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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고, 고등학교 일반과목에는 ‘음악과 진로’가 신설되었다. 현재까지 음

악교육에서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교

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음악과 진로’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음악교육에서 진

로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고 구성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과 관련된 국내의 교육과정 및 연구와

해외의 교육과정 및 학술지를 참고하여 진로교육의 개념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

째, 문헌 조사에 근거하여 분석 범주를 자아 이해, 직업 세계 이해, 진로 준비로 설

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 이해의 범주에서는 자신의 음악적 특성 탐색이 주로 다루어졌다. 둘

째, 직업 세계 이해의 범주에서는 음악 관련 직업인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한 사

회 속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내용이 가장 활발히 다루어졌다. 셋째, 진로 준비의 범

주는 희망 분야의 취업 및 진학 탐색과 준비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넷째, 세 가지

의 전체 범주별 분석 결과 직업 세계 이해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진로 준비는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과 진로’의 구성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범주 중 직업 세계 이해에서 편중된 결과를 보였으므로 자아 이해와 진로 준

비를 위한 내용이 충실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아 이해의 영역에서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음악 관련 직업인에 대한 제시 방식이 단편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나 체험 활동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충하여 직업인에 대한 심도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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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해가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음악 산업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학 경로의 제시 방법이 부족했으므로 준비과정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

섯째, 직업윤리는 음악저작권과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었으므로 학생들에게 건

강한 직업의식 및 태도를 교육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

다.

*주요어: 진로교육, 음악교육, 음악과 진로, 교과서 분석

*학번: 2013-2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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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맞추어 자신의 진로를 활

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고용패턴의 변화에 따라 생애진로개발이 중요해졌

다. 따라서 학생은 생애발달 단계에 적합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진

로개발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습관 등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적합한 진로결정

을 위하여 신뢰 있고 정확한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지속적인 진로성찰을 통하여 학

습동기 및 학업 성취 수준을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1)

진로교육은 일반적으로 직업교육을 포함하는 생애교육을 뜻한다. 1970년 이전까

지는 특정 직업에 입문하기 위하여 기능적인 훈련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직업교육이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보다 넓은 의미를 뜻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또한 현대 시

대의 직업의 개념은 생계의 수단이 아닌 사회에 봉사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으

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모든 인간의 삶의 직업생활에 공통적으로 필요

한 기초 기능과 소양, 건전한 직업적 태도와 가치관 및 자아관 등을 길러주기 위한

일반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간주된다.2)

김장회와 김계현은 진로교육이란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시켜 적극적으

로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3) 또한 이지연 외 8명은 진로교육에 관하여 학습경험의

총체라고 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삶에 필요한 생애역할·평생학습·일·여가 등에 참여

1) 이지연·최동선, “초·중등 진로교육의 현황과 혁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2005-05

2)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000), 4

3) 김장회·김계현, “초등학생의 직업역량 육성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아시아교육

연구 Vol. 8, No. 3 (2007): 81-114.



- 2 -

하는 것을 배우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이지연 외 2009). 그러므로 개

개인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이를 위하여 교육과 훈련

을 계획하는 한편, 사회에 진출하여 행복한 삶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된다.4)

현재 시행되는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방향, 목표,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하위 내용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중점 방향 중 하나는 학생

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교육목표 중 하나는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

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추는 것

이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진로를 개척하고 국

가와 지구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5) 이렇게 학생 개개인이 가지

고 있는 개성을 찾고 발달시켜 조화를 이룬다는 전인적 성장6)의 기반 위에 요구되

는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보다 다양한 지식과 환경을 통해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진로’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구성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음악과 진로’

교과서 3종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선택 교육

과정 중 일반 과목인 ‘음악과 진로’ 교육과정이 개설되었으며,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현재까지 음악교육에서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오지 않았기 때

문에 본 연구는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교과서 내용 개선에 있

어서 구성 방향의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이지연 외,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Ⅱ),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2009), 18

5)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해설,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2010), 20

6) 전인적 성장이란 학생들의 몸과 마음 곧 지·덕·체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평균적인 인간의 육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각자가 가진 개성을

찾고, 발달시키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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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첫째, 진로교육 및 음악교육에서 진로교육의 개념과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진로교육과 관련된 저서, 국·내외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문헌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내·외 대학의 석·박사 학위논문, 해외 SSCI나 A&H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서

발행된 연구결과를 참고하였고, 나아가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과 음악교육에서

진로교육의 필요성 및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교육과정에 반영된 진로교육의 내용과 직업교육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연

구들을 살펴보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 및 ‘교육 목

표’를 검토하였고, ‘음악과 진로’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진로

와 직업’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체계를 조

사하였다. 이후 해외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

았다. 한편 직업교육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에서 제시한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화 연구’,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

취기준’을 검토하였다.

셋째,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진로교육

관련 문헌의 논의를 종합하여 자아 이해, 직업 세계 이해, 진로 준비의 범주를 설정

하였으며, 세 범주에 각각 하위 기준을 선정하여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넷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의 검정을 통하여 발행된 ‘음악과 진로’ 교과서 3종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은 빈도

분석을 통한 양적 분석으로 각 교과서의 소제목을 단위로 하여 전체 빈도 내에서

분석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의 빈도수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체 범주와 하위

기준의 결과를 토대로 범주별 구체적인 논의를 한 후 구성 방향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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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진로교육 및 음악교육의 진로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

다. 먼저 진로교육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현준 외1명은 학교 진로교육이 자기

이해, 직업태도, 진로 계획성, 진로 행동에 두는 효과와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학

과의 재선택 의지에 주는 영향력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중

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교육은 진로 계획성과 진로 행동에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자기이해에 주는 효과는 없었으며 직업태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학교 진로교육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학생이 자신의 능력, 흥미, 적

성 등을 이해하는 활동과 올바른 직업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보다 내실 있

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7)

남수정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교육의 형태를 학교교육, 가정교육, 기관교육으

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직업세계를 이

해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의 체득이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면접에 대비한 사전훈련 등 여러 가지 실천적인 활동이 학교와 가정에서 활성화되

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8)

플랭크(Stephen B. Plank)는 진로 및 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과 학문적 교육과정이 공존할 수 있는지, 또는 공존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기술교육과 학문적 교과과정의 균형은 미국 학생들의 시험 점수 및 학교

중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되었다.9) 또한 슈미트(L. Schmidt)는 진로교육은 어

7) 주현준·이쌍철,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 분석,” 교육종합연구 Vol. 12, No. 2 (2014):

157-180.

8) 남수정, “고교생의 진로교육의 현황 및 진로역량과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Vol. 18 No. 11

(2011): 283-303.

9) Stephen B. Plank, “A Question of Balance : CTE, Academic Courses, High School

Persistence, and Student Achievement,”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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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종류의 좋은 직업이라도 존중하며, 학생의 무목적성, 학교 중퇴, 인력의 낭비

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10)

이상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 교과서의 진로교육 내용을 ‘나의 이

해와 진로, 진로 탐색, 진로의사결정, 진로계획과 준비’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11)

그 결과로 진로교육의 비중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진로 탐색의 비

중이 편중되어 있었고,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계획 및 준비단계의 내용은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술교과서에 진로교육에 관련한 내용이 균형 있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진로교육에 관한 최근 연구의 동향으로는 ‘진로개발 역량’에 관한 논의가 있으

며, ‘진로개발 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y)’이란 “개인이 진로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 가

치와 성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2) 따라서 이러한 개념 정의를 통해 진로개발 역

량의 의미와 하위 요소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교과통합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진로교육과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문 교과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시도로써,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의 교과통합 진로교

육 사례를 연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적용을 위하여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기술·가

정 과목과의 진로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목표에 따라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

Vol. 26, No. 3 (2001): 279-327.

10) Lloyd Schmidt, “The Importance of Career Educ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Vol.
63, No. 7 (1982): 40-41.

11) 이상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의 진로교육내용 분석.” (석사

학위논문, 상명대학교, 2014)

12) 임언 외,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 모델 구축,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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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개념을 반영하여 ‘진로개발능력’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을 볼 수 있다(교육과

학기술부 2010, 27). 여기서 언급하는 핵심 역량이란 역량에서 나온 개념으로써, 한

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핵심 역량을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혹은 합

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혹은 사회인)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

체”13)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10가지 핵심 역량을 중심으

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과를 분석하였으며 이 때 분석의 틀에 포

함된 핵심 역량 중에는 ‘진로개발능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고등학교의 교육목표에서 이러한 연구의 결

과물이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다음으로 음악교과와 관련한 진로교육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나유진은 진로교

육의 개념과 필요성, 목표와 방향, 내용을 알아보고, 음악교육의 의미와 함께 음악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14) 조수희는 기존에 경

제나 예술 경영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던 음악 산업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학교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한 후, ‘음악과 사회’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음반 산업, 디

지털 음악과 저작권, 음악 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학습 내용 및 지도 방안을 제시하

였다.15) 실제로 음악 산업은 음악과 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음악 산업이란

작곡, 음반, 공연, 저작권 관리, 출판, 방송, 광고, 영화 등의 영상물에 삽입되는 음악

등의 음원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산업으로 정의된다. 이 산업에서 일하

는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 사이에는 음악을 작곡하고 공연하는 음악가와 그룹들이

있다. 실제로 ‘음악과 진로’ 교과서에는 연주자, 작곡가, 공연기획자, 공연 연출자, 음

반 기획자 등 음악 산업에 관련하여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직접 도전하는 활동을

13) 이광우 외,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09-01-01

14) 나유진, “음악 교과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4)

15) 조수희, “고등학교 음악수업을 위한 ‘음악 산업’ 내용 구성 및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

