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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시대와 교육적 적합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정해 

왔고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 2015 

다 이에 음악과에서도 가지의 음악 교과 역량을 제시하여 교육. 6

의 중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도입된 역량이라는 개념이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구체적

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역량은 학습. 

자가 교육이 끝난 후에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여 

져야 할 능력이고 이러한 역량의 성격을 교육과정에서 구체화하, 

여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학생의 학습 행동을 서술한 성취기준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 2015 

준에 음악 교과 역량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분석하고 음악 교과 , 

역량 구현을 위한 성취기준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 역량의 개념과 교과 역량 구현을 

위한 성취기준을 고찰하고 성취기준 분석을 위한 음악 교과 역량, 

의 범주 설정에 대해 관련 지식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 , 

교육과정의 역량 구성 체제와 음악과 교육과정의 역량과 성취기준

에 대해 살펴보고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는 미국 호, 

주 싱가포르의 음악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 구성 체제를 검토하였, 

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음악 교과 역량의 성취기준 반영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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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교과 역량 별로 . , 

성취기준에 고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지식 기능 태도의 . , , , 

하위 요소 별로 살펴봤을 때 지식 기능에 비해 태도 요소가 적게 ,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성취기준 개선 방향에 대

하여 제안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을 음악 교과 내용과 . , 

연결 시켜 구체화 한다 둘째 역량의 하위 요소인 지식 기능. , , , 

태도를 성취기준에 고르게 반영한다 셋째 음악 교과 역량의 보. , 

다 다양한 수준을 성취기준에 반영한다.

주요어 교과 역량 성취기준 개정 교육과정 음악 교육 역량 : , , 2015 , , 

중심 교육과정

학  번 : 2016-2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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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우리나라 음악 교과는 시대의 요구와 적합성에 맞게 여러 차례의 교

육과정 개정을 통해 교육 내용을 개선해 왔다 최근에는 지식기반사회로. 

의 전환으로 인한 교육 개혁의 필요성으로 인해 핵심역량 이라는 개념‘ ’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었고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 , , , , 2012, pp. 

음악 교과에서도 핵심 역량이 교육의 중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3~4), .

역량은 본래 기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그 기업에 속한 개인이 지녀

야 할 기능 태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역량은 단순히 눈에 보여 지, . 

는 지식 기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 체계 태도 등을 포함한다는 , , 

것에서 단순한 기능과는 차별화된다 이에 대해 . OECD(Organization for 

에서 특정 맥락이 필요로 하는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것에 대한 능력보다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삶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보다 일반적인 능력에 초점을 두어 핵심역량을 개념화했다 소경희( , 

즉 개인이 성공적 삶을 누리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기여2007, p. 6). ,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 정의되었다 이러한 핵(OECD, 2005, p. 6). 

심역량 개념은 여러 국가의 교육 중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우리나라, 

도 최근 개정 교육과정에 역량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교2015 . 

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기르기 위해 학교교육의 전 

과정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길러야 할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교육부( , 

핵심역량은 총론 차원에서의 범교과적인 역량과 각 교과2015a,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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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과 역량이 있는데 교과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는 우리나라의 학교 ,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보면 역량은 각 교과의 성격에 맞게 관심을 가지

고 연구되는 것이 중요하다 송주현 이에 음악 교과에서( , 2014, p. 6). 

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2015 , ·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 , , , 

관리 역량의 가지 역량을 설정하였고 이를 음악과 교육과정 전반에 적6 , 

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교육의 중점으로 부각된 음악 교과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안에서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교육, . 

과정에서 역량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안중 하나는 성취기준에 역량을 

제시하는 것이다 성취기준은 교수 학습 활동에서의 실질적 기준으로. · ,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구체화하여 학생들의 성취 능력이나 특성으로 서

술한 문장이다 백순근 소경희 김광주 조난심 따라서 ( , , , , 1998, p. 5). 

교육과정 안에서 역량은 교과 성취기준으로 나타나고 성취기준은 교과 

역량을 구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백남진 온정덕( , , 2016, p. 146).

하지만 현재 개정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별로 어떤 음악 교과 2015 

역량이 반영되어 있는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성격 항에만 음, 

악 교과 역량에 대해 정의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역량이. 

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상황에서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

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교과 전반에서 중점적으로 . 

길러 주어야 하는 능력이라는 역량의 위치 교육부 를 고( , 2016, p. 39)

려하면 국가 수준에서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제시해 주

고 차후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 역량 설정을 위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역량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 

식 기능 태도의 측면이 통합적으로 발현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성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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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역량 구현을 위한 기준으로서 충분한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 초등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음2015 

악 교과 역량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분석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다른 나라들의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음악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음악 교과 역량 구현을 위한 성취기준의 개

선점 및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 , 

하는 여러 국가들과 학자들의 정의를 토대로 역량의 정의를 개념화하고,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여 성취. 

기준이 음악 교과 역량 요소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한 . 

결과를 토대로 현 교육과정의 역량과 성취기준 진술 방식에 대해 고찰하

고 더 나아가 외국 교육과정에서 검토한 음악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에, 

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통해 개선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음악 교과 역량 구현을 위한 성취기준의 개선점에 대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목적, 

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한

다.

연구문제2.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 교과 역량 구현을 위한 성취기준은 어떻게 진술되는가. ?

나 성취기준 분석을 위한 음악 교과 역량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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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다 개정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음악 교과 역량을 . 2015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라 음악 교과 역량 구현을 위한 성취기준의 개선점과 시사점은 무엇. 

인가?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3. 

본 연구에서는 성취기준을 분석할 역량의 내용을 개정 교육과정2015 

의 성격 항에 드러난 문서상의 내용으로 제한하였다 음악 교과 역량은 .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역량이 문서상의 

내용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 

취기준 분석 후 타당성 검증 결과에서 제시된 교육과정 상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해석 가능한 관점들은 결론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분석하는 성취기준의 학년 범위는 초등학교 학년에서 학년까지로 3 6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학년은 즐거운 생활의 주제 중심 통합교과로 . 1~2

운영되고 있어 음악만 따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해외 사례로서의 외국 교육과정으로는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의 교육, 

과정을 선택하였다 이 국가들 모두 비교적 최근에 교육과정을 역량 중. 

심으로 전환하였고 국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제상 우리나라 , 

교육과정에 참고하기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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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Ⅱ

역량의 의미와 범주1. 

교육에서의 역량에 대한 정의1) 

학교교육에서 쓰이기 전까지 역량이라는 개념은 직업과 관련된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다 의 .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 핵심 역량(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

이라는 개념을 인간 삶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key competencies)’ 

의 화합 등을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역(http://deseco.ch) 

량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인문적 성격. 

을 가지는 자유 교육이 세기에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유일한 방법 21

인가에 대해 의문들이 생겨나면서, (Pring, 1995: Young, 1998: 

소경희 재인용 역량의 개념이 일반적인 Bridges, 1996: , 2007, p. 2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 

역량을 교육의 중심에 표방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기 시작했

다 이에 각국의 교육 기관들과 학자들이 교육에서의 역량의 의미를 정. , 

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역량의 하위 요소 분석의 기준을 설정하. 

기 위해 의 정의 이후에 역량을 정의하고 있는 세계 기구들과 역량 OECD

중심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여러 학자들의 역량에 대한 정, 

의를 종합한 백남진 온정덕의 저서 에서 제시하는 역량의 개념을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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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종합하였다 여러 역량의 정의들을 표로 나타내면 표 과 . < -1>Ⅱ

같다.

표 국가 기관 학자 별 역량의 정의< -1> , , Ⅱ

위의 표 를 살펴보면 역량은 세기의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 -1> , 21Ⅱ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지식 기능 태도의 통합이라고 이, , 

해할 수 있다 즉 무한한 정보와 지식이 창출되고 사라지는 정보화 사. , 

출처 정의

OECD (2005, p. 10)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응집성을 위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knowledge), (skills), (attitudes) 
포괄하는 것

Co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5, p. 13)

모든 사람에게 시민으로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 
이행과 발전에 필요한 학습에 적합한 지식

기능 태도 의 통합체(knowledge), (skills), (attitudes)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15, p. 1)

학생들이 일과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
한 기술 지식 전문성(skills), (knowledge), (expertise), 
문해력 의 혼합체(literacies)

 
http://www.australiancurricu
lum.edu.au

지식 기능 행동 과 기(knowledge), (skills), (behaviours)
질 을 아우르는 것으로 학생들이 변화하(dispositions)
고 복잡한 환경에서 자신 있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16, p. 9)

지식 과 기능 을 뒷받침하고 한 사람(knowledge) (skill)
의 특성 믿음 태도 행(character), (beliefs), (attitudes), 
동 을 형성하는 가치들로 빠르게 변화하고 서(action) , 
로 밀접히 연결된 세계에서 잘 자랄 수 있게 준비해 
줄 수 있는 것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 , 
최정순 (2013, p. 3)

학습자가 미래사회의 삶에 유능하게 대처하기 위한 필
수적인 능력으로 학습 가능하고 지적 능력 기술 인성, , , 
의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

백남진 온정덕 , (2016, p. 39)
지식 기능과 가치 및 태도를 포괄하는 수행이 강조되, 
는 총체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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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교과서적인 지식만을 전달받는 것이 아닌 활용 가능한 지식의 , 

학습 및 전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역량 계발의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표 . <

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량을 다변하는 사회에서 학-1> “Ⅱ

생이 사회적 개인적 삶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 

학습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적 능력 이라고 정의한다, , ” .

역량의 범주 설정2) 

앞서 규명한 역량의 정의를 바탕으로 역량에 필요한 요소를 지식 기, 

능 태도의 범주로 세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세우려 한다 그, . 

런데 지식 기능 태도의 범주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이지만 학자들, , 

이나 기관 별로 정의하는 범위와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은 의 프. (Europe Union) OECD DeSeCo 

로젝트에 영향을 받아 ‘Proposal for a Recommend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key competences for lifelong 

라는 보고서에서 핵심 역량에 따른 하위 요소를 지식learning (2005)’ 

기능 태도 로 분류했는데 이러한 유(knowledge), (skills), (attitude) , 

럽 연합의 핵심 역량에 대한 논의는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를 인식의 바

탕으로 하고 사회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지향한다는 면에서 의 OECD

프로젝트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송주현DeSeCo ( , 2014, p.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과 하위 요소에 대한 예시를 표 38). < Ⅱ

에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2> , ,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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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럽연합의 핵심 역량과 하위 요소 예시 < -2> (Commission of the Ⅱ

European Communities, 2005, pp. 13~19)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을 나타내기 위한 하위 요소 예시

지식 (knowledge) 기능 (skills) 태도 (attitudes)

모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어휘 기능적 문법, , !

언어에 대한 지식
다양한 의사전달 !

환경에서 말과 글로 
의사소통하는 기술

비판적이고 !

건설적으로 
대화하는 성향

외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어휘 및 기능적 !

문법에 대한 지식
대화를 시작 유지, , !

마무리 짓는 능력
문화적 다양성에 !

대한 공감

수학적 역량과 
과학 기술 ·

역량

기본 연산 및 !

수학적 표현에 대한 
이해

수학적 원리 및 !

과정을 적용하는 
능력

원인과 타당성을 !

평가하려는 
의지

자연계의 기본 !

원리에 대한 지식
과학적 데이터, !

기술적 도구 다루는 
능력

비판적 감상 및 !

호기심

디지털 역량
정보사회기술의 !

성격 역할 이해, 
정보 검색 수집, , !

처리 및 활용 능력
비판적, !

숙고적인 태도

학습하기 위한 
학습

학습에 필요한 역량, !

지식 기술 자질에 , , 
대한 이해

읽기 쓰기 산술, , , !

정보사회기술 기술
동기부여 및 !

자신감

사회적·
시민 역량

건강한 삶의 방식이 !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하는 능력! 협력 자기표현, , !

진실성의 태도

민주주의 정의, , !

평등 시민의식 , 
등에 대한 지식

타인과의 관계 능력! 민주주의의 !

가치 인권 , 
존중의 태도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의 

감각

사업적으로 이용 !

가능한 기회를 찾는 
지식

프로젝트 사전관리 !

기술
진취성, !

사전준비성을 
가지는 태도

문화 인식과  
표현

지역 국가 유렵의 , , !

문화적 전통과 
위상에 대한 지식

예술 작품과 공연을 !

감상하는 기술
다양한 문화적 !

표현에 대한 
열린 마음가짐 
및 존중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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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핵심 역량을 살펴보면 총 가지 영역으로 역량을 설정하, 8

고 각 영역을 지식 기능 태도로 범주화 하였다 이렇게 세 영역으로 , , . 

범주화 한 것은 역량의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적 발현을 중요시 여기, , 

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표 에서 각각의 지식 기능 태도 . < -2> , , Ⅱ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지식 요소는 어휘 문법에 대한 지식 기초적, ‘ , ’, ‘

인 수학 표현에 대한 이해 등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 이해에 관한 내’ , 

용을 담고 있다 기능 요소는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 기술적 도구와 . ‘ ’, ‘

기계를 사용하고 다루는 능력 등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일들을 수’ 

행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들을 다루고 있다 태도 요소는 비판적이고 . ‘

건설적으로 대화하는 성향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공감 등으로 정의적 ’, ‘ ’ 

영역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요소에 . , 

대한 이론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지식(1) 

교육에서 지식에 대해 체계를 제시한 이론은 크래쓰웰(Krathwohl, D. 

의 수정된 교육목표 분류체계 에서 살펴볼 R.) (Krathwohl, D. R., 2002)

수 있다 이것은 블룸 이 제시한 교육목표분류학. (Bloom, B. S.) (Bloom, 

을 인지심리학자 교육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수정한 교육B. S., 1956) , 

목표 분류체계로 지식과 인지과정을 분리한 차원적인 형태로 나타내었, 2

다 이병기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과 같다( , 2010, p. 115).  < -3>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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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수정된 교육목표 분류체계< -3> Ⅱ

이병기 재인용(Krathwohl,D. R., 2002, pp. 214~217: , 2010, p. 116 )

표 에서  지식의 차원을 살펴보면 지식을 사실적 지식 개념< -3> , , Ⅱ

적 지식 절차적 지식 메타인지적 지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지, , . 

식들을 활용하여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출의 수준의 인지과, , , , , 

정을 통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학자들이 제. 

시한 지식의 차원을 유럽연합의 핵심역량에 적용하면 지식과 기능의 통, 

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지식 요소는 표 의 . , ‘ ’ < -3>Ⅱ

지식의 차원

인지과정 차원

1. 
기억
하기

2. 
이해
하기

3. 
적용
하기

4. 
분석
하기

5. 
평가
하기

6. 
창출
하기

사실적 지식A. 
용어에 대한 지식Aa. 
구체적 사실과 요소에 대한 Ab. 
지식

1.1 
인식
하기
1.2
회상
하기

2.1
해석
하기
2.2
예시
하기
2.3
분류
하기
2.4
요약
하기
2.5
추론
하기
2.6
비교
하기
2.7
설명
하기

3.1
집행
하기
3.2
시행
하기

4.1
구별
하기
4.2
조직
하기
4.3
귀속
하기

5.1
점검
하기
5.2
비평
하기

6.1
생성
하기
6.2

계획
하기
6.3

산출
하기

개념적 지식B. 
분류와 유목에 대한 지식Ba. 
원리와 일반화에 대한 지식Bb. 
이론 모형 구조에 대한 지식Bc. , , 

절차적 지식C. 
주제에 특수한 기능 및 Ca.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
주제에 특수한 기법과 방법에 Cb. 
대한 지식
적절한 절차의 사용과 결정을 Cc. 
위한 준거에 대한 지식

메타 인지적 지식D. 
전략적 지식Da. 
인지과제에 대한 지식Db. 
자가 지식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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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의 차원에 가깝게 해당된다.

