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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음악과 

산업’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 방안을 구안하는 것이다. 2015 개정 음

악과 교육과정에는 중학교 생활화 영역의 내용요소로서 ‘음악과 산

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음악산업의 특성상 이는 기존의 음악 교과 

교육에서 다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에서도 자유학기 활동 

매뉴얼에서 ‘음악과 산업’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자유학기제에서 음악

산업 관련 수업을 다룰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유학기

제에서는 음악산업 관련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음악과 산업’ 수업의 활성화를 모색하

는 데 의의가 있고 이를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소재의 중학교 중 2017년 자유학기제의 음악산업과 

관련한 수업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둘째, 음악산업에서 음악제작업에 해당하는 ‘음악 기획 및 제작 산

업’과 ‘음반 및 음원 산업’을 주제로 수업 단계, 핵심역량, 예술 강사 

협력, 지역사회 연계 등의 전제 요소를 포함하여 수업 지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셋째, 2시간씩 블록타임으로 8주 동안 진행되는 총 16차시의 ‘음

악과 산업’ 수업을 설계 하였으며, 이 수업은 음악산업에 관한 이론

과 함께 제작기획, 곡 선정, 개사, 녹음, 음반 디자인, 음반 발매 활

동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에서 ‘음악과 산업’ 수업을 위한 정책 운

영, 학교 지원, 음악 교육적 관점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학교 현장에

서 학교의 상황에 맞게 ‘음악과 산업’ 수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음악교육, 음악산업, 자유학기제

학  번 : 2014-21000



- ii -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4

 4. 선행연구의 고찰 ·····························································  4

Ⅱ. 이론적 배경 ···························································  10

 1. 자유학기제의 이해 ·························································  10

    가. 자유학기제의 목적 및 추진 배경 ···································  10

    나. 자유학기제의 운영적 특징 ···············································  14

    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구성 ···············································  16

 2. 음악산업의 이해 ·······························································  19

    가. 음악산업의 개념 ·································································  19

    나. 국내 음악산업의 변화와 규모 ·········································  22

    다. 국내 음악산업의 구조 ·······················································  25

 3. 학교에서의 음악산업 교육의 필요성 ···························  27

Ⅲ. 자유학기제 음악산업 관련 수업에 관한 실태 

    및 개선을 위한 논의 ·········································   30

 1. 음악산업 관련 수업의 현황 ·········································  30

    가. 음악산업 관련 수업 개설 학교 현황 ·····························  30

    나. 음악산업 관련 수업의 문제점 ·········································  32

 2. 음악산업 관련 수업의 개선에 관한 논의 ···················  40

    가. 정책 운영의 관점 ·······························································  40



- iii -

    나. 학교 지원의 관점 ·······························································  44

    다. 음악 교육의 관점 ·······························································  45

Ⅳ. 자유학기제 ‘음악과 산업’ 수업 방안 ·················  47

 1. ‘음악과 산업’ 수업의 설계 ·············································  47

    가. 학습 주제 선정 ···································································  47

    나. 수업 지도 계획 ···································································  48

 2. 지도의 실제 ·······································································  54

    가. 음악산업의 개관 ·······························································  55

    나. 음악 기획사의 이해 ···························································  59

    다. 음반의 발전과 제작 ···························································  65

    라. 꿈을 담은 작사 ···································································  72

    마. 녹음 준비와 연습 ·······························································  75

    바. 음원 만들기 ········································································  76

    사. 음반 디자인 ·········································································  78

    아. 음반 발표 ·············································································  82

Ⅴ. 결론 ···········································································  83

참고문헌 ·········································································   87

Abstract ·········································································   90



- iv -

표   목   차

<표 1> 자유학기제 추진 과정 ·················································  12

<표 2> 자유학기제 추진 방향 ·················································  13

<표 3>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구성 ·········································  16

<표 4> 자유학기 활동 영역과 내용 ·······································  17

<표 5> 음악산업의 분류 ···························································  20

<표 6>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과 사회」내용체계·····  28

<표 7>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과 진로」내용체계·····  28

<표 8>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내용체계 ‘음악과 산업’ ··  29

<표 9> 음악산업 관련 수업 개설 학교 ·································  31

<표 10>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  51

<표 11>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수준별 지원 체계 ··············  53

<표 12> 차시별 지도 계획 ······················································  54

<표 13> 국내 대표 기획사의 특징 및 아티스트 양성 스타일·······  61

<표 14> 지역사회 녹음시설의 예시 ······································  76

그 림  목 차

[그림 1] 국내 음악산업의 업종별 연도별 매출액 현황 ····  24

[그림 2] 국내 음악산업의 구조 ··············································  26

[그림 3] 학습 주제 선정 ··························································  48

[그림 4] ‘음악과 산업’ 수업을 위한 전제요소 ···················  48

[그림 5] ‘음악과 산업’ 수업의 단계 ·····································  50



- v -

[그림 6] 음악 기획사의 조직 구성과 역할 ··························  63

[그림 7] 음반의 발전 과정 ······················································  68

[그림 8] 음반의 제작 과정 ······················································  70

[그림 9] CD 케이스의 종류 ····················································  78

[그림 10] 독특한 형태의 음반 디자인 ·································  79

[그림 11] 단순한 형태의 음반 커버 디자인 ·······················  80

[그림 12] 특징적인 음반 커버 디자인 ·································  80



-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소리를 주된 요소로 삼는 청각예술로서 과거로부터 심미적 가

치에 초점을 두고 중요시 되어왔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 갈수록 음악을

기록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매개로 삼아 그 생성

과 기록, 전달, 향유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발전을 이루었다. 음악에 대

한 대중의 소비와 욕구의 확대로 기록된 음악을 사고파는 행위가 이루어

졌고, 음악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음악의 산업적

가치도 점차 주목받게 되었다.

그 가치는 자본주의 환경 안에서 날로 높아져 현재 ‘음악산업’은 작곡,

출판, 저작권, 공연, 음반, 방송 등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분야로 발전하

였고, 최근 들어 디지털 음악산업과 콘텐츠의 스마트화로 인해 그 규모

는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음악산업은 K-pop의

세계적인 인기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확대와 성장은 음악산업의 교육적 가치와 그 필요성에도 주목

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고등

학교 「음악과 사회」과목을 통해 음악산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기 시

작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음악과 진로」과목을 거쳐 최

근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음악」과목의 생활화 영

역에 ‘음악과 산업’이 내용요소로 포함되었다.

음악산업의 교육적 수용은 교육과정 외에 자유학기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2012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등장하여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

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

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서1) 2013년부터 3년간 연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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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교과 교육과정을 참여와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 네 개의 활동으로 운영되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은 체험과 활동 중심의 수업,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교육,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운영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과 특징으로 볼 때 음악산업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그 취지와 목적을 실현시키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교육

부에서도 이러한 점에 수긍하여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매뉴얼을 발표

하면서 ‘음악과 영화’, ‘합창’, ‘합주’, ‘국악’과 함께 ‘음악과 산업’을 음악

프로그램의 예시로 제시하였다.2)

교육부에서 개발된 자유학기제 ‘음악과 산업’ 프로그램은 음악산업의

의미와 특성, 음악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등을 이해하고 음악의 생산과

유통과정 등을 체험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는 기본 음악교과에서 경

험하기 어려운 음악산업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음반 산업의 가치를 이해하

고 음반 및 영상 음악 제작을 위한 다양한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특징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음악산업에 대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자유학

기제의 예술 활동으로 음악산업과 관련한 수업이 개설된 학교를 찾아보

기 어려우며, 개설된 학교에서도 음악산업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원활한 수업 진행이 이루어지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음악과 산업’의 매뉴얼이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일부 찾아 볼 수 있으며, 단

위 학교 차원에서의 문제점, 정책 및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 등 다

각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점 또한 있을 수 있다.

음악산업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일찍이 그 교육적 필요성이 인식되었

지만 기본 교과 시간에 다루어지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교육이 충분히

1)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보도자료, 2015.11.25.), p. 6.

2) 유정애 외 6인,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 운영 매뉴얼」 (전라도: 전라남

도 교육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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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못해왔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지

도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음악산업 관

련 교육이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음악교육에서 음악

산업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따라 음악산업

관련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연구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음악산업과 자유학기제에 관하여 문헌 연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유학기제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산업 관련 수업

의 개설 현황과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면담을 실시하여 문제점

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유학기

제에 ‘음악과 산업’ 수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고 음악산

업에서 ‘음악 기획 및 제작 산업’과 ‘음반 및 음원 산업’을 주제로 한 지

도 방법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연구 자료와 문헌들을 토대로 자유학기제의 목적 및 추진

배경, 운영적 특징, 교육과정 등을 알아보고 국내 음악산업의 개념과 발

전과정, 규모 등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교육부 주관의 자유학기제 관련 사이트들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

영계획서와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유학기제 관련 자료 분석 및

음악교사와 강사의 조사면담을 바탕으로 산업 관련 음악수업에 대한 현

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셋째, 자유학기제에서 음악산업 관련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음악과 산업’ 수업을 설계하고 음악산업 분류체계의 음악 제작업과 음악

산업 구조 단계의 생산단계에 해당하는 ‘음악 기획 및 제작 산업’과 ‘음반

및 음원 산업’을 주제로 삼아 자유학기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구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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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이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 음악산업에 대한 현황 조사는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

를 대상으로 하며 2017년에 행해진 자유학기제 내용에 대해 조사한다.

둘째, 음악산업은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

함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산업으로 분류 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다

루고자 하는 음악산업 관련 수업의 범위는 음악산업의 근본적인 산출물

인 콘텐츠로서의 음악이 만들어지는 생산단계의 산업으로 제한한다.

셋째, 이 연구의 ‘음악과 산업’ 수업은 하나의 예시로서 지역과 학교

현장에서의 여건에 맞도록 수정 및 적용이 가능하다.

4. 선행연구의 고찰  

자유학기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음악산업 관련 수업과 지도방법을 연

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음악교육에서 연구된 음악산업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적용 된 이후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음악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예술·체육

활동 및 음악 활동 현황에 관한 연구를 조사해보고, 그 외에 자유학기제를

위해 개발된 음악 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가. 음악교육에서의 음악산업에 관한 연구

먼저 음악교육에서 음악산업과 관련한 연구 중 이 연구와 관련이 있

는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양정아3)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과 진로」교과를 위한 지도

3) 양정아, “고등학교 선택과목 ‘음악과 진로’의 지도방향 탐색 및 지도내용 구

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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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선정하고 구성 방안을 연구하였다. 한국직업사전과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바탕으로 ‘음악과 영화’, ‘음악과 방송’, ‘음악과 공연예술’, ‘음악과

새로운 가능성’ 네 가지의 학습 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음악과 영화’

의 지도내용 제시하였다. 영화 음악의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고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양정아의 연구에서는 영화 음악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그에

맞는 음악까지 선정하는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그와 관

련된 진로까지 탐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음악산업과 관

련된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 및 진로 탐색의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조수희4)의 연구는 본 연구와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띄고 있는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과목 「음악과 사회」를 위해 ‘음악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도 방법을 구안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음악 산

업’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따라 학습 주제를 ‘음반 산업’,

‘디지털 음악과 저작권’, ‘음악 산업’ 세 부류로 추출하고 발표와 모둠학

습을 통해 개념 및 이론적 학습 내용을 세분화 하여 지도 내용을 제시하

였다. 당시 학생들에게 낯선 개념인 ‘음악산업’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조수희의 연구에서는

조사와 발표, 토론 등과 같은 이론적 학습 활동이 주요 학습 형태로 사

용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구상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체험

과 실습을 통한 수업 연구에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논문들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음악교육의 음악산업 관련한 연

구가 그 수는 많지 않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선택과

목 「음악과 사회」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선택과목

「음악과 진로」의 신설로 음악교과에 대한 사회적 관점 및 진로적인 측

면이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자

유학기제에서도 음악산업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

4) 조수희, “고등학교 음악수업을 위한 ‘음악 산업’ 내용 구성 및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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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나. 자유학기제 예술․체육 활동 및 음악 활동 현황에 관한 연구

자유학기제가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동안 운영현황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자유학기제의 예술·체육 활동과 그 중 음

악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1차년도의 예술·체육 활동 및 음악 활동현황에

관한 연구로서 하남영5)은 2013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1차 운영 보고

서를 바탕으로 음악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

르면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은 예술․체육활동, 진로탐색활동, 학생선

택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그 중 약 90%

이상의 학교들이 예술․체육 활동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

나 일반학기에서 운영되던 예술 군의 음악교과 시수 대부분을 차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운영된 음악프로그램 형태로는 융합수업 형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본 교과를 대체한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 1차년도 연구학교에서는 음악 활동의 개념이 확실시 되

지 않아 음악 교과의 의미가 격하된 것을 알 수 있고 음악 교육의 특성

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유정애 외6)는 2014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예술․체육

활동 운영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2014년도에 자유학기제를 시행

한 학교 중 기본 교과인 음악 수업 시수를 폐지하고 그 감축한 시수를

자율 과정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합창, 뮤지컬, 오카리

나, 우쿨렐레, 작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

해 자유학기제 2차년도 연구학교에서도 음악교과는 기본 교과의 수업 대

5) 하남영, “자유학기제 제1차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한 음악 프로그램 분석 연

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5).

6) 유정애 외 6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한 예술·체육활동 발전 방향 및 추

진 전략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제10호 (2015), p. 89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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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오인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의 취지

와 특징을 반영한 음악 프로그램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의 음악활동은 그 정체성에 대한 분

명한 인식과 함께 지역 사회와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으로 자유학기제 취

지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 자유학기제 음악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위와 같은 필요성의 인식으로 다양한 자유학기제의 음악 프로그램 연

구가 이루어져왔다. 유정애 외7)는 자유학기제 운영 시 실제 개설할 수

있는 예술․체육 활동과 융합 활동을 소개하였는데 음악 활동으로는 5가

지 유형이 제시되었고 각 활동마다 17차시에 걸쳐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 중 이 연구와 주제적 관련이 있는 ‘음악과 산업’ 프로그램은 각 차시

마다 음악 관련된 직업을 목표로 삼고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접하고 체험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박신의 외8)는 자유학기제에 예

술 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발굴하는 진로교육을 총 16차시에 걸쳐 제시

하였고 그 중 음악 활동으로 사운드 디자이너 경험하기, 나만의 이야기

를 음악으로 만들기 등 특정 음악 직업과 관련된 음악 활동들을 6차시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진로 직업 제시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 직업과 진로보다도 음악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양은주 외9)는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으로서 밴드 합주 교육과정을

연구하였다. 총 17차시 구성 프로그램으로 밴드 악기들을 경험하고 학습

하는 과정을 거쳐 직접 밴드 공연을 기획하고 연주하는 과정을 담고 있

다. 또한 양은주10)는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대중음악 작곡활동을 스마트

7) 유정애 외 6인, 위의 책.

8) 박신의 외 6인, 「자유학기제 예술 활동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4).

9) 양은주 외 3인, “자유학기제 밴드합주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음악

이론연구 제25집 (2015), p. 132-166.

10) 양은주, “대중음악 작곡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학생선택 프로그램 개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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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업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연구하기도 하였다.

