어그램�, �뉴스 그래픽�, �서식 디자인�의 네 가지 

형태로 제시하였는데, �원리와 방법�을 시각화 하는 전략들을 음악교

과서에 적용한다면 매뉴얼과 그래픽 다이어그램은 분석 대상 중 소영역 

�가창�과 �기악�에 용이한 시각화 방법일 것이며, 뉴스 그래픽은 소

영역 �음악사�나 �태도�를 시각화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정보의 내용이 �지식과 연구�인 경우는 �지식의 시각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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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내용 시각화 전략
적용 가능한 

분석 대상
유의점

원리와 방법

매뉴얼,

그래픽 다이어그램

소영역 

�가창�,

�기악�

뉴스그래픽

소영역

�음악사�,

�태도�

지식과 연구

․정보 내용의 왜

곡 없는 시각화

․사용자가 정보를 

재구성하기 용이한 

시각화

대부분의 분석 

대상

․음악의 본질과 핵심

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각화

․교수자가 전달하고

자 하는 지식을 학습

자가 재구성 할 수 있

도록 시각화

길 찾기와 안내 음악교과서의 내용과 괴리가 있어 제외함.

제품과 가상공간 음악교과서의 내용과 괴리가 있어 제외함.

<표 IV-5> 오병근과 강성중(2008)의 시각화 전략과 음악교과서에의 적용 가능성

의 시각화�, �과학의 시각화�로 구분하여 시각화 전략을 설명하였는

데, �지식과 연구�의 내용을 시각화 하는 전략을 음악교과서에 적용해 

보았을 때는 그 유형보다는 시각화의 주요 포인트에서 분석 기준과 관련

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교수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을 학습자

가 재구성 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것, 그리고 음악의 본질과 핵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각화하는 것 등이 음악교과서의 시각화를 종합적으로 

분석 할 때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길 찾기와 안내�, �제품과 가상공간�의 시각화 전략

은 음악교과서의 정보 시각화와 괴리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

였다.

<표 IV-5>은 오병근과 강성중(2008)의 시각화 전략을 음악교과서에의 

적용 가능성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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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수 메시지 설계의 관점에서 최성희(2003)는 정보의 내용에 따

른 시각화 전략을 �지침�의 시각화, �과정�의 시각화, �개념�의 

시각화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지침의 시각화�는 오병근과 강성중(2008)이 구분한 정보의 내용 

중 �원리와 방법�을 시각화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상

황을 기술적인 과정으로 순서대로 시각화하는 것을 뜻한다. 

�과정의 시각화�는 보이지 않는 상황, 예를 들어 바람이 형성되는 

과정이나 지구에서의 물의 순환 과정 등 학습자가 실제로 과정을 수행하

지 않고도 그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시각화로 오병근과 강성중(2008)

의 분류 중 �과학의 시각화�와 유사하다. 

�개념의 시각화�는 추상적이고 복잡한 것이어서 시각화하기도 어려

운 경우가 많으나 조직 내에서의 관련성(관계도), 역사적인 사건과 개념 

혹은 시기, 일반적인 개념, 이론, 태도 등도 시각화 할 수 있다고 보았

다. �개념의 시각화�는 오병근과 강성중(2008)의 분류 중 �지식과 연

구�의 �원리와 방법�의 시각화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 내

용을 <표 IV-6>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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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내용 시각화 전략
적용 가능한 

분석 대상

오병근&강성중

(2008)과의 

비교

지침

눈에 보이는 상황을 

기술적인 과정으로 

순서대로 시각화

소영역 

�가창�,

�기악�

원리와 방법

과정

보이지 않는 상황을 

학습자가 실제로 과

정을 수행하지 않고

도 그 과정을 이해

하도록 하는 시각화

소영역 

�창작�
과학의 시각화

개념

조직 

내에서의 

관련성

조직도 해당 없음.

�지식과 연구

�의 일부, �원

리와 방법�의 

일부

역사적인 

사건․

개념․시기

연대표
소영역 

�음악사�

일반적인 

개념

(텍스트와 함께 제시

되는) 그림

소영역 �형식

�, �빠르기/

셈여림�, �음

색�

이론

도형이나 선 등을 

이용하거나 다이어

그램 등 사용

해당 없음.

태도
사진이나 그림 등의 

그래픽

소영역  

�태도�

<표 IV-6> 최성희(2003)의 시각화 전략의 음악교과서에의 적용 가능성 및 

오병근과 강성중(2008)의 시각화 전략과의 비교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의 방향과 전략이 존

재한다는 것은 음악교과서의 분석 모형을 개발함에 있어 분석 대상의 내

용에 따른 시각화의 방향과 전략을 진단할 수 있는 분석 범주가 포함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도 내용에 따라 몇 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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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은 그 내용별로 기대되는 시각화의 

유형이 존재하므로,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를 분석 모형의 범주로 

포함시켰다. 

결론적으로는 <표 IV-6>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수메시지 설계의 관점

의 최성희(2003)의 분류가 정보디자인의 관점인 오병근과 강성준(2008)의 

것 보다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는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2) 정보시각화의 기능 범주

기존의 정보시각화의 기능과 관련된 연구를 음악교과서 분석에 적용

할 수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음악교과서를 시각화할 때에도 그래픽을 다양

한 기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선행 연구자들의 시각화의 기능에 대

한 연구 결과를 본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개발할 분석 모형의 범주에 정보시각화의 기능을 포함시

켰다. 많은 연구자들의 견해 중 과학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Pozzer와 Roth(2003), 김수정과 한채영(2007)의 견해를 본 연구에서 받아

들이는 것이 가장 타당하였는데, 그 이유는 음악교과서는 악보가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문(prose)과 같은 텍스트가 많지 않기 때문이

다.  

(3) 정보시각화의 유형 범주

정보 시각화의 유형을 여러 관점으로 분류한 내용들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하다. 이중 음악교과서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시각화 유형에서 텍스트가 빠져있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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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Wileman(1993)의 제시방

법에 따른 분류는 그래픽의 종류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Dale(1969)과 Houghton과 Willows(1987)의 분류는 조금 더 포괄적으

로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유형을 분류 할 수 있으며 시각정보의 유형

까지 구분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음악 교과서의 정보시각화의 

유형을 알아보는 데에는 Houghton과 Willows(1987)의 분류 방식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교과서 심의 기준에 관련된 범주  

교과서의 심의 기준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진재관 외, 2009)에서 다양한 집단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개발한 연구와 음악과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인정기준(안)(한국교

육과정평가원, 2015), 그리고 민경훈(2014), 석문주와 승윤희(2016) 등의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음악교과서의 내용과 외형

의 질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적인 면은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 분석 범주와 중복되며, 외형적인 면은 �

정보시각화의 유형�과 �정보시각화의 기능� 분석 범주와 중복되는 

내용이 존재하였다. 

교과서의 심의 기준은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에서 내용적인 면과 

외형적인 면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좋은 준거이나 다른 범주와 중복되

는 면이 있어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서는 제외하였다. 

(5) 그 외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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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의 유형과 기능에 대한 분석 연구 이외에도 시각화의 관계구조와 

관련된 연구, 시각정보의 외형에 관한 연구, 시각정보의 의미전달의 유

무와 정도에 따른 연구, 정보의 유형에 따른 인포그래픽 유형과 관련된 

연구 등 선행 연구자들은 정보시각화를 여러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그러나 앞서 �분석 대상의 속성 검토�를 통해 살펴본 결과를 토대

로 판단할 때 시각화의 관계구조, 시각정보의 외형 및 의미전달의 유무

와 정도, 정보의 유형에 따른 인포그래픽 유형 분석 등은 본 연구의 분

석 대상과 부합하지 않거나 분석의 의미가 크지 않아 분석 모형의 범주

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89 -

2. 분석 모형 개발의 결과

1)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 개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타당한 범주와 준거를 추출하

기 위해 IV-1에서 분석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련 선행 연구들을 통해 분

석의 범주를 검토하였다. 이 결과 총 3개의 범주와 18개의 준거로 이루

어진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을 개발하였다[그림 IV-2].

이 모형의 특징은 음악 교과서의 정보시각화를 단일한 관점으로 분석

하지 않고, 3개의 다른 범주와 준거를 통해 음악교과서를 분석한다는 점

이다. 3가지 범주는 첫째, 음악 교과서의 정보 내용(contents)에 따른 시

각화 분석 범주, 둘째, 음악 교과서의 정보시각화의 기능(function) 분석 

범주, 셋째, 음악 교과서의 정보시각화의 유형(type) 분석 범주로 구성된

다. 

각각의 범주는 5개에서 7개에 이르는 세부적인 분석 준거로 구성되는

데 이 준거에 따라서 첫째, 분석 대상이 되는 정보가 내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시각화 되어 있는지, 둘째, 분석 대상 정보의 그래픽이 텍스트

와의 관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셋째, 분석 대상 정보는 어떤 

유형으로 시각화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범주에 따른 하위 분석 모형은 IV-2-2)에서 부터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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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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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 분석 모형(범주 1)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의 첫 번째 범주는 음악교과

서의 정보 �내용�에 따라 시각화를 분석하는 부분이다. 이 범주의 

분석 모형은 �소리․음악�, �행위․지침�, �과정�, �일반개념�, 

�역사�, �태도�의 6가지 준거로 구성된다.   

6가지 준거는 각각의 특징에 따라 시각화의 �기대 유형�이 결

정된다. �소리․음악�은 교과서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소리

를 들을 수 없으므로 �악보�라는 이미 관습화된 시각화 방식이 

교과서에서도 사용되어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행위․지침�은 

눈에 보이는 사실을 시각화해야 하므로 학생들이 접했을 때 즉시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인 유형으로 시각화 되어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시각화의 가장 구체적인 유형은 �사진�이며 

사실적으로 그린 �삽화�도 구체적인 시각화에 포함된다. �과정�

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순차적인 정보의 속성이 잘 드러나야 하

므로, 학습자가 단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각화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역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타나는 변

화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연표와 같은 방식의 시각화가 필요

하며 연표 방식이 아닐 경우에도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시각화

되어야 한다. �일반 개념�은 정보가 그래픽과 함께 표현된 다이어

그램과 같은 인포그래픽과 텍스트의 설명이 기대되며, �태도�는 

단순히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 보다는 태도 변화의 상태를 그래픽으

로 보여주는 것이 기대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어떤 정보 내용에 해당하는지, 각 대상들

의 기대유형은 어떤 것인지를 <표 IV-7>에 정리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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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내용 분석 대상 기대 유형

① 소리 음악

• 민요 

• 판소리 한 대목

• 가곡의 초장

• 예술가곡

악보

② 행위 지침

• 성악의 바른 자세

• 성악의 바른 호흡

• 악기별 바른 자세 

• 악기별 정확한 주법 

구체성 높은 그래픽 자료

③ 과정

• 배경음악 창작

• 음악극 창작

• 간단한 가락 창작

단계가 드러난 시각화

④ 일반 개념

• 연음형식

• 엮음형식

• 한배에 따른 형식

• 푸가

• 론도

• 소나타형식

• 변주곡

• ABA형식

설명형 텍스트와 인포그래픽

⑤ 역사적 정보
• 한국음악사

• 서양음악사

연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난 시각화 

⑥ 태도 • 행사참여 태도 변화의 예시적 유형

<표 IV-7> 정보 내용 및 분석 대상의 시각화 기대 유형의 정리

13) 본 연구 p. 68의 <표 III-4>에서 범주1로 분류된 정보를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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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내용에 따른 시각화 분석 범주를 [그림 IV-3]와 같이 도

식화하였다.      

[그림 IV-3]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 분석 모형(범주1) 도식

3) 정보시각화 기능 분석 모형(범주 2)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의 두 번째 범주는, 정보시각

화의 기능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림 IV-4]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정

보 시각화의 �기능�에 따른 분석이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

그래픽 자료�가 그 외 정보와의 관계에서 갖는 역할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분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므로 교과서 15의 

그래픽들을 시각화의 �기능�에 따라 <표 IV-8>에 분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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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능 설명 예시

설명적 기능

(Explanatory)

설명적 기능은 

학습자가 정보

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픽으로 나타낸 

것이다. 옆의 

그림은 �앉아

서 노래할 때의 

바른 자세�에 

대해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

록 그래픽으로 

제시한 예시이

다.

[그림 IV-5] 설명적 기능 예시(최은식 외, 2013, 

p. 16) 

<표 IV-8> 시각화의 기능에 따른 그래픽 자료 분류 방법과 예시 

[그림 IV-4] 정보시각화의 기능 분석 모형(범주 2)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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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능 설명 예시

예시적 기능

(Illustrative)

정보에 대해 예

시를 보여주는 

그래픽을 �예

시적 기능�을 

한다고 분석한

다. [그림 IV-6]

은 자진방아타

령의 받는 부분

의 가락에 맞추

어 신체 표현하

는 것의 예시를 

보여주는 그래

픽이다.