지식에 관련된 이론을 한 가지 더 예로 들자면 최근에 에서 실, OECD

시하는 가 과학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지식 차원을 구체화한 지식의 깊이‘ ’(depth of 

를 생각할 수 있다 백남진 온정knowledge: DOK)(Webb, N. L., 1997) ( , 

덕 지식의 깊이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초점을 두어 위, 2014, p. 33). 

계를 나누는데 지식의 수준을 이해의 정도와 인지적인 복잡성에 따라 , 

네 가지 수준으로 나누고 있다 이대규 이것을 표 ( , 2015, p. 13). < Ⅱ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4> .

표 지식의 깊이 박경희 이대규< -4> ( , 2011: , 2015, pp. 15~16 Ⅱ

재인용)

에서는 지식의 수준을 회상 기능 개념 전략적 사고 확장된 사DOK , / , , 

고로 나누고 이에 대한 예시 활동들을 제시한다 회상에서 확장된 사고. 

로 갈수록 깊은 지식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럽연합의 역량 요소에서 나. 

타내는 지식의 수준은 회상 수준과 기능 개념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 ’ /

다. 

요약하면 유럽연합의 핵심역량에서의 지식 요소는 수정된 교육목표 , 

분류체계의 사실적 개념적 지식의 수준이나 웹이 제시하는 회상 수준의 , 

지식의 깊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지식 그 자체로도 어떠한 사. , 

지식의 수준 예시 활동

회상 확인하다 회상하다 분간하다, , 

기능 개념/ 분류하다 조직하다 추정하다 자료수집 비교하다, , , , 

전략적 사고 추론하다 계획하다 증거를 들다, , 

확장된 사고 증명하다 연결하다 종합하다 비판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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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나 개념을 인지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을 다양한 기능과 함께 결합하, 

여 수행할 때 알기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역량에서 의미하는 활용할 ‘ ‘ ‘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므로 역량에서 지식과 함께 기능의 역할이 ’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능(2) 

유럽연합의 분류에서 나타나는 기능은 외현으로 드러나는 능력을 나

타내 주는 기술이나 그러한 기술 지식 등을 언어 행동 등 다양한 방식, , 

으로 표출하여 나타내는 능력 도구를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등을 ,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읽기 쓰기 말하기 뿐 아니라 의사소통하. , , 

기 구분하기 정보처리하기 연관시키기 평가하기 협동하기 발표하, , , , , , 

기 교섭하기 표현하기 의사결정하기 비판하기 관리하기 등이 포함, , , , ,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기능을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숙련된 기술을 표. 

현하는 기능과 인지적 영역에서의 사고과정 절차적 지식 등을 나타내, , 

는 기능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성격의 기. 

능은 교육목표 분류체계의 심동적 영역 으로 볼 (Simpson, E. J., 1972)

수 있는데 기능 중에서도 신체와 관련된 영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음, . , 

악적 심동 기능은 음악과 관련해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부재율( , 

이영미 재인용 으로 실기 비중이 큰 음악2003, p. 50: , 2015, p. 134 ) , 

과목에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두 번째 성격의 기능은 표 . < -3>Ⅱ

의 절차적 지식 메타 인지적 지식과 인지과정을 포함하고 표 의 , < -4>Ⅱ

기능 개념 전략적 사고 확장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능/ , , . 

은 지식과 결합하여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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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3) 

유럽연합 핵심 역량의 하위 요소 중 태도 영역은 성향 의지 공감, , , 

호기심 자신감 등 정의적 영역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정의, . 

적 영역은 교과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른데 음악 교과에서의 (affective) , 

정의적 영역은 음악에 대한 감정과 민감성 음악 취향 태도 예술에 대, , , 

한 느낌과 반응 음악 예술의 향수 등 김향정 으로 개념, ( , 2003, p. 378)

화할 수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태도 영역에서 나타내는 바와 유사하고. , 

따라서 역량에서의 태도 범주는 정의적 영역 전반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음악 교과에서 정의적 영역은 음악적 감수성을 다루는 만큼 중요. 

하게 여겨지는 영역이므로 음악 교과 역량에서도 지식 기능과 함께 통, , 

합적으로 발현되어야 한다. 

교과 역량 구현을 위한 성취기준2. 

음악교과에서 성취기준의 의미1) 

교육과정에서 기준 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나라는 미국(standard)

이다 년대까지 지방분권의 교육 체제를 유지하던 미국에서 국가 기. 1980

준을 만들게 된 것은 교육의 질 관리와 학업 성취의 향상을 위한 것이었

다 년 기초 학력 저하에 대한 심각성을 비판하며 위기에 처한 국. 1983 ‘

가 보고서에서 교육의 개혁을 주장한 것을 시작으(a nation at risk)’ 

로 년대에는 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 1990

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최미영(national standards)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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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년에는 목표p. 80). 1994 2000(goals 2000: educate 

이라는 교육 개혁 법안을 입법화했는데 이 법안은 년america act) , 2000

까지 국가가 도달해야 할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음악교육자협의회(MENC)

가 주도하여 음악 교과 기준이 각 주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최미영( , 

미국의 국가수준 성취기준 적용은 각 주의 음악교2008, pp. 144~145). 

육과 교사교육의 기준과 모범적 예시가 되었고 음악수업에 필요한 자료

를 국가적으로 제시하여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

다 이경언 장근주 박지현 년에는 가 음악교( , , , 2012, p. 121). 2014 MENC

육협회 로 바뀌게 되면서(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 

새로운 핵심 음악 기준 을 발표하였고 (national core music standards)

이 기준에 따라 미국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으로 공통되게 적용되었다. 

즉 음악교과에서의 성취기준 도입은 국가 수준에서 음악 교과가 학생들, 

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과목으로 제정되고 교육 내용과 평가의 기준을 

국가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성취기준이 도입된 것은 제 차 교육과정부터이7

다 그 이전 교육과정까지는 교과 내용을 나열식으로 진술하였는데 이. , 

러한 방식은 학생들이 성취할 능력이 학년별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국가 및 교과 교육과정의 질 관리로서의 자료로 활용,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허경철 외 윤현진 박선화 이근( , 1997: , , 

호 재인용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차 교육과정, 2008, p. 15 ). 7

에 적용된 성취기준식 진술은 학생들의 성취를 드러내 주어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절대 평가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 후 성취. 

기준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준

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이것은 교육을 통해 성취하고(standard) , 

자 하는 수준을 명료화 한 것으로 이는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어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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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신영 백순근 채( , , 

선희 즉 성취기준은 교과 내용과 교수 학습과정에서, 1998, p. 55). , ·

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음악과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과정 문서에 성취기준2009 

을 포함시켰다 음악과 성취기준은 총론과 마찬가지로 음악 교과에서 학. 

생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를 진술한 것으로 교수 학습 평가, , , · , 

의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박지현( , 2012, p. 4).

교과 역량 구현을 위한 성취기준의 조건2) 

역량과 성취기준은 둘 다 학생 중심의 수행을 중요시한다는 것과 학, 

생이 성취해야 할 최소한의 능력을 나타내고 학습이 끝난 결과로서의 , 

준거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김선영( , 2016, pp. 

또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성122~123). 

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진술한다는 점도 역량과 성취기준이 관

련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핵심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성취기준. 

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윤현진 박선화 이근( , , 

호, 2008, p. 145).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교과 역량 구현을 위한 성취기준 개발 방향, 

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남진 은 성취기준이 역. (2014)

량의 여러 측면을 드러내고 교과 내 외의 연결을 나타내도록 제시되어, ·

야 하며 학생이 수업 후 보여야 할 능력의 특성으로 진술되어야 한다고 , 

하였다 김선영 은 각 교과에서 목표로 하는 역량이 (pp. 181~184). (2016)

구현되는 모습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성취기준 속의 기능 을 구체‘ ’

화하여 진술해야 하고 기능이 지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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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되어야 하며 정의적 측면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논의 사항들을 바(pp. 125~132). 

탕으로 하여 역량과 성취기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음악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   3.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핵심 역량2015 

의 대두에 대해 알아보고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역량과 성취기준, 

의 구성 체제와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핵심 역량1)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의 변화 대응 학교 현장의 문제점 2015 , 

개선 등의 목적에 의해 개정이 시작되었다 교육부 이러( , 2016, p. 25). 

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간상

과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바른 인성과 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것에 구성의 중·

점을 두고 개정이 이루어졌다 교육부 그리하여 교육과( , 2015a, p. 3). 

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 항목에 핵심역량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이6 , 

는 이제까지 다소 넓고 막연한 개념이었던 인간상의 개념을 역량으로 보

다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총론에서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각 교과에서 교과 특성에 

맞는 역량을 구현하게 되므로 먼저 범교과적으로 제시되는 총론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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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론에서 제시하는 핵심 역량과 그에 따른 하위 . 

요소는 표 과 같다< -5> .Ⅱ

표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하위 요소 교육부< -5> 2015 ( , 2016, Ⅱ

pp. 40~42)

역량 역량의 의미 하위 요소

자기
관리 
역량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하여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능력

자아정체성 확립!

기초학습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

진로개발 능력!

합리적 경제생활   여가 선용! !

지식
정보
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처리하고 적절한 매체를 , 
활용하는 능력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

지식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 등을 통한 · ·!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
해결 방안의 실행 및 평가!

매체 활용 능력!

창의
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과 전문 
영역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 , 
경험 기술을 융합적으로 , 
활용하는 능력

인지적 측면 창의적 사고 기능 유창성( , !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 , )
정의적 측면 창의적 사고 성향 민감성( , !

개방성 독립성 과제집착력 자발성, , , )
융합적 사고!

심미
적 

감성 
역량

다양한 가치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반성적 성찰을 통해 
인간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 
향유하는 능력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 상상력, !

타인의 경험 및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

정서적 안정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의 추구와 향유!

의사
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능력

언어적 표현 능력!

타인 이해 및 존중 능력!

갈등 조정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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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해설서에는 핵심 역량이 학교의 교육 전2015 

반에 걸쳐 길러질 수 있게 교육과정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 또한 가지 역량과 함께 각 역량에 해당하는 하( , 2016, p 40). 6

위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역량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각 교, 

과에서 교육과정을 실행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역량과 성취기준2)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의 성격 항에는 음악 교과의 성격 외2015 

에 두 가지 사항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첫 번째는 음악 교과 역량 두 . , 

번째는 음악 교과와 다른 교과와의 연계에 대한 것이다 성격 항에 이러. 

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음악 교과를 실행함에 있어 이 두 가지 

사항을 보다 강조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역량과 융합이라. , 

는 두 키워드는 음악 외적 사고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음악 교과 성격의 , 

테두리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

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음악 교과 역량에 대해 살펴. 2015 

보면 다음 표 과 같다< -6> .Ⅱ

공동
체 

역량

지역 국가 지구촌의 · ·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시민의식        준법정신! !

질서의식        공정성과 정의감! !

참여와 책임의식 협동과 협업 능력! !

나눔과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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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정 음악 교과 역량 교육부< -6> 2015 ( , 2015b, pp. 3~4)Ⅱ

이와 함께 음악 교과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쳐 학습 부담

을 해소하고 교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핵심개념 중심으로 내용체계를 

구성하였다 이광우 핵심 개념은 해당 교과 전반에서 다( , 2015, p. 12). 

뤄야 할 가장 중핵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원리를 다루고 , 

있다 즉 핵심개념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결과 모두를 포괄하는 . , , 

본질적 의미인 것이다 이경건 홍훈기 이러한 핵심개( , , 2017, pp. 4~5). 

념을 학년별로 구체화 해 놓은 것이 내용 요소와 기능이다 이번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능을 따로 항목으로 설정한 것은 지식의 활용 능

역량 역량의 의미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특징 및 가치를 개방적 태도로 
수용하고 이해하며 깊이 있는 성찰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삶의 질을 , 
향상시키고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

음악 분야의 전문 지식과 소양을 토대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자신이 학습하거나 경험한 음악 정보들을 다양한 현상에 ,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소리 음악적 상징 신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 ,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와 , , 
문화를 수용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

음악정보처
리

역량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분류 평가, , , , 
조작함으로써 정보와 자료에 내재된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음악적 표현과 감상 활동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 
표현력과 감수성을 길러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 
음악을 학습하고 그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음악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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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즉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 

내용 체계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광우 일반화된 지식( , 2015, p. 12). 

은 이러한 핵심개념을 내용 요소와 기능을 통합하여 구현한 모습을 문장

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나타낸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초등학. 2015 

교 내용 체계는 다음 표 과 같다< -7> .Ⅱ

표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내용 체계 교육부< -7> 2015 ( , Ⅱ

2015b, pp. 40~42)

영
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학년3~4 학년5~6

표
현

소리의 !

상호 작용
음악의 !

표현 방법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소리의 상호 
작용과 음악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여 노래, 
연주 음악 만들기, , 
신체표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음악의 !

구성
음악의 구성! 노래 부르기!

악기로 !

연주하기
신체표현하기!

만들기!

표현하기!

자세와 !

연주법
자세와 !

연주법

감
상

음악 !

요소와 
개념
음악의 !

종류
음악의 !

배경

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 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와 배경을 
파악하여 음악을 
이해아고 비평한다.

학년 3~4!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학년 5~6!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구별하기!

표현하기!

발표하기!

상황이나 !

이야기 
등을 
표현한 
음악

다양한 !

문화권의 
음악

생
활
화

음악의 !

활용
음악을 !

즐기는 
태도

음악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음악이 삶에 , 
주는 의미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갖는다.

음악과 !

행사
음악과 행사! 참여하기!

조사하기!

발표하기!음악과 !

놀이
음악과 건강!

생활 속의 !

국악
국악과 !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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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은 표 의 내용체계 영역에 따라 내용요소 기능을 결< -7> , Ⅱ

합한 형태의 문장으로 나타나게 된다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 2015 

취기준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 표 과 같다< -8> .Ⅱ

표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예시 교육부< -8> 2015 ( , Ⅱ

2015b, p. 43)

[4   음   01 -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학년 과목 영역             내용 요소                        기능

개정 교육과정부터 성취기준 앞에 음 와 같이 부호로 나2015 [4 01-01]

타내었는데 이는 학년 또는 학년군 교과 내용 영역 순서를 알기 쉽, , , , 

게 표기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와 같이 음 은 . , [4 01-01]

학년군 음악 교과의 표현 영역의 첫 번째 성취기준을 나타낸다 성취3~4 . 

기준 문장을 보면 내용 체계의 내용 요소와 기능이 결합된 형태이다, .

종합하면 성격 항에서 제시된 음악 교과 역량이 내용 체계를 통해 , 

성취기준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악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의 해외 사례4.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역량을 먼저 도입하고 이를 성취기준에 적

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해외 . 