대중음악을 학생들이 학교 과정 안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

안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음악산업의 측면

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배명신11)은 자유학기 활동으로서 ‘뮤지컬 만들기’ 에 대한 활동을 개

발하였다. 교육활동으로 시나리오 만들기, 노래 표현 및 개사하기, 뮤지

컬 노래 선별하기, 노래․연기․댄스․무대장치․의상․조명․음향․소

품 등 뮤지컬 역할 경험하기 등의 활동들을 자유학기 취지에 맞게 표현,

토론, 실습 위주로 구성하였다. 전희영12)은 자유학기제에서의 우쿨렐레

중심의 기악합주 지도방법을 구안하였다. 우쿨렐레를 배우고 모둠별로

기악합주 하는 활동을 통해 어렵지 않은 기능으로 합주의 아름다운 조화

와 악기를 연주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자유학

기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체험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들이 연구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현재 자유학기제 음악 활동에 관한 연구는

활동의 유형과 주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악활동 시간에 단

순 실기 활동이 아닌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한 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음악산업이 학교 음악교육 내용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자유학기제에서의 음악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현실과 문제점

등을 통해 자유하기제의 취지를 살린 음악 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

공해주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자유학기에서 음악산업과 관련하여 수업

을 운영하거나 운영 현장에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연구는 미흡

한 것으로 보이며 음악산업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연구 또한 부족한 것

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에서 음악산업과 관련한

악교육연구 제44권 제4호 (2015), p. 175-194.

11) 배명신, “자유학기 활동으로서 ‘뮤지컬 만들기‘ 지도와 실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16).

12) 전희영, “자유학기제에서 우쿨렐레 중심의 기악합주 지도방법” (석사학위논

문, 한국교원대학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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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음악

산업에 관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수업을 설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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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자유학기제의 이해

가. 자유학기제의 목적 및 추진 배경

교육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13)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

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

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적성을 탐색하고 미

래를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길을 찾아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발전의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그동안의 지식과 경쟁 중심의 교육을 창

의성과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

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4)

자유학기제는 위와 같은 목적이 확립되기까지 2013년 3월 28일 교육

부 국정 업무 보고를 통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으로 자리 잡은 이후 3

년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6년 전국의 중학교에 전면 시행되었다.

자유학기제의 정책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3년 정책이 도입 된 이후 추진 과정은 ‘정책 도입기’, ‘시범 운영

기’, ‘전면 확대기’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로 ‘정책 도입기’는 자유학기제가 공약으로 발표된 이후부터 시범

운영계획 발표 시기까지이다. 자유학기제는 2012년 11월에 박근혜 대통

령의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였고 이후 2013년 3월 28일 국정과제 실천계

획 대통령 업무 보고를 거쳐 ‘행복 교육 창의 인재 양성’ 비전 아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교육 정책으

13) 교육부, 앞의 책, p. 1.

14) 위의 책,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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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2013년 5월 29일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안)’

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며 42개의 연구학교

를 선정하였다. 당시 자유학기제는 ‘진로 체험’에 큰 비중을 두고 진행되

었으나 현재에는 점차 ‘교수․학습개선과 교육과정 혁신’을 강조하는 방

향으로 바뀌었고15) 이를 통해 교육의 전반적인 변화로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로 ‘시범 운영기’는 3년간 자유학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 된 시기

이다. 2013년 2학기부터 42개의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38개의

연구학교와 732개교의 희망학교, 그리고 2015년에는 2,471개의 희망학교

에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었다.16) 자유학기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공포되었고 2015년 9월

23일 고시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가 반영되었다.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준비 및 인프라 구축,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 적용

학기, 평가 방안 등의 제반 사항을 완비하였다.17)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추진 과정을 거쳐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전면 확대기’가 되었다.

위의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18)

15) 김미진·홍후조, “자유학기제의 지속가능성과 중학교육의 정체성 탐색” 교육

과정연구 제 34권 제1호 (2016), p. 4.

16) 이인회, “자유학기제 정책에 따른 A중학교 학교변화 사례 분석” 디지털융복

합연구 제14권 제1호 (2016), p. 34.

17) 이병환 외 2인, “교육공동체 의견 조사에 기초한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

방안 탐색” 교육종합연구 제13권 제2호 (2016), p. 107.

18) 신철균 외 5인, 「자유학기제 운영 개선방안 연구: 일반학기와의 연계를 중

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5), 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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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추진 과정 일시 내용 및 특징

정책

도입기

자유학기제 도입 대선공약
발표

2012.11.21 대선공약 제시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국정목표 발표

2013.2.21
중학교 대상, 단계적 확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발표)

교육부 국정 업무 보고 2013.3.28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안) 발표
2013.5.29

추진 방향, 지원 방안, 로드맵

제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
2013.6.4

주요내용
-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및 자

유학기제 지원센터 운영방향

발표

- 협력기관 협약서 체결

시범

운영기

연구학교 운영 시작 2013.9.

연구학교 42개교 운영 시작

- 매년 약 3천만원 내외 예산

지원

연구·희망학교 및 선도교육
지원청 확대 운영

2014~2015

14년: 연구·희망학교 811교,
선도교육지원청 12개

15년: 연구·희망학교 2,551교,
선도교육지원청 27개

체험인프라 협업기관 구축 2015~

교육부, 지원센터 중심으로
142개 이상의 기관과 협력체

제 마련

시·도교육청별 협력기관 구축

자유학기제 시행 근거

법제화

2015.6.22.

2015.9.15

2015.9.23

진로교육법 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공포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 고시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확정안 발표
2015.11.25

운영학기 선택 운영
자유학기 활동 170시간 이상

편성 운영

전면

확대기
전면 실시 2016.3.

전체 중학교

학교별 자유학기제 운영 예산
지원

<표 1> 자유학기제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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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첫째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및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핵심

둘째
자유학기를 중심으로 한 진로교육 연계 및 활성화

→ 초등학교(진로 인식)-중학교(진로 탐색)-고등학교(진로 준비 및 설계)

셋째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

→ 진로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넷째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 실시

→ 특정 기간에 집중된 지필식 총괄평가 미실시

다섯째
자유학기를 교육과정 운영, 수업 방법 개선 등 학교 교육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로 활용 → 일반학기와 연계되는 교육 효과 기대

<표 2> 자유학기제 추진 방향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유학기제는 현재 중학교 교육 정책으로 확립되

었고 효과적인 교육 개선과 제도 정착을 위하여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추

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19)

첫째,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

여 학교 별 교육과정 편성 시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는 학생을 중심으

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공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 진로교육을 중학교 자유학기를 중심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셋째, 자유학기제에서는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

동, 동아리 활동 등 학생 참여 중심의 활동을 운영한다.

넷째, 자유학기제에서의 평가는 기존 일반학기의 특정 기간에 집중된

지필식 총괄평가가 아닌 학생 활동의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다섯째, 자유학기의 교육과정 운영 방법,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을

통해 학교 교육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한다.

19) 교육부, 앞의 책, p. 6.



- 14 -

나. 자유학기제의 운영적 특징20)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은 위에서 살펴본 교육부의 추진 방향에 기초

하여 운영된다. 자유학기제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제도로 중학

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의 세 학기 중에서 학교 교원

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자유학

기제의 운영은 교과 수업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효과적인 자유학

기제 운영을 위한 특징으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화, 교수․학

습 방법의 다양화,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네 가

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자유학기제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학생 참여형 수업

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 활동이 더욱 원활하고 다양한 체험 위주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오전 시간에는 공통 교육과정인 교과 수업을 실시

하고 오후에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편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

다. 자유학기제 운영 시에는 자유학기 활동 시간을 교육과정에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이용하여 170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되 특정

교과군에서 34시간 이상을 자유학기 활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그동안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단절이 자유학기제 문제점 중 하나로 제기되어

왔고 그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21) 자유학기제의 교

육과정 편성은 일반학기와 연계성을 높여 계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자유학기제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핵심 성

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 수업의 교육내용을 재구성 할 수 있다. 협동학

습, 토론 수업 및 실험․실습 등 체험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수업 참여 태도와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기존의 수업에서는 실시하

20) 위의 책, p. 11-30.

21) 신철균·박민정,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세 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 교육행정

학연구 제 33권 제1호 (2015), p. 324-326.; 김달효, “사례연구를 통해 본 자

유학기제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문화연구 제21권 제5호 (2015), p. 194.; 최

상덕 외 8인, 「2014년도 2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 보고

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5), p. 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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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웠던 블록타임(Block-Time), 코티칭(Co-Teaching), 코러닝(Co-L

earning) 등 새로운 시도들을 활용하여 능동적인 협력 학습을 실시한다.

또한 교과군을 넘어 융합적인 사고를 배양할 수 있도록 교과 특성에 맞

는 소재를 활용한 융합 수업과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나 지역적

특징을 활용한 주제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을 활성화한다.

셋째, 자유학기제에서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학생

의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학생 지도에 활용 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교사의 평가 뿐 아니라 자기성찰 평가, 학

생 동료 평가 등 학생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포

트폴리오와 수업 중 관찰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교사는

교과별 성취수준 도달 여부, 학습 과정 중 참여도 및 태도, 자유학기 활

동 내용 등을 서술식으로 기록한다.

넷째, 자유학기제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지역 내에 있는 공공·민간기관, 학생들의 관심사와 관련 있

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기관, 진로체험이 가능한 체험처 등을 활

용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진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자유학기제를 위한 시설 및 예산 부족, 지역사회

의 인력풀 구축 미흡 등으로 진로 체험 장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

으나22) 자유학기제의 확대로 학교와 지역 간의 개방을 통한 다양한 활

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신철균 외 2인,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2015), p. 47-48.; 정영근 외 6인, 중학교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5),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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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구성23)

위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요일

시간
월 ~ 금

1~4

(오전)

 교과

-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교육내용 재구성

- 참여와 활동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 학생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5~7

(오후)

자유학기 활동

- 진로탐색 활동

- 주제선택 활동

- 예술·체육 활동

- 동아리 활동

<표 3>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구성

오후에 이루어지는 자유학기 활동은 학교 특성에 따라서 네 가지 영

역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네 가

지 자유학기 활동은 학생의 관심사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고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한 프로그

램으로 구성된다. 각 활동의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24)

23) 교육부, 앞의 책, p. 11-30.

24) 위의 책,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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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목적·성격 학습 내용
운영

방법

진로탐색

활동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

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

로 학습 기회 제공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진로·직업

관련 내용

학생

희망

선택

주제선택

활동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맞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학생 중

심의 인문사회, 탐구, 교양 프

로그램

전문 프로그램

학습 기회 제공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

예술·체육

활동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다양한 예술·

체육 활동

기회 제공

문화, 음악,

미술, 체육

관련 내용

동아리

활동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바

탕으로 구성된 자발적, 자율

적인 학생 중심 활동

자치적, 자율적

활동 기회 제공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

<표 4> 자유학기 활동 영역과 내용

진로탐색 활동은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학생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학습의 토대를 마련하는 활동이다. 중학교 선택교과인「진로와 직

업」과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하도록 한다. 진로

탐색 활동에서는 각 교과별 진로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융합 주제로 연

계시킨 ‘교과 통합 진로교육’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학습과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선택 활동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수요자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활

동이다. 학교는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선호도,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학생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설하도

록 한다. 또한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을 통해 사례 중심의 법, 경제, 인

성·행복교육을 내실화 하고, 교과와 연계한 주제 활동의 적극적인 운영

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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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다.

예술․체육 활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교육 및 체육활동을 내실화하는 “1학생, 1문

화․예술, 1체육 활동”에 목적을 가진 활동이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는 다른 분야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예술 교육

자원과 전문 예술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 활동의 경

우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과 맞물려

‘악기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

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하되 자발적, 자율

적 특징을 가진 학생 중심 활동이다. 학생들의 주도로 꿈․끼 탐색 동아

리 활동 운영을 지원하여 자치 능력 및 자율적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아리 활동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

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희망과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각 자유학기 활동은 서로 다른 학습 내용과 목적 및 성격으로 구분 되

어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자유학기 활동은 영역별 구분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영역 간의 차별성을 더욱 분

명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목적을 명백

히 하는 수업들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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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산업의 이해

가. 음악산업의 개념

우리나라의 ‘음악산업’은 디지털의 발전이 있기 전까지 음반 산업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과 같은 관련업, 콘서트와 같은 공연수익, 영상 관

련 음악산업, 저작권 사업, 기타 악보나 화보 같은 관련 콘텐츠 수익과

별도의 음향기기 관련 산업을 포함하는 말이었다. 그 중 수익구조로 볼

때 음반 판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음악산업’은 ‘음반산업’과 동일

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25) 그러나 디지털 음악시장의 성장으로 음반

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음악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2005년에 ‘침체된 음악산업 살리기 위한 육성전

략’ 발표를 통해 음악산업의 범위와 개념을 확장하였다.26)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악산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27)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공연·교육,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

물·음악영상파일의 제작·유통·수출·수입, 악기·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

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2호)

즉, 음악을 창작, 공연, 교육하거나 음반 및 음원, 관련 영상 등을 제

작하여 유통하고 수출하고 수입하는 일 뿐 아니라 악기와 음향 관련 기

기들을 제조하거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등 음악과 관련한 모든 업종

25) 장승준, “디지털화에 따른 음악 산업의 변화와 DRM 적용 음악서비스에 관

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7), p. 4.

26) 김진규, 「콘텐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성남: 북코리아,

2014), p. 81.

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음악산업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06호, 2015.5.18., 타법개정] 제1장 제2조 2호. www.law.go.kr/법령/음악

산업진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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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음악산업은 국내 산업통계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28)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음악

산업
⇨

음악제작업 ⇒
음악 기획 및 제작업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
⇒

음반 복제업

음반 배급업

음반 도소매업 ⇒
음반 도매업

음반 소매업

온라인

음악 유통업
⇒

인터넷/모바일 음악 서비스업

음원대리 중개업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29)

음악 공연업 ⇒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 노래연습장 운영업

<표 5> 음악산업의 분류

음악산업은 음악제작업,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 복제 및 배급

업, 음반 도소매업,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음악 공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으로 분류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음악 제작업’에는 대표적으로 SM엔

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음악기획사라고 불리

며 음반 및 음원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업체나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사업체와 녹음실 등 음반 또는 음원을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은 음악 관련 악보를 출판하거나

기타 오디오물을 제작하는 사업체를 나타내며 세광음악출판사, 음악세계,

삼호뮤직 등과 같은 업체가 해당된다.

28) 문화체육관광부,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p. 156.

29) Content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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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음반 복제 및 배급업’에는 CD, MC 제조업과 같은 단순히

유형의 음반을 복제하는 사업체와 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등 완성

된 음반을 도소매업 사업체에게 배급하여 유통하는 사업체가 포함된다.

네 번째로 ‘음반 도소매업’에는 교보문고 핫트랙스, YES24, 인터파크

등 복제된 음반을 대량으로 도매하거나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하는

사업체가 포함된다.

다섯 번째로 ‘온라인 유통업’에는 완성된 음원을 대리 중개업체로부터

양도받아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으로 서비스 하는 사업체나 멜론, 지

니 등의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가 포함된다. 또한 음원 권리자로부

터 음원의 권리를 양도받아 온라인상으로 중개하는 사업체, 음원을 제작

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음악 서비스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체 또한 이 분

류에 해당한다.

