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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천 아트밸리는 학교라는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사회와 연계

한, 감성과 지성이 조화로운 학생 성장을 돕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부천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예술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표회 참여를 통해 성취감 및 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음악교육으로서 밴드음악의 수용 필요성과 부천

아트밸리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학교 밴드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아트밸리 교육내용의 체

계적 확립과 내실화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첫째,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는 대중음악 밴

드의 개념을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학교음악교육으로서 밴드음악의 수용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청소년과 음악의 관계를 이해하고 국내외 현

황 및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부천 아트밸리 교육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추진 배경 및 의

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한계와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여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앞 장의 사례와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부

천 아트밸리 중학교 밴드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학교 실정에 맞는

연간 지도 계획을 설계하여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음악교과

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을 둔 악곡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밴

드음악의 성격에 부합하는 공연 실습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

였다. 학교 행사, 대회 및 발표회 등 학교 내외의 공연 기회와 지역 축제

참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연 기회를 고루 포함하였다. 또한, 공연 체

험학습과 예술가 방문학습 등 전문가 활용 형태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학

교 내외의 예술교육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나아가 부천의 풍부한 문화예

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폭넓은 음악 경험과 미적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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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음악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밴드음악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공연을 감상하고, 창의적인 표현으로 합주하며 나아가 즉흥연주 등의 창

작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악기 연주 역량을 기를 뿐 아니라

실제 공연을 만들고 지역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등 음악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삶 속에서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갖게 한다.

주요어 : 밴드음악, 밴드음악 교육 프로그램, 부천 아트밸리

학 번 : 2015-2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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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소리를 통하여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로 청소년

기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 음악교육은 다양

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며,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

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풍부한 음악

적 표현 능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미적 체험을 가능하도록 할 뿐만 아

니라 올바른 정서 함양, 인성교육,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매우 유용하다.

다양한 음색의 악기를 통해 폭 넓은 표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소리와 더불어 다른 악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연주하는

합주 활동을 통해 협동심, 책임감, 자신감 등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

다. 청각, 시각은 물론 다양한 근육과 운동 감각을 사용하여 리듬, 가락,

음색 등 음악을 이루는 여러 요소를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감각을 발달하

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여럿이 함께 음악 공연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

정에서 협동심과 소통 능력, 성취감과 긍지를 얻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합주 활동 중 청소년기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대중음악 합주1)이다. 대중음악은 국악과 클래식 음악과 더불어 보편적인

음악이 되었으며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 학

생들은 대중문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중 스타에 열광하며 모방하려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와 수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인 교육 방법과 실행이 요구 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대중음악 합주

1) 본 연구에서의 대중음악 합주란 보컬,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신디사이저,

드럼 등의 대중음악 밴드 구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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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정규 음악 수업보다는 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나 방과후학

교, 동아리, 외부지원 사업의 프로그램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초·중·

고등학교의 학생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함으로써 예술성과 창의성을 기

르고, 바른 인성과 감성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법을 제정하고 문화예술교육

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시행하였

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조례 개정

(‘16.11.8.) 제6조(계획수립)’에 의거 4년마다 학교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교육의 법적 정의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

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이다.2)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정의는 ‘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미적 감수성 함양, 창의성

육성, 정서 함양을 통해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모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 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교육’이다. 경기도교육청 학

교예술교육의 기본원칙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학교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을 지

향한다.

학교예술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는 도내 지역 중 하나는 부천시이다.

‘문화특별시, 부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문화예술사업에 지원을 아

끼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부천시와 부천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학교 문화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부천 아트밸리 교육’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문

화예술교육의 우수사례라 할 수 있다. 부천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예술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표회 참여를 통한 성취감

및 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한다.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음악과 미술 분야로 나뉘며, 음악 분야의 비중이 높다. 음악 분야는 밴

드, 관현악, 합창, 오카리나, 단소, 가야금, 사물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있다. 이 중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밴드음악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2017.03.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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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운영 컨설팅, 운영비 지원, 예술 강사

파견, 문화시설 및 콘텐츠 지원 등 부천시청과 교육청, 지역문화예술단체

에 의한 행정적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활동의 질을 결정

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음악적 기량을

향상하여 음악을 생활화하고 삶 속에서 즐기는 태도를 갖게 하는 부천

아트밸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을 체계적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밴드음악의 개념 및 수용 필요성, 부천

아트밸리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

로그램을 세 가지 형태로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밴드음악의 개념을 살펴보고 학교음악교육으로서 밴드음악의 수

용 필요성에 대해 고찰한다. 청소년과 음악의 관계를 이해하고 국내외

학교 밴드음악교육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부천 아트밸리 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추진 배경 및 의의,

교육 내용을 살펴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본다.

셋째, 앞 장의 사례와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부

천 아트밸리 중학교 밴드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연간 지도 계

획을 설계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과서 14종의 대중음악 부분을 분석하여 악곡을 선정한 뒤 교육

과정에 기반을 둔 악곡 지도 방안을 제시한다. 학교 행사, 대회 및 발표

회, 지역 축제 참가 등 다양한 공연 실습 형태의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공연 체험학습과 예술가 방문학습 등 전문가 활용 형태의 프

로그램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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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 연구에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회전자도서관

을 이용하여 학술지와 학위논문, 정책 계획서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둘째, 현황 및 사례 조사는 시행 기관의 1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

석·연구한 2차 자료를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셋째, 부천시청, 부천교육지원청, 부천문화재단, 부천예총 등 부천시 문

화예술교육 관련 기관의 웹페이지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방향에 따른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주제인 밴드음악에 대한 언

급이 대중음악 합주, 실용음악 밴드, 밴드합주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중음악과 밴드음악의 개념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부천 아트밸리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다양한 학교급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비교적 연구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중·고등학교 중에서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중학교 프로그램을 대

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비해 입시 위주의 지식교

육이 강조되며 실질적으로도 중학교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부천 아트밸리 뿐 아니라 전국적으

로도 중학교에서 보다 활발한 밴드음악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양은주, 김선희(2009: 64)에 따르면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실용음악

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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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천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

램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지역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을 담은 밴드음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중음악 교육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연구와 밴드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방안 연구로

나뉜다.

1) 대중음악 교육의 현황 및 실태 연구

양은주, 김선희(2009)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용음악 교육프로

그램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각 시·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홈페이

지의 수강신청 코너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방과후학교나 계발활동

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실용음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

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개설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밴드

반, 기타반, 드럼반 등이 있다. 서울·경기 지역의 중학교 세 곳과 전문계

고등학교 한 곳의 사례를 조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였다. 학교 현장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담당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실용음악 교

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방과후학교나 계발활동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적

극적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용음악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지역 사회와의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의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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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정현주, 김수지(2012)는 전국 초중등 학교 내 음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음악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음악프로그램의 빈도는 밴드, 합창, 오케스트라, 뮤지컬의

순으로 밴드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참여하는 학생 수는 합창, 오케

스트라, 밴드, 뮤지컬의 순으로 합창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연도별 창

단비율은 모든 음악 프로그램이 2011년 급격한 상승률을 보이며 신설되

었으며, 그 중 밴드와 합창 프로그램이 471개로 가장 많이 신설되었다.

연구 결과로 공교육 내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그 수요가 증가

해 왔으며, 그 운영 형태가 여러 측면에서 확장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현장 중심의 음악교육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환경 조성, 교사 재교육 및 전문가 양성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수진, 정주연, 신지혜(2017)는 대중음악밴드를 활용한 음악교육프로

그램 사례를 연구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의 대중음악교육 사례를

조사하고, 국외의 미국 제임스 로빈슨 중등학교의 기타 앙상블과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학교의 리듬 워크숍, 네덜란드의 사운드 체크를 조사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적 특징과 효과를 소개하였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리틀키즈록이 제공하는 대중음악밴드 프로그램인 모던밴드에 대해 연구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중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 대중음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사 교육의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

으로 제시하였다.

2) 밴드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방안 연구

양은주, 강민선, 정승일(2009)은 중·고등학교 대중음악 합주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다. 여러 악기의 개별 지도 및 합주 지도가 함께 이루어

지는 대중음악 합주 수업의 이상적인 모델로 팀티칭 방법을 사용하였다.

1회 2차시로 구성하여, 1차시에는 기악을 전공한 교사가 악기 별로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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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을 지도하고 2차시에는 리더를 맡은 한 명의 주임교사와 나머지

보조교사들이 합주 수업을 지도하도록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를 통해 학생들이 대중음악에 대한 바람직한 안목과 감수성을 기르고 악

기 연주 능력과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학

교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여 학생들의 취미와 적성을 계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양은주, 강민선, 김지현, 길혜영(2015)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자유학

기제 정착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밴드합주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자유학기제를 위한 밴드합주 교육과정은 ‘성격’, ‘목표’, ‘영역

별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의 체계로 구성하였다. 밴드합주 교육

프로그램은 총 17차시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차시별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

용 지도서를 개발하였다. 학습할 악곡에 필요한 음악 이론과 연주 방법

을 보컬,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 그리고 전체 밴드로 구분하여 악기별

로 제시하였다. 또한, 자유학기제 밴드합주 프로그램의 확산과 성공적인

결과 확립을 위해 다양한 악보와 음원 자료의 개발 및 악기 시설 확보,

대중음악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최인호(2015)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중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청소년과 대중문화 그리고 대중음악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국내 대중음악교육 현황과 해외 대중음악교육 사례, 대중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요구에 대한 청소년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발전적

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중음악교육허브’를 중심으로 지역의 대중

음악교육 관련 기관들을 한데 묶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인력양성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학의 실용음악과를 활용하며, 학교 안 ‘방과후학

교와 거점뮤직센터’의 합리적인 이원화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철학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육운영·교육실행 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대중음악분야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

들이 좋은 대중음악교육을 받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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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2017)는 프로젝트 접근법(Project Approach)을 적용한 방과후학

교 밴드부 지도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를 위해 방과후학교의 정의와 배

경을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광주광역시 내 중학교에 설치된 음

악프로그램 부서의 현황을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프로젝트 접근법에 대한 이론과 원리를 알

아보고, 프로젝트 접근법을 통한 밴드부 지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

였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접근법을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고 이를

통한 밴드부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접근법을 적용한 방과후

학교 밴드부 수업은 총 17차시로 진행되며 준비 단계, 시작 단계, 전개

단계, 마무리 단계의 네 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단계에서 실시해야 할 구

체적인 활동 및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밴드음악에 대한 이해와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며 실생활과 관련된 음악 활동이 가능하기를 기대하

였다.