사례로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의 최근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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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1) 

미국의 세기 역량과 음악교육의 역할(1) 21

미국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학생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방향을 제

시하기 위해 여러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기 역량을 위한 파트너쉽21

(partnership for 21st 이하 을 설립하였다 최미 century skills, P21) .(

영 은 세기 학습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는, 2015, p. 84). P21 21

데 세기 학습자들이 나타내야 할 역량들과 이를 위한 시스템들에 대, 21

해 설명하고 있다 은 (http://www.p21.org/about-us/p21-framework). P21

학교교육에서 프레임워크에서 나타내고 있는 역량들이 발현이 되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최미영 이 제시한 세기 역량의 프( , 2015, p. 85). P21 21

레임워크와 역량에 대한 내용은 다음 그림 표 와 같다[ -1], < -9> .Ⅱ Ⅱ

그림 세기 학습을 위한 의 프레임워크 [ -1] 21 P21Ⅱ

(http://www.p21.org/about-us/p21-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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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국의 세기 역량 < -9> 21Ⅱ

(http://www.p21.org/our-work/p21-framework)

미국의 세기 역량을 살펴보면 개의 큰 프레임워크 안에 각 역량21 , 3

이 포함되어 있고 역량들 안에 하위역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대분류 역량 하위역량

학습 및 혁신 
기술

창의력과 혁신
!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 다른 사람들과 창의적으로 작업하기
! 혁신 구현하기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 효과적인 근거 들기
! 시스템 사고를 사용
! 판단과 결정 내리기
! 문제해결하기

의사소통과 협동
!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기
!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기

정보 미디어 
및 테크놀로지 

기술

정보 문해력
! 정보처리 및 평가
! 정보 사용과 다루기

미디어 문해력
! 미디어 분석하기
! 미디어 산출물 만들어내기

정보통신기술 
문해력

!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생활 및 직업 
기술

유연성 및 적응성
! 변화에 적응하기
! 유연하게 대응하기

자주성과 자기 
방향성

! 목표 및 시간 관리
! 독립적으로 일하기
! 자기 주도적 학습자가 되기

사회적 및 상호 
문화적 기술

!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 다양한 팀에서 효과적으로 업무 수행하기

생산성 및 책임
! 프로젝트 관리
! 결과 산출

리더십과 책임
! 다른 사람들을 안내 및 리드하기
!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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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미국에서 역량 설정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또한 각 교과마다 역량에 따른 활동 예시와 달성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예술에서의 세기 역량과 음악에서의 활동 예시 < -10> 21Ⅱ

(http://www.p21.org/our-work/resources/for-educators#SkillsMaps)

역량
예술영역에서의
역량 달성 결과

음악에서의 활동 예시

비판적 
생각과 
문제 
해결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와 다
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의 추론을 
사용할 것이다.

학생들은 같은 음악 악절의 해석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과 . 
장르의 음악의 해석 방법을 비교하고 어떤 것
이 가장 효과적인지 결정한다 학년. (4 )

의사
소통
하기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전달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
어를 해석하기 위해 테크놀
로지를 포함한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해 다양한 맥락으
로 의사소통할 것이다.

학생들은 작곡가 예술가 등이 특정 아이디어, , 
주제 등을 전달하거나 특정 감정이나 기분들을 
청중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해 예술을 어떻게 사
용하는지 조사한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 
분석 비교하고 음악 뿐 아니라 다른 예술 과, 
목들을 통해 그러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지 다
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학년. (8 )

협동
학생들은 책임감을 공유하
고 이를 받아들여 효과적으
로 함께 일할 것이다.

음악작품을 리허설 하는 도중에 학생들은 각, 
각의 파트가 전체의 연주에 어떻게 공헌할 것
인가와 전체를 만족시키도록 어떻게 함께 작업
할 것인가에 대해  그룹으로 토의한다 또한. , 
지휘자가 앙상블의 연주를 돕기 위해 의사소통
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경험한다 학년. (4 )

혁신

학생들은 시각 행위 예술에/
서 새로운 과정들을 조사하
고 창의적 생각들을 실행, 
하고 새롭게 재 해석한 작, 
업들을 창조하기 위해 전통
적 생각들을 다시 논의할  
것이다.

특정 작곡가의 작품을 공부한 뒤에 학생들은 , 
그 작곡가의 양식에 따라 주제를 작곡하고 그 
주제의 변주곡을 작곡한다 학년.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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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범교과적인 역량에 대한 교과 특수적인 예시들을 보여줌으로

써 교사들은 역량 실천에 대한 구체적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 . 

예술에서의 달성 결과 항목은 학생들이 할 것이다 의 활동 중심의 문‘ ’ ‘ ~ ’

장 형태로 제시됨으로써 성취기준과 연계될 수 있고 음악만이 아닌 예, 

술 전체의 영역 범위에서 기술함으로써 타 예술과의 융합 교육에도 활용

될 수 있다.

정보 
문해력

학생들은 윤리적 법적 이, 
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출처
에서 정확하고 창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평가
할 것이다.

학생들은 친숙하지 않은 음악 스타일에 대해 
연구를 온라인 다른 방법들을 통해 행한다, , . 
그들은 친숙하지 않은 음악의 대표적인 예시를 
듣고 그것들을 분류한다 학생들은 그들의 분. 
류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웹상의 잠재적인 
세계적 관중들인 동료들과 공유한다 이러한 . 
과정들을 통해 그들은 정보의 출처를 효과적, 
으로 비판적으로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 , 
것을 보여준다 학년. (12 )

미디어 
문해력

학생들은 어떻게 왜 메시, 
지가 생성 해석되고 미디, 
어가 어떻게 문화 믿음, ,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
해하기 위해 미디어를 분석
하고 사용할 것이다.

학생들은 어떤 종류의 음악이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고려하기 위해 많은 양의 정치
적 상업적 영상의 메시지를 논평한다 그리고 , . 
새로운 무음의 영상을 받고 또 다른 의미를 , 
밝히기 위해 협동하고 그 의미를 강화하기 위, 
한 사운드트랙을 선택하기 위해 협업한다. (8
학년)

리더십
및 
책임감

학생들은 더 큰 집단의 수
혜를 위한 문제 해결을 위
한 그들의 대인 관계적 지
식 진실성 윤리적 리더십, , 
을 통해  다른 사람을 고무
시키거나 팀 일원들의 기, 
술을 좋게 하는데 예술을 
사용할 것이다.

작곡의 창작 과정에서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 
성공시키기 위한 각자 다른 역할의 리더십을 
맡는다 한 학생은 어떻게 작곡을 구조화할 것. 
인지 논의하고 다른 학생은 다양한 파트의 악, 
기들을 배치하고 다른 몇몇 학생들은 돌아가, 
며 그룹별 리허설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공, 
개 연주에서 그룹을 지휘한다 학년.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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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악교육과정의 성취기준(2) 

미국 음악교육과정 에서 제시한 최종적인 음악(national standards)

교육의 목적은 음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음악 문해력(music literacy)

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http://nafme.org/my-classroom/standards). 

해 먼저 국가 핵심 예술 기준 에 기초,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하여 내용 영역을 구성하는데 이는 창작하기 연주하기 반응하기 연, , , , 

결하기 이다 이러한 내용 영역을 토대로 큰 틀에서의 주요기준. (anchor 

을 설정하고 있다 음악을 포함한 예술 과목의 내용 영역의 standard) . 

단계와 정의 주요 기준은 다음 표 과 같다, < -11> .Ⅱ

표 예술 과목 내용 영역 단계와 정의 주요 기준 < -11> , (NCCAS, Ⅱ

2014, p. 13)

영역 단계 정의 주요 기준

창작
하기

상상
평가 정제/
실연

새로운 예술적 
사고와 작업을 
고안 개발하기, 

예술적 생각과 작품에 대한 생각을 생성1. , 
개념화한다.

예술적 생각과 작품을 조직 발전시킨다2. , .

예술작품을 수정하고 완성시킨다3. .

연주
하기

선택
분석
해석

리허설 평/
가 정제/
실연

작품 해석, 
시연을 통해 

예술적 생각과 
작업을 깨닫기

작품 발표를 위해 예술작품을 선택 분석4. , , 
해석한다.

예술적인 기술과 작품을 발전시키고 수정5. 
한다.

예술작품의 발표를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6. .

반응
하기

선택
분석
해석
평가

예술작품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이해하고 
평가하기

예술작품을 지각하고 분석한다7. .

예술작품의 의도와 의미를 해석한다8. .

예술작품을 비평하기 위한 기준을 적용할 9.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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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요 기준들은 예술 과목의 각 교과별로 다시 세분화되어 학년별

로 서술되는데 이렇게 서술되는 기준이 미국의 성취기준이 되는 것이, 

다 음악 교과에서는 창작 연주 반응 연결의 총 가지 영역에 대한 . , , , 4

성취기준을 각각의 단계에 따라 학년별로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하8

고 있다 이들 중 연주하기 영역의 선택 단계의 학년 성취기준을 예시. , 3

로 나타내면 표 와 같다< -12> .Ⅱ

표 연주하기 영역의 선택 단계의 학년 성취기준 < -12> 3Ⅱ

(http://nafme.org/my-classroom/standards/core-music-standards/)

여기에는 지속적 이해 와 핵심질문(enduring understanding)

이 함께 제시된다 지속적 이해는 음악 교과에서 (essential question) . 

가장 중핵적 으로 다루는 전이 가능성 높은 개념 과정에 관한 내용이, 

고 핵심질문은 한 가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 질문의 형태를 띠는 , 

질문이다 최미영 이들은 이해중심 교육과정과 역량 중( , 2015, p. 91). 

심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결
하기

연결

예술적 생각, 
작품을 개인적, 

외현적인 맥락에 
관련시키기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 개인적 지식과 10. 
경험을 종합 관련시킨다, .

깊은 이해를 위해 예술적 생각과 작품을 11.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관련시킨다, , .

주요 기준
흥미 지식 기술적 기능 맥락에 기초한 다양한 음악 작품들을 , , , 
연주하기 위해 선택한다.

지속적 이해
연주자의 음악 작품에 대한 관심 지식 기능에 대한 이해 및 연주 , , 
상황이 레퍼토리 선택에 영향을 준다.

핵심 질문 연주가들이 어떻게 레퍼토리를 선택하는가?

성취기준
학년(3 )

연주하기 위한 음악 선택이 개인적 흥미 목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 , 
영향 받는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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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과정에도 핵심개념 과 일반화된 지식 이 있는데 이‘ ’ ‘ ’ , 

는 미국의 지속적 이해와 핵심 질문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

다 같은 개념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와 미국이지만 미국의 다른 점은 각 . , 

내용체계의 영역과 단계마다 지속적 이해와 핵심질문을 구체화시켜 제시

했으며 이 개념들이 성취기준과 연계되도록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 

이렇게 미국에서는 세기 역량 개념부터 주요기준 그리고 학년별 성취21 , 

기준까지 연계된 교육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념과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2) 

호주 교육과정 의 구성 체제와 일반 역량(1) Version 8.3

호주의 교육과정은 본래 각 주에서 관리하는 주별 체제를 유지하였으

나 호바트 선언과 아델라이드 선언 그리고 년 , (Hobart) (Adelaide) , 2008

멜버른 선언 을 통해 국가 교육과정 개발이 구‘ ’(Melbourne declaration)

체화되기 시작되었다 이경언 양윤정 김기철 이승미( , , , , 2011, p. 69). 

이 중 멜버른 선언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호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목

표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

으로 이를 통해 호주 정부는 국가교육과정 개발을 결정하게 되었다 소, .(

경희 장주경 이선영 이에 호주 정부는 년 교육과, , , 2011, p. 56). 2009

정 개발 및 평가를 담당하는 호주교육과정평가원(Australian 

를 설립하여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ACARA)

현재까지 계속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는 년 전, 2016

면 개정된 을 적용중이다V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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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교육과정은 학습 영역 일반 역량(learning areas), (general 

범 교육과정 우선 사항capabilities), (cross-curricular priorities)

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영역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영향을 주고받, 

는다 호주의 교육과정에 따(http://www.australiancurriculum.edu.au). 

르면 학습영역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 

의 교과에 해당하고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역량은 학습 , 8 . 

영역만으로 길러지기 어려운 학생들의 기술 기질 행동 등을 의미하고, , , 

문해력 수리력 정보통신기술역량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개인 사회, , , · , ·

적 역량 윤리적 행동 문화 간 이해력 등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일반, , 7 . 

능력은 따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 영역 안에서 길러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경희 장주경 이선영 범 교육과정 우선사( , , , 2011, p. 63). 

항은 호주의 문화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주민과 토러스 해· , 

협 제도 주민들의 역사와 문화 아시아 호주와 아시아와의 관계 지속, · ,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이 사항들도 역시 학습영역 안에서 개발. 

된다.

역량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호주 교육과정에서의 역량은 교, 

과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 역량 가지로 설정되어 있고 각각의 역량들은 7 , 

하위 요소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 들을 담고 있다 또한 호(key ideas) . , 

주 역량의 특징 중 하나가 역량의 특성을 살려 아이콘으로 나타내고 있

는데 각각의 역량과 그에 대한 하위 요소들은 다음 표 과 같다, < -13>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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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호주의 일반 역량과 아이콘 하위 요소 < -13> , Ⅱ

(http://www.australiancurriculu.edu.au)

일반 역량 아이콘 하위 요소

문해력
청취 독해 감상을 통해 글을 이해하기, , !

말하기 쓰기 창작을 통해 글 구성하기, , !

산술능력

측정 사용!

정수로 측정 및 계산!

패턴과 관계 인식과 사용!

분수 십진수 백분율 비와 비율 사용, , , !

공간 추론을 사용하여 통계 정보 해석!

정보통신기술 역량
사용할 때 사회적 윤리적 사항을 ICT , !

적용하기
관리 작동하기ICT , !

비판적 창조적 사고 역량·

생각과 정보처리과정을 반성하기!

문제인식과 문제규명하기 정보 및 아이디어 , !

탐색 및 구성
아이디어 가능성 및 행동 생성, !

추론 및 절차 분석 체계화 및 평가, !

윤리적 이해
가치 권리 및 책임 탐색, !

윤리적 개념과 이슈 이해하기!

의사 결정 및 행동 추론!

개인적 사회적 역량 ·

자기 관리!

자기 인식!

사회적 관리!

사회적 인식!

상호 문화적
이해

문화 인정 및 존중의 계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공감하기!

문화 간 경험 반영 및 책임감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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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시된 역량의 하위 요소인 핵심 개념들은 다시 각각의 세부 

내용과 하위 요소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문해력 역량의 첫 번째 하위. , 

요소인 청취 독해 감상 등을 통해 글을 이해하기 는 다시 문법 지식‘ , , ‘

과 구문 지식으로 세분화되며 이 세분화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 

설명과 함께 하위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 교육과정의 역. 

량은 범교과적 역량에서부터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호주 교육과정의 음악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2) 

음악 교과의 경우 상위 학습 영역인 예술 에 속해 있고 이 예(arts) , 

술 영역에서의 역할을 제시한다 호주의 일반 역량은 모든 학습 영역을 . 

