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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사의 TV 음악 프로그램 현황을 알아보

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

다. 방송은 공익성을 가지고 교육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음악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TV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영방송사 KBS, MBC, EBS에서 최근 5년 동

안(2015년-2019년) 방영되었거나 현재(2019년 11월) 방영 중인 TV

음악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하였다.

둘째, TV 음악 프로그램을 장르 및 형식, 편성 시간대와 시청

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편성 시간대와 시청 등급은 적

절한지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TV 음악 프로그램을 퀴즈 예능

형식과 접목해 새로운 형태로 기획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감상 방식에 머물던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의

형식이 시청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대중음악에 한정되어 있던 청소년의 음악적 관심이 더 넓

은 장르에 대한 흥미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주요어 : 청소년, 음악교육, 방송, TV음악프로그램

학 번 : 2012-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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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교육은 음악적인 경험에서부터 비롯된다. 학생들이 어떤 음악적

경험을 갖는지는 그들이 장차 어떤 유형의 음악적 생활을 누리게 되는가

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학생

들이 음악적 경험을 갖게 되는 길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경험을 포함하는 사회까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음악적 경험에 끼치는 영향은 그 어느 것보다도 위력적이며,

그중 방송 매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1)

TV는 음악교육에 있어서 대상과 여건의 차별성을 허물어버릴 수 있

는 좋은 매체이다. 방송통신위원회2)의 조사에 따르면 TV 보유율의 경우

지난 2018년 96.5%를 기록하면서 최근 10년간 꾸준히 비슷한 수치를 이

어왔다. 10명 중 9명 이상은 TV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

하면, 지상파 채널의 경우 TV만 구비가 되면 개별 가입 없이 누구나 접

근할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음악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콘텐츠를 송출

한다면 더 많은 학습자를 포용할 수 있다.

매체 역할을 인터넷 등에 나눠주고 있지만 TV는 여전히 사회의 문화

적 성격을 규정짓는 매체다.3)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는 뉴미디어

시대에 TV 방송사는 더욱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콘텐츠가 쏟아지는 인터넷 매체들에 반해 TV와 방송사

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공익성과 공공성일 것이다. 문화 전수의

가치를 새기고 시청자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제공해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1) 권덕원, “음악교육의 흐름과 교육방송 음악과 프로그램의 성격”, 교육개발 제10권

제3호(1988), 95.

2) 방송통신위원회,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과천: 방송통신위원회, 2018).

3) 박진용, 『메타저널리즘』(파주: 한울아카데미, 2012),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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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더욱 그렇다.

따라서 방송사가 어떤 장르와 형태의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시청자가 선별적인 수용을 하기 이전에 방송사가 편성

과정에서부터 음악 및 방송 장르에 차별을 둔다면 이는 시청자가 다양한

음악을 흡수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특히 청소년은

어른에 비해 분별 능력이 비교적 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

양한 음악과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의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정서 함양 및 가치관의 발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며 어떤 음악을 접하고 어떤 문화를 즐기는지가 앞으로 향유할 음

악의 세계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때이다. 때문에 방송사는 청소년

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대중음악에 치우친 현재에서 벗어

나 더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시대를 초월한

가치와 보편성으로 균형과 절제, 안정미를 통해 인간의 감성에 도움을

주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편성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된다.

첫째, 방송사에서 연출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다. 현재까지 연구된 논문들은 음악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 방안, 또는 방송음악․대중음악을 소재로 한 음악 지도안 구상 등

이 대부분이었다. 동요나 국악 등 특정 장르 프로그램에 한해 연구를 한

경우는 있었으나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음악 방송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양한 경로의 방송이 가능해지면서

콘텐츠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 시점에, 기본이 되는 TV 프로그램을 모

아서 정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에게 필요한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자 한다. 방송은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이끄는 문화적

취향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4) 하지만 현재 음악 프로그램 대부분은

대중음악에 편중되어 있다. 상업방송은 수익을 목적으로 전파를 사용할

지라도, 공영방송은 공익성 및 공익 가치의 실현을 위해 문화 창달이라

4) 황우섭, 『방송과 문화다양성』(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218.



- 3 -

는 본연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TV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쉽고 흥미롭게 음

악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음악을 전공으로 하

거나 음악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형식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TV

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기

를 수 있도록 일조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조화로운 인성을 함양하는데 도

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 후 관련 연구와 문헌 등을 토대로 청소년에게 클

래식 음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비롯해 음악교육 매체로서 TV의 특

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의 청소년

TV 음악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문헌조사와 인터넷을 통한 자료 조사를 병행하여 우리나라 공영

방송사 KBS, MBC, EBS 3사가 최근 5년 동안(2015년-2019년) 방영하였

거나 현재(2019년 11월) 방영 중인 TV 음악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한다.

프로그램 정보와 관련해서는 문헌 자료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아 각 방송

사 및 지역국 홈페이지와 전자신문, 편성표 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TV 음악 프로그램을 장르 및 형식, 편성 시간대와 시청 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한다. 요일별·시간대별로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주시청시간대와 청소년시청시간대 등을 고려해 편성 시간대와 시청 등급

은 적절한지 등을 기술하고 전수 조사한 프로그램들을 표와 수치로 나타

내고자 한다.

넷째, 청소년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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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타 학습법을 적용해 청소년 참여 방식을 구상하고 어떤 내용과 형식을

가져야 하는지와 적절한 편성시간대 및 출연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

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TV 음악 프로그램을 퀴즈 예

능 형식과 접목해 새로운 형태로 기획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첫째, 현존하고 있는 많은 방송사들 중에 공영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세

방송사를 선정하고자 한다. 공영방송사 KBS, 공익재단인 방송문화진흥

회를 대주주로 하는 준공영 성격의 MBC, 한국교육방송공사 EBS가 그

대상이다.5)

둘째, 최근 5년간(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된 프로그램을 대상으

로 조사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제작 연도와 관계없이 5년 내에 종영하였

거나 현재 방영 중이면 조사 범위에 포함시킨다.

셋째, 파일럿 프로그램6)과 특집 프로그램의 경우 정기적인 편성이 아

니므로 제외하도록 한다. 하지만 특집 편성이더라도 4회 이상 방영하였

으면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 반영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청소년을 위한 TV 음악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

였으나 현재 국내 사례가 매우 부족하여 시청 등급, 대상 연령층에 관계

없이 TV 음악 프로그램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둘째, KBS와 EBS의 경우 지상파에서 1TV, 2TV처럼 두 채널을 송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MBC는 한 채널에 불과하다. 때문에 프로그램 편

5) KBS는 ‘방송법’에 의해,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EBS는 ‘한국교육방

송공사법’을 근거 법률로 하여 공영방송으로 분류된다.

6)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정식으로 발표되기 전에 시험적으로 제작된 프

로그램. 1-4부 정도를 견본으로 제작해 송출한 후 시청자와 광고주의 반응을 바

탕으로 정규 편성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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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내용이나 양에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셋째, 교수·지도안이 교실에서 직접 실행되기 전까지는 그 실효성을

알 수 없듯 기획안 역시 실제로 방송으로 만들어지고 잠재적 학습자인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그 효과를 입증할 수가 있다. 후에 공영

방송사의 청소년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 기획에 참고가 되어 실제적 연구

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선행연구 고찰

연구에 앞서 ‘TV 프로그램과 교육에 관한 연구물’ 그리고 ‘TV 음악

프로그램과 교육에 관한 연구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

다. 먼저, TV 프로그램과 교육에 관한 연구물들은 다음과 같다.

안혜리7)는 미술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매체로서 TV 방송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국내 TV 미술 프로그램 사례의 편성 시간과 기간, 내용 구성

과 형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 대중화의 관점에서 TV 미술 프

로그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술 대중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프로그램의 편성 수를 늘리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주시청시

간대에 편성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미술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미술교육

매체로서의 TV 역할에 대해 제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황문선8)은 TV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KBS <TV유치원 하나 둘 셋>,

MBC <뽀뽀뽀>, EBS <딩동댕 유치원> 등의 교육목표와 텍스트를 분

석하였으며 수입 프로그램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하고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개발모형을 제시하였다. TV가 유아의 사회

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과 유아의 사회화 개념을 이론적인

7) 안혜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한 미술 대중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미술사

학보 제47집(2016), 147-168.

8) 황문선, “TV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내용 및 구성에 관한 연구”(석사학

위논문, 서강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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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하였는데, 발달시기별로 적절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비교적 특정 장르의 편중이 심한 편

이며 오락에 비해 교양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였다.

박양숙9)은 TV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실태조사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

를 토대로 시청자 관심도, 요구도 및 요구 성향을 알아보았다. TV 방송

의 방향 설정에 있어 다양한 수용자 계층의 폭넓은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배분과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오락 위주보다는

교양 교육 영역의 비중을 늘려나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각각 미술교육, 유아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음악교육과

는 분야가 다소 다르긴 하지만 교육의 기능을 하는 매체로서 TV의 역

할을 정리하였기에 본 연구에 참고가 되었다. 특히 황문선의 연구는 해

외 프로그램 성공 사례를 통해 국내 프로그램을 제고함으로써 의미가 있

었다. 위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다양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은 TV 음악 프로그램과 교육에 관한 연구물들이다.

신주연10)은 방송매체를 통해 국악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국악교육의 필요성과 방송매체의 교육적 기능 등을 강조하

였다. 1년을 기간으로 잡고 KBS와 MBC, SBS, EBS 네 방송사의 정규

국악 프로그램 현황을 통해 국악방송의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악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나 방송 시간이 다른 음악 장르에 비하여 절대적으

로 적다는 점, 전체적인 시간대가 너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치중되

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음악 프로그램 수와 방송

시간의 확대 및 방송시간대의 적절한 조절을 주장하며 국악곡의 다양성

을 살리는 한편 제작진들에게도 국악에 대한 애정이나 보편적인 상식이

9) 박양숙, “우리나라 TV 방송의 평생교육 실태 및 시청자 요구 분석”(석사학위논

문, 서강대학교, 2004).

10) 신주연, “방송매체를 통한 국악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

자대학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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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김지은11)은 KBS 음악프로그램의 편성 실태를 조사하고 동요 프로그

램 <열려라 동요세상>을 분석하여 TV 음악프로그램의 바람직한 편성

과 교육을 위한 방송사와 국가, 가정, 학교 등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방

송사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고 대상에 적합한

방송시간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는 방송의 막강한 영향력을 인식

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정책을 강화,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나 학부모가 TV 시청에 대한 비판력을 길러주며 교육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문경숙12)은 <번스타인의 텔레비전 음악교육>을 통해 번스타인의 음

악교육 프로그램 두 가지를 소개하고, TV 음악교육이 모든 연령층을 대

상으로 다중 음악교육을 추진함으로써 학교 음악교육의 한계를 훌륭하게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TV를 통한 음악교육

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번스타인처럼 다재다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어렵다는 점과 양질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할

매체가 없다며 매체 환경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더 나아가 공영방송

과 교육방송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의 연구는 TV 음악 프로그램이 학교 음악교육을 보충해줄 수 있다

는 근거가 되었고, 선행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음악 프로그램에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악이나 동

요 프로그램처럼 특정 장르나 한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연구해온 사례는

있으나 교양이나 음악 쇼, 예능 등 전체 음악 프로그램을 포괄한 현황

연구는 드물었다. 편성 실태의 경우에도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로 비교

적 짧은 기간을 범위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5년 정도의 기간에 걸

쳐 음악 프로그램을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어 본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11) 김지은, “공영 텔레비전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 분석 연구: 동요 프로그램을 중심

으로”(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2).

12) 문경숙, “번스타인의 텔레비전 음악교육”, 음악과 민족 제30권 제1호(2005),

393-410.



- 8 -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시기 클래식 음악의 의미

청소년기는 인간의 성장 단계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뚜렷한 변

화를 보이며 유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인생주기로서 성인과 아동의 특징

이 공존하는 시기이다.13) 이 시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감정적 기복이

강하고, 불안정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과 그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건강한 정서 발달

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14)

홀브룩(Holbrook), 쉰들러(Schindler)15)는 음악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음악에 대한 인지 능력과 관계없이 그들이 청소년 시절(15-20세)에 좋아

했던 음악을 선호한다고 이야기하며, 음악교육이 청소년기에 특정한 선

호를 생성시키고 그들의 정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시기

에 어떤 음악을 접하고 어떤 문화를 즐기는지가 그들이 앞으로 향유할

음악의 세계도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청소년기는 음악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특히 클래식 음악은 시대,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급변하기보다는 몇 백

년이 흘러도 인간의 감성에 도움을 주며 끊임없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음악이다. 또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 안에서 구체적인 음악적

이론이 정립되었으며 음악적 형식도 인간들의 삶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

고 있어 인간에게 편안함을 안겨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클

13) 이종화, 김주찬, “청소년 취미·특기와 성격과의 관계 및 범죄에 미치는 영향”, 교

정연구 제53호(2011), 113-144, 122.

14) 한상철 외, 『청소년심리학』(서울: 교육과학사, 2014), 239.

15) Holbrook, M. B., Schindler, R. M., Some exploratory findings on the

development of musical tast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ume 16,

Issue 1(1989), 119-12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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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식 음악의 형식적 아름다움은 규칙적이고 정해져 있는 조표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서

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16)

뇌 과학자들 또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 장르들 중에서

인간의 심장박동수와 잘 맞는 바로크나 고전주의 시대 음악들이 집중력

향상과 마음의 안정에 효과가 크다는 주장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즉 클

래식 음악을 듣는 동안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근육 긴장이 해소되고 정신

이 맑아지면, 아이들의 뇌가 명상할 때와 같이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습

하기 가장 적합한 준비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17)

이에 더해 Lozanov18)는 바로크 음악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마

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철학적으로 고양하므로 바로크 음악을 적절

히 사용하면 자료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19) 그는 클

래식 음악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우리의 심장박동과 비슷한 박자를

지니고 있어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였다.20)

청소년기는 정서 함양 및 가치관의 발달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음악은 사고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측면

에 영향을 주며 자아인식 증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조영

숙(2015)21)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장르별 감상 비교 연구를 통

해 클래식 음악이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자아존중감 증

대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16) 홍지연, “청소년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43

권 제1호(2014), 251.

17) 한경호, “클래식 음악 교육의 유익함, 감상법, 그리고 발전적 제언”, 지역사회 통

권 제73호(2015), 113-119, 115.

18) Georgi Lozanov. 불가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이자 교육자.
19) 김소영, 최권진, “암시교수법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의 모색”, 교육문화연구

제22호 제1권(2016), 309-331 ,314.

20) 송윤지, “인격 형성을 위한 음악교육 방안 연구: 청소년기를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2011), 36.

21) 조영숙, “음악 감상 활동이 청소년 정서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석사

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2015),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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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이 예민하고 표현과 소통의 방법을 익혀나가는 청소년기 학생

들에게 인성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다. 김미숙, 권혜인(2013)22)

은 음악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자기 이

해, 자기 표현, 균형과 조화의 원리가 그것이다. 나아가 2007년부터 음악

과 내용 체계에 독립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생활화’ 영역은 음악 교과가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배우고 느끼며 음악적 활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23)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클래식 음악은 청소년에게 인성과 정서 함양

과 지적 능력 향상, 자아인식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

이다. 김혜경(2000)24)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클래식 음악이 어렵

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을 매우 까다롭게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며 학교나 방송국 등에서 클래식 음악을 어떻게 다

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2) 김미숙, 권혜인,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 개념과 인성교육”, 음악교육연구 제42권

제3호(2013), 41-69.

23) 김선미, “인성교육을 위한 중등 음악 수업 지도방안 연구”, 음악교육공학 제24호

(2015), 143-162, 150.

24) 김혜경, “TV 방송음악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음악과 민족 제19호

(2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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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교육 매체로서 TV의 기능

민경훈(2008)25)은 음악교육의 특성상 모든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

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 학창 시절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는 정규 음악 교과 시간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특기·적

성 교육이나 방과 후 교육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나 시설·설비·악기 구비 등의 여건 등의 이유

로 원활한 실행이 쉽지 않다.

하지만 TV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형석(201

8)26)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일평균 TV 이용시간은 2017년 기준 1시

간 35분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시간 40분이었던 것을 보면 이용 시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육과 달리 TV는 여전히 부담 없

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청소년에게 더 친근한 교

육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은 공익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며, 문화․예술

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TV

문화예술 프로그램 방영은 대중의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소비자에게 국한되지 않고 소비층을 널리 확산시

켜주어 문화에 대한 잠재 고객층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 문화예술에 관

련된 전문 TV 프로그램의 개선과 지속적인 방영이 필요하고 그 노력은

꾸준하게 계속되어야 한다.27)

문화예술 중 음악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탱글우드 심포지엄

(Tanglewood Symposium)’에서 논의된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이는

1967년 음악교육자, 사회학자, 과학자 등이 모여 미국 사회의 음악에 대

25) 민경훈, “생활 음악 문화의 창출을 위한 학교 및 사회의 역할”, 문화예술교육연

구 제3권 제1호(2008), 107-123.

26) 하형석,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7년간의 변화, 그리고 부모의 미디어 이용과의

관계”, KISDI STAT Report(2018), 4.

27) 전종영, “TV 방송매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석사학

위논문, 단국대학교, 20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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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논한 것으로 다음 세 항목을 보면 음악교육 매체로서 TV의 당위성

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시대, 양식, 형식, 문화의 음악이 교과과정에 포함된다. 음악 레

퍼토리는 현재 인기 있는 10대들의 음악과 전위음악, 미국 민속음악 그리

고 다른 문화권들의 음악을 포함한 우리 시대 다양한 음악으로 확대되어

야 한다.

․학교와 대학들은 유치원부터 성인 또는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의 모

든 음악 프로그램에 적절히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교육 공학, 교육 TV, 프로그램 학습, 컴퓨터 보조학습이 개발되어

음악 학습이나 연구에 적용되어야 한다.28)

미국의 음악가 번스타인은 수준 높은 문화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술

을 감상할 줄 아는 교육받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TV를 통해

광범위한 음악교육 활동을 펼쳤다. 음악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을 위

한 음악교육에 번스타인이 선택한 방안은 다름 아닌 TV의 활용이었으

며, 대표적인 TV 음악교육 방송 프로그램으로 <옴니버스(Omnibus)>와

<청소년 음악회(Young People’s Concerts)>를 꼽을 수 있다. 그는 TV

를 통한 음악교육의 장점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었다.

“TV의 교육적 가치는 뛰어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음악을 수백만의 사

람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한 시각적 효과를 이용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

는 것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29)

이처럼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혼자’ 감상하는 음악에서 ‘여

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음악이 되는 과정에 TV는 중요한 매체가 된

다. 다시 말해 TV는 음악교육이 시각적인 면과 청각적인 면, 또한 공감

각적으로 음악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도구이다.

