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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이하 본교)는 방송예술분야의 창의적 인재･현장인재･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예술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다. 방송예술분야를 전공하는 본교 학생들은 동

기부여와 창의적 사고력을 통한 창의성 증진이 필요하므로, 본교만의 특화된 예술교양 수업모델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본교의 예술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예술’이라는 소재와 학생 

각자의 전공을 융합하여 학생들의 창조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예술교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

직한 방향 모색에 목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체험중심, 활동중심, 문제중심의 교육방법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은 이를 통해 창의

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었고, 결과물을 얻어 내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 팀웍, 협업 능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향후 본교의 예술교양 강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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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만의 공감능력을 향상시켜 창의 융합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도입되어야 

‘실무형 창의인재, 창의적 현장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주제어】창의성, 예술교양교육, 창의 융합적 사고, 실무형 창의인재, 창의적 현장인재 

1. 서론

예술교양교육은 대학의 인재상과 특수성을 반영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악교육이 창의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

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1)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성 증진에 관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창의적 사고기법을 가르치는 수업도 필요하지만 자유로

운 분위기와 동기유발이 창의적 사고기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

과 동기가 창의력 향상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2)고 한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이하 본교)는 방송예술분야의 창의적 인재･현장인재･글

로벌인재3)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예술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므로, 21세

기 글로벌 융복합시대에 있어 예술교양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방송

예술을 전공하는 본교의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력을 통한 창의성 증진이 필요하

 1) 미국에서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육혁신으로서 선택한 과목도 음악이었다.(중략…) 미국은 창조성계발교

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조성 계발을 위한 방법으로 현대음악을 소재로 한 음악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CMP(Contemporary Music Project 1963~1973)실험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음악교육이 

창의성 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김명신, ｢교양기초교육에서 창의성 함양을 위한 음악학습 방안｣, 
교양교육연구 제9권(교양교육연구회, 2015), 335쪽. 오래 전부터 음악교육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감

성과 상상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성과 독창성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한 조화로운 인격완성을 위해서 반드

시 필요한 교과로 되어 왔으며, 음악교육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정서함양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김후량, ｢학교음악교육에 있어서 그리스 

에토스(Ethos)론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음악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은 일반적 창의성 및 학업성취의 모든 척도에서 유의

한 증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적성의 발달에도 효과가 있었다. Leibowitz, L, The relationship of 
continuation in applied music study in four New York City High Schoo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78).

 2) 이정규, ｢대학생의 창의성과 작업선호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9호(한국

교육심리학회, 2005).
 3) 본교의 창의성 교육은 NCS 기반 C3(Creativity, Convergence, Contents)창의교육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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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본교만의 특화된 예술교양 수업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예술’이라

는 소재와 학생 각자의 전공을 융합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직접 작품을 기획하고 창작하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조적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본교의 예술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제안서4)를 토대로 

예술교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예술교양교육의 중요성과 창의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적응하는 것을 넘어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 해결하고 소통하려는 창의적인 사고와 태도를 지닌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 특히,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교양교육은 창의적이

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키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중요한 핵심역량이 될 

것5)이라 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미래 사회에서의 교양교육은 현재보

다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특히 예술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의 창의성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술교양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예술교양교육은 21세기 주류가 되는 문화와 예술에 초점을 맞추어 창조적 상

상력과 창조의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스스로 작품을 기획, 분석, 창작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6) 실용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창의성은 “새롭고

 4) 본 연구의 대상은 20016년 1, 2학기 본교 ‘한국예술의 이해’ 및 ‘음악의 이해’를 수강한(257명) 수강생들

의 제안서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5) 이근면, 동아일보 2016년 12월 9일자.
 6) 이화선･최인수, ｢대학교양교육에서의 창의성 교육의 방향｣, 창의력교육연구 제14권(한국창의력교육

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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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 적절한(appropriate)산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일컫는

다.7) 이러한 창의성은 영역, 분야, 그리고 개인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여

