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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음악은 조성음악에 비해 접근하기 난해하고 표현 활동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대음악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현대음

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학습자에게 창의

성을 길러주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지도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영화를 활

용한 현대음악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고등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한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문헌을 통

해 현대음악의 특성, 교육적 가치, 교육 방법, 그리고 영화와 현대

음악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의 현대음악과 영화음악 영역을 살

펴봄으로써 현대음악 교수-학습법이 다양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현대음악 교육을 다각화할 수 있

도록 영화를 활용한 현대음악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현대음악 교육을 다각화하기 위한 교수-학습 단계와 지도안을

위한 제재곡 선정은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었다. 제재곡은 현대음

악이 영화에 활용된 예시를 바탕으로 선정하되, 다양한 현대음악

의 양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원시주의 음악, 음향음악, 미니멀음악

에서 선정하였다. 각각의 양식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영화에 적용

되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현대음악의 이해를 돕고, 표현,

감상, 생활화의 다양한 영역을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 단계와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현대음악과 음악교육 전문가 3인이 연구 결

과에 대한 타당도와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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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음악은 주로 인상주의, 원시주의, 표현주의 악곡에 제한되어

있었다. 게다가 현대음악의 활동영역은 조성음악에 비해 접근하기

어려워 감상영역에 주로 국한되어 있었다. 현대음악 교육이 감상

영역뿐만 아니라 표현, 생활화 영역을 아우르기 위해서 영화를 활

용한 학습활동 및 지도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각 악곡의 특징이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은 현대음악의

특징을 좀 더 쉽게 배울 뿐만 아니라 표현, 감상, 창작 활동을 통

해 현대음악에 대해 통합적인 경험을 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중학

교 교과서 분석을 연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교과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영화를 활용한 현대음악 교육 방법뿐만 아

니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요어 : 음악교과서, 고등학교, 현대음악, 지도방안, 영화

학 번 : 2016-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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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예술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되어 왔다. 음악 또한 수세기동안 그 사회와 문

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양식과 기법, 음악적 사조 등이 나타남으로 그 시

대를 대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음악은 전통적 양식에서 벗어나 다

양하고 새로운 양식으로 발전해왔다. 변화와 다양성을 지향하는 삶에서

동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통해 현대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현대음악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음

악을 이해하고, 창의력, 사고력, 비판력을 넓히고 전통적인 음악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음악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음악의 교

육적 가치는 중요하다(이연경, 1995).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창의적이고 타인과 소통하며 인류 문화

를 향유, 발전시키는 인간상을 추구한다. 음악을 통해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한다

(교육부, 2015).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의 음악을 아우르는 것도 중요하지

만 현대음악을 다루는 것이야말로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통해 현시대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 음악수업에서 다루는 제재곡의 대부분은

18-19세기 조성음악을 다루고 있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도 현대음악을

다루는 것을 어렵게 느껴 현대음악의 빈도가 조성음악에 비해 낮은 편이

다. 또한 감상영역에 주로 치우쳐 있으며, 현대음악의 지도환경이나 교수

-학습법이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박은선, 2008; 김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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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음악수업의 활동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영역으로 나누어져 있

다. 조성음악에 비해 음색이나 음향 등이 강조된 현대음악에서는 가창이

나 기악 등의 활동이 제한적이라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음악적 체험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음색, 기법, 음향 등을 학습함으로

현대음악을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다양성이 반영된 현시대를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어려운 접근성으로 인해 감상 위주로 치우쳐진 현

대음악 수업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가능한 교수법이나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대음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학

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익히도록 하는 것은 큰 의

미가 있다. 음악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지만, 교육과정에

서 음악의 생활화를 강조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

기 쉽고 대중화가 되어있는 영화라는 매체를 선택하였다.

영화는 시각과 청각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매개체로, 영화를 통

해 학생들이 음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영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쉽게 다가감으로 교육적 가치

를 높일 수 있고(정하나, 2017), 효과적인 흥미 유발 자료로써 음악에 대

한 사고력을 길러주며 다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박진홍, 2010).

이러한 가치에 비중을 두어 영화음악을 활용한 연구들은 많지만,

18-19세기 클래식에 한정된 내용에 집중되어 있고 현대음악과 접목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특히 기존 현대음악이 영화에 활용되어 현대음악

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더욱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현대음악 영역을 분석하

여 현대음악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대음악 교육을 다각화하기 위하

여 다양한 현대음악 교수-학습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수-학습법의 도

구로 영화라는 소재를 활용하기 위해 교과서의 영화음악 영역 분석이 병

행될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화를 활용한 현대음악 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양한 영화가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고등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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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선택하였다. 선택한 제재곡은 애니메이션 <판타지아 1940(Fantasia

1940)>(1940)의《봄의 제전(The Rite of Spring)》(1913), 영화 <셔터 아

일랜드(Shutter Island)>(2010)에 삽입된《론타노(Lontano)》(1967), 영화

<어바웃 타임(About Time)>(2013)에 삽입된《거울 속의 거울(Spiegel

im Spiegel)》(1978)이다. 이를 통해 현대음악을 감상하고 통합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지도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분석을 통한 영화 활용 현대음악 지

도방안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는 기존의

관련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교수-학습 단

계 모형을 개발한 후 그에 따른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음악 특성 및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을 확인하고, 음악교육

에서 현대음악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영화와 현대음악의 연관성과 이를 활용한 학습 방법 유형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중 출판사가 같은 5종의 교과서의 현대음악

영역을 비교 및 분석을 하였다.

넷째,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과목 중「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 4종의 현대음악 영역과 영화음악 영역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

합적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였다. 영화를 활용한 교수-학습 단계 모형

을 개발하여 고등학교 음악수업에 맞는 표현, 감상, 창작의 활동으로 지

도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 4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는 2009 개정판 10종의「음악과 생

활」과 3종의「음악과 진로」, 2015 개정판 10종의「음악」, 5종의「음악

감상과 비평」, 1종의「음악 연주」교과서가 있으나 출판사가 같은 5종

의 2009 개정판「음악과 생활」과 2015 개정판「음악」교과서 및「음악

감상과 비평」4종을 포함한 총 14종에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영화를 통한 음악수업을 위해 선정되는 영화 종류에는 다양한

영화가 있을 수 있으나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영화의 선정을 위해 관람

등급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는 제외하였다.

셋째, 현대음악의 다양한 양식이 있으나 기존에 작곡된 현대음악이

영화에 활용된 현대음악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음악의

양식 중 원시주의, 음향음악, 미니멀음악의 세 가지 양식으로 제한하였

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업지도안은 총 5차시에 걸친 수업으로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외의 악곡도 다루고 있으며, 지도안의 적용에

수업 시간 할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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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현대음악의 특성 및 교육적 가치

1) 현대음악의 특성

예술에서 ‘현대’라는 의미는 연대보다 미학, 기법의 뜻을 지니고 있다

(Griffiths, 1998). 즉, 현대음악은 전통적인 조성음악 방식에서 벗어나 새

로운 작곡 기법과 다양한 표현방식을 활용한 음악을 나타낸다.

현행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는 20세기와 21세기의 음악사조를 근·현대

로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역사, 문화사에서 현대와 근대로 구분하는

개념에 따라 음악에서도 19세기 말부터 제1차·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의

음악을 근대음악이라 하고, 제2차 세계대전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음악

적 양식과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지닌 음악을 현대음악이라 부르고 있

다. 즉, 19세기 후반의 인상주의, 원시주의, 표현주의, 신고전주의, 무조음

악, 12음기법, 음렬음악, 구체음악, 전자음악, 우연성 음악, 미니멀음악,

음향음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음악들을 현대음악으로 구분 지을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Modern Music’의 역어로, 근대나 현대 사이

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대음악은 20세기 이후,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각 오늘날까지의 음악이라고

범위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전위적인 음악가 중에는 음악에서의

‘불확실성’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1950년대 말 이후의 음악이라고 말한

다(김민정, 김지현, 2011).

현대음악의 시기를 구분함에 있어서 기존의 문헌들은 양식이나 시대

적 흐름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토대를 바탕으로

오희숙(2004)에 따르면 시기 구분을 1908년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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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1951)의 무조음악을 시작으로 1기(1908-1920), 2기(1920-1932), 3기

(1932-1945), 4기(1945-1975), 5기(1975-현재)로 구분한다.

제1기(1908-1920)는 쇤베르크의 작품을 기점으로 서양음악의 구조적

기본틀로 작용했던 조성체계가 그 기능과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쇤베르

크의 ‘불협화음의 해방’에 따라 12음이 자유롭게 나타난 ‘무조음악’이 나

타나게 되었고, 무조음악은 쇤베르크와 그의 제자 베베른(Anton

Webern, 1883-1945), 베르크(Alban Berg, 1885-1935)등의 제2비엔나 악

파의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러시아 작곡가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는 초기 발레음악에서 단일 화성의 리듬적 반복

을 통한 원시주의 음악을 통해 기존의 규칙적 박자체계를 벗어난 ‘리듬

의 해방’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바르토크(Béla Bartók,

1881-1945) 또한 민속적 요소를 토대로 독자적 양식을 구축해나갔다. 한

편 다른 방향으로 조성음악을 탈피하는 시도도 있었다.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는 그의 피아노 음악에서 화성의 병진행, 온음음계,

5음음계 등의 사용으로 조성적 체계를 벗어나는 시도를 하였고, 스크리

아빈(Alexander Scriabin, 1872-1915)은 성격이 다른 4도 화음을 기본으

로 하여 중첩한 ‘신비화음(Mystic Chord)’을 통해 화성 색채에 신비감을

주어 기존 조성 체계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제2기(1920-1932)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많은 변화가 일어

난다. 쇤베르크의 ‘12음기법’과 함께 베베른, 베르크의 ‘음렬음악’은 20세

기 초반의 음악방향을 바꾼 현대적 음악어법으로 20세기 후반 음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한편 12음기법과 대조적으로 전통에 대한 재관심

으로 ‘신고전주의’가 등장한다. 19세기 이전의 조성, 형식, 기법 등을 접

목하는 경향을 추구하며 스트라빈스키, 힌데미트(Paul Hindemith,

1895-1963) 등의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다.

제3기(1932-1945)에는 20세기 초반에 빠르게 발전하였던 신음악의 발

전 속도가 느려진 시기이다. 1929년 이후에 나타난 세계적 경제 공황과

1933년 독일의 나치즘의 대두 등으로 신음악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스

탈린의 예술 정책으로 음악의 실험적 시도가 힘들어지고 단순성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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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중성에 의미를 둔 음악이 탄생하게 되었

다. 이 시기에 유럽에서 활동하던 많은 작곡가들의 미국 망명은 미국이

새로운 음악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제4기(1945-1975)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재건을 위한 시도들

을 시작하였고, 작곡가들도 그 동안의 침체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이 시기동안 나타난 새로운 양식들은 다양하게 전개되었

다. 베베른의 음악어법을 발전시킨 ‘총렬음악’이 1950년대를 대표하는 중

요한 양식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이 동참한 이 음악양식은

음고, 강세, 음길이, 음색 등 모든 음악의 구성요소를 음렬화하여 제어를

하는 양식이다. 한편 총렬음악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우연성 음악’ ‘전자

음악’ 그리고 1960년대 리게티(György Ligeti, 1923-2006), 펜데레츠키

(Krzysztof Penderecki, 1933-)를 중심으로 한 ‘음향음악’을 낳았다. 특히

케이지(John Cage, 1912-1992)에 의해 시도된 여러 가지 실험적 음악이

전통적 기법을 벗어나 음악의 개념 및 범위를 확장시키며 다른 예술분야

에서 나타난 아방가르드 운동을 음악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제5기(1975-현재)에는 사회·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남으로 인해

음악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는 20세기의 다양한 음악적 양식에 더

해 옛 전통적 양식까지 혼합되기도 하는 다채로운 모습으로 음악적 특징

이 나타난다. 1970년대 이후 ‘신낭만주의’ ‘신조성주의’의 추세로 청중과

의 의사소통에 큰 비중을 두어 이전 음악 형식으로 복귀하려는 경향도

나타났고 ‘미니멀음악’, ‘인용음악’과 같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

였다.

이러한 20세기 음악은 기존의 전통적인 조성의 기본적이고 조직적인

사고와 달리 다른 양식의 음악적 표현을 추구하였고 이는 전통적인 형식

에서의 질서의 원리인 방향과 진행의 예상을 벗어나 새로운 종류의 관계

를 제시하였다(Salzman, 2001).

20세기 서양음악은 전통적 양식의 조성, 화성, 기법과의 급격한 단절

을 보이며 새로움을 추구한다. 이러한 음악은 일관된 양식을 추구하기보

다 각각의 작곡가들에 의해 개성 있게 발전되었고, 20세기 초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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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음악, 12음음악, 신고전주의, 실용음악, 신객관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총렬음악, 전자음악, 음향음악, 우연성 음악, 미니멀음악,

신조성주의, 인용음악 등의 다양한 경향으로 전개되었다. 다양한 양식으

로 발전된 20세기 음악은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오희숙, 2004).

이러한 현대음악의 특징은 시기별로 다양성과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

지만 공통적으로 이전 시대와 다른 현대음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측면

에서 찾아낼 수 있다(민은기, 2013; 오희숙, 2004; 허영한 외, 2009).

첫째, 20세기 초 작곡가들은 약 300여년 간 서양음악을 지탱해온 공

통관습인 조성을 붕괴시켰다. 선율과 화성에 조성적 중심을 두지 않거나

모호하게 만들었다. 음계 역시 온음음계, 5음음계, 교회선법 등 다양한

음계를 사용하거나 선율을 파편화하고 체계화하기도 하였다. 화성 또한

장·단조 체계를 확대하거나 3화음의 기능을 약화시켜 조성의 느낌을 사

라지게 만들어 불협화음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둘째, 음색의 확대이다. 20세기 음악은 이전 시대의 음악과 달리 음의

재료를 악기나 인성에 국한하지 않고 기계음, 전자음은 물론 소음까지

소리의 영역을 확장 시켰다. 또한 타악기 영역의 확대로 현악기나 관악

기를 타악기처럼 연주하는 기법을 사용하거나 특수주법들을 사용하고 타

악기만으로 새로운 음향을 창조해내기도 한다. 선율과 화성에 의존하였

던 이전 시대의 음악과는 달리 클러스터(Cluster)나 음색의 변화로 악곡

을 이끌어 나가는 변화들이 시도되었다.

셋째, 리듬과 형식의 해방이다. 20세기 작곡가들은 규칙적인 리듬과

박자에서 벗어나 비전통적인 박자기호나 박자의 불규칙 분할 등 복잡한

구조를 보인다. 음악 형식에도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전통적인 형식구조

는 많은 변형을 수반하였고 음악의 짜임새 또한 통일된 양식이 아닌 다

양한 양식이 공존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형

식을 이루거나 단일 소재의 활용으로 일정한 반복의 과정을 통해 곡을

이루어 단순함이 음악 전체를 이끌어 나가기도 한다. 조화와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던 20세기 이전과 달리 음악 미학적 개념이 바뀌어 음악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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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리듬이 복잡성과 다양성을 띠고 있다.

즉, 현대음악의 다양한 양식과 음악적 특징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

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혁명, 기계문명의 발달이 음색의 확대와

리듬의 해방, 새로운 음향과 다양한 형식들로 표현이 되었다. 변화하는

시대의 모습에 맞게 현대음악의 표현양식이 좀 더 다양하고 새로워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2) 현대음악의 교육적 가치

현대사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하며 다양한 문화를 형성한다.

그 속에서 음악 또한 시대적·문화적 사회를 반영하며 새로운 양식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현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현대음악

을 학습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

현대음악은 전통적인 조성체계에서 벗어나 음악 요소를 다양하고 새

로운 형태의 소재로 표현하고, 구조나 형식을 자유롭게 사용한다. 이러한

현대음악의 특성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

다(이종구, 1999).

미국은 1959년부터 포드 재단의 후원을 받아 3년간 젊은 작곡가들을

학교에 파견하여(Young Composer Project: YCP) 현대음악의 연주, 창

작,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현대음악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

고 이는 현대음악 프로젝트(Contemporary Music Project: CMP)로 확장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현대음악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과 학교

음악수업에서 현대음악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창의

성 계발과 음악적 성장에 영향을 주는 목적을 지녔다(Mark, 1992).

1965년 미국 음악교육자 협회(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MENC)가 수행한 맨해튼빌 음악교육과정 프로젝트(Manhattanville Music

Curriculum Project: MMCP)는 브루너(Jerome Bruner, 1915-2016)의 나

선형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창의적 접

근방법을 중요시하며 포괄적 음악성 계발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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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글우드 심포지엄(Tanglewood Symposium)에서 ‘미국 사회내의 음악’

이라는 주제 하에 논의된 내용에서도 음악 교과과정에 모든 시대의 음악

과 양식, 그리고 모든 문화권의 음악이 포함될 것을 강조하였다(Mark,

1992; 민경훈 외, 2013).