윤보미(2018)는 마을 방과후 음악활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 연계

음악교육으로서 ‘방과후 음악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방과후

학교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해 방과후학교 음악 활동의 현황 및 문제점

을 문헌 조사하였다. 지역과 연계한 방과후학교의 음악 활동에 관한 사

업과 프로그램들을 조사한 후, 그 중에서 이 연구자가 생각하는 방향과

가장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여 실태조사 및 분석하고 방과후 음악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와 교육청, 지역의 네

트워크 협력 체제 구축, 방과후 활동 지원센터 설립, 음악 활동 사용 공

간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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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대중음악 및 대중음악 밴드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학

교교육에서의 대중음악 활용 사례와 학교교육에서의 밴드 음악 수용 필

요성을 살펴봄으로써 부천 아트밸리 밴드음악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한다.

1. 밴드음악의 개념

밴드음악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중음악

밴드에 국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대중음악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파퓰

러 뮤직(popular music)에서 출발했으며, 일반적으로 클래식이나 예술음

악, 순수음악 등과 구별하여 보통의 대중이 즐기는 이해하기 쉬운 음악

이자 넓은 호소력을 갖는 음악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음악용

어사전, 1996). 대중음악의 장르와 분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구

분되어 왔으며 각 나라마다 대중음악이 의미하는 바가 상이하다. 우리나

라에서는 K-Pop 등의 대중가요를 의미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는 대중음악을 대중가요, 미국·영국의 팝송,

재즈, 영화 음악, 뉴 에이지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

다. 다양한 대중음악 장르 중 밴드는 일반적으로 보컬, 일렉 기타, 베이

스 기타, 어쿠스틱 기타, 신디사이저, 드럼 등의 편성으로 여러 명의 연

주자가 합주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합주곡의 장르와 편곡에 따라 다양한

악기로 구성될 수 있고 멜로디와 화음, 리듬 파트로 구분할 수 있다. 보

컬이 주로 멜로디 파트를 담당하고 기타는 화음을 담당하며 드럼을 비롯

한 타악기가 리듬 파트를 담당한다. 베이스 기타와 신디사이저는 리듬과

멜로디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악기이며 특히 신디사이저는 화음을 만드

는 악기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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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밴드음악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밴드음악을

선보인 인물은 기타리스트 신중현이다. 1970년대 대학가요제와 1980년대

스쿨밴드의 활약으로 밴드음악에 대한 기호가 생겨났으며 폭발적인 사운

드를 특징으로 하는 메탈 밴드와 소규모 레이블에 의한 인디 밴드 등 다

양한 장르의 밴드음악이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입지를 굳혔다. 2000년대

이후 K-Pop 열풍과 함께 많은 밴드가 다양한 음악을 시도하며 우리나

라 밴드음악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2. 학교음악교육으로서 밴드음악의 수용 필요성

1) 청소년과 음악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인지적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로 문

화적 감수성과 창조적 표현력 계발을 돕는 예술교육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음악교육은 삶 속에서 음악을 즐기며 타

인과 소통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중음악의 급격한 발달은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특

히 청소년들은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중음악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대중음악은 감정에 호소하는 힘이 강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 장르이다(이수진, 정주연, 신지혜, 2017:

61). 유튜브(Youtube), TV 방송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손쉽게 대중

음악을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연을 직접 관람하며 음악을 향유하는

학생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따라 대중음악을 소재로 한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서도 대중

음악과 대중음악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양은

주, 강민선, 정승일, 2009: 117).



- 11 -

2) 국내외 현황 및 사례

현재 학교교육에서의 밴드음악은 정규 음악 수업보다는 주로 방과후

학교나 학교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개별 프로그램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다. 이는 개별 악기와 연습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는 환경적인

교육 여건과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급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최근에는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주제선택 프로그램이

나 예술·체육 활동의 하나로 밴드 음악이 활용되기도 한다. 학교 내 밴

드 활동의 형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형태로 전개되

었다(정현주, 김수지, 2012: 499). 창의적 체험 활동 중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직접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자율 동

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국외의 사례로는 세계적으로 대중음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대중음악교육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에서는 다양한 종

류의 대중음악밴드 활용의 기회를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 학생

을 대상으로 연주 테크닉을 연습하고 능동적인 음악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는 대중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로 제임스 로빈슨 중등학교(James

W. Robinson Jr. Secondary School)의 기타 앙상블과 하버드-웨스트 레

이크 학교(Harvard-Westlake School)의 리듬 워크숍(Rhythm Section

Workshop)을 들 수 있다(이수진, 정주연, 신지혜, 2017: 67). 또한 미국

전역의 빈곤층 청소년들에게 밴드 앙상블과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지원하

는 비영리 단체인 ‘리틀키즈록’이 있다. 이 단체는 ‘모던 밴드(Modern

band)’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7개 도시에서 매주 1만여 명의 청소년들

에게 팝음악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최인호, 2015: 108).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악기 연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뿐 아니라

음악을 작곡하고 즉흥연주 하는 등의 창작활동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음 [그림 Ⅱ-1]은 미국 리틀키즈록 활동 장면이다.3)

3) 리틀키즈록 홈페이지, https://www.littlekidsroc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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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미국 리틀키즈록 활동 장면

영국은 세계적인 대중음악 수출국이자 새로운 대중음악 유행을 선도하

는 국가로 지역 뮤직 에듀케이션 허브(Music Education Hubs)를 설립하

여 운영하였다. 이는 새로운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학교와 음악단체, 교회, 사설 학원 등 음악교육 관련 기관 및 단

체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이다. 특히 멘체스터는 런던과 함께

영국에서 대중음악이 잘 발달된 도시로 국가 음악교육허브 공모에 선정

되었고 실질적인 실행기관인 원 에듀케이션 뮤직(One Education Music)

을 통해 대중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최인호, 2015: 119-122).

스웨덴은 평생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업이나 예체능 계열의

사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교육이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음악교육의 핵심은 그룹으로 노래하고 합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악교육의 소재와 교재는 교사들에 의해 선정

되고 학생들의 선택이 자유롭게 반영되며, 대중음악인 팝(Pop)과 락

(Rock)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쿨트라마(Kulturama)는 스웨덴에

서 가장 큰 시립예술학교이며 학교 교과과정부터 성인까지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체 음악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를

차지하는 클래식음악 코스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대중음악교육 과정이

다. 악기연주와 재즈 앙상블, 밴드음악, 뮤지컬, 뮤직테크놀로지 교육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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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개설되어 있다.4)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성인까지 음악을 자연스럽

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시사점

국내외 현황 및 사례를 살펴본 결과 학교음악교육으로서 밴드음악 수

용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확대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내용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

다.

먼저 내용적 측면으로는 밴드음악 교육이 단순히 학생들의 악기 연주

역량을 키우는 것에서 나아가 밴드음악을 작곡 및 편곡하고 즉흥연주할

수 있는 창작 역량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밴드음악 교육은

악기를 연주하고 합주하는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연구 또한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개발되어 왔

다. 악기 연주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곡을 편곡하고 자신의 개성을 표

현하여 즉흥연주하며, 자신만의 곡을 작곡하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확대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음악을 통해 표현하며 음악적 소통 능력과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을 함양할 수 있다.

운영적 측면으로는 밴드음악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학생 오

케스트라와 뮤지컬, 사물놀이 등 국악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왔다. 최근

대중음악 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

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밴드음악 교육은 다양한 종류의 악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악기와 연습 시설, 예술 강사

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악기

4) 스웨덴 시립예술학교 쿨트라마 홈페이지, https://www.kulturama.se/,

2019년 12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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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밴드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

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부천 아트밸리 교육의 추진배경 및 의의

1) 부천 아트밸리 교육의 추진배경

부천 지역의 지리적 · 문화예술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 학

교음악교육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천시는 경기도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 사이의 교량 도

시로서 주거 기능과 과거 신흥 공업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경인전

철 개통으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서울의 위성 베드타운으로 도

시의 역할이 변모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도시’ 이

미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면

서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부천시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크게 부천시 문화경제국 내 문화예술

과, 문화산업전략과, 축제관광과와 부천문화재단, 지역 예술단체로 구분

할 수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과 정책의 형성,

수행 및 평가, 예산 및 재원의 조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특별시, 부

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문화예술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천문화재단은 2001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하였으며 2007년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부천시의 문화예술교육사

업을 전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정책연구 및 정책의제 설정, 예

술지원체계 구축, 지역문화자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부천지회(이하 부천예총)은 1984년

결성하여 지역 예술 발굴 및 보존, 지역 및 분야 간의 아트 허브 역할,

예술문화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음악협회, 국악협회, 무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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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협회, 미술협회 등의 예술문화 회원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부천 아트밸리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전문 강사 및 프로

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부천시와 연계한 부천교육

지원청의 특색교육 사업이다.5) 학생, 학부모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

구가 증대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

되었다. 베네수엘라의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를 바탕으

로 초기 ‘예술교육특화지구’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으나, 공모를 통하여

현재의 ‘부천 아트밸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부천시 관내 초·중·고·특수

학교·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한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 지원은 부천시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강사 및 교사 교육 지원은 부천시청과 부천문화재단이

협력하고 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아트밸리 사업의 학교 정착 및 발표회

운영, 교사 및 강사가 함께 하는 연수 기획 등을 지원한다.