원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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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경훈은 ‘음악과 진로’의 수용 타당성을 밝히고, 음악 산업에

관한 교수 및 학습 방법을 차시별 학습 주제 및 내용으로 예를 들어 제시하였다.16)

또한 양정아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음악과 진로’의

의미를 탐구하였으며, 학습 영역 및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그 중 하나의 주제를 선

정하여 교수-학습 계획을 제시하였다.17)

최근 음악교육 내의 연구에서는 음악교과에서 개발 가능한 범교과적 역량으로

‘학습역량’, ‘사회적 역량’, ‘개인적 역량’을 제시되었고, 그 중 ‘개인적 역량’ 안에서는

‘진로개발능력’이 포함되었다.18)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범주의 역량이 상호적으로 연

계되어 개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의는 ‘음악과 진로’ 과목에서도 진로개발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인적 역량 증진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습역량이나 사회적 역량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역량의 요소를 고려하여 지도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이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악 진로교육 연구에서

는 전반적으로 음악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였으며 음악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지도계획을 구성해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악 진로 교육을

통해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공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 직업과 관련하여

진로를 탐색할 수 있고,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은 앞으로 가지게 될 진로에 대

한 넓은 안목과 선택 범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택과목 ‘음악과

진로’는 음악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직업을 탐색하게 하는 기회

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음악과 관련한 진로에 관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목이 되어야 한다(민경훈 2012). 음악교육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16) 민경훈, “고등학교 선택과목 ‘음악과 진로’와 관련하여 음악 산업에 관한 내용 및 지도 방법의 논

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 12, No.4 (2012): 339-363.

17) 양정아, “고등학교 선택과목 ‘음악과 진로’의 지도방향 탐색 및 지도내용 구성 연구.” (석사학위논

문, 한국교원대학교, 2013

18) 송주현.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4),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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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음악과 진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음악교육의 진로교육 연구의 기초 자

료를 마련하고, 구성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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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첫째, 진로교육의

개념과 음악교육에서 진로교육의 의미, 방향 등을 탐색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에 반

영된 진로교육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셋째, 직업교육에서 진로교육을 위한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1. 진로교육의 개념

1) 진로교육

진로교육은 일반적으로 직업교육을 포함하는 생애교육을 뜻한다. 1970년 이전까

지는 특정 직업에 입문하기 위하여 기능적인 훈련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직업교육이

통용되었으나, 보다 넓은 의미를 뜻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또한 과거의 직업교

육은 특정한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기술을 교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

었으나 현대 시대의 직업의 개념은 생계의 수단이 아닌 사회에 봉사하고 자아실현

을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기능 훈련이라는 좁은 의미를 뜻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인간 삶의 직업생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 기능과 소양,

건전한 직업적 태도와 가치관 및 자아관 등을 길러주기 위한 일반 교양교육의 일환

으로 간주된다.

진로교육은 학생들을 행복을 느끼게 하고 생산적인 사회 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학교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학문세계와

일과 인생의 문제를 보다 밀접하게 연결시키려고 노력한다. 진로교육은 모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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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진로선택의 가능성을 폭넓게 인식시키고, 합리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준비

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적 노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19)

이러한 학교교육의 노력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진로교육은 학생이 인생 전반의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 과정에 있어서 능력, 태도, 가치관 등을 계획적으로 길러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교육 전체 프로그램의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진로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의 가능성을 폭넓게 인식시키고, 합리적인 진로계

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적 노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20)

김장회와 김계현은 진로교육이란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시켜 적극적으

로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21) 또한 이지연 외 8명은 진로교육에 관하여 학습경험의

총체라고 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삶에 필요한 생애역할·평생학습·일·여가 등에 참여

하는 것을 배우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이지연 외 2009) 그러므로 개

개인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이를 위하여 교육과 훈련

을 계획하는 한편, 사회에 진출하여 행복한 삶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된

다.22)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재수생’의 문제로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

후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23) 당시 사회에서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재수생의 증가추세를

우려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직업’이라는 선택과목을 통하여 중학교 및

19)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000), 4

20) 한국진로교육학회, 앞의 책, (서울: 교육과학사, 2000), 4.

21) 김장회·김계현, “초등학생의 직업역량 육성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아시아교

육연구 Vol. 8, No. 3 (2007): 81-114.

22) 이지연 외, 앞의 책,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18

23) 이지연·최동선, “초,중등 진로교육의 실태 및 과제” 한국직업교육학회 Vol. 24, No. 3

(2005):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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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

공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위의 문헌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진로교육은 ‘생애교육’이라는 의

미를 가지고 있으며, 직업 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교육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는 학생에게 있어서 일반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여겨지며 특히 학교교육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전반적인 능력이나 태도

를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음악교육에서 진로교육

음악교육의 목표는 음악 예술의 미적 의미를 느끼고, 감독하고,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미적 감수성을 계발하는 데 있다.24) 이처럼 음악교육에서는 심미적 체험에

대한 기능이 강조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음악은 인간 삶에서 매우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서의 음악은 문화의 총체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진다. 25)

여기서 사회학적 관점으로서의 음악교육을 고찰해볼 수 있다. 음악교육의 사회

적 목표는 학생에게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과정에서 음악 활동을 통

하여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봉사심을 기르게 하고,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음악적

현상을 소개함으로써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학교 음악교육은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및 음악의 생성과 향유에 대하여 이해하게 하고, 인간과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가르치도록 해 준다.

음악교육의 사회학적 관점은 해외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24) 민경훈 외,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2011), 77

25) 박유미, 음악심리학의 이해, (서울: 음악춘추사, 2004), 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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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범위와 내용(range and content)을 제시하

는데, 마지막 항목에서는 ‘사회 안의 음악과 음악가, 음악 산업과 예술적·지적인 저

작권 역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26) 이는 음악과 사회와의 관계를 강조하

며, 음악 관련 직업을 택함으로써 역할과 권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

는 것이다. 또한 예술적·지적 저작권이라는 용어설명을 통해 학생 자신의 작품과 타

인의 작품이 관계된 권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음악교육의 사회적 기능의 하위목표 중 하나는 ‘음악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적

기능’으로 음악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관련 능력을 갖춘 인력

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27) 진로교육은 학생들에게 본인이 좋아

하는 직업에 대한 음악 분야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음악 관련 직업 정

보와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 준다. 나아가 음악을 이미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서도 해당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지는 않지만 음악 관련 직업을 갖길 원하는 학생

들을 위하여 다른 대안을 찾아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Mary D. Teal 1982). 음

악을 전공하지 않는 고등학생은 연주, 작곡 등의 직접적인 음악 활동 외에도 음악

과 관련된 직업인의 공연장 지원, 대중 매체 지원, 음악 도구 만들기, 교육, 음악 관

련 행사 기획, 음악 녹음, 광고 등에 대한 음악적 지식이나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음악에서 진로교육은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음악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기

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음악 관련 직업에 대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음악과

예술에 적합한 지역 사회 음악가, 특정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와 적절한 준비,

안내, 배치를 통해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아가 학생은 자신의 직업

26) Music Programmes of Study: Key Stage 3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11
September, 2013 www.qca.org.uk/curriculum

27) 민경훈 외, 앞의 책, (서울: 학지사, 2011), 137-138



- 13 -

계획에서 예술과 음악을 고려할 수 있게 되며, 교사는 학생에게 음악 직업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 되고 그 의무를 가지게 된다. 28)

틸(Mary D. Teal)은 진로교육은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지만 음악과 교육과정에

서는 비교적 느리게 적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

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음악 직업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진로교육이

음악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9)

진로교육이 음악교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교사 교육과정에서 진로 교육의 개념과

방법론을 숙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진로교육을 실천해야 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Mary D. Teal 1982). 마찬가지로

슈미트(L. Schmidt)는 진로교육은 교사의 기본적 책임은 아니나 음악 수업 내에서

의 그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진로교육을 위하여 음악교육자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첫째, 직업 세

계의 음악을 모든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모든 학생들이 음악이나

음악 관련 직업에 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셋

째, 영재 학생이 되기 위한 적절한 음악 교육과 훈련을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음

악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바로 기존의 음

악교육에서 추구하던 학문적 관점의 목표를 위협한다는 우려이다. 여기서 학문적

교육에서 추구하는 지적인 가치와 진로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양적 경험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8) Lloyd Schmidt, “The importance of Career educ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Vol.
63, No. 7, (1982): 40-41.

29) Mary D. Teal, “Premises for Career Educ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Vol. 69, No.
2 (1982): 36-38.