[그림 IV-6] 예시적 기능 예시(최은식 외, 2013, 

p. 49)

보충적 기능

(Compleme-

ntary)

그래픽이 아닌 

방법으로 제시

된 정보 외에,

새로운 내용을 

그래픽으로 제

시하는 경우나 

학생들이 해결

해야할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보기�의 역

할로 그래픽이 

사용된 경우 등

은 보충적 기능

으로 분석한다.

[그림 IV-7] 보층적 기능 예시(최은식 외, 2013,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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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능 설명 예시

장식적 기능

(Decorative)

우측의 노래하

는 남학생들의 

그래픽은 변성

기에 대한 정보

를 학습하는데 

없어도 무관한 

자료이다. 이렇

게 교과서를 단

지 꾸미기 위한 

역할을 하는 그

래픽을 �장식

적 기능�의 자

료라고 분석한

다.

[그림 IV-8] 장식적 기능 예시(최은식 외, 2013, 

p. 17)

수행적 기능

(worksheet)

학생들이 학습

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거나 학

생들이 직접 그

래픽자료에 내

용을 적도록 하

는 기능을 하는 

그래픽은 수행

적 기능으로 분

석한다. [그림 

IV-9]와 같이 

표, 개념도, 빈

칸 등의 형태로 

시각화 되어 있

는 경우가 많

다.

[그림 IV-9] 수행적 기능 예시(최은식 외, 2013,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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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시각화의 유형 분석 모형(범주 3)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의 세 번째 범주는 정보시각

화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범주의 분석은 시각정보에 텍스트

가 포함된 분류이면서 그래픽의 유형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 다른 범주와 달리 이 범주의 분석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사실적 시각정보, 유추적 시각정보, 조직적 시각정보로 분석을 

한 후 해당 정보가 사실적 시각정보일 경우 다시 7가지 시각정보의 

유형14)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시각정보를 �사실적 시각정보�인지, �유추

적 시각정보�인지, �조직적 시각정보�인지를 판별할 때, �사실

적 시각정보�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실제적인 사물이나 사실

이어서 구체적인 시각화가 용이하거나 가능한 경우에 많이 사용하

는 유형으로, 사진, 삽화, 구체적인 개념 설명이나 명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추적 시각정보�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구체적이

거나 사실적으로 제시했을 때 이해하기 어렵거나 학습동기 유발이 

어려운 경우 등의 이유로 해당 내용과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여 시

각적으로 제시하는 유형이며, �조직적 시각정보�는 도표, 차트, 분

류표 등과 같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요 개념 간의 관계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한 제시 유형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소영역 �가창�과 �기악�의 심동적 영

역의 정보이기 때문에 모두 사실적 시각정보에 해당되나 형식상 첫 

번째 단계의 분석을 거쳐 두 번째 단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의 분석에서는 첫 번째 단계의 분석에서 사실적 시

14) 본고 p. 47, <표 II-6>에 각 유형별 예시 자료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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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정보로 판별된 시각정보를 <표 II-2>과 같이 사진, 삽화, 이미지관

련 그래픽, 개념관련 그래픽, 자의적 그래픽, 문장, 단어의 7가지 유

형으로 다시 구분한다. 이 중 중간 단계의 구체성을 보이는 이미지 

관련그래픽과 개념관련 그래픽, 자의적 그래픽은 실제적인 정보인 

사진이나 삽화와 달리 이들을 약화하거나 개념화하거나 추상화한 

그래픽이다. 문장은 해당 정보를 문장으로 설명하는 형태이며, 단어

는 명칭이나 개념을 단어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10]는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의 유형 분석 모형을 도

식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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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0] 정보시각화의 유형 분석 모형(범주 3)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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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의 적용

1. 음악교과서의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 분석 결과

IV장에서 개발한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 중 첫 

번째 범주인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 분석 모형�으로 <표 

IV-7>에서 정리한 해당 정보(분석 대상)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정보

들이 그 내용에 따라 어떤 유형으로 시각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미 제시된 기대유형과 비교하는 것이 분석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분석결과를 표시할 때 <표 III-5>에 제시된 아이콘을 사용하였다.  

1) �소리․음악�의 분석 결과 

�소리․음악�준거의 분석 대상은 소영역 �가창곡�으로, 음악교

과서 상에 민요, 판소리의 한 대목, 가곡의 초장, 예술가곡을 노래하

도록 제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개발된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영역 �가창곡�의 시각화 기대유

형은 정형화된 시각화 양식, 즉, 오선보, 정간보 등의 �악보�의 형

태였는데, 기대한 바대로 모든 교과서에서 가창곡은 악보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었다. 

아래 <표 V-1>은 �정보 내용�에 따라 시각화된 유형을 교과서 

별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오선보와 정간보로 시각화 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오선보�와 �정간보�로 표기하였고,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거나 부호 혹은 가락선을 표시한 경우와 정간보를 다

양한 방법으로 변형 한 경우(가로 정간보 포함)는 모두 �변형․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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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표기하였다. 

또한, 교과서에는 민요나 예술가곡 등이 1곡만 제시되어 있는 것

은 아니어서 교육과정의 해당 내용 즉 �(4) 예술가곡, 민요, 판소리 

한 대목, 가곡의 초장을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음악과 

교육과정, 2011, p. 6)�을 학습내용으로 시각화한 부분만을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 102 -

분석대상

교과서 
민요 판소리 한 대목 가곡의 초장 예술가곡

교과서1 ⧉, , ⧉

교과서2

교과서3

교과서4 ⧉

교과서5 井,

교과서6

교과서7 ⧉

교과서8

교과서9

(자진사랑가),

⧉ (돈과 쌀을 

떨어내는 대목)

교과서10 ⧉ ⧉

교과서11 , ⧉

교과서12 井

교과서13

교과서14 ⧉ ⧉,

교과서15 ⧉ , 井

교과서16
(사랑가),

⧉ (화초장타령)
, ⧉

교과서17

교과서18

(결과 표기 : 오선보 = , 정간보 = 井, 변형․혼합보 = ⧉)

<표 V-1> �소리․음악� 정보의 시각화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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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

서의 가창곡은 국악과 서양음악을 막론하고 압도적으로 오선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예술가곡과 민요는 교과

서 18종 모두 오선보를 사용하였고, 판소리 한 대목과 가곡의 초장

도 일부 교과서에서는 오선보로 제시되었다. 

판소리와 가곡에서 오선보 이외의 악보 형태를 제시하는 방법으

로는 오선보를 제시한 후 변형․혼합보를 추가하거나, 이와 반대로 변

형․혼합보를 제시하고 나중에 오선보를 추가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변형․혼합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오선보와 가락선보를 결합

하거나, 정간보와 가락선보를 결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든 교과서에서 악곡을 오선보로 시각화한 민요와 예술가곡을 

제외하고 �판소리와 가곡�의 오선보와 정간보 이외의 시각화 형

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판소리는 [그림 V-1]와 같이 오선보로 음높이를 표시하고, 

시김새는 부호로 나타내며, 정간 안에 사설과 장단을 표기하여 오선

보와 정간보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유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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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교과서 15의 판소리 �사랑가� (최은식 외, 2013, p. 164) 

[그림 V-2]는 판소리에 등장하는 음을 정간으로 구별하고 블록을 

쌓는 것처럼 정간들을 쌓은 후, 가사를 정간보에 넣는 것 같이 변형

한 유형이다. 이 유형의 변형․혼합보는 가사를 정간 안에 넣어 장단

을 구별하기 쉽게 하고, 음 높이를 정간으로 표현하여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으나, 시김새가 표시되지 않아 자연스러운 

가락의 흐름을 느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V-2] 교과서 14의 판소리 �화초장 대목�(주대창 외, 2013,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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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3]는 [그림 V-2]와 마찬가지로 음높이를 정간으로 구별

하여 블록처럼 쌓은 면에 선으로 가락을 표현하였고, 장단과 가사를 

따로 하단의 정간 안에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V-3] 교과서 14의 판소리 �자진사랑가�(주대창 외, 2013, p. 262) 

[그림 V-4]는 오선보와 정간보 그리고 가락선을 한꺼번에 제시한 

유형이다. 가락의 흐름은 오선보와 함께 음높이를 나타내는 4개의 

선에 다시 선을 그려 가락을 표현하고, 가사와 장단은 정간보를 이

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아니리 부분을 텍스트로만 처리하지 않고 

등장인물에 따라 삽화를 넣고, 사설의 음높이를 구별하였으며, 숨표

와 �∨�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더 쉽게 아니리를 부

를 수 있도록 시각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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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4] 교과 10의 판소리 �비단 타령� (정길선 외, 2013, p. 42)

이와 같이 교과서 상에서 판소리를 나타내는 변형되거나 기존 악

보와 혼합된 악보의 유형들은 대부분 기존 악보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 고안한 시각화 형태이기 때문에, 사설로만 되어 있는 경우 보다

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제시되는 음원을 들으며 쉽게 노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일한 교과서에서 다수의 판소리 대

목을 시각화할 때는 통일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혼란을 주지 않

을 것이다.  

가곡의 초장을 오선보 이외의 형태로 시각화 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림 V-5]은 정간보로 제시한 후 오선보로 가락을 나타내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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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말을 속소리와 겉소리로 구별하여 시각화하였다. 이 유형은 우리

나라의 전통 가곡이 정간보로 전해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가곡

의 전통적인 시각화 방식인 정간보를 보여주고, 가락의 전체적인 흐

름을 오선보로 읽는 것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서 오선보를 다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5] 교과서 15의 가곡 �바람은�(최은식 외, 2013, p. 162) 

그 외 [그림 V-3]이나 [그림 V-4]처럼 정간보와 가락선을 결합하

거나 오선보와 가락선, 정간보를 모두 결합한 형태로 가곡을 시각화 

한 경우도 있었다. 

특이할 만 한 점은 예술가곡은 예술가곡을 시각화 하는 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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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인 오선보를 모든 교과서에서 사용하였지만, 우리나라 전통 가

곡은 정간보 만을 사용한 교과서는 단 1종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민요와 판소리는 구전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현 시점에서는 상대적

으로 학생들이 익숙해 하는 오선보를 사용하거나 변형․혼합보로 시

각화하게 되는 것이 나름의 타당성 있는 방법이겠지만, 정간보로 전

해지는 전통 가곡을 굳이 다른 형태의 악보로 제시해야하는 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 교과서 내에서 가곡과 판소리를 모두 변형․혼합보로 

시각화 할 경우, 통일된 유형의 변형․혼합보로 제시한다면 학생들이 

악보를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2)�행위․지침�의 분석 결과15)

음악교과서에서 �행위․지침�에 대한 정보는 본 연구의 분석 대

상 중 소영역 �가창�과 �기악�에 해당한다. 전술 한 바와 같이 

노래하는 행위와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연주

자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법일 것이나, 음

악교과서가 인쇄매체이기 때문에 실제 연주자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진이나 삽화 등을 이용한 �구체적으로 시각화된 정보�

가 제시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소영역 �기악�의 경우 다양한 악기가 음악교과서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장 익숙한 악기인 �리코더�와 �단소

�를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리코더�는 소프라노 리코더에 

15) �행위․지침�의 분석 결과는 3번째 범주의 분석인 �정보시각화의 유형 분석�의 결

과와 일부 중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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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만 알토리코더의 정보를 분석하였다. 리코

더와 단소의 주법에 대한 정보는 �운지법�을 제외한 정보에 대해 

분석하였다. 따라서 운지법만 그려놓은 경우는 �정보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표 V-2>에 나타난 것처럼 예상대로 대부분의 음악교과

서에서 사진을 포함한 구체성이 높은 그래픽 자료를 제시하고 있었

다. 결과 표시는 가장 구체적인 시각화 형태인 사진과 사진 외 그래

픽, 그리고 텍스트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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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교과서

성악의 

바른 

자세

성악의 

바른 

호흡

리코더의 

바른

자세

단소의 

바른 

자세

리코더의 

정확한 

주법

단소의 

정확한 

주법

교과서1 T T T T T T

교과서2 T T T T T ×

교과서3 T T T T T T

교과서4 T T T × T ×

교과서5 T T T T T T

교과서6 T T T T T ×

교과서7 T T T T T T

교과서8 T T T T T T

교과서9 T T × T × ×

교과서10 T T T T T T

교과서11 T T T T T T

교과서12 T T T T T ×

교과서13 T T T ×

교과서14 T T T T T ×

교과서15 T T T T T ×

교과서16 T T T T T ×

교과서17 T T T T ×

교과서18 T T T T T T

(결과 표기 : 사진 = , 사진 외 그래픽 = , 텍스트 = T, 정보없음 = × )

<표 V-2> �행위․지침� 정보의 시각화 분석 결과 

<표 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진과 사진을 제외한 다른 유형

의 그래픽이 텍스트와 함께 사용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 중�리코

더와 단소의 연주자세�에 대한 정보는 사진을 사용한 경우가 압도

적으로 많았다. 특히 �단소의 바른 자세�는 단소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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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제시하지 않은 교과서 4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과서에서 사진 

단독 사용 혹은 사진과 텍스트를 동시에 사용하여 시각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리코더의 바른 자세�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교과서 9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사진을 사용하였고, 사진 이외

의 그래픽을 텍스트와 함께 추가적으로 제시한 교과서도 일부 있었

다. 