기서 개인(person)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 아이디어를 변형시

키는 역할을 하는 주체이며, 분야(field)는 개인에 의해 생성된 아이디어를 평가

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장이며, 영역(domain)은 분야에 의

해 선택된 창의적 산물이 또 하나의 지식으로 축적되는 것8)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동기부여와 학생 개인의 창의성 증진이다. 실제로, 사람의 심리적 성향이 

창의성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일반화되었고, 개인의 ‘내재적 동기’가 

이러한 창의성 증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9) 내재적 동기란, 한 개인이 자신

이 맡은 과업 그 자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는 열망

(Desire)을 의미한다.10) 또한, 감정(Emotion)은 내적 동기가 높은 개인이 긍정

적인 정서(Positive affect)를 경험하며 이것이 창의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7) 창의성이란 매우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창의성이란 새롭고(novel) 적절한(appropriate)산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다(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실용 기능적 접근에 근거한다). 이화선･최인수, ｢대학교양교육에서의 창의

성 교육의 방향｣, 창의력교육연구 제14권(한국창의력교육학회, 2014), 5쪽.
 8) 최인수, ｢창의적 성취와 관련된 제 요인들: 창의적 연구의 최근 모델인 체계모델(System Model)을 중심

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5권(미래유아교육학회, 1998), 133~166쪽.

 9) Grant, A.M.,“Does intrinsic motivation fuel the prosocial tie? Motivational synergy in predicting 
persistence, performance, and productivity,”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93(2008), pp. 
48-58. 권정언･권상집, ｢대학 창의교양교육 체계의 실제와 대안 탐색-개인 및 집단 창의성에 대한 고

찰을 바탕으로-｣, 교양교육연구 제8권(교양교육연구회, 2014), 17~18쪽의 각주 재인용.
10) Ryan, R.M., and Deci, E. L.,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55(2000), pp. 68-78. 권정언･권상

집, 위의 글, 17~18쪽의 각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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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11)을 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예술교양의 한 분야인 음악교육이 창의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에는 심리

적 요인과 동기가 중요한 원동력이 되므로12) 음악교육은 일방향적인 전달보다

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수업모델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음악적 지식과 기술이 없어도 학생들에게 동기유발을 시켜 내재되어 있

는 창의성을 이끌어 내는 통합적 수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교

양 예술과목을 통해 예술의 심미적, 정서적 특성과 문화사회적 역할 및 기능을 

바탕으로 인성을 함양하는 예술인성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전과 달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식은 인터넷 속에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집단지성을 추구하며 진화한다. 이제는 우리의 이러한 시대에 뇌 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도처에 널려 있는 지식정보들을 어떻게 응용

하여 신지식으로 재창조해 내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므로 창의성 증진 효과가 증

명된 음악교육을 통해 창의성의 인지적, 성향적, 동기적인 요소들을 최적으로 활

용하여 학생들의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3.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사례를 통해 본 예술교양교육에서의 

융합적 교육방법

본 장에서는 본교의 예술교양과목인 ‘한국예술의 이해’와 ‘음악의 이해’ 과목

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중심, 활동중심, 문제중심의 교육방법을 적용

하여 창조적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Silvia, P.,“Interest: The curious emo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17(2008), 

pp. 57-60. 권정언･권상집, 앞의 글, 17~18쪽의 각주 재인용.
12) 이정규, ｢대학생의 창의성과 작업선호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9권 제1호

(한국교육심리학회, 2005), 413~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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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적 창의성과 동기유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성 교육은 창의적 사고기법을 가르치는 수업

도 필요하지만 창의적 사고가 발현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자유로운 분위

기와 동기유발 그리고 창의적 사고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 

이처럼 창의성 함양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의 인지적학습(cognitive), 정의적학

습(affective), 동기유발(motivational)등의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하며 이러한 학