28) 민경훈 외, 『음악교육학 총론』제3판(서울: 학지사, 2017), 37.

29) 문경숙, 앞의 연구,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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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청소년 TV 음악 프로그램 사례

1) 미국 CBS <청소년 음악회(Young People's Concerts)>

미국 CBS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으로 오늘날 청소년 대상의 각종 교육

용 콘서트나 TV 교양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30)

청소년 음악회는 당초 뉴욕 필하모닉이 1885년부터 시작한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음악회였으며 미래의 음악회 청중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1958년 뉴욕 필하모닉의 지휘자가 된 번스타인(Bernstein)이 CBS에

청소년 음악회를 방송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TV로 방송되었다.

프로그램 길이는 약 60분 정도이며 초기에는 카네기 홀에서 생중계되다

가 1963년 이후 녹화 중계 방식으로 바뀌었다.31) 이로 인해 클래식 연주

회가 대중화되었고 관람객들이 줄을 서면서 총 리허설까지도 관객에게

공개되었다. 다음 [표 Ⅱ-1]32)은 <청소년 음악회>의 방송 내용이다.

[표 Ⅱ-1] <청소년 음악회> 방송 내용

회차 방영일 제목

1 1958. 1. 18. 음악의 의미는 무엇인가?

2 1958. 2. 1. 미국음악이란 무엇인가?

3 1958. 3. 8. 관현악법이란 무엇인가?

4 1958. 12. 13. 교향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5 1959. 1. 24. 고전 음악이란 무엇인가?

6 1959. 2. 28. 음악 속의 유머

7 1959. 3. 28. 협주곡이란 무엇인가?

8 1960. 2. 7. 구스타프 말러는 누구인가?

9 1960. 3. 6. 젊은 연주자들 1편

30) 이은경, “Leonard Bernstein과 I Hate Music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양대

학교, 2009), 16.

31) 문경숙, 앞의 연구, 400.

32) 김윤미, “번스타인의 청소년 음악회 고찰을 통한 음악 수업 적용 연구”(석사학

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12), 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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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60. 3. 27. 현재와 과거, 미래의 독특한 악기들

11 1960. 4. 24. 제2의 허리케인33)

12 1961. 1. 8. 서곡과 프렐류드

13 1961. 2. 12. 아론 코플란드의 생일을 축하하며

14 1961. 3. 19. 젊은 연주자들 2편

15 1961. 4. 9. 음악회장에서의 민속음악

16 1961. 12. 23. 인상주의란 무엇인가

17 1962. 1. 18. 파리로 가는 길

18 1962. 3. 26. 스트라빈스키의 생일을 축하하며

19 1962. 4. 14. 젊은 연주자들 3편

20 1962. 11. 21. 연주장의 소리

21 1962. 12. 21. 멜로디란 무엇인가?

22 (누락) 젊은 연주자들 4편

23 1963. 3. 8. 라틴 아메리카의 정신

24 1963. 11. 29. 선생님들께 바칩니다.

25 (누락) 젊은 연주자들 5편

26 1964. 2. 23. 힌데미트의 천재성

27 1963. 3. 11. 음악회장에서의 재즈

28 1964. 12. 6. 소나타 형식이란 무엇인가?

29 1964. 11. 30. 민족주의와의 작별

30 1965. 1. 28. 젊은 연주자들 6편

31 1965. 1. 29. 시벨리우스를 찬사하며

32 1965. 12. 14. 음악의 원자: 음정 연구

33 1965. 12. 19. 오케스트라의 소리

34 1966. 2. 22. 쇼스타코비치의 생일을 축하하며

35 1966. 2. 22. 젊은 연주자들 7편

36 1966. 12. 23. 선법이란 무엇인가?

37 1967. 1. 27. 젊은 연주자들 8편

38 1967. 2. 23. 미국 작곡가: 찰스 아이브스

39 1967. 4. 19. 동창회

40 1967. 12. 25. 빈의 3/4박자에 건배

41 1968. 1. 28. 베토벤이여 영원하라

42 1968. 3. 31. 젊은 연주자들 9편

43 1968. 5. 26. 퀴즈 콘서트: 당신은 얼마나 음악적인가?

33) <The Second Hurricane>. 미국의 Aaron Copland가 1947년 연출한 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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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968. 12. 25. 환상 변주곡

45 1969. 4. 27. 바흐의 변형

46 1969. 5. 25.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47 1969. 9. 14. 발레하는 두 새34)

48 1970. 3. 29. 피델리오: 생명의 찬가

49 1970. 5. 24. 교향악단 전격 탐구

50 1970. 12. 27. 코플란드를 축하하며

51 1971. 4. 4.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52 1972. 2. 13. 리스트와 악마

53 1972. 3. 26. 홀스트: 행성

이와 같이 <청소년 음악회>는 기초적인 음악 개념을 다루는 프로그

램, 오케스트라에 관한 프로그램, 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 작곡가

에 관한 프로그램, 그리고 젊은 연주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등 크게 다

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구성되었다35). 교향곡과 소나타는 물론이고 발레

음악, 재즈, 민요, 동요 등 광범위한 장르의 음악을 소재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번스타인은 설명과 함께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불러주며 다양한 음악적 시범을 보인다. 또한 드뷔시의 곡을 스

웨터에, 시벨리우스의 곡을 추리소설에 비유하는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친근한 설명을 곁들인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음악이론이나 형식,

음악사적인 이야기도 쉽게 풀어내며 인기를 끌었다.

한시적으로 기획되었던 <청소년 음악회>는 일요일 아침에 방송되었

다가 프라임 타임인 토요일 저녁 7시 30분으로 옮겨가 방영될 만큼 큰

인기를 누렸다. 최고의 음악 프로그램 등 수많은 TV 방송상을 수상하였

으며 CBS 방송국의 3대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어 14년간 계속되었다.

당시 저속한 문화를 담은 바보상자라는 텔레비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을 교양 교육의 가능성이 있는 텔레비전으로 끌어올리며 40개국에 번안

되어 보급되는 인기와 영향력을 보여주었다.36)

34) Two Ballet Birds. <백조와 호수>와 <불새>. 새가 등장하는 두 발레 작품.

35) 문경숙, 앞의 연구, 401.

36) 김윤미, 앞의 논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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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NHK <샤를 뒤투아의 젊은이에게 보내는 음악 사전

(シャルル・デュトワの若者に贈る音楽事典)>

일본 우정성에서는 1998년 5월부터 12월에 걸쳐 ‘청소년과 방송에 관

한 조사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논의된 제언을 토대로 우정성,

일본 방송협회, 사단법인 일본 민간방송연맹에서는 세 가지의 대응 방침

을 제시하였다. 그중 첫 번째가 ‘청소년 대상 방송 프로그램의 충실화’이

다. NHK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TV로부터 받는 영향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섬세한 감성을 지닌 청소년에게 꿈과 감동을 주어 마음

을 풍요롭게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기로 하였다.37)

이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TV의

심야 방송 시간을 연장하고 학교 방송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는 시간대

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시간대를 제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

기보다는 청소년이 쉽게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의식하여 적극적으로 청소

년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민간방송연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주

3시간 이상 방송해야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내세웠으며, NHK는 민방들

과 공동으로 청소년을 위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며 폭넓은 논의

의 소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홍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실히 제공한다는 말을 덧붙였는

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도 45분 분량의 프롤로그가 제작되었다.38)

이러한 방침의 일환으로 제작된 청소년 대상 음악 프로그램이 바로

<샤를 뒤투아의 젊은이에게 보내는 음악 사전>으로, 1999년 3월 22일부

터 2000년 3월 25일까지 NHK교육 TV에서 방송되었다. 당시 NHK 교

향악단의 음악감독이었던 샤를 뒤투아가 세계의 도시를 찾아다니며 음악

의 역사를 풀어가는 모습을 담았다. 1999년 3월 22일 월요일 18:00-18:45

에 방영된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정규 방송은 토요일 20:00-21:00에 편성

되었다. 방송 내용은 다음 [표 Ⅱ-2]와 같다.

37) 한국방송진흥원, “대안적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KOCCA 연구보

고서 2010년 4월호(2010), 153-156.

38) 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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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샤를 뒤투아의 젊은이에게 보내는 음악 사전> 방송 내용’39)

이후 2001년 8월 17일까지 3번 더 재방송되었으며 방송일 및 편성 시

간은 다음 [표 Ⅱ-3]과 같다.40)

[표 Ⅱ-3] <샤를 뒤투아의 젊은이에게 보내는 음악 사전> 편성 시간

39) https://ja.wikipedia.org/wiki/

40) https://www2.nhk.or.jp/archives/chronicle/pg/

회차 방영일 제목

0 1999. 3. 22. 프롤로그

1 1999. 4. 24. 역사는 베네치아에서 시작되었다.

2 1999. 5. 29. 음악의 고장 독일 학센

3 1999. 6. 26. 번영한 민족의 선율 상트페테르부르크

4 1999. 7. 24. 음악의 신세계 뉴욕

5 1999. 9. 25. 남미는 음악의 도가니. 리오 부에노스아이레스

6 1999. 10. 30. 해 뜨는 나라의 새로운 울림 도쿄

7 1999. 11. 27. 음악의 도시 빈

8 1999. 12. 25. 부다페스트. 음악가를 매료시키는 천 년의 수도

9 2000. 2. 26. 대영제국의 음악 런던

10 2000. 3. 25. 새로운 음악을 찾아 예술의 도시 파리

방송 형태 방영 기간 편성 시간

본방송
1999. 3. 22.

- 2000. 3. 25.
토요일 오후 8시

재방송 1
2000. 12. 23.

- 2000. 12. 28.
오후 4시, 5시 집중 편성

재방송 2
2001. 1. 2.

- 2001. 1. 4.
오전 0시, 1시, 2시, 3시 집중 편성

재방송 3
2001.8.4.

- 2001. 8. 17.
매일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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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BBC <클래식 음악 100년사(Our Classical Century)>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방영된 BBC 연중 기획 프로그램이

다. 영국 클래식 음악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공연 등이

BBC Four, BBC Two 및 클래식 음악 전문 라디오 채널 Radio 3 등 다

양한 채널에서 방영되었다. 오는 2022년 개국 100주년을 맞는 오랜 전통

의 BBC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클래식 음악 관련 기획이며 기존의

클래식 음악 향유층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어린이까지 그 대상에 포함하

였다.41)

영국 정부는 청소년 교육 영화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위해 ‘청소년 관

현악 입문’이라는 관현악곡을 벤저민 브리튼에게 의뢰하기도 하며 청소

년에게 클래식 음악을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BBC의 토니 홀 국

장은 이 프로그램을 두고 콘텐츠를 즐기고 공유하는 방법은 달라졌지만

우리를 단결시키는 음악의 힘은 늘 강하다며 클래식 음악의 역할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표 Ⅱ-4]는 <클래식 음악 100년사>의 방송 내용이다.

41) https://www.ntok.go.kr/Community/Webzine/Details?articleId=172781&

chapterId=3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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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클래식 음악 100년사> 방송 내용42)

방영 기간 내용

part

1

2018.11.

-2018.12.

홀스트&본 윌리엄스: 음악 언어 만들기

알아보기…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

왕자와 작곡가: 웨일즈 왕자 휴버트 패리에 관한 영화

필수 클래식: Top 100 (1-25)

part

2

2019.2.

-2019.3.

알아보기…브리튼의 청소년 관현악 입문

브리튼의 전쟁 레퀴엠

필수 클래식: Top 100 (26-50)

part

3

2019.4.

-2019.5.

브라이언 콕스가 말하는 홀스트의 행성

알아보기…아놀드의 콰이 강의 다리

필수 클래식: Top 100 (51-75)

part

4

2019.6.

-2019.7.

루시 워슬리의 빅토리아 여왕과 영국 뮤지컬 혁명

알아보기…사리아호43)의 성배 극장44)

필수 클래식: Top 100 (76-100)

이 프로그램은 BBC TV와 라디오를 통해 한 세기 동안의 클래식 음

악을 탐구하며 방송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을 제공하는 BBC의

역할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영국이 어려운 시기에 클래식 음악이 국가

를 어떻게 위로하고 정의해왔는지를 탐구하는 등 국가와 클래식 음악을

연결 지어 설명하였으며 관객들에게 뛰어난 경험을 가져다 준 연주자와

작곡가의 예술성을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45).

42) 위의 자료.

43) 핀란드 여성 작곡가. BBC 뮤직 매거진이 2019 작곡가 설문 조사에서 가장 살아

있는 작곡가로 선정.

44) <Graal Théâtre>. 사리아호가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를 위해 작곡한 2악

장의 협주곡.

45) https://www.bbc.co.uk/mediacentre/mediapacks/our-classical-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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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V 음악 프로그램 현황 및 분석

1. TV 음악 프로그램 현황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KBS, MBC, EBS 3사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

지 최근 5년간 방영되었거나 현재 방영되고 있는 TV 음악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하였다. 방송사에 따라 클래식이나 동요의 경우 시사·교양 프

로그램으로, 대중가요나 트로트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갈라지기도 한다.

프로그램 분류는 각 방송사의 기준을 따랐으며 음악 장르의 경우 프로그

램 내용을 따져보고 방송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르로 분류하였다.

1) KBS의 음악 프로그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만큼 역사가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

이 많다. 현존하는 음악 프로그램 중에서는 1985년부터 우리나라 성인가

요의 맥을 이어가는 <가요무대>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1993년 시작해

전 세대가 공감하는 대한민국 음악쇼 <열린음악회>, 1998년 문을 연 최

신 가요 프로그램 <뮤직뱅크> 등으로 대표된다. 국내 최장수 지역 오디

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은 1980년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KBS에서는 5년 동안 18개의 음악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으며 청소년

을 위한 뮤직뱅크와 같은 프로그램과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장노년

층을 위한 프로그램,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령

층뿐만 아니라 대중가요, 고급예술, 국악, 혼성 무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방송되었다.46)

다음 [표 Ⅲ-1]은 최근 5년간 KBS 음악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이다.

46) 한국방송공사, 『국민과 함께한 KBS 20년』(서울: KBS 방송문화연구소, 2017),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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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KBS 음악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분류
음악

장르
진행자

방영

여부

KBS

1TV

국악한마당 토 12:10 시사교양 국악 오유경

방영 중

KBS 중계석 목-금 01:50 시사교양 클래식 -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월 13:00 시사교양 클래식 -

열린음악회 일 18:00 음악 대중가요 이현주

가요무대 월 22:00 음악
대중가요

(트로트)
김동건

전국노래자랑 일 12:10 연예오락 대중가요 송해

노래가 좋아 토 10:30 연예오락 대중가요
장윤정,

도경완

콘서트7080 토 23:30 음악 대중가요 배철수

종영

KBS 교향악단

연주회
금 15:00 시사교양 클래식 -

나는 대한민국 토 20:00 시사교양
대중가요

(합창)

최불암,

신동엽

국민대합창

우리歌
화-금 22:55 시사교양

대중가요

(합창)
-

KBS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토 18:05 음악 대중가요

신동엽,

정재형

방영 중
뮤직뱅크 금 17:00 음악

대중가요

(K-POP)

최보민,

신예은

유희열의 스케치북 토 00:25 음악 대중가요 유희열

누가 누가

잘하나
목 16:00 시사교양 동요

김종현,

박지원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유닛
토 21:50 음악

대중가요

(K-POP)

비,태민,

황치열

종영
건반 위의

하이에나
금 23:00 음악 대중가요

정형돈,

정재형

더 히트 금 22:00 음악 대중가요
송은이,

김신영

※ KBS의 음악 프로그램과 연예오락 프로그램은 ‘예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 진행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적인 두세 사람을, 없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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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BS 1TV의 음악 프로그램

가. <국악한마당>

1990년 시작해 2019년 11월 현재 1280회를 맞은 국내 최장수 국악 전

문 프로그램이다. 명인의 전통 음악에서부터 우리 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예인들의 음악과 꿈나무 어린이들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성악과

기악, 무용, 놀이 등 전통음악 전반을 다룬다. KBS 전주방송총국과의 협

업을 통해 국악의 전통성을 계승하며,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다. 명

절 등 특집 방송 때에는 방청 신청을 받아 시청자들에게 국악 무대를 가

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 <KBS 중계석>

문화예술 전 부문에 걸쳐 공연 및 이벤트를 녹화, 방송함으로써 고급

문화에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이 기획 의도이다. 음악뿐만 아니라 무용과

오페라, 연극, 발레 등 문화예술 전 장르에 걸쳐 방송된다. 파리나무 십

자가 소년합창단 내한 공연부터 선우예권 리사이틀, KBS국악관현악단

및 교향악단, 국립오페라단 등의 공연실황 중계에 이어 해설을 덧붙이며,

연주자와의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다.

다.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지역의 문화와 현장, 인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다큐멘터리 형식

으로 진행된다.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부산과 광주, 청주 등 KBS 지

역방송총국에서 제작하며 회당 예술가 2-3명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직접 음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소재가 아니더라도 ‘수제 기타 제작자’나

‘김광석 거리’ 이야기 등 음악과 관련한 사람, 장소 등의 에피소드를 다

룬다.

라. <열린음악회>

1993년부터 대한민국 음악 쇼를 이끌어온 대한민국 대표 음악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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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다. 소프라노와 테너 등을 초대해 가곡을 듣는가 하면 오페라 아리

아, 팝페라부터 트로트, 세시봉과 같은 추억의 음악, 또한 아이돌 그룹의

K-POP 무대와 밴드 음악까지 전 장르를 아우르고 있으나 대중음악의

점유율이 높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매주 방청 신청을 받고 있

다. 2019년 11월 현재 1263회 방영 중이다.

마. <가요무대>

흘러간 노래와 트로트를 부르며, 향수와 추억을 되새기는 중장년층 대

상 음악 프로그램이다. 한시적으로 토, 일요일로 변경된 1991년 5월부터

1993년 3월까지를 제외하고 1985년부터 매주 월요일 밤 방송되어 왔다.

또한 2003년부터 전인석 아나운서가 진행해왔던 7년 이외에 김동건 아나

운서가 진행해왔다는 점도 유서 깊은 프로그램의 면모를 보여준다. 2019

년 11월 현재 1630회를 넘어섰다.

바. <전국노래자랑>

2019년 11월 현재 1970회를 향해가는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이다. 1980

년부터 40년 가까이 매주 일요일 낮 시간대를 지키고 있으며, 대국민 참

여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격 방송이다. 베테랑 MC 송해의 진행으로

전국 팔도 곳곳에서 각 지역 예심을 통과한 출연자들이 보여주는 즐거운

노래와 재치들로 꾸며진다. 초대 가수를 제외하고는 아마추어 가수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다른 음악 프로그램들과 달리 연예오락 프로그램들로

분류되어 있다. 송가인, 박상철 등의 가수들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사. <노래가 좋아>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노래 대결 프로그램이다. 가족들이 멋진 응원을

보여주거나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하며, 전문 심사위원이 아닌 100인의

관객 판정단에 의해 우승자가 가려진다. 방송 시간대 역시 가족들과 함

께 시청하기 좋은 주말 아침이며,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과 그의 배우자

KBS 아나운서 도경완이 함께 진행하여 부부로서의 호흡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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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부터 6주간은 ‘트로트가 좋아’ 특집으로 방영되었다.