그런데 실제와 가장 가깝게 시각화가 가능한 사진의 형태로 정보

를 제시하더라도 학습자가 정확하게 연주 자세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발견되었다. [그림 V-6]의 경우는 리코더 연주 자세에 대한 

작은 사진 1개만 교과서 왼쪽 페이지의 오른쪽 하단 구석에 제시하

였기 때문에, 다른 교과서에 비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과서 지면 구석에 연주 자세 사진한 장만 제시되었다. 

[그림 V-6] 교과서 13의 �리코더 연주자세� 정보의 시각화(강민선 외, 2014, p. 26)

이와는 반대로 리코더의 텅잉 주법에 대한 정보를 [그림 V-7]와 

같이 악보, 삽화, 텍스트를 활용하여 음역과 텅잉, 입안의 크기, 숨

의 빠르기에 대해 유기적으로 시각화 한 경우는 학습자가 더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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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해할 확률이 크다. 

[그림 V-7] 교과서 4의 �리코더 텅잉주법� 정보의 시각화(주광식 외, 2015, p.97)

한편, �단소의 정확한 주법�은 �정확한 주법으로 연주해보자

�라는 활동 지시문만 있고 주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교

과서들이 다수 있었다. 

3) �과정�의 분석 결과

음악교과서에서 �과정�이 중시되는 정보는 음악 창작과 관련된 

것들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 �배경음악창작�, �음악극 창

작�, �간단한 가락 창작�이 해당되며, 이 주제들은 모두 교과서 

상에 단계적으로 상세히 시각화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간

단한 가락 창작�은 한도막 형식 정도 길이의 가락을 만드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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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음악 창작의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되어있었으며,  

�간단한 가락 창작�이 다른 두 가지의 정보에 비해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시각화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분석대상

교과서
배경음악창작 음악극 창작 간단한 가락 창작

교과서1 ×

교과서2

교과서3

교과서4

교과서5

교과서6

교과서7

교과서8

교과서9

교과서10

교과서11

교과서12

교과서13

교과서14

교과서15

교과서16

교과서17

교과서18

(결과 표기 : 과정중심시각화 = , 정보없음 = ×)

<표 V-3> �과정�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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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음악창작�에 대한 정보가 단계적으로 시각화된 경우를 살

펴보면, [그림 V-8]은 �배경음악창작�에 대한 정보를 제시함에 있

어 단계를�주제 → 주제에 맞는 사진 → 주제에 어울리는 배경음

악 → 편집�과 같이 4개로 구분하였고, 배경음악창작에 필요한 내

용과 예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다.

�음악극 창작�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시각화하였는데, 교과서 1은 [그림 V-9]와 같이 음악극 

창작에 대해 삽화와 함께 제작 순서를 문장으로 기술 한 후에, 다시 

하단에서 순서도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그 단계를 시각화한 점이 

다른 교과서와 달랐다.     

한편 [그림 V-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과서 2는 갑작스

럽게 시에 어울리는 창작 국악곡을 만들고 평가하도록 시각화하였

기 때문에 가락 창작에 대한 정보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교과서 7은 [그림 V-11]와 같이 한도막 형식의 간단한 가락

을 만들어 보는 내용을 �형식 학습하기 → 조성, 박자정하기 → 화

음의 사용 및 종지 → 가락의 진행 방법�의 순서로 가락 창작 과

정에 대해 학습 한 후, 한 마디씩 그려져 있는 예시 카드를 이용하

여 가락을 스스로 구성해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시각화 하였

다. 이 교과서는 텍스트로 설명한 내용과 악보로 그려져 있는 것을 

연결하여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가락 창작에 다가갈 수 있도록 단

계적인 시각화가 특징이다. 또한 한도막 형식의 가락 창작을 학습한 

이후에 두도막 형식과 세도막 형식의 가락을 만들 수 있도록 교과

서 전체를 통해 구성하여 �과정�이 드러나도록 시각화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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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였다.   

[그림 V-8] 교과서 6의 �배경 음악 만들기� 정보시각화 (박정자 외, 2016,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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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9] 교과서 1의 �음악극 만들기�정보시각화 (이홍수 외, 2016,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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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0] �가락 창작(창작 국악곡)�의 정보 시각화 예시

(김용희 외, 2016,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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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1]�한도막 형식의 가락 짓기�의 정보 시각화

(김미숙, 2017,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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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의 분석 결과

음악 교과서에서는 �역사�와 관련된 정보는 우리나라의 음악사

와 서양음악사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이 정보는 본 연구의 분석 대

상인 �한국음악사�와 �서양음악사�에 해당한다. 

역사는 �연표�라는 시각화 방식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기에 

음악교과서에서도 연표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연표 

이외의 정보들이 텍스트나 악보, 그래픽 등으로 제시될 때에도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전체적인 시대를 조망할 수 있도록 시각화되어 있

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중음악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교과서들이 더러 있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V-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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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교과서 구분

한국음악사 서양음악사

연표 음악사 연표 음악사

교과서1 × ×

교과서2

교과서3

교과서4 ×

교과서5 × ×

교과서6 × ×

교과서7 × ×

교과서8 × × ×

교과서9 × ×

교과서10 × ×

교과서11

교과서12

교과서13 × ×

교과서14 ×

교과서15

교과서16

교과서17 × ×

교과서18 × ×

(결과 표기 : 시간적 흐름이 나타난 음악사 단원 = , 정보 없음 = ×)

<표 V-4> �역사�의 시각화 분석 결과  

음악사 부분은 연표가 제시된 교과서와 그렇지 않은 교과서, 음

악사 내용이 시간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시각화한 교과서와 그렇

지 않은 교과서 등으로 구분이 되었지만 연표의 종류도 다르고 음

악사 단원도 교과서마다 다른 시각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그

래서 교과서 별로 구체적으로 시각화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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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에는 연표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한눈에 시간의 흐름이 

파악되도록 음악사적 내용과 악곡에 대한 소개가 시각화되었다. 

반면 교과서 2는 한국음악사와 서양음악사의 연표를 따로 제시하

였으나, 실제 시대의 특징과 시대별 악곡을 감상하는 부분에서 시간

적인 흐름이 드러나도록 시각화 되어 있지 않았다. 연표에는 음악사 

관련 정보와 함께 사회, 문화적 사건들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 3은 한국음악사와 서양음악사 연표를 비교하며 제시하고 

있으나 그래픽을 넣는데 치중하여 시간적 흐름이 잘 나타나지 않았

으며, 정보의 내용 또한 연표를 통해 음악사적 내용을 학습하는데 

충분치 않았다. 시대적 특징에 대해서는 만화로 시각화하였는데, 역

시 그래픽이 텍스트나 악보 보다 주가 되는 형태라 역사적인 주요 

사실 들을 제외하고는 악곡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교과서 4는 마치 국어책을 읽는 느낌이 들도록 음악사 부분을 서

술하여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서양음악사

는 연표와 비슷한 형태로 정보가 제시된 부분이 있었으나 시대와 

사건들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연표의 장점이 부족한 형태였다.  

교과서 5는 연표가 있지는 않았으나 한국음악사와 서양음악사의 

단원 시작부분에 �한눈에 살펴보는 OO사�라는 타이틀로 음악사

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교과서 6은 한국음악사와 서양음악사에 대한 정보를 연표 없이 

한 페이지에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적 흐름에 대해서

는 연도 등의 표기가 없어 음악사 시대에 대해서는 그 순서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7은 서양음악사의 정보를 한 단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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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띄엄 제시하고 있어 시간적 흐름을 전혀 알아볼 수 없으나, 한 

페이지를 할애하여 시대별 음악의 특징을 악보로 제시한 것이 특징

이다. 반면 한국음악사는 시대의 흐름과 그 특징을 파악하기 쉽도록 

시각화하고 있다. 

교과서 8은 한국음악사는 단원으로 제시하였으나 서양음악사 단

원은 찾기 어려웠고, 연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교과서 9는 한국음악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고, 서양음악

사는 연표가 있으나 음악사 단원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기는 어렵

도록 시각화 되어 있다. 

교과서 10은 서양음악사의 경우 바로크부터 20세기까지로 정보를 

한정하여 두 페이지에 걸쳐 작곡가, 시대적 배경, 음악적 특징, 역사

적 이벤트를 연표로 자세히 제시하고, 개별 감상곡 단원에는 [그림 

V-12]와 같이 타임라인을 표시하여 감상곡과 시대를 연결하는 시각

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음악사의 경우는 연표로만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개별 감상곡는 서양음악사와 달리 타임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교과서 11과 12는 연표가 있으나 음악사 단원은 시대적 흐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교과서 13은 연표가 없었고, 음악사의 학습내용은 만화로 시각화

하였는데, 음악사를 단원으로 묶지 않고 시대별로 따로 떼어 배치하

여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 14는 한국음악사와 서양음악사 모두 두 페이지에 요약하

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기 용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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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5는 교과서 3과 마찬가지로 서양음악사와 한국음악사를 

함께 연표로 제공하였는데, 다른 점은 시대별로 교과서 내 감상곡과 

시대별 음악적 특징, 그리고 서양악보의 변천을 시각적으로 잘 알아 

볼 수 있게 정리하였다는 점이다[그림 V-13]. 또한 한국음악사는 음

악사의 시대 특징과 감상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원에서도 교

과서 상단에 타임라인을 만들고 해당 시대 부분을 진하게 표시하여 

현재 학습하고 있는 시대의 위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시각화되어있

다[그림 V-14].

교과서 16은 음악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에 계속적으

로 연표를 제공하여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과 현재 학습하고 있는 

시대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시각화되어있다. 

교과서 17은 연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마치 사회교과서가 역사를 

텍스트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시간적인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교과서 18은 시대의 흐름이 드러나는 시각화가 없었다. 단지 한

국음악사는 두 페이지에 한눈에 들어오는 양으로 정보를 구성하였

기에 서양음악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기 쉬웠

으나 연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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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곡의 시대가 타임라인에 표시에 되어있다

[그림 V-12] 교과서 10의 개별 감상곡 단원(정길선 외, 2013,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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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음악사

부분

한국음악사

부분

[그림 V-13] 교과서 15의 연표(최은식 외, 2013, pp.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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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4] 교과서 15의 한국음악사 단원(최은식 외, 2013,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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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개념�의 분석 결과 

정보가 �일반 개념�일 때의 시각화 기대유형은 개념을 정의하

거나 설명하는 텍스트와 개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그

래픽이 함께 제시되는 형태이다. 

이 부분의 분석 대상은 소영역�형식�의 정보들로 선정하여 분

석하였다. 소영역 �형식�은 음악의 여러 가지 형식 개념을 이해하

고 실제 음악을 듣고 형식구조를 파악하는 학습의 내용이다. 따라서 

음악교과서의 해당 단원은 다양한 음악의 형식의 개념을 정의한 텍

스트와 악보나 도형 등을 이용한 그래픽을 함께 사용하여 시각화 

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범주는 텍스트로 개념 정의를 서술한 경우, 오선악보에서 필

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경우, 변형․혼합보를 사용한 경우, 악보 이외

의 그래픽(사진 제외)이 등장한 경우,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형식

을 학습 할 수 있도록 시각화 한 경우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악과 

서양음악의 형식의 개념이 서로 다르기에 이 둘을 분리하여 분석 

결과를 표시하였다. 

(1) 국악의 형식 분석 결과  

국악의 형식 3가지는 모두 텍스트로 개념을 설명하고, 해당하는 

형식의 악곡을 오선악보로 제시하는 시각화의 형태가 가장 많았다. 