습조건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13) 특히, 수강생들은 음악 비전공자이

므로 이론적 배경을 통해 음악을 이해하기 보다는 ‘청각감성’을 활용하여 직접 

귀로 듣고 느낌으로써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의의 

주제가 ‘한국예술’인 만큼 ‘한국’이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체계 안에서 한국의 사

상과 문화에 입각한 한국적 창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기유발 또한 중요하

다고 생각된다.14) 

본교에서 개설된 예술교양인 ‘한국예술의 이해’와 ‘음악의 이해’ 과목은 한국

의 전통예술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다. 두 강좌는 자칫 광범위하게 생각될 수 

있는 ‘한국예술’과 ‘음악’의 범위를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으로 한정하였고, 학생들은 이 강의를 통해 우리의 전통

예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K-culture’의 중심에 한국예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학생들은 ‘한국예술’과 ‘국악’의 종류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판소리, 아리랑, 사물놀이, 남사당놀이 등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한국예술’

과 ‘국악’의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루하다’, ‘恨스럽다’, ‘어렵다’ 등의 대답

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우리의 전통문화가 낯설고 어렵다고 인식

13) 김명신, 앞의 글, 336쪽.
14) 이화선, 최인수의 연구에서 현재 교양교육에서 한국적 창의성이 아닌 외국문화에서 연구되고 밝혀진 외

국의 창의성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적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져 이에 대한 내용이 정립되고 교육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화선･최인수, 앞의 글,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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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제로 국악에 대한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이미

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국악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를 최소화시키기 위

해 전통국악기의 역사적 유래에 대한 이해와 실제연주15)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

운 단소와 장구 정도의 국악기만 알 뿐 다른 국악기를 체험해 볼 기회는 매우 

적었을 뿐 아니라 국악공연을 직접 관람한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하여, 강의시 

직접 국악기를 듣고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악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자 하였다. 아울러 국악이 특별하고 낯선 사람들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스럽고 편안한 우리의 음악임을 알려주기 위해 2016년 1학기에 시연한 연주자

들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 또래로 구성하였다.(자료 1 참조)

가야금 시연 판소리 배우기 해금 시연

<자료 1> 국악기 시연

강의진행은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예술 가운데 판소리･아리랑･처용무･

강강술래･남사당놀이･종묘제례악･강릉단오제 등을 주제로 하여 강의를 진행하

였고, 실제 국악기 체험의 동기부여를 통해 ‘한국예술’과 ‘국악’이 ‘어렵고 지루

한 것’이라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자연스럽고 참신한 것’으로 인식이 변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15) 2016학년도 1학기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학년에 재학 중인 가야금(오은수), 판소리(서의철)
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강의에 참여하여 시연하였고, 수강생들은 판소리 한 대목을 직접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2학기 강의에는 본인이 해금을 시연하였고, 학생들이 직접 해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으며, 1학기 강의시 녹화한 서의철 학생의 영상을 통해 판소리 한 대목을 배울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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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바, 전통문화에 대

한 기본소양을 바탕으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 

인식을 통해 문화의 장단점을 이해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것을 최

종 목표로 한다.

2) 창의적 결과물의 실제사례

학생들은 10주차까지의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예술과 각자의 전공을 융합

하여 창의적이고 참신한 결과물을 발표하였다. 학생들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전공 지식 간의 연결점을 찾아 재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 

시킬 수 있었고, 자율적 동기부여를 통해 전공의 전문성 강화뿐 아니라 서로 다

른 분야의 콘텐츠를 협업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결과물을 발표함으로써, 모든 수강생들과 함께 아이디

어를 공유하고 수강생들의 feed-back을 통해 발표자는 자신의 결과물을 수정하

여 보다 완벽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16)

학생들은 10주차 강의시까지 배운 한국예술 가운데 판소리(42팀), 아리랑(28

팀), 국악기1(8팀), 남사당놀이(14팀), 처용무(5팀), 민요(4팀), 기타(4팀)의 순으

로 자신의 전공과 융합한 발표를 하였다. 주제별 발표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판소리를 소재로 한 발표