아. <콘서트 7080>

2004년 11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15년간 방영되었던 라이브 음악 프

로그램이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20대를 보낸 세대를 겨냥하여 섭외한

추억의 가수들을 통해 당시의 인기곡과 명곡들을 들어본다. 7080 음악을

대표하는 뮤지션 배철수의 진행으로 주말 심야시간대에 편성되어 중장년

층의 공감과 향수를 이끌어내었다. 12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방송 역시 나이 제한이 적용된다.

자. <KBS 교향악단 연주회>

KBS 교향악단의 연주회 실황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 10월

25일(671회 정기연주회)부터 2015년 7월 3일(694회 정기연주회)까지 30

회에 걸쳐 방영되었다. 예술의전당 및 KBS홀 등에서 진행된 KBS 교향

악단의 정기연주회는 물론 기획 연주회 <클래식, 춤을 추다(지휘: 마크

깁슨)>, 어린이 음악회 <위층에 사는 베토벤> 등이 방송되었다. 최근 5

년간 종영한 KBS 음악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정통 클래식 음악을 다루

고 있다.

차. <나는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맞아 세계가 주목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축하하고 그

위상을 알리는 자발적 참여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2015년 6월 13일부

터 시작되어 마지막 10회가 방영되는 광복절에는 상암동에서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본 공연을 진행하였다. 이선희와 이승철 등 가왕급 가

수들부터 피겨여왕 김연아와 국악소녀 송소희,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와

EXO 등의 출연은 물론, 바리톤 고성현과 여러 국민 합창단들이 함께하

며 시청률 1위를 기록하였다. 국민대화합의 장으로 전 세대와 계층을 아

우르는 합창 대축제를 마련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공영방송으로

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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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하였다.47)

카. <국민대합창 우리 가(歌)>

앞서 언급한 <나는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참가 단체들을 소개할 목

적으로 KBS 본사와 9개 지역총국이 함께 제작하였다. 화요일부터 금요

일 밤 10시 55분부터 5분간 방송되었으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 국민

이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를 각 지역의 시청자 합창단들이 전국의 대표

적인 장소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담았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서울아

버지합창단이 부른 ‘사랑으로’를 시작으로 제주 성산일출봉에서 귤빛여성

합창단이 ‘제주도의 푸른 밤’을, 대전 카이스트에서는 카이스트 코러스와

대전시민천문대 어린이합창단이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는 등 광복절 전

날 54회를 끝으로 종영하였다.

1-2) KBS 2TV의 음악 프로그램

가.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실력파 보컬리스트들이 자신만의 느낌으로 불후의 명곡을 재해석한다.

가요계 전설이라 불리는 가수들이 직접 출연해 본인의 곡이 어떻게 리메

이크되는지 눈앞에서 감상하고, 후배에게 직접 감상평을 이야기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명곡 판정단의 투표를 통해 매회 우승자를 가린다. 국민

MC 신동엽이 진행을 맡고 있는 무대의 상황과 정재형, 문희준, 김태우

가 참여 게스트들과 대화를 꾸려가는 대기실의 모습이 화면을 통해 양방

향으로 중계가 되는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나. <뮤직뱅크>

1998년부터 방영된 KBS의 대표적인 대중가요 프로그램으로, 2019년

10월 18일 1000회를 맞이하였다. 국내뿐 아니라 2011년 일본을 시작으로

47) https://sports.donga.com/3/all/20151027/7443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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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홍콩, 칠레,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뮤직뱅크 월드투어>

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19년 2월, 14번째 월드투어인 ‘뮤직뱅크 인

홍콩’이 방영되었으며 월드투어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 편성된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시청등급 연령이 12세에서 15세로 변경되었다. 노출이 심

한 가수들의 의상과 선정적인 안무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등급

조정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며48), 후에 언급할 MBC <쇼! 음악중심>도

마찬가지다.

다. <유희열의 스케치북>

2009년 4월부터 방영 중인 라이브 음악 토크쇼로, 1992년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가요계에 데뷔한 유희열(Toy)이 진행을

맡고 있다. 전문성을 인정받은 뮤지션이 진행하기 때문에 가수들과의 인

터뷰에서 넓은 폭의 이야기가 가능하며,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출연자

들과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만들기도 한다. 기존에 AR 반주에 맞춰 무대

를 선보이던 아이돌 그룹도 밴드 반주에 맞춰 부르거나 어쿠스틱 버전으

로 편곡해 가창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력을 겸

비한 인디음악 가수나 신인들의 무대로 매주 방송을 마무리함으로써 인

기곡에 편중되지 않는 라인업을 보여준다.

라. <누가 누가 잘하나>

동요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어린이들의 노래

경연으로 구성되던 것이 초등학생뿐 아니라 동요를 사랑하고 즐겨 부르

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49). 또한 경연의 긴장감을

더하고 추억의 동요 명곡을 보급하기 위해 1차, 2차 경연을 실시하는 것

으로 개편되었다. 매주 클래식, 국악, 뮤지컬,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과 공연을 소개하며 어린이들의 감성을 일깨우고 음악 전반에 대한 이해

를 북돋는 것이 프로그램의 취지이나, 대부분 동요로 구성된다. 신입 아

나운서 김종현과 박지원이 진행하며, KBS 2TV 음악 프로그램 중 유일

4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067833

49) 김지은, 앞의 논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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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전체 관람가이자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있다.

마.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THE UNIT)>

연예계에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부족한 현실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이들의 꿈을 펼치기 위한 치열한 도전과

성장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이다. 핫샷, 유키스, 아이엠(IM), 스피카, 라붐,

달샤벳 등 기존에 인지도가 있던 현직 아이돌 멤버들도 도전을 하는 등

재도약의 기회가 되었다. 2017년 10월부터 매주 토요일 밤 28부작으로

방영되었으며, 시청자 투표를 통해 9인의 최종 멤버가 선정되었다. 기존

의 아이돌 그룹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남자 그룹(유앤비), 여자 그

룹(유니티)이 1팀씩 결성되었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 활동 후 각각 2019

년 1월, 2018년 10월 해체되었다.

바. <건반 위의 하이에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 만나 함께 곡 작업을 하고 음

원 1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그려낸 리얼 음악 예능 프로그램

이다. 뮤지션들의 진지한 음악 작업과정을 세밀하게 따라가면서도 이들

의 일상생활 속 유머 코드도 포착해내면서50) 흥미를 이끌었다. 실제로

2017년 추석 연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었을 당시 윤종신의 ‘너를

찾아서’가 음원 차트 1위를 거머쥐었으며 래퍼 로꼬와 마마무 화사의 합

작인 ‘주지마’는 음원차트에 공개되자마자 1위를 차지51)하는 성과를 냈

다.

사. <더 히트>

히트곡과 히트곡을 매시업52)해 ‘더 히트’할 곡을 탄생시키는 신개념

뮤직쇼로 우리의 기억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히트곡들이 품고 있는 이야

50) http://star.mbn.co.kr/view.php?year=2017&no=665401&refer=portal

51) 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1475897

52) 웹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

어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드는 것으로, 음악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곡

을 조합하여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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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원곡자들과 함께 나눈다. 공(히트볼)을 굴려 무작위로 파트너가 선

정되기 때문에 휘성과 케이윌처럼 닮은 음색의 하모니가 나올 수도, 소

찬휘와 러블리즈처럼 세대를 초월한 컬래버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다. 셀

럽파이브 활동을 통해 가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 송은이, 김신영

이 MC를 맡아 2019년 2월부터 12부작으로 방영되었다.

2) MBC의 음악 프로그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정규 편성되었던 음악 프로그

램은 총 14개이며, 현재 방영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은 5개에 불과하다.

클래식을 다루고 있는 <TV 예술무대>, 국악을 소개하는 <우리 가락 우

리 문화>, K-pop 순위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이 잘 알려져 있다.

<복면가왕>은 대표적인 음악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이며,

올해 시작된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는 한시적으로 음악을 다루

고 있다.

다음 [표 Ⅲ-2]는 최근 5년간 MBC의 음악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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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MBC 음악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분류
음악

장르

진행

자

방영

여부

MBC

TV 예술무대 토 26:10 시사교양 클래식 손열음

방영 중

우리 가락

우리 문화

토 05:00

(월 1회)
시사교양 국악 김나니

놀면 뭐하니?

:유플래쉬X뽕포유
토 18:30 예능 대중가요 유재석

복면가왕 일 17:00 예능 대중가요 김성주

쇼! 음악중심 토 15:30 음악
대중가요

(K-pop)

미나,

찬희

낭만클럽 월 24:25 예능 대중가요 이휘재

종영

문화사색 금 00:30 시사교양 클래식 이진

다시 쓰는 차트쇼

지금 1위는?
금 20:30 예능 대중가요

이경규,

유세윤

UNDER

NINETEEN
토 18:20 예능

대중가요

(K-POP)
김소현

뜻밖의 Q 토 18:20 예능 대중가요
이수근,

전현무

내 인생의 노래

SONG ONE
금 20:55 예능 대중가요 강타

듀엣가요제 금 21:30 예능 대중가요
성시경,

유세윤

나는 가수다 3 금 22:00 예능 대중가요 박정현

Target:Billboard

-KILL BILL
금 25:00 예능

대중가요

(힙합)
김종국

※ 진행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적인 두 명만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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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TV 예술무대>

2013년 1월 시작되어 심야시간대에 꾸준히 방영 중이다. 클래식에 기

반하여 오페라, 뮤지컬, 재즈 등 폭넓은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최고의 뮤지션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피아니스트 손열

음은 음악적 지식을 가진 동시에 편안한 진행으로 아티스트들과의 인터

뷰도 차분하게 이어간다. 김정원, 선우예권 등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는

물론 막심 브라비차, 미샤 마이스키 등 해외 유명 아티스트룰 초청해 무

대를 생생히 전달해주는가 하면, 통영국제음악제나 평창대관령음악제와

같은 굵직한 축제들의 실황 중계도 만날 수 있다. ‘피아니스트 김광민-

가수 이현우’, ‘국악소녀 송소희-트리오 어쿠스틱 카페’와 같은 평소 보기

힘든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보여주기도 한다.

나. <우리 가락 우리 문화>

MBC 음악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지역사에서 연출하는 프로그램이자

전통음악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며, 초기에는 월 3회 방송이었으나 현재

월 1회 방영되고 있다. 광주MBC와 전주MBC가 협력해 만들어내는 전통

음악 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10년째 방송되어 최근 200회를 넘겼다.

명인명창의 전통 가무악(歌舞樂)과 함께 우리 소리의 다양한 변주를 통

해 국악의 대중화를 꾀하며, 소리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 김나니가

진행한다. 주말 새벽 5시라는 매우 이른 시각에 편성되어 마니아층만이

시청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 <놀면 뭐하니? : 유플래쉬 X 뽕포유>

프로그램 소개는 스케줄 없이 쉬는 날 유재석에게 카메라를 맡기면서

시작된 릴레이 카메라53)이지만, 처음 의도와는 달리 국민MC 유재석의

새로운 적성을 찾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드럼을 배우며 밴드

음악을 완성해가는 ‘유플래쉬’와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 데뷔하는 과정을

그린 ‘뽕포유’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 진

53) http://www.imbc.com/broad/tv/ent/howdoyouplay/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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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만큼, 드럼과 트로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유산슬 음반 ‘합정역 5번 출구’와 ‘사랑의 재개

발’은 뮤직비디오까지도 남녀노소에게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라. <복면가왕>

복면을 쓴 스타들이 나이, 신분, 직종을 숨긴 채 목소리만으로 실력을

뽐내는 음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2015년 2월 설 특집으로 방영된

이후 좋은 반응을 얻어 두 달 뒤 정규방송으로 편성되어 현재까지 명맥

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전 세계 40여 개국으로 포맷이

수출되었으며, 미국판 복면가왕은 지난 시즌에서 1천 4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끌어 모으며 흥행돌풍을 일으켰다. 호주판 복면가왕 역시 현지

에서 해당 요일 전체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사랑을 받으면서 한

국 방송포맷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54) 추억의 가수가 등장하거나

노래 실력을 감추고 있던 배우 또는 아이돌 가수 등이 등장하면서 반전

을 일으킨다.

마. <쇼! 음악중심>

1998년부터 방영하던 <생방송 음악캠프>가 전신이다. 한 펑크밴드의

전라 노출로 인해 폐지된 이후 3개월의 휴식기를 가지고 2005년 10월부

터 현재 프로그램인 <쇼! 음악중심>으로 변경되어 방송을 시작하였다.

음원과 음반 점수, 시청자위원회의 사전투표 점수, 동영상 점수와 MBC

라디오 방송 점수를 합산해 1위 후보를 결정하며 생방송 중에 진행되는

문자 투표를 통해 1위를 선정한다. 편성 시간이 조금 당겨지거나 늦춰지

기도 하지만 650회를 넘긴 현재까지도 토요일에 방영되는 점은 꾸준하

다. 개편 때마다 MC가 변경되기는 하나 불문율처럼 아이돌 스타 2-3명

이 진행을 맡고 있다.

54)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5100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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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낭만클럽>

아지트 같은 ‘낭만클럽’이라는 장소에서 야심한 밤 음악 이야기를 나

눈다. 맛있는 음식은 덤이다. 원조 아이돌 김완선, 015B 장호일 등 연예

인 게스트 두 명을 초청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음악이 추억의 매개체가 됨과 동시에 사연 맞춤형 힐링푸드가 제

공되어 ‘음방(음악방송)+먹방(먹는 방송)’의 결합을 보여준다. 기존의 방

송 <라디오스타>에 먹방을 추가한 구성으로 볼 수 있으며, 2019년 9월

부터 10월까지 6회를 끝으로 종영하였다.

사. <문화사색>

한 주의 이슈가 되었던 문화 트렌드를 소개하고 고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2005년부터 15년간 명맥을 이어오다 종영하였다. 사

람들이 옷을 입듯 다양한 문화를 입고 즐기게 하겠다는 기획의도로 쉽게

문화를 전달하고자 하였다.55) 고정 코너인 ‘아트뉴스’를 시작으로 인문학

부터 뮤지컬과 발레, 미술 전시 등에 걸쳐 문화 전반의 소식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 음악에 초점을 맞추자면, 5년 사이 종영한 MBC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클래식 음악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 그 자체보

다는 클래식 음반과 공연 소식, 아티스트 인터뷰 또는 문화계 소식을 소

개하는 것이 주가 된다.

아. <다시 쓰는 차트 쇼 지금 1위는?>

2019년 설 특집 파일럿으로 2회 방영되었다가 좋은 반응을 얻어 2019

년 3월부터 10부작으로 정식 편성되었다. 49년 역사를 자랑하는 MBC

음악차트 프로그램에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정상에 섰던 ‘1위

가수'와 그 영광에 가려 1위를 놓친 ‘도전 가수'들이 다시 1위에 도전해

차트를 새롭게 써본다는 발칙한 발상에서 시작된 음악 예능프로그램이

다. 변진섭, 이상우, 조성모 등 1980-90년대를 주름잡은 가수들이 등장하

여 들려주는 이야기와 마마무 솔라, 박재정 등 실력파 후배 가수들이 다

55) 한국방송공사, 앞의 책,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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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르는 추억의 노래는 충분히 흥미진진하다.

자. <언더 나인틴 (UNDER NINETEEN)>

차세대 K-POP을 이끌 남자 아이돌 그룹을 만들기 위한 오디션 프로

그램으로, 오직 10대들만이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오디션 프로그

램과는 차별되었다. 또한 57명의 지원자가 보컬과 랩, 댄스로 본인의 특

기 분야에 지원한 것도 특이점이다. 다이나믹듀오, 크러쉬, 솔지 등 쟁쟁

한 디렉터를 앞세워 호기롭게 나섰으나 최고 시청률이 2.2%에 그치면서

부진했다. 최종 생방송 공연과 국민 투표 등을 포함해 14부작에 걸쳐 9

인의 멤버가 결성되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한 그룹 이름 ‘원더나인’으

로 2019년 4월 데뷔했다. 프로젝트 그룹으로, 17개월 동안 활동 계약을

맺었다.

차. <뜻밖의 Q>

퀴즈를 통한 세대 공감 프로젝트로 2018년 5월 시작해 25회를 끝으로

종영하였다, 남녀노소 국적불문 누구나 퀴즈 출제자가 될 수 있으며 대

국민 출제위원이 뽑은 ‘뜻밖의’ 퀴즈를 풀며 세대 간의 간극을 좁혀가는

퀴즈 쇼이다. 시청자가 만든 이모티콘 조합을 보고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맞히는 ‘이모티콘 퀴즈’에서는 카카오톡의 공식 오픈채팅방을 통해 시청

자가 실시간으로 힌트를 제공하였다. 또한 음악이라는 주제 아래 밴드

‘칵스(THE KOXX)’, 유튜브 스타 ‘뚜아뚜지’ 등 다양한 출제위원들의 등

장은 MC가 퀴즈를 내는 기존의 퀴즈 예능쇼와 차별됨으로써 시청자들

에게 참신한 재미를 선사했다.56) 최근 5년간 음악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퀴즈 형식을 띠고 있다.

카. <내 인생의 노래 SONG ONE>

스타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의미 있는 노래 한 곡을 리메이

크해 음원으로 발표하는 뮤직 토크쇼이다. 아날로그 감성의 카세트테이

56) http://star.mbn.co.kr/view.php?year=2018&no=671732&refer=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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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를 활용해 자신의 인생 노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룬다. 래퍼 겸 가수

양동근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업타운의 노래를 재탄생시켰으며, 2PM

우영과 슈퍼주니어 예성 등 가수들을 비롯해 뮤지컬배우 임태경 및 배우

김승수 등이 출연해 각자의 애창곡으로 음원을 발매했다. 2018년 8월부

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방송되었다.

타. <듀엣가요제>

2015년 추석 연휴와 이듬해 설 연휴, 파일럿으로 방송되었다가 2016년

4월부터 정규 편성되었다. 가수와 일반인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듀엣 쇼

로, 평소 동경하던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인

기를 끌었다. 성별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으며, 가수와 함께 꾸민 무대는 판정단의 투표로 점수가 매겨진다. 경

연에서 우승하는 듀엣은 다음 경연에 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아니었으나 실제로 최효인, 범진 등 실력자들을 발굴

해 가수 데뷔로 이어지기도 했다.