5) 부천교육지원청(2019). 부천아트밸리교육 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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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부천 아트밸리 교육 추진개요 (부천교육지원청, 2019, 3쪽)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

조화로운 인성․감성 예술적 창의성 함양 꿈․ 진로 개척

【느끼고, 표현하기】
 •새롭게 표현하기

 •나만의 독창성 찾기

【좋아하기, 즐기기】 
 •진로 특성 개발하기 

 •꿈 개척하기

 

【예술경험 체험하기】
 •엘리트 예술 경험하기

 •조화로움, 아름다움 경험하기

문화예술프로그램 「부천아트밸리」 운영(음악, 미술영역)

∙ 부천아트밸리 운영 컨설팅

     ∙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연계 

운영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및 

       발표회 운영

     ∙ 학교별 아트밸리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연계  

       운영

    ∙ 발표회 참여

  ∙ 강사비, 거점형 관악부 

    운영비 지원

 ∙ 문화시설 및 콘텐츠 지원

 ∙ 예술 강사 파견

 ∙ 만족도 조사

 ∙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예총,  
    부천필하모니오케스트라 등 

    연계 지원

시청

학교
문화
재단

부천

아트

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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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천 아트밸리 교육의 의의

부천 아트밸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는 예술교육을 통한 학생

들의 문화적 감성 및 창의성 함양이다. 이는 학교음악교육의 궁극적 목

표인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기르고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학생 삶에 기반 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게 하고 공동의 학습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하

는 과정에서 예술적 감수성과 표현력,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

다. 도교육청은 ‘학교 예술교육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학교예술교육종합

계획의 추진과제로 삼아 이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6) 초·중·고 예술교

육 연계성 강화를 위해 초등 저학년 통합교과에서부터 고등학교 예술교

과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에 기반 한 예술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 연

계성을 고려한 학교급별 연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게 개별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기반 융합수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융합수업

사례를 나누고 보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예술편지,

인문교육을 연계한 학생주도성 스토리 등의 학생주도성 프로젝트와 연계

한 예술교육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아트밸리 교육을 통해 예

술교육을 활용한 시민교육 범주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음악

을 예술의 한 분야로 이해하고 다양한 예술분야를 다른 교과에 활용함으

로써 타 교과 지식 형성에 예술적 감수성을 물들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천 아트밸리 교육프로그램은 감성교육과 지성교육이 조

화로운 학교교육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부천 아트밸리 교육은 부천시 문화예술 인프라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색교육이며 부천혁신교육지구의 문화예술특색 교육모델을 구축한

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예술 자체의 자율성이 강조되어왔던 것에

6) 경기도교육청(2019). 학교예술교육 종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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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아가 이제는 보다 넓은 문화의 차원으로 사회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교과 내외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학교 현장의 지역연계 교육

의 경우 지역 행사 및 축제 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교육활동 피

드백과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

하고 나아가 사회 및 넓은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도 학교 스스로 예술교육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결과물이 다시 학교와 지역사회로 환류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트밸리 발표회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감 및 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이 확대된다. 공연 예술이라는 음악의 특성을 직접 경험하고 실제

공연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기 능력 뿐 아니라 협동심, 소통 능력, 음악을

즐기는 태도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발표회를 통해 당해 아트밸

리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학교를 발굴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에 부천 아트밸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부천문화예술교육을 홍

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학생, 학부모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예술교육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 하였다.7) 학령인구는 줄어드

는 데에 반해 사교육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교과는 소폭 상승한 데 비해 예체능 교과 및 취미·교양 분야는

크게 상승하였다. 부천 아트밸리 교육은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안이다. 환경적, 시간적인 문제로 정규교육과정 내 일반음악교

육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음악 분야나 음악 활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교

육할 수 있다.

7) 한겨레 전자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36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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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천 아트밸리 교육 내용 및 시사점

1. 부천 아트밸리 교육 내용

부천 아트밸리 교육의 운영영역은 관악부육성교, 현악, 관현악, 바이올린,

풀룻, 기타, 리코더, 합창, 단소, 풍물, 난타, 밴드, 뮤지컬, 댄스 등 음악 분

야와 도예, 일러스트, 창의미술, 영상만화, 출판만화, 사진, 트릭아트 등의

미술 분야로 나뉜다. 다음은 부천 아트밸리 밴드반 운영 장면이다.8)

[그림 Ⅲ-1] 부천 아트밸리 밴드반 운영 장면

부천 아트밸리는 2011년 73개의 프로그램으로 65개교에서 시작하여

2019년 현재 241개의 프로그램으로 129개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표 Ⅲ-2] 2019 부천 아트밸리 교육 추진현황 (부천교육지원청, 2019, 4쪽)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학교

수
65교 97교 115교 119교 123교 122교 127교 129교 129교

프로그램

수
73개 128개 197개 205개 211개(3) 224개 238개 238개 241(8)

(괄호 안의 숫자는 2019년 거점형 관악부 8교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8) 수업 장면 2019년 5월 9일 촬영, 정기공연 2019년 7월 15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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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음악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전통예술, 기타 공연 예술, 무용(댄스), 만화, 미술, 연극, 공예,

영화, 사진 순이다. 학교급 별 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제일 높

고,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순이다.

[표 Ⅲ-3] 2019 부천 아트밸리 학교급별 및 분야별 프로그램 수

분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계

전통예술 26 8 2 1 37

음악 57 18 14 1 90

연극 6 3 3 · 12

무용(댄스) 12 6 6 · 24

기타 공연 예술 9 11 14 · 34

미술 5 · 10 · 15

사진 1 · · · 1

공예 6 3 · · 9

만화 6 9 2 · 17

영화 · 1 1 · 2

계 128 59 52 2 241

(출처: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21 -

대략적인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교육지원청에서는 2월경 한 해 운

영을 계획하고 예산 지원을 확정한다. 학교에서는 새 학기 시작과 동시

에 활동을 시작하고 연간 교육활동을 진행한다.

[표 Ⅲ-4] 2019 부천 아트밸리 교육 추진일정 (부천교육지원청, 2019, 4쪽)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주 관

2018.12월
~

2019.2월

아트밸리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

강사비, 운영비 지원 확정
학교, 교육지원청, 시청

2월 2019 아트밸리 운영 안내 교육지원청, 학교

3월
2018년 아트밸리 운영 사업비 정산 제출 학교→교육지원청→시청

2019년 아트밸리보조금예산신청, 교부 학교→ 교육지원청→시청

4월 2018 아트밸리 사업비 반납 학교→ 교육지원청→시청

연중 아트밸리교육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교육지원청, 시청

연중 아트밸리교사, 강사역량강화연수운영 학교, 교육지원청

6월 아트밸리 교사, 강사 통합 워크숍 교육지원청, 시청

7월 2019 아트밸리 발표회 수요 조사 학교, 교육지원청

6월 ~ 8월 혁신교육지구(아트밸리) 종합 평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10월
부천아트밸리 발표회

[공연] / [전시]
학교, 교육지원청, 시청

11월 2020 부천아트밸리 예산계획 수립 교육지원청, 시청

12월
2020 부천아트밸리 사업계획

제출 및 심사
학교, 교육지원청,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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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 발표회가 개최된다. 아트밸리 운영교의 교육활동 과정과 결과

물을 전시와 공연의 형태로 발표하여 학생들의 예술성과 인성 함양을 도

모한다. 학생들의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표기

회를 제공하여 성취감과 문화시민 역량을 증진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공

연 관람, 전시물 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 지

역 사회에 부천 아트밸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부

천문화예술교육을 홍보하는 테마 한마당을 운영한다.

발표회는 3일 간 실시되며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연 한마당, 전시 한마

당, 테마 한마당의 영역으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공연 한마당에 참여하는

학교의 수는 초등, 중등을 합쳐 90여 팀이며 총 2,000여 명의 학생이 참

가 한다. 참가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공연을 발표함과 동시에 다른 분야

의 공연을 함께 감상하고 나누는 기회를 갖는다. 공연의 종목은 국악 및

서양음악, 클래식 음악 및 실용음악, 독주·중주·합주·합창 등 다양한 장

르와 연주 형태로 이루어져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테마 한마당은 부천 아트밸리의 목적 및 개

요, 현황, 실적, 학교별 활동내용, 교육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진행된

다. 시민회관의 로비 공간을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 부천시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부천 아트밸리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된다. 이러한 행사는 부천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소질을 계발하고 창의성 및 인성을 함양하며 지역 기반 예술교육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경

험의 장을 제공하고, 부천 아트밸리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부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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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2019 부천 아트밸리 발표회 초대장

단위학교 아트밸리 교육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담당 교사 및 강사의 문

화예술교육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계획하고 운

영한다. 부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와 단위학교의 아트밸리 담당교

교장·교감·교사로 이루어진 연수기획 지원단이 함께 협의하여 교육현장

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수를 기획하고 실시한다. 연수는 예술

중심의 융합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 및 강사의 융·복합적 역량을 신

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예술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이론교육 뿐

만 아니라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한 실습, 레크숍(Rec-Shop)9), 융합수업구

안을 위한 체험학습으로 구성되어 실행학습 중심의 연수 방법의 다양화

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 변화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비전을

갖춘 운영리더를 양성하고 부천 혁신교육 운영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9) 레크숍(Rec-shop)은 레크리에이션(recreation)과 워크숍(workshop)의 개념을

합친 것으로, 융합수업사례 발표와 함께 준비된 게임을 즐기며 교수 역량을

강화한다(부천교육지원청, 2019,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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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러한 아트밸리 담당 교사 및

강사 역량 강화 연수는 예술중심 융합교과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 및 실천할 수 있는 교사·강사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

다.

2. 부천 아트밸리 교육이 주는 시사점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학

교예술교육은 여전히 도구교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예술교육을 통

한 감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성과 지성이 조화로운 학생 성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감성교육과 인지교육을 종합적으로 접

근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의 일환으로

타 교과와 예술의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예술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교육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

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 및

교사들의 요구가 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단발적인 수업의 연속으로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수업의

교수·학습 자료가 되는 다양한 악보와 음원 자료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

다.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악보의 형태로 편곡하여 이를 활용하는 과정

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스템이나 체계가

미비하다. 또한, 보편적인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학생이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주어진 틀 안에서 예술

체험이 이루어지고 발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학생이 주도하고

스스로 기획하는 자발적 프로젝트 기반 예술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예술교육 주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술교육의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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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운영을 위한 예술교과 교사의 역량 강화 연수와 교사와 예술 강사의

효율적인 협력수업을 위한 의견 교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술교육 지원학교와 지원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개별 학교의 주체적인 문화

예술교육 추진에 한계가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예술교육 종합계획’을 4

년마다 발표하고 추진과제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으로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자율성이 위축되었으며 지역의 특

성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학교예술교육 지원 및 협력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도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지원과 정책연구,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의 예술교

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도교육청의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교육지원청 역시 예술교육을 전담하는 장학사

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경기도교육청, 2019: 11). 지역

기반 학교예술교육 생태계가 미흡한 문제도 있다. 지역 예술단체, 문화시

설 등과 연계한 특화된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부천의

인적, 물적 문화예술 인프라 연계와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질

적 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학교교육과정 수립이 필요하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과 표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일상적 예술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음

악 뿐 아니라 미술,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

화예술공간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과 교육 주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감성교육으

로서의 부천 아트밸리 교육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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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학교 밴드음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천 아트밸리 기반 밴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은 2015 개정 음악과 교

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체계의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 기능을 바탕으로

중학교 음악 교과서 및 부천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설계하였다.