30) Lloyd Schmidt, “Career Education in Music: The Second Decade," Music Educators
Journal Vol. 69, No. 2 (198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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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음악교육의 진로교육은 어떠한 함의를 바탕으로 나아가야 하는

가에 관해 돕커(Katherine G. Doepke)는 학생의 발달상의 연계가 되도록 학습을 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직업에 대한 인식과 탐색, 준비의 의미를 가지

고 있으며 학생에게 “나는 음악이 좋아.”라는 생각의 범위에서 “나의 인생에서 이

음악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연계가 되도록 기여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음악 수업에서 진로교육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존의 음악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확인한 후

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로써 음악에 대한 자아정체

감이 형성되어 음악 관련 직업을 갖게 하거나 다른 직업에서도 음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다양한 음악 관련 직업을 가르친다. 여러 음악 관련 직업을 가르

칠 때 다양한 음악 분야의 직종을 소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일상적인 학교 활동과

직업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며 최소한 음악 직업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킨다. 셋째,

긍정적인 직업 태도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실천할 때 음악은 자신의 직업에 새로

운 문을 열 수 있는 하나의 배경요인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면의 예술적인 표

현을 하게 된다. 넷째, 경제적인 인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또한 오늘날

새로 등장한 음악 산업 시장과 관련된 현장견학 등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진로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31)

위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알 수 있는 음악교육에서 진로교육의 성격으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음악 내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여 평생 학습으로서의

역량과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기여한다. 둘째, 사회 속에서 음악 관련 직업의 역할

을 가르침으로써 스스로 적성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셋째, 음악

교육자는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을 발견하게 해주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음악 관

련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1) Katherine G. Doepke, “Introducing Career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Music Educators Journal Vol. 69, No. 2 (1977):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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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인간상>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2. 교육과정에 반영된 진로교육

1)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의 방향과 실천 내용을 제시하는 학교

교육 지침서로, 국가 차원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이념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이루

고자 하는 인간상, 이러한 인간상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의 내용을 함축적으

로 제시해 놓은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교육과정특별위

원회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에 걸쳐 추진된 두 차례의 ‘국가 교육과정 포럼’

과 2008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를 발판으로 학교교육이

추구해야할 인간상을 ‘글로벌 창의인’으로 설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16). 이

로써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

하는 추구하는 인간상의 일부를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1>

과 같다.

<표 1> 2007 개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비교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추구하는 인간상의 일부를 비교하

였을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다 진로교육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적 인간상의 근본적인 목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론에서는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을 기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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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 세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진로를 개척하고 국가와 지구공동체

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여기서 ‘자주

인’이란 지·덕·체의 고른 발달과 개성의 발휘, 진로 개척, 자기 주도성 등을 의미하

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따라서 학생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려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

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이는 개성의 발달을 토대로 학생 스스로 원

하는 진로를 찾아 미래 사회의 구성원의 역할을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한다.

또한 2007 개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두 강조하였던 지·덕·체의 고른 발

달을 의미하는 전인적 성장은 진로교육과 관련이 있다. 이는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평균적인 인간의 육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를 고려하여 스스로 개성 있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에 진로교육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을 토대로 제시된 목표는 학생

의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진로 개척 능력에 중점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토대로 제시된 하위 목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

며 평생 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사

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의 개념을 반영하여 ‘진로개발능력’을 교육과정에 반영하

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27).

위의 문헌을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표에서 진

로교육에 관심을 드러내고 이를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2009 개정 교

육과정은 진로교육에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도하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 이러

한 실천의 하나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진로’ 과목의 개설이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진로 활동을 포함한 것이 있다. 또한 ‘진로와 직업’ 선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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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진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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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이끄는 과목이다. 선택 교육과정에서 개설되는 일반 수준

선택 과목의 하나인 ‘음악과 진로’는 음악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창출

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기대와 긍지를 가지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는다.

목을 통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프

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진로’ 교육과정

본 장에서는 ‘음악과 진로’ 과목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살

펴보았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선택과목 ‘음악과 진로’를 새로운 교과목으

로 채택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 교과목을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악

과 진로’는 일반과목으로 편제되어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추

구하는 인간상 및 고등학교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음악과 진로’

의 목표, 내용, 이전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배경을 파악하였다.

가. 목표

‘음악과 진로’의 목표를 알아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32)

<표 2> ‘음악과 진로’ 목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2009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진로’ 교육과정

32)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

호, 20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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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음악의 경험과 현장
음악의 경험

사회적 협업의 현장

음악의 진로와 특성
다양한 직업의 세계

진로를 향한 도전과 상상

‘음악과 진로’ 교육과정은 사회적 관점에서 음악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학생으로 하여금 음악 관련 직업인의 활동을 체험해보고 스스로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

나. 내용

‘음악과 진로’의 내용 영역은 ‘음악의 경험과 현장’과 ‘음악의 진로와 특성’이다.

구체적인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음악과 진로’의 내용체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2009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진로’ 교육과정

‘음악의 경험과 현장’과 ‘음악의 진로와 특성’으로 구성되는 영역 체계를 살펴보

면 ‘음악의 경험과 현장’은 음악의 사회적 영향력을 내용으로 삼고, 전반적으로 다

양한 직업을 관찰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악의 진로와 특성’은 본격적인 진로

탐색의 활동 및 직업 체험을 목표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음악의 경험과 현장

의 영역별 내용을 살펴보면 음악의 경험은 음악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며,

음악이 즐거움, 자존감, 동질감, 위로와 용기 등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

는 경우를 찾아 발표한다. 또한 공연장, 영화관, 교실, 가게, 서적, 텔레비전, 온라인,

엠피쓰리 플레이어 등 음악을 경험하는 다양한 공간과 매체를 찾아보고 그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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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경험의 서로 다른 특성에 대해 토론한다.

음악 경험을 사회적 협업의 현장으로서 이해하는 내용은 음악 경험의 공간 또는

매체를 만드는 사람들의 준비와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고, 작곡자와 연주자, 청취자

외에도 음악의 효과와 경험에 상관된 여러 사람의 다양한 활동을 찾아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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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행정관을 비롯하여 음악이 존재하는 시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직업

의 세계를 관찰한다.

음악의 진로와 특성에 관한 영역별 내용은 음악 경험에 기여하는 다양한 직업의

활동과 역할을 이해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음악과 관련된 직업의 사회적 역할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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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필요한 적성과 능력을 조사한다.

진로를 향한 도전과 상상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는 우리 음악 현

장에서의 새로운 시도나 타 문화의 고유한 음악 활동을 조사하여 일상적 사례와의 차

이점을 알아보는 것이 있다. 그리고 공연이나 지역 축제, 방송 프로그램, 음반, 음악

신문 등의 새로운 기획, 받고 싶은 음악 수업의 구상 등 보다 실험적인 진로 활동을

고안하여 발표하는 것이 있다.

다. 이전 교육과정과의 비교

2007 개정과 달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고등학생을 위한

‘음악과 진로’ 과목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전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음악과 진로’가 새로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고등학교 1학년의 국민 공통 기

본 교육과정과 고교 2, 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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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보통

교과

공통 음악 공통 없음

선택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선택 교과

일반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전문 교과

음악 이론

음악사·감상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합주

연주

컴퓨터와 음악

교양 실기

심화

음악 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합주

공연 실습

음악과 매체

교양 실기

교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정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교과의 구성에서 보통 교

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이 된다는 점이다. 이 때, 음악은 독립적인 음악교과가 아닌

음악과 미술교과를 ‘예술’ 교과군으로 구성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이

루어진 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음악은 일반 과목과 심화 과목으로

분리되어 있다. 2007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고등학교 음악

교과를 표로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2007 개정과 2009 개정 고등학교 음악 과목 비교

‘음악과 진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사회’ 과목과 관련이 깊다.

두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반영된 내용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 사회’ 교육과정의 목표 중 하나는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으로, ‘음악과 진로’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악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를 이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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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기존의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생활화 영역에서도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을 탐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해볼 때, 사회적

측면으로서의 음악의 역할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악의 사회적 기능,

역할, 가치를 강조하려는 교육 목적의 배경은 ‘음악과 진로’ 과목에서도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음악의 생산 및 소비 과정을 다루며, 음악 산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음악 산업이란 본래는 음악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의미하나 현대 과학의 발달

과 높아진 대중의 삶의 질과 수요 등으로 인하여 공연, 출판, 저작권 관리, 방송, 영

화․광고음악 등으로 오늘날에는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민경훈 2012, 346). ‘음악과

진로’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음악 활동의 범위를 아우르고 있

다. 이는 ‘음악과 사회’에서 다루는 음악 산업도 포함이 되며, 교과서에서는 음악 산

업 인력에 관한 직업 및 활동 내용을 상당 부분 다루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음악교육에서 논의된 진로교육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와 관련하여 음악의 사회적인 역할·기

능·가치를 인식하는 내용으로 지도해왔다. 둘째, 현재는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독립시

켜 ‘음악과 진로’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다. 셋째, 이전까지는 음악의 생산 및 소비 과

정을 이해하고 음악 산업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는 내용을 지도했다. 그러나 ‘음악

과 진로’ 과목은 이러한 현장을 관찰하고 직업 활동을 체험하며 자신의 적성과 맞

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음악 관련 진로를 탐색

하고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큰 특징은 중학교의 ‘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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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요소

1. 나의 이해와 진로

1) 삶, 진로, 직업

2) 자아 정체감 및 존중감의 의의 및 확립

3) 나의 특성 및 제반 여건의 이해

4) 종합적인 나의 이해와 진로

2. 진로의 탐색

1) 다양한 직업 세계의 이해

2) 미래 사회와 직업 세계의 변화

3) 계속 교육을 위한 이해와 탐색

4) 다양한 직업인 탐색

5) 나에게 적합한 진로 탐색

3. 진로의사결정

1) 나의 진로 장벽 및 갈등의 진단과 해결

2)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과정 및 방법의 이해

3) 나의 희망 직업 선택

4) 나의 희망 전공 계열과 과정 선택

4. 진로 계획 및 준비

1) 진로 계획의 의의 및 수립

2) 역할 모델의 의의 및 설정

3) 진학 및 취업 준비

4) 행복한 직업 생활을 위한 준비

직업’ 교과의 신설이다. ‘진로와 직업’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며, 자

아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하고 교양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능

력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33)

‘진로와 직업’은 영역별로 나의 이해와 진로, 진로의 탐색, 진로의사결정, 진로 계

획 및 준비가 있으며 각각 하위 내용 요소를 포함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에서 가르

쳐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내용체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2009 개정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33)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진로와 직업’,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3호),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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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1. 자기 이해 활동
자기 이해 및 심성 계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각종 진로 검사

2. 진로 정보 탐색 활동

학업 정보, 입시정보, 직업 정보, 학교 정보,

자격 및 면허제도 탐색

학교, 직장 방문, 직업 훈련

3. 진로 계획 활동
학업 및 직업에 대한 진로 설계

진로 지도 및 상담 활동

4. 진로 체험 활동 학업 및 직업 세계의 이해, 직업 체험 활동

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존에 존재했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을 통합한 활동으로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34) 이 중 포함되는 진로활동의 내용은 ‘자기 이해 활동, 진로 정

보 탐색 활동, 진로 계획 활동, 진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내용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2009 개정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은 자신의 특성, 소질, 적성, 능력 등을 이해하고 이

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또한 각종 검사 및 상담을 통하여 진로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34)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

호), 3.