엮음 형식의 경우는 모든 교과서에서 텍스트와 악보의 결합 형태를 

선택하였으나, 연음형식과 한배에 따른 형식은 형식의 특징을 삽화

의 형태로 나타낸 경우도 다수 있었다. 연음형식에 대해 교과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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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형․혼합보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악의 형식에 사용된 삽

화는 주로 형식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래픽이 아닌 텍스트의 설명을 

보조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분석 결과는 <표 V-5>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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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교과서
연음형식 엮음형식 한배에 따른 형식

교과서1 T   T   T   

교과서2 T   T   T   

교과서3 T   T   ×

교과서4 T   × T

교과서5 T  T T

교과서6 T   T T

교과서7 T   T T

교과서8 T   × T

교과서9 T   T T

교과서10 T   ⧉ T T

교과서11 T T T

교과서12 T T T

교과서13 T × T

교과서14 T T T

교과서15 T T T

교과서16 T T T

교과서17 T T T

교과서18 T T T

(결과 표기 : 텍스트 = T, 사진을 제외한 그래픽 = , 악보 = ,

변형・혼합보 = ⧉, 자기주도적시각화 = , 정보 없음 = ×)

<표 V-5> �국악의 형식�의 분석 결과 



- 130 -

① 연음형식 분석 결과 

연음형식은 연음 형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악곡을 감상 하도록 하

는 학습 내용이다. 따라서 텍스트로 연음 형식의 개념을 진술하고, 

그 외 그래픽 등의 자료를 통해 시각화하는 것이 기대되었다. 그런

데 이 범주의 기대 유형이 그래픽과 텍스트가 함께 시각화 되어있

는 형태라는 것을 감안할 때 기대 유형과 크게 부합되지 않는 시각

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표 V-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교과서에서 텍스트를 사용하

여 연음 형식을 진술하고 있으며, 교과서 10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과서에 오선 악보로 연음 형식 부분이 제시되어있다. 교과서 10은 

[그림 V-15]와 같이 오선 악보를 사용하지 않고 정간위에 여러 악기

들의 가락을 선으로 표시한 변형․혼합보(가락선보)의 형태를 사용하

였다. 

[그림 V-15] 교과서 10의 연음 형식 부분(변형․혼합보),(정길선 외, 2013, p. 130)

텍스트와 악보 이외의 방식으로 연음 형식을 시각화한 교과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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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교과서 2는 수제천의 연주 순서를 단계적으로 시각화

하여 향피리가 쉬는 동안 다른 악기가 연주하는 연음 형식을 알기 

쉽게 나타내었다. 또한 이 학습 이후에 악보 상에 연음 나오는 부분

을 표시해보도록 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시각화 하였다[그림 V-16, V-17].

교과서 3은 향피리가 연주 도중에 쉬는 모습을 삽화로 그려 텍스

트와 함께 제시하였고, 이 학습 이후에 초단위로 표시된 타임라인에 

연음 형식이 나타난 부분을 표시해보도록 시각화 하였다. 그러나 타

임라인 방식은 교과서 2처럼 악보 상에 연음 부분을 표시하는 것에 

비해서는 연음 형식의 개념 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 반면 

[그림 V-18]과 같이 향피리 연주자가 악기를 내려놓고 쉬는 부분을 

텍스트와 함께 시각화한 부분은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연음 부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에 바람직해 보였다. 

교과서 5는 대금과 피리의 가락을 선으로 나타내었는데, 연음 부

분에 피리의 가락선이 끊어진 형태로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

고 수제천 연주 사진에서 피리가 쉬는 것을 표시하였는데, 작은 사

진으로 인해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교과서 9는 수제천 악보에 학습자가 직접 연음 부분을 찾아서 색

칠해 보도록 텍스트로 안내한 점이  텍스트와 악보만을 제시한 대

부분의 교과서와 다르다.    

그리고 교과서 13은 향피리와 대금 연주자의 사진을 제시하여 연

음 부분에서 향피리가 쉬는 것을 시각화하였고, 교과서 18은 만화로 

연음 형식의 개념을 보조적으로 시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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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의 연주 방식을 

단계적으로 시각화한 부분

연음 형식을 텍스트로 정의한 부분

[그림 V-16] 교과서 2의 연음 형식 시각화 부분 1(김용희 외, 2013,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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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7] 교과서 2의 연음 형식 시각화 부분 2(자기주도적 시각화)

(김용희 외, 2013, p. 165)

향피리가 연주를 쉬는 모습

[그림 V-18] 교과서 3의 연음 형식 시각화 부분(장기범 외, 2013,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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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엮음형식 분석 결과

엮음형식은 분석 모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음형식과 마찬가지

로 텍스트와 함께 악보나 그래픽 등이 함께 제시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엮음형식을 확대형식에 포함된다고 보고, 엮음형식 대

신 확대형식으로 용어를 바꾸어 제시한 교과서도 일부 있었는데, 교

육과정 상 분명하게 �엮음형식�이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

이 �확대형식�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제시된 교과서는 분석하지 

않고, �정보없음�(×)으로 결과 표기하였다.  

분석 결과 [표 V-5]과 같이 엮음형식을 제시한 모든 교과서에서 

텍스트로 개념 설명을 하고 있었고, 교과서 6, 12, 17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역시 엮음형식에 해당하는 악보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연음형식과 비교하면 악보 상에서 어느 부분이 엮음 형식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할당된 지면이

나 학습 활동의 구체성과 양을 고려할 때 연음형식에 비해 엮음형

식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또한 그래픽 자료를 제시한 교과

서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엮음형식은 정보내용에 따른 시각화의 

기대유형에 어긋난 다고 할 수 있다. 

③ 한배에 따른 형식 분석 결과

한배에 따른 형식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텍스트로 개념을 서술

하고 해당 악곡의 악보를 오선으로 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텍

스트로만 설명한 교과서도 더러 존재하였다. 

교과서 10은 한배에 따른 형식의 개념을 나타낸 텍스트와 감상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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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된 페이지가 서로 달랐는데, 같은 페이지에 텍스트와 악보를 

제시하였을 때와 비교하면 학습자 입장에서 약간 불편해 보였다. 반

면,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한배에 따른 형식 개념

을 시각화한 교과서들도 있었다. 

교과서 5는 [그림 V-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텍스트로 개념을 설

명한 후 속도를 나타내는 각기 다른 캐릭터의 삽화로 한배에 따른 

형식을 시각화하였다. 또한 각 삽화에 해당하는 한배(속도)의 장단을 

써 넣도록 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

징이다. 

[그림 V-19] 교과서 5의 한배에 따른 형식 부분(홍미희, 2014, p. 131)

교과서 7은 각 장단의 한배(속도)를 삽화로 제시하였다. 진양조는 

기어가는 아기, 중모리는 걸어가는 사람, 중중모리는 뛰어가는 모습, 

굿거리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모습, 자진모리는 자전거, 휘모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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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타는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장단이 점점 빨리지는 것을 나타내

었다.  

교과서 9는 텍스트와 한배의 따른 형식의 악곡을 악보로 제시한 

후, 학생들이 현악영산회상의 상령산, 염불도드리, 타령을 감상하면

서 직접 한배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도록 시각화하였다. 

교과서 15는 영산회상과 산조 2곡을 통해 한배에 따른 형식을 학

습하도록 구성하였다.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한배에 따른 형식을 텍

스트로 자세히 서술하였고, 실제로 감상곡에서 어떻게 이 형식이 구

현되어 있는지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과

서 15는 [그림 V-20]과 같이 영산회상의 3가지 종류의 악곡을 모두 

나열하고, 한배(빠르기)의 변화를 삽화와 텍스트로 모두 서술하였으

며, 가야금 산조 역시 장단 악보를 제시하고, 교과서 7과 마찬가지

로 기어가는 아기의 모습부터 자동차를 타고 가는 모습까지 빠르기

의 변화를 삽화로 함께 구성하였다. 다른 교과서에서도 영산회상과 

산조를 감상곡으로 채택한 경우가 있으나 교과서 15처럼 교육과정

에 제시된 학습내용을 해당 악곡이 나올 때 마다 학습자가 계속적

으로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경우는 없었다. 학습자가 이 교과서를 

사용한다면 한배에 따른 형식에 대해 더 자주 접함으로써 다른 교

과서에 비해 더 쉽게 정보를 습득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두 감

상곡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좌우 페이지에 배치하여 같은 형식에 

대해 다른 악곡을 감상하여 서로 비교하며 학습 할 수 있도록 시각

화 한 것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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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배의 변화를

삽화로 시각화

한배의 변화를

텍스트로 표시

[그림 V-20] 교과서 15의 한배에 따른 형식 부분(최은식 외, 2013, pp.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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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양음악의 형식 분석 결과  

서양음악의 형식도 국악의 형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교과서 지면 중 형식에 대한 개념 설명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페이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해당 형식의 감상곡을 소개하는 악

보가 있을 경우에는 악보로 표시하였으며, 해당 형식의 구조를 그래

픽으로 나타낸 것은 그래픽으로, 학생들이 형식을 스스로 시각화 해

보도록 구성하였으면 자기주도적시각화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표 V-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양 음악

의 형식�에 대한 정보는�국악의 형식�과 비교하여 많은 교과서

들이 해당 정보의 기대유형인 그래픽과 텍스트를 함께 제시하는 방

식으로 시각화하였다. 특히 소나타형식은 교과서 5와 교과서 8을 제

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그래픽으로 소나타형식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정보가 언어적 형태와 비언어적 형태의 두 가지 형식으로 

부호화되면 더 잘 기억된다는 Paivio(1986)의 이중부호화이론을 고려

하였을 때 매우 바람직한 방향의 시각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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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푸가 론도 소나타형식 변주곡 ABA형식

1 T T T T T

2 T T T T

3 T T T

4 T T T T ×

5 T T T T T

6 T T T ×

7 T T T T T

8 T T T T T

9 T T T T

10 T T T T T

11 T T T T T

12 T T T T T

13 T T T T ×

14 T T T T

15 T T T T T

16 T T T T T

17 T T T T

18 T T T T T

(a = 분석대상, b = 교과서)

(결과 표시 : 텍스트=T , 사진 이외의 그래픽= , 오선보 = , 

자기주도적시각화= , 정보 없음 = ×)

<표 V-6> �서양 음악의 형식�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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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서양 음악의 형식 5개 중 형식의 구

조를 다이어그램과 같은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낸 것은 푸가와 변주

곡이 다른 3개의 형식에 비해 적었다. 변주곡의 경우는 변주곡 자체 

형식 구조가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이 큰 효과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푸가의 경우는 즉각적으로 그 구조를 이해

하기 쉬운 그래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효

과적인 그래픽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효과적인 그래픽의 형

태란, 주제가 다른 성부에서 모방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사실적으로 

나타내어 학생들이 한눈에 이해하기 쉬우며, 복잡해 보이는 푸가 악

보와도 연결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시각화하도록 제시한 형식은 론도와 변

주곡이 많았다. 론도는 형식 구조를 파악하여 A, B, C의 알파벳을 

배열하는 형태, 변주곡은 직접 변주를 창작해보는 형태가 대부분이

었다.  

이 결과에 대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형식을 텍스트로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것도 이 범주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일부 교과

서에서는 이러한 과정 없이 해당 형식의 작품을 감상하도록 안내하

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교과서 별로 살펴보자면, 교과서 4가 가장 눈에 띄는 시각화 결

과를 보여주었다. 교과서 4는 악곡의 형식을 그래픽으로 나타낼 때 

[그림 V-2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음표�를 사용하여 통

일성을 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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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가, p. 187

◎ 변주곡, p. 189

◎ 소나타형식, p. 192

◎ 론도, p. 203

[그림 V-21] 교과서 4의 형식을 나타낸 인포그래픽(주광식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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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5는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인포그래픽의 제시 없이, 형식

에 대한 정보를 모두 텍스트로만 설명하고, 해당 감상곡의 악보를 

제시하였다. 

교과서 8은 인포그래픽은 물론 푸가를 제외한 형식에 대해서는 

감상곡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기악곡의 형식�이라는 타

이틀로 묶어 텍스트로만 제시하였다.

교과서 10은 교과서 8처럼 5가지 형식을 모두 모아 �기악곡의 

형식�이라는 타이틀 아래 텍스트로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다

른 점은 그래픽으로도 형식 구조를 시각화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론도 형식을 제외한 다른 형식에 대해서는 교과서 내에서 해당 형

식의 감상곡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페이지를 따로 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교과서 11도 �기악곡의 형식�이라는 타이틀 안에 

텍스트로 진술하거나 형식 구조를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페이지를 

따로 구성하였다. 론도, 변주곡, 소나타형식, 푸가의 경우는 다른 페

이지에서도 해당 형식의 감상곡을 제시하였는데, 론도의 경우는 악

보가 없었고, 변주곡, 소나타형식, 푸가는 악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18도 �기악곡의 형식�이라는 타이틀로 소나

타형식, 론도형식, 변주곡 형식을 텍스트와 그래픽, 감상곡의 악보로 

제시하였는데, 변주곡의 경우는 변주곡을 창작하는 단원을 따로 구

성한 것이 특징이다. 

① 푸가

푸가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론도나 소나타형식에 비해 인포

그래픽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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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2의 경우는 해당 악곡을 감상하도록 그래픽을 제시하였으

나 푸가 형식에 초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주제와 주제를 연주하는 

악기에 초점을 두어 시각화되어 있는 점이 아쉬웠다. 또한 감상곡이 

바프의 사단조 푸가 BWV. 578인지 다른 곡인지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아쉬운 점이다. 

교과서 3은 푸가를 음악사 부분에 만화와 함께 텍스트로 제시하

였고, 푸가 형식의 악곡과는 연결시키지 않았다. 