독일 역시 1970년대 이후 시대의 다양한 사조와 변화에 밀접한 관계

를 맺는 현대음악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군트라크(Willi

Gundlach, 1929-), 하인트리히스(Heinz-Albert Heindrichs, 1930-), 빈코

프스키(Bernhard Binkowski, 1912-2002), 놀테(Ernst Nolte, 1923-2016)

등과 같은 많은 음악교육 학자들은 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

다고 강조하였고 그들이 연구한 현대음악 학습법은 20세기 음악교육 발

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놀테는 사회적 영향력에 강하게 노출

되는 어린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감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음악

수업을 통해 주변에서 발생하는 음향 현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음악 현상을 즐기고 비판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다고 하였다(민경훈, 1999a, 2009).

민경훈(2012)은 인간이 음악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의미를 내적 음

악의미(Inherent Musical Meaning)와 맥락적 음악의미(Context Musical

Meaning)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내적 음악의미는 악곡의 구조가 소리

의 유기적 재료와 결합하여 의미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맥락

적 음악의미는 모든 음악적 상황들이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으로부

터 의미가 유인된다는 것이다. 현대음악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

어나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음악과는 다른 낯선 소리의 유기적

재료, 구조, 악곡들이 연관을 맺으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즉 현대

음악은 사회적·정치적인 맥락과 연관되므로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며 감

상하였을 때 큰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현대음악을 통하여 새로운 관념

을 익히고 지식의 확장을 통하여 과거 음악과의 차이,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음악을 더욱더 넓은 안목으로 현대음악에 접근할 수 있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는 경험을 목표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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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음

악활동을 통해 음악성을 계발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교육부, 2015). 현

대음악은 현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미학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으

며 현대음악을 학습함으로써 현시대의 문화와 음악을 이해하고 이전 시

대와 다른 시대적 상황과 음악적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

현대음악은 이전 시대의 고정적 양식에서 벗어나 작곡가 개성이 드러

나는 자유로운 방법으로 다양한 음악적 양식을 나타내고, 빠르게 변화하

는 시대적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현시대의 사회

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창의성 계발과 음악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학생들이

현대음악에 쉽게 접근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와

교수법 및 구체적인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교육현장

에서 현대음악을 활용하는 수업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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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교육에서 현대음악 교육의 실제

독일의 음악교육 학자 놀테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교육의 구조를 연

구 단계, 계획 단계, 현장 단계로 분류하였다(Hörmann, 2007; 민경훈,

2009 재인용). 본 연구는 음악수업연구의 계획 단계에 속하며, 현장 단계

에서의 적용을 위해 현대음악의 악곡마다 다양한 특징을 개념화하고 가

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각 활동 영역들과 관련하여 통합적 접근방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음악에 관한 통합적 연구

는 많지 않고 주로 감상과 창작활동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이

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현대음악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민경훈(2005)은 현대음악을 학습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하였

다.

1.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2. 동기 유발

3. 단계적 지도방법 연구

4. 악보 준비

[그림 Ⅱ-1] 현대음악 학습을 위한 조건

우선 학생들이 새로운 음악, 낯선 음향에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제

공해준다. 기존의 익숙한 음악과 다른 새로운 음악에 집중함으로써 학생

들에게 동기유발을 끌어낼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인지발달단계나 학

습상태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현대음악의 선곡 및 단계적 지도방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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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단계 지도방법 학습내용

동기화

1. 듣기 관련 지도방법
언어를 통한 표현력, 사고력, 정서적

느낌 및 동기유발

2. 음악외적 관련 지도방법
작곡가의 이해 및 타 과목과 연계활

동

개념화 3. 악보 관련 지도방법
악보읽기, 악기편성, 악곡형태, 연주

형태

분석·개념화
4. 구조 및 구성요소 관련 지도

방법

악곡의 구조, 음악의 구성요소 (리

듬, 가락, 형식/형태, 셈여림/음의 강

도, 음색, 등)

평가·가치화 5. 종합적 이해와 평가 종합적 이해 및 능력평가

상해야 한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독일에서 그림 악보나 그래프 악보 즉,

도식 악보를 도입함으로써 효과적인 즉흥연주와 감상이 가능하게 되었고

(민경훈, 1999b), 이는 오선 악보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악곡의 구조적 이

해를 도와줄 수 있다. 또한 현대음악 학습은 상황에 따라 음악사, 음악심

리학, 음악교육학 등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현대음악의 감상활동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민경훈(2005)은 리

히터가 제시한 감상 학습 방법을 기초로 하여 현대음악 학습의 단계별

지도방법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표 Ⅱ-1> 현대음악 학습의 단계별 지도방법

이러한 단계별 지도방법을 통하여 낯선 음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고 현대음악의 독특한 음악 어법과 새로운 양식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사고력, 비판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지현(2011)은 음악 창작활동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

작지도 모형안을 Webster의 창의적 사고모형과 Kratus의 관점을 종합하

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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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유형 내용

1단계
창의적 음악사고, 소

리 탐색 및 표현

주변환경의 소리 탐색, 악기 연주 방법 탐색,

자유로운 기보 표기 등

2단계 즉흥표현, 즉흥연주
신체를 활용한 즉흥표현,

오스티나토와 보르둔을 활용한 즉훙표현

3단계 작곡

1. 변형 작곡 : 제재곡의 리듬 또는 가락을 변형

2. 제한 작곡 : 마디, 음표, 화성 등을 제한

3. 자유 작곡 : 다양한 틀과 범위를 제시

<표 Ⅱ-2> 단계별 음악 창작지도 유형

창작지도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단계별 지도법을 통해 창의적인 음악적 사고를 길러줄 수 있다.

현대음악의 창작지도 또한 이와 같은 단계별 지도법을 활용하여 지도한

다면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음악 개념을 학습하고 창의력 증진과

사고력을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창의적 음악 활동을 위해 교사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

고 학생들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표현을 위한 적절한

방도를 찾는 것을 도와주며 창작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또

한 많은 개념보다 몇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개념에 대한 충분

한 이해를 돕고, 창작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이홍수, 1992;

박지현, 2011).

김지은(2013)은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음악 악곡을 바탕으로 창작지도

안을 제안하였다. 드뷔시의《목신의 오후 전주곡(Prélude á l'aprés-midi

d'un faune)》(1894)을 학습하여 반음계, 온음계, 병행 화음을 사용하여

선율과 병행 화음을 창작하는 활동과 쇤베르크의 12음기법을 학습한 후

음렬을 만들어 교사가 제시한 리듬과 함께 자유롭게 선율을 창작하는 활

동을 제시하였고 스트라빈스키의《봄의 제전》을 통하여 불규칙 악센트

와 혼합 박자를 활용한 리듬 창작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창작활동을 통

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창작하는 과정 역시 교육적으로 가치

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 여전히 현대음악에 대해 어려워하고 기법

을 활용한 창작활동에 대해 난해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생

들이 신기하고 재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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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영역에 대한 지도 연구가 많지 않고 주로 창

작활동 또는 감상활동 위주로 지도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12음기법, 미니

멀음악, 우연성 음악 중심의 연구물이 많았다(최낭경, 2006; 박은선,

2009; 윤찬영, 2010; 조슬기; 2010, 박고은, 2010; 정다움, 2014; 김민제,

2015; 박해례, 2015; 유준, 2018).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현대음악의 다양한 양식을 어우르

며 표현, 창작, 기악의 다양한 영역이 연계된 통합적인 방법의 연구가 필

요한 상황이다. 교과서를 비롯한 많은 현대음악 학습법이 감상활동 위주

로 이루어져 있으나 더욱더 확대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에

게 다양한 음악적 체험과 개방성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감상활동도

단순히 악보와 음원을 제시하여 학습하는 활동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현대음악의 특징을 활용하여 창작, 기악 등의 활동을 병

행하여 더욱더 많은 교수-학습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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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를 활용한 현대음악 학습 방법

1) 영화와 현대음악의 연관성

영화 역사 속에서 현대음악은 꾸준히 존재해 왔다. 특히 현대음악은

조성음악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긴장감이나 내면 심리, 다양성과 독창성

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화음악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역할을

한다(이재신, 2014).

고전 할리우드 시기의 영화음악은 19세기 오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

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어왔다. 이 시기의 영화들이 중요시하는

연속성을 가장 명확하게 부여하는 요소로 내러티브(Narrative)1) 위주인

할리우드 영화가 음악을 하나의 나레이션(Narration)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가장 비슷한 형태인 19세기 오페라, 특히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의 음악에서 많은 것을 끌어왔다고 말한다. 바그너의 화성과

리듬, 무한선율 등은 음악을 나레이션으로의 가능성을 극대화했고, 라이

트모티프(Leitmotif)2)도 주요한 소재가 되었다.

고전 할리우드 초기의 선구자들인 스타이너(Max Steiner, 1888-1971),

뉴먼(Alfred Newman, 1900-1970), 코른골트(Erich Wolfgang Korngold,

1897-1957)등이 바그너를 비롯한 푸치니(Giacomo Puccini, 1858-1924),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의 오페라 음악 특성을 계승한 것으로 보았을 때 영화음악의

탄생과 기능은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 고전 음악의 기법과 특성을

이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영화음악에 처음으로 현대음악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아이젠

슈타인(Sergei Eizenshtien, 1898-1948)의 영화 <알렉산더 네프스키,

(Alexander Nevsky)>(1938)에서 프로코피예프(Sergei Prokofiev, 1891-1953)

1) 영화의 전달되는 모든 사건, 추론 등의 모든 것들을 특정 구조로 체계화, 배열하여 이

야기를 구성하는 것.

2) 유도 동기. 바그너의 음악극에서 인물, 감정, 사물 등과 결부되어있는 동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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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악 작업이다. 여기서 이미지의 공간적 조형과 사운드의 시간적 조

형을 영상과 음악의 완벽한 일치를 시도하였다.

1940-50년대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영화음악에

도 다양한 개념이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범죄와 관련

된 필름 느와르(Noir) 영화들이 전성기를 맞아 등장인물의 심리 변화, 특

히 불안감의 표현을 중시하여 영화음악 기법에 현대적인 요소들이 가미

되었다. 불협화음, 무조성 등 현대음악의 기법들을 수용하였다. 또한 유

럽 음악의 틀을 벗어나 미국의 현대음악을 영화에 활용한 코플랜드

(Aaron Copland, 1900-1990), 노스(Alex North, 1910-1991)는 바그너식

라이트모티프 사용을 회피하고 미국 영화가 지닌 광활한 시각적 공간성

을 음악과 일치시키기 위해 현대음악이 지닌 특성을 영상과 연결시켰다.

미국 영화음악 작곡가 레너드 로젠만(Leonard Rosenman, 1924-2008) 또

한 <거미집(The Cobweb)>(1955)에서 12음기법, 무조음악, 불협화음, 전

위성 등의 현대음악적 특성을 내세웠다.

1960년대에는 미국의 스튜디오 시스템 붕괴로 인하여 낭만주의적 대

규모 오케스트라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와해되고 고전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영화감독 스탠리 큐브릭(Stanley Kubrick, 1928-1999)

은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A Space Odyssey)>(1968)와 <시계 태엽

오렌지(A Clockwork Orange)>(1972), <배리 린든(Barry Lyndon)>(1974),

<샤이닝(The Shining)>(1980) 등에서 창작 음악이 아닌 기존의 고전 음

악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영화의 예술적 표현을 극대화 시켰다.

1960-70년대부터 전자음악을 비롯한 현대음악이 영화에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 1932-)나 제리 골드스

미스(Jerry Goldsmith, 1929-2004) 등 현대음악적 기법을 사용하는 작곡

가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영화음

악 또한 다양성을 갖게 되어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글래스

(Philip Glass, 1937-), 니만(Michael Nyman, 1944-) 사카모토(Ryuichi

Sakamoto, 1952-) 등이 순수음악계뿐만 아니라 영화음악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작곡가이다(한상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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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는 음악뿐만 아니라 그 영화의 배경 속에 특정 시대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요소들이 내제 되어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의 통

합적 접근으로 그 시대의 맥락적 접근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그 시대의 음악과 삶에 대한 다양한 사고의 확장과 경험이 가능하다(박

진홍, 2010).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영화음악의 장르, 표현력, 음색 등이 다양화되

고 있다. 영화라는 소재는 대중들이 현대음악에 다가갈 수 있는 매개체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화를 통한 현대음악의 학습은 접근이 용이하며

음악을 통하여 현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클래

식의 영향을 받은 영화음악 기법은 현시대 또한 현대음악의 영향을 받고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현대음악의 높은 교육적 가치에 비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을 때, 영화를 통해 현대음악을 학습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더욱더 흥미롭게 현대음악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

다.

2) 현대음악 학습 방법 유형

현대음악 작곡가 글래스, 니만, 이노(Brian Eno, 1948-) 등의 영화음

악 작업으로 인한 파급효과와 전자음악에 대한 보편화로 1980년대 이후

영화음악계에서 불협화음, 음의 왜곡, 미니멀음악 등의 현대음악적인 요

소의 도입이 두드러진다. 현대음악 작품을 적절히 사용한 스탠리 큐브릭

의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를 비롯하여 <배트맨(Batman)> 시리즈,

<엑스맨(X Men)> 시리즈 등의 영화에 현대음악 기법들이 영화음악 속

에 녹아들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음악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테크놀로

지(Technology)의 보급은 현대음악과 영화음악의 경계 설정이 모호해진

다(고희은, 2003).

따라서 영화를 활용한 현대음악 학습 방법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영화를 위해 순수하게 작곡된 영화음악 중 현대

적 기법을 사용한 음악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작곡된 현대음악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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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곡하여 배경음악으로 활용한 것이다.

영화 속 현대음악기법을 활용한 영화음악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

면 다음과 같다. 증2도나 증4도의 음정 관계 혹은 클러스터를 활용한 불

협화적인 음색, 악기들의 현대적 주법이나 실험성을 통하여 불안한 분위

기나 긴장감을 조성한다. 다조성3), 미분음, 12음기법4), 미니멀음악등을

사용한 작품들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희은, 2003; 김경화, 2018;

전송이, 2003). 또한 영화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제 발전기법은 라이

트모티프의 사용이다(박은경, 2008). 라이트모티프는 이조, 전조, 화성의

변화, 리듬 변주, 악기의 재구성 등을 통해 통일성과 다양성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제시된 주제가 변형되고 발전됨으로써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암시하여 악곡을 통일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 바

그너의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음악을 활용한 라이트모티프 기법을 학습하

는 방법도 제안할 수 있다.

기존에 작곡된 현대음악을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선곡하여 활용하는

방법은 감독이 의도한 바에 맞게 기존 음악을 영상에 맞추어 편집하는

방법이다. 감독의 의도와 기존의 곡의 느낌이나 분위기가 일치할 때 이

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영화감독 스탠리 큐브릭은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에서 리

게티의《아트모스페르(Atmosphéres)》(1961)를 통해 문명의 개화와 우

주의 발전을 표현하였고 기존 음악을 영화에 활용하는 기법은 이후 많은

영화감독에게 영향을 미쳤다. 영화 <엑소시스트(The Exorcist)>(1973)에

는 펜데레츠키의《폴리모르피아(Polymorphia)》(1961)를 비롯한 5곡과

크럼(George Crumb, 1929-), 베베른의 음악이 사용되었으며 영화 <샤이

닝>, <공포탈출(Fearless)>(1993), <칠드런 오브 맨(Children of

Men)>(2006)에도 펜데레츠키의 음악이 활용되어 음악을 통해 긴장과 어

두움, 공포 등의 느낌을 잘 살렸다. 이 외에도 <오션스 일레븐(Ocean‘s

3) <매트릭스(Matrix)>, <스타워즈(Star Wars)>, <글래디에이터(Gladiator)> 등에서 다

조성을 찾아볼 수 있다.

4) 데이빗 샤이어가 <The Taking of Pelham One Two Three>에서 12음기법으로 작곡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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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en)>(2001)에서 드뷔시의《달빛(Claire de Lune)》(1905), <씬 레드

라인(Scene Red line)>(1998)에서 아이브스(Charles Ives, 1874-1954)의

《대답없는 질문(The Unanswered Question)》(1906), <퐁네프의 연인들

(Les Amants du Pont-Neuf)>(1991)에서 코다이(Kodály Zoltán,

1882-1967)의《첼로 소나타(Cello Sonata) Op.8》(1915), <또 다른 여인

(Another Woman)>(1988)에서 바레즈(Edgard Varése, 1883-1965)의《적

도(Ecuatorial)》(1934) 등의 기존 음악이 영화에 활용되었으며 영화 <셔

터 아일랜드>는 전 곡을 기존 음악으로 활용해 케이지, 슈니트케(Alfred

Schnittke, 1934-1998), 펜데레츠키, 리게티, 셸시(Giacinto Scelsi, 1950-1988)

등의 작품이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많은 예시가 있으나 선율과 화성이 뚜렷하지 않은 현대음

악의 특징으로 인해 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형태로 활용이 되어 현대음

악을 왜곡되지 않고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음악이 영화에 활용될 때 현대음악에 대한 왜

곡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영화의 장면을 통해 현대음악에 접근성을 높이

되, 영화를 최소한의 재료로써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영화에 활용된 현대음악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결과로, 오미희(2008)

는 교과서에 현대음악의 빈도수가 낮음을 지적하여 현대음악이 사용된

영화를 소재로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에

삽입된 리게티의《아트모스페르》와 <혹성탈출(Planet of the Apes)>(1968)

에 제리 골드스미스의《헌트(The Hunt)》를 영화와 연계한 교수-학습법

을 제안하였다. 영화 장면과 음악을 연계하여 감상활동을 하는 지도방안

과 악곡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선율과 화성이 조성음악과 다른 것을 인지

시키고 선율, 화성, 리듬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여 ’클러스터‘에 대한 개

념을 익히고 협화와 불협화에 대한 예시를 통한 감상 수업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 연구는 위에서 분류한 두 가지 유형을 모두 다루고 있는 학

습 방법 유형이지만 감상활동에 한정되어 있다.