- 24 -

연구 자료 출 처

해외 교육과정

호주 NSW주 http://syllabus.bos.nsw.edu.au

뉴질랜드 http://nzcurriculum.tki.org.nz

미국

캘리포니아주
http://www.cde.ca.gov/ci/

5) 해외 교육과정

본 장에서는 해외 교육과정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교육

과정에 가지는 의미를 탐색해보았다. 해외의 교육과정의 경우 음악교과에서 진로교

육을 포함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 안에서 음악 또

는 예술교과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다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따라서 호주의 NSW 주, 뉴질랜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과정을 조사하

였으며 각 문헌의 출처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해외 교육과정 출처

가. New South Wales

호주의 NSW주(New South Wales)의 경우, 정규교과에서 진로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에는 예술(Art)과목이 포함되어있고, 이를 진로교육의 요

소와 통합하였다. 기본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모듈(module)이 4 가지가 있으며 모듈

에 따른 타 교과와의 통합 방법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하면 다음 <표 8>과 같다.35)

35) NSWBS, Career Education Outcome Years 7-12 and Career Education Modules,
(1992),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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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예술 교과와의 통합

1. 직업과 관련한 자기이해
1. 직업과 관련한 자신의 재능 및 능력을 확인

2.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계발

2. 직업 세계의 이해

1. 직업에 대한 전통적·현대적 접근의 탐색기회

2. 직업 환경의 변화와 개인에 있어서의 업무의 중요

성

3. 진로 계획 및 진로의사결정 없음

4. 진로의사결정의 적용 및

업무/학습 전환 관리에 필요

한 기술

1. 창의적인 공연예술에서 고등 과정은 구체적인 항목

의 기준이 필요하고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

한 포트폴리오와 이력서 개발 및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안내 필요

2. 드라마(Drama)에서 직업 지원 및 인터뷰 과정을 실

체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표 8> 호주 NSW 주의 교육과정 모듈 및 예술 교과와의 통합

출처: NSWBS(1992), Career Education Outcome Years 7-12 and Career Education Modules

위의 교육과정은 7~12 학년의 단계에서 달성해야 하는 진로교육 목표를 위한 4

가지의 모듈을 제시한다. 먼저 ‘직업과 관련한 자신의 이해(Learning about self in

relation to work)’의 경우 자신의 진로 선택과 직장의 요구 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신체적 특성, 개인의 능력, 자질, 가치관 등의 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직업세계의 이해(Learning about the world of work)’는 직업세계의 문화와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고 새로운 경향과 노동 시장의 기능을 알며, 입직 경로에 대한 지식

과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로계획 및 진로의사결정

(Learning to make career plans and pathway decisions)’은 진로계획을 위하여 지

속적으로 특성을 인식하고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적절한 전략과 자원 활용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예술교과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다. ‘진로의사결

정의 적용 및 일/학습 전환 관리에 필요한 기술(Learning the skills required to

implement career decisions and manage work/study transitions)’은 고등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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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호주 NSW 주 교육과정은 직업과 관련한 자기 이해를 통하여 자신의 잠

재적인 능력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계발하며, 다양한 직업 세계의 이

해를 바탕으로 진로의사를 적용하는 한편 업무 전환 관리에 필요한 기술 습득에 초

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정규교과로 편성하고 있

으나 약 20년 전부터 시행해왔다는 점이 다르며, 음악의 분야를 포함한 예술 진로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나. New Zealand

뉴질랜드의 경우,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고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 맥락을 포

함하는 경력관리역량(Career management competencies)에 대한 3가지의 지침을 제

시한다. 이 지침과 함께 제시한 예술 교과 지도 방법의 예시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36)

36) New Zealand Government,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in New Zealand Schools,

(200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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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역량 예술 교과 예시

1. 자기 인식 계발

공연 및 시각 예술과의 만남의 경험은 진로 가능성을 인식하고, 역

할모델과 예술 분야 내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멘토를 만날 수

있음

2. 기회 탐색
진로 기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직업의 범위를 중심으로 라이브 공

연 또는 전시에 관련된 진학 경로를 조사

3. 결정과 실행
선택한 직업이나 진로 또는 산업에 관련하여 라디오의 극적인 작

품, 텔레비전과 무대, 안무, 작곡하기

<표 9> 뉴질랜드 교육과정의 경력관리역량 및 예술 교과 지도 예시

출처: New Zealand Government(2009),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in New Zealand Schools

‘자기 인식 계발(Developing self-awareness)’은 학생이 자신과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적용한 예술 교과의 지침은 예술과 만

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만나는 경험을 통해 진로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회 탐색(Exploring opportunities)’은 학생이 학습과 일, 그들과 관련한 기회를 조

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술 교과에서는 진로에 대한 기회를 포함한 진학 경

로를 조사할 수 있다. ‘결정과 실행(Deciding and acting)’은 진로 계획을 만들고 수

정하여 변화와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 교과에서는 관련

직업이나 산업에 관련한 활동을 해보는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뉴질랜드 교육과정은 직접적인 경험과 멘토와의 만남 등을 통하여 자기

인식을 계발하고, 진학 경로를 조사함으로써 직업의 기회를 탐색하며, 이를 바탕으

로 실천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예술 교과

와 진로교육을 연결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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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관련 직업 예시 작곡가, 지휘자, 배우, 가수, 안무가, 해설가, 나레이터 등

진로 방침 기준

연극, 무용, 음악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또래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정리

음악의 요소와 용어를 사용한 또래나 전문가의 음악을 읽고, 듣고, 분석

창의적인 전문 응용 프로그램의 다양한 즉흥연주, 작곡, 춤의 능력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안무 원칙, 프로세스 및 기술을 적용

음악 산업 응용에 적합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수행하기 위해

보컬 또는 악기의 기술과 지식을 적용

다양한 산업 공연 작품의 역사와 문화적 관점을 분석

예술적인 준비와 전문적인 기준 및 실행 사이의 연결

다. California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미국의 직업기술교육(CTE)의 모델을 중심으로 교

육과정의 기준 내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음악 과목은 없었으나 이와 관련되는 예

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이 중에도 네 가지의 하

위 항목이 있었으며, 그 중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예술(performing arts

pathway)’에서 음악 관련 직업에 대한 진로교육의 기준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37)

<표 10> 미국 캘리포니아 주 CTE 교육과정의 공연예술과 생산 및 경영예술 기준

출처: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2013), California CTE Model Curriculum Standards

미국의 진로교육 특성상 직업에 관한 기술을 강조하기 때문에 CTE 교육은 보다

전문적인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해외의 교육과정

37)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California CTE Model Curriculum Standards,

Arts, Media and Entertainment, (20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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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그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교육 기준을 가지고 있

다. 활동 자체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관련 분야에서 또래와 전문가의 조언

을 듣거나 음악을 분석하고, 지식 및 기술을 배우는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라. 해외 교육과정의 특징

본 장에서 해외 교육과정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었

다. 첫째, 진로교육의 단계는 비슷한 과정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해외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진로교육은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을 탐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

로를 결정하는 단계적인 과정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둘째, 예술교과 전반의 입장에서 진로교육을 접근하고 있었다. 해외 교육과정에

서 음악과 관련된 진로교육은 독립적인 음악교과의 관점보다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무용, 연극 등을 포함한 예술교과 전반의 입장에서 진로교육을 접근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국내 교육과정과 비교해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가지는 내용이 있었

다. 대표적으로는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확인하고, 관심 분야와 관련된 체험활동을

해보며, 진학 경로를 조사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음악과 진로’ 교육과정에서 수용할만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긍정적 자

아존중감을 계발하고, 직업에 대한 전통적·현대적인 접근의 탐색하며, 관심 분야의

직업을 가지기 위한 포트폴리오 및 이력서 안내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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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교육에서 진로교육

본 장에서는 진로교육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에서 개발한 연구를 참고하여 진행되었다.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화 연구

본 장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에서 발표한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체

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진로교육에 적합한 목표와 내용체계를 타당

성 있게 정립한 것으로 문헌 조사 및 교사·학부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

사, 전문가 대표 20인의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3개의

학교급별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진로교육은 5가지의 영역이 있으며, ‘자

아 이해, 일과 직업 세계,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와 습관 형성, 일과 학습, 진로 계

획’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체계’ 중 고등학교의 경우를 영

역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 31 -

영역 목표

I. 자아 이해

1.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2. 사회생활에서 타인과의 적극적 상호작용 기능 계발

3. 직업과 관련된 적성과 흥미, 가치관의 적극적 계발

Ⅱ. 일과 직업 세계

1.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여러 가지 직업 분류체계 이해

2. 미래 사회변화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 이해

3. 진로 정보의 탐색, 평가, 해석 능력 계발

4. 직장을 구하거나 유지·변경하는 데 필요간 기능 습득

Ⅲ.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와 습관 형성

1. 일과 직업에 대한 적극적 가치관의 경험과 태도 형성

2.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일의 습관 형성

3. 변화하는 성 역할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 예측

Ⅳ. 일과 학습

1. 진학과 취업을 위한 학교학습의 선택과 활용

2. 미래의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직업 능력의 학습

3. 적성과 자질에 기초한 관련 자격증에 대한 탐색과 준비

Ⅴ. 진로 계획

1. 일과 직업에 관련된 진로목표의 설정과 준비

2.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의 이해와 응용

3. 진학과 취업을 위한 장·단기 진로계획의 수립과 실천

<표 11>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영역별 목표 및 내용체계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화 연구

위의 표를 참고했을 때, 진로교육의 5가지 영역은 각각 하위 목표가 있으며 다

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음악교과에서 관심을 가질만

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 이해’의 영역의 하위 목표 중 첫째,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서는 개

인의 관심사 및 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와 타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

하고, 개인의 특성이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그리고 진로 목표를 성취하는 것과 어

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이해한다. 둘째, ‘사회생활에서 타인과의 적극적 상호작

용 기능 계발’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능을 가진다 셋째, ‘직업과 관련된

적성과 흥미 및 가치관의 적극적 계발’을 위해서는 적성 및 특기를 확인하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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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등 적성에 맞는 직업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

인지 알아본다.