포괄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예술 영역과 음악 교과에서 ,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과목 특성에 맞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반 . , 

역량은 전 교과 공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호주 교육에서 길

러야 하는 능력들에 대해 통일성을 부여했다고도 볼 수 있다 다음 표 . <

는 호주의 일반 역량에 따른 음악 교과의 역할을 나타낸 것이다-14>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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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호주의 일반 역량에 따른 음악 교과의 역할 < -14> Ⅱ

(http://www.australiancurriculu.edu.au)

역량 음악 교과의 역할

문해력

연주자 청중으로서의 읽고 쓰는 능력을 사용한다 예술품에 대해 반응하고, . , 
창작 작곡 분석 이해 토의 해석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은 문해력을 강화, , , , , , 
하고 확장시킨다 또한 음악 과목에서 요구하는 용어들의 의미를 이해하며 . 
적절한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산술능
력

음악적 작품을 계획 설계 창작 이해 분석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산술적 , , , , , 
지식과 기술을 선택하고 사용한다 음악적 패턴을 이해하거나 음의 길이 등. 
을 파악할 때 계산과 추정을 위한 숫자들을 사용한다. 

정보통
신기술 
역량

음악적 작품을 만들고 이에 반응할 때 디지털 및 가상 기술에 관여한다 상. 
호작용 멀티미디어 플랫폼 의사소통 및 교정 소프트웨어 등의 도구 및 환, 
경을 사용하여 작품을 설계 창작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를 사용할 때, , . ICT
의 지적재산권을 깨닫고 개인보안을 보호하는 것 등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규약을 디지털 환경에서 적용시키는 법을 배운다.

비판적 
창조적 
사고 
역량

음악적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호기심과 상상력 사고능력, 
을 사용한다 생각이나 감정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능성. 
들에 대해 고려한다 창작한 음악 작품에서 드러날 수 있는 동기 의도 영. , , 
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요소 및 편견들을 고려하고 분석한다 또한. , 
과거와 현재의 음악작품과 공연에 대해 의사소통한다.

윤리적 
이해

도덕적 딜레마가 있거나 편향된 시각에 관련된 음악작품을 감상 창작할 때 , 
필요한 역량을 개발한다 윤리적 원칙이 논란과 사건에 관계된 예술가들의 . 
행동과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탐구한다 지적 도덕적 재산적 권리. , , 
들을 고려한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제도 사람들과 . , 
그들의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적 관례들과의 관계 등을 이해한다, , .

개인적 
사회적 
역량

학생들은 개인의 힘 흥미 도전들을 확인하고 가늠한다 창작자 연주자 청, , . , , 
중으로서 자기훈련 목표설정 등의 개인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진, . 
취성 자신감 탄력성 및 적응성을 보여준다 감정 및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 , . 
상황에 공감하는 법을 배운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의사소통 협. , 
동 리더십 등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들을 개발하고 실천한다, .

상호 
문화적
이해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이 예술가들과 청중들의 실천과 사고에 주는 영향 및 
충격을 탐구한다 학생들은 음악에 있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에 . 
따라 행동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열린 마음을 보여주고 예술가들. 
과 청중들이 속한 문화 및 맥락의 다양성을 인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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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제시 방식은 먼저 학년별 내용 제시

와 함께 학년 말에 성취해야 할 성취기준(content descriptions)

을 제시하고 있다 학년별 내용 제시는 우리나(achievement standards) . 

라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의 성격을 모두 띠는 진술이다 또한 이에 . , 

대한 학년 말의 성취기준을 한 두 문장으로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 . 

때 학년 별 내용을 제시하면서 관련 역량을 아이콘으로 나타내고 이에 , 

대해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학습 내용과 역량을 긴밀하게 연. 

결하는 호주의 교육과정을 잘 나타내 주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초등학. 

교 학년에서 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 설명과 관련 역량의 예시는 1 2

다음 표 와 같다< -15> .Ⅱ

표 호주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설명과 관련 역량 < -15> Ⅱ

(http://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the-arts/music

/)

호주 음악 교과의 학년 말의 성취기준을 예시로 들어 제시하면 다음 2

표 과 같다< -16> .Ⅱ

내용 설명 관련 역량 역량 설명 구체화

목소리 움직임 및 , 
신체 타악기를 
사용하여 소리, 
피치 및 리듬 , 
패턴을 탐구하고 
모방하여 청각 
기술을 개발한다.

  

어울리는 음높이로 곡을 연주하고 말하기와 !

노래하기의 차이점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에코 박수와 통화 및 응답 노래와 !

같이 청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피치 및 리듬 
패턴을 모방한다.
소리와 침묵 빠르고 느린 길고 짧고 높고 , , , !

낮고 크고 부드럽고 행복하고 슬픈 것처럼, , , 
음악의 요소를 실험하기 위해 목소리와 신체 
타악기를 사용한다.
기술 및 그래픽 표기법을 사용하여 음악 !

아이디어를 녹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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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호주 음악과 교육과정의 학년 말 성취기준 < -16> 2Ⅱ

(http://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the-arts/music

/)

이렇듯 호주는 범교과적인 역량이 음악 교과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 상세하게 연결함으로써 음악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과의 연계성이 이

루어지게 하고 있다.

싱가포르3) 

싱가포르의 일반 음악 프로그램 과 세기 역량(1) (GMP) 21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주도하에 개정 시행하, 

는 국가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교육 목. 

표는 모든 어린이가 각각에게 알맞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

여 잠재력 실현하고 전 생애를 통해 배움의 열정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김은주 재인(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15: , 2015, p. 2 

용 이를 위해 년에 개정한 교육과정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서로 ). 2015

간 연결이 강화되는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

도록 세기 역량을 설정하였다21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세기 역량은 범교과적인 역량으로 이를 각 교과의 특2015, p. 9). 21 , 

성취
기준

학년이 끝나갈 무렵 학생들은 그들이 만든 작품과 그들이 반응하는 2 !

작품을 설명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장소와 이유를 . 
고려하게 된다.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예술 작품을 만들고 공유하기 위해 예술 !

과목의 요소와 과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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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맞게 반영하게 된다 싱가포르의 음악과 교육과정인 일반 음악 프. 

로그램 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에(general music program, GMP) . GMP

는 먼저 범교과적 역량인 세기 역량 체제와 학생들의 결과21 (framework 

for 21st 가 제시되어 있는 century competencies and student outcomes)

데 이는 다음 그림 와 같다, [ -2] .Ⅱ

그림 싱가포르 세기 역량의 프레임워크 [ -2] 21 (Ministry of Ⅱ

Education Singapore, 2015, p. 10)

싱가포르의 역량 체제를 살펴보면 동심원 모양으로 가장 핵심적인 , 

역량들부터 점차 밖으로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원 밖에는 역량을 성취한 

학습자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가운데 원은 책임감 존중 조화 등의 . , , 

하위 요소를 나타내는 핵심 가치 를 나타내고 중간의 원(core val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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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요소들은 사회적 정의적 역량을 나타낸다, (Ministry of 

가장 바깥쪽의 동심원은 세계화된 Education Singapore, 2015, p. 10). 

삶 속에서 필요한 세기의 떠오르는 역량들을 나타내고 있다21 (Ministry 

이 세기 역량은 싱가포르 교of Education Singapore, 2015, p. 11). 21

육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에서는 세기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음악 교과의 역할을 제시하GMP 21

고 있다 이것은 교과 전반에 걸친 역량을 음악 교과의 관점에서 보아 . 

역량 구현의 교과 특수성을 살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일반 . 

역량과 하위 요소 이에 대한 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 표 과 , GMP < -17>Ⅱ

같다.

표 싱가포르의 일반 역량과 하위요소 의 역할 < -17> , GMP (Ministry Ⅱ

of Education Singapore, 2015, pp. 10~11) 

영역 및 설명 하위 영역
역량 계발을 위한 

의 역할GMP

가치 가치는 사람의 : 
성격을 정의하는 체제
의 핵심을 형성한다. 
지식 기술은 가치가 , 
바탕이 되어야 한다.

책임감 존중, , 
조화 통합, , 
배려 융통성, 

음악 학습과 제작은 가치 함양의 기반을 제
공한다 학생들은 앙상블에서 자신의 파트를 . 
배우며 책임감을 기르고 학습 과정에서 융, 
통성을 기를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공동 . , 
작업을 할 때 존중 배려 조화 통합과 같은 , , , 
가치가 필요하다.

사회 및 정서적 역량: 
이 역량은 학생들이 감
정을 인식하고 관리하
고 다른 사람들에 대, 
한 관심과 배려를 계발
하고 책임감 있는 결, 
정을 내리고 긍정적 , 
인 관계를 수립하고, 
어려운 상황을 효과적
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
하다.

자기 인식 자, 
기 관리 사회, 
적 인식 관계 , 
관리 책임 있, 
는 의사 결정

음악은 자연스럽게 협업하는 예술 형식으로 
음악 공연이나 창작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음악을 만들고 앙상블 음악. 
을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그룹으
로 협업해야 한다 선생님의 지도와 지원을 . 
통해 학생들은 학우들 사이에서 함께 일하
는 다양한 역학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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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살펴보면 역량의 영역에 따른 하위 요소를 제시하고 그, , 

에 따른 음악 교과의 역할을 예시를 들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범교과적 역량을 음악 교과의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학. 

습 상황에서의 예시를 들어 표현함으로써 실제 교육 상황에서 역량을 , 

적용할 때 보다 용이할 것이라 생각된다.

 

떠오르는 세기 역량21
들 이 역량은 우리가 : 
살고 있는 세계화된 세
상에 필요하다.

시민 문해력, 
세계 인식 및 
상호 문화적 
기술

각 문화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주류를 형성
하는 고유한 음악을 가지고 있다 지역 음악. 
과 세계 음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
를 넘어 다른 문화에 접근 할 수 있지만 싱
가포르의 뿌리와의 연결을 유지한다.

비평적 독창, 
적 사고 능력

음악 듣기 및 반응은 학생들이 음악을 분석
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적
용해야 한다.
음악 제작 및 제작 과정은 비판적이고 독창
적인 사고  방식을 더욱 키워준다 음악을 . 
작곡하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
대한 발휘하여 음악 요소를 조작하고 음악
을 통해 원하는 효과를 청중에게 전달해야 
한다 여기에는 악기 사운드 피치 멜로. ( ), (
디 및 베이스 및 멜로디에 맞는 적절한 코) 
드가 포함된다.

의사소통 협, 
동 정보처리 , 
능력

음악은 자기표현의 한 형태로 다양한 음악, 
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작곡가와 음악가가 
나이와 문화를 통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
는지 이해한다 음악 연주 및 제작 과정을 . 
통해 청중에게 감정과 아이디어를 전달함으
로써 이러한 학습을 적용 할 수 있다.

음악가들이 작품을 공유하는 많은 플랫폼도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공유 플랫폼과 같은 . 
도구를 사용하여 서로의 음악 작품을 업로
드하고 비평하고 동시에 지적 재산권 존중 
태도를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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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음악 교과의 성취기준 (2) 

는 음악 교과에서 달성해야 할 다섯 가지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GMP

데 이는 음악 표현하기 음악 창작하기 음악 듣고 반응하기 지역과 , , , , 

세계 문화 음악 감상하기 음악적 요소와 개념 이해하기이다, (Ministry 

이 다섯 가지 목표에 따른 세부 of Education Singapore, 2015, p. 4). 

내용과 학년별 성취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목표와 목표에 대한 내용 그. , 

리고 학년별 성취기준의 예시를 표 로 나타내었다< -18> .Ⅱ

표 싱가포르의 학습 목표와 내용 성취기준의 예시 < -18> , (Ministry Ⅱ

of Education Singapore, 2015, p. 4)

표에서 보여 지듯 각 목표는 음악 교과에서의 표현 창작 등의 학습 , , 

영역을 나타내고 이에 따른 내용은 음악 교과 전반에서 성취해야 할 일, 

반적인 목표를 나타낸다 이 목표는 앞에서 살펴본 역량 계발을 위한 . 

의 역할과도 연관된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에 따른 GMP . 

핵심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우리. 

나라 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음악 교과 영역의 목표와 내용이 성취기준, 

과 바로 연결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내용체계의 지식 기능. , 

과 성취기준이 연결되지만 아직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과 성취기준 

목표 내용
학년이 끝난 후의 6

성취기준

악기 또는 노래로, 
개인 또는 단체로 
음악 표현하기

음악 표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 역
량을 갖추게 되고 여러 음악  곡목, 
들을 통해 음악적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실 악기를 연
주하고 훌륭한 음색과 표
현으로 멜로디 악기들을 
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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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직접적인 연결은 부족하다 성취기준에 역량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 

싱가포르의 경우와 같이 핵심개념이 성취기준에서의 역량 구현을 위한 

내용적인 교량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선행연구5. 

이 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서 음악 교과 역량 관련 

연구들과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의 연관성 관련 연구들에 대해 검토해 보

고자 한다.

음악 교과 역량 관련 연구1)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역량 개념이 도입되면서 교과 특수 역량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 교과 역량에 관련한 학술 및 학위 . 

논문은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에서 핵심역량 논의의 방향 이경언( , 

음악교과에서의 핵심역량 수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델파이 조사 2011), 

연구 오지향 정진원 정은경 독일 함부르크 주의 역량 중심 ( , , , 2013),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 사례 탐색 소경희 송주현 홍원표 강지영( , , , ,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송주현 와 역량 중2014), ( , 2011)

심 음악과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송주현 개정 음악과 ( , 2014),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역량 증진에 관한 인식 조사연구 이영미 장근주( , , 

등이 있다 또한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2015) . , 

육과정 구상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 체육 음악 미( , , , , 2012), , , 

술 교과 교육과정 구성 체제 및 내용 국제 비교 이경언 양윤정 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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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이승미 등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음악 교과 역량에 대한 논의, , 2011) 

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음악 교과 역량의 방향이나 외국 사례에 대한 연. 

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음악 교과 역량이 교육과정의 내용적 측, 

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의 연관성 관련 연구2) 

교과 역량을 성취기준에서 어떻게 구현할 지에 대한 연구는 역량 기

반 교육과정에서 기준 과 수행 의 의미 연구 백(standard) (performance) (

남진 온정덕 교과 특수 역량에 기반한 성취기준의 개발 방향 , , 2014), 

탐색 백남진 역량 중심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성( , 2014), 

취기준 진술 방식 탐색 김선영 등이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 , 2016) . 

교과 역량의 내용적인 특수성 보다는 주로 총론적 관점에서 역량을 바라

보고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도 제안 하듯 교과 역량의 성격과 특. , 

성은 각 교과 마다 다르기 때문에 음악 교과 역량 특성에 맞는 성취기준

을 탐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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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Ⅲ

본 연구는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역량을 통해 성2015 

취기준을 분석하고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 

사례들을 검토하여 개선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 

대상과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1. 

연구 대상은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역량과 성취기2015 

준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 결과와 비교를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해외 . 

국가 교육과정의 사례들을 검토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연구 절차2. 

 장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음악 교과 역량을 지식 기능 태도 , , Ⅱ

범주로 하위 요소를 세분화해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2015 . 

차 분석 결과를 명의 음악교육 전문가들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아 수1 8

정 보완하여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음악 교과 역량 , . 

구현을 위한 성취기준의 개선 방안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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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과 같다[ -1] .Ⅲ

그림 연구 절차[ -1] Ⅲ

음악 교과 역량 세분화에 따른 

분석틀 설정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2015 

성취기준 차 분석1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 검증

타당성 검증 결과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음악 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성취기준의 

개선 방안 및 시사점 논의

분석틀 설정3. 