파. <나는 가수다 3>

MBC 대표 프로그램인 <일밤>으로 시작해 시즌1(2011.3.6.-2012.2.19.

48부작)와 시즌2(2012.4.29.-2012.12.30. 35부작)를 거쳐 시즌3(2015.1.30-

2015.4.24. 13부작)부터는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었다. 최하위 점수

를 받은 가수가 탈락하고 새 가수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서바이벌 프로

그램이었으나 시즌3에서는 13주의 경연 후에 가왕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도입

하였다.57) 가수 김연우는 세 번의 정규 편성 동안 모두 출연해 음악적인

실력은 물론 예능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하. <킬빌 (KILL BILL - Target : Billboard)>

대한민국 힙합 신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초호화 라인업으

57)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5013021530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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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빌보드 차트 점령을 목표로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2019년 1월부

터 11부작으로 기획되었다. 경연 최종 우승자인 래퍼 도끼와 비와이는

세계적인 뮤지션 DJ칼리드와 협업해 신곡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

는 것이으나 마지막 11회를 남겨두고 장기 제작 지연 상태이다. 임진모

음악평론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뷰58)를 통해, 미국·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접근방식과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 EBS의 음악 프로그램

EBS는 교육적 목적의 프로그램 특성상 모두가 전체관람가로 분류되

어 있으나, 대상 연령대는 확연히 구분된다. 다른 방송사에서 음악 또는

예능으로 분류하는 것과 달리 ‘유아 어린이’, ‘초등’ 등으로 프로그램을

분류해두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보를 통해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

중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3개,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1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3개임을 알 수 있었다. 동요와 클

래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전통문화 창달에 걸맞

은 국악 전문 프로그램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전 장르를 다룰 수 있

는 프로그램에서도 국악 관련 무대는 드물었다.

다음 [표 Ⅲ-3]은 EBS의 음악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이다.

58)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405400000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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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EBS 음악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분류
음악

장르
진행자

방영

여부

EBS

1TV

뽀로로와

노래해요
목-금 07:30

애니

메이션
동요 뽀로로

방영 중

EBS 스페이스

공감
금 23:35 문화예술 대중가요 -

예술아 놀자 목 16:10 어린이 놀이음악 -

예술교육 다큐

-아티스트
금 16:10 문화예술 클래식 -

뭐든지

뮤직박스
목-금 17:20

유아

어린이
놀이음악 데프콘

싱 앤 댄스

-동요 구출작전
목-금 8:10 어린이 동요

양예나,

유환웅

종영
악동클럽

-클래식을 부탁해
금 18:45 청소년 클래식

유환웅,

조환준

문예특집

-한국음악기행
토-일 16:45 문화예술 국악

최고은,

꽃별

EBS

2TV

야옹! 클래식 목-금 12:30 초등 클래식 고양이

방영 중
문예특집

-공감 플러스
화-수 24:00 문화예술 대중가요 -

문예특집

-아티스트처럼

생각하기

수-금 22:50 문화예술 클래식 - 종영

※ 교육방송의 프로그램 장르는 타 방송사와 다소 다르게 분류된다.

※ 진행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적인 두세 사람을, 없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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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BS 1TV의 음악 프로그램

가. <뽀로로와 노래해요>

2003년부터 방송된 TV만화 프로그램 <뽀롱뽀롱 뽀로로>의 번외편으

로 볼 수 있으며, 뽀로로와 친구들이 함께 부르는 동요 애니메이션이다.

뽀롱뽀롱 숲 속 마을에 사는 친구들이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며 함께 지

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며,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노래와 애니메

이션으로 풀어간다. 동요 ‘개구리’나 가요 ‘아름다운 세상’과 같은 기존의

곡을 부르기도 하고, ‘뻐꾹 왈츠’나 캐롤 등과 같은 익숙한 선율에 가사

를 바꾸어 부르는 등 유아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전 시즌에 걸쳐

뽀로로 노래와 영상을 제공하는 Youtube 채널 ‘뽀로로(Pororo)'의 경우

구독자가 327만 명으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나. <EBS 스페이스 공감>

라이브 음악을 통해 공연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

다. 2004년부터 시작되어 15년이 넘은 장수 프로그램이다. 김창완, 이승

환, 윤종신 등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부터 정세운, 데이식스 등 실력파 아

이돌의 무대는 물론 잔나비, 로맨틱펀치 등 밴드 공연도 활성화하고 있

다.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를 통해 장기하, 국카스텐 등 재능 있

는 뮤지션을 선발했으며, 제이슨 므라즈와 같은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라이브 무대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록, 팝, 재즈, 클래식, 월드뮤직, 국

악 등 장르와 관계없이 오직 좋은 음악을 통해 공감하는 것이 목표다.

EBS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방청객들을 초청해 함께 호흡하며, 심야

시간대 음악 마니아층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다. <예술아 놀자>

EBS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함께하는 예술교육 프로젝트의 일

환이다. 2018년부터 두 단체가 공동 기획해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어린

이들과 예술가가 직접 만나 예술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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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의미가 있다. 조각부터 오케스트라, 현대무용, 재봉틀 드로잉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현대의 예술을 다루고 있으며, 일방적인 예술교육이

아닌 어린이의 주도로 신선하고 재치 넘치는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가며 숨겨져 있던 예술 감성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다. 시즌1에서 10명의

아티스트를 소개했으며, 그중 음악 관련 아티스트는 사운드 아티스트 김

준,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 국악 월드뮤직 그룹 고래야로 30%를 차지했

다. 이후 시즌2에서는 방송 회차를 더 늘렸으며, 16화 가운데 음악가의

출연은 피아니스트 박창수, 바이올리니스트 안라영 두 번으로 지난 시즌

보다 줄어든 12.5%임을 알 수 있다. 출연하는 학생들은 청소년기 이전의

유아 또는 초등학생이 대부분이며 시청 대상 역시 어린이들이다. EBS

2TV에서도 월요일과 화요일 두 차례 방영된다.

라. <예술교육 다큐 - 아티스트>

앞서 소개한 <예술아 놀자>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다큐멘터리 형식

이다. <예술아 놀자>가 EBS 2TV에서도 방영되는 것과 달리 본 프로그

램은 1TV에서 한 차례 방영이 끝이다. 시대를 앞서가고, 사회에 화두를

던지는 우리 시대 아티스트 16인에게 듣는 예술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담

고 있다. 인터뷰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예술가들의 작품세계와 어린 시절

을 만나볼 수 있다. 앞의 프로그램이 유아를 대상으로 했다면, <예술교

육 다큐 - 아티스트>는 성인을 대상으로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끔 한다.

마. <뭐든지 뮤직박스>

아동학과와 초등특수아동음악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는 유아·어린이

대상 창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시즌1 하하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진

행자, 가수 데프콘은 ‘뭐든지 가지고 놀아 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이라고 이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박스에서 나오는 소재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해보며 자연스럽게 음악적 개념을 익히고, 수준 높은 공연을 통

해 아이들의 심미적 경험과 예술적 소양을 고취할 수 있게 돕는다. 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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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이 다루는 장르인 힙합은 물론, 타악기와 현악기에서부터 플라멩코와

놀람교향곡 등 매주 다양한 주제로 선보이고 있으며, 두 어린이가 직접

나와 함께 호기심을 갖고 음악에 대해 배워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유머

코드와 리얼리티를 인정받아 ‘2019 재팬 프라이즈’ 프리스쿨(Pre-school)

부문에서 최고 작품상을 받기도 하였다.59)

바. <싱 앤 댄스 - 동요 구출작전>

아이들은 요즘 무슨 노래를 들을까? <동요 구출작전>은 동요보다 대

중가요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동요와 율동의 진짜 재미를 알려주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 걸그룹 에이프릴의 멤버 예나와 레이첼이 ‘씽’과 ‘율’

역할을 맡아 어둠의 음악가 ‘블랭크’에게 빼앗긴 동요와 율동을 구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동요 구출작전>을 통해 새롭게 녹음된 동요를

들으며 아이들이 동요의 매력을 느끼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다. 하지

만 ‘밴드 음악’이 ‘어둠의 음악’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아쉽다. 동요와

대비해 전자음악은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다.

사. <악동클럽 - 클래식을 부탁해>

2014년에 방영되었을 때는 드라마 방식으로 이어가던 악동클럽이

2015년에는 음악의 전설을 소개하는 ‘클래식을 부탁해’로 돌아왔다. 재연

배우 3명이 매 회마다 베토벤부터 차이콥스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등

음악가로 분하여 그 시절 음악가가 살았던 동네를 배경으로 열연한다.

음악가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 재연과 악기 연주 연기까지 간간이

보여주면서 재미와 몰입도를 더해주는 픽션을 가미한 다큐멘터리 형식이

다.

아. <문예특집 - 한국음악기행>

문예특집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편성되지는 않으며 음악과 미술, 문

학과 아티스트 문화와 예술 전반을 다룬다. 음악의 경우 한국음악기행

59)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3108800005?sectio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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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편, EBS 음악기행(2014) 6편, 서양음악기행(2013) 6편을 방송하

였다. ‘한국음악기행’에서는 1부에서 가곡을 다룬 것을 시작으로 천 년

전 백제시대 유행가부터 80년대 노래까지, 천 년을 관통하는 우리음악의

다양성과 고유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가수 최고은과 해금 연주자 꽃별

등 젊은 음악가 4인과 함께 우리음악을 재조명하였다.

3-2) EBS 2TV의 음악 프로그램

가. <야옹! 클래식>

클래식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클래식과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기획되었다. 2019년 현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에피

소드를 고양이 캐릭터를 통해 보여주며, 그 상황에서 비슷하게 유추할

수 있는 음악가의 일상 또는 클래식 작품으로 연계한다. 한 곡이 탄생하

기까지 숨겨진 스토리와 음악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음악과 관련된 프

로그램은 시청률을 위해 가수를, 전문성을 위해 아티스트를 진행자로 선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양이 캐릭터를 앞세워 프로그램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꽤나 흥미롭다.

나. <문예특집 – 공감 플러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와 관련된 노래 10곡 정도를 선곡해 <EBS 스

페이스 공감>에서 방영했던 무대들을 재가공해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2019년 10월 방영분을 보면 ‘위로받고 싶은 날에’를 주제로 우주히피의

‘애쓰지 마요’와 로맨틱펀치의 ‘좋은 날이 올 거야’, 장필순의 ‘나의 외로

움이 너를 부를 때’ 등을 선곡하였다. 최근 소셜형 음악 DJ60)와 브랜드

DJ61)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고품질 라이브 쇼를 보유하고 있는

60) ‘소셜형 음악 DJ’ 콘텐츠는 디지털의 편리함을 살려 개인의 취향과 호기심을 쉽

게 충족시키며 음악 감상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1910286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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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가 이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EBS 스페이

스 공감>에서 음악 전 장르를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공감 플러스>에

서는 대중가요 또는 팝송만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다. <문예특집 - 아티스트처럼 생각하기>

2018년 방영된 문예특집으로,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에게 작품 세

계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법, 창의력에 대한 생각 등을 들어보는 미

니 인터뷰 시리즈로 기획되었다. 한글을 사랑한 글꼴 디자이너 안상수와

세계 최로로 개인 제작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실험 예술가 송호준 등 8인

의 아티스트가 출연하였다. 음악 분야에서는 인디밴드 ‘술탄 오브 더 디

스코’의 리더이자 사운드 엔지니어인 뮤지션 나잠 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61) 트렌드를 선도하는 각 분야 대표 브랜드가 직접 구성한 플레이리스트와 동영상,

매거진, 팟캐스트 등을 통해 최신 음악 콘텐츠를 다양한 형식으로 감상할 수 있

다. 샤넬, 디즈니, 나이키, 예술의전당, 틱톡, 쏘카 등 패션, 문화예술, 생활플랫폼

등의 대표 브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동화같은 하루가 필요할 때’(디즈니) ‘운동

할 때 필요한 노래’(나이키) ‘패션 쇼 사운드트랙’(샤넬) ‘다양한 영역의 크리에이

터들이 선정한 음악’(매거진B) 등이 소개된다.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1910286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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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V 음악 프로그램 분석

국내 공영방송사인 KBS, MBC, EBS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방영해 온 음악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총 43개의 프로그램

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중 현재 방영 중인 음악 프로그램은 23개에 달

하였다. 각 방송사마다 클래식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개수는 하나에 불과

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은 전무하였다. 국악

의 경우 KBS와 MBC가 하나씩을 연출하고 있으며, EBS에서는 현재 방

영 중인 한국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었다.

KBS의 경우 두 채널을 송출하고 있는 만큼, 가장 많은 음악 프로그

램을 보유하고 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다루는 1TV에서는 11개

프로그램을, 음악 자체 또는 예능 형식으로 방송하는 2TV에서는 7개 프

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 중 1TV에서는 7개 프로그램이 현재 방영되고

있는데 한국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국악한마당>과 전통가요(트로트)를

다루고 있는 <가요무대>, 전 국민 경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전국

노래자랑>이 오랫동안 장르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방송되어온 것을 알

수 있었다.

KBS 2TV에서 현재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4개로, <뮤직뱅크>는

매주 K-pop을 다루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공연을 유치하는 한류 사절단

으로 기획되었다. 또한 관객의 사연과 가수와의 토크를 포함하고 있는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를 아우르는 대중가요 프로

그램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이 방영되고 있다. <누가 누가 잘

하나>라는 동요 경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것은 세 방송사를 통틀

어 유일하다.

MBC 문화방송은 채널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5년간 14개의 음악 프

로그램을 연출하였으며,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은 5개로 확인되었다.

이 중, 국악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우리 가락 우리 문화> 하나에 불과

하였으며 그마저도 월 1회 방영인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클래식 음악에

관한 프로그램 역시 <TV 예술무대> 하나이다. <놀면 뭐하니?>는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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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으나, 출연자가 드럼 연주를 배우

고 트로트에 도전하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음악 예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밴드 음악과 트로트 음반의 형성 과정을 그리는 유일한 프로그램

이며 이들의 대중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쇼! 음악중심>을 통해

K-pop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복면가왕> 역시 흘러간 인기 가요

나 추억의 가수들을 소환해 매회 화제가 되고 있다.

EBS 교육방송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11개의 음악 프로그램을 두 채

널에서 송출하였으며, 현재 7개의 프로그램을 방영 중이다. <문예특집

– 공감플러스>가 <EBS 스페이스 공감>을 재구성한 프로그램임을 감

안하면 6가지로 볼 수 있으며, 공감 시리즈와 <예술교육 다큐 – 아티스

트>를 제외하면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EBS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클래식을 다루고 있는 <야옹! 클래식>의 경우 초

등학생을 위한 콘텐츠로 분류가 되어있지만 클래식에 입문하고자 하는

누구나 접해도 흥미롭게 볼 수 있을 내용이었다.

1) 장르 및 형식에 따라

최근 5년간 음악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다루고 있는 음악 장르와

프로그램 형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장르에 따라서는 국악과

클래식, 대중가요,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나누었으며 프로그램 구성 형태

에 따라 다시 세분화하였다.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경우 ‘국악’으로, 클래식 음악

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은 ‘클래식’으로 나누었다. 한국 가요를 다루는

‘대중가요 프로그램’은 조금 더 그 형태가 다양했는데 앞의 분류와 마찬

가지로 가수들의 공연을 위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은 ‘공연’, 가수 또는

일반인이 참여하여 노래 실력을 겨루거나 오디션 형태의 프로그램은 ‘경

연’으로 분류하였다.

‘작곡·작사’라는 분류는 본인이 임의로 만든 방송 형식이다. 싱어송라

이터, 작곡가, 작사가, 가수 등이 직접 출연해 새로운 곡에 대한 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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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밍부터 음악을 만들고 가사를 짓고 녹음을 하고 첫 무대를 가지는

등 음악 작업 전반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음악 퀴즈

형식을 띠고 있는 프로그램은 ‘퀴즈’로 따로 분류하였다.

‘어린이 프로그램’이란 특정의 프로그램 구성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

니라 단순히 어른들의 프로그램과 구별하기 위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들을 한데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다.62) ‘동요’로 분류된 프로그램들은 노

래를 배우거나 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동요를 소재로 하는 모든 방송

을 말하며 ‘놀이’의 경우 곡의 중요도보다는 어린이들이 음악을 재미있게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다음 [표 Ⅲ-4]는 최근 5년간 KBS, MBC, EBS 3사 음악 프로그램을

장르와 형식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62) 정형기, 『방송 프로그램 편성』(서울: 내하출판사, 2012),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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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음악 프로그램의 장르와 형식에 따른 분류

장르

및

형식

개

수

KBS MBC EBS

방영 중 종영 방영 중 종영 방영 중 종영

국

악
3 국악한마당

우리가락

우리문화

한국음악

기행

클

래

식

9

KBS중계석
교향악단

연주회
예술무대 문화사색

야옹클래식 악동클럽

문화산책
예술교육

다큐

아티스트

생각하기

대

중

가

요

공

연
11

열린음악회 콘서트7080

음악중심

낭만클럽

스페이스

공감

가요무대 더히트

SONGONE 공감플러스

뮤직뱅크
나는

대한민국

유희열의

스케치북
국민대합창

경

연
10

전국

노래자랑

더유닛 복면가왕

지금1위는

언더나인틴

노래가좋아 듀엣가요제

나는가수다

불후의명곡
타깃빌보드

작

곡

작

사

2
건반위의

하이에나
놀면뭐하니

퀴

즈
1 뜻밖의Q

어

린

이

동

요
3

누가누가

잘하나

뽀로로와

노래해요
싱앤댄스

놀

이
2

예술아놀자

뮤직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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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최근 5년간 KBS, MBC, EBS 3사가 방영해온 총 43개의

프로그램 중 대중가요를 다룬 프로그램이 24개로 55.8%에 달하는 우위

를 점하고 있었다. 나머지 국악(6.9%)이나 클래식(20.9%)·어린이(11.6%)

에 비해 현저히 많았으며 세 장르를 다 합쳐도 그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소재로 하는 국악 프로그램의 경우 각 방송사가

하나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KBS <국악한마당>과 MBC <우리 가락 우

리 문화>는 현재 방영 중이지만 EBS의 경우 문예특집 프로그램으로

<한국음악기행>을 4회 방영한 것 이외에는 현재 국악 프로그램이 전무

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

달에 힘쓴다는 내용의 EBS 방송강령에 다소 모순적인 모습인 듯하여

아쉽다.

클래식 음악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대중가요 프로그램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KBS와 EBS가 현재 두 프로그램씩을 방영하고 있는

것에 반해 MBC는 연주실황을 보여주는 <TV예술무대>가 유일했다.