여섯 번째로 ‘음악 공연업’에는 뮤지컬, 대중음악, 클래식, 오페라, 전

통공연 등의 음악공연을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공연기획사, 제작사 등과

티켓 홍보와 발매 같은 음악공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파크,

옥션티켓 등과 같은 사업체까지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춰 노래를 보

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 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사업체

가 해당되고 이는 음악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앞선 다른

분류들이 음악의 생산과 유통과 관련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는 오롯이

음악 소비만을 위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산업의 분류 체계는 현재 음악산업 통계 시 사용되고 있

으며 점차 콘텐츠 산업의 스마트화에 따라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음

악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과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에 대한 분류 정교화 작업과 전반

적인 분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30)

30)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대중음악산업 실태조사」 (나주: 한국콘텐츠진흥

원, 2015a),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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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음악산업의 변화와 규모

1) 음악산업의 변화

우리나라 음악산업은 일제 강점기에 축음기가 소개되고 외국 기업들

에 의해 음반이 발매되면서 시작되어 1920년대 중반에는 일반인들도 음

반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확산되었고, 해방 이후 제도적, 법제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산업으로서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라디오

등 방송매체의 보급으로 한국 가요가 음악산업을 주도하게 되었고 이후

음반 제작사가 늘어나고 음악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1990년대 말까

지 음악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음악산업은 정치적 환경, 경기 변동, 소비자의 취향 변화 등 많은 영

향을 받아 발전해왔지만 그 중 가장 큰 요인으로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은 음악을 제공할 수 있는 SP(Standard play),

LP(Long play), 카세트(Cassette), 라디오, TV, CD 등의 매체들의 발전과

함께 음악 산업은 크게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변화로 인터

넷과 모바일을 통한 음악 소비 환경이 점차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31)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전까지 앨범의 형태로 판매되던 음악이

MP3(MPEG Audio Layer-3)라는 형식으로 분리된 음원으로 공유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말 MP3플레이어가 등장하면서 음원을 무료로 다

운로드 받고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P2P(Peer to Peer)서버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소비 방식으로 음원 불법 복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음악

저작권의 개념이 점차 확립되었고 음원 다운로드는 유료화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스마트 폰의 전 세계적인 대중화로 음원의 소비 방식도 변화하

게 되었는데, 음원을 다운받지 않고 서버를 통해 실시간을 전달 받아 듣

는 음원 스트리밍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애플리케이션의 등장과 빠른

3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백서 2005」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200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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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뒷받침으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소

비자들은 가볍게 들고 다니는 기기를 통해 음원 콘텐츠를 더욱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32)

이러한 기술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내에서는 이미 2004년 온라인

음악시장의 규모가 오프라인 음악시장을 추월하였고33) 2014년을 기점으

로 세계 음악산업에서조차 디지털 음원 매출 규모가 오프라인 음악시장

의 규모를 넘어섰다.34)

이후 음악산업은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적 특성으로 인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로 여겨져 왔던 지난 시간과는 달리 현재에는 다양

한 발전을 거듭한 결과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 덕분에 비(非)전문가라

도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분야로 변화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등의 SNS와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의 MCN, 자체 제작 콘텐츠

플랫폼 등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음악을 제작하는 방식과 동시에 소

비하는 방식 또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미디어를 활용해 자체

적으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콘텐츠 창작자’가 될 수 있고 소비자들

은 실시간으로 창작자와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거

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창작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더욱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2) 음악산업의 규모

최근 우리나라의 음악산업은 K-POP의 인기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

고 있다. 2015년 음악산업 통계에 대한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음악산업의

전체 규모는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4조

3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음악산업백서」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p. 2-11.

3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음악산업백서」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b),

p. 203.

34)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음악산업백서」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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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음악산업은 온라인 음악 유통업과 음악 제작업의 매출 규모

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 1조 3,280억 원과 1조 16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책임지고 있다. 앞서 보았던 음악 산업의 중분

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래연습장 운영업을 제외하고 위의 두 산업의

뒤를 이어 음악 공연업, 음반 도소매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악 및 오

디오물 출판업 순으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음악 제작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규모 성장세가 가장 두

드러진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음악 유통업과 음악 공연업이 그 다

음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세부 매출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5)

[그림 2] 국내 음악산업의 업종별 연도별 매출액 현황

온라인 음악시장은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트리밍 음

악 서비스가 일정한 가격으로 많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여 음악을 추천해주는 개인 맞춤형 큐레이

션 서비스 등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 여전히 국내 음악산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또한 오프라인 음반 산업은 온라인 음악시장의 강세로 점점 축소되고

35)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책, p. 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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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는 하나 K-pop 스타인 몇몇 남성 아이돌 그룹들의 경우 앨범이 노

래가 담긴 앨범의 가치를 넘어 한정판, 스페셜 버전 등 소장용으로 인식

되는 전략을 통해 팬들의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여 음반시장의 점유율

을 높여가고 있다.36)

다. 국내 음악산업의 구조

음악산업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생산단계에서는 제작사가 실력 있는 아티스트 발굴하여 앞으로

의 활동과 발매할 음반에 대해 기획하기 시작한다. 적절한 프로듀서, 작

곡가, 연주자 등과 함께 아티스트 콘셉트에 부합하는 곡을 선정하고 녹

음을 거쳐 음원을 제작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형태의 음원이나

유형의 음반은 음악산업의 가장 기초적이며 근원적 산출물인 콘텐츠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후 콘텐츠는 유통단계에서 마케팅, PR등의 홍보 활동을 거쳐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촉하고 음반, 음원, 공연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도달하게 된다.

음반산업이 곧 음악산업을 나타내던 시절에는 유통사에서 도매와 소

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음반이 전달되는 다소 복잡한 구조였지만 디지

털 음악산업이 성장하면서 국내 음악산업에서는 도매와 소매의 단계가

급격히 쇠퇴되고 있다.37)

따라서 현재의 유통방식은 소비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유무선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온라인 유통방식과

CD, DVD 등 유형 상품 판매와 직접 공연장에서 음악을 접하는 오프라

인 유통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위의 과정을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38)

3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음악산업백서」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p. 215.

37)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음악산업백서」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p. 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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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음악산업의 구조

지금까지 국내 음악산업의 개념 및 분류, 변화 과정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음악산업 안에는 음악산업 분류표와 음악산업 구조상으로 명

확하게 구분될 수는 없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산

업, 방송 산업, 공연산업, 디지털 음악 유통 산업 등 세부적으로 다양한

산업들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음악산업 관련 수업의 주제는 이러한 다

양한 산업들 중에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학생들의 교육에 적합한 산업에

관련된 내용을 골라 선정할 필요가 있다.

38) 한국콘텐츠진흥원, 앞의 책 (2015a), p. 7-8 참고하여 재구성.



- 27 -

3. 학교에서의 음악산업 교육의 필요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토대로 ‘음악산업’은 음악에 대한 사회적, 경제

적, 산업적인 관점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학교

현장의 음악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졌던 음악의 심미적·예술적

면모 중심의 학습 내용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

에서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음악산업의 교육적 가치를 중요하게 받아

들여 왔다. 독일에서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이미 예술음악 뿐 아니라 음

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학교 음악교육에 포함시켰고, 1970년대 이후

출판된 교과서에서는 음악의 녹음과 생산 및 판매, 극장의 기업적 운영

과 조직, 예산 등 현실 음악 사회를 반영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었

다.39) 또한 미국 뉴욕 주의 음악 교육기준에서는 1999년 개정에 이미 음

악의 녹음, 생산과 다양한 기능, 상업 음악에 관련된 직업과 그 역할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포함하였다.40)

학교 현장에서의 반영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러한 선진국의 흐름에 따라 음악산업의 교육적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하

여 일찍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왔다.

먼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음악과 선택 과목인 「음악

과 사회」가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그리고 생성과 향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개설되었다. 이 과목의 내용 체계에는 ‘음악

의 생성과 향유’ 영역 안에 음악이 하나의 소비물로서 생성되고 소비되는

과정과 음악이 산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반적 상황, 음악의 생성과 향유

가 사회의 변천과 함께 발전되어 온 면모를 학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41)

39) 민경훈, “바이마르 공화국(Weimarer Republik) 이후 독일 음악교육의 발전”

음악교육연구 제 17권 제 1호 (1998), p. 141-172.

40) 최미영, “미국 중등학교의 음악교육과정과 운영에 대한 연구: 뉴욕 주를 중

심으로” 음악과 문화 제 18권 (2008), p. 139-166.

41) 교육인적자원부, 「음악과 교육과정」(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7), p. 3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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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대영역 내 용

음악의 생성과 향유

음악의 생산과정
음악의 소비과정
음악산업의 의미와 특성
역사적 맥락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

<표 6>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음악과 사회」내용체계

다음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음악과 일반 과목으로

「음악과 진로」가 음악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창출하

는 사람들의 활동과 역할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 개설되었다. 이 과목의 내용체계에는 음

악과 관련된 사회적 역할과 그러한 영역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들을

이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42)

영역 내용 영역별 내용

음악의

경험과

현장

사회적

협업의

현장

음악 경험

을 사회적

협업의 현

장으로서

이해

음악경험의 공간 또는 매체를 만드는 사람들의 준

비와 노력

작곡자와 연주자, 청취자 외에도 음악의 효과와 경

험에 상관된 여러 사람의 다양한 활동

공연 기획자, 음향 기술자, 방송 프로듀서, 악기 조

율사, 음반지기, 교사, 기자, 행정관을 비롯하여 음

악이 존재하는 시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다양한

직업세계를 관찰

음악의

진로와

특성

다양한

직업의

세계

음악 경험

에 기여하

는 다양한

활동과 역

할을 이해

음악과 관련된 직업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

특정한 음악 관련 직업 활동의 체험하기를 통하여

관찰 태도를 심화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필요한 적성과 능력 조사

<표 7>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음악과 진로」내용체계

이러한 과정을 지나 자유학기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진로 교육에 중점

을 두어 최근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까지 고등

학교 수준에서만 제시되었던 ‘음악산업’이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생

42)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1), p. 23-2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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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화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을 볼 수 있다.43)

다음 <표 8>에서와 같이 생활화 영역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요소로

‘음악과 산업’을 포함하고 ‘음악의 가치와 기능’, ‘유통 구조’ 등 음악산업

과 관련한 성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음악 외적의 사회적 가치와 기능,

음악의 생산·소비·향유의 관계, 음악의 활용 가치 등의 내용이 지도 되어

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영역 내용요소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생활화
음악과

산업

[9음03-02] 음악

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 조사하여 발

표한다.

[9음03-02] 음악의 가치

와 기능을 이해하고 문

화 상품에 담긴 의미와

유통 구조 등 음악 관련

산업의 배경을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음악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

조사·발표하고

음악의 활용

가치를 찾아보

도록 지도한다.

<표 8>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내용체계 ‘음악과 산업’

이와 같이 음악과 교육과정 안에서의 음악산업 관련 내용은 점점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음악산업 관련 교육은 앞으로 도입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만큼 학교에서 반드시 다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43)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5), p. 5, 16-17, 교

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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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유학기제 음악산업 관련 수업에 관한 

실태 및 개선을 위한 논의

이 장에서는 현재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

에 학교 안에서의 음악산업의 교육적 가치와 중요성이 수용되고 있는 현

황과 교육부 제공하고 있는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위한 지원 현황을 알

아보기 위하여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학교 공문서와 교육부 자료 등 문헌

들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경험한 교사 및 강사를

대상으로 조사면담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음악산업 관련 수업에 관

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1. 음악산업 관련 수업의 현황

가. 음악산업 관련 수업 개설 학교 현황

이 연구에서는 학교 안에서의 음악산업이 수용되고 있는 현황을 알아

보기 위하여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 384개교 중 2017년 4월 또는 9월에

공시한 자유학기제 운영계획 정보가 없는 1개교를 제외한 383개교를 대

상으로 조사하였다.

각 학교 별 자유학기제 관련 정보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교알리

미’44) 홈페이지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항목을 활용하여 수집

하였고, 해당 계획서에 수업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와 수업 담당자와의 유선면담을

44) 학교알리미는 2008년부터 교육부에서 정한 공시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각 학교들에 대한 학생·교원현황·시설·학교폭력발생현황·위행·교육여건·재정

상황·급식상황·학업성취 등의 학교 주요 정보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학교알

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www.school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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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였다.

383개교의 자유학기제 운영계획 정보에서 음악산업 관련 수업 개설 현

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유학기의 네 가지 활동, 즉 진로탐색활동, 주제선

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음악산업과 관련한 수업을 추출하

였다. 그리고 음악산업 관련 해당여부를 명백히 구분하기 위해 2015 개

정 교육과정의 ‘음악과 산업’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음악의 가치와 기

능’, ‘음악의 문화 상품으로서의 의미’, ‘음악산업의 유통 구조’ 등과 관련

한 내용이 학습 내용으로 드러날 수 있는 수업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학기제에서 개설된 수업 중 보컬, 드럼, 기타, 밴드 등 악기

연주가 수업의 주된 활동이자 목표로 개설된 수업은 추출 범위에서 제외

하였다.

2017년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서울 383개교의 운영계획서를 토대로 음

악산업 관련 수업 개설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5개 지역구에서 각 1개

교, 총 5개교에서 개설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구 학교 수 학교명 수업진행 수업방식

강남구 1 세곡중 교사 강의 및 실습형

영등포구 1 영원중 외부기관 방문 체험 중심

금천구 1 난곡중 외부강사 실습형

노원구 1 중평중 외부강사 실습형

성동구 1 경일중 외부강사 실습형

<표 9> 음악산업 관련 수업 개설 학교

5개 학교의 수업형태를 살펴보면, 강남구 소재의 학교는 교사가 수업

을 전담하여 운영하였으며 9차시에 걸쳐 진행되었고 주로 음원편집 프로

그램을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개인 과제 및 모둠 과제를 수

행해 나가며 음악이론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졌다. 컴퓨

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내용이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

에 실습과 토론을 거쳐 과제로 각자 결과물을 만들어오는 방식으로 수업

이 구성되었다.

영등포구 소재의 학교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음악산업 관련 시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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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교육기관으로 매주 교사와 학생들이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

업 방식은 자유학기의 첫 시간에는 음악산업과 관련한 강의식 수업이 포

함되었고 이후에는 학생들이 외부기관 강사의 감독 및 보조 하에 음악산

업 관련 활동 체험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두 명의 학생들이 돌아

가며 녹음 부스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면 담당 강사가 녹음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차례대로 매주 다른 노래를 녹음하는

경험을 쌓는 체험을 하였다. 음악과 관련된 영화를 관람하는 수업도 포

함되었다.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소재의 학교는 외부강사가 학교로 직접 방문

하여 준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대학생으로 구

성된 문화예술 공익단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7차시 동안 진행

되었고 작시, 녹음, 뮤직비디오 제작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 내용을 담고

있었다. 수업 방식은 이론적 내용 지도는 거의 포함되지 않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해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서 음악산업 관련 수업

을 진행하는 학교는 전체 383개교 중 5개교, 즉 1.3%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과정과 교육부에서 음악산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악산업에 대한 수업이 적은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어떻게 음악산업을 다루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음악산업을 학

교에서 다루기에는 교사와 학교 입장에서 준비되어야 할 업무가 많기 때

문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원인 파악을 위하여 실제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진행한 현장의 경험을 들어보도록 한다.

나. 음악산업 관련 수업의 문제점

이 장에서는 실제 수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교사 및 강사

면담을 통해 자유학기제에서의 음악산업 관련 수업의 실태와 문제점 등

을 알아보고자 한다. 강남구와 영등포구,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의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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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특성에 따른 교육적 환경과 교육 내용 및 수업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음악산업 관련 수업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므로 그 외의 변수는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개설한 5개교 중 본교 교사 2명과

외부강사 2명과의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수업 운영에

대한 상황 파악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1) 인터뷰 내용

가) 음악산업 관련 수업 개설 계기 및 방법

음악산업 관련 수업 개설 방법으로는 교사가 직접 교과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업 연구를 통해 개설한 경우가 있었고 음악 교사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 교내 자유학기제 본부에서 마련한 수업의 담당을 맡게 된 경

우가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제에서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매뉴얼을 만들고 있으며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 프로그램 중에서도 음악산업과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개설할 때 교육부의 매뉴얼을 참고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고 음

악산업 관련 수업의 매뉴얼이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교사 A45) : 수업을 개설할 때는 음악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음악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자유학

기제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견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매뉴얼

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교사 B46) : 사실 제가 개설한 수업은 아니고 자유학기제 본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저는 수업 담당만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참고해서 개설했다거나 하지는 않

아요.

45) 2017. 12. 5. 해당 학교에서 면담 진행.