‘일과 직업 세계’의 영역의 하위 목표 중 첫째,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여러 가지

직업 분류체계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직업을 나열해 보고, 각 직

업이 가지는 특성을 조사해 본다. 둘째, ‘미래 사회변화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 이

해’를 위해서는 사회변화가 직업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그리고 미래 산업

의 발전 전망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를 예측해 보며 미래 유망

직업을 알아본다. 셋째, ‘진로 정보의 탐색·평가·해석 능력 계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 정보원을 활용하여 원하는 진로 정보를 찾아보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을 경험

한다.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와 습관 형성’의 하위목표 중 첫째, ‘일과 직업에 대한 적

극적 가치관의 경험과 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모든 일과 직업이 존중과 가치를 지

니고 있음을 인식한다. 또한 직업 생활에서 요구되는 직업적 태도 및 윤리가 무엇

인가를 학습한다.

‘일과 학습’의 영역의 하위 목표 중 첫째, ‘진학과 취업을 위한 학교학습의 선택

과 활용’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직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의 변화로 인해

서 평생학습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둘째, ‘미래의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직

업 능력의 학습’을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발전에 따른 일과 직업세계의 변화를 인식

하고, 여기서 요구하는 직업 능력의 변화를 인식한다. 셋째, ‘적성과 자질에 기초한

관련 자격증에 대한 탐색과 준비’를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과 자질, 흥미를 고려한

직업을 선택하고 요구되는 자질을 확인하며,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

질로서의 자격증의 종류 및 특성을 인식하는 한편, 자격증 취득 계획 수립 및 준비

를 한다.

‘진로 계획’의 영역의 하위 목표 중 첫째, ‘일과 직업에 관련된 진로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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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준비’를 위해서는 직업 세계에서 활동하거나 진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목표설정 및 실행을 한다. 둘째, ‘진학과 취업을 위한 장·단기 진로계획의 수

립과 실천’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반영한 진로계획을 실천한다.

2)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기존의 진로교육 관련 연구의 주된 기초 자료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1985)’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한국인

의 진로유형에 따른 진로모형개발(1998)’,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체계(2001)’이 대

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2012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하고 교육부에서 발표

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서는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지표’를 마련하였고, 국가, 교육청, 학교에서 도달해야 하는 진로교육 목

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학교 급별로 달성해야 할 세부 성취기준 및 지표를

마련하여 학교 진로교육의 기본 틀과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를 고려하여 연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지표’에는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와 특성

화 고등학교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음악과 진로’는 생활 속에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이끄는 과

목이라는 점에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의 성취지표를 제시하였다.

먼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일반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목표 체계도를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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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표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일반고 목표
중학교까지 형성된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키고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표 12> 일반 고등학교 진로교육 목표 체계도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 한국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위에서 제시한 진로교육의 전체 목표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

육목표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

교 교육목표의 경우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토대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

생 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추는 인간상을 추구한다. 따라서 ‘한국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본적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목표 아래 대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 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에 대하여 먼저 대영역과 중영역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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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중영역

I.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1. 자아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2.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II.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1. 일과 직업의 이해

2.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Ⅲ. 진로 탐색
1. 교육 기회의 탐색

2. 직업 정보의 탐색

IV. 진로 디자인과 준비
1. 진로 의사 결정 능력 개발

2. 진로 계획과 준비

<표 13>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지표 중 대영역 및 중영역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 한국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진로교육의 4가지 대영역은 각각 하위 중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세

부적 목표와 성취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중에 음악교과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영역의 중영역 중 첫째, ‘자아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갖고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아존중감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며,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를 종합하여 자신

의 장단점과 능력을 평가하고,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키는 한편 단점을 보완하는 방

법을 찾아 노력한다. 둘째,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고 발전시켜 친구·가족·지인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성찰한다. 또한

협동과제 수행 등에서 타인과 협동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효

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영역의 중영역 중 첫째, ‘일과 직업의 이해’를 위해서는

직업세계의 변화와 자신의 진로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가 자신

의 진로에 미칠 영향과 자신이 갖추어야 할 자격 및 전공의 변화를 예측한다. 둘째,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을 위해서는 희망 직업에 필요한 직업윤리를 파악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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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자신의 희망 직업에서 요구되는 직업윤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권리

를 이해하고 정당한 대우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진로 탐색’ 영역의 중영역 중 첫째, ‘교육 기회의 탐색’을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

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알고 노력한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유형과 특성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며, 대학의 전공 계열 및 학과 정보를 탐색하고 여러 대학의 입학 전형

방법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둘째, ‘직업 정보의 탐색’을 위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희망 직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희망 직업이 갖는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희망 직업의 직업경로, 학업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

고,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희망 직업의 경로 및 자격과 관련한 교육·훈련 방안을 탐

색하며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진로디자인과 준비’ 영역의 중영역 중 첫째,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의사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평가 및 수정하고, 자신의 진로장벽의 문

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자신의 진로의사결정에 반영한다. 둘째, ‘진로 계획과

준비’를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 목표에 따라 구체화된 진로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 계획 수립과 실천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 계획에 따라 단계별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하며, 자신의 진로계획과 실제 준비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진로계획의 목표와 관련된 대학, 학과, 전공을 선택하고 준비하며,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전형 방법에 맞추어 적절하게 준비하고 장기 진로계획의 목표

와 관련된 기초적인 취업 역량을 기르도록 노력한다.

진로교육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세부 내용은

비슷한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종합해보면 대체로 진로교육 내용의 첫 단계는 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었으며, 둘째 단계는 사회 속의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활동을

통해 탐색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단계는 자신의 관심 분야의 탐색을 바탕

으로 진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내용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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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의 배경에서 논의된 내용에 근거하여 ‘자아 이해, 직업세계 이해, 진로 준비’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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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출판사 저자명 발행일 인정일 표기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 진로

㈜ 교학사 양은주 외 3인 2014. 3. 1 2013. 8. 30 A

㈜ 음악과 생활 양종모 외 5인 2014. 3. 1 2013. 8. 30 B

㈜ 천재교육 민은기 외 5인 2014. 3. 1 2013. 8. 30 C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9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진

로’ 교과서로 삼았다. ‘음악과 진로’ 교과서는 총 3종으로 출판사·저자명·발행일·인정

일은 다음의 <표 14>와 같고,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서는 표기의 편의를 위하여 교

과서의 출판사명 대신 A, B, C로 사용하고자 한다.

<표 14> ‘음악과 진로’ 교과서 현황

2. 연구 절차

본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절차를 단계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관련 문헌에 근거하여 분석을 위한 범주를

설정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과정은 1·2·3차 분석을 거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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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절차 및 연구 내용의 개요

먼저 연구 자료의 수집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RISS 검색, SSCI와

A&HCI에 등록된 학술지, 해외 교육과정 사이트를 통해 진로교육 관련 문헌을 검토

하였고, 이를 분석 기준에 반영하였다. 이 때, 1차 분석의 분석 기준 설정의 배경으

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진로’의 목표 및 내용체계와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활용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분석 기준 9가지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분석은 해외의 교육과

정과 문헌 연구를 참고하는 등 문헌조사의 재검토 후 분석 범주를 설정하였고 분석

영역, 분석 기준, 분석 내용을 포함하는 분석틀을 작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2

차 분석 결과 빈도가 없는 기준은 삭제하였고, 반대로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항목을 새로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3차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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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위 기준을 수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방법

1)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빈도 분석을 통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의 단위는 교과서 내의

소제목으로 하였으며, 빈도의 수와 그에 따른 비율을 산출하였다. 소제목은 주로 한

페이지에 4 내지 5개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림 및 사진 등의 부가적 자료가 추가된

경우 최대 2페이지의 양에 해당한다. 각 교과서는 3~6 개의 대단원 내에 중단원 및

소단원이 제시되어 있으며, 소단원의 하위 범주에 소제목이 포함되어 있다. 소단원

이 없는 교과서도 있으나, 교과서별 소제목의 분량은 비슷하다.

2) 분석 기준

본 장에서 설정한 분석 범주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진로교육 관련 국·내외

교육과정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자아 이해’, ‘직업세계 이

해’, ‘진로 준비’의 범주로 설정하였다.