MBC에서 연출했던 음악 매거진 형식의 프로그램 <문화사색>이 종방되

었지만 문화가 소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코너를 <TV예술무대>에 신

설한다면 보완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중가요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열린음악회>는 장르가 확실하게 구

분되지는 않았으나 한 회 평균 8-9팀의 출연자가 등장하고(예를 들어

2019.11.17. 방송의 경우 양방언, 아일, 흰, 노을, 김나희, 김순영, 듀에토,

청하, 잔나비, 안치환이 출연하였다.) 이 중 국악인이나 성악가 한두 팀

정도를 제외하면 7-8팀은 대중가수가 등장하기에 다른 장르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다.

<나는 대한민국>의 경우 오케스트라 공연과 국악 무대가 있기는 했

으나 대중가수들이 많이 출연했으며, <국민대합창 우리歌> 역시 가곡이

나 동요가 몇 번 등장하기는 했지만 추억의 가요가 대부분이었기에 대중

가요 프로그램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합창 음악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은 이 두 프로그램뿐이었는데, <나는 대한민국>의 일환으로 <국민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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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우리歌>가 편성된 것이므로 한 프로그램으로 봐도 무방하다. 또한 프

로젝트형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편성되어 5년 중 유일무이

한 합창 프로그램으로 남았다.

대중가요 프로그램 중 전통가요(트로트)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은

KBS <가요무대> 하나였다. <전국노래자랑> 역시 트로트 장르의 초대

가수가 대부분이지만 참가자들이 시대 구분 없이 다양한 노래로 참가하

고 있다. 또한 힙합 음악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방송사는

MBC가 유일했다. <킬빌(KILL BILL - Target : Billboard)>은 비트 및

랩 가사를 창조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작곡·작사 프로그램으로 분류

도 가능했으나 출연자 간의 경연과 서바이벌의 성격을 더 확고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경연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비롯해 경연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EBS

를 제외한 두 방송사에서 10개의 경연 프로그램이 지난 5년 동안 방영되

었는데 이는 시청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본인의 투표에 따

라 참가자의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흥미 있고 적극적인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노래자랑>과 <노래가 좋아>의 경

우 아마추어, 일반 시청자가 참가하며 그 외의 경연 프로그램들은 가수

또는 배우 등이 출연하는 형태였다. MBC 종영 프로그램인 <듀엣가요

제>의 경우 일반인과 가수가 한 팀이 되는 특이한 구성을 지녔다.

이처럼 출연자가 가수든 아이돌 연습생이든 아마추어든 관계없이 경

연 프로그램은 편성 및 기획에서 우위를 점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아

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이나 <언더 나인틴>의 경우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해 최종 멤버가 데뷔 이후에도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킬빌>의 경우에는 최종 프로젝트가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무조

건적인 경연 프로그램 추구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곡·작사 프로그램은 음원 차트 1위를 향한 곡 작업 과정을 보여주

었던 KBS <건반 위의 하이에나>, 밴드 음악 및 트로트 음반이 만들어

지는 일련의 과정을 재미있게 다룬 MBC <놀면 뭐하니? : 유플래쉬 x

뽕포유>가 그 주인공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신선한 형식으로 대표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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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기며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에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EBS 교육방송이 4개(80%)를 방영해왔다.

퀴즈 형식의 음악 프로그램은 MBC가 유일했다. 문화가 소식 및 예술

가 등 인물을 다룬 프로그램은 매거진 프로그램 또는 문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으며 5년 동안 4개로 나타났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은 KBS의 <네트워크 문화산책>과 EBS <예술교육다큐 – 아

티스트> 두 개가 전부였다.

한때 창작동요제를 통해 동요의 산실이기도 했던 MBC는 최근 5년

동안 동요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고 있었지만, <뽀뽀뽀 모두야 놀자>를

통해 어린이 프로그램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노래와 율동 코너가 있

기는 하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음악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는 없었다.

2) 편성 시간대에 따라

다음 [표 Ⅲ-5]는 KBS에서 최근 5년간 방영했거나 현재 방영하고 있

는 음악 프로그램들을 요일별, 시간대별로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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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KBS 음악 프로그램의 요일별, 시간대별 분포

요일

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9

10
노래가

좋아

11

12
국악

한마당

전국

노래자랑

13
네트워크

문화산책

14

15
종)교향

악단연주

16
누가누가

잘하나

17 뮤직뱅크

18
불후의

명곡

열린

음악회

19

20
종)나는

대한민국

21 종)더유닛

22 가요무대
종)국민

대합창

종)국민

대합창

종)국민

대합창

종)국민

대합창

종)더히트

23
종)건반위

하이에나

종)콘서트

7080

24
유희열의

스케치북

25 KBS 중계석

※ 주시청시간대63)는 음영 처리하였다.

※ 종영한 프로그램은 ‘종)’으로 표시하였다.

63)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3항에 따라, 주시청시간대(prime time)는 평일 오후 7시

부터 밤 11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밤 11시를 말한다. ‘황

금시간대’, ‘피크 타임’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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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를 통틀어 주시청시간대에 가장 많은 음악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KBS의 대표 장수 음악 프로그램인 <가요무대>와 <열린음악회>,

그리고 많은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불후의 명곡>이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다.

종영하긴 했으나 <나는 대한민국>을 주시청시간대에 배치했던 것은

광복 70주년 기념 특집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화·수·목·금요일 밤 10시 55분마

다 5분간 방영되었던 <국민대합창 우리歌> 역시 일일드라마가 끝난 직

후 시간대에 배치되어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기에 적절한 시간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종영 프로그램인 대국민 참여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역시 황금시간대에 편성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데뷔 멤버를 투표로 가리는 경연 프로그램이었기에 많은 시청자들

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BS는 현재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음악 프로그램이 전혀 편성되어 있

지 않으며, 예능 형식의 음악 프로그램들 <전국노래자랑>, <노래가 좋

아>, <불후의 명곡> 등이 대부분 주말과 휴일에 방영되고 있다.

문화예술 전 부문에 걸쳐 공연 이야기를 다루는 <KBS 중계석>의 경

우 연출 의도에서 고급 문화의 대중화에 힘쓴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간대

가 대중화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방영되어

클래식 애호가라 할지라도 시청이 쉽지 않은 시간대이다.

다음 [표 Ⅲ-6]은 MBC에서 최근 5년간 방영했거나 현재 방영하고 있

는 음악 프로그램들을 요일별, 시간대별로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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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MBC 음악 프로그램의 요일별, 시간대별 분포

요일

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
우리가락

우리문화

6

7

8

9

10

11

12

13

14

15 음악중심

16

17 복면가왕

18

놀면

뭐하니

종)언더

나인틴

종)

뜻밖의Q

19

20

종)지금

1위는

종)SONG

ONE

21
종)듀엣

가요제

22
종)나는

가수다

23

24
종)

낭만클럽

종)

문화사색

25
종)타깃

빌보드

26 예술무대

※ 주시청시간대는 음영 처리하였다.

※ 종영한 프로그램은 ‘종)’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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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경우 평일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모든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주말과 휴일에

편성되어 있으며, 종영한 프로그램 중 <다시 쓰는 차트쇼 지금 1위는?>,

<내 인생의 노래 SONG ONE>, <나는 가수다 3>, <문화사색>,

<Target: Billboard - KILL BILL>가 금요일 오후 시간대에, <낭만클

럽>이 월요일에서 늦은 밤중에 반영되었다.

2019년 11월 현재 주시청시간대에는 <놀면 뭐하니? : 유플래쉬 X 뽕

포유> 한 프로그램만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력하고 있는 방송임을 알 수

있다. 본래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의 PD 김태호와

MC 유재석 콤비가 주축이 되어 새로운 예능 방식을 시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드럼 연주를 배우는 ‘유플래쉬’를 비롯해 트로트 가

수에 도전하는 ‘뽕포유’가 시청률 8.5%64)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쓰기도 하였다.

시사교양으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 가락 우리 문화>와 <TV 예술무

대>의 경우에는 주말 편성이긴 하나 토요일 꼭두새벽과 일요일로 넘어

가는 심야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새벽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

는 다른 음악 또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심지어 국악을 다

루는 <우리 가락 우리 문화>의 경우 월 1회 방영이기 때문에 고정 시청

자 확보 또는 시청 습관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대 편성에서부터

흥미 위주의 음악 프로그램과 고전 음악 프로그램을 구분 짓고 있는 것

을 확연히 볼 수 있어 아쉬운 부분이다.

다음 [표 Ⅲ-7]은 EBS에서 최근 5년간 방영했거나 현재 방영하고 있

는 음악 프로그램들을 요일별, 시간대별로 분류한 것이다.

64)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801180000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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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EBS 음악 프로그램의 요일별, 시간대별 분포

요일

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6

7 뽀로로와 노래해요

8
종)

싱앤댄스

종)

싱앤댄스

9

10
뮤직박스

(1TV재)

11

12 야옹!클래식

13

14

15

16
예술아

놀자

예술다큐

아티스트

뮤직박스

(2TV재) 종)한국

음악기행종)한국

음악기행

17 뭐든지 뮤직박스

18
종)

악동클럽

19

20

21

22
종)아티스

트처럼

종)아티스

트처럼

종)아티스

트처럼

23
스페이스

공감

24
문예특집

-공감 플러스

25

※ 주시청시간대는 음영 처리하였다.

※ 종영한 프로그램은 ‘종)’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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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에서는 현재 월·화·수요일의 경우 음악 프로그램 편성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예특집으로 편성된 <공감 플러스>를 제외하고

는 모든 음악 프로그램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뭐든지 뮤직박스>가 본방송 이외에도 재방송이 두 번이나 편성되어 있

는데 이마저 모두 주말과 휴일에 몰려있다. 목·금요일에 본방 사수를 하

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 주말에 볼 수 있게끔, 혹은 재방송을 통해 복

습을 할 수 있게끔 편성한 것이라 한다면 납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한 주의 후반부에 배치해둔 것은

음악 애호가들 혹은 음악을 방송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배

려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목요일에는 4개의 프로그램이,

금요일에는 5개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으나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된

음악 프로그램은 단 한 프로그램도 없는 실정이다.

음악교육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콘텐츠 <야옹! 클래

식>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12시에 편성되어 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시청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방영

되고 있다.

다음 [표 Ⅲ-8]은 3사가 현재(2019년 11월) 방영하고 있는 음악 프로

그램을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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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현재(2019.11.) 방영 중인 음악 프로그램의 요일별, 시간대별 분포

요일

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
M 우리

가락문화

6

7 E 뽀로로

8

9

10
K 노래가

좋아

E(재)

뮤직박스

11

12 E 야옹클래식
K 국악

한마당

K 전국

노래자랑

13
K

문화산책

14

15
M

음악중심

16

K 누가

잘하나 E 다큐

아티스트

E(재)

뮤직박스E 예술아

놀자

17

K

뮤직뱅크
M

복면가왕
E 뭐든지 뮤직박스

18

K 불후의

명곡 K 열린

음악회M 놀면

뭐하니

19

20

21

22
K

가요무대

23 E 공감

24 E 공감플러스 K 유스케

25 K KBS 중계석

26
M

예술무대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음영 처리하였다.(학기 중 기준 적용)

※ 각 방송사 앞머리를 따 KBS는 ‘K’, MBC는 ‘M’, EBS는 ‘E’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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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영 중인 23개 프로그램 중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편성된 프

로그램은 15개로 65%가 배치되어 있으나 실제로 중·고등학교의 수업시

간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가 않다.

게다가 클래식을 다루는 프로그램인 <KBS 중계석>과 MBC <TV 예

술무대>는 각각 새벽 1시 50분과 새벽 2시 10분에, MBC의 유일한 국악

프로그램 <우리 가락 우리 문화> 역시 새벽 5시에 편성되어 있다. 청소

년들이 전통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는커녕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시청시간대와 상관없이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된 프로그램은 총

4개로 17.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KBS가 <불후의 명곡>, <열린 음악

회>, <가요무대> 세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으며 MBC는 음악 예능 프로

그램이자 작곡·작사 및 음반 유통과정을 보여주는 <놀면 뭐하니? : 유플

래쉬 x 뽕포유>가 편성되어 있다. EBS는 주시청시간대에 음악 프로그

램을 편성하고 있지 않다.

3) 시청 등급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제도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프로그램 등급제, 두 가지가 있다. 전자가 편성

규제라면 후자는 내용규제에 해당한다.65)

청소년시청시간대는 방송위원회규칙 제22호에 따라 2000년 8월 28일

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방송프로그램 등급

제는 위원회규칙 31호에 의거 2000년 12월 26일 제정되었다.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하여 청소년이 안심

하고 시청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다음 [표 Ⅲ-9]는 현재(2019.11.)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시청 등급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65) 박은희, 황성연, 심미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프로그램등급제 실효성에 관

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2권 제3호(2008), 12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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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현재(2019.11.) 방영 중인 프로그램의 시청 등급 분류

시청

등급

개

수
KBS1 KBS2 MBC EBS1 EBS2

전체

관람가
17

국악한마당

KBS중계석

문화산책

열린음악회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노래가좋아

누가잘하나
TV예술무대

우리가락문화

뽀로로

스페이스공감

예술아놀자

예술교육다큐

뮤직박스

야옹클래식

공감플러스

12세

이상
1 복면가왕

15세

이상
5

불후의명곡

뮤직뱅크

유스케

놀면뭐하니

쇼음악중심

2019년 11월 현재 KBS, MBC, EBS 3사에서 방영 중인 총 23개의 프

로그램 중 전 연령대가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은 17개, 73.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2세 이상 시청 가능 프로그램은 MBC <복면가왕>

하나(4.3%)였다. K-pop을 비롯해 음악 예능 프로그램은 대부분 15세 이

상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 프로그램 중 21.7%를 차지하였다.

공영의 성격이 강한 KBS 1TV와 EBS 두 채널에서 방영 중인 음악

프로그램은 모두 전체관람가로 온 가족이 함께 시청이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 있다. 하지만 KBS의 <가요무대>와 <KBS 중계석>, <유희열의 스

케치북> 그리고 EBS <공감플러스>와 <EBS 스페이스 공감>은 밤 10

시 이후에 편성되어 청소년시청시간대를 벗어난다. MBC <TV 예술무

대>와 <우리 가락 우리 문화>도 늦은 밤 또는 새벽에 편성되어 마찬가

지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프로그램은 청소년 중에서도 만 13세와 14세에 해

당하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15세 이상으로

분류된 KBS <불후의 명곡>, <뮤직뱅크>, <유희열의 스케치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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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놀면 뭐하니?>, <쇼! 음악중심> 다섯 개 프로그램 모두가 청소

년시청시간대에 편성이 되어 있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청은 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 등급에 의해서는 시청이

불가능한 음악 프로그램이 5개(21.7%), 등급 분류로는 시청이 가능하지

만 청소년시청시간대가 아니어서 시청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이 7개

(30.4%)로 확인된다. 결국 현재 방영 중인 23가지의 프로그램 중에 청소

년시청시간대와 프로그램 등급을 모두 만족시키며 이론상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은 11개(47.8%)로 볼 수 있다.

원래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는 어린이·청소년의 TV 시청 지도에 활용

하여 이들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폭력

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을 기준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을 매기고

등급을 일정한 기호로 TV 화면에 표시하는 제도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에서 고시한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66)은

다음 [표 Ⅲ-10]과 같다.

[표 Ⅲ-10] 방송 프로그램 등급 분류 기준

등 급 기 준

모든연령시청가
취학 전(7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은 것

7세이상시청가
7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12세이상시청가
12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15세이상시청가
15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19세이상시청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

에 부적절하며,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6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6호, 2016. 12. 22. 개정, 2017.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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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뮤직뱅크>와 MBC <쇼! 음악중심> 등 지상파 방송 3사 음악

프로그램의 시청 등급은 2010년 7월 이후 강화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의 ‘선정성 주의’ 권고를 받아 기존 12세 이상 시청가였던 것이 1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프로그램을 방청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입

장 가능한 나이 역시 15세 이상이다. 방통심위는 해당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부 여가수와 백댄서들의 의상과 춤이 선정적67)이라는 것을

문제 삼았다.68)

물론 15세 이상 시청가의 경우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

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지도 아래 시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연

이 프로그램 등급 분류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KBS <불후의 명

곡>과 MBC <놀면 뭐하니?>가 똑같은 15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되는

것은 다소 이치에 맞지 않다. 두 프로그램은 20대 이상의 시청자를 타깃

으로 하지만, 추억의 노래와 전통가요를 좋아하는 10대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내용과 포맷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67) 15세 이상 시청가의 선정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체 노출이 강조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성적 신체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라.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6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8166593037144&mediaCodeNo=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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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TV 음악 프로그램 사례

다음은 앞서 현황 조사한 프로그램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클래

식 음악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들이다. 확실하게 교육 목

적을 띠고 있는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은 EBS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1) <야옹! 클래식>69)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26개 에피소드로 방영되었으며 현재는 목

요일과 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5분간 같은 내용이 재방송되고 있다.

고양이 캐릭터를 등장시켜 현실을 반영한 콩트를 선보이며 방송 중반에

는 ‘음악을 들으며 느낌을 표현해요’ 코너를 통해 음악을 듣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1440명 중 1427명(99%)이 5점 만점을 매긴

시청자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야옹! 클래식>의 구체적인 구성

은 다음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 <야옹! 클래식> 구성

고양이의 일상 생활
2019년 현재를 살고 있는 고양이 캐릭터가 일상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재연한다.

음악을 들으며

느낌을 표현해요

제재곡이 등장하며 물감으로 표현하기, 그림 조각

맞히기 등 미술과 융합하여 감상 시간을 갖는다.

음악가 소개
고양이 캐릭터를 음악가로 분장시켜 내레이션과 함

께 생애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악곡 감상

자연 풍경과 함께 악곡을 감상하다 실제 연주 장면

이 등장하며 끝으로 고양이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과 함께 감상을 마무리한다.

다음 [표 Ⅲ-12]는 ‘야옹! 클래식’의 방송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69) http://primary.ebs.co.kr/course/view?courseId=1020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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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야옹! 클래식’ 방송 내용70)

회차 방영일 제목 내용

1 2019. 5. 27. 새로운 세계

영화 죠스의 주제 음악을 떠올리게 하는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제4악장에 관련

된 이야기를 재미있게 다루고 감상해본다.

2 2019. 5. 27. 사랑을 위하여

베토벤의 유명 작품 ‘엘리제를 위하여’ 속

엘리제는 누구였을까? 음악으로 사랑을 노

래한 베토벤의 이야기와 함께 작품을 감상

해본다.

3 2019. 6. 3. 봄의 노래
안토니오 비발디 작곡 ‘사계’ 중 ‘봄’-La

Primavera을 감상해본다.

4 2019. 6. 3. 왕벌의 비행
림스키 코르샤코프 작곡 ‘왕벌의 비행’을

감상해본다.