46) 2017. 12. 1. 면담자와 유선으로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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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사의 경우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자 하는 수업을 구상하고 있

었는데 교육봉사단에 지원하기 위하여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모여 음악

산업 관련하여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는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응답

하였다. 이후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된 계기는 각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 제작한 수업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 중 먼저 연락을 주

는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강사 A47) : 먼저 전공을 살려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수업을 하고 싶었는

데 그것만 하는 것 보다는 관련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서 수업을

짜보자 하고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부 교

육봉사단에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탈락되고 나서 자유학기제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에 직접 제가 공문을 하나씩 보내기 시작했

고 그 수업 내용을 보시고 먼저 연락을 주시는 학교로 나가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음악산업 관련 수업의 환경 및 학교의 지원

외부기관으로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한 개 학교 외에 다른 학교

들은 학교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졌다. 한 학교는 전산실에서 세 학교

는 일반 교실에서 수업하였다.

전산실에서 수업한 학교는 음원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하여 컴퓨

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장소 선택의 이유로 밝혔다.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학교로부터의 수업 장소 지원과 예산 지원 등에 대해 해당 학교의

교사는 충분하다고 답하여 만족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A : 저희는 전산실에서 수업을 했는데 전산실은 기술과 담당이어서

제가 기술과에 전산실 요청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이런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을 때 알아서 제공해 주시는 게 아니

라 교사 본인이 직접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가 있으면 해당 부서

에 요청을 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중략)…학교 예산이

내려옵니다. 각 과마다 예산을 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 사

용할 수 있게 마이크 20개 정도를 이번에 구입했고, 다음에 더

47) 2017. 12. 4. 외부에서 직접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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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헤드셋 정도를 더 구매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이어

폰이나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안 가져가져 오더라구요.

그러나 외부 강사가 출강하여 수업을 진행한 학교의 상황들은 달랐다.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마이크, 노트북, 인터페이스 등 기기 및 장

비들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가 거의 없어서 직접 강사가 모든 장비를 들

고 수업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세 학교는 모두 일반 교실에서

수업하도록 마련되었는데 수업 내용 중 녹음 작업을 진행할 때의 어려움

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계획에서 교

재비, 강사 인원 축소 등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사 B48) : 저희는 장비를 저희가 매 수업시간마다 직접 들고 갑니다. 녹

음용 마이크, 인터페이스, 노트북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는 대부

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가져가는데요, 저희도 그

래서 수업 강사를 구할 때 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모집

하게 되고 그래도 모자라서 저희 돈으로 대여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져가서 해도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니까 좋

은 녹음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음악산업 관련된 수업을 할 때에

는 적어도 밴드 동아리실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저희는 교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냐며 줄이라는 요구도 들어보았고, 한 수업에 각자 담당이 있어

서 네 명이 같이 들어가는데 교사가 너무 많다면서 반으로 줄이

라는 요구도 들어보았습니다. 예산을 줄이려는 요구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전 프로그램 진행 초기에는 저희

가 거의 돈을 받지 않고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 학교에서 다시

연락을 주셔서 저희의 수업료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진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음악산업 관련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서울 소재 중학교에서 음악산업 관련 수업이 매우 낮은 비율로 개설

되어 있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외부기관

48)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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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업을 진행한 학교의 경우 매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내용

에 학생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체험

활동과 관련한 보다 깊은 내용의 수업이 진행되기를 원하지만 현재는 학

생들의 흥미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교사의 입장에서도 만족스럽

지 않은 수업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가 직접 수업을 진행한 학

교의 경우, 개인 활동과 모둠 활동을 이어서 계속 활동을 시키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것 같다고 밝혔으나 컴퓨터

및 기기들을 학생들이 직접 다루어야 하는 활동이 많아 컴퓨터 실력의

증진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교사 B : 사실 저는 아이들을 인도하고 책임지러 가는 거고 수업 진행은

그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데요, 보니까 매주 노래 부르고 녹음하

고 노래 부르고 녹음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었습

니다. 지난주에 못한 학생이 있으면 이번 주에 녹음해보도록 시

키고 그러면서도 또 이번 주에 또 하고 싶다는 학생이 있으면

또 시키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이런

수업에서 얻는 게 있으려면 한 노래를 몇 주 동안 가르쳐주고

배워서 녹음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고 그래야 실력이

느는데 제가 볼 때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랑 똑같고 그

선생님들이 녹음만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사 A : 학생들이 반이 다 섞여서 오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시

작하는데 녹음해온 개인 과제들을 들려주고 이름을 익히면서 아

이들이 점차 편해졌는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모둠 활동에

서도 한번 정해진 모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재 모둠을

정할 때에는 일부러 참여율이 낮은 아이들만 한 모둠으로 모아

서 절대 빠져나가는 학생이 없도록 하였더니 학생들도 스스로

결과물을 보고 기뻐하고 놀라워했습니다. 다만 컴퓨터나 기기들

을 잘 다룰 줄 몰라서 과제를 해오고도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거

나 녹음이 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해서 학생들이 수

업을 통해서 컴퓨터 다루는 법을 제일 많이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부 강사 진행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차시와 16차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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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7차시 프로그램을 선택해 수업 내용에 비해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

는 생각이 들고 그런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유독 아쉬움을 보여 해당 수업

을 통한 학생들의 기대감과 만족감, 성취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학교 측의 수업 정보 전달 부족으로 인해 수업의 목표와 활동

내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런 학생들은 흥미를 갖지 못하고

좋지 않은 태도로 수업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강사 A : 대부분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학생들

이 저희 수업이 가장 좋다고 말을 많이 해주고 저희도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7차시 수업을 가장

많이 원하시는데 얼마 전에는 지진대피훈련으로 한 시수를 빼앗

겨서 6차시만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진행하는 경우

에는 수업이 끝날 때 학생들이 정말 아쉬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강사 B : 또 이런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저희 수업이 무슨 수업인지 알지

도 못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은 자세도 안 좋고 수업에 임하려는

태도도 좋지 않아서 수업 분위기를 흐리거나 교사가 힘들어 하

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수업에 관한 제대로 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 음악산업 관련 수업의 중요 요소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들은 모두 가장 우선적으로 음악산업 관련 수업

의 중요 요소로 학생들의 흥미를 꼽았다. 이는 자유학기 활동이 학생들

의 흥미, 관심사, 희망 등을 반영해 개설되어야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

로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진행한 교사와 강사들의 의견을 통해서 학생들

이 재미를 느끼는 것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알 수 있었다.

강사 A : 물론 자유학기제가 활동 중심이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관심을 보이고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

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학생들

이 무슨 수업인지 제대로 알고 들어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사 A : 일단 학생들이 재밌어 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자유학기제가 평가

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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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대로 솔직하게 적어주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열심히 참여하

면 열심히 하는 대로 적어 줄 테니 참여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업이 재미있어야 잘

참여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이 흥미를 보일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 학생들은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 학교현장에서 더 필요한 음악산업 관련 수업의 주제

지금까지 개설된 음악산업 관련 수업에서는 음원편집, 녹음, 뮤직비디

오 제작 등이 수업 내용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외에 음악산업과 관련하

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가 높은 수업 주제로

미디 작곡, 기획사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강사 B : 수업 여건이 허락된다면 미디 작곡하는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진

행해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업 방식에서 보다 음악에 집

중해서 아이들이 대중가요 작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A : 아이들은 기획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

하곤 합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서 음악 기획사에 대한 진로

수업을 진행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인터뷰 결과정리

이상과 같이 실제 수업을 진행한 교사 및 강사들의 면담을 통해 자유

학기제에서의 음악산업 관련 수업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를 통해 알게 된 수업 운영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산업 관련 수업에 대해 교육부와 학교 현장의 교류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예술·체육활동에 관한 매뉴얼 중 하

나로 ‘음악과 산업’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는데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진행

한 교사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둘째, 학교별로 예산은 상이하여 충분히 지원 받는 학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진행하기에 예산이 부족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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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 강사 수업에 대해 예산을 줄이려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수업에 대한 홍보나 네트워크가 없는 것에 대해 강사들이 어려

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 밖에서는 학교와 외부 간 홍보가 이

루어지지 않았고 학교 안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수업에 대한 홍보와 제

대로 된 정보 전달이 부족하게 나타났다.

넷째, 수업을 진행하는 장소에 대해 불편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녹음은 보통 방음이 되어 있는 조용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음악산업 관련된 수업이 일반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다보니 좋은 결과물을 얻도록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음악산업 관련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와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의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학생도

있으나 수업을 선택한 이유에서 다른 수업보다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의견

이 많이 나타났고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활동에 흥미

를 갖고 참여하며 더 오랜 수업시간을 원하는 반응도 보였다.

마지막으로, 외부 기관에서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의 사례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외부기관에서 체계

잡힌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주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외출하

여 마음 가볍게 시간을 보내러 가는 듯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담당

교사가 보기에도 수업이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의 비율이 워낙 적어 다양한 의

견을 들어볼 수는 없었지만 아직까지 자유학기제에서 음악산업 관련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음악산업과 관련된 수업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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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산업 관련 수업의 개선에 관한 논의

2017년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음악산업 관련 수업의

현황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수업을 개설한 학교의 비율은 매우 저조했고

면담을 통해 파악한 학교 현장은 음악산업 관련 수업이 이루어지기에 어

려운 점이 많았다. 본 장에서는 일반 교과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음악 진

로 및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자유학기제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성화시

키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책 운영, 학교 지원, 음악 교육 관점

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책 운영의 관점

1) 자유학기제 네트워크 확대

자유학기제는 교사, 강사, 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가 모두 연계되어

다양한 활동을 운영한다. 교육부에서는 각 분야의 연계를 위해 다각적으

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노력에 비해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운영하는 현

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났다. 외부 강사의 입장에서는 함께 수

업을 진행할 동료 강사를 구하는 것부터 수업을 학교에 홍보하는 것까지

지원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했고 학교에서는 음악산업 관련 자유학기

제 수업을 진행하는 외부 강사들의 존재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교육부는 음악산업 관련 수업의 발전과 개선을 위하여 기존에 지원하

고 있는 자유학기제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세부적으로 지원할 필요

가 있다.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자유학기제가 고등교육에서의

교육 분야는 물론 교육 외적인 분야에서도 논의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

회가 주어지도록 연결다리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구된 다양한

교육적 활동들이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연결 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정보들과 지원체

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안에서 효과적인 활동으로 접목시키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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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자유학기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유학기제

네트워크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연결하고 예술 강사, 교육봉사자, 학부모, 지역 시설,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 기업 등을 포괄하는 확대된 범위의 네트워크로 새

롭게 구축되고,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각 영역의 필요성을 인식한 상호

보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역 체험활동 시설 증진 및 지속적 관리

머지않아 미래의 교육은 학교와 사회의 구분이 사라지고 학교 울타리

를 벗어나 지역 공간이 교육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자

유학기제의 지역 연계 체험활동은 미래를 대비한 교육의 첫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음악산업은 시대를 거듭함에 따라 더욱 발전되고 있지만 관

련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음악산업 관련 체험활동 시설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은 세 가지가 있다.

먼저, 2016 콘텐츠산업 통계에 따르면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 사업

체 수는 137개이며 종사자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은 100만원을 조금 웃도

는 상황이다.49) 따라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녹음시설 공간을 교육적 공

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도모하면 기존의 지역 시설을 활용하여 진로체

험처로 모색할 수 있고 녹음시설 관련 사업체에도 경제적 도움을 주며

상부상조 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직업 체험 센터, 음악창작소, 예술공장 등을 진로체험

시설로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진로직업 체험 센터는 각 지역구에서 운

영하는 곳과 교육부에서 인증 받은 사설 체험 센터가 있다. 대부분 진로

직업 체험 센터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다. 특

히 녹음부스와 음악 기기들을 보유한 센터는 관련 수업을 위해 더욱 홍

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음악창작소는 음악인들에게 다양한 창작 인

프라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녹음 스튜디오와 작곡 작업실, 연습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음악창작소는 보다 전문적인 작업환경이 갖추어져 있어

49)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책,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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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차원에서 질 높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예술공장은 서울시 도

심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예술가 및 시민들을 위한 창작 문화 공간

으로 제공되고 있다. 일부 예술공장에는 녹음 및 음원 제작을 위한 녹음

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상주하는 엔지니어가 없어 교사가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음악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학교와의 연계가 부족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음악기획사들을 체험활동 시설로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대중음악을 들으며 음악산업 관련 진로를 꿈꿀 수 있

다.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음악을 만들고 완성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공

간을 직접 방문하여 관찰하고 일부 체험해 볼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는

흥미와 교육적 가치가 적절하게 공존하는 진로체험이 될 것이다.

체험활동 시설이 확보가 된 이후에는 교육부를 통해 프로그램의 개발

과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교육시설로서의 높은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자유학기 활동의 차별화

그동안 자유학기제에 대해 연구된 내용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의 활동

은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13년 자유학기제가 시작된 이후 5년차에 접어든

현재에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유학

기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악기 연주 활동을 하

고 있었던 경우에는 자유학기제의 예술 체육 프로그램으로 동일한 수업

을 개설하여 같은 교사가 유사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이념이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

에서 교사는 자유학기 활동을 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개설할 수

밖에 없다. 음악산업과 관련한 수업은 학생에게 내재되어 있는 끼를 키

워주기 위하여 적절한 지식전달과 체험활동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이 필요하다. 학교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자유학기 활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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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수업의 긴장감 느끼며 임하지만 외부 강사가 전담하여 진행하

는 경우에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 여겨 올바른 태도로

임하지 않고 의욕 없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앉아 있어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교사와 강사, 학생의 각 입장에서 자

유학기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간의 명확한 구분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

도적 차원에서의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유학기 활동으로서의 음악산

업 수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4) 관련 직무연수 마련 및 증가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개설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교사는 다양한 직무

연수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의 경우 일반 교과

수업과는 다른 방향의 수업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그동안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지식 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습득할 필

요가 있다. 현장 교사의 경우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음

원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는데 교사 직무연수에서는 찾을

수 없어 지인을 통해 간단한 활용법을 익히고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현재 자유학기제

음악관련 직무연수로는 우쿨렐레, 지휘, 합창법 등에 관련한 연수가 다수

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악산업에 관한 지식과 그와 관련된 수업

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법, 관련 장비들에 대한 정

보, 직업에 대한 이해 등에 관한 직무연수가 개설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설된 직무연수에 대한 소식 및 정보가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각 교과별 관

련 연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자 등을 학교로 발송하여 교사들이 정보

를 얻고 관심을 갖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음악산업과 관련하여

더욱 다양한 직무연수가 마련되고 많은 교사들이 이수하게 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 연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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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지원의 관점

1) 음악산업 관련 수업 장비 지원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진행한 교사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는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학교에 구비된 수업 장비로는 부족한 점이 많

고 새롭게 구비해야 하는 장비가 많은데 그만큼의 예산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이었다. 음악산업과 관련한 각 수업에서 필요한 장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영상을 편집하는 수업의 경

우 컴퓨터가 매 수업 시간 사용된다. 학교에서 구비하고 있는 노트북은

그 수가 넉넉하지 않고 낮은 사양을 가지고 있어 수업에서 활용해야 하

는 프로그램이 잘 구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신 전산실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여도 자리 배치의 문제로 모둠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학생들이 부르는 음악을 녹음하려고 해도 컴퓨터 내장 마이크

를 통해 녹음하거나 이어폰 마이크를 연결해 노래를 부르며 녹음을 진행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녹음하는 소리에 잡음이 많이 섞여 들어갈

수 있고 학생 본래의 실력이 발휘되기가 어렵다.

음악산업 관련 수업의 원활한 수업 환경을 위해서는 단위 학교 차원

에서 자유학기제 예산을 마련하기보다 기본 학교 소유 장비들로 보유하

고 있게 된다면 자유학기제 외에도 관련 수업이 다양하게 마련될 것이다.