다양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현대음악은 그 음악적 특징이 가지

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작곡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현대음악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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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시대의 발전으로 인해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매체를 접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현대음악을 접하게 함으로써 현대음악의 낯섦과 편견 등을 해결하고 흥

미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주로 감상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어왔

던 현대음악 수업은 오감 중 청각에만 집중하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

지만, 영화의 시각적 자료와 함께 받아들인다면 현대음악에 조금 더 수

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4.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현대음악 수업을 위한 단계별 지도방법 연구, 제재곡

을 활용한 현대음악 수업지도방안 연구, 영화음악을 활용한 수업지도방

안 연구 등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박지현(2011)은 초등학생의 음악 창작활동 과정 및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음악 창작활동의 중요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며 단계별 창작 지

도 유형과 창작 지도 단계를 개발하여 음악적 이해를 증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민경훈(2005)은 음악교사를 위한 현대음악 지도방법 연구에서 쇤베르

크의《바르샤바의 생존자(A Survivor from Warsaw)》(1947)를 중심으

로 현대음악 감상의 단계별 지도방법을 제시하였다. 현대음악 학습을 위

한 조건과 단계별 지도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구상하였다.

김지은(2013)은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음악 악곡을 바탕으로

창작지도안을 제안하였다. 드뷔시의《목신의 오후 전주곡》과 쇤베르크

의 12음기법, 스트라빈스키의《봄의 제전》을 활용한 현대음악 기법을

활용한 창작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오미희(2008)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에 삽입된 리게티의

《아트모스페르》와 영화 <혹성탈출>의 음악《헌트》를 제재곡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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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현대음악이 영화에 활용된 예시와

현대적 기법을 통해 작곡된 영화음악을 제재곡으로 활용하였다. 영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대음악에 흥미를 불러일으켜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방법등을 제시하였다.

박진홍(2010)은 영화음악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에 대한 연구에서 영

화는 효과적인 흥미 유발 자료이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경험할 수 있

고 음악에 대한 맥락적 접근을 유도하면서 음악에 대한 사고를 유발하는

자료로써 음악과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자료라

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현대음악에 대한 교수-학습법의 연구가 미비

하며 다양한 방법의 교수-학습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화라는 소재는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다루어 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영화를 통하여 현대음악에 대한 접근을 수

월하게 하는 지도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영화가 흥미 유발의 소재 이상

으로 현대음악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도와주고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접근성이 어려운 현대음악을 영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음

악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영화의 장면을 활용하거나 제재곡의 현대적

기법을 통해 감상뿐만 아니라 기악, 창작 등으로 발전된 수업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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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대음악 학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와 수업 구안을 위해 선정한 영

화에 활용된 현대음악 악곡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행 고등학교 음악 교육과정의 과목명은 다음과 같다. 2009 개정 교

육과정에 의해 개정되어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일반 선택 과목

「음악과 생활」과「음악과 진로」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

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인「음악」과 진로 선

택 과목인「음악 연주」와「음악 감상과 비평」이 있다.

조사는 연구자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정된 음악 과목 교과

서 중「음악과 생활」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정된 음악 과목

교과서 중「음악」과「음악 감상과 비평」교과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

다.

다음에 제시한 <표 Ⅲ-1>은 연구 대상을 과목명별, 출판사별로 구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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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시기 교과서명 출판사명

2009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A

2009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B

2009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C

2009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D

2009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E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 A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 B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 C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 D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 E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 감상과 비평 가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 감상과 비평 나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 감상과 비평 다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 감상과 비평 라

<표 Ⅲ-1> 연구 대상

2009 개정판「음악과 생활」의 교과서명이 2015 개정판에서「음악」

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됨에 따라「음악과 진로」가 사라지고「음악 감

상과 비평」과「음악 연주」라는 새로운 과목이 신설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 「음악과 생활」에 포함된 내용이 신설된 두 과목으로도 일부 이동

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2009 개정 교과서인「음악과 생활」과 2015

개정 교과서「음악」을 비교 분석하되, 영화음악 내용은「음악 감상과

비평」교과서에 주로 수록되었기에「음악 감상과 비평」교과서도 함께

비교분석을 하였다. 「음악과 생활」과「음악」교과서 비교 선택 기준은

음악교과서가 개정됨으로써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음악 과목 교과서의 출판을 모두 맡은 출판사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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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에 의해 개정된「음악과 생활」교과서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

정된「음악」과「음악 감상과 비평」을 분석한다. 이후 현대음악이 사용

된 영화와 학습을 위한 곡을 선정하고 지도방안을 조직 및 구안한다. 구

안한 지도방안은 타당도를 검증 후 수정을 통하여 최종 지도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Ⅲ-1]와 같다.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을 통한

문헌 고찰

2009 개정 음악교과서 및

2015 개정 음악교과서 분석

현대음악 및 영화 선정

지도방안 조직 및 구안

지도방안의 내용 타당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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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지도방안 수정 및 제시

[그림 Ⅲ-1] 연구 절차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 5종을 선택하여 출판사별로 2009 개

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음악과 생활」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음악」중 현대음악이 수록된 부분을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출판사별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현대음악 작곡가와 작품, 학습활동 내용을 중심으

로 교과서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과 비중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비교

및 분석하였다.

또한 영화를 활용하여 현대음악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본 연구 의도에 따라 교과서에 수록된 영화음악을 분석하기 위해

살펴본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정된 음악교과서 중 영화음

악 영역은 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음악 감상과 비평」에 수

록되어 있었다. 따라서「음악 감상과 비평」교과서 4종에서 영화음악을

다루고 있는 영역을 따로 분석하였다. 이 교과서는 선택과목으로 현장에

서는「음악」또는「음악 감상과 비평」중 하나를 선택해서 학습하게 되

므로「음악 감상과 비평」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음악 영역에 대해

서도 또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만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는 다음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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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시기

현대음악 학습 내용

분량
양식 작곡가 작품명

영

역
내용 요소 기능(활동)

<표 Ⅲ-2>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표현

∙소리의

상호 작용

∙음악의

표현 방법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소리의 상

호 작용과 음악의 표현 방법을 이해

하여 노래, 연주, 음악 만들기, 신체

표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다.

음악의 구성
∙노래 부르기

∙악기로 연주하

기

∙신체표현하기

∙만들기

∙표현하기
자세와 연주법

감상

∙음악

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

∙음악의

배경

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 요소와 개

념, 음악의 종류와 배경을 파악하여

음악을 이해하고 비평한다.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구별하기

∙표현하기

∙설명하기

다양한 종류의 음

악

음악의 역사․문

화적 배경

생활화

∙음악의

활용

∙음악을

즐기는

태도

음악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음악이

삶에 주는 의미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갖는다.

음악과 행사
∙참여하기

∙평하기

∙조사하기

∙발표하기

음악과 직업

국악의 계승과 발

전

위의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학습 내용을 영역과 내용 요소, 활동으로

구분하고 현대음악의 특성을 살려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틀은

다음 <표 Ⅲ-3>과 같다.

<표 Ⅲ-3> 현대음악 영역 분석틀

또한, 본 연구 지도방안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음악교육 및 현

대음악 분야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구안한 현대음악 지도 내

용 및 방법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타당도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

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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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내용적 측면

내용 적합성
- 선정한 현대음악은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가?

- 선정한 영화는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가?

실제 적용성

- 지도방안은 표현의 영역에서 적용되는가?

- 지도방안은 감상의 영역에서 적용되는가?

- 지도방안은 생활화 영역에서 적용되는가?

<표 Ⅲ-4> 타당도 검증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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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비교 및 분석

1.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비교 및 분석

다음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5종의 고

등학교 음악교과서 중「음악과 생활」과「음악」교과서를 출판사별로 나

누어, 현대음악 수록곡의 현황과 활동내용을 앞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바

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현대음악의 시기 구분은

근·현대를 묶어 20세기 음악으로 서술하고 있다.

1) ‘A’ 교과서

‘A’ 교과서의 2009 개정판은 대단원을 두 단원으로 나누어 가창, 기

악, 창작 등의 표현활동을 하는 단원과 감상활동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2015 개정판에서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맞추어 생

활화 단원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대단원을 다섯 단원으로 나누었다. 가창,

연주, 창작, 감상, 생활화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 개정판

과 2015 개정판 모두 가창 활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

대음악 영역은 감상활동 단원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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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시기

현대음악 학습 내용

분량
양식 작곡가 작품명

영

역
내용 요소 기능(활동)

2009

표현주의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감

상

· 음악의 역사·

문화적 배경

· 다양한 종류

의 음악

· 역사의

흐름

이해하기

· 구별하기

2쪽
원시주의

스트라빈

스키
봄의 제전

전자음악
슈톡하우

젠
소년의 노래

인용음악 베리오 신포니아

2015

인상주의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감

상

· 음악의 역사·

문화적 배경

· 인상주의

그림과 비

교하기

2쪽

표현주의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 다양한 종류

의 음악
· 구별하기

원시주의
스트라빈

스키
봄의 제전

우연성 케이지 4분 33초

전자음악
슈톡하우

젠
소년의 노래

교육과정

시기
대단원명 활동영역

2009
Ⅰ. 음악적 표현과 소통 표현(가창, 기악, 창작)

Ⅱ.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감상

2015

Ⅰ. 함께 노래하는 음악 표현(가창)

Ⅱ. 악기로 표현하는 음악 표현(기악)

Ⅲ. 우리가 만드는 음악 표현(창작)

Ⅳ. 감상으로 만나는 음악 감상

Ⅴ. 생활 속의 음악 생활화

<표 Ⅳ-1> ‘A’ 교과서의 대단원별 활동영역

2015 개정판에서 활동영역별로 대단원을 구분하여 학습활동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 가능해졌다.

또한, 다음 <표 Ⅳ-2>은 ‘A’ 교과서의 2009 개정판과 2015 개정판의

현대음악 영역을 앞에서 제시했던 분석틀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Ⅳ-2> ‘A’ 교과서의 현대음악 영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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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과서의 2009 개정 교과서「음악과 생활」에서는 ‘문화적 산물

로서의 음악’ 단원에서 클래식을 교향곡, 오페라, 예술가곡, 음악사 이야

기의 소단원으로 구분하였고, 현대음악이 수록된 단원은 ‘음악사 이야기’

소단원이다. 따라서 20세기에 관한 역사적 서술과 현대음악의 양식적인

변화가 사회적·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건들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

다. 수록된 현대음악은 쇤베르크의《달에 홀린 피에로(Pierrot Lunaire)》

(1912) 중 ‘마돈나’, 스트라빈스키의《봄의 제전》, 슈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 1928-2007)의《소년의 노래(Gesang der Jünglinge)》(1956),

베리오(Luciano Berio, 1925-2003)의《신포니아(Sinfonia)》(1968)로 총 4

곡이다.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 슈톡하우젠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제재곡과 작곡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술되지 않았다. 음악사를 시대

별로 자세하게 서술하였고 만화를 활용하여 흥미롭게 제시하였지만, 감

상곡에 대한 목록만 있을 뿐 곡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고 학습활동도

제시하지 않았다.

2015 개정 교과서「음악」에서는 교과서의 단원 구성을 변경하여 ‘감

상으로 만나는 음악’ 단원에서 현대음악을 학습할 수 있다. 2009 개정판

과 마찬가지로 음악사 단원 내에서 현대음악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다. 2009 개정판의 글로만 서술되어 있던 단점을 보완하여 내용과

구성면에서 변화를 보인다. 학습활동과 제재곡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현대음악을 개정 전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정 전처럼 만

화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좀 더 간결하

고 핵심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수록된 곡은 총 5곡으로 베리오의《신포

니아》가 삭제되고 드뷔시의《목신의 오후 전주곡》과 케이지의《4분 33

초(4 minitues 33 seconds)》(1952)가 추가되었다. 드뷔시의《목신의 오

후 전주곡》을 제재곡으로써 중요시하고 있으며 악보 일부와 인상주의에

해당하는 미술 작품인 모네(Claude Monet, 1840-1926)의 <해돋이 인상

(Impression, Sunrise)>(1872)과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의

<별이 빛나는 밤(The Starry Night)>(1889) 그림도 삽입하여 창의·융합

사고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인상주의에 대한 이해를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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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다른 제재곡 또한 작곡가의 사진, 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제

재곡의 연주 모습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판에서 제재곡의 목록만 제

시되고 부가 설명이 없어서 내용이 미흡했던 단점을 보완하였다.

2) ‘B’ 교과서

‘B’ 교과서의 2009 개정판은 대단원을 여섯 단원으로 나누어 1단원은

가곡과 민요, 2단원은 우리나라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 3단원은 전통 악

기와 서양 악기 연주, 4단원은 우리나라 대중음악과 서양의 대중음악 그

리고 창작 국악 곡을 수록하였다. 5단원은 음악과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인 문학, 미술, 춤, 영화 등과 연관 지었고 6단원은 세계의 음악을

다루며 다문화 음악에 중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2015 개정판은 구성을 달리하여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창 단원, 연주 단원, 감상 단원, 생활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악,

서양음악, 세계음악 구분 없이 가창, 기악의 편성에 따라 대단원 내에 다

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창작활동은 각 대단원 내에서 시

에 어울리는 가락 짓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 음

악극 만들기, 배경음악 만들기 등 단원 말미에 활동하기로 제시되어 있

다. 창작영역을 대단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단원에 배치하였으며 디지

털 시대에 맞게 매체를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

를 정리한 표는 다음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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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시기
대단원명 활동영역

2009

Ⅰ. 음악은 표현(가창, 창작)

Ⅱ. 음악의 유산 감상

Ⅲ. 기악 표현(기악)

Ⅳ. 새 시대의 음악 표현(가창, 창작), 감상

Ⅴ. 음악과 친구들 표현(가창, 창작), 감상

Ⅵ. 세계의 음악 표현(가창), 감상, 생활화

2015

Ⅰ. 노래는 나의 행복 표현(가창, 창작)

Ⅱ. 악기는 나의 친구 표현(기악, 창작)

Ⅲ. 음악 감상의 세계 감상, 표현(창작)

Ⅳ. 음악의 생활화 생활화, 표현(창작)

<표 Ⅳ-3> ‘B’ 교과서의 대단원별 활동영역

2009 개정판과 2015 개정판 모두 창작활동을 각 단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단원 중간에 삽입하였으며 2009 개정판에 비해 2015 개정판에

서 활동영역별로 단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현대음악은 2009 개정판에서 서양 음악의 시대적 흐름을 정리한 단원

에서, 2015 개정판에서는 음악 감상 단원 중 음악사에 따른 감상에서 다

루고 있다. 2015 개정판에서는 소단원을 ‘음악사에 따른 감상’과 ‘음악 요

소와 개념에 따른 감상’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음악 요소를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악곡이 제시되어 있지만. 근·현대 음악은 다루고 있지

않아 현대음악에 대해 깊이 학습하기에는 내용이 미흡하였다. 현대음악

제재곡을 분석한 표는 다음 <표 Ⅳ-4>와 같다.



- 34 -

교육

과정

시기

현대음악 학습 내용

분량
양식 작곡가 작품명

영

역
내용 요소 기능(활동)

2009

인상주의 드뷔시 기쁨의 섬

감

상

· 음악의 역사·

문화적 배경

· 다양한 종류

의 음악

· 구별하기 4쪽

표현주의 베르크 보체크

신고전주의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칸타타

신고전주의
프로코피

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

뮤지컬 번스타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 메시앙

시간의

종말을 위한

4중주곡

음향음악 리게티 아트모스페르

2015

음향음악
펜데레츠

키

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

감

상

· 음악의 역사·

문화적 배경

· 다양한 종류

의 음악

· 구별하기

· 미술과의

공 통 사 조

를 조사하

여 발표하

기

1쪽

인상주의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표현주의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원시주의
스트라빈

스키
봄의 제전

미니멀 라이히
피아노

페이즈

우연성 케이지 4분 33초

<표 Ⅳ-4> ‘B’ 교과서의 현대음악 영역 분석

‘B’사의 교과서는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악곡이 크게 변화하였다. 2009

개정 교과서와 달리 2015 개정 교과서는 ‘B’사의 계열사인 출판사에서

출판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B’ 교과서는 2015 개정 교과서 출판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 이외의 과목은 B사의 계열사에서 개발 및

출판을 맡았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 및 학습하는 제재곡 목록에 많은 변

화가 드러난다.