1. 밴드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수업설계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부천 아트밸리의 특성을 고려한 밴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수업을 설계하였다. 한 학기를 17차시로 설정하고 1, 2

학기를 합쳐 총 34차시의 연간 지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론적 이해와

실음 중심 감상, 실기 능력의 향상, 공연 실습, 다양한 행사 참여를 고루

계획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밴드음악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합주 수업에 앞서 밴드음악의 개념과 의미, 각 악기의 특성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통해 기존에 알

고 있는 밴드음악에 대한 지식과 잘못 알고 있는 사실 등을 점검하며 밴

드 음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끼리 친밀감

을 높이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과 자신의

음악적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앞으로 이루

어질 합주활동에서의 협동심과 음악적 소통 능력의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고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재곡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곡은 한 학

기에 4~5곡을 선정하는데 각각의 악곡을 선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중

학생의 눈높이에 맞고 음악적으로 가치를 인정 받아온 악곡을 기본 합주

곡으로 선정하며, 자료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

악 교과서를 활용한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소리의 조화와 합주의 즐

거움을 느낄 만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 곡을 찾아 선정한다. 합주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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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개별적인 음악적 기량과 창조적 표현 능력을 키워주는 것 역시 중요

하므로 각 파트의 솔로가 두드러지는 악곡을 협의하여 선정한다. 마지막

으로, 실제 공연에서 관객과 호흡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쉬운 곡을 선정한다. 앵콜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 학습하고 앵콜곡도 함

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해 기초 실기 능력에 대한 지도와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 테크닉 연습을 통해 합주가 가능할 정도의 실기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이후 선정된 악곡의 개별 파트 연습을 통해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주를 위한 준비를 한다.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나

화음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파트끼리 모둠별 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주 연습을 통해 음악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사회성과 협

동심을 기른다.

넷째, 음악 감상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미적 체험을 하게하며 이를

통해 밴드음악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 매체를 통해

음악을 감상하는 것에 익숙한 요즘 학생들에게 실음을 통해 음악을 감상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대중문화에 대한 창조적인 수용자가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직접 공연장에 방문하여 공연을 관람하는 것

은 음악적 체험과 더불어 공연 예절, 무대 매너 등 음악에 대한 바른 태

도를 간접적으로 익힐 수 있는 기회이다.

다섯 째, 정기공연, 버스킹 및 작은 음악회, 학교 축제, 체육대회 등의

크고 작은 학교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며 나아가 문화예술를 향유하는 학교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공연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연의 특성, 청중의 의

미, 효과적인 전달 방법, 무대 활용 방법 등 다양한 공연의 요소들을 자

연스럽게 학습하고 연주자로서의 자질을 갖춘다.

여섯 째, 외부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아트밸

리 발표회에 참가함으로써 협동심과 배려, 재능과 끼를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학교 외부 활동에 학교를 대표하여 참가하면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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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나아가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

위와 같은 다양한 부천 아트밸리 밴드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통상적인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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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
내 용 활 동 차시

1

밴드 음악의

이론적 이해

-밴드의 구성 이해하기

-각 악기의 특성 이해하기

-자신의 음악적 경험 나누기

1

합주 악곡 선정

-교과서 활용 악곡 선정하기

-교육적 효과가 있는 악곡 선정하기

-각 파트별 솔로 악곡 선정하기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악곡 선정하기

2

실기 능력의 향상

-기본 테크닉 연습하기

-개별 연습하기

-모둠별 연습하기

-합주 연습하기

3~5

실음중심 감상 수업 -공연 체험학습하기 6

실기 능력의 향상

-개별 연습하기

-모둠별 연습하기

-합주 연습하기

7~9

학교 행사 참여
-작은 음악회 및 버스킹 개최하기

-체육대회에 어울리는 음악 공연하기
10

실기 능력의 향상

-개별 연습하기

-모둠별 연습하기

-합주 연습하기

11~12

지역 축제 참여 -복사골청소년예술제 참여하기 13

실기 능력의 향상

-개별 연습하기

-모둠별 연습하기

-합주 연습하기

14~15

학교 행사 참여

-공연 기획 및 준비하기

-1학기 정기공연 개최하기

-정리 및 평가하기

16

외부 대회 참여 -청소년수련관 주체 대회 참가하기 17

[표 Ⅳ-1] 아트밸리 밴드음악 교육 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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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밴드 음악의

이론적 이해

-1학기 공연에 대한 피드백하기

-1학기의 음악적 경험 나누기

-각 악기의 특성 이해하기(심화)

1

합주 악곡 선정

-교과서 활용 악곡 선정하기

-교육적 효과가 있는 악곡 선정하기

-각 파트별 솔로 악곡 선정하기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악곡 선정하기

2

실기 능력의 향상

-기본 테크닉 연습하기

-개별 연습하기

-모둠별 연습하기

-합주 연습하기

3~4

예술가 방문학습

-함께 연주하기

-음악가와의 대화를 통한 음악과 진로

이해하기

5

실기 능력의 향상

-개별 연습하기

-모둠별 연습하기

-합주 연습하기

6~7

학교 행사 참여 -작은 음악회 및 버스킹 개최하기 8

실기 능력의 향상

-개별 연습하기

-모둠별 연습하기

-합주 연습하기

9~10

외부 발표회 참여 -교육청 주최 발표회 참가하기 11

실기 능력의 향상

-개별 연습하기

-모둠별 연습하기

-합주 연습하기

12~13

학교 행사 참여 -학교 축제에 어울리는 음악 공연하기 14

실기 능력의 향상

-개별 연습하기

-모둠별 연습하기

-합주 연습하기

15~16

학교 행사 참여

-공연 기획 및 준비하기

-2학기 정기공연 개최하기

-정리 및 평가하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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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활용 형태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눈높이

에 맞는 제재곡을 선정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흥미를 느끼

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악곡의

연주 난이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음악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

른 교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중심자료로서 교과서에 선

정되어 수록된 악곡들은 학교 음악교육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민경훈, 2014: 47). 따라서 이 절에서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 14종의 대중음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밴드 음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

고자 한다.

1) 교과서 분석 기준

음악 교과서의 분석 방법에는 외형, 수업의 제재가 되는 악곡, 교수·학

습 방법의 관점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악곡의 관점을 활용하였으며,

국악, 클래식 음악, 대중음악 등 다양한 음악 장르 중 밴드와 가장 관련

이 깊은 대중음악으로 분석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 중에서도 밴드 형

태로 연주하기 어려운 아카펠라, 뉴 에이지, 어쿠스틱 송, 발라드, 아이돌

가수의 댄스음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가요, 팝송, OST, 영화 음악, 캠페

인 송을 분석하였다. 악곡의 기준은 8마디 이상의 악보가 명시 되어 있

는 악곡으로 하였다. 교과서 내 대중음악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곡명

과 연주자만을 제시한 악곡은 표현 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

외하였다. 곡명과 연주자 명칭은 교과서 표기를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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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금성

출판사
다락원 동아출판 미래엔 박영사 비상교육

교 금 다 동 미 박 비

성안당
세광음악

출판사
아침나라 와이비엠

음악과

생활
지학사 천재교육

성 세 아 와 음 지 천

곡명 작사·작곡가 출판사 빈도수

여행을 떠나요 하지영 작사·조용필 작곡 교,금,동,박,비,성,아,천 8

버터플라이
강현민, 이재학 작사·

이재학 작곡
다,동,세,아,음,지 6

I Have a Dream
앤더슨, 울바에우스

작사·작곡
동,미,박,세,음,지 6

벚꽃엔딩 장범준 작사·작곡 교,금,비,성,세 5

아름다운 세상 박학기 작사·작곡 금,다,비,음,천 5

오! 필승 코리아 붉은 악마 작사·작곡 금,박,비,음 4

Sing, Sing, Sing! L.프리마 작사·작곡 동,성,와,천 4

통일송 정소영 작사·김효식 작곡 교,금,동,지 4

2) 출판사별 교과서 분석

14종의 중학교 음악 교과서 분석 결과 밴드 형태로 연주하기 적절한

대중음악 악곡은 총 54곡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악곡을 수록한 교과

서는 금성 출판사로 13곡을 다루고 있었다. 교과서별 수록된 악곡을 정

리한 표는 부록에 나타냈다. 각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을 정리한 표는 다

음과 같다. 출판사의 이름은 첫 글자로 나타내고자 한다.

[표 Ⅳ-2] 중학교 음악 교과서 14종의 표기

[표 Ⅳ-3] 중학교 음악 교과서 14종에 수록된 대중음악 밴드 악곡



- 33 -

성자들의 행진 흑인 영가 교,금,세 3

Summer Night
제이콥스, 케이시

작사·작곡
금,성,음 3

붉은 노을 이영훈 작사·작곡 금,다,와 3

Let It Be 매카트니 작사·작곡 다,지,천 3

행복을 주는 사람 이주호 작사·작곡 성,아,와 3

Let It Go
R.로페즈, K.앤더슨

작사·작곡
세,와,천 3

14종의 중학교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된 악곡은 하지영 작사·조용필

작곡의 <여행을 떠나요>로 8개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교과서별 내

용을 살펴보면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기타 연주 활동의 연습곡으로 활용

하였으며 8비트와 칼립소 리듬 스트로크를 노래에 맞춰 반주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금성 교과서에서는 제창 활동의 연습곡으로 활용하였으며

기타나 우쿨렐레 연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제시하였다.

동아출판 교과서에서는 드럼 연주 활동의 연습곡으로 활용하였으며 다양

한 드럼 리듬을 연습하고 악곡에 맞추어 연주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박영사 교과서에서는 밴드 음악을 하나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여 밴드 구

성을 이해하고 각각의 악기를 연습한 뒤 합주하고 공연 및 평가를 진행

하는 일련의 밴드 공연의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악보 또한 밴드 악보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 본 수업 설계의 의도에 적합한 자료로 분석되었

다. 비상교육 교과서에서는 드럼과 기타, 우쿨렐레 연주 활동의 연습곡으

로 활용하였으며 기타와 우쿨렐레, 드럼으로 노래를 반주해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성안당 교과서에서는 가창 활동의 연습곡으로 활용하였으며

여행의 기록을 묶어 뮤직 비디오를 제작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제시하였

다. 아침나라 교과서에서는 기타 연주 활동의 연습곡으로 활용하였으며

기타 반주에 맞추어 노래해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천재교육 교과서에

서는 드럼 연주 활동의 연습곡으로 활용하였으며 드럼 악보와 함께 제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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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교과서 밴드합주 악보 예시 (박영사, 2018, 116쪽)

밴드음악 수업에 활용하기 적합한 대중음악 중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

록된 <여행을 떠나요>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기타나 드럼 연주 활동의

연습곡으로 활용하였으며 가창 활동이나 밴드합주 활동의 연습곡으로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도 악곡 선정

교과서는 학교 음악수업의 기본 교재로서 음악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집필되었으며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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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러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

는 악곡을 선정하여 밴드음악 수업을 설계하고자 한다.