2) 자유학기 활동 다양화 및 학생 선택 자율성 보장

자유학기제에서 한 가지 활동에 개설하는 수업의 수는 적게는 5개부

터 많게는 15개까지 다양하다. 평균 10개의 수업이 개설된다고 보았을

때 자유학기 학년이 250명일 경우 한 수업 당 25명이 배치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수업의 균형을 위하여 인기가 높은 수업에 학생이 과도하게

배치되거나 너무 적게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업을 들어가게 되고 수업에 흥미가

없어 집중하지 못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수업

교사는 활동 중심의 자유학기 수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기 어려



- 45 -

우며 결국 수업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 교과 수업의 경우

학생의 수업 참여 의욕이 떨어지는 일은 흔히 발생할 수 있으나, 자유학

기 활동은 학생의 흥미를 기반으로 수업을 선택하여 자신의 진로 탐색

및 꿈과 끼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학생 스스로가 적극적이고 즐겁

게 수업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 져야 한다.

모든 학생의 수요를 충족하여 수업을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

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유학기 활동 개설 시에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세운다. 이때 학생들에

게 각 수업 내용과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며 수요

가 높은 수업은 개설된 반의 개수를 늘려 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해당 활

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음악 교육의 관점

1) 음악교사 양성 교육기관의 산업 관련 프로그램 개설

현재 음악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대학의 교직이수 또는 음악교육

대학원 과정을 거쳐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다수의 음악대학은 연주 위주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으며, 대부분의 음악교육대학원은 음악 이론과 음악 교수법적 학문에

관한 수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있다. 그동안 음악대학에서

의 산업과 매개하는 영역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음악 진로와 관

련한 프로그램의 부재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50) 음악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음악전공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음

악대학에서의 음악산업 영역에 대한 교육의 부재는 이후 음악교사의 관

련 지식의 부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교사의 입장에서 관련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수업은 개

50) 정환호, “음악전공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퉁합적 직무분류” 음악응용연구 제

7권 (2014),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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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고자 하려는 아이디어도 생성되기 어려울뿐더러 수업 지도를 계획하

는 과정에서도 새롭게 알고 이해하며 적용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

에 업무 증가의 부담과 수업 연구 시간 부족으로 관련 수업에 대한 개설

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음악산업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대되고 있는 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지도자로 서게 될 음악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음악산업

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시기이다.

2) 예술 강사 및 음악산업 전문가 부분 협력 수업

자유학기제 운영의 현장에서는 활동의 종류와 수업 수에 비하여 교사

의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강사 채용이 필요한 범위에 비해 지원된 예산

은 부족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른 교과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음악 분야는 자유학기제에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 강사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음악산

업 관련 수업은 음악교사가 단독으로 전담하여 지도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이 넓다.

따라서 전체 수업은 교사가 주도하되, 하나의 프로그램의 전체를 협력

수업으로 진행하기보다 예술 강사의 지도가 필요한 수업 내용을 진행하

는 차시에 한해 협력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로교육적 관점에서도 음악산업 관련 전문가를 수

업의 강사로 채용하여 실제 음악산업 현장에 대한 진로 지도와 수업 결

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조언해주는 수업 방안이 마련된다면 음

악산업 수업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수업이 진행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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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유학기제 ‘음악과 산업’ 수업 방안

1. ‘음악과 산업’ 수업의 설계

가. 학습 주제 선정

자유학기제 ‘음악과 산업’ 수업 설계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음악이 사

회에서 하는 역할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적 가치 및 관련 진로에 대

해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추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사고할 수 있도

록 하는데 있다. 음악산업의 세부 산업 분야를 학습 주제로 선정하기 위

해서는 음악산업의 구조와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음악산업은 크게 생산·유통·소비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소비자가 음

악을 향유하는 소비 단계를 제외하면 두 단계로 간추려진다. 가장 핵심

적 내용물인 콘텐츠로서 음악은 생산단계에서 기획 및 제작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된다.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음반이나

음원, 공연의 형태로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산업의 종류는 수많

은 종류가 있고 음악 기획 및 제작 산업, 음반 및 음원 산업, 아티스트 매

니지먼트 산업,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산업, 공연 기획 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의 체험 및 활동 중심의 특징을 살려 수업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음악이 콘텐츠로 만들어지기까지 ‘생산 단계’의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 교육적 관점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음악

이 유통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론식 강의로만

그치기 쉬우며, 공연 기획 산업의 경우 뮤지컬, 음악회 제작 등 무대 제작

중심의 수업으로 공연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음악과 산업’ 수업을 위한 학습 주제로서 ‘생산

단계’에 해당하는 음악산업 중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진행한 학교 교사

와 현장 강사의 의견을 근거로 학생들이 진로에 관한 관심도가 높은 대

중음악 기획사에 대한 ‘음악 기획 및 제작 산업’과 아티스트의 음원이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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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로서 만들어지고 음반으로 발매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음반 및 음

원 산업’ 선정하여 하나의 수업으로 구상하고자 한다.

[그림 4] 학습 주제 선정

나. 수업 지도 계획

‘음악과 산업’ 수업 지도 계획안은 이론적 연구와 자유학기제 현황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교수 학습 내용’, ‘수업단계’, ‘핵심

역량’, ‘예술 강사 협력’, ‘지역사회 연계’의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하

여 구성한다.

교수학습내용
이론과 활동의 조화

수업단계
현실적 산업단계 

적용한 수업의 흐름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 시설 활용한

진로 체험활동

예술강사협력
부분별 전문 예술강사와

코티칭(Co-Teaching)

핵심역량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그림 5] ‘음악과 산업’ 수업을 위한 전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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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 학습 내용

이 연구에서 설계하는 ‘음악과 산업’ 수업은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기

제를 실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2시간씩 블록타임으로 8주동안

진행되는, 총 16차시 수업으로 구성하며, 각 수업의 내용은 연구자가 ‘음

악 기획 및 제작 산업’과 ‘음반 및 음원 산업’의 과정을 재구성한 수업의

단계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음악산업이 중학교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하

고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므로 수업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음악

산업에 대한 이론 강의형 수업을 포함하여 수업을 구성하도록 한다.

2) 수업단계

아티스트가 대중에게 도달하기까지 대중음악 기획사 또는 제작사51)는

가장 먼저 실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아티스트의 성장과 다양한 콘

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를 유치한다. 투자 받은 자금으로 아티스트를 위

한 음반 제작과 방송 및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위한 제작 기획 단계를

거쳐 아티스트의 데뷔를 준비한다. 이후 준비를 마친 아티스트는 인터넷,

방송, 신문, 모바일 등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해 마케팅과 홍보가 이루어

지고 비로소 대중에게 보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 아티스트가 대중에게 접촉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음반 및 음원 발매이다. 음반 또는 음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

획사에서 아티스트의 콘셉트에 맞는 다양한 곡을 수집하여 레퍼토리를

만들고 그 중 적합한 타이틀 곡을 선정하여 가녹음과 녹음, 안무, 마스터

링의 단계를 거쳐 음악을 완성 한다. 이후 앨범 자켓 디자인을 입혀 CD

로 된 음반을 발매한다.

이 연구에서는 두 분야의 산업 구조 및 흐름 중에서 대중음악 기획

및 제작과 음반 제작과정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학습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필수 단계들을 추출하여 ‘음악과 산업’ 수업을 위한 단계로 재구성

51) 전통적으로 K-pop 음반산업에서는 제작사와 기획사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써왔으며, 현재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김진우 외 4인, 「뮤직비즈니스바

이블」(파주: 박하, 2016),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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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음악과 산업’ 수업의 전개를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음악과 산업’ 수업의 단계

3) 핵심역량 증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적응하기 위하여 지식의 축적보다 개인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핵

심역량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학교

에서의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미적 경험 뿐 아니라 음악성과 창의성

을 계발하고 음악에 대한 다양한 안목을 키워 학생들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악교과에서 길러야 할 6가지 핵심역량을 나타

내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52)

52) 교육부, 앞의 교육과정. (2015),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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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 내용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특징 및 가치를 개방적 태도

로 수용하고 이해하며, 깊이 있는 성찰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창출할 수 있다.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 분야의 전문 지식과 소양을 토대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자신이 학습하거나 경험한 음악 정

보들을 다양한 현상에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음악적 소통

역량

소리, 음악적 상징, 신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

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고 공

감하여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다.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

함으로써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

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음악정보처리

역량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분류, 평가,

조작함으로써 정보와 자료에 내재된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

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

함으로써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기관리

역량

음악적 표현과 감상 활동,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바탕으

로 표현력과 감수성을 길러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학습하고 그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음악적

으로 풍요로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표 10>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이를 토대로 ‘음악과 산업’ 수업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추출하면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

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 있다.

음악적 감성 역량은 노래를 녹음하기 위하여 학생 스스로 선곡하고

연습하여 실제 목소리를 녹음하는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학생들

은 선곡을 위해 많은 음악을 듣게 되고 녹음하기 전 좋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노래 연습을 하게 된다. 이 수업에서는 노래 실력의 향상이 주된

학습 목표는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수업 결과물을 위해서 노래 연습은 필

수적이기 때문에 보다 좋은 소리를 만들어 가면서 학생들의 음악적 감성

은 성장할 수 있다.

음악적 창의·융합사고 역량은 음악산업과 관련한 지식을 토대로 활동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함양할 수 있다. 자신의 기획사를 설립하고 아티

스트를 발굴하며 앨범을 제작하기 위해 지금까지 학생이 경험한 음악적

정보 및 경험 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여 지식과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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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다.

음악적 소통 역량은 음악교육에서 모둠 활동과 발표 활동을 통해 기

를 수 있다. 모둠 활동에서 같은 음악을 다르게 표현하는 동료의 노랫소

리를 듣고, 다른 모둠의 노래 발표를 들으며 타인의 음악적 표현을 이해

하고 공감하며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음악정보처리 역량은 음악산업과 그에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에서 길러질 수 있다. 음악산업에 대한 이론적 수업 내용을 통해 학생들

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음악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접하게 된다. 그리

고 학생이 선정한 아티스트의 지금까지의 활동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활동 과제로 제작할 음반을 기획하기 위하여 분석하고 분류하

는 과정에서도 역량이 증진된다. 또한 과제를 모두 수행한 후 자신의 결

과물을 스스로 평가해보며 부족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자기관리 역량은 전체적인 수업을 통해 음악산업과 관련된 진로에 대

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진로 탐색에 적용하며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

는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음악관련 진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여

러 가지 진로의 길에서 음악산업과 관련된 요소들을 도입하여 다양한 직

업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예술 강사와의 협력

‘음악과 산업’ 수업에서는 대중음악에 대한 기획 및 제작과 앨범 제작

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정하는 학습 제재곡

의 범위를 대중음악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중음악, 즉 K-pop은

일반 음악 교과시간에 학습하는 제재곡과는 발성부터 창법까지 차이가 있

으며 학교 교사가 단독으로 지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 활동으로 예술 강사 및 외부강사가 수업을 전담하여

모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학교 예산 부족 문제점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는 수업 전체를 협력수업으로 구성하기보다

는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일부 지도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 두 차시

수업을 협력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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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와 연계한 음악교육

자유학기 활동은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중요시 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 및 진로체험 시설 등의 체험 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표 11>과 같이 수준별 지원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였다.5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와 연

계한 음악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지원 체계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마련된 음악 녹음 시설 방문 및 체험 활동을 포함한 수업 지도안

을 구상하도록 한다.

구분 지원체계 및 내용

교육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

- 중앙부처, 민간기관, 대학 등과 협력체계 강화

- 체험처 확충 내실화 및 질 관리

교육청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학교와 연계

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단: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중

단위학교
학부모 지원단: 지역사회 체험처 확충, 체험활동 안전 지도,

학부모 강사 요원 활동 등

<표 11>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수준별 지원 체계

이상의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위한 전제 요소들을 토대로 하여 ‘음악

과 산업’ 수업의 지도 계획을 구상하도록 한다.

53) 교육부,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 (서울: 교육부, 201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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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의 실제

‘음악과 산업’은 자유학기제를 위한 수업으로서 활동 중심의 수업이지

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 지도도 함께 진행하도록 한다. 따라

서 이 장에서는 음악산업과 관련된 이론들 그리고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

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음악과 산업’ 수업의 차시별 지도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지도 자료와 수업 방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차시 주제 주요 학습 내용 단계 핵심역량

1-2

음악

산업의

개관

•음악산업의 개념과 발전과정

•음악산업의 구조와 분야

•수업을 위한 모듬 구성

- ․음악정보처리역량

3-4

음악

기획사

이해

•국내 음악기획사의 사례

•음악 기획사의 조직 구성과 역할

•음악 기획사 설립과 아티스트 발굴

제작

기획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역량

․음악정보처리역량

5-6

음반의

발전과

제작

•음반의 발전과정

•음반 제작의 과정

•음반 곡 선정

선곡
․음악적 감성역량

․음악정보처리역량

7-8

꿈을

담은

작사

•꿈을 주제로 한 대중음악 가사

•미래에 되고 싶은 꿈을 담은 글쓰기

•선정한 곡에 맞게 가사로 바꾸기

작사 ․음악적 감성역량

9-10

녹음

준비와

연습

•모둠별 파트 분배 및 노래 연습

- 보컬 전문 예술 강사와 코티칭
-

․음악적 감성역량

․음악적 소통역량

11-12
음원

만들기

•녹음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기

- 지역사회 시설과 연계

- 예술 강사와 코티칭

녹음
․음악적 감성역량

․음악적 소통역량

13-14
음반

디자인

•음반의 다양한 모습

•음반 디자인하기

음반

디자인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역량

15-16
음반

발표

•음반 발표하기

- 소속 기획사 소개 및 음반 소개

- 동료평가, 자기평가

완성
․음악적 소통역량

․음악정보처리역량

․자기관리역량

<표 12> 차시별 지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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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악산업의 개관

1-2차시는 ‘음악과 산업’ 수업을 위해 음악산업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

지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음악산업의 법률적 정의와 음

악산업 분류체계 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에게 무거

운 내용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실생활과 관련지어 음악산업의 개념과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고 음악산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지금까지 어떤 모

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음악산업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봄으

로써 앞으로의 수업에서 활동 할 내용을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

차시는 ‘음악과 산업’ 수업 활동을 위해 음악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적

지도가 이루어지는 차시로서 학생들이 이해하고 집중하는데 초점을 둔다.

1) 지도 자료

가) 음악산업의 개념

‘음악산업’은 법률에 의해 정의되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예술로서의

음악과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적 개념으로서의 산업이 결합된 것이고 보

다 쉽게 표현하자면 음악을 통해 돈을 버는 모든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

다. 음악이 상품화되고 이를 위한 서비스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경제활

동의 요소가 되었고 이후 음악산업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음악산

업의 개념은 음악을 예술적 요소로만 바라보는 것이 익숙한 학생들에게

는 낯설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 실생활에 비추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음악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귀에 들리기까지 작곡가,

작사가, 기획사, 유통사 등 많은 사람들의 작업과 유통 과정을 통해 우리

에게 도달하는데, 음악이 창작되어 소비자에게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는

경제적 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이렇게 음악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모든 업종과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통틀어 ‘음악산업’이라고 나

타낼 수 있다.



- 56 -

나) 음악산업의 발전과정54)

국내 음악산업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이전에 알아보았지만 본 차

시에서는 음악산업의 시작 단계부터 현재의 상황까지 다시 짚어보고 현

재의 국내 음악산업 상황까지의 과정을 이 차시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음악산업의 시작은 1800년대 영국, 이탈리아의 극장에서 찾을 수 있

다. 귀족계급에 귀속되어 일정한 임금을 받으며 음악활동을 하던 음악가

들은 계몽주의를 통해 시민 계급이 성장하면서 음악을 향유하고 소비하

려는 수요와 함께 전문 연주가로서 대우받기 시작하였다. 음악 연주, 오

페라 등을 관람하기 위해 대중은 극장을 찾기 시작했고 점차 전문가의

연주를 듣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전까지 귀족의 특권으로 여겨졌던 악기 연주에 대한 시민 계급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이 과정에서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려면 악보가 필요하므로 음악

출판업이 매우 성장하여 19세기 말 음악산업을 주도하였다.