교과서 4는 푸가 형식에 대해 텍스트, 그래픽, 악보로 매우 자세

히 제시하고 있었는데, 3부분으로 이루어진 푸가의 전체 구조 그래

픽과 주제와 응답이 반복되는 관점에서의 그래픽으로 푸가 형식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시각화 한 것이 돋보였다. 또한 악보 상에서도 

주제와 응답 부분을 표시하고 있다. 

교과서 9는 악보에 자세하게 푸가 형식의 특징을 텍스트로 첨가

하였고, 푸가의 개념을 역시 텍스트로 제시하였다. 특이한 점은 신

체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푸가 형식을 표현해보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교과서 13은 음악사 단원 안에 텍스트로 푸가의 개념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아쉬웠다. 

교과서 14는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시각화하고 그래픽과 악보를 

연계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도록 시각화 한 점이 돋보였다. 

교과서 18은 푸가를 텍스트로만 설명하였다. 관련 감상곡은 바흐

의 �토카타와 푸가�였는데 토카타 부분의 악보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푸가 형식과 관련된 악보는 아니라고 분석 

결과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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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론도

론도는 5개의 서양 음악의 형식 중 가장 많이 학습자가 자기 주

도적으로 시각화 할 수 있도록 구성한 부분이다. 또한 인포그래픽의 

사용도 소나타와 함께 가장 많다. 

교과서 별로 살펴보면, 교과서 2는 학습자가 론도 형식을 학습 

한 후 서로 다른 케익 그림을 A, B, C에 각각 붙여 보도록 시각화 

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론도 형식을 나타낸 인포그래픽에 오류가 

있었다. 마지막 A와 B사이에 음악의 시작과 끝나는 것을 표시해야 

하거나 시작되는 A부분에 대한 표기가 필요하다[그림 V-22].

[그림 V-22] 교과서 2의 론도 인포그래픽

(김용희 외, 2013, p. 146)

교과서 3은 기차모양을 각각 A, B, C로 구분하여 론도 형식의 개

념을 텍스트와 함꼐 시각화 하였다. 주제 3개를 A, B, C로 구분하여 

그래픽 처리된 알파벳을 주제 악보로 연결 시켰으며, 악곡을 들으며 

ABACA의 형식 구조를 타임라인 안에 학습자가 표시해보도록 시각

화 한 것이 특징이다[그림 V-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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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23] 교과서 3의 론도 인포그래픽 (장기범 외, 2013,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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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4는 텍스트, 악보, 그래픽으로 시각화 하였는데, 학습자가 

카르멘서곡을 듣고 형식 구조를 파악하여 A, B, C로 표시하도록 구

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학습을 마친 후에 �정리 및 평가�에서 

다시 만화로 론도 형식을 시각화한 것이 돋보인다. 

교과서 9는 교과서 4와 마찬가지로 작은 론도와 큰 론도의 2가지 

구조를 학습자가 도형으로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각화 하였다. 

교과서 13도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형식을 시각화 하였는데, 차별

화 된 점은 다른 교과서에서 사용한 론도 형식의 그래픽은 알파벳

을 활용한 것이었다면, 교과서 13은 축구공, 럭비공 등을 사용하여 

시각화했다는 것이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의 A, B, C 주

제 악보를 모두 보여주었고, 젓가락 행진곡으로 론도 형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과서 14 역시 교과서 13과 같은 그래픽의 특징을 보였다. 알파

벳을 그래픽에 활용하지 않고 새와 원숭이 등의 동물과 깃털, 꼬리 

등을 이용하여 삽화로 론도 형식을 표현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악곡

을 듣고 특정 부분의 주제가 B인지 C인지를 구별하도록 구성한 점

이 돋보인다. 

교과서 15는 론도 형식을 표현할 때 인포그래픽 안에 주제에 따

른 조성 변화나 주제의 반복 여부, 분위기의 변화 등 많은 정보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형식 구조를 나타낸 그래픽과 감상곡의 

악보를 색채와 도형을 사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하였고, 텍스트와 

그래픽은 론도 형식을 매우 자세하게 시각화 하고 있었다. 

교과서 16도 그래픽의 색채와 도형을 주제 악보와 연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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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나타형식

소나타형식은 교과서에서 그래픽으로 그 구조를 시각화 한 수가 

가장 많은 형식이다. 또한 관련 감상곡의 악보 제시도 가장 많았다. 

교과서 별로 주목할 만 한 점을 살펴보면, 교과서 2는 베토벤 �

운명 교향곡� 1악장 전체를 그래픽으로 시각화 하여 학생들이 음

악을 들으며 그래픽을 통해 형식을 인지하도록 제시한 점이 돋보였

다. 

교과서 3은 음악사 부분에서 소나타 형식을 다루었는데, 역시 그

래픽과 텍스트로 설명하였으나 신세계교향곡을 감상하는 부분에서 

다시 텍스트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소나타형식을 제시한 페

이지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한 눈에 소나타 형식을 학습하기에는 

곤란해 보였다. 

교과서 4는 텍스트와 그래픽 악보로 자세하게 개념을 시각화하고 

소나타형식에 해당하는 감상 악곡 2개를 연달아 제시하여 심도 있

게 학습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교과서 6은 소나타형식을 텍스트로 개념 설명한 부분과 그래픽으

로 시각화 한 부분이 관련 감상곡의 페이지와 동떨어져 있었다. 또

한 형식 구조를 그래픽화 할 때 발전부 부분을 제시부와 재현부와

는 다른 색이나 다른 도형으로 처리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교과서 9는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그래픽 내부에 텍스트를 사용

하여 소나타형식을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교과서 11은 소나타형식의 구조를 자세하게 그래픽화 하였으나 

제시부를 A, 전개부를 B, 재현부를 C로 표시한 부분에서 재현부를 

A�로 나타냈더라면 더 정확했을 것이라 판단된다[그림 V-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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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V-24] 교과서 11의 소나타형식 그래픽 부분(윤명원 외, 2013, p. 234) 

교과서 13은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 1악장의 제시부, 발전

부, 재현부의 악보를 각각 소개하여 심도 있게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과서 15도 교과서 13과 마찬가지로 악보를 자세하게 나타냈는

데, 제1주제와 제2주제가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에서 변화되는 것을 

모두 보여주어 악곡을 감상하면서 형식을 구조화 할 수 있도록 시

각화 한 것이 돋보였다. 역시 인포그래픽의 색채와 도형을 악보 부

분과 연결하여 일관성 있게 시각화 했다는 느낌을 주었다. 

④ 변주곡

변주곡은 푸가나 소나타 같이 규모가 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변주곡의 형식을 학습한 후 학습자가 직접 변주곡을 창작해 보도록 

구성한 교과서들이 있었다. 또한 론도나 소나타 형식에 비해서는 변

주곡을 가볍게 다룬 교과서들이 많았다. 

특이점이 있는 교과서들을 언급하자면, 교과서 2는 변주곡을 텍

스트로만 설명하였는데 감상곡 페이지와 서로 떨어져 있어 상대적

으로 학습이 불편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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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3은 �변주하기�라는 주제로 변주곡을 감상하며 그 특징

을 파악한 후 가락을 창작하면서 변주의 기술을 학습하도록 설계되

었다. 그러나 �변주곡의 형식�에 대해 정확히 개념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교과서 4는 푸가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그래픽, 악보로 시각화 하

였으며 관련 악곡을 감상하면서 주제의 변화 요소를 학습자가 구별

하여 표시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교과서 15는 텍스트로 형식을 진술하고 감상곡의 악보를 제시한 

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변주곡을 만들어 볼 수 있도

록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과서 16은 변주곡도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형식 구조를 시각화 

하였고, 관련 감상곡의 악보도 제시하고 있다. 

⑤ ABA형식

ABA형식은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교과서들이 일부 있었으며 관

련 악곡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5가지 형식 중 가장 많았다. 

교과서 2는 텍스트로 된 개념 설명 없이 그래픽으로만 제시되어 

있었고, 교과서 3도 텍스트 진술 없이 ABA형식의 악곡에 대해 그 

구조를 그래픽으로만 나타내었다. 교과서 14도 마찬가지였다. 

교과서 12는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형식 구조를 시각화 하고 가창

곡 악보를 제시하여 직접 노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과서 15는 ABA 형식을 다른 형식과 마찬가지로 매우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가창곡(행진)과 기악곡(베토벤의 �미뉴에트�)의 두 

군데서 텍스트와 악보로 시각화 하고, 기악곡에서는 인포그래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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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다른 교과서와 크게 다른 점은 ABA 형식의 악곡 2개 

모두를 악보 전체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형식 구조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시각화 했다는 점이다. 이때 그래픽과 악보를 색채와 도

형을 활용하여 서로 연결한 점이 돋보인다. ABA의 형식의 개념과 

특징을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텍스트로 진술 한 것도 다른 교

과서와 차별화되는 점이다[그림 V-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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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도형과 같은 색채를 사용하

여 악보에서 A와 B부분을 구분

[그림 V-25] 교과서 15의 ABA형식 부분(최은식 외, 2013,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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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태도�의 분석 결과 

태도는 교육과정의 �생활화�영역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행사참여�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음악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는 내용은 관객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직접 음악관련 행사를 

제작하거나 행사에서 공연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예시적 유형이 

제시되는 것이 기대되었다. 단, �행사 참여�에 대한 정보를 분석

할 때 행사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각종 축제를 나열하는 단원은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태도�는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아는 것

을 기대하기 보다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행사 참여�에 대한 예시적인 유형으로는 관객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행사에서 연주를 하거나 행사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하는 경

우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각 교과서에서는 어떤 종류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그 예시를 다시 텍스트, 그래픽, 악보, 

혹은 자기주도적시각화 등 어떤 방식으로 시각화되어 있는지 분류

하였다. �행사 참여�에 대한 정보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를 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V-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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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교과서
관객으로 참여 연주․제작으로 참여

1 T T

2 T T

3 T ×

4 T T

5 × T

6 T T

7 × ×

8 × T

9 T T

10 T ×

11 T ×

12 T T

13 T T

14 T T

15 T T

16 T T

17 T T

18 T T

(결과 표시 : 텍스트=T , 그래픽= , 사진 = , 악보= , 

자기주도적시각화= , 정보 없음=×)

<표 V-7> �태도�의 분석 결과 (행사 참여)   

<표 V-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과서 7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행사 참여�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고 있었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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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행사에서 연주를 하거나 행사를 제작하는 

경우의 2가지 형태를 모두 제시한 교과서도 많았다. 

자기주도적으로 시각화하는 형태는 관객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단

원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감상문 쓰기�의 형태가 대부분이었

다. 

교과서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과서 1은 �학교 내외의 음

악 행사 참여하기�와 �학교 내에서 음악 발표하기�의 2개의 단

원으로 �행사 참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는데, �학교 내외의 

음악 행사 참여하기�는 학교 음악행사를 만들고, 연주에 참여하고, 

관객으로 감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텍스트와 삽화로 이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모시는 글과 음악회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적 자료를 

그래픽을 통해 시각화하였다. 

교과서 2는 �우리들이 만드는 음악회�라는 타이틀 아래 음악회

를 만드는 내용과 음악회 감상예절에 대해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제

시하였다. 특히 학급 음악회 초대장을 예시로 보여주었고, 음악회 

감상문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학습지 형태로 시각화하

였다. 

교과서 3은 기본적인 공연 감상 예절에 대해서는 만화 형식으로 

시각화 하였고, 공연을 클래식, 궁중 음악, 대중음악, 오페라, 판소

리, 뮤지컬의 6가지로 나누어 각 공연에서 감상할 때의 예절을 구체

화 하여 공연 장면 사진과 함께 텍스트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연

에 제작자나 연주자 등으로 직접 참여하는 예시 정보는 없었다. 

교과서 4는 �음악회 예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텍스트와 그

래픽으로 제공하고,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판소리, 궁중 음악, 대

중음악 공연장에서의 각기 다른 예절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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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 보고서를 학습지 형식으로 시각화 하였다. 또한 �학급 음악회

� 행사를 준비하고 공연하는 정보를 출연팀과 준비팀으로 구분하

여 텍스트와 그래픽을 사용해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모시는 글과 프

로그램이 포함된 학급 음악회 팜플렛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으로는 학급 음악회에서 연주할 3부 합창곡의 악보를 실어주어 다

른 교과서에 비해 �행사 참여�에 대해 관객, 공연, 제작 그리고 

연주곡목까지 매우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교과서 5는 생일, 졸업식, 운동 경기 등의 행사에 사용될 음악을 

악보로 제시하거나 창작해서 행사에 어울리는 음악을 연주해보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다른 교과서에 비해 실제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교과서 6는 �학급 음악회�를 제작하는 내용과 �연주회장에서

의 예절�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정보는 그래픽과 텍스트로 시

각화하고, 클래식, 국악, 뮤지컬, 대중음악의 다른 종류의 공연에서 

박수 치는 방법과 타이밍에 대해서 텍스트로 제시하였다. 음악회 감

상문을 작성하는 내용을 학습지 형식으로 시각화하였다. 