5 2019. 6. 10. 동물들의 축제 생상스 작곡 동물의 사육제를 감상해본다.

6 2019. 6. 10. 고양이와 왈츠를 쇼팽이 작곡한 고양이 왈츠를 감상해본다.

7 2019. 6. 17. 악기가 된 장난감
장난감 교향곡의 진짜 작곡가를 알아보고

작품을 감상해본다.

8 2019. 6. 17. 호두까기 인형
차이콥스키의 발레곡, 호두까기 인형을 감

상해본다.

9 2019. 6. 24. 운명의 그림자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감상한다.

10 2019. 6. 24. 썰기의 왈츠
젓가락 행진곡은 누가 작곡했을까? 연주하

기 쉬워서 유명해진 작품을 감상해본다.

11 2019. 6. 24. 축복의 행진곡
멘델스존 작곡 한여름 밤의 꿈 - 결혼행진

곡을 감상해본다.

12 2019. 7. 2. 매혹의 볼레로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가 모리스 라벨이 작

곡한 볼레로를 들어보고 탄생 배경을 알아

본다.

13 2019. 7. 2. 몇 번이라도, 캐논
파헬벨 작곡 ‘캐논’이 작곡된 이야기와 함

께 캐논을 감상해본다.

14 2019. 7. 2. 전람회의 그림

무소르그스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의

그림을 보고 작곡한 모음곡 ‘전람회의 그

림’을 감상해본다.

70) http://primary.ebs.co.kr/course/naver/preView?courseId=10200890&stepId=

STEP20001760&lectId=LS000000002009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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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9. 7. 8. 앗, 깜짝이야!

요제프 하이든 작곡의 ‘놀람’은 졸고 있는 청

중들을 놀라게 해 잠에서 깨우기 위해 만들

어진 곡.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이 곡을 하이

든의 이야기와 함께 감상해본다.

16 2019. 7. 8. 반짝반짝 작은 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작은별 변주

곡. 동요로 널리 알려진 12개의 변주곡을 감

상해보고 변주의 개념을 배워본다.

17 2019. 7. 18. 춤추는 랩소디

피아노의 신, 리스트가 작곡한 헝가리안 랩소

디. 난해하면서도 자유자재로 박자를 오가며

진행되는 천재적인 곡을 감상해본다.

18 2019. 7. 18. 송어의 노래
가곡의 왕 슈베르트의 일생과 그가 작곡한

‘송어’를 감상해본다.

19 2019. 7. 29. G선상의 아리아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남긴

G선상의 아리아를 감상해본다.

20 2019. 7. 29. 은은한 달빛처럼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드뷔시가

남긴 유명한 작품 ‘달빛’을 통해 인상주의 음

악을 감상해본다.

21 2019. 8. 1.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의 어머니 헨델과 화려한 불꽃놀이를 상

상하며 헨델이 작곡한 ‘왕궁의 불꽃놀이’를

감상해본다.

22 2019. 8. 1. 사랑의 인사
엘가의 유명한 작품 ‘사랑의 인사’를 감상해

본다.

23 2019. 8. 12. 악마의 바이올린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했던 파가니니

의 ‘라 캄파넬라’를 감상해본다.

24 2019. 8. 12. 자장가
브람스의 자장가를 감상하고 이 곡이 작곡된

배경을 들여다본다.

25 2019. 8. 18.
오스트리아에서

만난 베토벤

오스트리아 특별편으로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이 탄생한 배경을 찾아가보고 음악을 감상해

본다.

26 2019. 8. 18.
러시아에서 만난

차이콥스키

차이콥스키가 남긴 음악의 배경이 된 러시아

를 찾아가보고 민족색 짙은 그의 작품들을

감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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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동클럽 - 클래식을 부탁해>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45분부터 10분간 방영

되었으며 총 13회로 구성되었다. EBS 클립뱅크71)에서는 같은 내용에 영

어 자막을 입혀 영어교육 콘텐츠로도 제공하고 있다. 배우들이 음악가

또는 음악가의 주변 인물들로 분하여 곡 자체에 대한 해설보다는 음악가

에 대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연극 방식이다. 해당 음악가의

악곡은 짧게 편집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인물 상황극의

배경음악으로 쓰인다. 다음 [표 Ⅲ-13]은 1-3화의 등장인물과 곡 목록이

다.

[표 Ⅲ-13] <악동클럽 - 클래식을 부탁해> 등장인물 및 악곡

다음 [표 Ⅲ-14]는 <악동클럽 - 클래식을 부탁해>의 방송 내용을 정

리한 것이다.

71) http://home.ebse.co.kr/e_clipbank/replay/3/list?courseId=ER2016G0CLI01ZZ&ste

pId=ET2016G0CLI0101&lectId=ET2016G0CLI0101_26#mp4_player

회차 등장인물 악곡

1

베토벤,

오스트리아 빈 베토벤 집 주인,

카를 체르니(베토벤의 제자)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

교향곡 3번 ‘영웅’ 2악장

바이올린을 위한 로망스 2번

교향곡 7번

교향곡 3번 영웅 4악장

2

헨델,

게오르그 루트비히

(독일 하노버의 선제후),

가보트 G장조

헨델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

‘수상음악’ 2번 중 ‘알라 혼파이프’

3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산부인과 의사 부부

왈츠 ‘봄의 소리’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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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악동클럽 - 클래식을 부탁해> 방송 내용72)

회차 방영일 제목 내용

1 2015. 6. 5.
베토벤 ‘영웅’을

말하다

베토벤의 교향곡 중 ‘영웅’에 관련된 이

야기를 통해 음악 감상 시간을 갖는다.

2 2015. 6. 12.
템즈 강에서

헨델을 만나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헨델의 수상

음악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그의 음악

을 감상한다.

3 2015. 6. 19.
음악의 도시 빈,

왈츠에 빠지다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

고 푸른 도나우 강’에 얽인 일화를 소개

하고 슈트라우스의 왈츠를 감상한다.

4 2015. 6. 26.
모차르트의

배틀 현장을 찾아서

신동이라 불리는 모차르트와 클레멘티와

의 피아노 배틀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

고 그의 피아노연주곡을 감상한다.

5 2015. 7. 3.
최고의 인기 스타

리스트

당시 귀족들을 열광시킨 전설의 바이올

리니스트 파가니니를 따라하기 위해 피

나는 피아노 연습으로 그 꿈을 이룬 리

스트의 음악이야기

6 2015. 7. 10.
유쾌한 음악가

하이든

뛰어난 재치와 작곡실력으로 당시 귀족

들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했던 교향곡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하이든의 음악이야

기를 알아본다.

7 2015. 7. 17.
기차를 사랑한

음악가

기차를 좋아하여 기차의 규칙적인 소리

도 작곡에 영향을 주었다는 드보르작의

음악 이야기

8 2015. 7. 24.
잠 못 드는 밤엔

골드베르그 연주곡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수학적인 기교를 넣어 음악의 규

칙을 만들어 작곡한 골드베르그 변주곡

의 일화를 알아본다.

72) https://www.youtube.com/watch?v=xdp82sRyEJY&list=PL7nQ_RUfVwz60WeJO

X9h2Hw_WacY4O2ss&inde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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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5. 7. 31.
쇼팽과 리스트의

피아노 우정

리스트의 인기에 가려 제대로 실력을 인

정받지 못한 쇼팽이 세계적인 피아니스

트 겸 작곡가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 리

스트와의 우정 이야기.

10 2015. 8. 7.
차이콥스키의

인기곡 법칙

시대를 초월한 작곡으로 당시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차이콥스키의 인기

곡의 법칙을 그의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알아본다.

11 2015. 8. 14.
베르디의

악보를 찾아라!

베르디는 오페라 ‘리골레토’의 ‘여자의 마

음’을 작곡할 당시, 극 연출자는 물론 배

우에게도 극비로 했다는데 그 이유를 알

아본다.

12 2015. 8. 21.
생상스의

말할 수 없는 고민

생상스는 다른 유명한 기존 곡에서 아이

디어를 얻어 ‘동물의 사육제’를 완성하는

데 당시에는 연주이외에 대중에게 적극

적으로 어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

유는 무엇일까?

13 2015. 8. 28. 공연장의 대소동

기존의 음악 틀을 벗어나 과감하고 획기

적인 작곡으로 당시 호불호가 크게 나뉘

었던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 감상하고

이해해본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클래식 음악을 다루고 있는 두 프로그램 모

두 상황극과 분장 등을 통해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가

고 있지만 방영 시간이 10분 또는 15분에 그쳤으며 시청자가 수동적으로

감상을 하는 포맷에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다른 대중음악 프로그램과

같이 60분 정도 길이로 편성하여 비중을 가지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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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소년을 위한 TV 음악 프로그램 연구

1. 청소년을 위한 TV 음악 프로그램의 방향

1) 하브루타 학습법의 적용

하브루타(havruta)는 친구라는 뜻의 ‘하베르’에서 유래한 말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논쟁하는 것, 즉 함께 이야기를 나누

는 것을 의미한다.73) 이는 생각과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

체가 최고의 생각 연습과 질문 훈련 방법이자 탁월한 메타인지 향상법이

라고 할 수 있다.74) 일상 속에서 하브루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수

없이 존재하며 시사와 인문고전, 그림책 등 모든 것이 하브루타의 소재

가 될 수 있다.75)

학생들은 하브루타를 통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배움에 관심

을 가지게 되며 그러한 배움의 내용과 과정이 자신의 것이 되었을 때 성

장하게 된다. 질문하며 성장하는 하브루타는 배움을 통해 삶을 성찰하는

지혜를 준다.76) 김근선, 염연경(2016)77)에 따르면 학생들은 하브루타를

통해 기초 학습 체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생각이 논리적으로 자리잡을 때

인성도 함께 자란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하브루타는 다양한 생각들을 접하면서 사고를 확장시키

고 깊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하브루타의 개념은 현상을 보는 방법

에 수많은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에 기초하며78)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73) 전성수, 『하브루타로 교육하라』(고양: 예담friend, 2012), 17.

74) 서상훈, 유현심, 『메타인지 공부법』(서울: 성안북스, 2019), 61.
75) 김금선, 염연경, 『생각의 근육 하브루타』(서울: 매경출판, 2016), 12.

76) 하브루타수업연구회,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서울: 경향BP, 2017), 9.

77) 김금선, 염연경, 위의 책, 12.

78) 전성수, 양동일,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서울: 라이온북스, 201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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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브루타는 기본적으

로 남과 다른 생각,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고 지지한다.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강조한다.79) 여럿

이 함께 짝을 이루어 공부함으로써 열린 생각과 상대방 존중, 그리고 다

양한 해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80)

하브루타의 핵심은 ‘질문’에 있다. 학습자들이 하브루타식 토론을 할

때 서로가 함께 텍스트를 읽고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한 후

다른 사람은 그 생각을 재확인한 뒤 질문하고, 다시 한 사람이 그 질문

에 대해 논리적으로 맞선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바꾸어 논쟁을 계속해

나가면서 서로 주제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견해도 깊어진다. 이러한 대

화로 이어지는 상호작용과 활용된 텍스트는 하브루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81)

그저 감상에 그치는 방식의 음악 프로그램은 집중력의 저하와 지루함

을 가지고 오기 십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이며 하브루타의 원리에서 착안하여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게끔 조성한다. 문제를 풀고 대답하

기만을 강요하는 대부분의 교육 방식에서 탈피해 학생들이 직접 퀴즈를

출제하며 클래식 음악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브루타의 학습 모형은 질문 중심, 논쟁 중심, 비교 중심, 친구 가르

치기, 문제 만들기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 문제 만들기 하

브루타 학습 과정은 학생들이 문제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생각하고 수정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82) 문제를 만들면

서 문제를 읽고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하브루

타 학습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 [표 Ⅳ-1]83)와 같다.

79) 김금선, 『하브루타로 크는 아이들』(서울: 매경출판, 2015), 5.

80) 전성수, 양동일, 『유대인 하브루타 경제교육』(서울: 매경출판, 2014), 19.

81) 임이수, “하브루타식 토론수업이 과학수업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국민대

학교, 2018), 7.

82) 전성수, 『최고의 공부법: 유대인 하브루타의 비밀』(서울: 경향BP, 2014), 283.

83) Hezki Arieli, 김진자,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서울: 국제인재개발센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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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하브루타 학습 과정

주제 이해

주제 선정

주제 읽기

주제 상호 이해

�

하브루타

실시

조 구성 의견 결정

자신의 입장 밝히기

주장과 근거 제시하기

주장에 대한 반론하기

�

상호

피드백

하브루타 결과 정리

창의적 해결 합의

합의 내용 발표

크게 세 단계로 분류되는 하브루타 방식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퀴즈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이다. ‘주제 이해’의 단계에서는 방송에

서 다룰 음악 관련 주제를 청소년 출제단에게 미리 제시하고 출제를 맡

은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행한다. 이어 ‘하브루타 실

시’ 단계에서는 각자가 낸 의견을 토대로 조 구성원들과 논의의 시간을

가진다. 창의력이 가장 좋은 하나의 질문을 퀴즈로 출제하기 위해 서로

의 머리를 맞댄다. 마지막 단계인 ‘상호 피드백’은 본인들이 낸 문제를

제시하고 출연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지 또는 얼마나 이 문

제의 의도를 잘 파악했는지 등을 통해 피드백을 가질 수 있다.

기존의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들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출연하여 퀴즈

를 맞혀야 하는 부담감, 틀릴까 염려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를 사전에

학습 단계 세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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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고 오히려 문제 출제자로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사전

에 문제를 고지해 직접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창의력을 발휘해 신선한 문제를 내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다.

100인의 청소년 문제 출제단을 지원받아 5인으로 팀을 구성한 청소년들

이 방송 전날까지 사전 공부와 조별 논의를 통해 문제를 출제하고, 장학

금과 선물을 주는 형태이다.

그동안 방송에 사용되는 음악의 질은 수용자의 수준 향상 없이 독자

적으로 향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84). 음악교육은 학습자의

수용 정도에 따라 그에 따른 단계 변화가 필요한데 잠재적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TV 프로그램의 경우 변화 인지가 쉽지 않다. 하지만 시

대에 발맞춘 양방향 소통 포맷을 통해 어떤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하

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음악적 지식을 갖추었는지, 시청자가 원하는 음

악 소재는 어떤 것인지 의견 전달이 가능하다. 시청자의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 역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2) 프로그램 내용 및 형식에 대한 논의

석문주 외 7명85)은 국가 교육과정을 반영해 음악 예술프로그램의 역

할과 의미를 확장하였다. 이는 교사들을 초점에 두고 학교 현장에 적용

될 모형을 구사한 것이지만 음악 방송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도 충분한

토대가 된다. 이들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창의성 발달에 목표를

둔 음악예술프로그램의 특성을 제시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창의·인성 함양, 음악의 즐거움 향유, 다양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의미

있는 경험, 평생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의 형성을 강조하

였다.

84) 송선영, “라디오 방송을 통한 국악 감상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4), 7.

85) 석문주 외, “국가 음악과 교육과정에 기초한 초·중등학교 음악예술프로그램 적

용”, 교육과학연구 제42권 제2호(2011), 15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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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TV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향해야 할 점이며, 특히 발달

특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교실에서보다 방송에서 더욱 큰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TV 프로그램은 교실이나 교과서라는 틀에 구애받지 않으며

조금 더 자유로운 시도가 가능하다. 음악 선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규제가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이를 통해 생활에서 음악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방송이 가진 큰

힘일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86)에서 실시한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를 보면 매체

를 통해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는 비중은 ‘TV/라디오’가 92.2%로 월등

히 높았으나 매체를 통해 서양음악(클래식 음악, 서양악기 관련)을 접한

경험은 7.5%에 불과했다. 이는 TV가 음악을 비롯한 예술을 접하는 좋은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에 변화가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장르 중 클래식 음악이나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보통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곤 한다. 이동규 외 6인(2018)87)에 따르면 교

양 프로그램의 정의는 ‘국민의 교양 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이다.

또한 무엇을 다룰지 내용을 먼저 찾고, 이후에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룰지

형식을 고민하게 된다. 이는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교육적 내용을 어떤 그릇에 담아내느냐에 따라 교육의 효

과도 차별화된다.

이영돈88)은 모든 프로그램은 고유의 포맷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들어서는 포맷들 간의 교집합이 새로운 기획으로 각광을 받는 경우

가 많다고 이야기하였다. 연예인 건강 수첩인 <비타민>은 ‘교양화’된 예

능 프로그램이다. 일반 상식과 호기심을 과학으로 풀어보는 <스펀지

2.0>도 교양이 수단이 된 예능 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 다 교양과 예

86)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세종: 문화체육관광부, 2018), 37.

87) 이동규 외, 『TV 예능 제작가이드』(파주: 교문사, 2018), 34.

88) 이영돈, 『이영돈 PD의 TV 프로그램 기획 제작론』(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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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교집합이 가져온 성공적인 기획이다.89)

한국방송진흥원90)이 KBS, MBC, EBS 3사 PD와 작가를 대상으로 조

사한 청소년 TV 프로그램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 첫 번째가 청소년들의

정서적 심리적 긴장감 해소를 위한 유익한 오락 제공(긴장 완화 기능)이

었다. 두 번째 기능은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정보 및 교육기회 확대(정

보·교육 기능)이었는데 이를 통해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오락과 교양을 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번 프로그램은 교양과 퀴즈 예능의 교집합으로 방향을 잡

고, 내용은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 두 프로그램의 장점을

추가하였다. 먼저 MBC <뜻밖의 Q!>에서 퀴즈 예능 형식의 포맷과 문

제 출제 및 시청자 참여 방식을 참고하였다. 또한 EBS <악동클럽: 클래

식을 부탁해>에서는 고전음악가가 인터뷰에 직접 참여를 하는 재연 방

식을 차용하였다.

3) 편성 시간대에 대한 논의

청소년 대상 음악 프로그램인 만큼 방송이 언제 송출되느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방송사가 편성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주시청시간대

와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개념이 가족시청시간대와 청소년시청보호시간

대이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오후 7시부터 밤 11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밤 11시를 말한다. 또한 가족시청시간대는 평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 토․일․공휴일의 경우 오후 6시부터 밤 10시를

가리키며,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명시하고

있다.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토요

일과 공휴일, 초․중․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다.91)

89) 이영돈, 앞의 책, 89.