판소리가 학생들의 발표에 가장 많은 소재로 활용되었으며 영상물, 광고, 디

지털 영상, 패션, 융합공연, 게임, 기타 등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표 1 참조)

16) 발표는 개인 및 최대 3인까지로 한정하여 팀을 이루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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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판소리를 소재로 한 발표

영상물 광고 디지털영상 패션 융합공연 기타 게임

16 8 5 4 4 4 1

① 영상물 관련

판소리를 소재로 한 영상물은 영화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다. 여성 소리꾼

을 영화로 한 영화 ‘서편제’와 ‘도리화가’의 노래와 배경음악을 시퀀스별로 비교

하여 영화적 효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결과물이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평가를 받

았다.17) 이는 기존의 영화 시나리오를 시퀀스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과 달리 삽

입음악 중심의 교차 비교로 전환하여 발표한 것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판소리를 들을 때 가사(사설)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타

이포그래피(typography)를 활용하기도 하였고, 영화 ‘도리화가’의 주제곡을 직

접 피아노곡으로 편곡하여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판소리의 대중성을 꾀하고자 

하였다.(자료 2 참조)

흥보가 中 돈타령(typography) ‘도리화가’ 뮤직비디오

<자료 2> 타이포그래피와 뮤직비디오

한편, 판소리 중 춘향가를 소재로 한 발표에는 춘향가에 관한 여러 설화 가운

데 해동염사(海東艶史)에 전하는 ‘박색(薄色)설화’를 주제로 하여 이별 대목을 

17) 발표는 11~14주차까지 매주 5~6팀이 발표하였고, 발표 후에는 가장 우수한 팀을 투표로써 선정하였다. 
최다 득표자(팀)에게는 3점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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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와 접목시켜 현대적 감각을 표현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것과 조선창극사

(朝鮮唱劇史)에 전하는 동편제의 명창 송흥록과 기생 맹렬의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 예고편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② 광고 관련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한 포스터 제작과 버스 정류장 안내멘트를 활용한 광고,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 판소리 영상, 해외 영화 ‘라붐’의 한 장면과 판소리의 접

목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대중들에게 판소리를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결과

물을 발표하였다.(자료 3 참조) 

흥보가 中 박타는 대목

 

<자료 3> 판소리 포스터 및 동화 영상

③ 디지털영상 관련

국악에 시각적인 재미를 추구하여 흥미 유발을 시키고자 한 결과물에는 춘향

가 중 ‘사랑가’ 대목을 3D 그래픽을 활용한 것(VJing)과 VR(virtual reality)을 

이용한 것이 있었다. VR을 사용하여 영화 ‘도리화가’의 주인공이 판소리를 부르

는 장면을 실제 그 시대, 장소에서 부르는 것처럼 볼 수 있고 당시의 감성과 분

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자료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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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영상 춘향가 中 사랑가 단가 ‘도리화가’ (VR)

<자료 4> 디지털 영상

④ 패션 관련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판소리 다섯마당에 나오는 주인공들에게 어울리는 

한복 디자인과 퓨전한복을 제작하여 판소리에 현대적 이미지를 접목한 디자인

을 발표하였다.(자료 5 참조)

판소리 수궁가 中 토끼 판소리 춘향가 中 춘향

<자료 5> 판소리를 소재로 한 의류 디자인

⑤ 융합공연

공연예술과 학생들은 판소리를 재해석하여 사설을 쉽게 개사하거나, 동편제 

송흥록과 맹렬의 실화를 바탕으로 직접 대본을 쓰고 연극을 공연하기도 하였다. 