교과서 7은 유럽과 우리나라의 음악 축제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축제의 성격과 음악 장르를 조사하는 내용만 제시되었기에, �행사 

참여�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분석하였다.

교과서 8은 관객으로 참여하는 행사에 대한 정보는 없었고, �학

급 음악회 발표에 참여하기�라는 타이틀로 학급 음악회를 제작하

고 공연하는 정보를 그래픽 위주로 시각화하였다. 음악회 프로그램

의 예시와 음악회가 끝난 후의 평가할 수 있는 평가표 예시를 제시

하고 있다.  

교과서 9는 관객으로 행사에 관객으로 참여하는 정보를 2개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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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행사를 제작하거나 공연하는 정보도 2개의 단원으로 구성하

였다. 먼저 행사에 관객으로 참여하는 내용 중 첫 번째는 음악회의 

감상 예절에 대해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제시하고, 학습지 형태의 감

상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시각화하였다. 두 번째는 음악 축제를 체험

하는 내용으로 각종 음악 축제를 조사하여 관람 계획을 세워 참가

하도록 구성하였다. 축제 참가 소감문과 음악 축제 조사 과제를 학

습지 형태로 작성해 보도록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를 만들거

나 공연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단원 중 첫 번째는 �담임 선생님을 

위한 깜짝 음악회�를 만드는 내용으로 주로 텍스트로 그 방법을 

서술하였다. 두 번째는 학급 음악축제를 만들고 공연하는 내용으로 

음악 축제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한 것

이 특징이다. 텍스트와 그래픽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교과서 10은 관객으로 음악 행사에 참여하는 단원만을 제시하였

다. 우리나라의 음악 축제에 대해 조사하고 참여하여 견학 보고서를 

작성해보는 내용으로 학습지 형태의 견학 보고서를 제시한 것이 특

징이다. 

교과서 11은 음악회 감상할 때의 바른 태도를 텍스트와 그래픽으

로 시각화 하였는데, 정보의 내용과 관련 없는 여학생 사진이 가장 

크게 배치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연이나 제작으로 행사에 참여

하는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교과서 12는 관객으로 음악회에 참여해서 평가하는 내용과 학급 

음악회를 계획하는 부분을 모두 학습지 형태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

다. 

교과서 13은 음악회를 제작하는 참여 형태의 단원은 그래픽 위주

로 시각화 하였고, 음악회에 관객으로 참여하는 단원은 학습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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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구성하였다. 

교과서 14는 음악회를 제작하는 내용과 공연장 별 감상 예절을 

텍스트와 그래픽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음악회 준

비에 필요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만화로 시각화 한 것이 다른 교과

서와 차별화된 점이다. 

교과서 15는 학급 음악회를 제작하는 단원에서 모둠별로 역할을 

나누고, 초대장을 만드는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 차별화된 점이며, 또한 바른 태

도로 공연을 감상하는 단원에서도 학습지 형태로 감상문을 작성할 

수 있게 제시되어있다.

교과서 16은 학급음악회 단원에서 음악회에서 지켜야 할 예절 정

보까지 함께 다루었다. 초대장과 프로그램의 예시를 그래픽으로 제

시하였고, 음악 감상 보고서를 학습지 형태로 시각화 한 것이 특징

이다.  

교과서 17은 음악회 감상예절에 대해서는 텍스트만으로 제시하였

고, 감상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원을 분리하여 구성하였다. 음

악회 제작에 대한 단원은 그래픽과 텍스트로 시각화 하였다.   

교과서 18은 �음악을 즐기는 바른 태도�와 �학급 음악회를 열

어보자�의 2개의 단원에서 �행사 참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

고 둘 다 텍스트와 그래픽을 시각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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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의 기능에 따른 분석 결과 

음악교과서의 정보 시각화의 �기능�에 따른 분석이란 더 구체

적으로 표현하면 �그래픽 자료�가 그 외 정보와의 관계에서 갖는 

역할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에 따른 분석에서

는 소영역 �창작� 중 �음악극 창작�정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앞서 �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 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

음악극 창작�은 과정이 중시되는 내용이며, 가락 창작에 비해 악보

의 사용이 적고 그래픽 사용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음악극 창

작�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정보시각화의 유형 분석과 마찬가지로 해당 정보가 각각 어떤 기

능을 하는지에 대해 구분을 하고, 동시에 전체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를 표시하였다. 

분석결과 음악극 창작 단원에서 사용된 그래픽 자료는 장식적 기

능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활

동지나 표, 빈칸 넣기 등의 수행적 기능의 그래픽도 다수 사용되었

다. 5가지 기능의 그래픽 중 설명적 기능의 그래픽이 가장 적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음악극을 만드는 과정을 텍스트로 나

타냈기 때문이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심동적 영역의 

학습 내용인 �가창�과 �기악�의 정보를 분석하면 음악극 창작 

단원의 결과보다는 설명적 기능의 그래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결과는 <표 V-8>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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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기능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설명적 ● ● ●

예시적 ● ● ● ● ●

보충적 ● ● ● ● ● ● ●

장식적 ● ● ● ● ● ● ● ● ● ● ● ● ● ● ●

수행적 ● ● ● ● ● ● ● ● ● ● ●

<표 V-8> 시각화의 기능에 따른 �음악극 창작�의 그래픽 자료 분석 결과

교과서 별로 살펴보면, 교과서 1은 음악극을 구성하는 순서를 7

단계로 제시하고 각 단계마다 장식적 기능의 삽화를 넣어 교과서 

지면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모둠별로 토의하는 상황은 원탁에 앉

아 토의하는 학생의 삽화를, 가락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노래하는 학

생들의 삽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음악극 구성 계획표라는 설명적 기

능의 도표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교과서 2는 제시된 삽화를 보고 해당 장면에 어울리는 극본과 노

랫말을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었다. 따라서 삽화 4개는 

모두 보충적 기능을 하고 있다.  

교과서 3은 음악극의 소재의 예시로 제시된 베토벤의 이야기를 

장식하는 그래픽과 무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장식하는 그래픽, 그

리고 음악극의 발표 후 평가하기의 수행적 기능의 그래픽이 제시되

었다.  

교과서 4는 음악극을 발표하고 감상하는 장면의 장식적 기능의 

삽화와 음악극을 공연한 이후에 친구들을 평가해보는 수행적 기능

의 평가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 5는 음악극의 제작과정은 설명적 기능의 플로우차트 방식

으로 시각화하였고, 음악극을 만들어 공연한 후의 평가는 수행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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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평가지를 통해 작성하도록 구성하였다. 음악극 창작의 내용이 

되는 �헛된 세레나데�의 작곡자인 브람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

충적 기능으로 브람스의 인물화를 제시하였다. 

교과서 6은 음악극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하루의 생활과 음악

극을 만드는 과정과 관련하여 장식적 기능의 그래픽을 사용하였다. 

교과서 7은 음악극 창작의 단원을 전체적으로 그래픽으로 시각화

하였다. �뮤지컬 만들기�라는 타이틀 아래 뮤지컬의 창작에서 공

연까지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며 학생들이 실제로 토의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만화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제시 형태는 해당 정보

에 부가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보충적 기능이 된

다. 뮤지컬을 발표하는 단계에서는 무대 공연 장면을 장식적인 기능

의 그래픽을 제시하였고, 공연 후의 평가는 수행적 기능의 평가표롤 

활용하도록 구성되어있다. 

교과서 8은 음악극을 창작할 때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그 과

정을 점검하도록 학습지에 빈칸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교과서 지면이 수행적 기능의 그래픽으로 제시되어있고, 학

생들이 토의하는 장면에 대한 삽화와 공연 장면의 사진을 장식적으

로 사용하였다.   

교과서 9는 음악극 창작 단원을 대부분 텍스트로 정보를 제공하

고 있고 각 단계에 번호를 매기면서 숫자를 잘 보이도록 장식하였

다. 

교과서 10은 음악극의 주제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는 그래픽과 음

악극 창작 과정에서 계속 사용할 활동지를 사용하여 음악극 창작 

단원을 시각화 하였다. 

교과서 11은 페이지 중앙에 음악극의 공연 사진을 매우 크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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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배치하였다. 

교과서 12도 뮤지컬을 만드는 각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의 장식적

인 그래픽을 사용하였다. 

교과서 13은 교과서 8과 마찬가지로 음악극을 만들어 가는 단계

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수행적 기능의 그래픽

을 중심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놀부전�의 장면을 무대에서 

구성해 보는 단계에서 필요한 장면 사진을 보충적 기능으로 제시하

였으며, 의상과 소품에 대한 예시를 삽화로 처리하였다. 단원의 마

지막에는 놀부전의 공연 장면 사진을 장식적으로 제시하였다. 

교과서 14는 음악극 창작 단원을 다른 교과서에 비해 많은 페이

지를 할애하여 다양한 그래픽 자료를 제시하였다. 교과서 14는 18종

의 교과서 중에서 유일하게 5가지 기능의 그래픽 자료를 모두 사용

하였는데, 음악극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정보는 장식적 기능의 사진

과 삽화를 사용하였고[그림 V-26], 학생들이 줄거리나 대사를 만들

거나 연습을 하는 활동 부분에서는 보충적 기능의 그래픽 자료를 

사용하였다[그림 V-27]. 음악극을 공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정보는 

플로우차트를 사용하였고[그림 V-28], 포스터와 팸플릿은 예시적 기

능의 그래픽[그림 V-29], 공연 준비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만드는 

정보는 다시 보충적 기능의 자료인 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단

원을 정리하는 페이지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뮤

지컬 작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수행적 기능의 그래픽을 사용하였다

[그림 V-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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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26] 교과서 14의 장식적 기능 그래픽 예시(주대창 외, 2013, p. 194)

[그림 V-27] 교과서 14의 보충적 기능 그래픽 예시(주대창 외, 2013, p. 196)

[그림 V-28] 교과서 14의 설명적 기능 그래픽 (주대창 외, 2013,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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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29] 교과서 14의 예시적 기능 그래픽 (주대창 외, 2013, p. 201)

[그림 V-30] 교과서 14의 수행적 기능 그래픽 (주대창 외, 2013, p.202) 

교과서 15는 예시적 기능과 장식적 기능 그리고 수행적 기능을 

하는 그래픽을 사용하여 음악극 단원을 구성하였다. 

교과서 16은 장식적 기능과 보충적 기능의 그래픽을, 교과서 17

은 장식적 기능과 수행적 기능의 그래픽을 사용하였다. 

교과서 18은 보충적 기능, 수행적 기능, 예시적 기능, 장식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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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그래픽을 사용하였는데, 이 가운데 효과음을 만드는 예를 삽화

로 제시한 것이 다른 교과서와 차별화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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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16)

이 범주의 분석 대상으로 추출한 4가지 정보인 �성악의 바른 자세�, 

�성악의 바른 호흡�, �리코더 연주의 바른 자세�, �단소 연주의 바

른 자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악의 바른 자세� 분석 결과

(1) 사실적 시각정보의 판별

교과서 16은 �성악의 바른 자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

되어 있지 않았으며, 교과서 5는 문장의 형태로만 제시되었다. 교과

서 16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는 예상대로 사실적 시각정보로 성

악의 바른 자세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V-9>과 같다. 

교과서

유형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사실적 ● ● ● ● ● ● ● ● ● ● ● ● ● ● ● ● ●

유추적

조직적

정보없음 ●

<표 V-9> �성악의 바른 자세�의 사실적 시각정보 분포 

(2) 구체성과 추상성의 정도 분석

교과서 5와 16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들은 예상대로 구체성이 

16) 정보시각화의 유형 분석의 결과는 “강선영(2017).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시각정보 

유형 분석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부분을 중심으로. 예

술교육연구, 15(1), 99-126.” 의 일부를 재구성 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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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자료(사진, 삽화)를 제시하였다. 교과서 5는 유일하게 �문장�

으로만 바른 자세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엉덩이, 골반, 허벅지, 종아

리, 발바닥 등 상세한 신체 분위에 대해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전

체적인 결과는 <표 V-10>에 정리하였다.

교과서

유형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사진 ● ● ● ● ● ● ● ● ●

삽화 ● ● ● ● ● ● ● ●

이미지그래픽

개념그래픽

자의적그래픽

문장 ● ● ● ● ● ● ● ● ● ● ● ● ● ● ● ● ●

단어 ●

정보없음 ●

<표 V-10> �성악의 바른 자세�관련 시각정보의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른  분포

�성악의 바른 자세�에 대해 삽화로 제시했을 경우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교과서 3의 경우는 

문장 설명과 함께 삽화를 제시했지만 삽화가 없어도 될 만큼 삽화

가 주는 정보가 애매하거다 적다. 왜냐하면 문장이 설명하고 있는 

위로 향하는 시선이나 가볍게 턱을 당기는 등의 내용을 삽화를 통

해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그림 V-31].