앞서 살펴본 지식 기능 태도 범주와 총론 핵심 역량의 하위 요소를 , , 

참고해서 음악 교과 역량을 세분화하여 나타내면 표 과 같다, < -1>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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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음악 교과 역량과 관련 하위 요소를 나타낸 분석틀< -1> Ⅲ

음악 교과 
역량

음악 교과 역량 관련 하위 요소

지식 기능 태도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의 특징 이해! 음악적 상상력 표출!

음악의 아름다움을 !

느낌
행복한 삶의 추구!

음악의 가치를 !

개방적 태도로 수용

음악적   
창의 융합 ·

사고 
역량

음악 분야의 !

지식과 소양
학습하거나 !

경험한 음악 
정보들

새롭고 독창적인 !

아이디어 산출하기
다양한 현상에 !

융합하기

창의적 태도!

융합적 태도!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적 표현을 !

위한 지식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신체표현하기!

음악적 청각 능력!

소통하기!

갈등 조정하기!

타인의 표현에 대한 !

이해와 공감

문화적 
공동체 
역량

우리 문화의 전통 !

이해
세계의 다양한 !

문화 이해
다양한 가치에 !

대한 이해
공동체의 문제 !

인식

공동체 문제 해결을 !

위한 역할 수행

다양한 가치와 !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
책임감!

음악정보처
리

역량

음악과 관련된 !

정보와 자료 이해
정보와 자료에 !

내재된 의미 이해

수집하기!

분석하기!

분류하기!

조직하기!

평가하기!

정보와 자료 처리하기!

매체활용하기!

논리적 합리적인 , !

태도
비판적 태도!

자기관리 
역량

자아 정체성 개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과정 관리!

여가 선용 능력!

자기주도적인 태도!

생활화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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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4.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각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의 문장을 2015 

살펴보면서 가장 연관되는 내용으로 역량과 하위요소를 분석하였다 이. 

때 관련되는 역량이나 하위요소가 하나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었, 

다 성취기준을 분석하는 것은 음악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이 얼마나 연. 

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기에 성취기준 별로 역량 요소가 등장, 

한 횟수를 정량적으로 헤아리지는 않았다 이 결과를 전체적으로 도표화 . 

하여 성취기준 별 해당 역량과 하위요소의 분포도를 알기 쉽게 나타내었

다. 

타당성 검증 실시5. 

타당성 검증 대상1) 

연구자의 성취기준 분석 후 음악교육 전문가들에게 분석 결과의 타, 

당성 검증을 의뢰하고 검증한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 결과를 보완하였다. 

타당성 검증을 의뢰한 전문가는 총 명이고 이중 음악교육학 교수가 8 6

명 공립학교 음악 교사가 명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 년 이상의 경, 2 . 15

력을 지녔으며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적으로 분포, , , 

되었다 이 전문가들에게 검증받은 내용은 첫째 성취기준 분석을 위한 . , 

표 의 타당성이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 성취기준 분석 결과이< -1> , Ⅲ

다 타당성 여부와 함께 기타의견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 음악 교과 역. 

량 구현을 위한 성취기준의 개선 방향에도 참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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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증 결과2) 

성취기준 분석틀에 대한 검증 결과(1) 

성취기준 분석틀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 표 와 같다< -2> .Ⅲ

표 성취기준 분석틀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2> Ⅲ

표 에 해당하는 성취기준 분석틀 설정은 개정 교육과정의 < -1> 2015 Ⅲ

음악 교과 역량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분석틀에 대한 검증 , 

결과는 결국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 교과 역량에 대한 내용의 검토 2015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총 명의 응답자 중 명이 성실하게 . 8 7

응답하였고 한 명은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 응답자는 문항에, . 

는 응답하지 않았으나 음악 교과 역량 자체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기타 ,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응답자의 의견에 따르면 총론의 핵심 역량과 현재 . , 

제시된 음악 교과 역량의 차이점을 찾기 힘들고 총론의 핵심 역량의 내, 

용이 음악 교과에 그대로 중복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 

고 역량이 음악 교과의 내용인 성취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연구자의 

의견에는 동의하나 가지 음악 교과 역량으로 제시된 정의들이 정작 음, 6

음악 교과 역량 동의 부동의

음악적 감성 역량 5 2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 6 1

음악적 소통 역량 6 2

문화적 공동체 역량 6 2

음악정보처리역량 7 0

자기관리 역량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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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문제점부터 시정되어야 한

다고 진술하였다 즉 현 교육과정에 제시된 가지의 음악 교과 역량에 . , 6

대한 설명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고 음악 교과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다

는 비판의 내용이었다 본 연구가 성취기준의 개선점에 초점을 맞추어 .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성취기준 분석 결과 방금 제시한 응답자의 의견에 , 

해당하는 문제점들도 발견되었다 이는 성취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성취. 

기준 자체만이 변화하는 문제가 아닌 역량과 교육과정의 구성 자체의 변

화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석 결. 

과와 결론 부분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타당성 검증 결과 분석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의견들을 살펴보

면 음악적 감성 역량에서는 태도 요소의 행복한 삶의 추구 의 범위가 , ‘ ’

다소 넓다는 의견과 지식 요소의 음악의 특징 이해 가 감성 역량과 직‘ ’

접 연결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의견이 있었다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 ·

역량에서는 태도 측면의 요소들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음. 

악적 소통 역량에서는 기능 요소의 갈등 조정하기 가 다른 요소들과 다‘ ’

른 성격임을 지적하는 의견과 지식 요소의 음악적 표현을 위한 지식 이 ‘ ’

다소 포괄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문화적 공동체 역량에서는 문화의 개. 

념과 기능 요소의 공동체 문제 해결 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 ’

다 자기관리 역량은 역량 자체가 음악과 직접 연관되는 지식이라고 보. 

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었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음악 교과 역량을 설명. 

하는 지식 기능 태도 요소들의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 , 

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음악 교과 특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 , 

는 역량의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는 추후 교육과정을 개정 시. ,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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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분석에 대한 검증 결과(2) 

성취기준 별로 분석한 내용에 따른 검증 결과는 표 과 같다< -3> .Ⅲ

표 성취기준 분석에 따른 타당성 검증 결과< -3> Ⅲ

위 분석 결과에서 성취기준 음 음 음, [6 01-01], [6 01-02], [6 01-03], 

음 음 음 음 은 학년군 성취기[6 01-04], [6 01-06], [6 02-01], [6 03-01] 3-4

준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학년군의 성취기준 분석 결과와 , 3-4

같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성취기준 분석에 따른 검증 결과, 음 를 제외한 성취기준들[6 03-02]

성취기준 동의 부동의

음[4 01-01] 6 1

음[4 01-02] 6 1

음[4 01-03] 7 0

음[4 01-04] 6 1

음[4 01-05] 6 1

음[4 01-06] 5 2

음[4 02-01] 7 0

음[4 02-02] 7 0

음[4 03-01] 6 1

음[4 03-02] 6 1

음[4 03-03] 7 0

음[6 01-05] 7 0

음[6 02-02] 6 1

음[6 03-02] 4 3

음[6 03-03]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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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과반이 넘는 수가 동의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최종 분석 결과. 

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각 성취기준 별 분석 결과에 따른 기타 의견들은 .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Ⅳ 성취기준 음 의 경우[6 03-02]

에는 음악이 심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으로 음악의 생활화의 

지식과 관련된다 그런데 역량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분석틀에는 이와 .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차 분석 결과에서 . 1

간접적으로 음악의 특징으로 이해하여 음악적 감성 영역의 지식 요소로 

나타냈다 하지만 전문가 타당성 검증의 결과 이 성취기준의 내용은 자. , 

기관리 역량의 지식 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 결과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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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Ⅳ

이 장에서는 장에서의 연구 방법을 토대로 하여 각 성취기준에 해Ⅲ

당하는 음악 교과 역량을 분석한 결과를 서술한다 그리고 각각의 분석 . 

결과를 종합하여 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종Ⅱ

합적으로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성취기준별 분석 결과를 나타낼 때. , 

각 역량과 하위 요소를 다음과 같이 줄여서 나타내었다.

표 음악 교과 역량과 관련 하위 요소의 나타냄 말< -1> Ⅳ

성취기준 별 분석 결과1. 

먼저 개정 음악과 초등학교 학년의 성취기준을 각각 분석한 , 2015 4-6

결과이다 각각의 표에는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 

해설을 제시하고 연구자가 분석한 내용을 문장의 밑에 나타냄 말로 표, 

시하였다 그리고 해당 성취기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마지막 행에 . 

역량 나타냄 말 하위요소 나타냄 말

음악적 감성 역량 감성
지식(Knowledge) K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 창의

음악적 소통 역량 소통
기능(Skills) S

문화적 공동체 역량 문화

음악정보처리 역량 정보
태도(Attitudes) A

자기관리 역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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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성취기준 1)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1-01]

성취기준 음 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 [4 01-01] 표 와< -2>Ⅳ 같다 .

표 < -2> Ⅳ 성취기준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음악 요소에 대한 개념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개념적 지식 습득 측면을 고려하여 음악적 감성 , 

역량의 지식 요소로 해석하였다 또한 음악 요소를 표현 활동과 연계하. , 

여 학습하므로 음악적 소통 역량의 지식 요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은 심동적 영역에 관련되는 활. 

성취
기준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 감성-K  소통-K    ↳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노래를 부르거나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등 음악을 표현, 하도록 한다. 

↳ 소통-S

이때 악곡에 포함된 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3~4 를 활동과 연계하여 학습

↳ 감성-K                                     ↳ 소통-K

하면서 음악 개념을 형성하고,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 감성-K           ↳ 감성-A  감성-S         ↳ 감성-A

있도록 한다.

분석 
결과

감성 감성 감성 소통 소통-K, -S, -A, -K,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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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음악적 소통 역량의 기능 요소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하, . 

면서 학생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게 되는데 느낌의 개념은 음악적 감성 , 

역량의 태도 요소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느낌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음. 

악적 상상력을 표출하게 되므로 음악적 감성 역량의 기능 요소로도 볼 

수 있다.

타당성 검증 결과 연구자가 제시한 역량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역량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의견대로 같은 성취기. 

준이라도 교육 실행자인 교사가 어떤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하느냐에 따

라 다른 역량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 

문서의 내용만을 범위로 삼았기 때문에 분석 내용을 교육과정상 드러난 , 

역량과 성취기준의 내용으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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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2)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1-02]

성취기준 음 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 [4 01-02] 표 < -3>Ⅳ 과 같다.

표 < -3> Ⅳ 성취기준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1-02]

신체표현을 하는 것은 음악적 요소를 신체로 표현하며 의사소통하는 

기능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음악적 의사소통 역량의 기능 요소로 분, 

석하였다 악곡의 분위기 특징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 , 

악곡에 해당하는 음악 요소와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개념적 지식 . 

측면에 해당하므로 음악적 감성 역량의 지식 요소로 분석하였다 또한. , 

신체표현과 연계되어 개념을 학습하기 때문에 음악적 소통 역량의 지식 

요소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음악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음. 

악에 대한 반응으로 포괄적으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 

성취
기준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

↳ 감성-K  소통-K  ↳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악곡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특징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통해 음악을 표현

↳ 감성-K  소통-S                      ↳ 소통-S

하도록 한다. 

악곡에 포함된 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를 활동과 연계하여 학습3~4 하면서

↳ 감성-K  소통-K

         
음악 개념을 형성하고,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 

↳ 감성-K            ↳ 감성-A  감성-S        ↳ 감성-A

도록 한다.

분석 
결과

감성 감성 감성 소통 소통-K, -S, -A, -K, -S



- 53 -

음악적 감성 역량의 태도 요소로 분석하였다.

성취기준 3)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1-03]

성취기준 음 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 [4 01-03] 표 와< -4>Ⅳ 같다 .

표 < -4> Ⅳ 성취기준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1-03]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는 것과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드는 것

은 새롭고 독창적인 음악적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의 기능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창작 활동을 하· . 

면서 음악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음악적 감성 역량의 기능 요

소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창작 활동에 필요한 음악 구성 요소는 사실. 

적 개념적 지식으로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과 음악적 감성 역량· ·

의 지식 요소로 보았다 창작한 산출물을 표현하는 것은 음악적 소통 역. 

량의 기능 요소로 분석하였다.

성취
기준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든다.

↳ 창의-S  감성-S

성취
기준 
해설

악곡의 노랫말과 음악의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음악적 산출물을 자유롭

↳ 창의-K  감성-K                         ↳ 창의-S  감성-S

게 만들고 이를 표현하도록 한다.

          ↳ 소통-S

분석 
결과

창의 창의 감성 감성 소통-K, -S, -K,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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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4)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1-04]

성취기준 음 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 [4 01-04] 표 와< -5>Ⅳ 같다 .

표 < -5> Ⅳ 성취기준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1-04]

제재곡의 리듬꼴 장단꼴을 바꾸는 것은 앞의 성취기준 , 음 과 [4 01-03]

마찬가지로 음악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독창적인 음악적 아이디어를 생성

하는 활동이므로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의 기능 요소 음악적 감· , 

성 역량의 기능 요소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알아야 할 음악의 구성 . 

요소는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과 음악적 감성 역량의 지식 요소로 ·

보았다 이러한 창작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 

하는 것은 표현적 측면에 해당하므로 음악적 소통 역량의 기능 요소로 

분석하였다.

타당성 검증 결과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음악적 소, 

통 역량보다는 음악적 감성 역량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성취
기준

제재곡의 리듬꼴이나 장단꼴을 바꾸어 표현한다.

↳ 창의-S                      ↳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음악의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음악적 산출물을 자유롭게 만들고 

↳ 창의-K  감성-K      ↳ 창의-S  감성-S  

표현한다.   악곡의 리듬꼴과 장단꼴을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게 바꾸어 

↳ 소통-S  ↳ 창의-S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 소통-S

분석 
결과

창의 창의 감성 감성 소통-K, -S, -K,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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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가창 기악 등 음악 행위를 하면서 감성 역량을 기를 수 있을 . ,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 활동들이 감성 역량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 

않아 음악적 소통 역량으로 분석하였다.

성취기준 5)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1-05]

성취기준 음 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 [4 01-05] 표 < -6>Ⅳ 과 같다.

표 < -6> Ⅳ 성취기준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1-05]

자연의 소리나 주변 환경의 소리를 탐색하는 것은 다양한 정보를 수

집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음악정보처리 역량의 기능 요소로 해, 

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소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민감성 개방성 . , 

등 창의적 태도가 발현되는 활동으로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의 태·

도 요소로 볼 수 있다 목소리 악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창의적. , 

으로 표현하는 것은 음악 관련 소양을 토대로 음악적 상상력을 표출하고 

성취
기준

주변의 소리를 탐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 정보-S           ↳ 창의-S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주변 환경의 다양한 소리에 관심을 갖고 이를 재현하는 활동을 한다.

↳ 창의-A                       ↳ 소통-S

자연의 소리나 주변 환경의 다양한 소리에 대해 살펴보고, 

↳ 정보-K                             ↳ 정보-S

목소리 악기 신체 물체 등을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 , , 하도록 한다.