170   동양음악 제41집

특히, 뮤지컬과 학생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후기 실존인물인 광대 ‘달문’을 

재조명하여 뮤지컬과 전통예술을 결합시킨 작품을 선보였다. 직접 작사, 작곡, 

연출, 배우로 출연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⑥ 게임

판소리 춘향가를 소재로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어 춘향가의 스토리의 

전개에 맞게 적성가, 사랑가, 이별가를 배경음악으로 선택하였고, 시뮬레이션 게

임을 통해 판소리에 대한 친밀감과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을 대표하는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의 포맷

을 이용하여 ‘캐릭터를 국악인으로 성장시키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주인공: 

랑아리)을 제작하여 국악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발표도 있

었다.(자료 6 참조)

게임 ‘연심은 사랑가를 타고’ 게임 ‘프린세스 랑아리’  

<자료 6> 판소리 관련 캐릭터를 소재로 한 게임  

(2) 아리랑을 소재로 한 발표

아리랑을 소재로 한 발표를 영상물, 광고, 디지털 영상, 패션, 융합공연, 게임, 

기타 등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표 2> 아리랑을 소재로 한 발표

영상물 융합공연 디지털영상 기타

11 8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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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상물

아리랑과 관련된 발표는 주로 아리랑을 홍보하는 영상이 가장 많이 발표되

었다. 특히, 스낵컬쳐(Snack Culture) 콘텐츠 영상을 제작한 팀이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시사포커스18)에 기사화 되기도 하였다.

(자료 7 참조)

시사포커스 2016. 04. 30일자 기사 시사포커스 2016. 04. 30일자 기사

<자료 7> 아리랑을 소재로 한 영상제작 발표물

한편, 영화 ‘귀향’의 테마곡인 ‘가시리’와 ‘아리랑’을 밝은 분위기의 영상으로 

제작하였고, 영화 ‘오늘의 연애’의 타이틀을 패러디하여 각 지역별 민요를 날씨 

보도형식으로 영상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러 종류의 아리랑을 활용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아리랑의 변천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

로 제작한 결과물을 발표하였다.

② 융합공연

아리랑을 소재로 한 융합공연은 단순한 멜로디의 아리랑과 흑인의 정서가 담

18) 본교 학생들이 기획하고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학생들이 공연한 ‘길이 보전하세’의 공연 기사가 시사포

커스 2016년 4월 30일자에 기사화됨.
    [시사포커스/이정숙 기자] 우리나라 전통 음악 국악이 점점 사라져가는 안타까움에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 국악을 

알리고 지켜나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신촌 문화축제에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학생들이 거리홍보 및 

공연을 하고 있다. 이들은 피켓에 “이 아름다운 우리 선율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
리가 계속 전통을 지키고 이어 나갈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세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

세.” 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국악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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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블루스와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재즈와 융합하거나, 가요 신중연의 ‘미인’과 

민요 ‘아리랑’을 편곡하여 ‘사물놀이’ 공연자와 함께 직접 연주한 것이 있었다. 

또한, 경기아리랑･진도아리랑･밀양아리랑･정선아리랑의 네 곡을 재즈 버전으로 

편곡하여 직접 녹음한 영상을 소개하거나, Logic Program에 국악기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악기 소리를 직접 만들어 MIDI로 ‘아리랑’ 멜로디를 제작한 

결과물을 발표하기도 하였다.(자료 8 참조)

아리랑&재즈 미인 아리랑

<자료 8> 아리랑을 소재로 한 융합공연

③ 디지털영상

학생들은 국악을 좀 더 쉽게 접근하고자 하여 퓨전 국악곡인 ‘아리랑애가’와 

가요 ‘스카이하이’를 배경음악으로 하여 VJ영상(콘서트 공연영상)을 제작하였

다. 노래의 박자에 맞추어 모션그래픽(도형)과 키네틱 타이포(문자)를 결합한 창

의적 영상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3D 그래픽을 활용하

여 국악의 현대화와 아리랑을 홍보하는 영상을 발표한 결과물이 있었다. 