2009 개정판에 수록된 현대음악은 드뷔시의《기쁨의 섬(L'isle joy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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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904), 베르크의 오페라《보체크(Wozzeck)》(1925), 오르프(Carl

Orff)의《카르미나 부라나 칸타타(Cantata Carmina Burana)》(1937) 중

‘운명의 여신이여(O Fortuna)’, 프로코피예프의《피아노 협주곡 3번

(Piano Concerto No.3)》(1921), 메시앙(Olivier Messiaen, 1908-1992)의

《시간의 종말을 위한 4중주곡(Quatuor pour la fin du temps)》(1940)

중 1악장 ‘수정의 전례(Liturgie de cristal)’ 그리고 리게티의《아트모스

페르》가 수록되었다. 20세기 음악의 등장 배경과 다양한 양식들이 서술

되어 있고 인상주의, 표현주의, 신고전주의로 나누어 양식의 특징을 작곡

가의 생애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감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재곡의 악보 일부가 첨부되어 있다. 리게티의 음악은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에 쓰인 것에 대한 기고를 포함하고 있어, 현

대음악이 영화에 활용된 예시를 보여주며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일으킬

수 있다. 클래식 음악이 아닌 뮤지컬 음악인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1918-1990)의《웨스트 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1957)를 같은

단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2015 개정판은 2009 개정판에 비해 현대음악에 대한 설명과 활동내용

을 포함한 분량이 1/4로 축소되었다. 현대음악 영역은 ‘20세기 음악’이라

는 단원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20세기 음악의 등장 배경과 경향은

개정 전보다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미흡하다. 수록된 현

대음악은 총 6곡으로, 펜데레츠키의《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

(Threnody to the Victims of Hiroshima)》(1960)의 악보와 제2차 세계

대전 중 사용된 원자 폭탄 사진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 음악과 역사·사회

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현대음

악 악곡은 드뷔시의《목신의 오후 전주곡》, 쇤베르크의《달에 홀린 피

에로》, 스트라빈스키의《봄의 제전》, 라이히(Steve Reich, 1936-)의

《피아노 페이즈(Piano Phase)》(1967), 케이지의《4분 33초》로, 작곡가

나 곡에 대한 설명 없이 감상곡 목록만 제시하고 있으며, 제재곡의 감상

을 통해 20세기 음악의 다양한 경향을 설명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

다. 마지막으로 표현주의나 인상주의 등 음악과 미술에서 공통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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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시기
대단원명 활동영역

2009

Ⅰ. 음악적 표현과 소통
표현(가창, 기악, 창작),

감상, 생활화

Ⅱ.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표현(가창, 기악, 창작),

감상, 생활화

2015

Ⅰ. 노래로 표현하는 세상 표현(가창), 생활화

Ⅱ. 연주와 창작으로 소통하는 음악 표현(기악, 창작), 생활화

Ⅲ. 감상으로 공감하는 음악 문화 감상, 표현(창작)

Ⅳ. 음악과 함께하는 생활 표현(가창), 생활화

난 사조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통한 음악과 미술 과목의 연

계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현대음악을 단순히 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열어줌으로써 학생

들의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다.

3) ‘C’ 교과서

‘C’ 교과서의 2009 개정판은 ‘음악적 표현과 소통’,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의 2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원내에서 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서양음악, 국악,

세계음악, 대중음악 등의 구분 없이 2개의 대단원에 적절히 분배하였다.

2015 개정판은 대단원을 4개의 단원으로 나누면서 활동영역이 좀 더 명

확하게 구분이 가능해졌다. 가창 단원, 연주와 창작 단원, 감상 단원, 생

활화 단원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창 단원과 감상 단원의 비

중이 크다. 단원별 활동영역은 다음 <표 Ⅳ-5>와 같다.

<표 Ⅳ-5> ‘C’ 교과서의 대단원별 활동영역

2009 개정판에서 대단원 내에 소단원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단원

으로 구분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생활화 영역을 다루었다. 2015 개

정판에서는 각 활동영역을 대단원으로 나누고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프

로젝트 수업이나 생활 속의 음악을 통해 생활화 영역을 다루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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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시기

현대음악 학습 내용

분량
양식 작곡가 작품명

영

역
내용 요소 기능(활동)

2009

- - -
표

현
· 음악의 구성

· 구체음악

만들기
2쪽

신고전주의 오네게르 퍼시픽 231
감

상

·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

· 영화

<퍼시픽

231> 감상

후, 음악과

영상의

관계 발표

1쪽

우연성 케이지 4분 33초
표

현

·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과 개념

· 연주하기

· 토론하기

음향음악 윤이상 예악
감

상

· 음악의 역사·

문화적 배경
· 구별하기 1쪽

2015

원시주의
스트라빈

스키
봄의 제전

표

현

/

감

상

·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과 개념

·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

· 신체표현

하기

· 토론하기

1쪽

인상주의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감

상

·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

· 구별하기 1쪽

단원 소개 뒤편에는 영역별 제재곡을 정리하여 학습하는 곡의 목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두 개정판의 현대음악 영역을 분석한 표는 다음 <표 Ⅳ-6>와 같다.

<표 Ⅳ-6> ‘C’ 교과서의 현대음악 영역 분석

‘C’ 교과서의 2009 개정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단원

을 구성하였고 창작영역에 구체음악 만드는 활동을 제재곡 없이 제시하

였다. 구체음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구체음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주제 정하기부터 녹음 및 편집까지 세세하게 순서를 제시하고 있어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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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현대음악은 감상영역에 음악사별로 정리되

어 제시되었는데 연도별로 역사적, 문화적 사건을 음악사조와 연결하여

간략하게 나타내어 잘 정리되었다. 오네게르(Arthur Honegger, 1892-1955)

의 《퍼시픽 231(Pacific 231)》(1923)의 악보 일부분과 제목의 뜻이 설

명되어 있고 제재곡을 감상한 후 악곡을 주제로 한 영화를 감상하여 음

악과 영상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모둠활동으로 케이지의《4분 33초》를 연주해 보고 모둠별로 음악의 개

념의 변화와 확장에 관하여 토론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연성

음악이나《4분 33초》에 관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습자의 이해

를 위해 교사의 지식 전달이 필요하다. 그 외 참고자료로 간단하게 슈톡

하우젠의 사진과 불레즈(Pierre Boulez, 1925-2016)의《주인 없는 망치

(Le marteau sans martre)》(1955)의 악보가 별다른 설명 없이 작게 나

와 있어 현대음악의 흐름이나 특징에 대하여 자세히 학습하기에는 내용

이 미흡하다.

그에 비해, 한국의 현대음악으로 윤이상(1917-1995)의《예악》(1966)

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앞의 제재곡들이 별다른 특징없이 제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작곡가에 대한 설명과 악곡 해설에 대하여 악보와 함께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한국 전통음악의 특징을 생각하며 제재곡을 감상

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윤이상과 관련된 음악제인 통영 국제 음

악제에 대한 설명도 서술되어 있다.

2015 개정 교과서에서도 현대음악은 감상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사회적이나 역사적 사건과 연관 지어 음

악사를 정리한 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개정 전에 비해 음악적 특징과

음악가를 함께 묶어 가독성이 높아졌다. 수록된 곡은 총 2곡으로 개정

전에 비해 적어졌지만, 감상영역을 악기 편성별로 나누어 곡에 대한 설

명이 더 세세해졌다. 스트라빈스키의《봄의 제전》중 제1부, 제2곡 ‘봄의

징후와 젊은 남녀의 춤(Les ugures Printanier-Danse des Adolescentes)’

이 간단한 악보와 함께 제시되어 있고, 발레와 함께 감상한 후 모둠별로

신체 표현하는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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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1827)이 21세기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떤 음악을 만들었을지에 관

하여 토론해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음악

적 사고와 소통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다. 단원의 뒷부분은 서양음악을

연주 형태별로 제재곡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향시의 예시로

드뷔시의《목신의 오후 전주곡》이 제시되어 있으며 악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멜로디 악보, 그리고 목신의 오후 포스터를 함께 제시하고 있고

교향시와 교향곡의 음악적 특징을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D’ 교과서

‘D’ 교과서의 2009 개정판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활동 중심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단원

을 구성한 결과, 가창활동의 ‘노래의 전당’, 표현활동과 대중음악이 소개

되는 ‘음악의 숲’, 국악을 학습하는 ‘우리의 음악 유산’, 서양 음악사의 흐

름이 담긴 ‘서양 음악의 흐름’, 우리나라의 민요와 세계 민요가 소개되는

‘음악 여행’, 연주활동의 ‘오디션’, 합창과 가야금 주법, 오케스트라를 구

성해보는 ‘프로젝트 수업’의 7개의 대단원으로 나누어 가창, 연주, 감상,

창작의 활동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다.

2015 개정판 역시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6개의 대단원을

6가지 역량5)을 기반으로 창의성을 계발하고 삶 속에서 음악을 즐길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단원 구성이 가창, 기악, 민요, 무대음악, 음악사, 합

창·합주의 단원으로 구분 지어 개정 전에 비해 단원 구성이 일목요연하

게 구성되었다. 이하 <표 Ⅳ-7>은 대단원을 활동영역별로 정리한 것이

다.

5)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

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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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시기
대단원명 활동영역

2009

Ⅰ. 노래의 전당 표현(가창)

Ⅱ. 음악의 숲 생활화, 표현(가창, 기악)

Ⅲ. 우리의 음악 유산 감상

Ⅳ. 서양 음악의 흐름 감상

Ⅴ. 음악 여행 표현(가창)

Ⅵ. 오디션 표현(기악)

Ⅶ. 프로젝트 수업 표현(가창, 기악)

2015

Ⅰ. 목소리, 아름다움을 노래하다 표현(가창)

Ⅱ. 기악, 감성을 속삭이다 표현(기악)

Ⅲ. 공동체, 음악으로 화합하다 표현(가창), 감상, 생활화

Ⅳ. 무대, 창의력을 꽃피우다 표현(가창), 감상

Ⅴ. 정보, 음악적 안목을 높여 주다 감상

Ⅵ. 화음,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다 표현(가창, 기악)

<표 Ⅳ-7> ‘D’ 교과서의 대단원별 활동영역

‘D’ 교과서는 표현과 감상영역을 각 대단원별로 자세히 다룬것에 비해

창작영역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또한 생활화 영역은 2009 개정판 2단

원에서 주변 속 음악, 도서관 속 음악, 그림 속 음악, 생활 속 음악 등의

융합 수업과 생활화를 다룬 단원과, 2015 개정판 3단원에서 세계음악, 영

화음악, 공동체음악 등을 다룬 단원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표 Ⅳ-8>는 교과서 내 현대음악 영역을 분석틀을 바탕으로 분

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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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시기

현대음악 학습 내용

분량
양식 작곡가 작품명

영

역
내용 요소 기능(활동)

2009

인상주의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감

상

/

생

활

화

· 다양한

종류의 음악

·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

· 구별하기

· 표현하기

· 토의하기

· 발표하기

3쪽

인상주의 라벨 볼레로

신고전주의
프로코피

예프

고전 교향곡

중 ‘가보트’

무조음악 쇤베르크

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Op.31

우연성 - -

전자음악 리게티
아티큘레이

션

무조음악 쇤베르크

3개의

피아노 소품

중 제1번
감

상

· 다양한 종류

의 음악

· 음악과 미술

작품의 관계

· 음악과 미

술 작 품 간

영향을 준

작품 찾아

보기

2쪽

인상주의 드뷔시
야상곡 중

‘구름’

2015

인상주의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표

현

/

감

상

· 다양한

양식의 음악

· 구별하기

· 조사하기

· 편지쓰기 1쪽

원시주의
스트라빈

스키
봄의 제전 · 음악의 구성

· 신체표현

하기

<표 Ⅳ-8> ‘D’ 교과서의 현대음악 영역 분석

2009 개정 ‘D’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음악 영역은 타 교과서에 비해

비교적 자세한 편이다. 먼저 음악에 있어서 현대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

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활동을 제시하여 현대음악을 학습

하기 전에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해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음악 양식에 대한 설명과 감상곡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고 양식이나 작곡

가, 제재곡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인상주의, 신고전주의, 무조

음악, 우연성 음악, 컴퓨터음악과 전자음악으로 양식을 구분하였고 수록

된 제재곡은 드뷔시의《목신의 오후 전주곡》, 라벨(Maurice Ravel,

1875-1937)의《볼레로(Boléro)》(1928), 프로코피예프의《고전 교향곡

(Symphony No.1 ‘Classical’)》(1917)중 ‘가보트(Gavotte)’, 쇤베르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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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현악을 위한 변주곡(Variations for Orchestra) Op.31》(1928), 리게

티의《아티큘레이션(Artikulation)》(1958)이다. 활동내용은 음악을 감상

한 후 토론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연성 음악은 그에 해

당하는 제재곡을 제시하지 않아 양식적 특징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

다. 다양한 양식의 곡을 감상하고 토론 활동을 마친 후에 정리하는 과정

에서 옛 음악과 오늘의 음악이 생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

펴보고 생각을 발표하는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음악의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림 속 음악’ 단원에서 음악과 미술의 공통 요소를 다루며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의 <인상 Ⅲ(Impression Ⅲ>(1911)

과 쇤베르크의《3개의 피아노 소품 중 제1번(3 Pieces for Piano, Op.11,

No.1)》(1909)과의 관계, 드뷔시의 관현악곡《야상곡(Nocturnes)》(1899)

중 ‘구름(Nuages)’과 휘슬러(James Whistler. 1834-1903)의 그림 <청색과

은빛 야상곡(Nocturne Blue and Silver Chelsea>(1871)을 다루며 음악과

미술 작품이 서로 영향을 준 예시를 보여준다.

개정 전과 다르게 2015 개정판에서는 활동내용에 변화를 주었다. 감

상과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곡은 드뷔시의《목신의 오후 전주곡》과 스

트라빈스키의《봄의 제전》총 2곡이다.《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감상하

고 작곡가에게 편지를 보내는 활동과《봄의 제전》의 도입 선율을 제시

하고 음악을 감상한 후 안무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통합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드뷔시의《프렐류드(Préludes)》(1909),《베르가마스크

모음곡(Suite Bergamasque)》(1890-1905), 사티(Éric Satie, 1866-1925)

의《짐노페디(Gymnopedie)》(1888), 바르토크의《미크로모스코스(Mikrokosmo

s》(1926-1937), 쇤베르크의《달에 홀린 피에로》,《피아노 모음곡(Suite

für Klavier)》(1921), 스트라빈스키의《풀치넬라(Pulcinella)》(1920), 베

베른의《관현악을 위한 변주곡(Variations for Orchestra Op.30)》(1940),

힌데미트의 교향곡《화가 마티스(Mathis der Maler)》(1934), 슈톡하우젠

의《소년의 노래》, 케이지의《프리페어드 피아노(Sonatas and Interludes

for Prepared Piano)》(1938-1940) 등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20세기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근·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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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작곡가와 작품목록으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작곡가나 악곡에 대

한 설명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한편 현대음악 영역 다음 장에서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머신 러닝을 통해 작곡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

를 한다. 이는 미래의 음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알맞은 자료라고 보인

다.

5) ‘E’ 교과서

‘E’ 교과서의 2009 개정판의 대단원은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적

표현과 소통의 즐거움’ 단원은 가창과 연주활동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현과 감상을 통한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이해’ 단원에서는 우

리나라 음악과 세계음악, 극음악과 서양음악 일부를 제재곡으로 다루고

있다. ‘음악의 생활화와 영향력’ 단원에서는 융합 예술과 음악, 음악의 활

용, 매체와의 연관성 등 생활화와 연관 지어 내용을 구성하였다.

2015 개정판은 6개의 대단원으로 나누어 1단원에서는 우리나라 가곡,

외국 가곡, 세계 가곡을 제재곡으로 가창 활동이 가능하게 하였고 2단원

에서는 국악을 제재곡으로 다루고 있다. 연주 활동을 하는 3단원과 극음

악을 다루는 4단원, 서양 음악사를 정리한 5단원, 생활화 영역을 다루는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별 활동영역은 다음 <표 Ⅳ-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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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시기
대단원명 활동영역

2009

Ⅰ. 음악적 표현과 소통의 즐거움 표현(가창, 기악)

Ⅱ. 표현과 감상을 통한 문화적 산물

로서의 음악 이해
표현(가창, 기악), 감상

Ⅲ. 음악의 생활화와 영향력
생활화, 표현(가창, 기악),

감상

2015

Ⅰ. 시와 노래의 어울림 표현(가창)

Ⅱ. 세계 속의 국악 표현(가창), 감상

Ⅲ. 연주의 즐거움 표현(기악)

Ⅳ. 무대 위의 극음악 표현(가창), 감상

Ⅴ. 역사 속의 서양 음악 감상

Ⅵ. 생활 속의 음악 생활화

<표 Ⅳ-9> ‘E’ 교과서의 대단원별 활동영역

2009 개정판은 대단원명에 맞게 활동영역을 나누고 있다. 1단원에서

는 표현영역, 2단원에서는 표현과 감상, 3단원에서는 생활 속의 배경음

악, 저작권, 음악과의 융합 등의 생활화를 다루고 있다. 2015 개정판에서

는 대단원을 좀 더 세분화하여 활동영역을 상세하게 나누었다.