20세기 초 축음기가 등장하면서 음반 판매가 시작되었고 곧이어 라디

오와 TV 등 매체의 발전으로 음악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

다. 20세기 중반부터는 음반 제작 기술의 발달로 LP, 카세트테이프, CD

등 적은 비용으로 품질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20세기

말, 대기업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음악산업이 형성

되었다. 21세기 이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음악산업은 음반의 형태와 음

악 제작 및 유통 측면에서 다양하게 변모되었고 최근에는 제작자와 소비

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음악산업의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오랜 시간 음악산업의 중심

에 서 있었던 음반산업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지만 5-6차시에서

음반 제작 관련 활동을 시작하며 음반의 발전과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

게 다루도록 한다.

54) 장규수, 「뮤직 비즈니스」(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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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악산업의 구조와 분야

음악산업은 이전에 살펴본 대로 생산·유통·소비단계의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 분명한 경계가 있지는 않지만 음악산업 분야에 대해 학생들에게

보다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로 알려주기 위하여 <표 5>의 음악산업 분류체

계에 따른 다양한 관련 업종을 세 단계와 관련지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생산단계에는 음악을 만드는 음악 제작업이 속한다. 그리고 음악을 만

드는 것은 아니지만 만든 음악을 통해 또 다른 생산단계를 거치는 음악

공연업과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도 생산단계에 속하도록 구분할 수 있

다. 그러나 같은 이유에서 위 두 분야를 ‘음악 부가생산업’으로 구분하기

도 한다.55) 유통단계에는 음반 복제 및 배급업, 음반 도소매업, 온라인

음악유통업을 분류 할 수 있다. 소비 단계에서는 실제적으로 음악을 즐

기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소비가 이루어지지만 분류체계에 의거했을

때 노래연습장 운영업이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수업 방법

1-2차시는 이 수업의 첫 시간으로서 음악산업을 지도하기에 앞서 학

생들이 생활 속에서 음악을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을 나누어 흥미를 유발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TV방송,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카페에서 듣는 매장 음악, 콘서트와 연주회, 영화 음악 등 우리 생활 속

에서 음악은 언제나 자리 잡고 있다. 만약 카페에서 좋아하는 아티스트

의 음악이 흘러나온다면 과연 그 음악은 아티스트가 카페에서 음악을 틀

어 달라고 무료로 제공한 것일까? 이러한 의문점을 던지며 학생들이 음

악을 단순 감상자의 관점이 아니라 제공하고 소비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도 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음악산업적 요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줌으로써 보다 친숙하게 음악산업

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음악산업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인지하게 되었다면 이어서 음악이 산

55) 김창훈, 「콘서트 기획과 제작 실무」(서울: 세광음악출판사, 2012), 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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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되어 음악산업이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음악산업의 시

작부터 우리나라의 현 음악산업 발전 상황까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악적 필요성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도하도록 한다.

앞선 설명을 듣고 ‘음악산업’이라는 용어가 조금 친숙해진 학생들에게

음악산업의 구조를 알려주기 위하여 먼저 음악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

지의 과정에 대해 예측해보도록 질문하도록 한다. 가장 먼저 음악산업의

핵심 요소인 ‘음악’이 만들어지고, 그 음악이 우리가 음악을 향유하는 방

식들을 통해 전달되어, 우리가 그 음악을 즐기며 들을 수 있는 과정을

유추해보도록 하는 학습을 통해 단순히 지식의 전달 차원이 아니라 이전

까지 입력된 정보들을 스스로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처리하는 역량을 기

를 수 있도록 한다.

음악산업의 구조와 단계별 관련 분야 등을 알아볼 때 본 수업에서는

콘텐츠로서의 음악을 만드는 생산단계의 음악 제작업, 즉 음악을 기획하

고 음반을 제작하는 활동이 다루어 질 것을 연관 지어 설명하도록 한다.

이 차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음악산업이 낯설지 않은 개념이 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배운 내용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하며 내용을 정리하

여 마무리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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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악 기획사의 이해

아이돌 또는 아티스트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아티스트

가 어떤 기획사 소속인지 궁금증을 가진다. 특히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

의 경우 데뷔하기 전 연습생 시절부터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뷔가 확

정되면 이미 그 아이돌을 위한 팬텀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개인의 차

이는 있지만 초등학생부터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며 중

학생 시기에는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소속된 기획사에 대한 진로를 생각

해 보기도 한다. 아티스트가 기획사를 통해 대중에게 드러나기 까지 기

획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다 구체적

으로 음악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3-4차시에서는

국내 대표 3대 기획사의 사례와 대형기획사의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며 음악 기획사의 운영적 관점을 갖도록 하고 음악 기획사의

조직 구성과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음악 기획 산업을 이해

하고 스스로 음악 기획사를 설립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전개하고자

한다.

1) 지도 자료

가)국내 음악기획사 사례 알아보기

국내에는 소위 3대 기획사라고 불리는 대형 음악기획사 세 곳이 있다.

최근에는 대형 기획사 외에 중소형 기획사에서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데뷔하고 성공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중소형 기획사에 비해

대형 기획사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있어 해당 측면에 대한 예

시로서 지도내용으로 삼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SM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세 곳의 아티스트 양성 시스템 및 스

타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기본기가 갖춰진 인재’를 선호한다.

SM은 완벽에 가까운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1:1 맞춤 트레이닝을 실시하여 개개인의 재능과 장단점, 수준 등을 고

려해 실력을 향상 시키는 것에 집중한다. 가수를 양성하더라도 노래,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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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등 다양한 구성의 커리큘럼을 통해 엔터테이너적인 면모를 갖추도

록 트레이닝 한다. 다른 기획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연습

생이더라도 이와 같은 SM의 트레이닝 시스템을 거치고 나면 명문 귀족

가의 자식들 같은 이미지를 구축하여 소년소녀들의 완벽한 워너비가 된

다. 또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인성’을 크게 강조하여 소녀시대와 같은 대

규모 여성그룹에서도 별다른 사건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오랜시간 활

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6)

YG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개성과 끼’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적

이다. 아티스트 개개인이 가진 개성과 창의력을 살려주고 부각시켜주는

데 주력한다. YG의 이러한 방향은 소속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고 아티스

트적 이미지가 두드러지며 타사의 모범적 이미지와는 차별화된 개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57)

JYP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기본기와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다. 기본기

가 갖추어져 있으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아티스트로서는 개인만의 매력을 지닌 실력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지금 당장 실

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성실하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어 ‘성실’한 인재에

게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 특징이다.58)

56) 장유정·서병기, 「한국 대중음악사 개론」 (서울: BM성안당, 2015), p. 368, 371.

57) 위의 책, p. 367.

58) 위의 책, p. 36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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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특징 대표 아티스트

SM

기본기 갖춘 인재
1:1 맞춤 트레이닝 시스템
인성 강조

대표아티스트: 소녀시대,
엑소, 슈퍼주니어 등

59)

YG

개성과 끼
차별화된 이미지
대표아티스트: 빅뱅,
블랙핑크, 위너 등

60)

JYP

기본기와 성장 가능성
성실성 중요
대표아티스트: 2PM, Twice,
GOT7 등

61)

<표 13> 국내 대표 기획사의 특징 및 아티스트 양성 스타일

나) 음악 기획사의 조직구성과 역할62)

기획사의 큰 그림을 살펴보았다면 구체적으로 음악 기획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국내 음악 기획사의 조직구성과 업무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국내 음

악 기획사는 A&R, 매니지먼트, 마케팅과 프로모션, 언론 홍보, 영업, 재

무와 법무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A&R 팀이 아티스트와 관련하

여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다.

A&R(Artist and Repertoire)은 아티스트와 음악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가리키는 말로 음악 기획사에서 아티스트 발굴, 전속된 아티스트에게 적

합한 음악 수집, 계약, 제작하는 전반적인 일을 담당한다. 그 중 가장 큰

역할은 기획사의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라인업을 만드는 것으로 공연장소

를 찾아가거나 길거리에서 캐스팅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고 최근에

는 기획사 자체 오디션 또는 그 외 다양한 오디션 방송을 통해 발굴하는

일도 많아졌으며 타 제작사에서 계약이 만료된 아티스트를 영입하는 것

59) https://www.allkpop.com/article/2016/05/chanyeols-new-red-hair-is-a-sign-of-exos-im

pending-comeback

60) https://www.allkpop.com/article/2016/08/black-pink-to-debut-with-boombayah

61) https://thebiaslist.com/2017/10/30/song-review-twice-likey/comment-page-1/

62) 김진우 외 4인, 앞의 책, p. 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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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나의 방법이다.

A&R 팀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레퍼토리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들

은 음악에 대한 전문가로서 평소 신인 작곡가들을 발굴하여 육성하거나

실력 있는 작곡가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곡들을 수집

하고, 앨범을 제작할 때 그 중에서 소속 아티스트에게 어울리는 음악을

섭외, 구입하는 일을 한다. 또한 프로듀서와 함께 앨범 수록곡을 선정하

는 일도 담당한다.

또한 회사 내 녹음 스튜디오를 갖춘 대형 기획사 외에 다른 기획사에

서는 아티스트가 녹음하기 위해 스튜디오를 계약하고 일정을 조정하며

앨범이 완성되어 유통사에 넘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녹음 관련 업무도

A&R 팀에서 관리한다.

앨범이 완성되고 난 후 아티스트 활동을 위한 헤어, 메이크업, 안무,

뮤직비디오 제작에 관한 업무까지 A&R 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서

A&R 팀은 하나의 기획사에서 앨범을 기획하고 제작할 때 프로듀서 못

지않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티스트가 만들어지는 처음

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일을 한다.

매니지먼트 팀은 아티스트에 초점을 두고 신인 아티스트의 트레이닝,

앨범 홍보, 방송활동 지원, 스케줄 및 개인 업무 관리 등을 담당한다.

마케팅 팀은 아티스트 보다 앨범에 초점을 맞추어 앨범 발매 시기, 홍

보 매체, 마케팅, 예상 판매량 등 앨범의 판매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모든 역할을 담당하고 프로모션 팀은 프로모션 채널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확한 시기에 아티스트의 앨범을 노출시켜 히트 가능

성을 높이는 일을 한다.

언론 홍보팀은 말 그대로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앨범 홍보 등이 지속

적으로 기사 같은 언론 매체를 통해 노출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로

앨범이 발매되면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역

할을 한다.

영업팀은 오프라인 영업으로 CD와 DVD의 물량을 판단하고 시중에

내놓는 업무를 담당하며 온라인 영업으로는 음악 사이트에서 다른 아티

스트와 발매 시기가 겹치거나 마케팅 전략이 겹치지 않도록 온라인 유통

사 담당자와 조정하여 아티스트의 앨범 노출에 대해 협의하고 전략을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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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키는 업무를 한다.

마지막으로 재무와 법무팀은 아티스트의 로열티 정산과 저작권 사용

료 분배, 초상권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대처 등 법률에 관한 부분 등을

담당하여 소속 아티스트를 위한 전담 재무와 법률 관리자 역할을 한다.

[그림 6] 음악 기획사의 조직 구성과 역할

2) 수업 방법

3-4차시부터 모둠활동이 이루어지므로 교사는 수업 전에 모둠을 구성

하여 학생들이 모둠별로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도록 한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년의 여러 학급의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이미 친밀

한 관계의 학생들이 같은 모둠으로 구성될 시에는 원활한 모둠활동이 이

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주로 다른 학급의 학생들 위주로 구성하되 교사

가 다 파악할 수 없는 학생의 개인적인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

우 충분히 참고하여 모둠을 구성한다.

동기 유발을 위해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의 사진을 준비하고,

아이돌이 데뷔하기까지 거치는 과정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발표하

도록 한다. 청소년기의 많은 학생들이 아이돌이 어떻게 발탁되어 연습생

시절을 보내고 데뷔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 사전 지식들을

활용하여 일명 국내 3대 기획사라고 불리는 SM, YG, JYP 엔터테인먼트

의 각기 다른 아티스트 양성 스타일과 기획사 운영 방식에 대해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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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명하며 지도한다. 각 회사의 스타일 차이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서 기획사 운영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기

회가 될 수 있다.

세 기획사에 대한 학습 시 소속 아티스트 중 학생들이 좋아하는 아티

스트의 데뷔 이전 과정의 예시를 들어 기획사의 특징들을 적용하며 지도

한다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음악 산업에 대해 생산자, 즉

산업적 측면에서 아티스트를 바라보는 있는 관점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각 기획사의 방법의 따라 아티스트가 양성되고 나면 아티스트를 데뷔

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획사의 어떤 부서가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 중 본 수업에서는 A&R 팀의 업무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이 구성하는 것이 음악 기획사에 대한 지도에 효과적으로 생각된다.

음악 기획사에 대한 학습이 이어진 이후에는 모둠별로 가상의 기획사

를 설립해보도록 한다. 국내 3대 기획사의 예시를 토대로 음악 기획사의

이름, 로고, 비전 등을 설정한다. 그리고 설립한 기획사에 계약하고 싶은

아티스트를 선정하는데 해당 아티스트가 설립한 기획사의 방향성과 적합

한지 검토하고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에 소속된 이후에 할 음악활동을 예

상하여 선정해보도록 한다. 요즘 시대의 아티스트들은 모두 실력과 외모

를 겸비하여 완성도 높은 스타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특히 아티스

트의 이미지, 주요 음악 장르, 지금까지의 레퍼토리들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선정한 아티스트의 음반을 제작하기 위하여 제작 기획 단계에 들어가

도록 한다. 음반을 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콘셉트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선정한 아티스트의 콘셉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강한 이미지를 어필했던 남자 아이돌의 경우라면, 계속적으로 강렬한 콘

셉트를 유지할 수도 있고 부드러운 콘셉트로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음반을 제작 할 때에는 계절과 트렌드, 경쟁 아티스트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선정하지만 본 수업에서는 기존의 아티스트

를 대상으로 스스로 새로운 앨범을 기획해보는 것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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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반의 발전과 제작

앞으로 진행될 수업에서는 직접 음반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 중심이

되므로 5-6차시에서는 음악산업에 관한 교육적 관점에서 음반이 탄생하

고 발전되어 온 과정과 음반이 발매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학습하

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1) 지도 자료

가) 음반의 발전과정

음반은 원반형의 매체에 가는 홈 또는 레이저 등을 통해 음악을 기록

했다가 재생 매체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기록매체를 가리킨다.63)

음악을 기록하게 된 역사부터 지금의 mp3 파일의 형태가 되기까지 시대

적 관점에서 음반의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음반의 탄생이 음악을 기록하

고 저장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한 만큼 음반의 발달은 녹음 기술과

맞닿아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녹음 기술이 발달하기 전, 음악은 직접 연주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만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77년 미국의 에디슨(Tomas Edison)이 원통

형 음반을 넣어 재생하는 최초의 유성기(축음기) ‘포노그래프’를 발명하

면서 소리 기록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음악을 향유하는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후 1887년 베를리너(Emile Berliner)가 납

작한 원반형 음반에 수평 파형으로 소리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장치 ‘그

라모폰’을 발명하였는데 원통형 음반보다 제작과 관리가 편리하여 원반

형 음반이 대중화 되었고 오늘날 음반의 효시가 되었다.

음반은 수록 시간과 음질의 차이에 따라 SP(Standard Play), EP(Extended

Play), LP(Long Play), 8트랙(Eight Track), 카세트(Cassettes), CD(Compact

Disk) 로 나뉜다.

SP 음반은 유성기 음반으로 분당 78회전 하는 직경 25~30cm정도의

63) 장규수, 앞의 책,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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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락64)으로 만든 음반이다. 회전수가 빠르고 홈이 넓어서 한 면당 3~5분

정도 밖에 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 뒷면에 각각 한 곡씩 2곡 이상

담기가 불가능 하다.