<여행을 떠나요>는 1985년 4월 10일 발매된 조용필 7집 마지막 트랙

에 수록된 곡으로, 국민가요로 불릴 만큼 멜로디가 흥겨우며 리듬이 어

렵지 않고 가사도 따라 부르기 쉬운 곡이다. 경쾌하고 신나는 분위기의

곡으로 여행을 가는 상황이나 더운 여름 날씨에 어울려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아 왔으며 이승기, 윤종신 등 후배 가수들에 의해 리

메이크 되기도 했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곡이고 멜로디와 리듬의

특징이 명확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밴드음악 수업에 적합한 곡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곡에 적합한 학습목표와 표현 활동을 설계하여 실제

아트밸리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4) 지도 방법의 실제

지도 방안 설계의 토대는 양은주 외 3인(2015)이 개발한 ‘자유학기제

밴드합주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을 참고하였다. 양은주 외 3인은 중학

교 1학년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밴드합주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교

육부 지원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개발한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 총론

및 각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각론은 ‘1. 성격’, ‘2. 목표’,

‘3. 영역별 내용’,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1.성격’과 ‘2. 목표’ 항은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

었으며,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선택교육과정 중 합창·합주, 음악전

공실기, 공연실습 교과목의 교육과정 목표를 분석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

구의 지도의 실제와 관련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3. 영역별 내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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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역별 내용

가. 밴드합주 음악의 개념 이해

① 밴드합주를 구성하는 건반, 전자 기타, 전자 베이스, 드럼 등의

악기와 보컬의 특징과 음색의 차이를 이해한다.

② 밴드합주의 연주 형태에 따른 종류와 시대별 밴드 악곡의 특성

을 이해한다.

③ 밴드 악곡의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음악 이론으로 선율, 리듬,

화성, 음색, 짜임새 등을 이해하고 실제 악곡에 적용한다.

④ 밴드 악곡의 스타일에 따른 곡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위기와

특징을 구별한다.

나. 밴드합주의 실제

① 각 악기별 기본적인 연주 기법을 익혀 악곡의 전개에 따른 연주

의 강약을 표현하여 연주한다.

② 악기에 필요한 음향 장비나 기기의 사용법을 이해하고 적절한

음색을 찾아 연주한다.

③ 곡의 스타일과 분위기에 맞는 리듬의 특징을 표현하며 창의적으

로 연주한다.

④ 다양한 스타일의 악곡을 연주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를 인식한다.

⑤ 다른 악기의 연주를 들으면서 리듬, 음량, 음색 등에서 조화로운

합주가 되도록 연주한다.

⑥ 밴드 모둠원의 의견을 모아 자신들 만의 개성이 넘치고 창의적

인 음악이 되도록 합주한다.

다. 밴드합주 음악 감상과 현장 체험

① 악곡의 선율, 리듬, 화성, 짜임새 등의 음악적 요소가 어울려

나타나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감상한다.

② 악곡의 스타일과 양식에 따른 차이를 구별하면서 감상한다.

③ 다양한 시대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음악을 감상하면서

음악의 다양성에 대하여 평한다.

④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음악 공연을

[표 Ⅳ-4] 밴드합주 교육과정 중 영역별 내용 (양은주 외, 2015, 143쪽)



- 37 -

이해하며 공연 현장을 체험한다.

⑤ 음악 공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획과 공연장, 무대 제작, 영상

등의 준비 과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토론한다.

⑥ 음악 공연에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고 연주자 및 음악 분야 전문

가를 인터뷰해 보며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한다.

⑦ 바람직한 음악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라. 밴드 공연 제작

① 밴드 공연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주곡, 연주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공연을 기획한다.

② 공연을 발표하기 위한 무대 장치, 악기, 음향과 영상 등을 점검

하고 리허설 을 하면서 공연을 준비한다.

③ 음악 공연의 다양한 형태에 대하여 이해하며 자신의 개성과

창의적인 표현으로 청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공연이 되도록 한다.

④ 음악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음악 활동 참여의 즐거움

을 체험하며 밴드합주 공연을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

⑤ 지역의 공연장, 지역 사회 축제,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병원 등

학교 밖의 공연장을 찾아 음악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도

록 한다.

⑥ 공연을 마친 후 공연 녹화물을 감상하고 장단점을 논의하면서

연주를 비평하는 능력을 기른다.

크게 밴드합주 음악의 개념 이해, 밴드합주의 실제, 밴드합주 음악

감상과 현장 체험, 밴드 공연 제작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 Ⅳ-5]는 본 연구의 교육과정 활용 단계에 적합한 내용을 영역별 내

용에서 추출한 것이다. 실제 합주에 앞서 감상 활동을 통해 음악을 익

히는 과정을 갖기 위해 순서를 변경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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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내용 교육과정 활용 단계 내용

1. 밴드합주 음악의 개념 이해

-악기와 보컬의 특징과 음색 차이 이해

-악곡 스타일에 따른 곡의 구조 이해

è 1. 밴드합주 음악의 개념 이해

-보컬,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신디사이저, 피아노, 드럼의 구성

-벌스, 코러스, 솔로, 브릿지 구성

2. 밴드합주 음악 감상과 현장체험

-시대, 사회·문화적 배경을이해하며감상

-음악적 요소 느끼며 감상

è 2. 밴드합주 음악 감상

-한국적인 팝, 로큰롤 음악의 등장

-선율, 리듬, 화성, 짜임새 등의 요소

3. 밴드합주의 실제

-기본적인 연주 기법

-음향 장비, 기기 사용법 익히기

-곡의 스타일과 분위기에 맞는 리듬의

특징을 표현하며 창의적으로 연주

-다른 악기의 연주 들으며 조화로운

합주하기

-개성 있고 창의적인 음악 만들기

è 3. 밴드합주의 실제

-당김음 리듬, 쉼표 살려 연주

-바른 자세와 연주법, 음악적 표현

-마이크, 앰프, 믹서 사용법

-4비트, 8비트 리듬의 특징

-리듬기타의 레이크 테크닉의 특징

-솔로 부분의 연주기법

-필인, 애드리브 등 편곡하기

4. 밴드 공연 제작

-공연의 형태와 특징을 이해하여 개성

있고 창의적인 표현하기

-공연 녹화물을 감상하고 장단점을 논의

하면서 연주를 비평하는 능력 기르기

è 4. 밴드 공연 제작

-공연장의 특징에 따른 악기 배치

-무대 활용 방법과 무대매너 익히기

-공연 피드백

[표 Ⅳ-5] 밴드음악 프로그램의 단계별 내용

추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행을 떠나요> 악곡의 지도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마지막 단계인 밴드 공연 제작 관련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

루고자 하므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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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사 마디

인트로 1~12

벌스 1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 봐요

13~36

코러스 1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의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37~52

가. 밴드합주 음악의 개념 이해

Ÿ 악기 편성 이해하기

이 곡은 전형적인 록 밴드 구성의 악기를 사용한다. 보컬,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신디사이저, 피아노, 드럼의 구성이다. 구성에 따라 연주자

를 결정하고 보컬을 중심으로 자리를 배치한다.

Ÿ 곡의 구성 이해하기

이 곡의 전체적인 구성은 인트로(Intro), 벌스(Verse) 1, 코러스

(Chorus) 1, 벌스 2, 코러스 2, 기타 솔로(Solo), 벌스 3, 코러스 3, 브릿

지(Bridge), 코러스 4, 아웃트로(Outro)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식을

파악할 때에는 도식화한 악보를 영상매체나 활동지를 통해 제시하여 학

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곡의 구성과 가사, 마디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Ⅳ-6] <여행을 떠나요>의 구성과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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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속의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벌스 2

굽이 또 굽이 깊은 산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53~64

코러스 2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의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65~72

기타 솔로 73~80

벌스 3

굽이 또 굽이 깊은 산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81~92

코러스 3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의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93~100

브릿지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101~108

코러스 4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의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의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109~130

아웃트로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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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자료』

조용필은 1950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레이 찰

스(Ray Charles)’의 목소리에 감명 받아 팝 음악광이 되었고 ‘벤처

스(Ventures)’의 내한 공연을 본 후 기타를 배우게 된다. 집안의 반

대를 무릅쓰고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었으며, 미8군 무대에 기타리

스트로 데뷔하게 된다. 이후 발표한 <돌아와요 부산항에>, <창밖

의 여자> 등의 음반이 히트를 치면서 명성을 얻고 수많은 팬 층을

얻게 되었다. 현재까지 총 18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하였다.

조용필이 활동하던 1980년대는 텔레비전의 발전으로 기존의 ‘듣는

음악’에서 ‘보고 듣는 음악’으로 변화하였다. 화려한 화성의 팝 음악

과 댄스 음악이 유행하였으며 록 음악이 대중화되고 그룹사운드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조용필은 가수, 기타리스트, 작곡, 작사, 편곡가로 모든 분야를 망

라한 다재다능한 음악인이다. 밴드의 리더로서 음악적인 조화는 물

론 연주자의 개성을 하나로 모아 인간적 화합을 이룬 뛰어난 뮤지

션이다. 1980년에 결성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은 현재도 많은 콘

서트를 하고 있으며, 국내 최장수 밴드로서 한국 밴드음악을 대표

하는 상징적인 존재이며, 한국의 콘서트 문화를 정착시킨 인물로도

평가받고 있다(이태윤, 2012: 3).