‘E’ 교과서의 현대음악 제재곡은 타 교과서에 비해 많은 수의 악곡을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겹치는 제재곡 목록은 다

음 제시된 표에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E’ 교과서의 현대음악 영역 분

석은 다음 <표 Ⅳ-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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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시기

현대음악 학습 내용

분량
양식 작곡가 작품명

영

역
내용 요소 기능(활동)

2009

원시주의
스트라빈

스키
봄의 제전

표

현

/

감

상

/

생

활

화

· 음악의

구성

·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

·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 구별하기

· 설명하기

· 토의하기

· 조사하기

· 발표하기

4쪽

인상주의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감

상

·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

· 다양한

종류의 음악

· 구별하기 1쪽신고전주의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칸타타

재즈음악 거슈인
랩소디 인

블루

2009

/

2015

인상주의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감

상

·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

·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 다양한

종류의 음악

· 구별하기 1쪽

표현주의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12음음악 쇤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구체음악
우싸체브

스키
나무와 쇠로

전자음악
슈톡하우

젠
습작 Ⅰ,Ⅱ

우연성 케이지 4분 33초

2015

인상주의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감

상

· 다양한

종류의 음악

·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

· 구별하기

· 미술사조와

연관짓기

· 조사하기

· 토의하기

2쪽표현주의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원시주의
스트라빈

스키
봄의 제전

<표 Ⅳ-10> ‘E’ 교과서의 현대음악 영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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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의 2009 개정 교과서에는 타 교과에서 대부분 서양 음악사 내에

서 정리한 것과는 구성을 다르게 하여 교과서에서 몇 가지 제시한 악곡

들을 자세하게 다루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단원 ‘생활 속의 서양

음악’의 단원에서 감상 제재곡들을 제시하며 제재곡에 대하여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단원에서 수록된 현대음악은 스트라빈

스키의《봄의 제전》으로, 악장별 악보와 작곡가와 작품 배경 및 악곡

해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제1부의 ‘서곡’, ‘봄의 징후와

젊은 남녀의 춤’, ‘대지의 춤’, 제2부의 ‘서곡’, ‘젊은이들의 신비스러운 모

임’ 의 악보가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고 작곡가와 작품 배경, 원시주의 음

악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학습활동은 제재곡의 감상활동, 음악적 특징을

이야기해보는 표현활동, 우리 주변에서 음악이 될 수 있는 소재를 찾아

보는 생활화 영역과 연관짓는 활동, 제시된 미술 그림과 연관지어보는

융합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음 장에 수록된 현대음

악들에 대한 내용은 양식별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특징

이 서술되어 있고 대표 작품 목록만 표로 나열되어 있다. 이는 현대음악

의 다양한 사조에 대하여 학습하기에는 내용이 미흡하다. 또한 ‘클래식

음악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음악사를 다시 훑으며 드뷔시의《목신의 오

후 전주곡》, 오르프의《카르미나 부라나 칸타타》, 거슈윈(George

Gershwin, 1898-1937)의《랩소디 인 블루(Rhapsody in Blue)》(1924)를

간단한 악보 및 설명과 함께 제시하였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 현대음악을 집중해서 학습하기에는 단원 구성

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를 개

선하였다. 현대음악에 대한 정의와 다양한 음악사조의 특징 및 대표곡을

표로 나타내었는데 내용은 개정 전과 개정 후가 같지만, 가독성이 개정

전에 비해 나아졌다. 제재곡의 목록은 드뷔시의《목신의 오후 전주곡》,

쇤베르크의《달에 홀린 피에로》, 《바르샤바의 생존자》, 우싸체브스키

(Vladmir Ussachevsky 1911-1990)의《나무와 쇠로(Of Wood and

Brass)》(1965), 슈톡하우젠의《습작(Studie)Ⅰ,Ⅱ)》(1953,1954), 케이지의

《4분 33초》로 총 6곡이다. 표로 제시된 제재곡 이외에 작곡가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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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악보, 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서술되어 있는데 드뷔시의《목신의

오후 전주곡》, 쇤베르크의《달에 홀린 피에로》중 제8곡 ‘밤’, 스트라빈

스키의《봄의 제전》을 다루고 있다. 《봄의 제전》을 학습하는 활동내

용이 줄어들었지만 미술사조와 연결시켜 인상주의, 표현주의, 원시주의에

관하여 모둠별로 조사하고 토의하는 활동을 첨가함으로써 개정 전에 비

해 다양한 사조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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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 개정 교과서「음악 감상과 비평」분석

본 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정된 음악교과서「음악 감

상과 비평」4종을 분석하였다. 영화를 활용한 현대음악 교수-학습법에

대한 연구를 위해 교과서에 수록된 영화음악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

부분의 영화음악은 2015 개정판에서 음악교과서 중「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에 치중되어 있어 영화음악 영역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대음악 학

습을 위하여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음악 영역도 분석하였다. 「음악 감상

과 비평」교과서는 진로 선택 교과서 중 하나로 가창, 기악, 창작의 표현

활동보다는 감상활동과 비평활동, 그리고 음악의 산업화, 대중화 등 다양

한 진로 관련 영역을 다루고 있다.

1) ‘가’ 교과서

‘가’ 교과서는 총 5개의 대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음악적 감수성과 음

악의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단원을 구성하였다. 각 대단원을 음악 감상

과 비평의 정의, 음악과 비평의 역사, 음악과 비평의 공간, 다양한 삶 속

음악과 비평의 태도, 오늘날의 음악과 비평의 실제의 다섯 가지 단계로

비평에 대한 안목을 깨우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음 <표 Ⅳ-11>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영화음악

영역과 현대음악 영역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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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영화명 작곡가 작품명
학습 내용 분

량영역 내용 요소 기능(활동)

영화

음악

원스
핸서드,

이글로바

Falling

Slowly

표현/

감상

· 기타

연주법

· 비평하기

· 연주하기

2쪽
미션

존

윌리엄스
- 감상

· 다양한

종류의 음악

· 영화음악의

기능

· 구별하기

죠스

플래툰

스타워즈

- - - 생활화

· 영화와

드라마

음악의 정의

· 표현하기 1쪽

파파로티 이주호
행복을

주는 사람

표현/

감상

· 음악의

구성

· 노래

부르기
1쪽

해어화 - 거즛말이
감상/

생활화

· 음악의

구성

· 국악의

계승과 발전

· 구별하기

· 비교하기
1쪽

양식 작곡가 작품명

현대

음악

인상주의 드뷔시 바다 감상

·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

· 악곡의

구성

· 음악 외적

소재와 연계

· 구별하기

· 게임하기
1쪽

12음음악 쇤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감상/

생활화

· 구별하기

· 발표하기

· 역사적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4쪽

총렬주의 불레즈
주인 없는

망치

감상/

생활화

· 구별하기

· 평하기

· 수학과

연관짓기

2쪽

미니멀 라이히
클래핑

뮤직

표현/

감상

· 구별하기

· 연주하기

· 표현하기

1쪽

미니멀 사티 벡사시옹
표현/

감상

· 구별하기

· 신체표현
1쪽

<표 Ⅳ-11> ‘가’ 교과서의 영화음악 및 현대음악 영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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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 표현하기

음색음악 케이지
소나타와

간주곡

감상/

생활화

· 구별하기

· 조사하기

· 표현하기

1쪽

‘가’사의 교과서에서 영화음악 영역은 1단원인 ‘음악을 듣다’ 단원에서

영화 속 음악의 기능을 다양한 영화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영

화 <원스(Once)>(2006)의 OST《Falling Slowly》제재곡이 영화에서 어

떤 역할을 하는지 감상평을 작성하는 활동과 기타 악보를 제시하여 연주

해보는 활동도 제시하고 있다. 3단원 ‘공간을 듣다’ 소단원 중 ‘음악과 산

업’ 단원에서 영화와 드라마 음악에 대한 소개가 있으며 OST에 대한 간

단한 정의가 설명되어 있다. 활동내용은 몇몇 국내영화 포스터와 비평

활동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영화를 보며 인상 깊었던 음악을 장

면과 함께 연관 지어 생각해보고 같은 장면에 다른 음악을 고려해보는

활동을 통하여 장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다. 또한 가수 해바라

기의 곡이 영화에 삽입된 악곡《행복을 주는 사람》의 악보를 제시하여

영화의 줄거리를 생각하며 가창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그리고 국악의 감상 및 비평 단원에서 영화 <해어화>(2016)의 OST 중

《거즛말이》의 간단한 악보가 제시되어 있어 감상을 통해 정가 발성을

정통 국악이 아닌 영화음악을 통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김

기수의《북천이 맑다커늘》과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북천이 맑다커늘》

을 비교하여 감상하고 성부, 발성, 가사표현 등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활

동을 통하여 국악의 계승 방법이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인 영화

음악과 가요에 응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음악 영역은 드뷔시의《바다(La Mer)》(1905)를 감상하고 인상주

의 미술 작품과 함께 연계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였다.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는 장면별로 각 악보 일부와 악곡 배경과 함께 연

관 지어 감상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고 악곡의 간단한 특징이 서술되어

있다. 악곡 배경이 되는 바르샤바의 비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유대인

학살을 다룬 영화들로 <인생은 아름다워(Life Is Beautiful)>(1997), <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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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1993), <업라이징(Uprising)>(2001), <피

아니스트(The Pianist)>(2002)를 소개하며 음악이 주가 아닌 영화에 제

시된 시대적 배경에 관하여 비평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할 방법에 대하여 생

각해보는 활동을 이어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불레즈의《주인 없는 망

치》, 라이히의《클래핑 뮤직(Clapping Music)》(1972), 사티의《벡사시옹

(Vexations)》(1893), 케이지의《소나타와 간주곡(Sonatas and Interludes)》

(1946-1948) 등 다양한 음악사조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특징과 함께 악보

를 제시하여 감상하고 표현, 연계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총렬주의와 수학을 연관 지어 음악에 사용된 수학적인 요소를 찾아보는

활동, 미니멀음악을 학습자 스스로 정의해보는 활동, 그리고 생활에서 새

로운 음색에 관해 탐구해보며 새로운 음색의 필요성을 생각해봄으로써

사고의 확장을 길러줄 수 있다. 단원의 말미에는 ‘새로운 시도’라는 소단

원에 맞게 인공지능 작곡가에 대한 비평 활동을 통하여 미래의 음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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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영화명 작곡가 작품명
학습 내용 분

량영역 내용 요소 기능(활동)

영화

음악

죠스

존

윌리엄스

Theme

from Jaws

감상

· 다양한

종류의 음악

· 악곡의

배경과 구성

· 영화음악의

기능

· 구별하기

· 조사하기

· 발표하기

2쪽

스타워즈 Main Title

E.T.
Flying

Theme

쉰들러

리스트

Theme

from

Schindler’s

List

양식 작곡가 작품명

현대

음악

인상주의 드뷔시 물의 반영

감상

·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

· 다양한

종류의 음악

·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 구별하기

· 미술사조

와 연관짓

기

· 비교하기

1쪽

원시주의
스트라빈

스키
봄의 제전 2쪽

우연성 케이지 4분 33초 감상 · 비평하기 2쪽

12음음악 쇤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감상/

생활화

· 구별하기

· 표현하기

· 토론하기

· 조사하기

· 비평하기

3쪽

2) ‘나’ 교과서

‘나’ 교과서는 ‘감상과 비평의 이해’, ‘다양한 시대의 음악’, ‘다양한 문

화의 음악’, ‘시대를 빛낸 음악가’, ‘비평의 실제’ 5개의 대단원으로 구성

하였다. 1단원과 5단원은 감상과 비평 방법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2단원 ‘다양한 시대의 음악’에서 서양음악과 우리나라 음

악,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시대적 흐름을 다루었다. 3단원에서 세계음악,

4단원에서는 작곡가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음 <표 Ⅳ-12>는 ‘나’ 교과서의 영화음악 영역과 현대음악 영역을

분석한 것이다.

<표 Ⅳ-12> ‘나’ 교과서의 영화음악 및 현대음악 영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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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의 교과서에서는 ‘시대를 빛낸 음악가’ 단원에서 클래식 작곡가

들뿐만 아니라 영화음악, 뮤지컬과 팝, 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영화음악 작곡가 존 윌리엄스의 생애와 소개

된 영화음악 제재곡인 <죠스(Jaws)>(1975) 중《Theme from Jaws》,

스타워즈(Star Wars)(1977) 중《Main Title》, <E.T.>(1982) 중《Flying

Theme》, <쉰들러 리스트> 중《Theme from Schindler’s List》의 간단

한 선율 악보와 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단원에서 성악가를 소개하는 영역의 활동 자료에서 소프라노

젠킨스(Florence Foster Jenkins, 1868-1944)의 인생을 다룬 영화인 <플

로렌스(Florence)>(2016)의 영화를 감상하고 음악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영화음악을 직접 느끼는 활동은

아니지만, 영화를 통해 한 음악가에 대한 깊이를 탐구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교과서의 현대음악은 서양음악의 시대별 흐름에서 근·현대 음악

단원에서 소개하고 있다. 20세기의 간단한 시대적 특징의 설명과 함께

인상주의, 우연성 음악, 원시주의 감상곡의 악보 및 곡의 설명이 제시되

어 있는데 곡에 대한 설명은 내용이 다소 간단한 편이다. 또한 모네와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의 미술 작품을 보며 20세기의 경향과

특징을 음악과 미술로 연결하여 표현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우연

성 음악으로 분류되는 케이지의《4분 33초》는 감상 후 연주의 과정, 작

곡가의 의도, 음악의 가치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평하는 활동

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세기 음악의 개척자로 쇤베르크를 소개하고 있

으며 시기별 작품과 특징을 구분하여 표로 정리되어 있다. 그의 음악 중

《바르샤바의 생존자》의 음렬을 제시하며 12음기법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제재곡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역

할극을 하도록 제시되어 있고, 당시 사진들을 제시하며《바르샤바의 생

존자》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나치를 토론해보는 활동으로

비평 활동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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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영화명 작곡가 작품명
학습 내용 분

량영역 내용 요소 기능(활동)

영화

음악

밀회/

호로비츠

를 위하여

라흐마니

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감상

·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 음악

· 구별하기

· 설명하기
1쪽

죠스

존

윌리엄스
- 감상

· 다양한

종류의 음악

· 악곡의

구성

· 영화음악의

정의

· 구별하기

· 토론하기
1쪽

스타워즈

슈퍼맨

E.T.

시네마천국
엔니오

모리꼬네
-

표현/

감상

· 악곡의

구성

· 악기로

연주하기
2쪽

양식 작곡가 작품명

현대

음악

원시주의
스트라빈

스키
봄의 제전

감상

· 악곡의

배경과 구성

· 음악비평의

방법

· 구별하기

· 비평하기
2쪽

표현주의 쇤베르크 달에 홀린 · 악곡의 · 조사하기 1쪽

3) ‘다’ 교과서

‘다’ 교과서는 4개의 대단원으로 나누어 1단원 ‘음악 감상과 비평의

첫걸음’에서 음악적 특징이 드러나는 악곡을, 2단원 ‘다양한 양식의 음악’

에서는 가곡과 편성에 따른 서양음악 및 국악을 다루고 있다. 3단원 ‘사

회적·문화적 산물인 음악’에서는 대중음악과 뮤지컬, 영화음악을 소개하

고 있으며, 4단원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음악’에서 서양 음악사와 국악사

를 다루고 있다. 각 단원 말미에는 음악적 역량을 기르는 활동을 포함하

고 있다.

‘다’ 교과서의 영화음악과 현대음악 영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13>과 같다.