EP 음반은 분당 45회전하며 보통 17.5cm 직경의 레코드판을 말한다.

한 면에 대략 7~8분 정도를 재생할 수 있어서 한두 곡 정도를 담는 싱글

을 발매할 때 많이 사용되었다.

LP 음반은 재생시간이 대폭 증가해 장시간 플레이가 가능한 비닐 레

코드판으로 분당 33⅓회전하며 30cm 직경의 규격으로 되어있다. 한 면

당 6곡 내외의 곡이 수록되어 20분 이상 재생이 가능하다. LP 음반은

금속바늘이 음반 위에 새겨진 홈과 접촉하여 소리를 재생하는 원리로 재

생할수록 홈이 마모되어 음질이 손상된다.65)

8트랙 테이프는 자성을 이용한 자기 테이프의 형태로 플라스틱 케이

스에 녹음테이프가 감겨있는 매체이다. 초기에는 제품의 크기가 매우 크

고 되감기 기능이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크기

가 작아지고 VHS 비디오 형태로 진화되어 집에서 뿐 아니라 이동 중인

자동차 안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카세트테이프는 8트랙 테이프에 비해 크기가 더 작아 휴대성이 높고

더 높은 음질을 제공하였다. 게다가 카세트테이프라는 소리기록매체로서

대중화되어 일반 소비자들이 스스로 음악을 녹음하는 것도 가능했다.66)

CD 음반은 LP 음반과 비슷한 원반 형태로 12cm 직경에 작고 얇은

것이 특징이다. CD는 홈이 파여 있는 LP 음반과는 달리 디스크 표면이

아주 평평하게 되어있다. 재생 시 잡음이나 소리의 왜곡이 적고 음량의

가용범위가 넓어 음질상의 장점이 두드러지며 최대 기록 시간이 74분 42

초나 되어 이전 음반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진보된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돌기가 나선형으로 감겨 있어 이 돌기의

위치 및 길이에 따라 디지털 신호가 기록되어진다. 기록된 신호는 레이

64) shellac 동물의 분비물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수지의 일종,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

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559&cid=40942&categoryId=32315

65) 최규성, 「대중가요 LP 가이드북」(고양: 안나푸르나, 2014), p. 17-18.

66) 이수범, 「디지털 시대의 음악산업」(파주: 도서출판 한울, 2012), 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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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광선을 통해 읽혀지는데 이때 디스크에 직접 광선이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의 마모가 일어나지 않는다.67) CD가 처음 개발되었을 당

시 CD 플레이어가 출시되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어디서나 음악을

즐기게 되었고 다른 음반 매체를 모두 시장에서 밀어내고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음반의 유형이 되었다.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1990년대 말, MP3 파일 형식이 등장하면서 음

악은 유형의 음반이 아닌 음원 파일로서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용량에

따라 수십 곡에서부터 수백 곡까지 담아 휴대할 수 있는 작은 기기인 MP3

플레이어가 봇물 터지듯이 개발되면서 CD 판매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 스마트 폰의 개발로 현재는 MP3 플레이어도 사라지고

음원을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형식이 일반화 되

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음원시장의 규모가 유형의

음반시장의 규모를 뛰어넘었으나 아직까지도 아이돌 음악시장에서는 CD

음반의 규모는 매우 크며 계속적으로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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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노그래프 68)              그라모폰 69)               SP, EP, LP70) 
         -에디슨(1877)              -베를리너(1887)          -아날로그 레코드판

⇨ ⇨ ⇨

8트랙 테이프71)         카세트 테이프72)                  CD73)

          -자성을 이용한 자기테이프 형태 

나) 음반 제작 과정

음반산업에서 아티스트가 음악을 녹음하는 일련의 작업을 ‘제작’ 또는

‘프로덕션’ 이라고 한다. 소비자가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는 프로덕션 과

정을 거쳐야만 음악이 전달되므로 프로덕션은 음악산업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덕션의 과정은 크게 6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획사의 A&R 팀의 주요 업무였던 레퍼토리 발굴, 즉 곡 수집

이 이루어진다. 음반을 제작할 아티스트에게 맞는 곡을 고르기 위하여

많은 작곡가들로부터 받은 데모와 카탈로그 등을 검토하여 곡을 수집하

68) 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 http://edison.kr/korean/contents/cyber/viewbody.php?code=cyber&page

=4&number=70&keyfield=&key=&mode=view&category=15

69) http://www.sonitus.co.kr/pages/page_54.php?sn=4470

70)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902065

71) https://www.techwalla.com/articles/how-to-convert-an-8-track-tape-to-a-cd

72) http://kadhlab102.com/wiki/index.php/%EC%B9%B4%EC%84%B8%ED%8A%B8%ED%85%8C%E

C%9D%B4%ED%94%84

73) http://searchstorage.techtarget.com/definition/compact-disc

[그림 7] 음반의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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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프로덕션의 한 단계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수집할 곡이 탄생

하기 위해서는 작사가와 작곡가의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거치게 된다.

곡이 수집되면 그 중에서 타이틀 곡으로 선정할 곡을 선곡한다. 이는 아

티스트와 A&R 팀, 기획사의 대표 등이 모두 모여 회의를 거쳐 선곡한다.

곡이 결정되면 실 녹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음반 콘셉트, 안무, 뮤직비

디오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위해 테스트 개념으로 가녹음

을 하도록 한다. 댄스가 중심이 되는 아이돌의 경우 가녹음곡을 토대로

안무가가 안무를 구성하며 아티스트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동시에

일정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녹음에 들어가는데 대형 제작사의 경우 자체 스

튜디오에서 녹음을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녹음을 진행한다. 녹음은 엔지니어와 작곡가가 진행하고 실제 악기 녹음

이 필요한 경우 세션을 고용하여 녹음하기도 하고 컴퓨터 음원 위주로

곡을 제작하기도 한다.

녹음이 끝나면 음악을 완성본으로 만들기 위하여 작업을 거치는데 바

로 믹싱과 마스터링이다. 믹싱은 멀티트랙으로 녹음된 트랙별 음원을 주

파수, 음의 강약, 리버브 등을 조절해 듣기 좋은 사운드로 다듬는 작업이

며, 마스터링은 믹싱을 마친 음원들 간 레벨을 최종적으로 조절하여 최

종 결과물인 마스터 음원을 만드는 작업이다. 두 작업은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가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완성된 음원을 음반으로 유통시키기 전에 음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앨범아트워크, 즉 음반 재킷 디자인을 한다. 최근의 대형 기획사의

경우 앨범아트워크 뿐 아니라 전반적인 콘셉트와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하

는 비쥬얼 아트 디렉터가 소속되어 있다.74)

74) 김진우 외 4인, 「뮤직 비즈니스바이블」(파주: 박하, 2016), p. 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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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수집  선곡  가녹음

데모 검토

카탈로그 검토 ⇨
타이틀곡 선정
기획 회의 ⇨

안무
뮤직비디오

 녹음  마스터링  앨범아트워크

스튜디오 녹음 ⇨
믹싱
마스터링 ⇨ 재킷 디자인

2) 수업 방법

요즘은 음악을 듣는 방식이 대부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

기 때문에 음반을 구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게다가 학생들의 입장

에서는 음반의 가격이 적은 가격이 아니어서 음반을 직접 구매해 본 경

험이 드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음반에 대한 흥미 유발을 위

해 수업 시작 시 음반을 구입해 본 경험을 나눠보도록 한다. 온라인으로

음반 전체를 구입하여 다운로드 받은 경험 외에 실제 유형의 음반을 구

입해 본 경험을 발표한다.

음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D의 형태가 되기까지 많은 형태의 음

반이 있었는데 그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설명과 함께 LP,

카세트테이프, CD의 음질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 및 음원자료를

준비하여 각 음반의 특징과 음색을 비교하며 들어보도록 한다. MP3 음

원 파일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음반의 발전과정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지

금 우리가 향유하는 음악이 존재하기까지의 음악 소비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녹음한 음악을

음원으로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CD 형태의 음반으로 완성시키는 활동

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음악을 담은 유형 매체를 만드는 과정을 통

해 음반 제작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오랜 발전 과정을 거친 CD 음반이 현재 아티스트의 음반으로 발매되기

까지 제작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학생들이 CD 제작 활동을 하는데

[그림 8] 음반의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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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A&R팀의 설명을 덧붙여 곡을 수집

및 선정하고 녹음하여 믹싱과 마스터링, 음반 디자인의 과정을 거쳐 완성

되는 제작 방식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 따르면 음반 제작 활

동을 위하여 새로운 곡을 수집하고 그 중에서 타이틀 곡을 선곡해야 하

지만 이 수업에서는 이전 시간에 선정한 아티스트의 곡 중 모둠 활동에

서 시도하고자 하는 콘셉트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곡을 선정하도록 한

다. 학생들의 재능에 따라 랩이 들어가거나 높은 음역대가 포함 된 곡도

선곡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한다. 선곡된 곡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교사가 하고 각 모둠이 모둠원 전

체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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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꿈을 담은 작사

지금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음악산업 및 음

반산업에 대한 이론적인 지도가 수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본

차시부터는 본격적인 음반 제작을 위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위주로 진행

하도록 한다.

7-8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선곡한 곡의 개사하는 활동이 진행된다. 실

제 수업에서는 사랑, 학교생활, 고민, 가족 등 다양한 주제로 개사하도록

진행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 자신의

꿈을 주제로 삼았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곡은 많지만 그 중에서 인순이

의 <거위의 꿈>, 처진달팽이의 <말하는대로>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 두 곡의 가사는 중학생 시기에 하고 싶은 것이 없고 되고 싶은 것이

없는 갈 길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며 꿈을 주제로

개사해보는 활동에도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1) 지도 자료

인순이의 <거위의 꿈>은 날 수 없는 거위가 하늘을 나는 것을 꿈꾸

지만 거위를 향한 비웃음과 걱정, 많은 장애물들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나 거위는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이 들어있다. 이 노래는 가수 이적이 작사

한 곡으로 노래의 원작자는 김동률과 이적으로 구성된 ‘카니발’이었다.

1997년 카니발의 노래로 발표 되었으나 부유한 가정과 명문대 출신의 타

이틀을 가진 두 사람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래를 부르는 것은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인기를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10년 뒤 가수

인순이가 이 곡을 리메이크 하면서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지금까지 혼혈

로 차별을 받고 지내온 인순이의 개인사가 합쳐져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엄청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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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진달팽이의 <말하는 대로>는 2011년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

전’의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가수 이적과 방송인 유재석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곡은 힘들었던 20대 무명시절을 보낸 유재석의 자전적 이

야기를 가사의 내용으로 삼았다. 꿈이 없고 할 일이 없어 무료하지만 불안

하게 보냈던 시절에 작은 깨달음으로 인해 생각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변

화되어 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국민 MC 자리까

지 오게 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래가 잔잔하고 희망적이며 실제 유명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점 때문에 이 곡은 사람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난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 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 날을 함께 해요

- 인순이 <거위의 꿈> 작사: 이적75)

나 스무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이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갤 끄덕였지

- 처진달팽이 <말하는 대로> 작사: 이적, 유재석76)

75) 멜론 http://www.melon.com/song/detail.htm?songId=2668888

76) 위의 사이트 http://www.melon.com/song/detail.htm?songId=34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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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방법

7-8차시에서 ‘꿈’에 대한 내용으로 개사하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수업

의 도입 부분에 꿈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꿈, 미래, 희망하는

모습 등을 생각 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이 가사를 쓰기 이전에 꿈을 주제로 한 대중음악들이 어떤 방

식으로 가사를 풀어냈는지 살펴보는 것은 개사할 것을 염두하고 글을 쓰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꿈을 주제로 다룬 인순이의 <거위의

꿈>과 처진달팽이의 <말하는대로>의 노래를 들어보고 가사의 내용과

구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가사가 진행되는 방식과 곡의 구

성을 분석하는 예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선정한 곡을 파악하고 작사

내용에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된다.

먼저 학생 개인별로 수필, 일기, 편지 형식으로 편안하게 글을 써보도록

한다. 진로를 결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와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되고 싶은 미래를 그려보는 글쓰기를 할 수 있

고, 아직 꿈을 찾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답답한 마음과 간절한 심정을

표현해 볼 수도 있다. 또는 진로적 의미의 꿈이 아니더라도 어른이 되었

을 때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왜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되었는지 등의 내

용을 담은 글쓰기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글쓰기 활동은 개사

를 위해서 필수적인 단계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쓰는 활동을 통해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심어주고 목표의식을

갖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다.

글쓰기가 완성되면 모둠별로 노래를 들으며 노래 구성에 맞게 개사

하여 완성하도록 하고 교사가 모둠별로 가사의 내용과 자연스러운 연결

형태를 지도해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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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녹음 준비와 연습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위해서는 노래를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동안 학교 음악에서 익숙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대중음악을 부르는 활

동으로 교사가 지도했던 가창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컬을 전

문으로 가르치는 예술 강사와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보컬 능력을 증진시켜주기 위한 보컬 전문 강사를 미리 채용

해 수업을 준비하도록 한다.

9-10차시는 노래 연습 활동이 중심이 되는 차시로서 수업의 분배는

예술 강사가 주 교수자가 되고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도와주며 부분적

으로 협력하는 형태를 띠도록 한다. 예술 강사는 보컬 발성법과 호흡법,

곡에 따른 가창법의 차이 등 보컬 기본지식에 대해 전달하고 학생들이

소리 내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후에는 각 모둠별로 노래의 파트를 분배를 한다. 멜로디, 가사 내용과

개개인의 목소리 등에 따라 적절한 파트 분배를 한다. 이 때 교사는 모둠

의 활동 상황 등을 점검하며 모둠에서 차례가 밀려나거나 활동에서 소외

되는 학생이 없도록 조율한다.

본격적으로 보컬 지도를 위해 예술 강사는 한 모둠씩 지도한다. 학생들

의 노래를 들어보고 파트 분배의 배치, 가사 전달력, 발성법, 연습 방법 등

을 알려주도록 한다. 다른 모둠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연습을 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 참여도와 태도를 점검하고 연습을 도와준다.

모든 모둠의 지도가 끝나면 다음 차시의 녹음 활동에 대해 안내한 후

이를 위해 모둠별로 연습 시간을 정하여 충분히 연습하도록 하여 다음 수

업 시간이 되기 전에 교사의 점검을 받으러 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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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특징

진로

직업

체험

센터
77)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각 지역구에서 운영

하는 곳과 교육부에서 인증 받은 사설

체험 센터가 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하

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그 중

녹음 시설을 하루 대관하여 전문가를 통

해 녹음에 관한 교육과 직접 체험을 경

험 할 수 있다.

음악

창작

소
78)

음악 창작소는 음악인들에게 다양한 창

작 인프라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녹음 스

튜디오와 작곡 작업실, 연습실 등을 제

공한다. 2014년 이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에 음악창작소가 세워졌으며 전

문적인 작업환경이 갖추어져 있어 교육

적 차원에서 질 높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표 14> 지역사회 녹음시설의 예시

바. 음원 만들기

1) 지도 자료

11-12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선정하여 개사를 마친 곡을 직접 녹음해

보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음반 녹음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의 녹음 스튜디오를 활용한 외부 활동으로 진행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자유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녹음 수업이

가능한 녹음스튜디오를 미리 섭외해 놓는다. 녹음 스튜디오로 활용 가능

한 시설은 진로직업체험센터, 음악 창작소, 예술공장 등이 있으며 장소

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교사는 장소 사용 가능 여부, 체험활동 진행 가

능 여부 등을 파악하고 미리 방문하여 학생인원 수용 규모와 녹음 시설

등을 체크해야 한다.