‘자아 이해’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삶의 주체가 되는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

신에 대한 존중감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음악 적성 및 진

로 검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음악적 특성을 탐색하고, 장단점 및 능력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꿈을 설정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함으로

써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기능을 계발하

여 자신의 대인관계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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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세계 이해’는 진로 탐색의 필요조건으로 정체성과 존중감을 바탕으로 하여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이

다. 따라서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요구된다. 나아가

직업윤리를 파악하고 건강한 직업인으로서 의식과 태도를 형성하며, 음악가 및 음

악 산업과 관련하여 예술적·지적인 저작권의 역할을 알게 하는 단계이다.

또한 이 범주에는 진로 탐색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진로 탐색은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폭넓은 탐색과 체험을 통하여 진로의사결정을 준비하는 한편, 자신에

게 내재된 다양한 성장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다양한 음악

직업세계의 탐색을 하도록 하고, 음악과 관련된 직업의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희망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음악 관련 직업의 직업경로, 학업, 자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진로의사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직

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음악 직업인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진로 준비’는 자신의 목표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체계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진로의사결정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진로의사결정이란 자신의 진로 목표를 중심으로 직업이나 학과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토대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진로장벽 요인과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진로를 준비하는 과

정에서 필요한 점은 희망 직업의 탐색을 통하여 직업에서 요구하는 적성과 능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희망하는 직업 및 진학에 필요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

하는 노력의 과정이 포함된다.

본 논의에서는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 범주 및 기준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최종 분석틀은 다음의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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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범주 분석 기준

1. 자아 이해
1) 자신의 음악적 특성 탐색

2) 대인관계 능력 계발

2. 직업 세계

이해

1) 사회 속 직업 세계의 이해

2) 직업윤리의 이해 (건강한 직업인 의식과 태도 형성, 저작권 이해)

3) 음악과 관련된 직업의 체험 활동

4) 직업경로, 학업, 자격의 파악

5) 음악 이론

3. 진로 준비

1) 희망 직업에서 요구하는 적성과 능력 조사

2) 구체화된 진로 계획 수립 및 실천

3) 자신의 진로장벽 요인과 갈등 요인의 파악 및 해결 방안 탐색

4) 희망 분야의 취업·진학 탐색과 준비

<표 15> ‘음악과 진로’의 분석틀

‘자아 이해’는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한 기초 단계로써 자신의 음악적 특성을 탐

색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범주이다. ‘직업 세계 이해’는

사회 속에서의 음악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건강한 직업인 의식과 태도 형성 및 음

악과 관련된 저작권을 이해하는 등의 직업윤리의 이해, 직업 체험활동 및 학업이나

자격을 파악해보는 활동을 하는 범주이다. 이 과정에서 음악 교과서의 특성상 음악

사, 음악이론, 음악용어를 설명하는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분

석의 범주에 음악이론을 추가하였다. ‘진로 준비’는 자신이 희망하는 특정 직업에서

요구하는 적성 및 자질을 조사해보고, 진로 계획 수립과 실천을 하며, 진로장벽의

요인 파악 및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는 희망 분야의 취업 및 진학을 탐

색하도록 하는 범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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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A 교과서

Ⅰ. 음악 진로의 탐색

1. 나의 적성은

2. 나의 음악적 능력은

3. 음악의 역할과 음악 분야의 직업

Ⅱ. 노래 연주자

1. 성악가가 되려면

2. 전통 노래 연주자가 되려면

3. 오페라 가수가 되려면

4. 뮤지컬 가수가 되려면

5. 대중음악 가수가 되려면

Ⅲ. 기악 연주자

1. 기악 연주자가 되려면

2. 전통 기악 연주자가 되려면

3. 대중음악 연주자가 되려면

Ⅳ. 음악 창작자

1. 작곡가가 되려면

2. 대중음악 작곡가가 되려면

3. 영화 음악 작곡가가 되려면

4. 컴퓨터 음악 작곡가가 되려면

Ⅴ. 음악 산업 전문가

1. 음악 공연 기획자가 되려면

2. 음악 공연 제작자가 되려면

3. 음악 산업 인력이 되려면

4. 악기 제작자가 되려면

Ⅵ. 음악연구·교육자

1. 음악학자가 되려면

2. 음악 교육자가 되려면

3. 음악 언론인이 되려면

Ⅳ. 결과 및 논의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진로’의 교과서 3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교과서의 대단원 및 중단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A 교과서의 단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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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B 교과서

Ⅰ. 음악 진로의 의미

1. 음악과 진로

2. 음악 관련 직업 세계

3. 나의 음악적 적성

Ⅱ. 음악의 경험과 현장
1. 공간에서의 음악 경험

2. 매체를 통한 음악 경험

Ⅲ. 음악 직업의 세계

1. 음악을 하는 사람

2. 음악 도구를 만드는 사람

3. 공연을 만드는 사람

4. 음반을 만드는 사람

Ⅳ. 진로를 향한 도전

1. 진학 탐색

2. 음악 직업 도전하기

3. 음악 현장에서의 새로운 지도와

타 문화의 고유한 음악 활동

A 교과서는 ‘알아봅시다’를 통해 학습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심도 있게 설명

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통해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지도를 하였

다. 그리고 ‘질문 있어요’를 통해 각 단원과 관련 있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전개

하여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는 다양한 악곡을 추가로 제시하여 교사

와 학생이 선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B 교과서의 단원 구성을 보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 B 교과서의 단원 구성

B 교과서는 ‘특별란’을 통해 창의·인성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여 창의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각 제재와 관련된 참고 악곡

을 수록하여 흥미를 높였으며 악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설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 내용을 다양한 자료로 제공하고, 관련 직

업과 연관된 주요 인물을 소개하였다. C 교과서의 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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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C 교과서

Ⅰ. 음악과 진로

1. 음악의 힘

2. 나의 일상 속의 음악

3. 음악과 직업 세계

4. 음악인으로 가는 길

Ⅱ. 음악과 관련된 진로

1. 무대 예술

2. 국악 관련 진로

3. 일상에서의 음악

Ⅲ. 적극적 탐색
1. 창작하기

2. 기획하기

<표 18>과 같다.

<표 18> C 교과서의 단원 구성

C 교과서의 단원 도입 부분에는 주제와 연계한 사진과 삽화로 직업의 탐색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고, 보충 자료에서는 진로 정보와 음악 관련 직업·인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적극적인 진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음악을 창작·기획하여 음악 관련 직업 세계를 직업 체험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종합해보면, 세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및 내용 선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으

로는 대단원의 첫 장에서 음악에서 진로교육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원명은 차이가 있으나 중단원의 제목으로 보아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자

신의 음악 적성을 파악한 뒤 직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볼 것을 주 내

용으로 하고 있다. A 교과서의 단원 구성은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초점을 맞춘 것

을 볼 수 있는데, 직업 종류를 5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B

교과서는 음악의 경험과 현장, 진로를 향한 도전 등 ‘음악과 진로’의 내용체계와 근

접한 내용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 교과서는 비교적 간단한 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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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는 음악과 관련된 진로를 알아보고 실제적으로 탐색을 해

보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직업세계의 탐색을 위하

여 많은 장르의 악곡을 제시하였으며 가창, 기악, 감상, 창작의 전 분야에 걸쳐 활

동이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모든 교과서는 다양한 매체의 사용을 권장

하고 있으며 직업을 소개함에 있어서 사진이나 해당 직업의 대표적인 인물을 대상

으로 한 인터뷰, 진로 정보 인터넷 사이트 등의 현실적인 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

2. 범주별 분석 결과

1) 전체 범주

전체 범주 및 하위 기준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9>와 같

다. 분석 결과 3종의 교과서는 하위 기준을 포함한 모든 범주를 다루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3가지의 분석 범주 중 직업 세계 이해(768회 중 735회, 95.7%)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자아 이해(20회, 2.6%)와 진로

준비(13회, 1.7%)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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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교과서

   기준

A B C 전체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자아 이해

자신의 음악적 특성 탐색 11 (5.0) 6 (1.9) 1 (0.4) 18 (2.3)

대인관계 능력 계발 0 (0.0) 2 (0.6) 0 (0.0) 2 (0.3)

직업 세계

이해

사회 속 직업세계의 이해 94 (43.1) 142 (45.4) 99 (41.8) 335 (43.6)

직업윤리의 이해 2 (0.9) 2 (0.6) 1 (0.4) 5 (0.7)

음악과 관련된 직업의

체험 활동
55 (25.2) 79 (25.2) 91 (38.4) 225 (29.3)

직업경로, 학업, 자격의 파악 36 (16.5) 71 (22.7) 10 (4.2) 117 (15.2)

음악 이론 18 (8.3) 3 (1.0) 32 (13.5) 53 (6.9)

진로 준비

희망 직업에서 요구하는

적성 및 능력 조사
0 (0.0) 1 (0.3) 2 (0.8) 3 (0.4)

구체화된 진로 계획

수립 및 실천
1 (0.5) 1 (0.3) 0 (0.0) 2 (0.3)

자신의 진로장벽 요인과

갈등 요인의 파악 및

해결 방안 탐색

1 (0.5) 0 (0.0) 0 (0.0) 1 (0.1)

희망 분야의 취업 및

진학 탐색과 준비
0 (0.0) 6 (1.9) 1 (0.4) 7 (0.9)

합계 218(100.0) 313(100.0) 237(100.0) 768(100.0)

<표 19> 전체 범주 분석표



- 48 -

교과서

분석 기준

A B C 전체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자신의 음악적

특성 탐색
11 (100.0) 6 (75.0) 1 (100.0) 18 (90.0)

대인관계 능력 계발 0 (0.0) 2 (25.0) 0 (0.0) 2 (10.0)