<표 Ⅳ-13> ‘다’ 교과서의 영화음악 및 현대음악 영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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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로

배경과 구성

· 발표하기

· 설명하기

총렬주의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 구별하기 1쪽

우연성 케이지 4분 33초
· 비교하기

· 설명하기
1쪽

전자음악
슈톡하우

젠
연구 Ⅱ

· 악곡의

배경과 구성

· 음악의

사회·문화적

배경

· 구별하기

· 설명하기
1쪽

미니멀
테리

라일리
In C

· 악곡의

배경과 구성

· 조사하기

· 발표하기
1쪽

‘다’ 교과서의 영화음악 영역은 ‘사회적·문화적 산물인 음악’ 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작곡가 존 윌리엄스에 관한 영화음악에 집중하여 구성되

었다. 작곡가나 작품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영화 <죠스>, <스타워즈>,

<슈퍼맨(Superman)>(1978), <E.T.>의 주제곡 선율을 제시하고 감상한

후에 영화음악의 역할을 토론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작곡가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와 레이더스(Indiana Jones and Raiders

of the Lost Ark)>(1981), <쉰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1998),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2001) 등의 영화음악을 추가적으로 감상하

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음악 작곡가 엔니오 모리꼬네(Ennio

Morricone, 1928-)의 <시네마 천국(Cinema Paradiso)>(1988) 주제곡은

피아노와 혼성 4부 합창으로 편곡되어있는 악보를 리코더 4중주로 연주

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상에서 연주활동으로 확장되어 있지

만, 이 또한 작곡가나 작품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다

양한 양식의 음악’ 단원에서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

1873-1943)의《피아노 협주곡 2번(Piano Concerto No.2)》(1901)의 감상

활동을 다루고 있는데 제재곡이 영화 <밀회(Brief Encounter)>(1945)와



- 56 -

<호로비츠를 위하여>(2006), 팝송《All by Myself》(1996), 뮤지컬 <라

흐마니노프>(2016)에서 사용되었음을 언급하며 작품을 찾아 감상해 보고

음악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명의 목적에 맞게 음악비평에 대한 첫걸음으로 음악비평의 방

법에서 스트라빈스키의《봄의 제전》을 다루고 있다. 음악비평에 대한

정의와 비평 방법, 제재곡의 초연 당시의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봄의 제전》을 악보와 함께 감상한 후 비평문을 작성하여 동료들과 평

가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현대음악 영역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음

악’ 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표현주의, 총렬음악과 우연성 음악, 전자음

악, 매체음악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수록된 제재곡은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메시앙의《음가와 강세의 모드(Mode de Valeurs

et D'intensités)》(1949), 케이지의《4분 33초》, 슈톡하우젠의 《연구

Ⅱ》, 라일리(Terry Riley, 1935-)의《In C》(1964)이다. 작곡가, 제재곡

에 대한 설명, 제재곡에 해당하는 음악 양식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

고 각 양식과 제재곡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 분량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

한 감상과 함께 비평 및 발표를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현대음악을 감상할 때 사회적으로 연관 지어 생

각해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매체 음악을 다룬《In C》의 악곡을 학습하는 부분에서

영상을 해석하여 컴퓨터로 연주하고 발표하는 활동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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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영화명 작곡가 작품명
학습 내용 분

량영역 내용 요소 기능(활동)

영화

음악

원스
핸서드,

이글로바

Falling

Slowly

감상

· 악곡의 구성

· 구별하기 1쪽

미션
엔니오

모리꼬네

Gabriel’s

Oboe · 구별하기

· 비교하기

1쪽

-
Nella

Fantasia
1쪽

파파로티 이주호
행복을 주는

사람
· 악곡의 구성 · 설명하기 1쪽

파리넬리 헨델 울게 하소서

· 악곡의 구성

·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 비교하기

· 비평하기
1쪽

말할 수

없는

비밀

쇼팽
쇼팽의 왈츠

제7번

· 악곡의 구성 · 구별하기

1쪽

이웃집

토토로

히사이시

조
엔딩 곡 1쪽

아웃 모차르트 Stay with 2쪽

4) ‘라’ 교과서

‘라’ 교과서는 5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와 음악의 어울

림’ 단원에서 예술 가곡의 감상을 통해 다양한 악곡을 비교하며 비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무대의 감동’ 단원에서는 극음악, 오페라, 뮤지컬

등을 다루고 있다. ‘우리 마음 우리 음악’ 단원에서는 국악 제재곡으로

단원을 구성하여 우리 음악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생활 속 음악’ 단원에

서는 영화음악, 게임음악, 대중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단원인

‘선율의 아름다움’에서는 서양 음악사를 정리하고 여러 가지 편성의 제재

곡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다음 <표 Ⅳ-14>는 분석틀을 바탕으로 ‘라’ 교과서의 영화음악 영역

과 현대음악 영역을 분석한 것이다.

<표 Ⅳ-14> ‘라’ 교과서의 영화음악 및 현대음악 영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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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

아프리카

me till the

Morning

양식 작곡가 작품명

현대

음악

인상주의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감상

· 악곡의

배경과 구성

· 다양한

종류의 음악

· 구별하기 1쪽신고전주의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칸타타 중

‘오 운명이여’

12음음악 쇤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라’ 교과서는 ‘생활 속 음악’ 단원에서 영화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영

화를 위해 작곡된 음악을 포함하여 클래식 음악이 영화에 활용된 예시와

함께 소개되어 있다. 영화를 작곡된 음악은 영화 <원스> OST 중

《Falling Slowly》를 악보와 함께 감상하고, 영화 <미션(The

Misson)>(1986) OST 중《Gabriel’s Oboe》와 그 선율에 가사를 붙인

《Nella Fantasia》가 악보와 함께 수록되어 두 제재곡을 비교하며 감상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영화의 줄거리를 알아보고, 영상과 음악의 관계를

생각하며 감상하는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영화를 위해 선곡된 음악은

영화 <파파로티>(2013) OST 중 가수 해바라기의《행복을 주는 사람》,

영화 <파리넬리(Farinelli)>(1994)에 사용된 헨델의《울게 하소서(Lascia

ch'io pianga)》(1711)와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不能說的秘密)>(2007)

피아노 배틀 장면에서 사용된 쇼팽(Frédéric Chopin, 1810-1849)의《왈츠

제7번(Waltz Op.64 No.2》(1846)을 악보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울게

하소서》는 영화의 장면과 오페라 내용과 비교 감상을 통해 영화에 어울

리게 음악을 선곡하였는지에 대해 비평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참고곡으로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となりのトトロ)>(1988) 주제곡

과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의《클라리넷 협주

곡 2악장(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 622)》(1791)에 가사를 붙여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Out of Africa)>(1985)의 배경음악으로 사용

된《Stay with me till the Moring》을 악보와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영화음악 영역은 주로 악보와 함께 감상하기 위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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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곡이 다른 방법으로 활용되었을 때의 느낌을

표현하는 활동 등을 제안하고 있다.

‘라’ 교과서의 현대음악 영역은 서양 음악사를 시대별로 정리한 단원

인 ‘선율의 아름다움’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드뷔시의《목신의 오후 전

주곡》, 오르프의《카르미나 부라나 칸타타》중 ‘오 운명이여’, 쇤베르크

의《바르샤바의 생존자》총 3곡을 다루고 있으며, 감상 제재곡의 악보

일부분과 간단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은 비평이나 표현 등의

특별한 활동 없이 감상하는 활동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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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양식
2009「음악과 생활」 2015「음악」

2015「음악 감상과

비평」 합계

A B C D E A B C D E 가 나 다 라

인상주의 1 2 2 1 1 1 1 2 1 1 1 14

원시주의 1 1 1 1 1 1 1 1 1 9

표현주의 1 1 1 1 1 1 2 1 9

신고전주의 2 1 1 1 1 6

12음음악 1 1 1 1 1 5

총렬주의 1 1 2

구체음악 1 1 1 3

우연성 1 1 1 1 1 1 1 1 8

전자음악 1 1 1 1 1 1 6

미니멀 1 2 1 4

음향음악 1 1 1 3

음색음악 1 1

인용음악 1 1

기타 2 1 3

합 계 4 7 4 6 10 5 6 2 2 9 6 4 6 3 74

3. 분석 결과 종합

1) 현대음악 영역

2009 개정 교과서「음악과 생활」과 2015 개정 교과서「음악」 그리

고「음악 감상과 비평」에 수록된 현대음악을 양식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Ⅳ-15>와 같다.

<표 Ⅳ-15>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음악 양식별 분포

또한, 다음 <표 Ⅳ-16>은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음악 영역을 2015 개

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따른 학습활동 영역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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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음악의 학습활동 영역

교육과정시기 출판사
영역

표현 감상 생활화

2009

「음악과

생활」

A ○

B ○

C ○ ○

D ○ ○

E ○ ○ ○

2015

「음악」

A ○

B ○

C ○ ○

D ○ ○

E ○

2015「음악

감상과

비평」

가 ○ ○ ○

나 ○ ○

다 ○

라 ○

교과서의 분석 결과 현대음악 영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대음악의 양식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인상주의와 원시주의,

표현주의의 악곡이 많았다. 대부분 교과서에서 근·현대 음악의 시작인

위의 양식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고, 2015 개정 교과서「음악」에는 드뷔

시의《목신의 오후 전주곡》과 스트라빈스키의《봄의 제전》이 분석된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 두 작품은 기존의 전통적인 조

성체계와 리듬체계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보여준 작품으로 현대음악을 학

습할 때 기초단계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곡이라 볼 수 있다. 그 외 우연성

음악, 신고전주의, 전자음악을 다룬 교과서가 많았고 음향음악과 음색음

악을 다룬 횟수는 미비하였다. 현대음악에 다양한 사조가 있는 만큼 다

양한 양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습하는 교수-학습법이 필요하다.

둘째, 현대음악의 활동학습 영역은 감상영역에 집중 분포 되어있다.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음악과 생활」과「음악」그리고「음악 감상과 비

평」에 나타난 현대음악은 대부분 서양 음악사를 정리한 단원 내의 감상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현대음악의 다양한 양식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을 뿐, 이러한 사조가 등장하게 된 계기나 특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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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편이다. 감상 이외에 활동으로는 신체표현이나

같은 사조의 미술 작품과 연계하여 생각을 표현해보는 무용, 미술과의

융합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체표현을 다룬 교과서로는 ‘C’사의

2015 개정 교과서, ‘D’사의 2015 개정 교과서, ‘E’사의 2009 개정 교과서

로, 스트라빈스키의《봄의 제전》을 감상과 함께 신체표현을 하는 활동

을 제시하였다. 창작활동을 다룬 교과서는 ‘C’사의 2009 개정 교과서에서

구체음악을 창작하는 활동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음악에 대한 설명이 미흡

하였다. 현대음악과 미술을 융합한 활동을 다룬 교과서는 2015 개정 음

악교과서중 ‘A’사, ‘D사’, ‘E’사에서 인상주의, 표현주의 등의 그림을 제시

하여 현대음악과 현대미술의 연관성에 대하여 토의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었고 ‘B’사는 음악과 미술에서의 표현주의, 인상주의 등의 공통된 사조

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이 추가되었다.

셋째, 현대음악의 생활화 영역은 주로「음악 감상과 비평」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감상곡을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연관 지어 생각해

보는 활동이나 악곡과 같은 소재를 다룬 영화를 감상하는 활동으로 생활

화 영역으로 확장하여 현대음악을 단순히 감상하여 학습하는 것 이외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D’ 교과서와 ‘E’ 교과서가 2009 개정 교과

서에서 음악의 생활 속 역할이나 주변에서 음악의 소재를 찾는 활동에

비해 좀 더 깊이 다루고 있다. 한편, ‘D’ 교과서와 ‘E’ 교과서는 2009 개

정 교과서에서 생활화 영역으로 확장된 활동이 제시된 것에 비해 2015

개정 교과서에서 생활화 영역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넷째,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미니멀음악에 대한 변화가 드러

나고 있다. 2009 개정 교과서에는 미니멀음악을 다루고 있지 않았으나

2015 개정 ‘B’ 교과서에서 라이히의《피아노 페이즈》를 감상목록에 제

시하였다. ‘가’ 교과서에는 라이히의《클래핑 뮤직》을 악보와 함께 모둠

활동으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다’ 교과서에서 라일리의

《In C》를 매체 음악에 연결지어 미디어 아트의 특징을 찾아보는 활동

을 제시하며 미니멀음악을 이전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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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음악 영역

영화음악은 주로 생활화 영역이나 문화적 산물 영역에서 다루고 있고

‘가’ 교과서, ‘나’ 교과서, ‘다’ 교과서에서 작곡가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

을 다루고 있다. 한 작곡가의 여러 작품을 소개하고 있지만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 흥미 유발로만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영화음악

작곡가의 작품이나 클래식 음악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필요하

다. ‘라’ 교과서의 영화음악 영역은 영화를 위해 작곡된 음악뿐만 아니라

클래식이 영화에 활용되고 응용된 것을 많은 예시를 통해 보여주었다.

‘라’ 교과서는 악보에 중점을 두어 악보와 함께 감상하는 활동에 집중되

어 있지만, 클래식 음악이 영화라는 소재와 연결하여 활용되는 예시를

소개하고 있어 기존의 클래식 음악 감상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클래식 음악이 영화에 활용된 예를 통하여 학생들의 흥

미 유발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

용한 교과서는 ‘라’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다. 영화와 현대음악을 연계

한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는 더욱 미비하다. 교과서에서 다룬 것은 ‘B’

교과서에서 리게티의《아트모스페르》가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에

활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짧은 기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도방안은 제

시되지 않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교육현장에서 현대음악을 학습하기

위해 시대적 나열을 통한 단순한 감상지도법 이외에 영화와 같은 매체와

의 연계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대음악을 학습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 영화라는 소재를 통해 제재곡을 학습하는 것은 감상 방법을 확장 시

킬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으며, 영화에 사용된 음악을 영상과 음

악과의 관계를 통해 흥미 유발 이상의 소재로 활용되어 깊이 있는 학습

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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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영화를 활용한 현대음악수업 지도방안

1. 제재곡의 선정 기준

현대음악은 다양한 양식으로 나뉘고 각각의 양식마다 개별적인 특징

이 드러난다. 이러한 현대음악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양식적으

로 시기와 대표작 및 특징을 구분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재곡을 선정

하였다.

현행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현대음악의 학습은 주로 음악사 영역

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근대와 현대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기준으로 나뉘는 양식은 원시주의부터 인상주의, 표현주의, 12음

기법, 우연성 음악, 미니멀음악, 전자음악, 음향음악 등으로 다양하다. 이

러한 사조를 대표하는 곡은 여러 곡이 있지만, 영화에 활용된 예시를 찾

아내어 곡을 선정하였다. 먼저 교과서 분석 결과 빈도수가 높았던 원시

주의의 대표작인《봄의 제전》을 교과서 내용을 참고하여 다양한 활동으

로 제시하였다. 그 외 교과서에서 빈도수가 낮았던 음향음악과 미니멀음

악 중, 각각의 양식에서 드러나는 개별적 특징을 통해 표현, 감상, 생활

화의 다양한 영역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곡을 선정하였다. 교과서에 수록

된 곡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제재곡도 영화를 활용한 다양

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익히기 위해 지도안으로 제시하였다. 선정된

제재곡은 다음 <표 Ⅴ-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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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년도 작곡가 작품명 영화명(개봉연도)

원시주의 1913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판타지아 1940

(1940)

음향음악 1967 리게티 Lontano 셔터아일랜드(2010)

미니멀음악 1978 패르트 Spiegel im Spiegel 어바웃 타임(2013)

<표 Ⅴ-1> 선정된 제재곡의 목록

2. 제재곡에 대한 고찰

1) 원시주의와 작품《봄의 제전》

원시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스트라빈스키의 초기 작품 양식을 원

시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음악인《불새(The

Firebird)》(1910),《페트루슈카(Petrushka)》(1911),《봄의 제전》등이 여

기에 속한다. 원시주의에 속하는 이 시기의 작품은 발레 음악과 러시아

전통음악을 토대로 발전된 것으로 이후 스트라빈스키의 작품에도 지속적

인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 전통음악의 특징으로는 선율이 짧고 음역이 좁으며 교회선법

에 근거한 선율을 사용한다. 화성적으로 볼 때 매우 불안정한 것이 특징

이고 기능적 화성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선율이 일반적 종지형을 이루지

않고, 리듬적 측면에서는 강박보다 약박을 강조하거나 5박 또는 7박이

많이 나타나 변박이 잦거나 불안정하다(오희숙, 2004).

1913년에 초연된《봄의 제전》은 전통적인 규칙적 리듬과 박절에서

벗어나 단일한 화성의 반복적인 리듬을 통해 선사 시대적 원시주의의 분

위기를 조성한다.

곡 첫 부분에 바순이 연주하는 선율은 러시아 민속 선율에 반음계적

장식을 추가하고 리듬을 변형시킴으로써 주제 동기를 구성한 것이다(허

영한, 2000). 박자표와 마디줄이 큰 의미가 없이 박자를 지각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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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악기들은 표시된 박자의 당김 리듬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박자 개

념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악보 Ⅴ-1]《봄의 제전》선율(A)과 원형인 민속선율(B)

스트라빈스키 리듬의 중요한 특징은 오스티나토와 오르간포인트의 사

용이다. 그는 오스티나토와 오르간포인트를 통하여 리듬적, 화성적으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봄의 제전》에서 나타나는

리듬의 해방은 오스티나토의 예가 나타난 ‘봄의 징후와 젊은 남녀의 춤’

에서 찾아낼 수 있다. 저음역에 배치된 F♭장3화음과 E♭딸림7화음이 동

시에 울리며 타악기적 효과를 내는 화성적 오스티나토를 통하여 규칙적

인 리듬 패턴을 반복하지만 불규칙한 악센트의 사용으로 마디줄의 의미

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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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Ⅴ-2] ‘봄의 징후와 젊은 남녀의 춤’

또한, 2부 마지막 곡인 ‘희생의 춤’은 2/16, 3/16, 2/8, 2/16, 3/16 등 박

자가 수시로 변하며 악센트를 통한 1음에서 6음 가량의 덩어리로 구성되

어 불규칙한 리듬이 박자의 변화를 통하여 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다.