↳ 창의-K  창의-S  소통-S  감성-S

분석 
결과

정보 정보 창의 창의 창의 소통 감성-K, -S, -K, -S, -A,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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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특성을 발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의 지식 기능 요소와 음· , 

악적 소통 역량의 기능 요소 음악적 감성 역량의 기능 요소로 분석하였, 

다.

타당성 검증 결과 주변 환경의 소리를 재현하는 활동이 음악적 소통 

역량의 지식적 측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소리를 재현하는 것에 . 

지식적 측면도 함축되어 있겠지만 재현하여 나타내는 표현적 측면이 더

욱 드러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능 요소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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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6)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1-06]

성취기준 음 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 [4 01-06] 표 와< -7>Ⅳ 같다 .

표 < -7> Ⅳ 성취기준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1-06]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앞의 성취기준들에서 설명한 것

과 마찬가지로 음악적 소통 역량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바른 자세와 . 

주법은 음악적 표현을 위한 지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음악적 소통 역량

의 지식 요소로 분석하였다. 

타당성 검증 결과 바른 자세가 음악적 소통 역량보다는 자기 관리 역

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바른 자세와 주법은 학습자가 스. 

성취
기준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르거나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한다.      ↳ 

소통-K   ↳ 소통-S     ↳ 소통-K              ↳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노래를 부를 때 앉아서 또는 서서 부르거나 자세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 

↳ 소통-K

는 것을 경험하여 좋은 소리를 위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소통-K  소통-S

또한 악기를 연주할 때 자세 및 주법이 좋은 울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소통-K

을 체험하고, 악기의 특징에 따른 바른 자세와 기본적인 주법을 익혀

            ↳ 소통-K

연주하도록 한다.

↳ 소통-S

분석 
결과

소통 소통-K,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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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관리역량에 해당할 것 같다는 의

견이었다 해당 의견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취기준에 드러난 . , 

내용과 해설에는 자기관리에 관한 내용보다는 음악적 표현을 위한 자세

와 주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음악적 소통 역량으로 해석

하였다. 

성취기준 7)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2-01]

성취기준 음 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 [4 02-01] 표 < -8>Ⅳ 과 같다.

표 < -8> Ⅳ 성취기준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2-01]

음악의 요소 개념을 알고 구별하는 것은 음악 교과에서의 사실적 지, 

식 개념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음악적 감, . 

성 역량의 지식 요소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학습한 지식을 다양한 방식. 

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취기준 음 에서도 분석한 바와 같이 [4 01-05] 음악

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의 지식 기능 요소와 음악적 감성 역량의 기능 · , 

요소 음악적 소통 역량의 기능 요소로 분석하였다, .

성취
기준

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3~4 하여 표현한다.

↳ 감성-K                                 ↳ 소통-K

성취
기준 
해설

악곡에서 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알고3~4 , 

↳ 감성-K

소리 언어 그림 신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 , 하도록 한다.

↳ 창의-K  창의-S  소통-S  감성-S

분석 
결과

감성 감성 소통 창의 창의-K, -S, -S, -K, -S



- 59 -

 성취기준 8)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2-02]

성취기준 음 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 [4 02-02] 표 와< -9>Ⅳ 같다 .

표 < -9> Ⅳ 성취기준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2-02]

상황이나 이야기 등을 표현한 음악은 표제 음악으로 표제 음악의 특, 

징을 이해하는 것은 음악적 감성 영역으로 분석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 , 

음악의 표현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음악적 소통 영역의 지식 영역으로 

분석하였다 음악 감상을 하고 느낌을 발표하는 활동은 동시에 여러 가. 

지 역량이 나타날 수 있다 학습자는 음악을 들으며 음악적인 상상력을 . 

표출하고 이에 대해 정의적으로 발현되는 느낌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

과 소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음악적 감성 역량의 기능과 태도 요소 음. , 

악적 소통 역량의 기능 요소를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성취
기준

상황이나 이야기 등을 표현한 음악을 듣고        느낌을 발표한다.

↳ 감성-K  소통-K               ↳ 감성-S  ↳ 감성-A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상황이나 이야기 등을 표현한 음악을 듣고, 

↳ 감성-K  소통-K               ↳ 감성-S

장면이나 줄거리에 어울리는 음악의 표현적 요소에 대해 파악하고 

↳ 감성-K  소통-K

느낌을 발표하도록 한다.

↳ 감성-A  소통-S

분석 
결과

감성 감성 감성 소통 소통-K, -S, -A, -K,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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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9)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3-01]

성취기준 음 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 [4 03-01] 표 과< -10>Ⅳ 같다 .

표 < -10> Ⅳ 성취기준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3-01]

가정 학교 사회의 음악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 , 

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화적 공동체 역량으, 

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행사들에서 음악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 

는 것은 여러 공동체와 문화에서의 음악의 쓰임새를 이해하는 것으로, 

문화적 공동체 역량의 지식 요소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운 내용. 

을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해 보고 느낌을 발표해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 

학생의 생활 영역에서 실천하려는 태도가 드러나고 그것을 타인과 소통

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 역량의 태도 요소와 음악적 소통 역량의 기능 요

소로 여겨진다.

타당성 검증 결과 행사에서 음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 

활동을 자기관리 역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 

성취
기준

음악을 활용하여 가정 학교 사회 등의 행사에 참여, , 하고 느낌을 발표한다.

↳ 문화-S                                       ↳ 자기-A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생일과 기념일 등의 가족 행사 입학식과 졸업식 및 학예회 등의 학교 행사, , 

지역 축제 등과 같은 행사에서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 문화-K  

참여한 느낌을 발표하도록 한다.

 ↳ 자기-A  소통-S

분석 
결과

문화 문화 자기 소통-K, -S,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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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학습자가 스스로 살펴보고 결정한다는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취기준 10)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3-02]

성취기준 음 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 [4 03-02] 표 < -11>Ⅳ 과 같다.

표 < -11> Ⅳ 성취기준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3-02]

음악을 놀이에 활용하는 것은 여가 선용과 관련 지을 수 있으므로, 

자기 관리 역량의 기능 요소로 해석하였다 또한 놀이는 문화의 일종으. 

로 놀이에 사용된 음악에 관심을 갖고 행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 

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공동체 역량의 지식. , 

기능 태도 요소로 분석하였다 학생이 음악을 통한 놀이를 직접 체험한 , . 

후에 느낌 발표하는 활동은 앞의 성취기준 음 과 같이 자기 관리 [4 03-01]

역량의 태도 요소 음악적 소통 역량의 기능 요소로 해석하였다, .

성취
기준

음악을 놀이에 활용해보고 느낌을 발표한다.

↳ 자기-S               ↳ 자기-A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다양한 종류의 놀이에 사용된 음악에 관심을 갖고 음악이 사용된 놀이를 

↳ 문화-K  문화-A                            ↳ 자기-S  문화-S

하거나, 음악을 활용하여 놀이를 해본 느낌을 발표하도록 한다.

       ↳ 자기-A  소통-S

분석 
결과

자기 자기 소통 문화 문화 문화-S, -A, -S, -K,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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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11)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3-03]

성취기준 음 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 [4 03-03] 표 와< -12>Ⅳ 같다 .

표 < -12> Ⅳ 성취기준 음 에 대한 분석 결과[4 03-03]

국악이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예시를 찾는 것은 음악에 관련한 정보

를 수집하는 음악 정보 처리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처. , 

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통 음악인 국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문

화적 공동체 역량의 지식 요소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자신이 찾은 정보. 

들을 발표하면서 서로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음악적 소통 역량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성취
기준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악을 찾아 발표한다.

↳ 문화-K  정보-K             ↳ 정보-S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국악곡이 노동 의식 놀이 등 오늘날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찾아, ,  

↳ 문화-K  정보-K  정보-S

발표하도록 한다.

↳ 소통-S

분석 
결과

문화 정보 정보 소통-K, -K,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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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12) 음 에 대한 분석 결과[6 01-05]

성취기준 음 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 [6 01-05] 표 < -13>Ⅳ 과 같다.

표 < -13> Ⅳ 성취기준 음 에 대한 분석 결과[6 01-05]

이야기의 장면 상황 등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 음악적 표현을 할 수 , 

있는 요소를 찾는 데에는 음악적 지식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출할 수 

있는 음악적 창의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 음악적 창의 융합 ·

사고 역량의 지식 기능 요소로 분석하였다 또한 탐색한 것을 여러 매, . 

체를 통해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취기준 음 음 과 [4 01-05], [4 02-01]

같이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의 지식 기능 요소 음악적 감성 역· , , 

량의 기능 요소 음악적 소통 역량의 기능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

성취
기준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 창의-K  창의-S

성취
기준 
해설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에서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를 탐색하여 

↳ 창의-K  창의-S

목소리 악기 신체 물체 등을 이용하여 음악으로 표현, , , 할 수 있도록 한다.

↳ 창의-K  창의-S  소통-S  감성-S

분석 
결과

창의 창의 소통 감성-K, -S,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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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13) 음 에 대한 분석 결과[6 02-02]

성취기준 음 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 [6 02-02] 표 와< -14>Ⅳ 같다 .

표 < -14> Ⅳ 성취기준 음 에 대한 분석 결과[6 02-02]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여러 문화권의 음악에 대한 지

식과 그에 따른 음악적 요소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함인데 이는 문화적 , 

공동체 역량과 음악적 감성 역량의 지식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 

감상 활동 자체에서 음악적 상상력을 표출하는 감성 역량의 기능 요소도 

포함 가능하다 여러 문화권의 음악적 특징을 구별하는 것은 음악적 정. 

보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 정보 처리 역량의 기능 

요소로 해석하였다 발표하기는 앞의 성취기준들과 마찬가지로 음악적 . 

소통 역량의 기능 요소로 분석하였다. 

성취
기준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 문화-K  감성-S         ↳ 감성-K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의 문화권에 해당하는 음악, , , , 을 

↳ 문화-K

듣고,        악곡의 특징 및 분위기에 대해 구별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 감성-S   ↳ 감성-K                   ↳ 정보-S  소통-S

분석 
결과

문화 소통 감성 감성 감성 정보-K, -S, -K, -S,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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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14) 음 에 대한 분석 결과[6 03-02]

성취기준 음 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 [6 03-02] 표 와< -15>Ⅳ 같다 .

표 < -15> Ⅳ 성취기준 음 에 대한 분석 결과[6 03-02]

음악이 사람의 행동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음악이 사람의 일상생활,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내용이다 따라서 음악의 생활화. 

와 관련된 자기 관리 역량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사하는 것. 

은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음악 정보 처리 역량의 기능 요소로 볼 , 

수 있다. 

성취
기준

음악이 심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 자기-K                            ↳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음악이 사람의 행동과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 자기-K  정보-K                          ↳ 정보-S  소통-S

음악 활동이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경험을 발표한다.

↳ 자기-K  소통-S

분석 
결과

자기 정보 정보 소통-K, -K,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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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15) 음 에 대한 분석 결과[6 03-03]

성취기준 음 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 [6 03-03] 표 과< -16>Ⅳ 같다 .

표 < -16> Ⅳ 성취기준 음 에 대한 분석 결과[6 03-03]

지역에 전승된 국악 문화유산은 우리 문화의 전통에 관한 내용으로, 

문화적 공동체 역량의 지식 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찾아 발표하는 . 

활동은 앞의 성취기준 음 와 같이 음악 정보 처리 역량과 음악적 [6 03-02]

소통 역량의 기능 요소로 해석하였다. 

종합 분석 결과2.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결과를 도표화 하면 표 , < Ⅳ

와 같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과 같다-17> , [ -1] . Ⅳ

성취
기준

우리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음악 문화유산을 찾아 발표한다.

↳ 문화-K                               ↳ 정보-S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국악 관련 문화재를 찾아 발표하도록 한다.

↳ 문화-K                              ↳ 정보-S  소통-S

분석 
결과

문화 정보 소통-K,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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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성취기준 별 관련 음악 교과 역량 분석 결과 < -17> Ⅳ

성취기준

관련 음악 교과 역량 및 하위 요소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
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K S A K S A K S A K S A K S A K S A

음[4 01-01] ○ ○ ○ ○ ○

음[4 01-02] ○ ○ ○ ○ ○

음[4 01-03] ○ ○ ○ ○ ○

음[4 01-04] ○ ○ ○ ○ ○

음[4 01-05] ○ ○ ○ ○ ○ ○ ○

음[4 01-06] ○ ○

음[4 02-01] ○ ○ ○ ○ ○

음[4 02-02] ○ ○ ○ ○ ○

음[4 03-01] ○ ○ ○ ○

음[4 03-02] ○ ○ ○ ○ ○ ○

음[4 03-03] ○ ○ ○ ○

음[6 01-01] ○ ○ ○ ○ ○

음[6 01-02] ○ ○ ○ ○ ○

음[6 01-03] ○ ○ ○ ○ ○

음[6 01-04] ○ ○ ○ ○ ○

음[6 01-05] ○ ○ ○ ○

음[6 01-06] ○ ○

음[6 02-01] ○ ○ ○ ○ ○

음[6 02-02] ○ ○ ○ ○ ○

음[6 03-01] ○ ○ ○ ○

음[6 03-02] ○ ○ ○ ○

음[6 03-03] ○ ○ ○

하위요소별 
총합

12 13 6 8 8 1 7 22 0 6 2 1 3 5 0 1 1 3

역량별 총합 31 17 29 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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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성취기준 별 관련 음악 교과 역량 분석 결과 [ -1] Ⅳ

역량별 성취기준 하위 요소의 총합을 살펴보면 음악적 감성 역량, ,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이 각각 회 회, · 31 , 29 , 17

회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 , , 

기관리 역량은 각각 회 회 회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9 , 8 , 5 .

지식 기능 태도 요소별로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기능 요소가 회로 , , 51

가장 많이 나타났고 지식은 총 회로 나타났다 반면 태도 요소는 , 37 . , 11

회로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정보처리역량과 같, , 

이 태도 요소가 나타나지 않은 역량도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 부분에서 성취기준 개선 방향에 , Ⅴ

대한 논의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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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성취기준 개선 방향. Ⅴ

분석 결과 논의1. 

음악적 감성 역량1) 

역량별로 드러난 성취기준들에 대해 살펴보면 음악적 감성 역량은 생

활화 영역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제외한 표현 감상 영역의 거의 모든 , 

성취기준에 나타났다 지식 요소는 주로 음악의 구성 요소와 개념을 이. 

해하는 측면으로 드러났다 기능 요소는 음악의 지식 요소를 학습하거나 . 

감상하고 그에 따른 음악적 느낌을 표출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태도 . 

측면은 음악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과 심미성을 느끼는 부분으로 해석되

었다 분석틀의 내용에서 음악의 가치를 개방적인 태도로 수용 하는 항. ‘ ‘

목은 성취기준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행복한 삶의 추. ’

구 항목도 의미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성취기준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 

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음악적 소통 역량2) 

음악적 소통 역량은 특히 기능 요소에서 모든 성취기준에 나타났지

만 태도 요소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 . 