합계 11 (100.0) 8 (100.0) 1(100.0) 20 (100.0)

2) 자아 이해

자아 이해는 두 가지 하위 기준을 가지며, 이 중 자신의 음악적 특성 탐색(18회,

90.0%)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대인관계 능력 계발(2회, 10.0%)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자아 이해’ 분석표

자신의 음악적 특성을 탐색하는 내용은 모든 교과서의 대단원 1단원에 포함되었

으며, 주로 자신의 음악적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는 검사 위주로 제시되었다. 검사의

유형은 음악적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의 음악성을 스스로 고찰해보는 검

사가 있었다. A 교과서의 경우 리듬, 선율, 조성, 구조의 측면에서 음악 인지 능력

검사를 제시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음악적 능력의 정의와 종류 및 영향 요인을 설

명하였다. B 교과서는 음악과 관련된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음악적 적

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진로를 확인해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대인관계 능력 계발은 자아 이해의 범주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제시된 유형은 음악과 관련된 직업의 체험활동을 한 후 타인 또는 상대팀

을 평가하는 활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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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분석 기준

A B C 전체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사회 속

직업 세계의 이해
94 (45.9) 142 (47.8) 99 (42.5) 335 (45.6)

직업윤리의 이해 2 (1.0) 2 (0.7) 1 (0.4) 5 (0.7)

음악과 관련된

직업의 체험 활동
55 (26.8) 79 (26.6) 91 (39.1) 225 (30.6)

직업경로, 학업,

자격의 파악
36 (17.6) 71 (23.9) 10 (4.3) 117 (15.9)

음악이론 18 (8.8) 3 (1.0) 32 (13.7) 53 (7.2)

합계 205 (100.0) 297 (100.0) 233 (100.0) 735 (100.0)

3) 직업 세계 이해

직업 세계 이해는 다섯 가지 가지 하위 기준을 가지며, 이 중 사회 속 직업세계

의 이해(335회, 45.6%)와 음악과 관련된 직업의 체험 활동(225회, 30.6%)이 가장 빈

도가 높았다. 이와는 반대로 가장 적게 다루었던 내용은 직업윤리의 이해(5회,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직업 세계 이해’ 분석표

사회 속 직업 세계의 이해는 주로 음악 관련 직업인들에 대한 소개를 다룬 것으

로 나타났다. 음악 관련 직업인을 제시하는 방법은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해당

하는 직업의 빈도를 추출한 결과 사진(90회, 32.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교과서마다 직업인의 제시 방식이 달랐다. A 교과서의 경우 사진(37회,

44.0%)을 통하여 직업을 소개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B 교과서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직업의 내용 소개(26회, 30.2%)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마찬가지로 C 교과

서도 직업의 내용 소개(38회, 35.2%)가 다른 유형보다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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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관련 직업인 제시 유형 A B C 합계(%)

직업인의 활동 11 (13.1) 18 (20.9) 14 (13.0) 43 (15.5)

인터뷰 15 (17.9) 0 (0.0) 6 (5.6) 21 (7.6)

사진 37 (44.0) 25 (29.1) 28 (25.9) 90 (32.4)

직업의 내용 소개 11 (13.1) 26 (30.2) 38 (35.2) 75 (27.0)

대표 직업인 소개 9 (10.7) 17 (19.8) 17 (15.7) 43 (15.5)

언론 보도 인용 1 (1.2) 0 (0.0) 5 (4.6) 6 (2.2)

합계 84 (100.0) 86 (100.0) 108 (100.0) 278 (100.0)

<표 22> 사회 속 음악 관련 직업인의 제시 방식 빈도

직업윤리의 이해(5회, 0.7%)는 음악 저작권의 보호와 건전한 사용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최근 디지털화된 음악 자료를 대상으로 한 음원 시장의 확대

와 음악 산업 발달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 교과서는 음악 저작권

과 사용 절차 등을 다루었고, B 교과서는 음악 콘텐츠의 성장과 저작권 보호의 필

요성을 설명하였다.

음악과 관련된 직업의 체험활동 중에서는 주로 음악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

에 대한 체험이 많았다. A 교과서는 대중음악 작곡가에 대한 체험 활동이 가장 많

았으며, C 교과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악 만들기, 컴퓨터를 이용하여 녹음·편

집하기, UCC 제작하기 등을 ‘창작하기’라는 중단원의 범주에 포함하여 보다 자세하

게 활동을 제시하였다.

교과서는 음악 관련 직업의 경로, 학업, 자격을 파악하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

고 있었다. 그러나 음악 산업과 관련된 직업의 경로는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

다. A 교과서의 경우 대중음악 작곡가에 대한 체험 활동이 가장 많았으나 이와 관

련한 직업경로 등은 제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영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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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작곡가도 마찬가지로 직업경로, 학업, 자격이 제시되지 않았다. C 교과서도 마찬

가지로 음악 산업과 관련한 체험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와 관련한 직업경로 등

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자격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무대 예술

전문인 자격증 제도,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영국 왕립 음악 대학 연합의 등급 시험

등이 있었다.

음악이론(53회, 7.2%)은 주로 음악 장르와 음악 작품에 대한 소개가 많았다. C

교과서는 서양과 국악 음악 장르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특히 A 교과서는 코다이 교수 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4) 진로 준비

진로 준비는 네 가지 하위 기준을 가지며, 그 중 희망 분야의 취업 및 진학 탐

색과 준비(7회, 53.8%)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진로장벽 요인

과 갈등 요인의 파악 및 해결 방안 탐색(1회, 7.7%)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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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분석 기준

A B C 전체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희망 직업에서

요구하는 적성 및

능력 조사

0 (0.0) 1 (12.5) 2 (66.7) 3 (23.1)

구체화된 진로 계획

수립 및 실천
1 (50.0) 1 (12.5) 0 (0.0) 2 (15.4)

자신의 진로장벽

요인과 갈등 요인의

파악 및 해결 방안

탐색

1 (50.0) 0 (0.0) 0 (0.0) 1 (7.7)

희망 분야의

취업·진학 탐색과

준비

0 (0.0) 6 (75.0) 1 (33.3) 7 (53.8)

합계 2 (100.0) 8 (100.0) 3 (100.0) 13 (100.0)

<표 23> ‘진로 준비’ 분석표

희망 직업에서 요구하는 적성 및 능력 조사와 관련하여 B 교과서에는 자신이

원하는 음악 직업이 요구하는 역량에 대하여 발표해보는 활동이 있었다.

구체화된 진로 계획 수립 및 실천에서는 자신의 음악적 적성 파악 검사를 토대

로 계획을 작성해보는 활동이 있었다. 이는 B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

신의 음악적 특성 탐색을 토대로 진로 계획 활동을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자신의 진로장벽 요인과 갈등 요인의 파악 및 해결 방안 탐색은 한 교과서에만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A 교과서는 자신의 진로 장벽 또는 진로 갈등을 적어보

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어보도록 하는 활동이 있었다.

희망 분야의 취업 및 진학 탐색과 준비는 주로 B 교과서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

났다. B 교과서는 관심 있는 음악 관련 학과를 선택하여 해당 학과가 있는 대학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이 있었다. 또한 ‘진학 탐색’이라는 중단원 안에서 음악 전공을

국악, 서양 음악, 실용음악, 음악교육 등의 전공으로 분류하여 각각 자신이 진학하

고자 하는 대학과 전공에 따른 모집 요강을 찾아 분석하는 활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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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본 장에서는 분석의 과정에서 도출된 논의사항을 자아 이해, 직업 세계 이해, 진

로 준비의 세 가지 범주에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자아 이해

첫째, 자아 이해의 범주는 음악 교과의 성격상 개인의 음악적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해외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제시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주 NSW주 교육과정의 자아 이해 영역에서는 직업과 관

련한 자신의 재능 및 능력을 확인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NSWBS 1992). 또한

음악교육자는 모든 학생들이 음악이나 음악 관련 직업에 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탐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음악적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

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L. Schmidt 1982, 30).

반면 일반교과 안에서 설명되는 자아 이해의 영역은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타인과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둔다(학

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2012, 3). 그밖에 자아 이해는 자아존중감 및 주변인

들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기능 탐색, 자신의 성격·적성·흥미 탐색과 계발 등의 요

소를 포함한다(김미혜 2013). 선행연구에서도 자아 이해는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타인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기능 계발, 직업과 관련된 적성·흥미·가치관의 계발 등

의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었다(김경은·성락영 2013, 15).

둘째,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은 진로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자아 이해 영

역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으나 ‘음악과 진로’ 교과서에는 빈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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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은 자신의 관심 및 능력을 확인하고 타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며 개인의 특성이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진로 목표를 성취하는 것과 어떻

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또한 많은 분

석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며(이상희 2014; 김미혜 2013; 이혜원 2007; 김경은 외

2013), 해외 교육과정에도 제시되어있고(NSWBS 1992),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Katherine G. Doepke 1977, 3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와 직업’에도 긍

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은 자아 정체감, 자아 존중감과 같은 유사한 단어로 제시되고

있었다.

2) 직업 세계 이해

첫째, 전체 교과서에서 직업 세계 이해의 빈도는 95.7% 이상으로 진로 탐색에 편

중되는 결과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다른 교과서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상희 2014, 67; 이혜원 2007, 49).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냈던 ‘자

아 이해’와 ‘진로 준비’의 범주의 비중을 높여 충실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 세계 이해의 범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던 ‘사회 속 직업 세

계의 이해’에서는 음악 관련 직업인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를 통해

‘음악과 진로’ 교과서는 진로 탐색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음악 관련 직업인을 다루는

내용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 직업인을 제시하는 방식은 시각적 자료를 통하여 제시된 경우가 많았다.