애니메이션 <판타지아 1940>은 월트디즈니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다.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토카타와 푸가(Toccata

and Fugue in D minor, BWV 565)》, 차이코프스키(Pyotr Tchaikovsky,

1840–1893)의《호두까기 인형(The Nutcracker)》(1892), 뒤카스(Paul

Dukas, 1865-1935)의《마법사의 제자(The Sorcerer's Apprentice)》

(1897) 등 클래식을 배경음악으로 활용하여 영상에 맞춘 단편 영상 모음

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타지아 1940> 중《봄의 제전》은 인류 이전의

창조과정을 스트라빈스키의《봄의 제전》에 맞추어 22분 정도의 애니메

이션으로 표현한 영상이다.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되는 영상은 특히 ‘봄의

징후와 젊은 남녀의 춤’에 등장하는 화성 오스티나토의 불규칙한 리듬

패턴이 화산폭발의 영상과 잘 맞물려 표현되었다. 이어 바람과 물이 들

이닥치며 물속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육지에는 공룡의 등장으로 평화가

깨지며 싸움이 벌어진다. 《봄의 제전》의 불협화음이 이들의 싸움을 반

주하고 기후와 자연변화로 인하여 죽어가는 생명체들을 표현한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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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지막에는 곡의 첫 부분인 바순 솔로 부분이 재등장하며 창조와 생

명의 순환을 표현하고 있다.

2) 음향음악과 작품《Lontano》

“Lontano”의 어원은 “멀리” 또는 “떨어진”이라는 뜻으로 “먼 곳에서”

라는 뜻의 제목은 공간적으로 멀리서 울려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박절적,

리듬적 공간이 아닌 음향체들의 공간을 의미한다. 특정 선율, 리듬을 중

시하지 않고 개별적 ‘음’에서 벗어나 ‘음향층’을 중요시하고 ‘음색’이라는

음악의 요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음향음악’ 또는 ‘음층음악’이

라고 부른다. 음향음악은 음고, 리듬, 다이내믹 등을 개별적으로 구분하

여 구성하는 총렬음악과 다르게 음을 총체적으로 보아 음들의 결합을 통

한 음색의 결과에 주목한다. 따라서 음향층의 커다란 흐름이 음악을 이

끌어 나가며 이러한 흐름은 정지한듯한 인상을 주며 서서히 변화를 보인

다.

헝가리 출신 작곡가 리게티의 작품《아트모스페르》는 반음들로 이루

어진 클러스터의 소음 같은 복합적인 음향층을 구성하였고《Lontano》

는 몇몇 음정 혹은 화음들을 형상화하여《아트모스페르》에 비해 다채로

운 모습을 보여준다(이희경, 2004).

리게티는 그래픽 악보를 통한 음층을 표현한 펜데레츠키와 달리 개개

의 성부를 치밀하게 다룬 ‘마이크로 폴리포니(Micropolyphony)’를 사용

하여 다성적인 움직임의 밀도 있는 반음계적 복합체를 만들어낸다. 이는

청각적으로 음 덩어리(Sound mass)로 들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선율이

아닌 정지된 음향 덩어리로 들리는 것이다.

이 작품은 하나의 음으로 시작하여 인접한 음들이 더해지며 특정 선

율들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모방하여 겹쳐지는 캐논 기법으로 구성된다.

선율은 비규칙적으로 리듬이 겹쳐지게 되어 복잡한 음향체속에서 다른

성부에 덮여 들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음층으로 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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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Ⅴ-3]《Lontano》9-12마디

영화 <셔터 아일랜드>는 고립된 섬에서 실종된 환자를 찾는 수사과

정을 그린 영화이다. 영화의 배경음악은 전부 기존의 작곡된 음악을 선

곡하였으며 믹싱(Mixing)과정을 통해 영화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Lontano》는 약 1분 정도의 길이로 몇몇 장면에 사용된다. 주

인공인 테디가 그를 보조해주는 동료인 척과 함께 사라진 레이첼을 찾는

수사과정이나 정신병원을 탈출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동료의 존재

에 대해 증언하는 장면에 쓰인, 척과 밀접하게 사용된 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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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니멀음악과 작품《Spiegel im Spiegel》

1960년대부터 총렬음악과 실험적 아방가르드에 대한 반발로 미국에서

‘미니멀음악’이 나타난 이후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며 20세기 후반의 주

요한 음악 양식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미니멀음악은 최소한의 재료로 제

작된 매우 단순한 형태의 작품을 지칭하며 최소의 개념은 대상이 아닌

예술적 주관성과 관계된다(오희숙, 2004).

미니멀리즘의 예술 작품들은 단순한 요소들의 반복적인 패턴이 특징

이다. 케이지의《4분 33초》와 시각예술에서의 미니멀리즘 운동의 영향

으로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미니멀음악이 시작되었다. 초기 미니멀 작

곡가로는 영(La Monte Young, 1935-), 라일리, 라이히, 글래스 등이 있

다(민은기 외, 2014).

패르트는 에스토니아 출신 작곡가로 초기에는 총렬음악의 작품을 썼

지만 1968년을 기점으로 그레고리오 성가와 르네상스 시대의 폴리포니를

연구하며 조성에 근거한 작품을 쓰기 시작하였다. 작품은 3화음 혹은 하

나의 음, 단순한 화성과 리듬이 쓰이며 템포도 변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

의 이러한 양식을 “Tintinnabular(종의 울림)”이라고 명명하였다. “Spigel

im Spiegel”은 “거울 속의 거울”이라는 뜻으로 으뜸화음이 작은 변주 속

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며 선율은 A음을 기점으로 거울을 비추듯 상행과

하행 선율의 악구로 이루어져 있다.

4분의 6박자, F장조로 되어있는 이 곡은 으뜸화음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아노 오른손은 아르페지오로 화음을 풀어서 연주하고 왼손은

F장조의 으뜸화음 중 한음을 다양한 음역대에서 연주한다. 바이올린 선

율은 점2분음표의 진행으로 하행과 상행 선율이 하나의 악구를 이룬다.

상행과 하행이 악구별로 번갈아 나오며 각각의 하행과 상행 선율은 A음

을 기점으로 거울을 맞댄 것처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선율들은 모두 한

마디 단위로 움직이며 마지막 음가인 A음은 두마디반인 15박의 길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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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활동내용]

① 영화 <셔터 아일랜드>에서《Lontano》가 활용된 장면

#1 : 00.15.32-00.16.57

- 사라진 레이첼을 찾는 수사과정

#2 : 00.26.21-00.27.32

- 몰아치는 폭풍우를 뚫고 숙소로 귀환하여 레이첼에 관한 조사를 정리

하는 장면

#3 : 01.16.33-01.16.54

- 동료 척과 함께 정신병동을 탈출

#4 : 01.37.24-01.38.16

- 동료는 없었다는 주변인들이 증언하는 장면

영화 <셔터 아일랜드>에서 리게티의《Lontano》가 사용된 장면을

분석해보면 주인공을 보조하는 동료인 척과 연관된 주제음악으로 사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향음악의 특징을 잘 살려 넓은 화각을 보여주

거나 명확한 멜로디를 알 수 없는 음층의 진행으로 수사과정의 모호함을

잘 표현해준다. 학생들에게 영화를 감상하며《Lontano》의 배경음악이

주는 느낌을 이야기해보고 음향음악의 특징을 학습한 후, 음향음악의 특

징을 생각하며 영상을 다시 감상해 본다.

② 펜데레츠키《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와 비교하기

리게티의《Lontano》와 펜데레츠키의《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

가》의 음층 구조를 학습한다. 《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는 리게

티가 개개의 성부를 음표로 세밀하게 다룬 것과 달리 52대의 현악기가

미분음, 특수주법 등으로 음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프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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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보되어 있으며 두 곡의 음층을 구성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학습한

다.

음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선율, 화성, 리듬이 중심이 아닌 음들의

집합이 만들어내는 음층이 두 곡의 핵심내용이다. 쇤베르크의 12음기법

을 통한 음고의 해방을 시작으로 리듬, 다이내믹 등 모든 음악적 요소를

제어하는 총렬음악, 그리고 우연성 음악의 등장으로 기존의 음고의 제어

를 통한 음악에서 벗어나 음고들의 집합이 음층을 형성해내는 음층음악

또는 음향음악이 나타나게 된다.

[악보 Ⅴ-18]《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도입부

펜데레츠키는 위의 악보와 같은 독창적인 기보법을 창안하였다. 박자

와 마디의 개념을 탈피하여 시간의 길이로 표시를 하고 여러 현악기들의

특수주법의 기호, 미분음, 그래프 악보를 활용한 기보법으로 악곡을 표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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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Ⅴ-19]《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밀집 음군

특히 위의 [악보 Ⅴ-19]는 8대의 더블베이스를 위한 악보로 밀집 음군

을 표시한 그래픽 악보로 가장 높은음과 가장 낮은음을 표시하고 나머지

악기들은 중간 최고음과 최저음에 속하는 특정 음들을 선택하여 음을 내

는 방식으로 연주한다.

[악보 Ⅴ-20]《Lontano》5-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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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교하여《Lontano》는 음향층이 정지한 듯 보이지만 [악보 Ⅴ

-20]과 같이 음층들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음악을 이끌어 나간다. 리게

티는 음고를 세밀하게 제어하는 ‘마이크로 폴리포니’ 개념으로 음층을 이

끌어 나가고, 펜데레츠키의 음악은 그래픽악보를 통한 특수주법 중심의

음향 덩어리로 음층을 구성하였다. 펜데레츠키의 음악을 악보와 함께 영

상으로 감상하며 두 작곡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학습한다.

[악보 Ⅴ-21]《Lontano》9-11마디 선율 구성

《Lontano》의 음층 구성 방법은 선율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주

어 각 악기군의 시간차를 두어 음층을 구성한다. 도입부에 A♭음이 악기

별로 차례로 등장하다가 9-11마디에서 처음으로 선율이 등장한다. 이는

A♭음을 기준으로 단2도 관계에 있는 상, 하에 있는 음으로 선율을 만들

어 음의 밀집을 통한 음층을 구성하였다. 선율의 전위, 역행 기법과 완전

4도를 이루는 선율을 통하여 악곡을 이끌어 나가며 펜데레츠키의 음층

구성과 달리 음을 세세하게 제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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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곡의 음층 구성 방법의 차이점을 학습하고 학생들이 음향음악의

특징과 리게티와 펜데레츠키의 음층 구성 방법에 대한 차이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셔터 아일랜드>의 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음향음악이 영상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견을 나누어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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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패르트의《Spiegel im Spiegel》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차시 4/5

학습

목표

미니멀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제재곡을 활용하여 역할극을 만들

수 있다.

학습

자료

1. 수업 내용 PPT 자료

2. 《Spiegel im Spiegel》악보 및 음원

3. 영화 <어바웃 타임> 영상

4. 활동지

5. 《Clapping Music》악보 및 음원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학습

자료

도

입

(5

분

)

동

기

유

발

인사 빛

학습환경

정비

- 인사 및 출석 체크하기

동기유발

- 라이히의《Clapping Music》

감상하기

- https://youtu.be/lzkOFJMI5i8

(검색일 2018. 05. 25.)

- 2차시에 창

작 활 동 한

내용과 연

관짓는다.

학습목표

제시

- 학습 목표 제시하기

· 미니멀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 다함께 학

습 목 표 를
PPT

(3) 패르트《Spiegel im Spiegel》수업지도안

가. 1차시

패르트의《Spiegel im Spiegel》 수업지도안은 총 2차시로 계획되었

다. 학습목표는 미니멀음악을 제한 작곡을 통해 창작을 하고 창작곡을

역할극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1차시의 주요 학습 목표는 미니멀음악의

개념과 특징을 학습하고 영화 <어바웃 타임>에 적용된 효과를 확인한

후, 제재곡을 활용하여 모둠별로 역할극을 만드는 것이다. 《Spiegel im

Spiegel》의 1차시 수업은 본 연구에서 진행되는 수업 계획상 4차시에

해당하며 수업지도안은 다음 <표 Ⅴ-10>과 같다.

<표 Ⅴ-10>《Spiegel im Spiegel》1차시 수업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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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

(40

분)

제재곡을 활용하여 역할극을 만들

수 있다.
읽는다.

개

념

화

미니멀리

즘의

이해

- 미니멀리즘의 등장 배경과 특징

에 대하여 학습한다.

- 그림 작품

을 보며 미

니멀리즘에

대해 이해

한다.

활 동

①

미니멀

음악의

이해

- 미니멀음악의 등장 배경과 특징

에 대하여 학습한다.

활 동

②

- 미니멀음악은 광고음악, 영화음

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알려준다.

- https://youtu.be/IJ8gPNE54ro?t

=4m40s

(애플광고음악, 검색일 2018. 06.

15.)

제재곡

이해하기

- 제재곡의 악기편성과 연주형태

에 집중하여 악보와 함께 감상

한다.

- https://youtu.be/aS7qmtQLSyY

(검색일 2018. 05. 30.)

- 제재곡 제

목의 뜻을

알 려 주 고

어떤 의미

인지 감상

하며 찾아

보도록 안

내한다.

활 동

③

제재곡

느낌

말하기

- 곡의 특징을 찾아보고 본인이

제재곡을 감상하며 느낀점을 표

현한다.

- 활 동 지 에

적을 시간

을 충분히

준다.

적

용

영상과

연관지어

감상

- 영화 <어바웃 타임>에 제재곡

이 적용된 장면을 감상한다.

- 음악이 영상에 적용되어 나타나

는 효과에 대해 느낌을 표현해

본다.

- 감 상 하 며

음악이 주

는 효과 및

개인의 느

낌을 활동

지에 적는

다.

활 동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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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평

비교

- 앞에 적었던 두 가지의 감상평

을 비교하여 이야기해본다.

- 관심을 갖

고 발표자

에게 집중

한다.

분

석

제재곡의

선율

구성

학습

- 제목의 의미를 알려주고 제재곡

의 선율구성 방법에 대하여 학

습한다.

활 동

⑤

경

험

화

제재곡을

활용하여

역할극

만들기

- 모둠별로 제재곡을 활용하여 ‘부

모님’ 또는 ‘연인’을 주제로 역할

극을 만든다.

- 역할극 내용 안에 제재곡이 배

경음악으로 활용될 부분을 생각

하며 극을 구성한다.

- 모둠원 모

두가 참여

하되 감독

학생 1명을

선정한다.

활 동

⑥

정

리

(5

분)

학습내용

정리

-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제재곡을 감상하며 구상한 극을

정리한다.

다음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 역할극을 발표할

것을 예고한다.

[4차시 활동내용]

① 미니멀리즘의 이해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용어는 평론가 윌하임(Ricahrd Wollheim,

1923-2003)이 1965년 ‘아트 매거진(Art Magazine)’에 게재된 기사를 통

하여 처음 쓰인 후 현재까지 보편화된 용어이다. 미니멀음악은 미술계의

미니멀리즘 운동인 ‘미니멀 아트(Minimal Art)’의 영향을 받았으며 미니

멀음악을 이해하기 앞서서 미니멀 아트에 대하여 학습한다.

1960년 말 당시 미국의 현대미술은 주관적이고 추상표현주의에 반발

심으로 형태를 벗어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재를 최소한으로 남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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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형태를 표현하는 미술 작품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작가

의 주관을 배제하며 사물의 본질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배경을 위해 미니멀 아트의 그림을 보며 미니멀리즘의 개념에 대해 이해

한다.

미니멀 아트의 대표적인 예로 캔버스를 흰색으로만 칠해놓은 작품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의 <화이트 페인팅(White

Painting)>(1951)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케이지의《4분 33초》와 비견

되기도 한다. 또한 알버스(Josef Albers, 1888-1976)의 <사각형에 대한

경의(Homage to the Square)>(1949)는 정사각형 세 개 혹은 네 개를 색

의 변화로 구성하였으며 유사한 패턴에 따라 그려진 수백 점에 달하는

작품이다.

[그림 Ⅴ-1] 라우쉔버그 <화이트 페인팅>

[그림Ⅴ-2] 알버스 <사각형에 대한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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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니멀음악의 등장 배경과 특징 이해하기

미니멀음악은 미니멀 아트의 최소한의 개념을 이어받아, 음의 소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속성과 반복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떄문에 단 하나

의 음의 변화까지도 느낄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총렬음악과 실험적 아

방가르드에 대한 반발로 미니멀 아트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등장한 이

후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왔다. 미니멀음악은 광고음악, 영화음악 등 실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킨다.

도입부에 보았던 라이히의《Clapping Music》은 손뼉을 이용한 최소

한의 요소로 곡을 구성하였으며 동일한 악구를 연주하지만 박의 이동으

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2차시에 학습하였던 악센트의 이동에

따른 곡의 결과물과 연결지을 수 있다.