식 요소에서는 표현 활동에 관련된 음악적 지식들 즉 음악적 감성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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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나타난 음악 요소에 대한 개념과 음악적 표현을 위한 자세와 주법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능 요소는 가창 기악 신체표현 등 음악. , , 

적으로 표현하기 음악 지식에 대해 발표하기 등의 내용으로 분석되었, 

다 분석틀의 내용의 기능 요소인 갈등 조정하기 와 태도 요소인 타인. ‘ ’ ‘

의 표현에 대한 이해와 공감 에 관련된 내용은 직접적으로 찾기가 어려’

웠다.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3) ·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은 표현 감상 영역의 몇몇 성취기준에· , 

서 나타났다 지식 요소는 음악 창작과 관련한 음악 요소에서 드러났는. 

데 창작 활동에 관련된 지식에 관한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 

앞의 두 역량의 지식 요소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다 기능 요소는 . 

제재곡의 노랫말이나 리듬꼴 바꾸기 주변 소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 

표현하기 이야기 장면을 음악으로 표현하기의 내용으로 다양하게 나타, 

났다 태도 요소에는 창의적 태도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음악적으로 . 

표현하는 융합적 태도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문화적 공동체 역량4)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생활화 영역의 성취기준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식 요소는 음악을 행사에 활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음악과 놀이 전통, , 

음악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기능 요소는 음악을 , . 

행사에 활용하기 음악 관련 놀이하기에 대한 내용으로 드러났는데 분, , 

석틀의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수행 은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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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체화될 필요성을 느꼈다 태도 요소에서는 음악을 활용한 다양한 . 

놀이를 해본 느낌을 발표하는 내용으로 드러났는데 분석틀의 다양한 , ‘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 항목에 대한 보다 다양한 내용이 성취기’ 

준에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또한 책임감 항목은 다소 . , ‘ ’ 

범위가 넓고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역량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음악정보처리 역량5) 

음악정보처리 역량은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 , 

났다 지식 요소는 정보처리 할 기능과 연관된 정보와 자료에 관한 것이. 

었다 기능 요소는 주변 소리 탐색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국악 찾기. , , 

음악의 정서 신체적 영향 조사하기 지역에 전승되는 문화재 찾기 등이 , , 

나타났다 분석틀에 제시된 정보처리 기능들 중 주로 수집하기 기능에 . 

한정되어 드러났다 이는 분류 조직 평가 등 보다 다양한 유형의 기능. , , 

이 성취기준에 포함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자기관리 역량6) 

자기관리 역량은 가장 제한적으로 드러난 역량인데 생활화 영역의 , 

일부에서 나타났다 지식 요소는 음악이 심신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 

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기능 요소는 음악 관련 놀이를 하는 것으로 드러. 

났고 태도 요소는 생활화 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자기관리 역량이 이렇, . 

게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역량에 대한 의미 자체가 음악 교과의 특성, 

에 맞추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자기 주도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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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능력 이나 학습과정 관리 와 같은 항목은 메타인지에 관한 내용인’ ‘ ’

데 성취기준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메타인, . 

지에 관한 내용은 자기관리 역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음악과 성, 

취기준에서도 다뤄져야 하는 내용이라 여겨진다.

성취기준 개선 방향2. 

지금까지의 분석의 결과와 이론적 배경의 검토를 통해 도출한 성취기

준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역량을 음악 내용과 연결시켜 구체화1) 

성취기준 분석 결과 역량별로 성취기준에 반영되는 빈도에 큰 차이, 

가 있었다 이는 성취기준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이 가창 기. , 

악 창작 감상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것은 음악 , , . 

교과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 

하면 다양한 역량들이 성취기준에 구현되는 측면이 다소 미흡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 , , 

역량이 성취기준에 드러난 특징을 살펴보면 성취기준에 역량의 내용이 

다소 제한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들 역량에 대한 의미가 . 

음악교과 안에서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각. 

의 역량에 대해 음악 교과적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 

성취기준에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교과 역량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성취기준에 서술되어야 하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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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예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의 세기 역량 홈페이지에. 21

는 역량을 실현하기 위한 음악 교과의 역할이 제시되어 있다

(http://www.p21.org/our-work/resources/for-educators#SkillsMaps, 

표 참조 또한 호주 교육과정 홈페이지에도 일반 역량에 따른 < -10> ). , Ⅱ

음악 교과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역량과 음악 교과의 내용을 연결시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http://www.australiancurriculum.edu.au, <

참조 그리고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에도 세기 역량에 하위 요-14> ). 21Ⅱ

소를 설정하여 이들이 일반 음악 교육에서 어떤 역할은 하는지에 대하, 

여 설명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15, pp. 10~11, 

표 참조< -17> ). Ⅱ

이렇게 역량을 음악 교과 내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줌으로써 , 

음악 교과 역량의 내용적 측면을 보다 구체화하여 성취기준에 반영하기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보다 다양한 음악 교과 역량을 성취기준에 .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음악 교과 역량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

로 정의하고 각 역량에 대해 음악 교과의 특수성을 살려야 한다 이를 . 

위해 각 역량에 대해  하위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음악수업에서, 

의 활동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예시들은 역량을 음. 

악 교과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나타내 줄 수 있고 수업에서 , 

교육과정을 재구성 할 때에도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 표 . < -1>Ⅴ

은 본 연구에서의 분석틀을 수정 보완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음악 

교과 역량에 대한 수업에서의 활동 예시를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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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음악 교과 역량에 따른 하위 요소와 음악수업에서의< -1> Ⅴ

활동 예시

음악 
교과 
역량

하위 요소 음악수업에서의 활동 예시

음악적 
감성 
역량

지
식

음악의 개념 이해!

음악 요소의 특징 이해!

음악 감상 수업을 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 
각자 상상력을 표출하고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감상하는 음악에 해당하는 요. 
소의 특징 개념을 이해하면서 감상한다 각, . 
자 음악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음악을 감상
한 결과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각자의 해석 , 
방법을 비교하고 의견을 나눈다 음악에서 . 
떠오르는 심상이나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면
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기
능

음악적 청각 능력!

음악적 상상력 표출 !

능력

태
도

음악의 아름다움 느낌!

음악의 가치를 !

개방적으로 수용

음악적 
창의 융·
합 사고 

역량

지
식

음악 분야의 지식과 !

소양
음악 외 분야의 지식과 !

소양
주변의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할 때 여러 , 
가지 독창적인 소리들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소리를 찾는다. 
이 소리들을 음악의 요소들에 어떻게 연결
하고 바꿀지 고민하여 새로운 멜로디나 리
듬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창작한 음악적 . 
요소들을 시연하고 연극이나 무용 등에도 , 
응용할 수 있다.

기
능

새롭고 독창적인 !

아이디어 산출하기
유창성 융통성, , !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 , 
등 창의적 특성
다양한 현상과 교과에 !

융합하기

태
도

민감성 개방성 등의 , !

창의적 태도
음악과 다양한 !

분야와의 융합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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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소통 
역량

지
식

음악적 표현을 위한 !

지식
음악 용어에 대한 지식! 악기나 노래를 통해 음악을 표현할 때 표, 

현에 관한 자세 주법 등의 지식들을 익혀 ,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음. 
악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해 음악적으로 , 
소통할 수 있다 이때 적절한 음악적 용어. , 
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깊은 음악적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

기
능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신체표현하기!

타인과 소통하기!

음악작품 해석하는 !

능력

태
도

타인의 표현에 대한 !

이해와 공감

문화적 
공동체 
역량

지
식

음악의 상호 문화적 !

이해
우리 문화의 전통과 !

정체성에 대한 이해
세계의 다양한 음악 !

문화 이해

우리 전통 음악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의 음악을 학습함으로써 각 음악에 대해 상
호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을 감상하
고 다양한 가치에 대해 수용하고 공감하는 , 
자세를 지닌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 대해 학습함으, 
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뿌리를 인식한다.

기
능

문화 및 맥락적 이해를 !

기반한 음악 감상 능력

태
도

다양한 가치에 대한 !

수용과 공감
전통 문화의 보존에 !

대한 책임감

음악정
보처리 
역량

지
식

음악과 관련된 정보와 !

자료 이해
정보와 자료에 내재된 !

의미 이해
음악 형식이나 장르에 대해 학습할 때 전, 
자책 유투브 팟캐스트 등을 활용하여 학습, , 
하는 음악 형식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한
다 그리고 팀을 짜서 그 음악들에 대한 공. 
통점과 차이점 등의 특징들에 대해 분석하
고 세부적인 분류를  실시한다 이렇게 팀. 
별로 학습한 결과를 발표하고 동료들은 비, 
판적으로 발표를 듣고 평가한다. 

기
능

정보의 수집 분석, , !

분류 조직 평가, , 
여러 가지 매체를 !

활용하기

태
도

동료들과 협력하는 !

태도
정보에 대한 비판적 !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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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기능 태도 요소를 성취기준에 고르게 반영2) , , 

성취기준을 분석한 결과 역량의 지식 기능 태도의 하위 요소별로, , , 

도 빈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역량의 하위 요소들 중 지식과 , 

기능 요소에 비해 태도 요소가 현저하게 적게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또한 지식과 기능의 내용이 연결되지 않은 점도 찾을 수 있었다. , . 

이는 음악 교과 역량에서 각각의 하위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점과 성취기준이 지식 기능 위주로 서술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

수 있다 성취기준이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해당 역량을 나타내는 . 

지식과 기능의 내용이 연결되어야 한다 김선영( , 2016, pp. 125~128). 

또한 성취기준이 지식 기능 태도 등 다면적 차원을 총체적으로 반영, , , 

할 때 보다 역량을 전인적으로 구현한다는 점 백남진( , 2014, pp. 

을 고려하면 각 요소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방안181~182)

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성취기준의 개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면 성취기준에 지, 

식 기능과 더불어 태도 요소를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 

자기관
리 역량

지
식

자아 정체성 개념!

자신의 흥미 능력 인식, !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음악적 지식과 활
동에 대한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인식한다.
악기나 노래를 배울 때 시간을 관리하여 , 
스스로 꾸준히 연습하고 합창이나 합주를 , 
할 때 동료들과 시간을 조절하여 연습하는 
등 학습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렇게 학습한 음악을 학교 밖의 상황에서
도 활용하여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고 자, 
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길러 음악 교과에 
대해 진취적이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갖는
다.

기
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학습과정 관리!

여가 선용 능력!

태
도

음악을 생활화하는 !

태도
진취성!

자신감!

탄력성!

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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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앞의 에서 서술했듯이 각 역량에 대한 하위 요소를 지. 1) , 

식 기능 태도 측면으로 설정하여 성취기준이 이 요소들을 고르게 반영, ,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현재 교육과정의 체제와 같이 성취기준이 지. 

식과 기능 형태로 서술된다면 성취기준 해설에서 정의적 측면에 관해 , 

보충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사례의 호주의 경우처럼. , 

성취기준에 해당되는 역량을 아이콘이나 기호 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통해 보다 명시적으로 성취기준에 역량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방법 등을 통해 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지식 기능 태도 요소, , 

를 반영하여 예시를 표 와 같이 나타내었다 성취 기준 해설에 음< -2> . Ⅴ

악적 소통 역량의 지식 태도 측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성취기준과 , , 

해설 밑에 관련 역량과 지식 기능 태도 요소를 표시하였다, , .

표 성취기준에 역량의 지식 기능 태도를 반영한 예시< -2> , , Ⅴ

성취기준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성취기준 
해설

노래를 부르거나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등 음악을 표현하도록 , 
한다. 
이때 악곡에 포함된 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를 활동과 연계하여 , 3~4
학습하면서 음악 개념을 형성하고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음악적으로 소통하고 타인의 . , 
표현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관련 역량 지식 기능 태도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의 특징 이해 음악적 상상력 표출 음악의 아름다움 느낌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 용어에 대한 
지식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타인의 표현에 대한 
이해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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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의 다양한 수준을 성취기준에 반영3) 

성취기준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진술되는 역량 하위 요소들의 내, 

용이 다양하게 서술되지 못하고 하위 요소들 중 일부분만이 서술되고 있

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보처리역량의 기능에는 자료의 . , 

수집 분석 분류 조직 평가 등이 있는데 성취기준에 드러난 기능은 , , , , 

자료의 수집 분석 정도였다 이는 보다 다양하고 깊은 수준의 역량을 , . 

성취기준에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보다 내실 있는 . 

역량 구현을 위해서는 학교급 별로 수준에 맞는 보다 깊은 차원의 역량, 

을 기를 수 있는 성취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성취기준이 단순히 . 

알아야 하는 것들을 나열하는 대신 학생이 학습 후 보이는 능력 특성에 ,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백남진( , 2014, p. 186). 

이를 위해 표 에서 제시했듯이 역량의 하위 요소들을 제시하고 , < -1>Ⅴ

수업에서의 예시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 

재 드러나 있는 음악 교과 역량의 본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각각의 역

량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음악 교과와 연관되

는 여러 수준의 하위 요소를 찾고 이를 성취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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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제언. Ⅵ

요약1. 

본 연구는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도입된 음악 교과 역량을 보2015 

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교과 내용과 수행의 기준인 성취기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첫째 교과 역량 구현을 위한 성취기준의 . , 

조건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고 둘째 성취기준 분석을 위한 음악 교과 , 

역량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관한 것이고 셋째 개정 초등 , 2015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음악 교과 역량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가에 관한 것이고 넷째 음악 교과 역량 구현을 위한 성취기준의 개선점, 

과 시사점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서 도입된 . , 

역량의 의미를 살펴보고 역량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국가

들과 기관 그리고 교육에서의 역량을 정의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 

본 연구에서의 역량의 정의를 설정하였다 둘째 역량의 정의와 유럽연. , 

합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의 범주 설정을 바탕으로 역량을 지식 기능, , 

태도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역량과 성취기준. , 

의 관련성 탐색을 위해 성취기준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역량 구현, 

을 위한 성취기준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우리나라 교육과정. , 

의 역량 구성 체제와 음악과 교육과정의 역량과 성취기준에 대해 살펴보

았다 다섯째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는 미국 호주 싱가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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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의 음악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 구성 체제를 검토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도입된 개정 음악과 교육과2015 

정의 역량과 성취기준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외. , 

국 교육과정의 사례를 검토하여 현 교육과정에 반영된 음악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 진술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 성취기준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 , 

음악 교과 역량의 하위 요소를 설정하는 등 구체화 하여 성취기준에 반

영하기 쉽게 한다 둘째 역량의 지식 기능 태도 요소를 고르게 성취. , , , 

기준에 반영한다 셋째 역량의 다양한 수준을 성취기준에 반영하도록 . , 

한다.

후속 연구 제언2.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음악 교과 특성에 맞춘 역량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성취기준에 다양한 . , 

역량의 내용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음악 교과 역량 자체의 성격

과 의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각 역량 . 

별 음악수업에서의 모습을 제시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고 추후 각 , 

역량별 전문적인 이론들을 통해 연구가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둘째 음악 교과 역량의 핵심 개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역량과 성취기준간의 관련성을 주로 살펴봄으로써 성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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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론적 배경에서 개정 음악. 2015 

과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를 살펴보았듯이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핵심 개, 

념도 역량 구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음악 교과 역. , 

량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때 성취기준과 함께 핵심 개념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 체제의 핵심 개념이 역량 구현을 위해 적절. 

히 설정되어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실제 현장에서 음악 교과 역량을 반영한 성취기준을 적용하는 ,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포함한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무엇보다 .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과 그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음악 교과 역량을 성취기준에 . 