(3) 국악기를 소재로 한 발표

국악기를 소재로 한 발표는 주로 가상 악기(Virtual Studio Technology 

Instrument)19)를 활용하여 음악을 직접 제작하거나, 사운드믹싱을 통한 음원제

19)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www.catsnu.com)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상 국악기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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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 있었다. 특히, 지드래곤의 ‘삐딱하게’의 곡을 단소, 아쟁, 25현 가야금, 태평

소, 기타, 드럼 등을 Pro tool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이크로 녹음한 발표가 가

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여러 국악기를 AR(Augmented Reality)을 통해 볼 수 있는 것과 프로세

싱을 이용한 국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악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자 하는 발표가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유튜브를 통해 가야금을 

직접 배우는 과정을 촬영한 발표, 가야금 공연에 있어서 마이크 사용법에 대한 

연구과정에 대한 발표, 찰현악기인 아쟁을 소재로 하여 국악기와 전자국악기의 

음향 비교에 대한 발표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실크스크린을 활용한 부채, 엽서, 에코백을 제작한 발표도 국악기

를 홍보하는데 좋은 아이디어였다.(자료 9, 10 참조)

국악기 포스터 믹싱 & 마스터링 작업

<자료 9> 국악기를 소재로 한 포스터 및 믹싱작업 발표물

Youtube를 통한 가야금 배우기 실크스크린을 활용한 부채 & 에코백

<자료 10> 국악기 배우기와 국악기를 활용한 소품 만들기의 발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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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사당놀이를 소재로 한 발표

남사당놀이를 소재로 한 발표는 홍보영상 제작이 가장 많았고, 남사당놀이와 

관련된 사물놀이를 소재로 한 악기 디자인 발표가 있었다.

남사당놀이가 경기도 안성시 청룡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점이 안성에 위

치한 본교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 또한, ‘바우덕이 풍물

단’의 공연을 관람할 기회가 많아서인지 보다 친근하게 주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남사당놀이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영화는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인

데, 이것을 활용한 발표가 가장 많았다. 포스터를 시네마 그래프20)를 활용하여 

포스터를 리디자인 하거나, ‘왕의 남자’를 무대에서 공연할 경우를 고려하여 보

다 새롭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무대디자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

한, 남사당놀이의 홍보영상을 제작하거나, 직접 안성 남사당놀이를 촬영하여 

VR로 시연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사물놀이의 네 가지 악기가 상징하는 ‘풍운뇌우(風雲雷雨)’에 착안하여 

전통적인 악기의 모습을 힙합의 패션과 접목시킨 디자인을 발표한 것이 매우 참

신한 결과물이었다.(자료 11 참조)

남사당놀이 홍보 포스터 ‘악기에 디자인을 더하다’ 사물놀이와 힙합

<자료 11> 남사당놀이를 소재로 한 발표 결과물

20) 시네마그래프: 일부는 사진, 일부는 영상으로 만드는 기법.



송은도_ 예술교양교육에서의 융합적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   175

(5) 처용무를 소재로 한 발표

처용무를 소재로 한 발표는 처용설화를 각색하여 마술을 직접 시연하였고, 남

사당놀이의 공연 종목 가운데 하나인 ‘꼭두각시놀이(덜미)’에 착안하여 손가락 

인형극으로 영상 제작, 처용설화를 플립북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영상 등을 발

표하였다. 이 발표는 무대미술과 학생들이 발표한 것으로 결과물은 다음과 같

다.(자료 12 참조)

처용무 인형극 처용무 인형극 처용무 플립북

<자료 12> 처용무를 소재로 한 영상 및 플립북

(6) 민요를 소재로 한 발표

아리랑 이외에 민요를 소재로 한 발표는 가상 국악기를 이용하여 민요를 편곡

하거나 부르기 쉬운 ‘늴리리야’를 피아노, 더블베이스, 일렉베이스, 드럼 등의 악

기를 이용해 퓨전재즈 느낌으로 편곡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국악과 재즈를 접