나. 밴드합주 음악 감상

Ÿ 시대 및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가수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이해하며 악곡을 감

상하도록 한다. 가수이자 작곡가인 조용필의 생애와 업적을 파악하여 음

악 감상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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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예시』

발문: 벌스 부분의 노래와 연주가 문답하는 형식에 집중하여 감상

해보고, 이러한 음악적 효과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응답: 악기 연주가 계속 흘러가고 멜로디가 등장하는 기존의 형식

과 달리 노래와 연주가 문답하는 형식의 벌스를 들으니 노래

Ÿ 음악적 요소 느끼며 감상하기

<여행을 떠나요>는 160 템포의 

박자 곡으로 곡의 길이는 3분 23초

이다. 처음 4마디가 드럼의 8비트로 시작하며 베이스 기타와 리듬기타

역시 4비트와 8비트 리듬을 사용하여 곡을 진행한다. E Major의 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E , A , B 코드가 순환하며 진행된다. 악기의 유니즌 연

주 방식을 택하여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음악적 특징과 요소를 하

나씩 이해하며 전체 악곡을 반복하여 감상하도록 한다.

다. 밴드합주의 실제

Ÿ 기본적인 연주 기법과 음향 장비 사용법 익히기

보컬과 건반,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의 연주 기법을 각각 익힌

다. 조화로운 소리로 함께 연주하는 합주 수업이므로 자신이 담당하는

파트 뿐 아니라 다른 파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연습할 수 있도

록 지도한다. 멜로디의 특징적인 당김음과 쉼표 리듬에 대해 설명하고

리듬을 살려 정확한 박자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벌스 부분의 노래와

악기가 주고받는 문답 형식을 이해하고 이러한 음악적 표현을 살려 연주

하도록 지도한다. 악기 연주끼리 문답하는 형식은 일반적이지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노래와 연주의 대응 구조를 보이는 새로운 기법이 사용되

었다. 이러한 기법의 음악적 효과에 대해 발문하고 학습자 스스로 생각

해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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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는 가사와 멜로디에, 연주 부분에서는 악기의 음색

과 연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참신한 표

현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신디사이저와 피아노의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는 E , A , B , D 코드

의 주법을 익히고 리듬을 연습하도록 한다. 특히 신디사이저는 피아노

음색 외에 스트링(String), 패드(PAD)와 리드(LEAD), 브라스(Brass), 에

프엑스(FX) 등 다양한 사운드를 파악하고 악곡에 어울리는 음색을 찾아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일렉 기타와 베이스 기타는 해당하는 연주 기법

과 포지션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멜로디와 리듬, 화음을 만들어야 한다.

중간의 기타 솔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여 두드러지게 연주할 수 있

도록 한다. 드럼의 경우 기본 4비트와 8비트를 정확하게 익혀 연주하고

변형된 8비트 리듬을 가미한다. 또한, 공백을 채우는 즉흥적인 부분인 필

인(Fill-in)을 구성하여야 한다. 음악이 클라이맥스로 향하며 점점 고조되

는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셈여림 등의 음악적 표현을 지도한다. 특히

코러스 부분에서 서로 호흡을 맞춰 악곡의 밝고 경쾌한 느낌을 살리도록

한다.

또한 보컬 마이크, 기타 앰프, 케이블, 믹서, 믹서용 스피커 등의 음향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실제 공연에서 음향 시설을 직

접 설치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악보 자료는 앞에서

살펴본 교과서 분석 중 본 연구의 의도와 가장 비슷한 박영사 교과서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 44 -

『악보 자료』

(출처: 박영사 중학교 음악①, 115쪽)

3. 공연 실습 형태

앞서 설계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바른 연주 자세와 주법 등 기본 연

주 능력과 음악적 표현력을 배양한 후 실제 연주 활동을 통하여 조화로

운 소리를 경험하고 음악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

록 한다. 다양한 공연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개개인의 실기 발표 능력

과 다른 연주자와 협동하여 음악을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합주 능력

을 향상시킨다. 무대 연주를 통하여 연주자로서 악곡을 청중에게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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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달하는 능력과 올바른 연주 태도 및 자세를 익힌다. 다양한 공연

실습 경험을 쌓기 위해 학교 행사, 외부 대회 및 발표회, 지역 축제 참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내용 체계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내용체계의 영역과 핵심개념, 내

용 요소, 기능을 설정하고 도입, 전개, 정리의 학습 단계로 나누어 제시

하였다.

1) 학교 행사 참여

모든 학교에서는 일련의 다양한 행사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행사 활동이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의식, 학예, 보건, 체육, 수련, 안

전 구호, 교류 활동 등과 같은 교육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

교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과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교육 활동이다(이영철, 2018: 27).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집단 구

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지니고, 민주 시민의 기본 자질을 키우

는 중요한 경험의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행사 활동은 종합적인

교육활동이며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음악과 관련된 학교 행사에는 학교 내 정기공연, 버스킹 및 작은 음악

회 등이 있으며 체육 대회나 학교 축제 같은 예체능 관련 행사의 한 부

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음악 연주의 다양한 공연 형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음악적 소통 능력

을 향상시킨다. 이는 음악의 폭넓은 활용 가치와 필요성을 깨닫고 나아

가 음악 진로에 대한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밴드와 관련한 학교 행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공연으로 학생들이

주최가 되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학기당 혹은 연간 1회 실시

하며 앞서 연습해온 학습 과제에 대한 성취 결과를 많은 학생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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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회이다.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서는 체

계적으로 공연을 홍보하고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사전 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버스킹이나 작은 음악회를 들 수 있다.

버스킹(buscking)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여는 공연10)’이며 주로 거리 공연의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각종 페스티

벌이 증가하고 촬영 매체가 발달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도 버스킹 열풍을 몰고 온 주인공은 ‘슈퍼스타 K’를 비롯한 오디션 프로

그램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버스커 버스커’의 흥행 이후 급증하였다.11)

주로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부천에서도 부천

전국버스킹대회가 개최 되고 있다. 이러한 버스킹 문화는 관객 입장에서

쉽게 음악 공연을 접할 수 있고, 연주자 입장에서 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 안 버스킹 활동은

문화예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한다.

정기공연 및 버스킹을 통한 공연 실습 활동에서는 표현 및 생활화 영

역의 소리의 상호 작용, 음악의 표현 방법, 음악의 활용,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내용 요소로는 음악의 구성, 자세와

연주법, 음악과 행사 등이 해당된다. 갖추어야 할 기능으로는 노래 부르

기, 악기로 연주하기, 만들기, 표현하기, 참여하기 등이 있다.

도입 단계에서는 먼저, 공연의 목적과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 협의하

고 공연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합주의 결과물을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과 청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함께 토의

한다. 자신의 개성과 음악적 기량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성취감을 느

끼고, 청중에게 음악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개 단계에서는 강당, 시청각실, 복도, 야외 공간 등 연주 공간의 사

10) 네이버 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 2019년 10월 20일 검색.

11) 네이버 지식백과 트렌드 지식사전, https://terms.naver.com/, 2019년 10월

2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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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음향적 성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강당은 의자를 설치하지 않을 경

우 스탠딩 공연의 형태로 많은 학생들을 관객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독

립적인 무대가 조성되어 있어 공연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관객의

수를 제한하여 의자를 설치하거나 자유롭게 자리에 앉아 관람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의식, 체육 활동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시설인 만큼

공연을 위한 음향 시설과 조명 시설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시청각

실은 영상이나 음원을 감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로 음향 장비와 조명

및 방음 시설,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의 매체가 구비되어 있다. 기존의

공연장 객석 형태를 취하는 곳이 많으므로 많은 수의 관객을 수용할 수

는 없지만 진지하고 질서 있는 공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버스킹의 경우 복도의 로비나 야외 쉼터 등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

서 공연이 이루어지며 자연스럽게 관객을 불러 모으고 좀 더 편안한 분

위기에서 공연이 진행된다. 개방된 공간이므로 소리가 관객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음향 시설을 세심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연에 특

성에 따라 악곡의 분위기, 내용, 연주 순서 등 공연의 흐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적절히 구성하여야 한다. 이후 기획팀, 홍보팀, 시설팀 등 역

할을 정하여 공연을 준비하도록 한다. 공연 시간과 장소 등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공연 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교실과 복도에 게시한다.

또한, 파급력이 높은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의

SNS를 통해 홍보한다. 성공적인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악적 기량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공연 예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연주자

및 공연자로서 올바른 연주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고 팀원들 앞에서 발표

한다.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관객에게 신뢰와 음악적 감동을 주기 위

한 무대 매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 실제 공연에 앞서 리허설을 통

해 악기 소리, 음향 시설, 조명, 동선, 복장 등을 확인한다. 악기와 앰프

상태, 영상 및 조명, 특수 효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의 시설을 꼼꼼

히 확인한다. 관객 안내자, 무대 뒤 안내자, 영상 촬영 담당자 등의 역할

을 점검한다. 리허설 후 의견을 나누며 부족한 점을 찾아 부분 연습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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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명 정기공연 및 버스킹을 통한 공연 실습

영역 표현, 생활화

핵심개념
소리의 상호 작용, 음악의 표현 방법, 음악의 활용, 음악

을 즐기는 태도

내용 요소 음악의 구성, 자세와 연주법, 음악과 행사

기능 노래 부르기, 악기로 연주하기, 만들기, 표현하기, 참여하기

는 등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실제 공연에서 열심히 연습한 기량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음악 소비자가 아닌 음악 생산자의

입장에서 음악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은 음악의 다양한 가

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공연 실습을

통해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음악 표현이 가능해지며 연주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리 단계에서는 촬영한 영상을 함께 감상하고 공연에 대한 평가를 한

다. 공연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게 나누고 곡 선정, 연습

과정, 협동성, 기획 및 홍보, 음악적 표현, 청중의 호응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비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합주

활동에서의 음악적 성취감을 느끼고 배려와 협동심, 음악 감상 및 비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표 Ⅳ-7] 학교 행사 참여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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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도입

-공연의 특성 이해하기

-연주자로서 악곡을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 방법 탐구하기

전개

-연주 공간의 사회적· 음향적 성격 파악하기

-청중의 의미 탐구하기

-공연 형태 및 성격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하기

-공연 홍보하기

-연주자로서의 올바른 연주 자세 발표하기

-리허설 및 수정·보완하기

-창의적으로 음악 표현하기

정리
-공연 후 느낀 점 나누기

-효율적인 무대 활용 방법 토의하기

2) 외부 대회 및 아트밸리 발표회 참가

부천은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

와 부천시가 주최하며 부천여성청소년재단과 소사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

는 이 행사는 경기도종합예술제의 부천지역 예선이기도 하다. 음악, 무

용, 사물놀이, 문학 부문으로 구성되며 총 18개의 종목이 진행된다. 음악

부문의 경우 서양음악 성악(합창), 사물놀이(앉은반), 농악(선반), 한국음

악 기악, 한국음악 성악, 대중음악(가요), 밴드 등 총 7개의 종목으로 이

루어진다. 부천 관내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의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종목별 금상 1명(팀), 은상