최소한의 재료, 반복을 통한 미니멀음악의 또 다른 특징은 화성과 리

듬 구조의 일치성이 벗어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서양 음악은 화성의

변화가 리듬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미니멀음악에서는 그러한 전통적 개

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니멀음악은 최소한의 재료 즉, 음 하나의 지속

혹은 변화로 곡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지만, 화음의 반복이 될 수도 있

다. 이러한 음악은 조성적으로 들리지만 서양 음악의 전통에서 사용되던

기능화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학습한다.

학습할 제재곡은 이러한 화성을 기초로 한 미니멀음악으로 이루어졌

다는 점과 3화음을 아르페지오 형태로 구성하고 단순한 화성을 사용한

패르트의 양식인 “Tintinnabluar”를 학습한다.

③ 제재곡을 감상하고 느낌 표현하기

제재곡을 악보와 함께 감상한 후, 악보에 드러나는 특징이나 감상했

을 때 느낌, 곡의 특징을 찾아보고 학습지에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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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Ⅴ-22]《Spiegel im Spiegel》1-12마디

악보에 드러나는 곡의 특징을 찾아보고 활동지에 느낀점을 표현한다.

반주패턴이나 화성의 진행, 선율구성 등 자유롭게 느낀점을 적을 수 있

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느낀점을 발표한다.

④ 영상과 함께 감상하고 느낌 표현하기

다음 활동은 영상을 감상하고 제재곡이 영상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보고 음악의 효과에 대해 적어본다.

교사는 학생들이 감상평을 적는 활동을 할 때,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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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활동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발표는 자발적으로 원하는 학생과

교사가 관찰했던 학생 중 느낌의 표현을 같게, 혹은 반대로 적은 학생들

에게 발표를 권유한다.

- 느낌 : 행복함/편안함/따뜻함/부모님 생각/애잔함/감동적 등

⑤ 제재곡의 선율구성 학습하기

느낌 발표 후 제재곡의 뜻이 “거울 속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악보 Ⅴ-23]을 참고하여 선율구성 방법을 학습한다.

[악보 Ⅴ-23]《Spiegel im Spiegel》선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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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은 A음을 기점으로 거울을 맞댄 것처럼 대조를 이루는 형태로 구

성되어 있다. 선율은 점2분음표의 길이로 하행과 상행 선율이 상행과 하

행의 악구가 번갈아 나오며 하나의 악구를 이룬다.

⑥ 역할극 만들기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표현 영역의 성취

기준에 따르면 “악곡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음악작품으로 만들어 표현한다. 그리고 연극, 영화(영상), 춤 등

다른 예술과 연계하여 음악 작품을 만들어 표현”(교육부, 2015, p. 26) 하

는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활동에서는 모둠별로 제재

곡과 어울리는 역할극을 만들고 표현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모둠별로

‘부모님’ 혹은 ‘연인’을 주제로 하여 역할극을 만들고 길이는 5분이 넘어

가지 않도록 한다. 모둠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감독 1인과 배

우들로 구성을 한다. 제재곡에서 받았던 느낌을 잘 살려 제재곡이 극 안

에 배경음악으로 어떻게 활용되면 극의 완성도가 높아질지에 대해 생각

하며 극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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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패르트의《Spiegel im Spiegel》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차시 5/5

학습

목표

미니멀음악의 특징을 담은 음악을 창작하여 역할극에 적용시킬 수

있다.

학습

자료

1. 수업 내용 PPT 자료

2. 활동지

3. 《Spiegel im Spiegel》 음원

4. 화음악기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학습

자료

도

입

(5

분

)

경

험

화

인사 빛

학습환경

정비

- 인사 및 출석 체크하기

전시학습

확인

- 미니멀음악 특징과 제재곡의 특

징을 정리한다.

학습목표

제시

- 학습 목표 제시하기

· 미니멀음악의 특징을 담은 음악

을 창작하여 역할극에 적용시킬

수 있다.

- 다함께 학

습 목 표 를

읽는다.

PPT

제재곡을

활용하여

역할극

발표

- 모둠별로 앉아 역할극 발표를

위한 최종 점검을 한다.

- 교사는 대본에 제재곡이 들어갈

구간을 확인하고 조언을 해준다.

- 교사는 감

독 학 생 의

의도를 파

악하고 음

악이 들어

나. 2차시

《Spiegel im Spiegel》의 2차시 수업에서는 역할극을 발표하고 화성

의 제한 작곡을 통해 미니멀음악을 창작한다. 창작한 음악을 역할극에

적용시켜 연주와 함께 재발표를 하는 활동으로 계획하였다. 《Spiegel

im Spiegel》의 2차시 수업은 본 연구에서 진행되는 수업 계획상 5차시

에 해당하며 수업지도안은 다음 <표 Ⅴ-11>과 같다.

<표 Ⅴ-11>《Spiegel im Spiegel》2차시 수업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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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

(37

분)

가는 위치

가 적절한

지 확인한

다.

- 모둠별로 지난 차시에 만든 역

할극을 발표한다

- 감독학생은

제 재 곡 이

들어갈 구

간에 맞추

어 음악을

재 생 시 킨

다.

활 동

①

창작

준비

- 모둠별로 교사가 제시한 화음

중 최소 2개 이상을 선택하여

순서를 배치한다.

- 제 재 곡 의

느낌과 비

슷한 느낌

의 화음을

제시한다.

활 동

②반주패턴

만들기

- 선택한 화음 패턴에 반주패턴을

적용한다.

- 반주패턴은 최소 두 가지를 만

든다.

- 반 주 패 턴

예시는 학

생들의 창

의성을 위

해 소리로

만 들려준

다.

미니멀

음악

창작하기

- 선택한 화음과 창작한 반주패턴

을 만들어 미니멀음악을 창작한

다.

발표

준비

- 앞서 발표한 역할극에 창작한

음악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대본

을 점검한다.

- 최소 두 구

간에 음악

이 들어가

도록 지도

한다.

활 동

③,

화음

악기
창작곡을

연주하며

역할극

발표

- 창작한 음악의 연주와 함께 역

할극을 재발표한다.

- 역할극 감

독 학 생 이

창 작 곡 을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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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8

분)

평

가

정리 및

평가

- 모둠별로 창작 및 표현활동에

대하여 소감을 말한다.

- 역할극 1차 발표와 2차 발표에

대한 동료평가를 한다.

수업정리

- 5차시에 걸친 현대음악의 개념

과 특징을 정리하고 원시주의,

음향음악, 미니멀음악을 학습했

음을 상기시킨다.

- 본 수업을 계기로 현대음악에

관심을 갖고 학습할 것을 강조

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5차시 활동내용]

① 역할극 발표하기

전시에 구성하였던 역할극을 발표한다. 교사는 발표 전에 각 모둠의

극본을 확인하고 감독학생의 의도에 따라 제재곡이 어느 지점에 배치되

었는지 확인한다. 어떤 감정을 나타내고 싶었는지, 음악이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고 감독학생의 의견에 맞추어 음악

이 들어갈 지점을 필요에 따라 수정한다.

모둠별로 역할극을 발표하고 감독 학생은 극을 보며 적절한 시점에

음악을 재생하는 역할을 맡는다.

② 제시된 화음을 선택하여 반주패턴 만들기

모둠별로 화음 선택은 최소 2개 이상 선택한다. 화음의 진행 순서를

정해서 한 악구에 들어갈 화음 패턴을 정렬한다. 교사는 제시된 화음을

연주하며 학생들에게 소리를 들려준다. 제시한 화음은 학생들이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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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화음을 선택하되, 원곡에 가까운 느낌을 주면서 화음의 순서에 관계

없이 음악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한 화음들로 제시한다.

[악보 Ⅴ-24] 창작활동을 위한 제시된 화음

한 화음 당 반주패턴이 두 번 반복되도록 곡을 구성하게 한다. 반주

패턴과 곡의 빠르기는 모둠원 모두가 결정하도록 한다. 모둠원들은 자연

스러운 화음 연결과 극의 내용에 적절한 반주패턴을 설정한다.

[악보 Ⅴ-25] 반주패턴 예시

선택한 화음과 반주패턴을 활용하여 미니멀음악을 창작한다. 학생들

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교사는 모둠별로 점검하며 창작활동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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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역할극 재발표 및 연주하기

감독학생은 피아노 혹은 화음악기 연주를 준비하고 모둠원들의 극에

맞추어 사전에 구상한 지점에서 음악을 연주한다. 교사는 감독학생의 연

주를 도와준다. 발표 전에 확인한 대본을 이해하고 음악의 효과가 극대

화 될 수 있도록 즉흥 선율을 첨가하거나 옥타브 연주를 더해 음악의 완

성도를 높여준다.

발표 후 소감문을 작성하고 느낀점을 발표한다. 다른 모둠의 1차 발

표와 2차 발표의 평가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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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현대음악은 현시대를 반영한 음악으로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시대에

발맞추어 현대음악 또한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현대음악

을 학습하는 것은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현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사고력과 비판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현

대음악의 실태를 파악한 후, 영화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현대음악 접근

성의 장벽을 낮추어 현대음악을 학습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영역을 확장

하는 지도안을 구상하였다. 현대음악 교수-학습 단계 모형을 개발하고

현대음악과 음악교육 전문가 3인에게 지도안과 수업자료, 내용의 타당도

및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받았다.

교과서 분석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해 개정된 교과서 5종

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해 개정된 교과서 9종을 교육과정 문

서에 제시된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고안하여 현대음악과 영화

음악 영역을 분석하였다.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현대음악을 깊이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지도

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영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였다. 제재곡은 원시주

의, 음향음악, 미니멀음악 세 가지 현대음악 양식을 다루었으며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업지도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지도안은 원시

주의 2차시, 음향음악 1차시, 미니멀음악 2차시, 총 5차시로 구성되어있

다. 작품의 배경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영화에 음악이 적용된

것을 시청각으로 감상하여 제재곡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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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표현, 감상, 창작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학습 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음악 양식은 인상주의, 원시주의, 표현주

의의 악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5 개정 교과서에서 양식과 내

용적 변화가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2015 개정 교과서「음악」에

서 드뷔시의《목신의 오후 전주곡》과 스트라빈스키의《봄의 제전》을

제재곡으로 모두 다루고 있었다. 두 작품은 기존의 전통체계를 벗어나는

시도를 보여준 작품으로 현대음악을 기초단계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곡이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과서는 2009 개정 교과서보다 미니

멀음악의 내용과 활동영역이 넓어졌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곡법 등 4

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과서의 내용적 변화가 드러났다.

둘째, 교과서의 현대음악의 학습활동 영역은 감상영역에 집중 분포되

어 있어 표현, 생활화 영역을 아우르는 학습활동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

에서 현대음악의 학습활동이 감상영역에 치우쳐 있다는 연구 결과와 마

찬가지로 2015 개정 교과서 또한 현대음악은 대부분 서양 음악사를 정리

한 단원 내의 감상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감상활동에 주로 국한되

어 있는 현대음악 교육이 감상영역뿐만 아니라 표현, 생활화 영역으로

확장되기 위해 영화를 활용한 학습활동 및 지도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시대적 나열을 통한 단순한 감상지도법 이외에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고 가치를 인식하는 방법과 연주, 신체표현, 창작활동과 연계된 현

대음악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수-학습 단계로 제시된 지도안에 따르면

현대음악을 표현, 감상, 창작의 활동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수업지도안은 원시주의, 음향음악, 미니멀음악 양식 중 하

나의 제재곡을 선정하여 영화를 통해 음악이 영상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현대음악의 특징을 좀 더 쉽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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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 더불어 원시주의에서는 불규칙 악센트를 통한 리듬과 복

화음을 통한 창작활동 및 영상에 맞추어 보는 연주활동, 음향음악을 영

상의 효과와 함께 감상하는 활동, 역할극의 이야기를 만들어 창작한 미

니멀음악을 적용하는 다양한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

하여 학생들은 현대음악의 특징을 좀 더 쉽게 배울 뿐만 아니라 표현,

감상, 창작활동을 통해 현대음악에 대해 통합적인 경험을 할 기회를 얻

게 될 것이다.

2.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과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정된 음악 과목 교과서의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음악 관련 교과

서「음악」10종,「음악 연주」1종,「음악 감상과 비평」5종, 총 16종 중

「음악」5종과「음악 감상과 비평」4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작성되

었다. 현대음악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6종 교과서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 좀 더 나은 지도안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한정하여 교과서를 살펴

보았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현대음악 학

습에 대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이외에 초등학

교와 중학교 교과서 분석을 함께 연계한다면 현대음악 교육을 통합적으

로 할 수 있는 지도안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영화를 위해 현대적 기법으로 작곡된 음악을 활용하여 현대음

악의 특징을 학습하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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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현대음악이 영화에 적용되어 나타난 효과 및 학습 방법을 연구하였으

나 현대음악의 기법을 심도 있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화를

위해 작곡된 영화음악 중 라이트모티프, 증2도, 클러스터, 악기의 현대적

주법 등의 현대적 기법을 활용한 영화음악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수

-학습법을 개발한다면 영상에 음악의 적용에 대한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넷째, 현대음악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행 교

과서 분석 결과 현대음악은 감상영역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생활화를 강조하는 것을 고려

하여, 본 연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기 쉬운 영화라는 매체를 활용하

는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으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보다 효과적인 현

대음악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들의 창의성 신

장을 위해 현대음악의 개념을 활용한 창작과 연주 등의 교수-학습 방법

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대음악의 지도방안에 대한 방법으로 영화를 활용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현대음악을 지도하는 교수-학습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학습자들에게 흥미롭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교수-학습 방법과

더불어 현대음악의 지도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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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빈스키의《봄의 제전》과 <판타지아 1940>

1. 원시주의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느낌을 적어보세요.

2. 8마디 리듬을 창작하고 불규칙 악센트를 붙여보세요.

3. 두 개의 화음을 선택하여 오선지에 적어보세요.

4. 복화음을 배치하여 창작한 리듬과 결합해보세요.

부 록

<부록 1> 스트라빈스키《봄의 제전》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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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르트의《Spiegel im Spiegel》과 <어바웃 타임>

1. 곡을 들으며 느낀점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2. 악보를 보고 감상하며 악보에 나타난 특징을 적어보세요.

3. 영상에 적용된 음악의 느낌에 대하여 적어보세요.

4. 모둠별로 ‘부모님’ 또는 ‘연인’을 주제로 역할극을 만들어 보세요.

<부록 2-1> 패르트《Spiegel im spiegel》활동지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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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르트의《Spiegel im Spiegel》과 <어바웃 타임>

1. 보기의 화음을 2개 이상 선택해서 배열해보세요.

2. 반주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3. 선택한 화음에 반주패턴을 적용시켜 보세요.

4. 역할극의 연주 및 발표회를 마친 후, 느낀점을 자유롭게 적어보세

요.

<부록 2-2> 패르트《Spiegel im Spiegel》활동지 (5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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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music is considered to be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than tonal music, which could be likely to restrict

students appreciate, and perform contemporary music. In order for

students to effectively learn contemporary music, it is necessary to

develop teaching plans which include various education activities not

only to stimulate students’ interests to contemporary music bu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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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velop their creativity as a result of step-by-step learning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 teaching-learning method

of contemporary music using movies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high school music textbooks and suggested a teaching plan for

applying it to high school students.

The characteristics, educational values, and teaching methods of

contemporary music,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ovie and

contemporary music were firstly investigated based on music

literatures. Also it was found that current teaching-learning methods

of contemporary music are not diversified for high school students by

analyzing the music textbooks of curriculum of 2009 and 2015 revised

by music department. Therefore, a teaching plan with the help of

movies was suggested to diversify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In order to diversify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various styles

of contemporary music used in movies are included such as

Primitivism, Sound-mass music, and Minimal music in our teaching

plan. Since each style ha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distinct

effects were produced in movie, which helps student easily recognize

the difference. As a result, our teaching plan enables students not

only to understand contemporary music, but also to learn various area

of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such as performing, appreciating and

enjoying music as part of everyday life. The validity of these

findings and their application to the filed have been verified by three

experts in contemporary music and music education.

In conclusion, contemporary music in high school textbooks has

been limited to Impressionism, Primitivism, and Expressionism.

Furthermore, contemporary music is regarded as a more difficult area

than tonal music, and this perception limits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to appreci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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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plan that broadens the areas of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with the help of movies. Various styles of contemporary

music used in movies enable students to recognize the differences

more easily resulting in better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music.

In addition, students will have a chance to learn contemporary music

more comprehensively not only by appreciation, but also by

expression, performance, and creation of music.

For further study, the followings are recommended: Firstly, all

music textbooks amended by 2015 revision curriculum should be

analyzed to improve the teaching since this study are based on only

9 textbooks. Second, in addition to high school textbook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xtbooks should be analyzed to enhance

comprehensive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Third, unlike the

examples in this study, music written for movies only are

investigated to learn various techniques of contemporary music.

Fourth, it’s necessary to find new methods for developing improved

teaching plans for contemporary music.

Keywords : music textbooks, high school, contemporary music,

teaching method, movie

Student Number : 2016-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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