반영하여 실제 음악 수업에 적용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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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음악 교과 역량의 성취기준 반영 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
지혜 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석사 학위 논문으로 개정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 <2015 
구현을 위한 성취기준의 개선 방향 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 . 
연구의 목적은 음악 교과 역량이 성취기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 교과 역량의 구현을 위해 성취기준이 어떻게 진술
되어야 할지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음악 교과 역량을 지식 기능 태도 측면으, , 
로 세분화 하여 분석틀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 
성취기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성취기준에 따른 역량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의 타당성1) 과 , 분석2) 
틀에 따른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제출해주신 응답 내용은 본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고 연구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고견을 나타내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 .

년 월2017 9

서울대학교 음악교육전공 석사과정
김 지 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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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사항입니다 해당 내용에 해 주십시오. .※ √

역량의 정의와 역량에서의 지식 기능 태도 범주1. , , 

가 역량의 정의. 

역량에 대한 여러 기관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역량의 정, 

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역량의 정의 예시( )!

기관 정의

OECD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응집성을 위한 지식(knowledge), 
기술 태도 및 가치를 포괄(skills), (attitudes) 하는 것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학생들이 일과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 지식 전문성(skills), (knowledge), (expertise), 
문해력 의 혼합체(literacies)

ACARA
지식 기능 행동 과 (knowledge), (skills), (behaviours)
기질(dispositions)을 아우르는 것으로 학생들이 변화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자신 있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 , 를 말하는 것으로, 
초 중등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 

직위1. 교수 연구원 교사  (     )  (     )  (     ) ① ② ③ 

경력2.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5 (     )  5 ~10 (     )  ① ②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10 ~15 (     )  15 ~20 (     )③ ④ 
년 이상 20 (     )  ⑤ 

지역3. 
서울 경기 충청 호남 , (     )  (     )  (     )  ① ② ③ 
영남 강원 제주 및 기타 (     )  (     )  (     )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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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설정한 역량의 정의!

다변하는 사회에서 학생이 개인적 사회적 삶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 

나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습하는 지식 기능 태도, , 의 총체적 능력

나 지식 기능 태도의 범주. , , 

역량의 정의에 기반 하여 성취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음악 교과 역량

을 지식 기능 태도로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습니다, , . 

성취기준에의 음악 교과 역량 반영도 검토를 위한 분석틀 2. 

검증

본 연구에서는 음악 교과 역량이 성취기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역량의 정의를 바탕으로 음악 교과 역량을 지식 기능, , 

태도 요소로 구체화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틀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음악 교과 역량에 따른 하위 요소가 알맞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하시어 해당 칸에 해 주십시오 동의하지 않음 을 선택하신 분은 . ‘ ’√

기타 의견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지식 기능 태도

범
주

사실적 개념적 지식·
절차적 메타인지적 지식· , 
심동적(psychomotor) 
영역 포함

정의적 영역 (affective) 
전반 포괄

예
시

이해하기 인식하기, , 
어떤 개념에 대한 지식 
등

분류 자료수집 평가, , , 
노래하기 연주하기 등, 

감정 민감성 음악에 , , 
대한 취향 태도 음악 , , 
예술 향수 느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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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 교과 역량. 2015 

역량 역량의 의미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특징 및 가치를 개방적 태도로   
수용하고 이해하며 깊이 있는 성찰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삶의 질을 , 
향상시키고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

음악 분야의 전문 지식과 소양을 토대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자신이 학습하거나 경험한 음악 정보들을 다양한 현상에 ,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소리 음악적 상징 신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 ,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 , 
수용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 
다할 수 있는 역량

음악정보
처리
역량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분류 평가  , , , , 
조작함으로써 정보와 자료에 내재된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음악적 표현과 감상 활동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표현력과 , 
감수성을 길러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 
학습하고 그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음악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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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틀에 대한 타당성 검증. 

음악 
교과 
역량

음악 교과 역량 관련 하위 요소
동의 
여부 기타 

의견
지식 기능 태도 ○ ×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의 특징 이해! 음악적 상상력 !

표출
음악의 !

아름다움을 느낌
행복한 삶의 추구!

음악의 가치를 !

개방적 태도로 
수용

음악적  
창의 융·
합 사고 

역량

음악 분야의 !

지식과 소양
학습하거나 !

경험한 음악 
정보들

새롭고 독창적인 !

아이디어 
산출하기 유창성( , 
융통성 독창성, , 
정교성 유추성 , 
포함)
다양한 현상에 !

융합하기

창의적 !

태도 민감성( , 
개방성 독립성, , 
과제집착력, 
자발성)
융합적 태도!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적 표현을 !

위한 지식
음악적으로 !

표현하기
신체표현하기!

음악적 청각 능력!

소통하기!

갈등 조정하기!

타인의 표현에 !

대한 이해와 공감

문화적 
공동체 
역량

우리 문화의 전통 !

이해
세계의 다양한 !

문화 이해
다양한 가치에 !

대한 이해
공동체의 문제 !

인식

공동체 문제 !

해결을 위한 역할 
수행

다양한 가치와 !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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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에 따른 성취기준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3. 

문항 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성취기2 , 2015 

준과 성취기준 해설을 분석하였습니다 각 성취기준 별로 해당하는 역량. 

과 하위요소가 타당하게 분석되었는지 살펴봐 주시고 해당 칸에 해 , √

주십시오 동의하지 않음 을 선택하신 분은 기타 의견에 의견을 작성해 . ‘ ’

주십시오.

각 역량과 하위 요소를 다음과 같이 줄여서 나타내었습니다.※ 

역량 나타냄말 하위요소 나타냄말

음악적 감성 역량 감성
지식(Knowledge) K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 창의

음악적 소통 역량 소통
기능(Skills) S

문화적 공동체 역량 문화

음악정보처리 역량 정보
태도(Attitudes) A

자기관리 역량 관리

음악
정보
처리
역량

음악과 관련된 !

정보와 자료 이해
정보와 자료에 !

내재된 의미 이해

수집하기!

분석하기!

분류하기!

조직하기!

평가하기!

정보와 자료 !

처리하기
매체활용하기!

논리적 합리적인 , !

태도
비판적 태도!

자기
관리 
역량

자아 정체성 개념! 자기주도적 !

학습능력
학습과정 관리!

여가 선용 능력!

자기주도적인 !

태도
생활화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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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취기준 음 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4 01-01]

성취
기준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 감성-K  소통-K    ↳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노래를 부르거나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등 음악을 표현, 하도록 한다. 

↳ 소통-S

이때 악곡에 포함된 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3~4 를 활동과 연계하여 학습

↳ 감성-K                                     ↳ 소통-K

하면서 음악 개념을 형성하고,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 감성-K           ↳ 감성-A  감성-S         ↳ 감성-A

있도록 한다.

분석 
결과

감성 감성 감성 소통 소통-K, -S, -A, -K, -S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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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음 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2) [4 01-02]

성취
기준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

↳ 감성-K  소통-K  ↳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악곡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특징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통해 음악을 표현

↳ 감성-K  소통-S                      ↳ 소통-S

하도록 한다. 

악곡에 포함된 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를 활동과 연계하여 학습3~4 하면서

↳ 감성-K  소통-K

         
음악 개념을 형성하고,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 

↳ 감성-K            ↳ 감성-A  감성-S        ↳ 감성-A

도록 한다.

분석 
결과

감성 감성 감성 소통 소통-K, -S, -A, -K, -S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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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음 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3) [4 01-03]

성취기준 음 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4) [4 01-04]

성취
기준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든다.

↳ 창의-S  감성-S

성취
기준 
해설

악곡의 노랫말과 음악의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음악적 산출물을 자유롭

↳ 창의-K  감성-K                         ↳ 창의-S  감성-S

게 만들고 이를 표현하도록 한다.

          ↳ 소통-S

분석 
결과

창의 창의 감성 감성 소통-K, -S, -K, -S, -S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의견

성취
기준

제재곡의 리듬꼴이나 장단꼴을 바꾸어 표현한다.

↳ 창의-S                         ↳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음악의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음악적 산출물을 자유롭게 만들고 

↳ 창의-K  감성-K      ↳ 창의-S  감성-S  

표현한다.   악곡의 리듬꼴과 장단꼴을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게 바꾸어 

↳ 소통-S  ↳ 창의-S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 소통-S

분석 
결과

창의 창의 감성 감성 소통-K, -S, -K, -S, -S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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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음 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5) [4 01-05]

성취
기준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 창의-K  창의-S

성취
기준 
해설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에서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를 탐색하여 

↳ 창의-K  창의-S

목소리 악기 신체 물체 등을 이용하여 음악으로 표현, , , 할 수 있도록 한다.

↳ 창의-K  창의-S  소통-S  감성-S

분석 
결과

창의 창의 소통 감성-K, -S, -S, -S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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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음 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6) [4 01-06]

성취
기준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르거나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한다.      ↳ 

소통-K   ↳ 소통-S     ↳ 소통-K              ↳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노래를 부를 때 앉아서 또는 서서 부르거나 자세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 

↳ 소통-K

는 것을 경험하여 좋은 소리를 위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소통-K  소통-S

또한 악기를 연주할 때 자세 및 주법이 좋은 울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소통-K

을 체험하고, 악기의 특징에 따른 바른 자세와 기본적인 주법을 익혀

            ↳ 소통-K

연주하도록 한다.

↳ 소통-S

분석 
결과

소통 소통-K, -S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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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음 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7) [4 02-01]

성취기준 음 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8) [4 02-02]

성취
기준

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3~4 하여 표현한다.

↳ 감성-K                                 ↳ 소통-K

성취
기준 
해설

악곡에서 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알고3~4 , 

↳ 감성-K

소리 언어 그림 신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 , 하도록 한다.

↳ 창의-K  창의-S  소통-S  감성-S

분석 
결과

감성 감성 소통 창의 창의-K, -S, -S, -K, -S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의견

성취
기준

상황이나 이야기 등을 표현한 음악을 듣고        느낌을 발표한다.

↳ 감성-K  소통-K               ↳ 감성-S  ↳ 감성-A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상황이나 이야기 등을 표현한 음악을 듣고, 

↳ 감성-K  소통-K               ↳ 감성-S

장면이나 줄거리에 어울리는 음악의 표현적 요소에 대해 파악하고 

↳ 감성-K  소통-K

느낌을 발표하도록 한다.

↳ 감성-A  소통-S

분석 
결과

감성 감성 감성 소통 소통-K, -S, -A, -K, -S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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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음 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9) [4 03-01]

성취기준 음 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10) [4 03-02]

성취
기준

음악을 활용하여 가정 학교 사회 등의 행사에 참여, , 하고 느낌을 발표한다.

↳ 문화-S                                       ↳ 자기-A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생일과 기념일 등의 가족 행사 입학식과 졸업식 및 학예회 등의 학교 행사, , 

지역 축제 등과 같은 행사에서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 문화-K  

참여한 느낌을 발표하도록 한다.

 ↳ 자기-A  소통-S

분석 
결과

문화 문화 자기 소통-K, -S, -A, -S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의견

성취
기준

음악을 놀이에 활용해보고 느낌을 발표한다.

↳ 자기-S               ↳ 자기-A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다양한 종류의 놀이에 사용된 음악에 관심을 갖고 음악이 사용된 놀이를 

↳ 문화-K  문화-A                            ↳ 자기-S  문화-S

하거나, 음악을 활용하여 놀이를 해본 느낌을 발표하도록 한다.

       ↳ 자기-A  소통-S

분석 
결과

자기 자기 소통 문화 문화 문화-S, -A, -S, -K, -S, -A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의견



- 100 -

성취기준 음 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11) [4 03-03]

성취기준 음 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12) [6 01-05]

성취
기준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악을 찾아 발표한다.

↳ 문화-K  정보-K             ↳ 정보-S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국악곡이 노동 의식 놀이 등 오늘날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찾아, ,  

↳ 문화-K  정보-K  정보-S

발표하도록 한다.

↳ 소통-S

분석 
결과

문화 정보 정보 소통-K, -K, -S, -S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의견

성취
기준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 창의-K  창의-S

성취
기준 
해설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에서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를 탐색하여 

↳ 창의-K  창의-S

목소리 악기 신체 물체 등을 이용하여 음악으로 표현, , , 할 수 있도록 한다.

↳ 창의-K  창의-S  소통-S  감성-S

분석 
결과

창의 창의 소통 감성-K, -S, -S, -S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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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음 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13) [6 02-02]

성취기준 음 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14) [6 03-02]

성취
기준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 문화-K  감성-S         ↳ 감성-K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의 문화권에 해당하는 음악, , , , 을 

↳ 문화-K

듣고,        악곡의 특징 및 분위기에 대해 구별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 감성-S   ↳ 감성-K                   ↳ 정보-S  소통-S

분석 
결과

문화 소통 감성 감성 감성 정보-K, -S, -K, -S, -A, -S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의견

성취
기준

음악이 심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 자기-K                            ↳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음악이 사람의 행동과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 자기-K  정보-K                          ↳ 정보-S  소통-S

음악 활동이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경험을 발표한다.

↳ 자기-K  소통-S

분석 
결과

자기 정보 정보 소통-K, -K, -S, -S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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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음 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15) [6 03-03]

성취기준 음 음 음 음 음( [6 01-01], [6 01-02], [6 01-03], [6 01-04], [6

음 음 은 학년군 성취기준의 내용과 동일01-06], [6 02-01], [6 03-01] 3-4

하므로 생략합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취
기준

우리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음악 문화유산을 찾아 발표한다.

↳ 문화-K                               ↳ 정보-S  소통-S

성취
기준 
해설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국악 관련 문화재를 찾아 발표하도록 한다.

↳ 문화-K                              ↳ 정보-S  소통-S

분석 
결과

문화 정보 소통-K, -S, -S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의견



- 103 -

Abstract

Improvement Directions for 

Achievement Standards to 

Implement the Subject 

Competencies in 2015 Revised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Music Education

Jihye Kim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urriculum is revised to reflect its educational relevance in 

the age; accordingly, the concept of core competency was 

introduced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For music education, 6 

types of competencies were suggested as the main subject.

These competencies call for specific demonstrations that how 

they can be applied in the curriculum of music education. 

Competency is an ability that learner should exhibit to make a 

practical living after the finish of education. To reify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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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the competency within the scope of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are required as a description of behavior 

that students are expected to show at the end of the grade. In 

this study, therefore, I investigated the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achievement standards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6 

subject competencies in the 2015 revised elementary school music 

curriculum.

To do this, I reviewe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competencies and the requirements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and examined the related knowledge to categorize the subject 

competencies of music education for the analysis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Following the investigation of the 

competencies, achievement standards, and their configuration 

systems in the Korean curriculum of music educatio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that are also running the competency-based 

curriculum, such as United States, Australia, and Singapore, is 

performed.

The analysis results regarding how well the achievement 

standards are reflected in the subject competencies of music 

educa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6 subject competencies of music education are 

not evenly reflected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Second, among 3 

subelements of competency, attitudes appear less frequently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compared with the others knowledge and —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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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direction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achievement standards: First, specify the contents 

of subject competencies of music education. Second, reflect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which are the subelements of 

competency, evenly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Third, consider 

more detailed levels of subject competencies of music education 

for the achievement standards.

Keywords : subject competency, achievement standards, 2015 revised 

curriculum, music education, competency-based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6-2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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