음악 관련 직업인을 소개하는 유형은 직업인의 활동, 인터뷰, 사진, 직업의 내용 소

개, 대표 직업인 소개, 언론 보도 인용이었으며 이중에서 사진(32.4%)이 가장 많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교과서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이혜원 2008, 54), 주로 시각적 표현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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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희 2014). 이러한 결과는 직업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활동 등의 유형을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직업 세계 이해 범주의 하위 기준인 ‘직업윤리의 이해’는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제시되었다. 직업윤리를 이해하는 것은 직업 생활에서 요구되는

태도 및 윤리가 어떤 것인지를 학습하는 것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또한 근

로자의 구체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정당한 대우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그러나 ‘음악과 진로’ 교과서에서는 직

업윤리와 관련된 사항이 음악 저작권에 대한 내용만 다뤄졌다. 그러므로 보다 범위

를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직업의식 태도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음악 산업과 관련한 직업인 체험 활동이 주를 이뤘으나 이를 위한 직업경

로, 학업, 자격의 파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예를 들어 A 교과서는 대중음악

작곡가의 체험 활동이 가장 많았지만 이를 위한 진로 탐색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직

업경로, 학업, 자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C 교과서도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을 활용한 창작 활동을 통하여 자세히 활동을 다루었으나, 이와 관련된 직업에 도

달하기 위한 경로가 제시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음악과 진로’ 교과서는 음악 산업의 분야를 통해 진로와 관

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판적인 활동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

루어진 바 있다(민경훈 2012, 360). 또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게 될 때 음악적

가치와 효과를 염두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양정아 2013, 79). 특히 음

악 산업을 통한 현장교육은 보다 현실적인 진로교육이 될 수 있으며, 음악 산업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내용을 교육할 수 있으므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Katherine G. Doepke 1977, 32).

따라서 음악 산업 관련 진로교육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음악의 생산 및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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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연관된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진로 탐색과 계

획, 준비로 이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3) 진로 준비

첫째, 전체 범주를 분석한 결과 진로 준비의 범주의 비중은 1.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준비는 진로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 진로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진로 계획은 생애에 걸친 계획이

되기도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진로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직업에 관련된 정

보를 지시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진로 준비 과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마다 진로 준비 범주의 하위 기준의 비중은 다르게 나타났다. ‘자신

의 진로 장벽 요인과 갈등 요인의 파악 및 해결 방안 탐색’은 A 교과서에서만 나타

났으며, ‘희망 분야의 취업 및 진학 탐색과 준비’는 B 교과서에서 집중적으로 제시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다(이상희 2014). 각 교과서가 서로

다른 진로 준비의 내용을 보이는 경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로 준비와 관련된 다

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진로장벽요인을 다루는 내용이 부족하였다. 진로 준비 범주 안에서 ‘자신

의 진로장벽 요인과 갈등 요인의 파악 및 해결 방안 탐색’ 기준은 7.7%로 가장 낮

은 비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준비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려면 진로의사를

결정할 때 장애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과정이 충분히 다루어져

야 한다(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2012, 88). 진로장벽에 직면했을 경우 학생

스스로 진단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자신의 진로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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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진로 준비의 구성에 있어서 진로장벽 요인

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고려하여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 58 -

Ⅴ. 결론 및 제언

학교의 진로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21세기 지식기반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

응하여 평생 진로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탐색하도록 해

준다.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숙고하고 결정하는 과정뿐만 아니

라,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삶에 있어서 행복을 영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현재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고등학교

일반과목인 ‘음악과 진로’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음악교육 내에서는 진로의 수용

적 타당성을 논하였고, 지도 방법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음악과 진로’ 교과서의 진로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구성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교과서 3종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기초 조사

로써 진로교육과 관련된 국·내외의 저서, 학술지, 학위 논문, 교육과정을 검토하였으

며, 이를 토대로 진로교육과 음악교육에서 진로교육의 개념, 내용, 필요성, 연구 동

향 등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진로교육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

상과 목표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음악과 진로’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음악의 사회적인 역할 및 기능을 인식하는 내용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독립된 교과서로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진로교육과 관련된 국·내외의 교육과정 및 문헌을 검토한 후 이에 근거하

여 분석 범주를 자아 이해, 직업 세계 이해, 진로 준비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음악과 진로’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가장 높고 낮은 비중을 나타낸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 이해의 범주에서는 음악 적성 검사를 중심으로 한 자신의 음악적 특성

탐색(20회 중 18회, 90%)이 가장 활발히 다루어졌으며, 대인관계 능력 계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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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세계 이해의 범주에서는

사회 속 직업세계의 이해(735회 중 335회, 45.6%)가 가장 활발히 다루어졌고, 그 중

에도 사진을 제공하며 직업인을 소개하는 소제목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진로 준

비의 범주에서는 희망 분야의 취업 및 진학 탐색과 준비(7회, 53.8%)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자신의 진로 장벽 요인과 갈등 요인의 파악 및 해결 방안 탐색(1회,

7.7%)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의 전체 범주별 분석 결과 직업 세계

이해의 범주는 95.7%로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진로 준비의 범주는 1.7%로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 이해의 범주는 일반교과에서 다뤄지는 내용과는 다르게 음악적 능력

및 적성 파악 위주로 구성되었다. 이는 음악 교과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하위 기준이었던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은 빈도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진로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체 교과서에서 직업 세계 이해의 범주는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

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냈던 자아 이해와 진로 준비의 범주를 충실하게 다

뤄야 할 필요가 있다. 직업 세계 이해의 범주에서 음악 직업인을 제시하는 방식의

경우는 시각적 자료를 통하여 제시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직업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활동 등의 유형을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직업 세계 이해 범주의 하위 기준인 ‘직업윤리의 이해’는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내

용으로만 제시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지도 내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악 산업과 관련한 직업인 체험 활동이 주로 다뤄졌으나 이를 위한 직업경로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음악 산업 관련 진로교육에 대한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진로 준비의 범주는 전체 범주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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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는 진로 준비 과정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 준비 범주의 하위

기준은 교과서마다 다르게 강조되었으므로 교과서는 진로 준비와 관련된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보인다. 진로장벽요인을 다루는 내용의 경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므로 진로 준비의 구성에 있어서 장벽 요인을 파악하

고 해결하는 과정을 고려하여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음악과 진로’ 교과서는 자아 이해, 직업 세계 이해, 진로 준비의 전체

범주 중 직업 세계 이해의 범주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각 하위 기준들의 비중의 차

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음악과 진로’의 구성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아 이해와 진로 준비를 위한 내용이 충실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서 학생 스스로 자신을 파악하고, 직업을 탐색하며, 희망 분야에서 요구하

는 역량을 중심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하다.

둘째, 자아 이해의 영역에서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필

요가 있다. 긍정적 자아개념은 진로교육의 초기 단계로써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확

인하고 개인의 특성이 사회적, 교육적으로도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셋째, 음악 관련 직업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자료의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각적 자료 이외에도 자세한 설명이나 체험 활동 등의 실질

적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음악 산업과 관련된 직업을 제시할 때,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한 자격 파악

이나 준비 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교과서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

는 음악 산업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체험 활동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진학 경로나 자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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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직업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직업윤리의

이해의 범주에서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직업윤리

와 관련된 내용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직업의식 및 태도를 교육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음악교육 안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방향을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

다. 학생은 자신의 진로 계획에서 음악을 고려할 수 있게 되며, 관련 직업을 갖거나

다른 직업에서도 음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써 진로를 실

제적으로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실천적인 교육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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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Career Education in Korea.

Therefore, beginning in 2014 the 2009 revised curriculum included “Music and

Careers” as a new general elective subject and taught in high school.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to no research on career education in music education.

Therefore performing an analysis of the “Music and Careers” Textbooks in the

new curriculum is significant to music education curriculum development. With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contents of the

career education in music education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textbook

organization by analyzing the “Music and Career” textbooks depend on th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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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ed curricul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curriculum contents of the career

education component in music education and explore curriculum goals by

analyzing the “Music and Careers” textbooks based o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In order to thoroughly examine this topic,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s were employed. First, I examined the concepts and the contents of

career education curriculum in both domestic curriculum outlines and foreign

curriculum research, as well as through the review of academic sources

examining career education and its place in music education. Secon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I set out the three main categories of analysis;

self-understanding, working world-understanding, and preparation of careers.

According to these three categories, I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ategory of self-understanding is

usually dealt with through an exploration of one’s musical characteristics.

Second, the category of working-world understanding aims to develop

understanding of the content of work world in society through a study of

music-related professions. Third, the category of preparation of careers aims to

find employment for the desired field. Fourth, the analysis shows that “Music

and Careers” textbooks put much emphasis on work world-understanding, but

not much on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preparation. The proportion of career

preparation materials appeared to be low.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changes for the organizational directions of the "Music and Careers" component

of the music education curriculum. First, the content of self-understand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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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of career needs to be dealt with sufficiently in "Music and Careers".

Second, development of a positive self-conception need to be addressed in the

category of self-understanding. Third, to add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professional musicians and their real life music industry experience would allow

students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professional musicians. Fourth, in

"Music and Careers", it is necessary to faithfully reflect the preparation process

of getting into the music industry in a more detailed manner. Fifth, information

on work ethics only deal with contents related to music copyrigh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d professionalism and a professional attitude as a musician

because it is important to educate students of all dimensions of work ethic.

Keywords: Career Education, Music Education, Music and Careers,

Analysis of Textbooks

Student Number : 2013-2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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