1명(팀), 동상 1명(팀)에게 부천시장상이 주어진다. 다음은 부천시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 포스터와 무대 사진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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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2019 부천시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 포스터와 무대

이러한 대회를 통해 음악적 측면 뿐 아니라 인성적 측면에서도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합주 활동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음악적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며 몰입

을 경험할 수 있다. 몰입은 연주하는 상황에 완전히 몰두하여 즐거움, 행

복, 감동 및 전율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이 같은 경험은 음악

을 생활 속에서 즐기고 나아가 음악 진로에 대한 꿈을 갖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른 팀의 공연을 감상하며 우수한 점과 개선할 점을 생각해보

고 우리 팀의 연주와 비교해 긍정적인 자극을 얻을 수 있다. 선의의 경

쟁을 통해 실력 향상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다른 팀을 인정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부천 아트밸리는 매년 10월경 교육활동 과정과 결과물을 공연과 전시

형태로 발표해오고 있다. 학생들의 예술성과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데 목

적이 있으며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표 기회를

12)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http://www.sosayouth.or.kr/, 2019년 6월

23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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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명 외부 대회 및 아트밸리 발표회 참가를 통한 공연 실습

영역 표현, 생활화

핵심개념
소리의 상호 작용, 음악의 표현 방법, 음악의 활용, 음악

을 즐기는 태도

내용 요소 음악의 구성, 자세와 연주법, 음악과 행사

기능 노래 부르기, 악기로 연주하기, 만들기, 표현하기, 참여하기

제공함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증진한

다. 공연 관람, 전시물 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개하여 학생, 학부

모 지역사회에 부천 아트밸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학교를 대표하여 발

표회에 참여하는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 성취감을 갖게

한다.

학습 단계별 세부 지도 내용은 학교 행사 참여 활동과 유사하다. 차이

점은 외부 대회 및 아트밸리 발표회의 무대가 전문 연주 공간이라는 것

이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학교의 시설과는 달리 음악 공연을

위해 설계된 전문 시설과 전문 음향팀의 모니터링을 경험해봄으로써 정

교한 표현 능력과 비평적 안목 등의 전문 연주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다.

[표 Ⅳ-8] 외부 대회 및 아트밸리 발표회 참가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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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도입

-대회 및 발표회의 특성 이해하기

-연주자로서 악곡을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 방법 탐구하기

전개

-전문 연주 공간의 사회적· 음향적 성격 파악하기

-청중의 의미 탐구하기

-공연 형태 및 성격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하기

-연주자로서의 올바른 연주 자세 발표하기

-창의적으로 음악 표현하기

정리
-공연 후 느낀 점 나누기

-효율적인 무대 활용 방법 토의하기

3) 지역 축제 참가

부천에서는 3대 봄꽃 축제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애니메

이션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한다. 조해리(2018: 60-61)는 축제

체험학습의 효과를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지역 문화예술 축제를

직접 경험하고 참여함으로써 지역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지역 축제를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지역 홍보와 문

화 교류 측면에서의 파급효과가 존재한다. 학생들의 가족과 이웃을 넘어

서 더 많은 지역민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축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 세 번째, 지역 축제의 활성화는 지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

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축

제는 인간과 자연,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만큼 학습자에게 종합적인 미적 체험 기회가 될 것이다. 축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음악은 대중음악으로, 매체를 통해 접해오던 대중음악을 가까

이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이러한 음악의 활용 효과와 문화적 가치를 탐구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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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부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복사골예술제가 있다. ‘복숭아 고향에

서 펼치는 예술의 한마당 잔치’란 뜻의 복사골예술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변모한 옛 고장의 정취를 되살리고자 1985년 4월 29일 처음 개최되

었다. 부천예총이 주최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의해 처음 시작되었지만 예

술인만의 축제가 아닌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다 같이

만드는 축제이다. 이러한 축제는 부천 지역의 문화 매개자 역할을 하여

지역예술인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 생산과 생활예술인

과의 협력을 통한 시민문화 향유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둔다. 복사골국악

제, 복사골무용제, 복사골어린이가족뮤지컬, 복사골합창제, 부천관현악축

제 등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 경연, 참여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복사골청소년예술제는 축제의 기획 단계부터 실제 운영까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한 새로운 해석과 창의성, 청소년의 자

존감 함양을 목적으로 둔다.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축

제로 부제인 ‘내숭無 성깔有’는 말 그대로 이 날 만큼은 자신의 끼를 마

음껏 발산하라는 의미로써 이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의 자아존중감을 높

일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 ‘DoDo 경연대회’와 ‘프린

지 무대’, ‘Show Me The 부천’, ‘DoDo한 공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되고 있다. 다음은 복사골청소년예술제 공연 장면 사진이다.13)

[그림 Ⅳ-3] 복사골청소년예술제 공연 장면

13) 부천예총 홈페이지, https://www.artbuch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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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명 지역 축제 참가를 통한 공연 실습 및 감상과 비평

영역 표현, 생활화

도입 단계에서는 이러한 지역 축제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어울리는 악곡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가사의 내용이 지역

축제의 의미를 담고 있거나 음악의 스타일이 축제 분위기에 어울리는 흥

겹고 경쾌한 곡이어야 한다.

전개 단계는 연주 공간의 사회적, 음향적 성격을 파악하고 청중의 특

성과 의미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학습자들은 다양한 청중과 음악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앞의 학교 행사 참여, 대회 및 발표회

참가 활동의 청중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에 국한되었다고

한다면 지역 축제 참가 활동은 더 넓은 범위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

문이다.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청중과의 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예를 들어 리메이크 되어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을 선

정하거나,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 관심사를 이야기하며 무대

를 열어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실제 공연에서 지역 축제에 어울리는 개성 있고 창의적인 표현으로

연주 한다. 공연 활동과 더불어 전반적인 축제를 즐기고 행사에 활용된

음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평하도록 한다. 음악이 사람의 행동과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연주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관

객으로서 직접 체험한 음악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발표한다.

정리 단계에서는 도입 단계에서 진행한 활동의 우수한 점과 개선할 점

을 발표하고 자신의 느낌을 팀원들과 나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소개한

축제 외의 다른 지역 음악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인터넷을 활용

하여 모색한다.

[표 Ⅳ-9] 지역 축제 참가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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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념
소리의 상호 작용, 음악의 표현 방법, 음악의 활용, 음악

을 즐기는 태도

내용 요소 음악의 구성, 자세와 연주법, 음악과 행사

기능 노래 부르기, 악기로 연주하기, 만들기, 표현하기, 참여하기

학습 단계

도입
-지역 축제의 의미와 특성 이해하기

-지역 축제에 어울리는 악곡 선정하기

전개

-연주 공간의 사회적· 음향적 성격 파악하기

-청중의 특성과 의미 탐구하기

-다양한 청중과 음악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토의하기

-지역 축제에 어울리는 음악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행사에 활용된 음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평하기

정리

-공연 및 감상 후 느낀 점 나누기

-지역의 대표적인 음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기

4. 전문가 활용 형태

부천 아트밸리는 부천시청 평생교육과와 부천문화재단이 협력하여 예

술 강사 및 교사 교육을 지원하고 강사와 학교를 연계하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 민경훈(2018: 271)은 “학교교사는 학교와 교육에 기반을 둔 교

육 전문인이고,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성에 기반을 둔 예술 전문인이기

때문에 이 두 지도자 간 협력수업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학교문화예

술교육이 가치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며 교사와 예술 강사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예술 강사는 아트밸리 수업의 교수자이자 실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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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자이므로 수업을 통해 그들의 음악 전문성을 경험하는 것은 학습자

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트밸리 수업에 참여하는 예술 강사 외

에도 풍부한 지역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부천예총이나 부천

문화재단을 통해 전문 음악인을 섭외하여 그들의 음악적 경험을 학생들

이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또한, 부천의 연주시설 등 문화예술 인프

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공연을 체험할 수 있다. 전문 연주자의 공

연을 감상하고 함께 연주함으로써 실제 공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음악적 협업을 통한 조화와 즐거움을 공유해보는 기회를 가진다. 이

러한 전문가 활용 형태는 두 가지 즉, 공연 체험학습과 예술가 방문학습

으로 나눌 수 있다.

1) 공연 체험학습

요즘 청소년들은 아이돌이나 힙합 래퍼, 록 밴드 등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스스로 예매하고 관람하며 열정적으로 즐긴다.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유튜브 등의 대중 매체가 빠르게 발달함

에 따라 그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공연 체험학습 활

동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실음을 통한 감상의 기회가 될 것이다.

공연 체험학습 활동에서는 감상 및 생활화 영역의 음악의 요소와 개

념, 음악의 종류, 음악의 배경, 음악의 활용,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내용 요소로는 중학교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와 개념,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 등이 해당

된다. 갖추어야 할 기능으로는 구별하기, 표현하기, 설명하기, 참여하기,

평하기 등이 있다.

도입 단계에서는 공연에 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공연 감상 예절

및 태도를 이해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현재 공연 중인 작품을 찾고 공연

소개나 공연 후기를 읽어본다. 공연 일시와 콘서트장의 위치를 확인한다.

기본적인 공연 관람 예절과 음악회 유형별 감상 태도를 구분하여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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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명 공연 체험학습을 통한 실음중심 감상 수업

영역 감상, 생활화

핵심개념
음악 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 음악의 배경, 음악의

활용, 음악을 즐기는 태도

내용 요소
중학교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

기능 구별하기, 표현하기, 설명하기, 참여하기, 평하기

본다. 대중음악 공연은 공연 중에 함께 곡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자리에

서 일어서거나 환호와 함께 박수를 치면서 감상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

해하고 공연을 관람한다.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감상 예절과 관련

한 O, X 퀴즈나 골든벨 문제를 출제하여 교수·학습할 수 있다.

전개 단계에서는 선택한 공연의 예상되는 플레이리스트를 찾아 미리

들어보고 악곡의 문화·예술적 배경을 알아봄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감상

이 가능해진다. 작곡가와 가수, 연주자의 작품 활동을 찾아보고 이해하며

악곡의 작곡 의도와 배경에 대해 탐구한다. 악기의 특성과 악곡의 선율,

리듬, 화성, 짜임새, 형식 등의 구성 요소를 파악한다. 같은 곡을 여러 연

주자의 연주로 듣고, 연주자의 다른 작품을 찾아 들어본다. 이러한 종합

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공연을 관람하며 실음으로 음악을 감상한다.