90) 한국방송진흥원, 앞의 책, 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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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Ⅳ-2]는 평일 오후 기준 주시청시간대와 가족시청시간대, 청

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Ⅳ-2] 주시청시간대․가족시청시간대․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범위

13시 18시 19시 22시 23시

주시청시간대

가족시청시간대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

주시청시간대와 가족시청시간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겹치는 시간

은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임을 알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주력 프

로그램이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어야 해서, 이를 빼고 논한다고 해도 가

족시청시간대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교집합은 오후 7시에서 밤 10시

까지로 마찬가지이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학교 생활 및 일과를

마친 청소년들이 집에 돌아와 TV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92)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TV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는 밤 9시로,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시청 비율이 높아졌

다가 밤 10시를 기점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매일 밤 8시, 9시 또는 이틀

에 한 번 꼴로 편성되어 시청 습관을 길러주면 가장 좋을 것이고 매회

연속성을 가진다면 고정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91) 조연하, 배진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법리적 근거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

학보 제52권 제6호(2008), 66.

9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 방송·통신 콘텐츠 이용 실태 분석 연구』(과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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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논의

김미숙93)(1994)은 연구에서, 조용필이 ‘한 오백 년’을 불러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을 예로 들며, 인기 가수에 의해 민요 등의 국악이 유행

음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더해 대중 가수가 부른

민요를 수업에 사용할 것을 음악교육자들에게 권장하였다. 음악 프로그

램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아이돌 그룹이나 배우가 등장

해 음악을 배워가는 과정을 그린다면 성공적인 시청 및 교육 효과를 기

대해볼 수 있다. 프로그램 기획에 앞서, 기존에 아이돌 가수들이 출연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모습을 그린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

다.

먼저 방송인 김구라와 아나운서 강지영이 진행을 맡았던 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퀴즈 쇼 아이돌 시사회>는 아이돌 가수들이 출연해 시

사 상식을 겨루는 퀴즈 형식이었다. JTBC가 지금의 인지도를 얻기 이

전, 2011년 개국 당시 편성되었던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으

지는 못했지만 아이돌과 시사의 조합을 통해 전 세대 누구나 쉽고 재미

있게 시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다. 매회 시사

퀴즈와 미션을 통과해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최종 시사돌을 탄생시켰

다. 금요일 저녁 8시 50분에 편성되어 좋아하는 가수의 활약을 보기 위

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은 시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었

다.

또한 현재 E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아이돌이 만난 문학> 역시 청소

년들을 타깃으로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아이돌 낭독 기부 프로젝

트 ‘아이돌이 읽다, 마음을 잇다.’ 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이 낭독한 음원을 통해 우리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독서 문

화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아이돌이 현대문학작품 낭독자로 참여해 목

소리 재능기부를 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낭독 음원은 오디오 콘텐츠

로 유통되며, 수익금 일부는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에 기부되는 선순환

93) 김미숙, “음악교육에서의 대중매체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음악논단 제8집

(1994),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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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지녔다. 현재까지 인피니트 남우현, AB6IX(에이비식스) 김동현,

워너원 출신의 하성운, 싱어송라이돌94) 정세운 등이 낭독에 참여하였다.

위의 두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접하기에는 다소 딱딱하

게 느껴질 수 있는 시사와 문학을 아이돌 출연으로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도 청소

년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아이돌 가수의 출연을 시도해본다.

2. 청소년을 위한 TV 음악 프로그램 기획안

1) 프로그램 소개

본 프로그램은 <청/출/어/람>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이 ‘출’제하는

‘어’리둥절 ‘람’(남)다른 음악 퀴즈 쇼라는 뜻을 가진다. 교양과 예능이 접

목된 음악 프로그램으로 클래식 음악 퀴즈 쇼라 할 수 있다. 60분 분량

으로 주 1회 편성되며 주시청시간대 및 청소년시청시간대를 고려해 평일

오후 8시 또는 9시에 방영한다. 스튜디오 녹화로 진행되며 VCR과 메신

저 대화창 실시간 중계를 통해 퀴즈를 진행한다.

그동안 대중가요에 편중되어 있던 청소년들의 음악 감상 영역을 넓히

고 고전에의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해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정하였으며,

출연자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아이돌 가수로 섭외한다. 청소년

문제 출제단(청출단) 100인이 직접 문제를 내는 퀴즈 방식으로 문제를

맞히는 퀴저95)들과 함께 음악가의 생애와 작품, 음악 용어에 대해 배워

가는 신개념 고전음악 퀴즈 쇼이다.

시청 대상은 클래식 음악에 대해 알고 싶지만, 장벽이 높아 그동안 접

근하지 못했던 청소년을 비롯해 K-pop과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고 이들

94) 싱어송라이돌: 싱어송라이터와 아이돌의 합성어로, 작곡·작사 능력을 갖춘 아이

돌 가수를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95) 퀴저: 퀴즈+er 합성 형태의 신조어로, 퀴즈를 푸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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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청소년, 퀴즈를 풀기보다 직접 출제자

가 되기를 원하는 청소년 등이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음악 또는 퀴즈 프

로그램을 좋아하는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2) 기획 의도 및 목표

청소년 고전음악 퀴즈 쇼 <청/출/어/람>을 제작해야 하는 이유는 다

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영방송사는 다양한 음악 전수에 힘써야 한다. 각 방송사는 현

재도 음악을 비롯한 많은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지만 유독

특정 장르에 대한 내용 구성이 강하다. 현재의 대중음악이 존재하는 것

은 중세 음악, 낭만 음악 등을 비롯한 클래식 음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데, 시청률 또는 시대의 트렌드를 좇다 보니 음악 프로그램 대부분

이 대중음악에 치우쳐 있다. 하지만 상업성이 아닌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경우 옛것에 대한 소중함과 고전의 숭고

함을 다루어야 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시간 때우기, 편성 구색 맞추기

식의 연출이 아닌 국민의 문화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점 프로젝트

로 이 콘텐츠를 준비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둘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결국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학창

시절 경험한 음악이 개인의 음악적 감수성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클래식은 학교에서 배

우는 내용 이외에 쉽게 접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클래식을 배우고 싶거

나 그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관련 프로그램의 부재 또는

시청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방영된다는 이유로 시청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진입 장벽 자체를 허물어 청소년기부

터 고전음악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셋째,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 연주 실황’ 공식에서 탈피한다. 시험을

위하여 머리 아프게 공부하는 음악 수업 시간이 아닌 TV 방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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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면서 클래식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특

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출연하여, 퀴즈를 통해 클

래식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려낼 것이다. 무엇보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

어 SNS와 메신저로 아이디어 전달이 가능하게끔 양방향 소통에도 무게

를 둔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점은 청소년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직접 문제를 만드는 출제자가 되는 것이다. 시청

자 역시 음악교육 학습자로서의 성장을 해나갈 것이다.

3) 프로그램 구성

청소년 고전음악 퀴즈 쇼 <청/출/어/람>은 다음 [표 Ⅳ-3]과 같은 총

네 가지 코너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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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청/출/어/람> 코너와 내용 구성

코너 내용 교육적 의도 예시

내가

누구게?

(음악가를

맞히는 퀴즈)

해당 음악가와 관

련된 힌트들이 문

자 및 그림, 이모

티콘 등으로 제시

된다.

클래식 음악가에 대한 지식

을 넓히고 그의 작품과 생애

에 대해서도 함께 배울 수 있

다.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감

각을 표현할 수 있는 문제들

로 구성된다.

·‘모차르트’:

트라좀,

<돈 조반니> 등

·‘쇼팽’:

조르주 상드,

폴란드, 영웅 등

멜로디를

이어봐!

(이어지는

선율을 맞히는

퀴즈)

악보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어질

선율이 보기로 주

어진다.

감상을 통해 악곡의 느낌을

직접 감지하고 특징적인 요소

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악곡

의 종류와 쓰임 등을 추가적

으로 제시한다. 처음에는 악

보만을 보고 유추하며, 이후

음악을 들려주며 눈으로 악보

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테마, 변주1,

변주2를 들려주

고) 이어질

변주3 선율은?

·(제시부와 발전

부를 들려주고)

다음에 이어질

재현부 선율은?

빈칸을

채워줘!

(음악 용어와

관련한 빈칸을

채우는 퀴즈)

악상기호는 물론

구성 요소, 음악의

형식 등 다양한 음

악 관련 용어를 채

워가는 코너이다.

음악을 분석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음악

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악상기호는?

·‘세레나데’의

뜻은?

깜짝

퀴즈

(음악 상식에

대한 퀴즈)

학생들이 직접 작

곡가로 분하여 재

연 방식으로 퀴즈

를 출제한다.

학생들이 하브루타 방식을

통해 질문을 만들어나가는 과

정에서 궁금했던 점 등을 추

가적으로 다룰 수 있다.

·<작은 별

변주곡>의

원래 제목은?

·<동물의 사육

제>에 등장하지

않는 동물은?

첫 번째 코너는 작곡가를 맞히는 <내가 누구게?>이며 두 번째 코너

는 이어지는 선율을 맞히는 <멜로디를 이어봐!>로 구성된다. 이어서 음

악 용어와 관련한 빈칸을 채우는 퀴즈가 세 번째 코너 <빈칸을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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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이며 마지막 코너는 <깜짝 퀴즈: 한돈을 잡아라!>로 음악 상식에

대한 퀴즈이며 순서는 언제든지 배치될 수 있다.

프로그램 내내 함께하는 청소년 문제 출제단 100인의 ‘청출단’은 5명

씩 팀을 이뤄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미리 조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출제를 하는 역할뿐 아니라 방송

녹화 중에도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물리적, 시간적 수고를

줄이기 위해 SNS 대화창으로 참여하면 된다.

진행자와 퀴즈를 해결할 출연자(퀴저) 4팀은 음악 프로그램인 만큼 음

악적 지식을 지닌 아이돌 가수 또는 방송인이며 청소년에게 선한 영향력

을 끼칠 수 있는 인물로 섭외한다.

3. 청소년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의 실제

앞에서 논의한 방향과 기획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실제를

제안하였다. 모차르트의 생애와 작품들을 비롯해 <‘아 어머님께 말씀드

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등을 다루는 퀴즈 형식의 음악 프로

그램을 구성하였다. 문자 및 그림 문제를 비롯해 악보와 음원 등도 문제

에 동원된다.

청소년 문제 출제단(청출단)이 모차르트에 대한 내용을 미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SNS를 통해 낸 문제를 출연자(퀴저)들이 해결하는 방식

이다. 1등을 한 팀의 이름으로 청출단에게 장학금이 수여되고, 이외에 폴

라로이드 사진과 사인CD 등도 상품으로 마련된다. 퀴즈를 직접 출제함

으로써 클래식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공부가 가능하고 흥미가 유발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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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너 1: 내가 누구게?

코너 1 <내가 누구게?>는 작곡가의 이름을 맞히는 퀴즈이다. 해당 작

곡가와 관련된 힌트들이 문자 및 그림, 이모티콘 등으로 나열되며 해결

하는 데는 음악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창의력과 감각이 필요하다. 이 코

너는 클래식 음악가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또한 작곡가의 작품과 생애

에 대해서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

들의 창의력과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된다. 다음 [그림

Ⅳ-1]부터 [그림 Ⅳ-5]까지는 코너 1의 문제 VCR을 나타낸 것이다.

로마츠, 트라좀

[그림 Ⅳ-1] 코너 1의 문제 1

모차르트는 편지에 이름을 쓸 때 본인 이름 대신에 이름의 철자를 재

배열한 ‘로마츠(Romatz)’나 ‘트라좀(Trazom)’을 즐겨 썼다고 한다.

[그림 Ⅳ-2] 코너 1의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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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각각의 영어 단어 eye, cry, night, music을 조합하여 모차르

트 세레나데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지크’를 표현한 것이다.

네가 나한테 돈 준 적 있어?

돈 줘봤니?

[그림 Ⅳ-3] 코너 1의 문제 3

‘돈 줘봤니’ 라는 비슷한 발음에 착안해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

니>를 연상할 수 있게 낸 문제이다. 언어유희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발상

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형태이다. 또한 어렵다고 생각되는 오페라

제목을 쉽게 각인시킬 수도 있다.

[그림 Ⅳ-4] 코너 1의 문제 4

큰 별이 아닌 작은 별이 회전하고, 변형하는 것으로 <작은 별 변주곡

(‘아, 어머님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떠올릴 수 있게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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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5] 코너 1의 문제 5

모차르트 이름에 관한 직접적인 문제로 ‘모자’와 요구르트의 ‘르트’를

조합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이다.

2) 코너 2: 멜로디를 이어봐!

코너 2 <멜로디를 이어봐!>는 이어지는 선율을 찾는 코너이다. 악보

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어질 선율이 보기로 주어진다. 이 코너에서는

감상을 통해 악곡의 느낌을 직접 감지하고 특징적인 음악의 요소들을 파

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악곡의 종류와 쓰임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

는 방식으로, 모차르트 <작은 별 변주곡> 악보와 함께 변주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다. 처음에는 악보만 보고 유추를 한 뒤 음악을 들

려주고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이 문제에서는 다음 [그림 Ⅳ-6]과

[그림 Ⅳ-7], [그림 Ⅳ-8]의 악보가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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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코너 2의 문제 악보1

[그림 Ⅳ-7] 코너 2의 문제 악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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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코너 2의 문제 악보 3

<작은 별 변주곡>은 이처럼 한 도막, 두 도막 형식의 주제로 시작해

예술적으로 발전시키는 ‘변주곡 형식’의 작품이다. 주제의 멜로디나 리듬,

화성, 조성, 박자 등에 변화를 주면서 악곡을 발전시킨다.

주제 선율에 이어서 리듬을 분할하고 왼손 반주를 변형시키면서 두

번째 변주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어질 세 번째 변주는 어

떻게 전개될지 다음 [그림 Ⅳ-9] 보기를 통해 유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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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❸ ❹

[그림 Ⅳ-9] 코너 2의 보기 악보

정답은 2번으로 주제 선율이 셋잇단음표로 리듬 분할되어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베이스 선율이나 박자표 등을 통해서 맞힐

수도 있다. 1번 보기는 베토벤의 ‘영국 국가에 의한 7개 변주곡’, 3번은

슈만의 ‘아베크 변주곡’, 4번은 브람스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의

각각 세 번째 변주이다.

3) 코너 3: 빈칸을 채워줘!

코너 3 <빈칸을 채워줘!>는 음악 용어와 관련된 빈칸을 채우는 퀴즈

이다. 악상기호는 물론 구성 요소, 음악의 형식 등 다양한 음악 관련 용

어를 다룰 수 있다. 이 코너에서는 음악을 분석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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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기르며 음악에 대한 배경 지식도 쌓을 수 있다. 앞서 학습했던

‘작은 별 변주곡’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며 음악을 감상하며 악상

기호를 채우면 된다. 다음 [그림 Ⅳ-10]은 코너 3의 문제 악보이다.

[그림 Ⅳ-10] 코너 3의 문제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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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네모 부분을 악상 기호로 채우는 퀴즈이다. 다음 [그림 Ⅳ-11]을

참고해 해결할 수 있다.

[그림 Ⅳ-11] 코너 3의 보기

피아노, 메조포르테, 크레센도 중 음악을 듣고 적절한 악상 기호를 채

워넣을 수 있으며, 다음 [그림 Ⅳ-12]가 정답 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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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코너 3의 정답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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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너 4: 깜짝 퀴즈

코너 4는 깜짝 퀴즈 형식으로 음악 상식을 다루며 꼭 네 번째 순서가

아니더라도 등장 가능하다. 본 회차에서는 코너 1과 코너 2 사이가 적절

하며, 모차르트의 <‘아, 어머님께 말씀 드리죠.’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

왜 <작은 별 변주곡>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퀴즈로 푼다.

‘악동클럽 - 클래식을 부탁해’에서 차용한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음악

가로 분하여 재연 방식으로 퀴즈를 출제한다. 학생들이 하브루타 학습법

을 통해 질문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점 등을 추가로 다룰

수 있다. [그림 Ⅳ-13]과 같은 형태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96)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학생의 연기)

: 나에게 1778년은 여러모로 답답하고 괴로운 해였지.

잘츠부르크를 떠나 안정된 일자리를 얻으려 했지만 실패했어.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거야..

그러고 파리를 방문했는데, 우연히 들은 프랑스 민요가 나에게 와닿았지.

그 노래 제목이 <아, 어머님께 말씀 드리죠.>였어.

여기에 열두 개의 변주곡을 붙인 건데..

왜 <작은 별 변주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원...

[그림 Ⅳ-13] 코너 4의 문제

96) https://www.youtube.com/watch?v=Vhqi4VqXduM&list=PL7nQ

_RUfVwz60WeJOX9h2Hw_WacY4O2ss&inde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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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공영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방송사 KBS와 MBC, EBS

3사의 음악 프로그램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을 위한 TV

음악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영방송이 공익성을 가지고 교육

적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TV 음악

프로그램이 현저히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방영되었거나 현재(2019.11.) 방영

되고 있는 KBS 1TV, KBS 2TV, MBC, EBS 1TV, EBS 2TV의 음악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한 결과 3사는 총 43개의 음악 프로그램을 보유하

고 있었다. 이중 현재 방영 중인 음악 프로그램은 23개에 달했다. 각 방

송사마다 클래식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개수는 하나에 불과했고 EBS에

서는 현재 방영 중인 한국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었다.

5년간의 프로그램들을 장르 및 형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 대중가요를

다룬 프로그램이 24개로 55.8%에 달했다. 이중 전통가요(트로트)를 소재

로 한 프로그램은 KBS <가요무대>가 유일했다. 또한 경연 프로그램이

10개로 눈에 띄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음악 작업 전반을 보여주는

작곡·작사 프로그램은 2개, 퀴즈 프로그램은 MBC <뜻밖의 Q> 하나였

다. 대중가요 다음으로는 클래식 음악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

며 20.9%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은 5개에 불과해

비중이 크지는 않았다. 국악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6.9%, 어린이 프로그

램은 11.6%로 나타났다.

같은 프로그램들을 편성 요일별, 시간대별로 다시 분류하였다. KBS는

주시청시간대에 가장 많은 음악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재 화

요일과 수요일에는 음악 프로그램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MBC

의 경우 현재 모든 음악 프로그램이 주말과 휴일에 방영되고 있었다.

KBS와 MBC 두 방송사의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과 MBC의 국악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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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 심야 또는 새벽 시간에 편성되어 있어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기 쉽

지 않으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은 편성이었다. EBS 역

시 주 후반에 음악 프로그램 편성이 몰려있으며, 음악교육적으로 유의미

한 콘텐츠 <야옹! 클래식>은 아쉽게도 학생들의 시청이 불가능한 시간

대에 방영되고 있었다.