77) 아이지니어스 진로직업체험교육센터 http://www.igenius.co.kr

78) 대구음악창작소 http://www.dgmusic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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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공장
79)

서울시에서는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일환

으로 낡고 버려진 공간을 예술가들을 위

한 창작공간이자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

간으로 재탄생시켜 제공하고 있다. 그

중 문래 예술공장은 음악 녹음 및 음원

을 제작할 수 있는 녹음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상주하는 엔지니어가 없어

장소 이용 시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2) 수업 방법

녹음을 진행하는 이 차시의 수업 당일에는 20명 내외의 학생들을 외

부 시설까지 인도해야 하므로 안전을 위해 예술 강사와 협력하여 이동과

정부터 함께 지도하도록 한다.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녹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익숙한

경험이 아니므로 녹음 시설을 둘러보도록 하고 녹음 시설에 마련된 녹음

부스, 마이크, 인터페이스, 녹음 장비 등을 살펴보며 설명을 듣도록 한다.

그리고 오늘 체험할 녹음 체험활동 과정을 설명한다.

활동은 녹음실과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먼저 모

둠별로 녹음 순서를 정하고 순서에 해당하는 모둠은 녹음실에, 그 외 모

둠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녹음실에서는 학생들의 녹음 과

정을 예술강사가 지켜보며 노래를 지도하여 좋은 녹음 결과물이 나올 수 있

도록 한다. 다른 학생들은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모둠별로 연습하며 대

기할 수 있도록 교사가 담당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모든 학생들이 녹음을 마치면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다음 차시

에 음반을 디자인 하는 수업에 대한 예고와 음반 디자인을 위한 준비물

등을 안내하고 마무리 하도록 한다.

79)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http://www.sfac.or.kr/html/artspace/mullae_facility.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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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음반 디자인

음반이 발표되기 위해서는 음원이 담긴 CD의 패키징이 완성 되어야

한다. 음반의 디자인은 CD 케이스의 종류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되며 앨

범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커버를 디자인하면 음반이 완성 형태를 갖추게

된다. 13-14차시에서는 음반 디자인에 대해 예시들을 통해 디자인 하는

방법을 알고 CD 커버를 직접 만들어 음반을 완성하도록 한다. 교사는

지난 시간에 학생들이 녹음한 음원을 CD로 만들어놓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아티스트들의 음반을 준비한다.

1) 지도 자료

음반 디자인의 시작은 음반 케이스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

된다. 음반 케이스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로

‘주얼케이스(Jewel Case)’라고 하는데 플라스틱의 틀에 CD와 속지가 들

어있고 규격이 정해져 있다. 1CD, 2CD가 일반적이며 최대 6CD까지 가

능하다. 다음으로 종이로 된 케이스는 ‘디지팩(DIGI-PAC)’이라고 불리는

데 코팅된 두꺼운 종이로 틀을 만들고 그 속에 CD와 속지를 넣는다. 속

지는 주얼 케이스처럼 독립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케이스 자체에 붙여 놓

을 수도 있다. 종이라는 소재의 독특함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80) 81)

주얼케이스                                   디지팩

80) https://tapeonline.com/products/evergreen-cddvd-cases-slimline-jewel-case-black

81) https://www.blog.dms-berlin.com/digipac-mehr-moeglichkeiten-als-gedacht

[그림 9] CD 케이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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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CD 음반은 위와 같은 형태의 음반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음반이 수집이나 소유의 개념으로 변하여 독특한 형태의 음반도 다소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수 싸이의 <6甲> 음반은 동그란 아크릴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형

태로 여름의 시원한 느낌을 극대화 해주는 디자인을 선보였고, 지드래곤

의 <Heartbreaker> 음반은 아티스트의 얼굴의 형상을 본 따 그 틀을 직

접 앨범 안에 넣는 방식으로 아티스트의 특성을 살려 독특한 음반 디자

인을 완성했다. 또한 에프엑스의 <Pink Tape> 음반은 과거 비디오 플

레이어에서 재생되던 VHS모양으로 케이스를 디자인해 음반의 이름 그

대로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82) 83) 84)

싸이                       지드래곤                       에프엑스

이와 같은 음반의 형태, 케이스의 종류 등을 정하고 나면 음반 커버를

디자인 한다. 커버 디자인은 아티스트의 이미지, 음반의 콘셉트 등을 반

영하여 결정된다.

단순한 형태의 커버 디자인으로 카니예웨스트의 <New God Flow>

음반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검은 바탕에 커다란 붉은 글씨를 써 넣

는 것만으로도 임팩트 있는 커버가 되었다. 또한 프라이머리의 <Primary

and the messengers LP> 음반은 간단한 소품의 구성으로 아티스트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커버가 되었고, 빅뱅의 <Alive Bigbang>

음반은 광택 있는 바탕에 아티스트 로고만을 나타내어 고급스러우면서

눈에 띄는 커버가 되었다.

82) http://www.thefirstmedi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62

83) https://blog.naver.com/jobarajob/220747487605

84) https://red-dot.de/cd/en/online-exhibition/work

[그림 10] 독특한 형태의 음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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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6) 87)

      카니예웨스트                  프라이머리                    빅뱅

이 외에 이하이의 <First Love> 음반은 열여섯이라는 아티스트의 나

이에 걸맞게 풋풋하며 화사한 패키징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적

의 <고독의 의미> 음반은 음반 가운데를 뚫는 디자인으로 음반 제목처

럼 마음이 뚫려 허한 느낌을 나타내었다. 또한 태양의 <solar special

edition> 음반은 태양을 형상화하여 음반 커버의 원을 돌리면 착시효과

가 생기는 입체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88) 89) 90)

        이하이                             이적                               태양

85) http://www.okayplayer.com/news

86) http://www.amoebaculture.com/business/front/aboutAC/primary.do?lang=ko

87) https://itunes.apple.com/us/album/alive/506304522

88) http://www.thefirstmedi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62

89) 위의 사이트.

90) 위의 사이트.

[그림 11] 단순한 형태의 음반 커버 디자인

[그림 12] 특징적인 음반 커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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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방법

13-14차시의 수업 도입 부분에서는 학생들에게는 음반처럼 보이지 않

는 독특한 형태의 음반들의 겉 부분만 보여주며 무엇인지 유추하도록 한

다. 물론 아티스트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거나 이미 학생들이 아는 아

티스트일 경우 쉽게 맞출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최근 CD의 크기와 모양

은 같으나 음반의 특성을 잘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음반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한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학생들은

규격에 맞춰진 CD 케이스 디자인으로서의 고정관념의 틀을 버리고 음반

을 디자인하는 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음반 케이스는 흔하게 사용되는 납작한 형태의 플라스틱 주얼 케이스

와 종이로 된 디지팩 외에 다양한 형태의 입체적인 케이스도 많이 만들

어 지고 있는 추세인데 독특한 형태의 음반들을 교사가 준비하여 학생들

에게 실제로 보여주도록 한다. 이러한 예시들을 참고하여 학생들이 실생

활에서 찾을 수 있는 쿠키 틴 케이스, 종이 박스, 휴지 심, 도구함 등을

활용한 자신만의 음반 케이스를 만들도록 한다.

음반 커버는 음반의 얼굴이 되는 부분으로서 음반의 인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앨범의 제목, 아티스트의 로고 등만 나타내어 단순하지만

인상적인 커버 디자인부터 아티스트의 특징을 반영한 디자인, 곡의 분위

기를 반영한 디자인 등 다양한 음반 디자인을 예시로 보여준다. 이를 통

해 학생들이 개사한 내용, 원곡의 분위기, 설립한 기획사의 모토 등을 반

영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음반 커버 디자인이 완성되면 다음시간에 음반 발표 시간을 가질 것

을 예고하며 설립한 기획사와 음반에 대한 소개 내용과 발표순서, 발표

자 등을 모둠원과 토의를 통해 결정하여 준비해 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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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음반 발표

이 15-16차시는 ‘음악과 산업’ 수업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동안 완성

한 음반을 발매하고 데뷔하는 날로 운영한다. 수업에 앞서 각 모둠은 설

립한 기획사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고 아티스트의 컨셉과 음반의 타깃,

음악에 대한 홍보 문구 및 방법 등을 논의해 오도록 한다. 음반 소개를

위해 발표할 부분을 분배하도록 한다.

발표하는 학생들은 음반을 발표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발표를 듣는 학

생들은 기자들이 되어 아티스트의 새 음반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장으로

삼아 수업 전에 교실을 기자회견장으로 설정하기 위한 조명과 자리 배치

등을 준비해 놓는다. 교사가 사회자 역할을 하기 위해 각 모둠의 회사명

과 아티스트 이름 및 특징들을 포함한 짤막한 소개문을 준비한다. 또한

수업 마무리에 시상을 위한 소정의 선물을 미리 마련한다.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는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음반의 완성도, 협동

성, 예술성 등을 평가하여 시상하도록 한다. 모든 모둠이 우수상, 협동상,

인기상, 음악상 등 분야별로 모든 모둠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

사는 소정의 상품을 미리 준비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시상 과정을 통해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고 이후 음악산업 분야에 관

심을 더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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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음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기록하고 저장하고자 하는 인간

의 욕구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맞물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

의 상품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음악산업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

로 음악의 교육적 가치는 심미적·예술적 활동에 있다고 여겨져 왔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음악산업의 규모와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서 음악산업의 교육적 가치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치가 인정되어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내용체계로서 생활

화 영역 안에 ‘음악과 산업’이 포함되었다.

2013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 발표 이후 2016년부터

전국의 중학교에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기존의 학교 교육과

는 다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방식과 다양한 체험활동의 특징을 지닌 교육

제도로서 일반 교과 시간에 다루기 어려웠던 음악산업 관련 수업이 적용

되기에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에서 음악산업 관련 수업이 활성화되기 위

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음악과 산

업’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음악과 산업’ 수업의 지도방법을 구안하기 위하여 첫째,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운영, 교육과정에 대해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유학기제에서

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화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해졌고 수업

내용의 다양화로 일반 교과에서 실시하기 어려웠던 수업의 주제들을 활

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직접적인 경험 위주

의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음악산업의 개념과 변화과정 및 규모, 산업적 구조에 대해서 살

펴보고 학교에서 음악산업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 음악

산업은 K-pop의 인기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음악산업의

발전과 함께 음악 교육과정에서도 2007년부터 교육과정 내용체계로 음악

산업에 대한 학습 내용을 꾸준히 포함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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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서울시 소재의 2017년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의 연

구계획서와 조사면담을 통하여 자유학기제 음악산업 관련 수업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 음악산업 관련 수업의 문제점

들을 알 수 있었다. 교육부와 학교 현장의 교류의 부재로 교육부에서 실

시하는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위한 연구와 지원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학교 지원 예

산 부족으로 장비의 문제와 강사 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음악산업 관련 수업에 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자유학기

제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강사들의 노력과 학교 현장에서 음악산업

관련 수업에 대한 필요성 등이 서로 전달되고 있지 않았다. 학교 수업

진행 공간에 대한 어려움, 외부기관에 위탁한 교육프로그램의 질 낮은

교육 등의 문제점 또한 알 수 있었다.

넷째, 자유학기제 음악산업 관련 수업 현장의 문제점들을 토대로 수업

개선에 대해 정책 운영, 학교 지원, 음악 교육의 관점으로 논의하였다.

정책 운영 관점으로는 교사, 강사, 학교, 지원센터 등이 연계되어 효과적

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확대와 지역 진로 체험 시설의 증

진하여 다양한 체험시설 활성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학교 활동과 자

유학기 활동의 분명한 차별화, 교사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 직무연수를 늘

리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 지원 관점으로는 음악산업 관련 수업

을 위한 장비 지원과 자유학기 활동을 더욱 다양화 하여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음악 교육의 관점으로는 음악 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음

악산업 관련 교육이 마련되어 음악 교사들의 음악산업에 대한 지식적 기

반을 마련하는 방안과 음악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예술 강사 및 분야

의 전문가와의 부분 협력 수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교수 학습 내용, 수업 단계, 핵심역량, 예술 강사 협력, 지역사

회 연계 등의 전제 요소를 토대로 수업 지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음악산

업의 구조에서 생산단계에 해당하는 음악산업 중 음악산업 관련 수업을

진행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음악 기획 및 제작 산업’ 과 ‘음반



- 85 -

및 음원 산업’을 교수 학습 내용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두 분야의 산업

구조와 흐름 중에서 대중음악 기획과 음반 제작과정에 대해 학교 현장에

서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추출하여 수업의 단계를 제작기획-선

곡-작사-녹음-음반디자인-완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6가지 핵심역량 중 각 수업 별 중점 활동을 통해

증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고다. 그리고 예술 강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차시에 부분 협력 수업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한 체험활동을 포함하여 수업 계획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거쳐 2시간씩 블록타임으로 8주 동안 진행되는 총

16차시의 ‘음악과 산업’ 수업을 설계하였다. 앞서 설정한 수업의 단계에

따라 수업의 주제가 진행되도록 구성하였고 보컬 전문 예술 강사와 코티

칭하는 9-10차시와 11-12차시, 지역 사회 시설을 활용한 외부 체험 활동

이 포함된 11-12차시 외의 수업은 학교 교사 전담으로 지도하도록 하였

다. 수업 활동은 모둠별 활동으로 기획사 설립과 아티스트 발굴, 음반 제

작을 위한 곡 선정, 선정한 곡 개사하기, 보컬 연습을 통해 녹음하기, 음

반 디자인하기, 음반 발표하기의 과정으로 구성하였고 음악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적용을 위하여 이론지도와 활동내용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도

록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 수업 현장에 대한 탐색으로 보다 실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므로 음악산업 뿐 아니라 자유학기제의 제도적 관점에서 개선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음악 교과 수업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음악산업 관련 주제

의 수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그동안 학교 음악교육에서 누락되

었던 음악산업에 대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다.

셋째, 음악산업의 과정의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모둠 활동을 통해 음악

적 감성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역량, 자기관리 역량 등의 핵심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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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그동안 교육과정과 교육부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지

만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 되지 못했던 음악산업 분야에 대해 주목하여 앞

으로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음악산업에 대한 연구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음악산업과 관련한 지도가 활성화되

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재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기본적인 음악산업의 양상으로 자리 잡

아 왔던 기획사의 운영 방식과 CD 음반 제작 등을 다루었지만, 음악산

업의 흐름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바 CD

음반에 대한 수요의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SNS를 통한 아티스

트 캐스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음악 제작 등에 관해서도

음악산업 관련 수업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자유학기제를 통한 음악교육의 활성화, 시대를

반영한 음악교육의 발전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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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Instructional Design and 

Teaching Method for 

“Music and Industry” in the 

Free Learning Semester System

Yom Woo Jung

Major in Mus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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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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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teaching plan for the

“Music and Industry” program that will be applicable to the

middle-school Free Learning Semester System. ‘Music industry’ is

one of the content areas of student music appreciation in the

curriculum revised in 2015.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encourages teaching about the music industry in the Fre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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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ester, presenting the handbook of music industry, because it is

difficult to cover it adequately during music classes within the normal

semester. Currently, programs related to the music industry are not

operating efficiently in the Free Learning Semester. This “Music and

Industry” program will bring vitality to music classes as students

learn about the music industry in the Free Learning Semester. The

studies comprising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 an investigation was made of the actual situation of the

music industry programs taught as part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s in middle schools in Seoul, and was discussed the

conditions for developing the music industry program in the Free

Learning Semester.

Second, a plan for teaching “Music and Industry” was developed

that included a step-by-step plan for lessons, improving core

competencies, co-teaching and community connections. And the theme of

the program was made of the music production and recording industries.

Third, a design for the “Music and Industry” program was

developed to consist of 16 periods comprising 8 time blocks of 2

periods each. Content for these included a theoretical knowledge of

the music industry as well as production, song selection, lyric

writing, recording, and designing and releasing an album.

The present study will reduce difficulties in managing the Free

Learning Semester system, supporting from the school for music

education and developing music education field. Further, it will

revitalize the program about the music industry program and can be

modified to suit each school music class.

keywords : Music Education, Music Industry, Free Learning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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