관람 후 악곡을 다시 분석하며 감상 전 이해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

인하고 새로 알게 된 점을 중심으로 비평한다.

정리 단계에서는 감상을 마친 후 느낀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잘한 점과 아쉬운 점, 궁금한 점을 발표하도록 한다. 수렴한 다양한 의견

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연주를 돌아보고 수정 및 보완한다.

[표 Ⅳ-10] 공연 체험학습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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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도입
-공연 감상 예절 및 태도 이해하기

-악곡의 문화 예술적 배경 이해하기

전개

-작곡가 및 연주자 탐구하기

-악기의 특성 탐구하기

-악곡의 구성 요소 탐구하기

-악곡의 형식 파악하기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공연 관람을 통한 악곡에 대한 분석과 비평

정리

-감상 후 느낀 점 나누기

-감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현 활동 수정·보완

하기

2) 예술가 방문학습

학습자가 공연장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 체험학습과 달리 예술가 방문

학습 활동은 예술가가 학교로 찾아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진

행한다는 점에서 보다 학습자중심적인 수업 형태이다. 학교 문화예술교

육 활동 중 외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전문

적인 연주자들이 실음으로 악곡을 들려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학교

현장으로 찾아오는 사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 교사들의 부담

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한솔, 2019: 92).

예술가 방문학습 활동에서는 창작 및 생활화 영역의 소리의 상호 작

용, 음악의 표현 방법, 음악의 활용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내용

요소로는 음악의 구성, 자세와 연주법, 음악과 산업 등이 해당된다. 갖추

어야 할 기능으로는 노래 부르기, 악기로 연주하기, 만들기, 표현하기, 참

여하기, 평하기, 조사하기, 발표하기 등이 있다.

도입 단계에서는 음악과 진로와 관련한 동기 유발 활동을 한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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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어 발표한다. 화해와 동질감, 위로와 휴식, 자존감과 용기 등 다양한

감정이 있을 수 있다.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전문 음악인의 감정과 정

서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인성 교

육에서 많이 사용하는 감정 카드를 활용하여 음악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

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음악과 관련된 공간과

매체를 탐색하고 이와 관련한 경험을 발표한다. 이 때 앞서 진행한 공연

실습 단계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도 있다. 전문가의 경험을 들으며 실제

일어나는 다양한 음악 공간 및 매체 관련 일화를 접해본다. 전문가와 함

께 연주하기에 앞서 즉흥 연주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즉흥

연주의 사전적 의미는 ‘사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14)’을 말

한다. 보통 ‘즉흥 연주’라 하면 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능숙한 연

주를 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이는 높은 수준의 음악성을 요구하며 전문

음악교육을 받은 연주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학교 안 음악활동으로

서의 즉흥 연주는 이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최상문(2019: 16)은 즉흥 연

주의 음악교육적 의미를 ‘학습자가 배워온 음악적 요소를 종합하여 학습

자 수준에 맞게 리듬꼴 또는 가락꼴을 만들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라 하였다. 이러한 즉흥 연주의 목적은 학습자에게 내재된 음악적 창의

성을 이끌어내며, 스스로 음악을 만들어 낸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음악을 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미성을 기르는데 목적을 둔다고 하였

다.

전개 단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간단한 멜로디나 리듬을 연주하는 것

으로 시작한다. 이를 통해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합주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파트별로 순서를 정해 전문가 밴드의 일원으로 함께 연주해본

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기교를 사용하여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고 즉흥

연주의 경험을 한다. 표현 활동과 더불어 음악과 진로에 대한 생활화 활

동도 진행한다. 과제로 조사한 음악과 관련된 산업의 종류를 발표하고,

14)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2019년 11월 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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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명 예술가 방문을 통한 함께 연주하기 및 음악과 진로 수업

영역 창작, 생활화

핵심개념 소리의 상호 작용, 음악의 표현 방법, 음악의 활용

내용 요소 음악의 구성, 자세와 연주법, 음악과 산업

기능
노래 부르기, 악기로 연주하기, 만들기, 표현하기, 참여

하기, 평하기, 조사하기, 발표하기

전문가를 통해 각 분야의 전망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연주자와 작곡자

외에도 다양한 음악 관련 직업이 있음을 인지하고 공연 기획자, 음향 기

술자, 방송 프로듀서, 악기 제작자, 기자, 음악 행정 관련직, 음악교사 등

의 직업의 세계를 탐구한다.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음악 관련 진로를

간접 체험하고 직업생활의 보람된 점과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다. 음악과 진로에 관한 다른 활동으로 ‘20년 뒤 나의 연주자 프로필’을

작성해본다. 직업을 가진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이러한 목표

를 이루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세워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리 단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한 연주 활동에서 느낀 점을 발표하고

연주에 대한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는다. 전개 단계에서 한 활동을 바탕

으로 음악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음악

경험을 사회적 협업의 현장으로서 이해하여 다양한 음악과 진로에 대한

도전을 하도록 한다.

[표 Ⅳ-11] 예술가 방문학습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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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도입

-음악이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발표하기

-음악과 관련된 공간과 매체 탐색하고 자신의

경험 발표하기

-즉흥 연주의 개념과 필요성 이해하기

전개

-전문가와 함께 간단한 연주하기

-전문가와 함께 즉흥 연주하기

-음악과 관련된 산업 조사·발표하기

-다양한 음악 관련 직업 탐구하기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한 진로 체험

-20년 뒤 나의 연주자 프로필 작성하기

정리

-즉흥 연주 후 느낀 점 나누기

-음악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음악의 활용가치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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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최근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감성교

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이 문화예

술교육을 경험함으로써 예술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바른 인성과 감성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

사례로 부천 아트밸리 교육을 들 수 있다. ‘창의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부천문화예술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부천 아트밸리는 학교라

는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감성과 지성이 조화로운

학생 성장을 돕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예술경험을 통해 미적 체험을

함으로써 조화로운 인성과 감성을 지닌 창의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의 예술적 창의성과 음악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고 꿈과 진

로를 개척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음악교육으로서 밴드음악의 수용 필요성과 부천

아트밸리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학교 밴드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아트밸리 교육내용의 체

계적 확립과 내실화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부천 아트밸리 교육

에 대한 교육지원청과 시의 행정적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

육내용에 대한 연구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 실정에 따라 자체

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수·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수업을 진행한

다. 학습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밴드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설계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는

대중음악 밴드의 개념을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대중음악과 밴드음악의

개념에 대한 교육주체 간 합의와 공감이 필요하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밴드음악에 대한 언급이 대중음악 합주, 실용음악 밴드, 밴드합주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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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명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악교사, 예술 강

사, 학생 등의 밴드음악 교육주체 간 사회·문화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음악적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학교음악교육으로서 밴드

음악의 수용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청소년과 음악의 관계를 이해하

고 국내외 현황 및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부천 아트밸리 교육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추진 배경 및 의

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한계와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여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셋째, 앞 장의 사례와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부

천 아트밸리 중학교 밴드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학교 실정에 맞는

연간 지도 계획을 설계하여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학교 음악교육 교수·학습의 중심자료인 음악교과서의 내용

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악곡을 선정한 뒤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악곡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밴드음악의 성격에 부합하는

공연 실습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학생들이 삶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

는 공연 실습 내용을 다루었다. 학교 행사, 대회 및 발표회 등 학교 내외

의 공연 기회와 지역 축제 참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연 기회를 고루

포함하였다. 학생의 삶과 밀접한 지역사회를 학습 기회로 삼아 음악의

생활화를 실현하고 사회성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연주 실기 능력의 향상 뿐 아니라 공연의 목적과 상황

에 따른 다양한 음악적 역량을 학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연 체험학

습과 예술가 방문학습 등 전문가 활용 형태의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학

교 내외의 예술교육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나아가 부천의 풍부한 문화

예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폭넓은 음악 경험과 미적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부천 아트밸리 밴드음악 교육의 확산과 교육

내용의 체계적 확립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밴드음악 수업의 교수·학습 자료가 되는 다양한 악보와 음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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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개발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학생들이 직접 밴드합주에 적합하도록 편곡된 악보와 파트별 개별

음원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음악

교사나 예술 강사의 편곡 과정을 거쳐 학습 자료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최신 인기 음악을 연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꾸

준한 악보 및 음원 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이 쉽게 편곡

된 악보와 연습용 음원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부천 아트밸리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다양한 학교급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중학

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밴드음악을 통한 음악적 경험은

초등학생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과 감수성 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

한, 고등학생의 입시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으로부터 해

방되어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부천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지역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

라서 각 지역의 특성을 담은 밴드음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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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opular Music Band Education

:Focused on Bucheon Art Valley

Kim, Hyo S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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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eon Art Valley is an art education program beyond the limits of the

space of a school and helps students grow in harmony with their

sensibilities and intelligence in connection with the community. It provides

opportunities for art education and experience using Bucheon's cultural and

artistic infrastructure and cultivates achievement and cultural citizenship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concer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eed for accepting band music

as a school music educ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Bucheon Art Valley

education to develop a band music education program in middle school that

can be used practically to establish systemic education content and

substantiality of Art Valley.

The specific content of the study is, first, to examine and organize the

concepts of pop music bands use in various names. The stud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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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ed for accepting band music as a school music education.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and music and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and cases at home

and abroad.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of Bucheon Art Valley was

researched. To prepare the ground for the program development by

examining the background, purpose, and operation and considering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Third,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through the case and status

analysis in the previous chapter, the Bucheon Art Valley middle school band

music program was developed. For this, there is need for establishment of

an overall operational plan by designing an annual education plan for state

of school.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music textbooks and

suggested a method to teach music based on them. A variety of programs

were proposed in the form of performance practice that coincides with the

nature of band music. It included opportunities to perform both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and participate in local festivals such as school events,

competitions and presentations, which are lated to community. In addition,

the study developed programs in the form of using experts, such as

performance experience learning and visit learning of artists, to fully utilize

opportunities for arts education in and out of school and further utilize

Bucheon's abundant cultural and artistic infrastructure to provide a wide

range of musical and aesthetic experiences.

Through band music education, students can hav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band music, collaborate with creative expressions, and even

participate in creative activities such as improvisation. These activities not

only enhance the ability to play musical instruments, but also enables an

attitude of communicating with others and enjoying music in life through

music, such as making actual performances and participating in local cultural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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