반면 교과서 4는 이와 반대로 시선의 방향이 잘 드러나도록 제시

되었다[그림 V-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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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31] 교과서 3의 바른 자세 부분 

(장기범 외, 2013, p. 17)

[그림 V-32] 교과서 4의 바른 자세 부분 (주광식 외, 2013,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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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악의 바른 호흡� 분석 결과

(1) 사실적 시각정보의 판별

사진 혹은 삽화를 제시하지 않고 문장으로만 정보를 제시한 경우

도 더러 있었으며 제시된 삽화의 내용도 다양하였다. 사진이나 그래

픽으로 제시된 정보는 모두 사실적 시각정보에 해당하였으며, 전체

적인 결과는 <표 V-11>과 같다.   

교과서

유형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사실적 ● ● ● ● ● ● ● ● ● ● ● ● ● ● ● ● ● ●

유추적

조직적

정보없음

<표 V-11>. �성악의 바른 호흡�의 사실적 시각정보 분포 

(2) 구체성과 추상성의 정도 분석

교과서에 따라 �성악의 바른 호흡�에 대한 정보로 숨을 들이쉬

고 내쉬는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숨 쉴 때의 흉부(횡격막)의 변화를 

설명하는 경우, 성악의 바른 호흡은 복식호흡이라는 전제하에 복식

호흡만 설명하는 경우 등 다양하였다. 이는 <표 V-12>에 정리된 바

와 같이 사진, 삽화, 이미지 관련 그래픽, 개념 관련 그래픽 등 비교

적 다양한 유형의 시각정보가 제시된 원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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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유형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사진 ● ●

삽화 ● ● ● ●

이미지그래픽 ●

개념그래픽 ● ● ● ● ●

자의적그래픽

문장 ● ● ● ● ● ● ● ● ● ● ● ● ● ● ● ● ● ●

단어 ●

정보없음

<표 V-12> �성악의 바른 호흡�관련 시각정보의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른  분포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 가장 다양한 유형의 그래픽이 제시된 부

분이 이 �성악의 바른 호흡�에 대한 정보인데, 사진이나 삽화 뿐

만 아니라 다른 소영역에서는 거의 제시되지 않은 개념관련 그래픽

을 사용한 교과서들도 있었다. 

�성악의 바른 자세�와는 달리 �바른 호흡�은 횡격막을 포함

한 신체의 내부를 나타내기 위해 이미지 관련 그래픽과 개념 관련 

그래픽으로 시각화하였는데, 신체 내부를 사진으로 보여주기가 어려

울 뿐더러 가능하다해도 호흡과 관련된 기관만을 골라서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33]는 바른 호흡과 관련하여 신체의 같은 부위를 그래픽

화 한 것으로, 각각 교과서 7은 이미지 관련 그래픽으로, 교과서 15

는 개념 관력 그래픽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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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7의 횡격막 그래픽>

(김미숙 외, 2013, p. 17)

<교과서 15의 횡격막 그래픽>

(최은식 외, 2013, p. 16)

[그림 V-33] 바른 호흡의 개념 관련 그래픽과 이미지 관련 그래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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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코더 연주의 바른 자세� 분석 결과

(1) 사실적 시각정보의 판별

예상한 바대로 리코더 연주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시

하지 않은 교과서 9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 사실적 시각정보가 제

시되어있었다. <표 V-13>에 이 결과를 정리하였다. 

교과서

유형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사실적 ● ● ● ● ● ● ● ● ● ● ● ● ● ● ● ● ●

유추적

조직적

정보없음 ●

<표 V-13> �리코더 연주의 바른 자세�의 사실적 시각정보 분포 

(2) 구체성과 추상성의 정도 분석

리코더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해 온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구체

성이 가장 높은 자료 형태인 사진을 제시하고 문장으로 이를 보충

하여 설명하는 형태가 많았다. <표 V-14>에 전체적인 결과를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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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유형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사진 ● ● ● ● ● ● ● ● ● ● ● ● ● ●

삽화 ● ● ● ● ●

이미지그래픽

개념그래픽

자의적그래픽

문장 ● ● ● ● ● ● ● ● ● ● ● ● ● ● ●

단어 ● ● ● ● ● ● ● ● ●

정보없음 ●

<표 V-14> �리코더 연주의 바른 자세�관련 시각정보 유형의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른 분포

리코더의 연주 자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형태로 시각화 했음에

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교과서 13의 경우는 문장 설명 없이 작은 사진으로만 리코더 

연주 자세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바른 연구 자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 17도 바른 자세에 대한 문장 

설명 없이 측면과 정면 상반신 연주 자세를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이 때문에 타 교과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바른 연주 자세에 대

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반대로 삽화로 시각화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

는 교과서도 있었다. 교과서 5는 손가락의 지문이 있는 부분으로 구

명을 집는 방법을 삽화로 제시하여, 구체성이 가장 높은 자료인 사

진으로도 보여주기 어려운 각도로 리코더를 투시하여 그렸기 때문

에 내용 파악이 용이하였다[그림 V-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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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34] 교과서 5의 리코더의 

바른 자세 일부

(홍미희 외, 2013, p. 62)

4)�단소 연주의 바른 자세� 분석 결과

(1) 사실적 시각정보의 판별

교과서 4는 단소 연주의 바른 자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그 외 모든 교과서에서 �단소 연주의 바른 자세�에 대해 

사실적 시각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V-1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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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유형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사실적 ● ● ● ● ● ● ● ● ● ● ● ● ● ● ● ● ●

유추적

조직적

정보없음 ●

<표 V-15> �단소 연주의 바른 자세�의 사실적 시각정보 분포 

(2) 구체성과 추상성의 정도 분석

해당정보가 없는 교과서 4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구체성이 가

장 높은 사진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사진 자료만 사용한 교과서 13

을 제외하고는 문장 설명도 함께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V-16>에 정리한 바와 같다. 

교과서

유형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사진 ● ● ● ● ● ● ● ● ● ● ● ● ● ● ● ● ●

삽화 ●

이미지그래픽

개념그래픽

자의적그래픽

문장 ● ● ● ● ● ● ● ● ● ● ● ● ● ● ● ●

단어 ● ● ● ● ● ● ● ●

정보없음 ●

<표 V-16> �단소 연주의 바른 자세�관련 시각정보의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른  

분포

사진으로만 바른 자세를 나타냈기 구체적인 연주 자세를 파악하

기 어려운 교과서 13과 달리 적절한 각도의 사진과 문장 설명으로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교과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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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0은 다른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단소 뒤편의 손가락 

위치를 사진으로 나타내었으며[그림 V-35], 교과서 15는 교과서는 

단소의 취구와 입술이 닿는 모습을 약간 측면에서 촬영한 사진[그림 

V-36]을 제시하여 입술이 취구를 덮는 정도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

었다. 

[그림 V-35] 교과서 10의 단소 

잡는 법

(정길선 외, 2013, p. 66)

        
[그림 V-36] 교과서 15의 

단소 무는 법

(최은식 외, 2013,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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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논의

1) 악보 사용 방식의 문제

본 연구의 분석 모형 중 첫 번째 범주에서 �소리․음악�의 시각

화 기대 유형은 악보였다. 분석 대상이었던 �민요�, �판소리 한 

대목�, �가곡의 초장�, �예술가곡�은 모두 기대 유형인 악보의 

형태로 교과서에 시각화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표 V-1>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판

소리와 전통 가곡의 경우는 한 가지 형태가 아닌 여러 가지 형태의 

악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동일한 교과서에서 동일한 장르의 음악을 시각화 할 때 다

른 방식의 악보를 쓰는 경우이다. 교과서 9와 교과서 16은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을 시각화 할 때는 오선보를 사용하였으나, 판

소리 �흥보가�의 한 대목을 시각화 할 때는 변형․혼합보를 사용하

고 있었다. 

사설로 전해 내려오는 판소리가 사설이 아닌 �악보�로 교과서

에 시각화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악보가 어떤 형태여야 하는 

지는 또 다른 관점의 연구 과제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 교과서에

서 같은 장르의 곡을 시각화 할 때는 통일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오선보처럼 표준화(standardization)의 정

도가 높지 않은 변형․혼합보의 경우에는 한 교과서 내에서 동일한 

장르의 음악을 제시할 때는 통일된 방식을 사용하여야 학습자가 악

보의 기표(記標)와 기의(記意)를 익히는데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 177 -

둘째,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악보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악보의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악곡의 장르 별로 살펴보자면, 예술가곡은 작곡될 때부터 오선보

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모든 교과서에서 오선보를 

사용하고 있었다. 민요는 모든 교과서에서 오선보를 사용하고 있었

고, 판소리는 다양한 형태의 악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민요와 판

소리가 전승된 형태는 악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교과서 내에서 

통일된 형태의 악보를 사용했다면 큰 무리 없이 시각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곡(전통가곡)의 경우에는 많은 교과서들이 오

선보나 변형․혼합보로 시각화 하였는데, 가곡은 정간보라는 분명한 

시각화 방식이 전해지고 있으므로 교과서에서도 정간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정형

화된 악보의 방식이 있는 경우는 그 시각화 방식을 학습자에게 보

여주는 것 자체도 학습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정간보가 오선보에 

비해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복잡하다면 [그림 V-5]와 같이 정간

보로 가곡을 제시한 후에 오선보를 사용하거나, 혹은 정간보 제시 

후에 변형․혼합보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세와 주법�에 대한 정보시각화의 정확성 문제

성악이나 기악과 같은 연주는 전문가의 좋은 본보기를 따라 직접

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의 방법인 것에 대해서는 

누차 언급하였다. 그러나 2차원으로 시각화해야 하는 교과서의 특성 

상, 본 연구에서의 �바른 자세�나 �정확한 주법�과 같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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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제시할 때는 가장 구체적인 시각화 하는 방법인 �사진�

혹은 �삽화�를 사용하는 것이 차선이라는 것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교과서에서 사진이나 삽화와 같은 그래픽 자

료를 자세와 주법을 설명할 때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정확성에 대

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래픽 자료가 자세와 주법에 대해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각도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점이다. 

먼저 노래할 때의 바른 자세의 경우는 학교에서는 서서 노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앉아서 노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서있는 

자세와 앉아서 노래하는 자세를 모두 시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그렇지 않은 교과서들이 더러 있었다. 

또한 정면 자세와 함께 측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학습자가 이해

하기 용이한데, 정면과 측면의 모습을 모두 사진이나 삽화로 제시한 

교과서가 많지는 않았다.  

리코더와 단소의 바른 자세와 주법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단소를 잡는 뒷모습이나 리코더의 지공을 막는 손끝의 모습 등을 

자세한 삽화로 보여준 교과서도 있었지만, 악기를 잡는 팔의 각도나 

취구를 무는 입의 모양 등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상반신 전체 사진

만을 제시한 교과서들이 종종 있었다. 또한 음악실에서는 의자에 앉

아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과서 10�과 같이 의자에 앉

은 전체 모습을 사진이나 삽화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구체성과 추상성이 상보적인 정보시각화의 필요성이다. 

선행연구에서 �시각정보의 구체성과 추상성의 정도는 정보의 내용

에 따라 조절되어야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보이며,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시각정보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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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 있다. 자세와 주법은 구체성이 높은 사진이나 삽화의 제

시가 필수적인데 그렇지 않고 문장 설명으로만 제시한 교과서가 일

부 있었으며, 반대로 문장 설명 없이 사진이나 삽화만 제시한 교과

서도 있었다. 선행연구는 특정 정보의 내용의 시각화의 기대 유형도 

말하고 있지만 �제대로 설계�되어야 하는 것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세와 주법�과 같은 심동적 영역의 정보는 반드시 

구체적인 시각 자료와 함께 텍스트로 세밀한 설명이 부가되어야 한

다. 

세 번째, 서로 다른 정보 유형간의 내용적인 오류를 최소화 해야

한다. [그림 V-37]과 같이 텍스트로 제시된 내용과 그래픽이 의미하

는 바가 서로 다를 경우 학습자에게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림 V-37. 교과서 9의 ‘성악의 바른 자세’ 부분(윤용재 외, 2016,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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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 전달도 불가능하다. 

3) 음악사 단원과 연표

음악의 역사를 학습하는 것은 악곡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학습의 내용이 된다. 역사 학습은 특정 시대의 특

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음악사 연표가 교과서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표 V-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수의 교과서가 연표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음

악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연표를 사용하

는 것이 요구된다. 

연표는 [그림 V-13]처럼 서양음악사와 한국음악사가 비교가 되도

록 제시하여 같은 시대에 다른 지역의 특징적인 변화를 한눈에 알

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교과(과학사, 세계사, 한국사, 미술사 

등)의 역사도 음악 이외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시대의 흐름에 대

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림 V-38], [그림 V-39]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발명품 그리고 유명 인

물 등을 음악사와 함께 제시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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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

서양의

역사적인 인물

[그림 V-38]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을 함께 시각화한 음악사연표 예시

(최은식 외, 2018발행예정, 중학교 교과서 1권, pp.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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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발명품

서양의

발명품

[그림 V-39] 역사적인 발명품과 사건을 함께 시각화한 음악사연표 예시

(최은식 외, 2018발행예정, 중학교 교과서 2권, pp. 78-79) 



- 183 -

한편 연표의 형태나 한 두 페이지로 요약한 형태로 시각화하면 

여러 시대가 한눈에 들어와 음악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리하지만, 사회, 문화적 특징이나 작곡가, 작품에 대해 충분한 설

명이 되지 않으므로 음악교과서에는 음악사 단원이나 감상곡을 통

해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악보를 제시하고 있다. 