목시켜 편곡한 것을 피아노, 콘트라베이스의 악기로 직접 시연하기도 하였다. 한

편, 민요를 소재로 한 영상제작은 현재 유행하는 몇몇 영상에 나오는 음악을 국

악으로 믹싱하여 패러디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임 BGM을 민요로 제작하였

다. 특히, 민요 ‘새타령’과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한 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자료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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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 ‘새타령’ 타이틀 영상 민요 ‘천안삼거리’ 재즈버전 편곡

<자료 13> 민요를 소재로 한 발표 결과물

3) 예술교양교육에서의 융합적 교육방법

본 강의는 한국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보다는 동기부여를 통한 자발적 참

여와 전반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여, 문화의 한 단면인 음악과 

다른 영역의 접목을 통한 창작 활동을 하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학생들

은 각자의 발표를 통해 어떻게 작품이 만들어졌고, 어떠한 효과를 어떻게 얻었

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토론을 통해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

정은 ‘한국예술’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지식을 확장시키고 

타 교과로 통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도출해 내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예술교양과목의 효율적인 교육은 전문적인 내용만을 다루는 것이 아

니라 다각적 관점에서의 접근과 동기부여를 통해 새로운 컨텐츠를 도출하여 학

생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예술의 심미적, 정서적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

들의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21세기 글로벌 문화시대는 한국고유의 문화를 중심으로 특유의 콘텐츠 및 수

준 높은 문화 상품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학생들에게 한국예술에 대한 관

심과 동기유발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에 본 강의는 학생들의 ‘한국적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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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을 위해 한국예술21)이라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한국예술

을 융합시킨 창의적인 결과물을 창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무엇보다 학

생들의 동기유발을 위해 국악기를 직접 시연하거나 가급적 현장에서 음악을 체

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중심, 활동중심, 문제 중심의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학

생 스스로를 교육하는 방식에 주력하였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

어를 도출해 내었고, 결과물을 얻어 내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 팀웍, 협업 

능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소재와 자신들의 전공을 융합시켰는데 특히, 영상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한 결과물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것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

른 학생들의 학습태도가 예술과 기술을 분리시키지 않고 융합하여 창의적 결과

를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교양교육과 창의성 교육은 상보적 관계이며 예술교양교육은 학

생들의 창의성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21세기 글로벌 

융복합시대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필요에 따른 단기적인 

목표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술대학 학생들에 대한 특성을 근본적으로 이

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초기부터 모든 학생이 참여할 때 비로소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향후 본교의 예술교양 강의는 단순히 지식

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대학 학생들만의 공감능력을 향상

시켜 창의 융합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도입되어야 ‘실무형 창의

인재, 창의적 현장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21) ‘한국예술’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한국예술 가운데 ‘세계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예술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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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eking Integrated Teaching Methods in Liberal Arts 
Education

- Focused on cases of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Song, Eun-Do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the same as main campus) is a school 

aiming for future-oriented arts education to foster global, creative, field talented 

students in the field of media arts. The study was done with the idea that liberal 

arts class specialized only for the main campus is needed considering students of 

main campus majoring in Media arts need improvements on creativity through 

creative thinking and motivation. 

This study has it purposes in that it increases creative ability of students by 

integrating majors of each student and materials in ‘Korean arts’ targeting students 

who took liberal arts classes at main campus and it seeks desirable direction liberal 

arts education should go on. 

As a result of applying teaching methods focused on problems, activities, 

experience to students, they could induce creative idea through it, as well as 

improving abilities on cooperation, problem solving, teamwork in the process of 

obtaining results. 

Lecture in liberal arts in this main campus would make a sacrifice of itself in 

fostering ‘practical creative talented students, creative field talented student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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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eaching methods that can culture creative integrated thinking by improving 

empathic ability of students in arts college are introduced rather than just 

transferring knowledge. 

【Keywords】Creativity, Liberal arts education, Creative integrated thinking, Practical creative talented 
students, Creative field talente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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