이어서 시청 등급에 따른 음악 프로그램 분류를 보면, 2019년 11월

현재 3사에서 방영 중인 23개의 프로그램 중 전 연령대가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은 17개(73.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2세 이상 시청

가능 프로그램은 MBC <복면가왕> 하나(4.3%)였으며, K-pop 프로그램

과 음악 예능 프로그램은 대부분 15세 이상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시간대와 등급에 따라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이 각각 달라 모순적

인 편성 현황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을 위한 음악 방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인 프로그램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교양 프로그램과 예능 프로그램의 교

집합을 선택하였다. 내용은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 두 프로

그램 MBC <뜻밖의 Q!>와 EBS <악동클럽: 클래식을 부탁해>에서 장

점을 차용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주시청시간대와

가족시청시간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모두 만족시키는 저녁 7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편성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들에게 익숙한 아이돌 그룹이

나 배우가 등장해 음악을 배워가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성공적인 시청 및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학생들이 직접 퀴즈를 출제하며 클래식 음악에 적극적으

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사전에 주제를 고지해 직접 조사한 내

용을 토대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직접 문제를 내는 새

로운 방식을 도입하였다. 최근 교육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하브루타’의

원리를 적용해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청소년을 위한 TV 음악 프로그램 <청/출/어/

람>을 기획하였다. 다양한 음악 전수에 힘써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역할

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주 실황이라는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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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갇혀 있던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였다. 100인의 청소년 문

제 출제단(청출단)이 직접 만든 문제를 아이돌이 해결하는 고전음악 퀴

즈 쇼로 작곡가 맞히기 퀴즈, 이어지는 선율 맞히기 퀴즈, 음악 용어 관

련 빈칸 채우기 퀴즈, 음악 상식 깜짝 퀴즈 등의 코너로 구성된다. 청출

단은 방송 내내 SNS 대화창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힌트나 피드

백을 즉각적으로 줄 수 있는 형태이다.

본 연구는 공영방송사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후에 청소년 참여

나 시청자 반응 등을 참고해 실제적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할 것이

다. 이 연구를 통해 감상, 연주 실황 중계 등에 머물던 클래식 음악 프로

그램의 형식이 시청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시작으로 가창이나 연주, 창작 등에 대한 학습의 욕구를 불러일으

킬 수 있기를 바란다. 대중음악에 한정되어 있던 청소년의 음악적 관심

이 더 넓은 음악에 대한 흥미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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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청소년 고전음악 퀴즈 쇼 <청/출/어/람> 구성 원고

타이틀

100인의 청출단과 함께하는 청소년 고전음악 퀴즈 쇼

<청/출/어/람>

오프닝 멘트

Ann: 청소년이

세운: 출제하는

Ann: 어리둥절

세운: 람(남)다른 음악 퀴즈 쇼!

Ann, 세운: 청! 출! 어! 람!

세운: 오늘도 클래식 음악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 준비돼있죠?

Ann: 그렇습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100인의 청소년 출제단(이하 청출단)이 직접 출제한 문제들로

알차게 꾸며질 텐데요. 우리 청출단 친구들, 준비되셨다면 소리질러

주세요!

(청출단, 대화창에서 말, 이모티콘, 그림 등으로 각자의 대답을 한다.)

세운: 다들 조용히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100명이 한꺼번에 대답을 해도 조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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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맞아요. 저희 프로그램의 매력이죠.

대화창을 통해 100명의 대답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대화창 스크롤이 빨리 올라가는 걸 보니

아주 열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죠?

세운: 그렇습니다. 오늘도 100인의 청출단과 함께

에너지 가득 담아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실 퀴저들 소개해주시죠!

출연자 소개

Ann: 먼저, 작사 작곡 모두 가능한 아이돌 밴드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데이식스 제형 & 원필 팀!

제형&원필: 와~~~ 데식 데식 파이팅!

세운: 클래식 전공 형제와 피를 나눴다,

슈퍼주니어 규현 & 블락비 박경 팀!

규현&박경: 조지니와 함께 우승을 꿈꾸라~

Ann: 상큼함과 에너지는 우리 담당! (여자)아이들 소연&민니!

소연&민니: 작곡 천재돌의 음악 실력을 보여주겠다! 어흥!

세운: 마지막 퀴저입니다. 나의 요들송 실력은 클래식 공부에서 나왔다,

자이언트TV 펭수와 원배 매니저!

펭수&원배: 엣헴, 엣헴, 우승은! 엣헴, 엣헴, 우리 것!



- 98 -

진행방식 소개

Ann: 몇 팀께서는 우승 포부를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청/출/어/람>에서는 우승 트로피보다 더 값진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세운: 맞습니다. 1등을 한 팀의 이름으로 청출단 친구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되고요. 여기 나온 퀴저가 본인이 낸 퀴즈를 맞혔다! 하면

해당 퀴저의 폴라로이드 사진과 사인CD도 선물을 드립니다.

Ann: 팀마다 앞에 놓인 태블릿에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이서 머리를 맞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순간, 우리 청출단 여러분 반응이 또 엄청납니다.

세운: 청출단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이 등장을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절대로 정답을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Ann: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청소년이 출제하는 어리둥절 람(남)다른 음악 퀴즈 쇼!

Ann, 세운: 청출어람, 출발합니다!

코너 1 타이틀: 내가 누구게?

Ann: 첫 번째 코너 <내가 누구게?>, 작곡가의 이름을 맞히는 퀴즈죠!

세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100인의 청출단에게는

지난주에 미리 정답을 공개했었는데요.

Ann: 맞습니다. 이 작곡가를 보고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지 궁금한데요.

청출단 친구들이 직접 출제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창의적인 문제들!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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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먼저 100점을 가져갈 수 있는 별 5개 난도의 문제, 드립니다!

VCR)

로마츠, 트라좀

Ann: 퀴저들, 단체로 어리둥절한 표정인데요.

규현&박경 팀, 감이 오시나요?

규현: 로맨스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전혀 모르겠어요.

박경: 이 사람의 별명일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세운: ○○고등학교 청출단 친구들이 낸 문제거든요.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VCR)

○○고등학교 청출단: 이 작곡가는 편지에 이름을 쓸 때 본인 이름

대신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애칭 같은 단어죠.

Ann: 그렇군요. 지금 답을 쓰시면 100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팀마다 정답을 알면 답을 쓰거나, 없다면 다음 퀴즈를 진행한다.)

Ann: 알겠습니다. 답을 못 쓰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다음 문제에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마찬가지로 같은 작곡가에 대한 별 4개 난도의 문제입니다.

80점을 획득할 수 있는 문제,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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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세운: 이번에는 이모티콘을 통해서 퀴즈를 냈군요.

원필씨, 어떤 메시지 같아요?

원필: 눈이랑 우는 모습이랑... 밤의 음악 같은데요?

소연: 밤의 음악이면... 세레나데인데...

펭수: 영어로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눈은 eye, 울고 있으니까 cry...

제형: 엇!!!! 저 알았어요!!!! (원필에게) 이거 아닐까?

Ann: 제형씨, 정답을 알았다고 해서 절대로 크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팀은 각자의 태블릿에

작곡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팀마다 정답을 알면 답을 쓰거나, 없다면 다음 퀴즈를 진행한다.)

세운: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60점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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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네가 나한테 돈 준 적 있어?

돈 줘봤니?

민니: 제 생각에는 이게 별 5개 문제 같아요. 너무 황당합니다.

원배: 이게 도대체 클래식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Ann: 황당해하실 여러분을 위해 직접 문제를 출제한

청출단 친구 연결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힌트 좀 주세요!

VCR)

△△고등학교 청출단: 이 작곡가의 이 작품 제목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네 글자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뒤에 네 글자!

(팀마다 정답을 알면 답을 쓰거나, 없다면 다음 퀴즈를 진행한다.)

세운: 좋은 힌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걱정마시고요.

아직 두 문제가 더 남아있다는 사실!

Ann: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을 줘본 적은 없지만 퀴즈는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맞히시면 4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별 2개 난도의 문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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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규현: 별 2개짜리 문제라면서 별이 너무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세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펭수: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회전을 하기도 하고

옆으로 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연: 큰 별이 아니라 작은 별이라는 뜻 같은데...

Ann: 서로가 서로에게 힌트를 주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팀은 태블릿에 작곡가의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의 태블릿이 모두 정답으로 채워졌다고 가정)

세운: 한 문제를 남겨두고 모두가 정답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정답을 확인할 겸, 마지막 20점짜리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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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

Ann: 대부분 작품과 관련되었던 다른 문제들과 달리

마지막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작곡가 이름에 대한 힌트를 주는군요.

세운: 그렇습니다. 이쯤이면 모두가 정답을 알아차리셨을 것 같은데요.

Ann: 정답, 확인해보겠습니다!

VCR)

(학생의 연기)

하하하.. 나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Mozart)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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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네! 정답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차르트를 맞는 표기로 하고 있는데요.

모짜르트라고 쓰신 분들도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민니: 모자에다 요구르트 그림은 정말 제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세운: 모자 그리고 르트.. 모차르트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모차르트는 편지를 쓸 때

자신의 이름 대신에 이름의 철자를 재배열한

‘트라좀(Trazom)’이나 ‘로마츠(Romatz)’라고 썼다고 합니다.

박경: 오, 진짜! MOZART를 거꾸로 쓰니까 TRAZOM이 되는군요.

Ann: 이모티콘 문제는 ♡♡중학교 친구들이 낸 기가 막힌 문제였는데요.

잘 맞혀주신 제형 씨가 직접 해석을 해주시죠.

제형: 눈이 영어로 eye, 우는 모습이 영어로 cry니까요.

아이와 크라이를 생각하다 보니, 아이네 클라이네가 떠올라서

뒤에 밤을 뜻하는 night와 음악 musik이 생각나서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가 완성되더라고요.

세운: 나흐트 무지크가 곧 ‘세레나데’ 라는 의미죠.

BGM)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Ann: 네, 지금 나오는 이 익숙한 선율이죠.

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5중주곡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운: ‘돈 줘봤니?’는 어떻게 해석하셨는지요?

규현: 저는 누나가 클래식 전공을 해서

오페라를 보러 같이 간 적이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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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딱 생각이 났어요. <돈 조반니>요!

Ann: 그렇습니다.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오페라인데요.

희대의 바람둥이 돈 조반니의 이야기, 영상으로 잠깐 감상하시죠.

VCR)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Ann: 모차르트는 <돈 조반니> 이외에도 오페라 27곡, 교향곡 67곡 등

짧은 기간에 다작을 한 천재로 유명한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아까 출제된 4번째 문제였습니다.

소연: 큰 별이 아니고 작은 별,

그리고 작은 별이 계속해서 변형되는 것이

<작은 별 변주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세운: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셨고요. 이 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코너에서 좀 더 깊게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Ann: 그전에 각 팀의 점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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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확인)

세운: 그런데 여기서 잠깐! 원래 제목은 ‘작은 별 변주곡’이 아니었다고

하죠.

Ann: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변을 들어보시죠.

VCR)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학생의 연기)

: 나에게 1778년은 여러모로 답답하고 괴로운 해였지.

잘츠부르크를 떠나 안정된 일자리를 얻으려 했지만 실패했어.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거야..

그러고 파리를 방문했는데, 우연히 들은

프랑스 민요가 나에게 와닿았지.

그 노래 제목이 <아, 어머님께 말씀 드리죠.>였어.

여기에 열두 개의 변주곡을 붙인 건데..

왜 <작은 별 변주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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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퀴즈 타이틀: 한돈을 잡아라!

BGM) 모차르트, ‘아 어머님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Ann: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지금 나오는 이 노래가

‘작은 별 변주곡’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운: 이번 문제는 가장 먼저 맞혀주신 팀께

우리 돼지 ‘한돈 세트’를 드립니다!

민니: 정답! 번역가가 실수를 했다!

Ann: 접근은 좋았지만,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원필: 저 이거 알아요. 나중에 그 멜로디가 동요가 되었어요.

세운: 그 동요 제목이 뭐죠?

원필: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반짝 반짝 작은 별’이요!

Ann: 정답입니다! 확실히 피아노곡에 강합니다.

원필 씨도 연주해보신 곡인가요?

원필: 네. 저희 어머니께서 피아노 학원을 하셔서 배울 때 쳐봤습니다~

세운: 역시 경험으로 배운 건 절대 잊히지 않죠! 한돈 세트 드립니다!

Ann: 네. 다시 한 번 짚어드릴게요. 원곡의 멜로디에

영국 시인 제인 테일러(Jane Taylor)의 시가 노랫말이 되어

‘반짝 반짝 작은 별’이라는 동요가 됐고요.

이 동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되면서 모차르트 변주곡도 편의상

‘작은 별 변주곡’으로 부르게 된 거죠.

원필 씨가 잘 맞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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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2 타이틀: 멜로디를 이어봐!

세운: 말 그대로 이어지는 선율을 찾는 코너인데요.

Ann: 그렇습니다. 다음 악보를 일단 보시죠.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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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악보 3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작은 별 변주곡’은 이처럼

한도막, 두도막 형식의 주제, 테마로 시작해

예술적으로 발전시키는 ‘변주곡 형식’의 작품인데요.

세운: 주제의 멜로디나 리듬, 화성, 조성, 박자 등에 변화를 주면서

악곡을 발전시킵니다. 악보를 보면서 음악을 같이 들어보시죠.

BGM) 모차르트, ‘아 어머님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Ann: 처음 들으신 주제 선율에 이어서, 리듬을 분할하고

왼손 반주를 변형시키면서 두 번째 변주까지 이어졌는데요.

세운: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방금 들으신 선율에 이어질 세 번째 변주는

과연 몇 번째 보기일지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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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❶ ❷

❸ ❹

Ann: 일단 이 보기들은 모두 서로 다른 변주곡의

세 번째 변주 부분이고요.

청출단 학생들이 직접 낸 문제라는 점 기억하시고

정답을 신중하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네, 각자 다른 답을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정답을 맞힌 팀은 두 팀입니다.

정답은요... 음악과 함께 확인하시죠!

BGM) 모차르트, ‘아 어머님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Ann: 정답을 잘 맞혀주신 두 팀으로부터 이유를 들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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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바로 앞의 선율보다

첫 번째 테마만 확실히 염두에 두고 봤습니다.

2번의 베이스를 보면 테마와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펭수: 전 그냥 앞에 박자만 보고 맞혔습니다!

2/4박자는 2번밖에 없습니다!

Ann: 다들 예리하신 분들 맞네요.

2번은 원래의 반짝 반짝 작은 별 선율이

셋잇단음표로 리듬 분할되어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세운: 네. 참고로 1번 보기는 베토벤의 ‘영국 국가에 의한 7개 변주곡’,

3번은 슈만의 ‘아베크 변주곡’, 4번은 브람스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의 세 번째 변주였습니다.

좋은 문제 내주신 청출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너 3 타이틀: 빈칸을 채워줘!

Ann: 자, 오늘의 마지막 코너죠.

음악 용어와 관련한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세운: 오늘은 청출단 □□중학교 친구들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각자의 태블릿을 봐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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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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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악보가 된 것 같은데요.

‘작은 별 변주곡’ 악보죠. 빨간 빈칸이 무려 8개나 있습니다.

세운: 다행히 빈칸에서 빠져나온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모여 있는데요.

VCR)

소연: 크레센도, 피아노, 메조포르테. 셈여림과 관련된 거네요!

Ann: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셈여림 관련 악상기호가 들어가야 할 자리인데요.

팀마다 상의를 통해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팀의 답을 확인하며 이유도 함께 듣는다.)

세운: 확실히 크레센도는 빈칸 길이 때문인지 다들 잘 맞혀주셨고요.

정답에 가까운 팀은 있지만,

완벽한 정답은 아직 나온 것 같지 않네요.

Ann: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음악을 잘 듣고 적절하게 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셈여림에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BGM) 모차르트, ‘아 어머님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각 팀의 답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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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정답, 확인합니다!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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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네 팀 모두 정답을 맞혀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잘 맞힐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었죠?

세운: 그렇습니다. 크레센도( )가 무슨 뜻이죠, 규현씨?

규현: ‘점점 크게’ 아닌가요?

세운: 맞습니다. 그래서 크레센도가 나온 다음에는

여리게( )가 아닌 조금 세게( )가 나오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Ann: 다음에도 도움이 될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이번 문제를 네 팀이 모두 맞혔기 때문에

청출단 □□중학교 학생들은 모든 퀴저의 폴라로이드와

사인CD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참여 방법 소개 및 우승자 발표

( MC와 퀴저들 모두 무대 앞으로 모인다.)

Ann: 오늘 마련된 모든 퀴즈를 다 풀었는데요.

‘나도 청출단으로 활약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운: 그런 친구들은 지금 당장 저희 <청/출/어/람>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셔서

앞으로의 포부와 함께 신청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5명씩 팀을 만들어 신청하는 거 알고 계시죠?

Ann: 아무래도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하면

훨씬 더 용기를 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오늘의 장학금은 누구의 이름으로 수여가 될 것인가!

세운: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 )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 )팀입니다!

Ann: 멋진 활약을 보여주신 두 분의 이름으로 청출단 각 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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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50만 원씩이 수여됩니다.

세운: 오늘 함께한 소감을 들어볼게요.

펭수: 모차르트와 ‘작은 별 변주곡’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원배: 작은 별 아니고 원래는 ‘아, 어머님께 말씀드리죠.’

변주곡이라는 것도.

원필: 전 무엇보다 청출단 친구들과 함께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형: 저도요. 공연을 통해 함께 호흡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니 참 좋았어요.

민니: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낸 문제라고 하니

더 열심히 풀고 싶더라고요.

세운: 네. 청출단 대화방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좋았죠, 여러분?

( 청출단 대화 내용을 보여준다.)

Ann: 팬들과의 유대감은 물론 우리의 음악 사랑도

더 깊어진 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아쉽지만 다음 주를 기약하며!

Ann: 청소년이

세운: 출제하는

Ann: 어리둥절

세운: 람(남)다른 음악 퀴즈 쇼!

Ann, 세운: 청! 출! 어! 람!

Ann: 함께해주신 여러분,

출연자 전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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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V Music Programs

for Adolescents

-Focused on KBS, MBC, and EBS-

Jeong, Kyungji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Music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music programs of broadcasting companies and to develop the TV

music program for adolescents. Although broadcasting has to play the

educational role with public interests, music programs for adolescent

are far from enough. For this reas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for

not onl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music programs in Korea but

also planning the TV music program for adolescents to participate.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uthor conducted thorough examination on the

representative TV music programs of Korean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such as KBS, MBC, and EBS aired for the last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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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 or currently airing(November, 2019).

Second, TV program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according to

genres or forms, time zones and viewing grades. Moreover, whether

the time zones and viewing grades were appropriate was examined.

Last, this paper proposed the direction of music programs for

adolescents. Based on the implications drawn through the process, the

TV music program for adolescents was developed in a new form by

combining a quiz entertainment format.

Through this study, I expect that the form of classical music

programs that have stayed in passive manners of appreciation should

be revised to the direction that viewers can actively participate.

Furthermore, musical interests of adolescents only limited to popular

music will be expected to lead to interests for diverse genres.

keywords : Adolescent, Music Education, Broadcasting,

TV music program

Student Number : 2012-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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