연표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 음악사 단원이나 단

일 감상곡 단원에서 제공되는 세부적인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동시

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상곡이나 가창곡, 기악곡 등을 타임라인 

등을 통해 시대 위치를 파악하도록 시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V-12]와 [그림 V-14]과 같이 개별 감상곡 단원이나 음악사단

원에서 타임라인을 함께 제시하면 어느 시대를 학습하고 있는지 확

인할 수 있어 나무와 숲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형식 정보에서의 그래픽의 적절한 사용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표 V-5>와 <표 V-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악은 형식을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매우 적었고, 서

양음악의 형식도 푸가와 변주곡은 상대적으로 그래픽을 많이 사용

하지 않아 이들 형식을 잘 나타 낼 수 있는 그래픽의 유형 개발이 

필요해 보였다. 

서양 음악의 형식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변주곡의 경우는 변

주곡 자체 형식 구조가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는 것이 큰 효과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푸가의 경우는 즉각적으로 그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

과서들은 효과적인 그래픽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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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의 형태란, 주제가 다른 성부에서 모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사실적으로 나타내어 학생들이 한눈에 이해하기 쉬우며, 복잡해 보

이는 푸가 악보와도 연결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V-40]은 푸가 형식을 시각화한 유형으로, 그래픽과 악보를 

같은 색채와 동일한 가락의 형태로 통일하여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예시에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자가 악곡을 감상한 후 

푸가형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4성부는 스스로 그려보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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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가의 특징을 나타낸 그래픽 ]

�

[ 각 성부의 시작 지점의 악보 ]

[그림 V-40] 푸가 형식의 시각화 예시

(최은식 외, 2018발행예정, 고등학교 음악,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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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래픽 자료의 캡션(caption) 필요

그래픽 자료의 캡션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 모형 

의 2번째 범주인 정보시각화의 유형 분석에서 분석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데 7가지의 시각화 유형 중 가장 추상적인 형태인 �단어�

의 사용이 그래픽의 사용 빈도와 일치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각화 유형에서 �단어�란 그래픽의 대상이나 내용에 이름

을 붙인 단어를 말하는 것(noun/label)으로, 문서를 편집할 때 삽입된 

그림이나 도표, 사진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간단한 주석과 비

슷한 의미이다. 

제시된 그래픽의 기능과 무관하게 모든 그래픽에는 그에 대한 간

단한 캡션이 추가되어야 주의 환기가 되어 집중할 수 있고, 또한 그

래픽이 내포하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

로 장식적 기능의 그래픽이라도 캡션을 다는 과정을 거치면 교과서 

정보와 무관한 그래픽을 남발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다.    

6)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시각화 강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특정 정보를 시각화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

지만,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도

록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자기주도적시각화�를 할 수 있도록 구성

한 교과서들도 있었고, 두 번째 분석 범주에서 �수행적 기능�의 

그래픽도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 수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된

다. 교과서는 2차원으로 시각화 할 수밖에 없는 매체적인 특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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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학습자가 스스로 지면을 구성할 수 없을 뿐더러,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인터랙션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시각화 하는 것이다. 

론도의 정보를 제공할 때 학생들이 주제를 구별하여 그림을 그려 

본다던가, 음악극을 창작할 때 교과서에 직접 학생이 본인이 맡은 

역할을 쓰고, 가사를 만들어 보도록 구성한다던가, 또는 [그림 V-39]

처럼 푸가의 마지막 4성부가 등장하는 부분을 그래픽으로 시각화 

해보는 등의 방식 등이 이미 고안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시각

화의 형태이다. 

이 외에도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

한 형태의 시각화 형태가 개발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 주요 정보에 집중 할 수 있는 조화로운 교과서 지면의 활용

질 높은 사진이나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각정보라 할지라도 주의

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 전체 지면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단위 정보별로 분석을 하였을 경우에는 바람직하게 시각화가 되

어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나 이 모든 정보들은 교과서의 지

면에 다른 정보들과 함께 제시되는 특수성 때문에 교과서의 전체적

인 지면에서의 조화가 중요하다. 

교과서의 지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학습자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때때로 장식적인 기

능의 그래픽이 더 부각되거나, 부차적인 정보가 더 눈에 띄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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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배치된 경우가 더러 있었다. 교과서는 지면을 마음대로 구성할 

수 없는 일방향(one-way)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만들어지므로 이 

같은 전체 지면에 조화롭게 정보를 시각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8) 디지털미디어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각화 준비의 필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인쇄매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금도 전자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교과서의 지면을 웹상에 그대로 시각화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만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미디어의 장점

을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 

향후 학교 현장에 디지털미디어로 접속이 가능한 매체가 보급될 

수 있다면 인쇄물인 교과서의 형태의 사용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

이 있다. 

학습자가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화면에 구성해 놓고 사용할 수 

있고, 음악 감상은 물론 동영상과 입체적인 그래픽의 제공이 가능하

며, 교과서 화면에서 외부자료로의 접속이 자유롭고, 무엇보다 학생

과 학생, 교사와 학생은 물론 교과서 개발자와 교사, 학생들 간의 

다방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디지털미디어에 적용이 가능한 음악

교과서가 탄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정보를 어떻게 시각화해야 할

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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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음악을 학습하기 위해 교과서에 

이를 어떻게 시각화 했는지를 진단하고 더 효과적인 정보시각화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음악교과서에 담겨진 정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정보가 시

각화 되어 있는 양상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

다. 이후 개발된 모형으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에 이 장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하였던 두 가지 큰 물음에 아래와 같이 답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분석 모

형을 개발할 때 음악교과서를 분석하는 모형은 한 방향이 아닌 여

러 방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정보시각화의 분석에 관

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였는데, 이를 통해 음악교과서에 적

용할 수 있는 3가지 범주를 추출하고 이에 따른 하위 분석 모형을 

정립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음악교과서의�정보 내용에 따른 시각화�를 살

펴보는 것이다. 음악교과서의 정보를 그 내용에 따라 �소리․음악�, 

�행위․지침�, �과정�, �역사�, �일반 개념�, �태도�로 분

류하고, 이 정보들은 각각 �악보�, �과정이 드러난 시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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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가 드러난 시각화�, �연표 혹은 시간의 흐름이 드러난 시각화

�, �인포그래픽과 텍스트 설명의 혼합�, �태도의 변화 예시가 

드러난 시각화� 등으로 그 기대유형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범주는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픽과 텍스트 혹은 그래픽과 주요 정보 내용 간의 관계

에서 그래픽이 어떤 기능을 하는 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그래픽의 

기능을 �설명적 기능, 예시적 기능, 보충적 기능, 장식적 기능, 수

행적 기능�의 5가지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 범주는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으로 사실적 시각정보인지, 유추적 시각정보인지, 조직적 시각정

보인지를 먼저 구별하고, 사실적 시각정보일 경우에는 구체성과 추

상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사진, 삽화, 이미지 관련 그래픽, 개념 관

련 그래픽, 자의적 그래픽, 문장, 단어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

둘째,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을 2009 개정 중학

교 음악교과서에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음악교과서는 6가지로 분류된 정보 내용에 따라 대부분의 교과서

가 기대 유형으로 시각화 하고 있었다. 다만 악보의 사용에 있어서 

통일된 유형을 사용하지 않은 교과서가 있었고, 음악 장르별로 전통

적으로 사용되어온 악보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보 유형을 

사용하지 않은 것 등의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음악사 부분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것과 음악의 형식을 시각화할 때는 인포그래픽의 형태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향후 음악교과서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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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과서는 5가지 기능의 다양한 형태의 그래픽이 제시되어 있

는데 자기 주도적 학습의 촉진을 위해 수행적 기능의 그래픽이 강

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유형의 시각화가 기대되는 �가창�과 �기악�

정보에서는 기대한바 대로 구체적인 유형의 시각정보가 다수 제시

되어 있었다. 



- 192 -

2. 제언 

본 연구는 교육학 분야의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효

과적인 학습을 도모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 모형으로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교

과서를 분석하여 교수․학습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학교의 교수‧학습 현장과 교육 자료 제작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 

급의 음악교과서를 분석한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 교수․학습의 효과

를 검증하는 연구는 아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사

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다른 학교 급의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를 분석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음악교과서에서 다루는 정보의 

내용도 중학교와 다를 뿐더러 학습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시각화하

였을 것이므로 분석의 결과와 논의할 점이 본 연구와는 다를 것으

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습의 효과를 검증할 후속 연구

가 요구된다. 이미 정보가 시각화 될 때 더 나은 학습 효과를 발휘

하는 것을 선행연구들이 검증하였고, 학습은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

한다는 것 또한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

화와 관련하여 다수의 정보를 대상으로 장기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학습 효과를 밝힌 바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셋째, 인쇄 매체인 교과서의 정보시각화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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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토대로 향후 개발될 디지털미디어 교과서의 시각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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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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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students who live in the so-called informatio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acquire information through an array of sensory 

mediums, educators in music circles still depend on printed media, 

mainly music textbooks, as their fundamental teaching tools. In 

order to bridge the gaps between real education environments and 

students’expectations, it will be more realistic to come up with 

accurate and effective ways to convey information to students 

through music textbooks rather than to make a general suggestion 

that we should introduce multimedia to music classrooms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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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field. Given that related studies need to be done, this 

dissertation aims to discuss two objectives: first, to develop models 

as means to analyze information visualization of music textbooks; 

second, to apply such models to music textbooks of middle schools 

and thus discuss visualizing information in music textbooks.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first of all, this 

dissertation discussed theories on the storage and movement of 

information, and then explored the effects of information 

visualization on learning and possible issues of visualization, mainly 

through precedent studies. Then, this dissertation examined various 

research and books on analysis of information visualization and 

developed proper models to analyze information visualization for 

music textbooks. 

As a result, I came up with models to analyze information 

visualization for music textbooks in three categories: first, models 

for visual analysis based on information contents; second, models 

for analysis of functions of information visualization; third, models 

for analysis of types of information visualization. Each category 

includes five to seven criteria. 

The first category suggests appropriate types of visualization 

according to information contents and thus determines whether 

information visualization for music textbooks will meet expected 

types. The contents of music textbooks will be divided into six 

criteria—‘Sound. Music’, ‘Action. Guideline’, ‘Process’, 

‘History’, ‘General Concepts’, ‘Attitude’, and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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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are expected to be visualized as follows: ‘Scores’, 

‘Highly Specified Visualization’, ‘Visualization of Steps’, 

‘Visualization of Chronologies or Time Flow’, ‘Explanatory Text 

and Infographics’, ‘Visualization of Examples of Attitude 

Changes’.

The second category analyzes the functions that graphics 

perform in relation to texts that are classified into five functions—

explanatory functions, illustrative functions, complementary 

functions, decorative functions and worksheet functions. 

The third category classifies visual information in music 

textbooks into seven types, including photograph, illustration, 

image-related graphic, concept-related graphic, arbitrary graphic, 

verbal description, and noun and label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models into the current 18 kinds of 

music textbooks of middle school, revised in 2009,  showed 

significant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n cas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scores, such as 

‘Modified and Mixed scores ’, it is desirable to show unified 

forms of scores throughout the music textbooks. Moreover, in case 

of music genre that has been passed down through Cheongganbo, 

such as Gagok, it is proper to display original forms of scores, 

within textbooks. 

Second, in case of visualizing information of psychomotor 

domain such as performance posture or performance styles, the 

contents of text must correspond with graphics. In particular,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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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is conveyed in forms of graphics, actual performance 

posture must be accurately displayed within textbooks. 

Third, in case of chapters dealing with music history, the use of 

chronological tables is necessary to show historical changes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In chapters of music 

appreciation, visual expression are required to show time flow. 

Fourth, when showing musical form, it is more effective to use 

infographic data along with explanatory text. 

Fifth, it is necessary to summarize contents in which graphics 

are supposed to illustrate graphic information, and use captions in 

order to assist students stay in focus. 

Sixth, communications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and among 

students themselves should be induced, and visualization tools must 

be reinforced to help students study independently. 

Seventh, the space allocation of textbooks should be designed in 

such fashion that students pay attention to primary information. 

Finally, in attempt to prepare for the ensuing years in which 

printed textbooks adopt digital media, studies are further required 

to visualize information into appropriate forms. 

keywords : Music Textbook, Information Visualization, Visual 

Information, Analytic Model, Music Education

Student Number : 2005-3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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