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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에 
나타난 서양음악사에 대해 내용 및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하고 효
과적인 서양음악사 수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서양 음악사 부분을 크게 '관련요소'와 '학습활
동'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관련요소’는 10종의 교과서를 종합
하여 ‘시대구분 및 서술내용 분석’, ‘성취기준 수용 여부’, ‘학습목표’, ‘시
대별 수록 악곡’으로 주제를 나누었다. ‘학습활동’은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활동을 ‘영역분석’, ‘악보자료’, ‘시각자료’, ‘다른 과목과의 연계’로 나누었
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대구분 및 서술내용 분석을 통해 10종 출판사의 시대구분이 조
금씩 다르다는 것과 시대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키워드를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교사가 특정 시대를 가르치며 연도를 제시할 경우 이 정의가 
유연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제시한다면 좋을 것이다. 서술내용은 각 시대
의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잘 제시했으나, 새로운 음악장르와 사조의 출현
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둘째, 성취기준 수용여부는 교육과정의 감상영역 성취기준 세 항목이 학
습내용과 학습활동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
과 학습활동에서 성취기준이 반영된 경우는 약 12%로 많지 않았다. 따라
서 학습활동에서 ‘음악개념을 표현하는 활동’과 ‘음악적 특징을 역사·문화
적 배경과 함께 다루는 활동’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양음악사의 학습목표는 ‘이해한다’와 ‘감상한다’에 치우쳐져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2개의 출판사에서는 비교, 설명, 구별, 표현 등 서술
어가 비교적 다양했다. 또한 학습활동과 학습목표가 대부분 일치했으나 그
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음악교과서의 서양음악사에서 구별, 표현, 조사, 
발표 등의 학습목표가 추가된다면 수업이 더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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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시대별수록 악곡은 1개~20개까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었다. 분
석을 통해 시대별로 많이 제시된 악곡과 작곡가를 정리하였다. 서양음악사
에서 제시되는 악곡은 활동의 제재곡이 된다. 따라서 교사는 악곡을 통해 
학생들이 그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서양음악사의 학습활동을 표현, 감상, 생활화, 혼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학습활동이 감상영역에 치우쳐져 있었고, 표현활동은 매우 적
었다. 따라서 학습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있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
다.
  여섯째, 악보자료는 그 형태를 전체, 부분, 설명악보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대부분의 학습활동에서 필요한 악보가 제시되어 있었다. 서양음악사에 
수록되어 있는 악보의 형태는 활동의 종류에 따라 적절히 편집된 악보가 
학습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일곱째, 시각자료는 '연대기', '시대적 배경', '작곡가', '기타'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서양음악사의 연대표가 제시된 교과서는 5종 뿐이었으며, 더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
  여덟째, 다른 과목과의 연계는 전체 학습활동 중 약 16% 로 나타났다. 
서양 음악사를 다른 과목과 연계시킨 학습활동은 음악적 창의·융합사고역
량을 키우는 데 중요한 활동으로서 폭넓은 음악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음악교육, 서양음악사, 음악교과서, 학습활동
학  번 : 2020-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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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사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독립된 심화과목의 하나로 등
장한다. 여기서 음악사의 목표는 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분석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 이어서 음악사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1)에서 ‘역사·문화적 배경’이 언급되면서 
그 중요성이 이어진다. 성취기준을 통해 음악적 특징과 역사·문화적 배경
이 통합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의 감상영역 성취기준을 보면 ‘[9음02-03]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 ‘[12음02-03]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
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이
다.2) 음악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립된 교과였으며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도 성취기준에 언급될 만큼 중요한 분야이다. 이를 반영하듯 현
재 나와 있는 중·고등학교의 모든 음악교과서에는 음악사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서양음악사 수업은 교사위주의 강의식 수업, 수
동적인 감상위주의 수업으로 학생들이 지루하다고 느끼며 그 중요성과 가
치가 외면되고 있다. 또한 교과서에서 제시된 감상 활동을 위한 학습은 거
의 대부분이 수동적인 학습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정재은, 류미해, 
2019).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서양음악사 감상활동을 할 때 이론적 배
경으로 서양 음악사를 학습하는데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기가 어렵다는 의
견이 있다(최보란, 2020). 

1)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음악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
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이다(음악교육의 기초, 185쪽).

2)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2. 서울: 교육부. 15, 27쪽.



- 2 -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서양 음악사 지도방법
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3) 이 연구들은 감상위주의 수업이 아닌 다
양한 활동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활발한 수업참여를 이끌 수 있는 수업지
도안의 개발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어떨까.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수업방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학습활동은 서양음악사 수업이 어떤 식으
로 이루어져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된다. 민경훈4)은 그의 연구에서 교과
서는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 학습의 기본 자료이며, 교과서에 제시된 다
양한 정보적 내용과 지도방법적 처방은 직접적으로 음악수업의 질에 영향
을 끼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서양음악사 학습활동
은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관련짓는 활동 또는 타 교과와의 연계가 
매우 적고, 감상영역에 치우쳐져 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데에 제한이 있고 학습의 
결과가 표현활동만큼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정재은, 류미해,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서양음악사 학습활동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이고 심
층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되었
다. 지금까지 서양음악사에 관한 교과서의 분석은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내용의 오류, 서술방식에 대한 개선안에 그쳤고 다양한 각도와 시각으로 
학습활동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에 나타난 서양음악사에 대해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하고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서양음악사에 관해 고찰하고,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서양 음악사를 관련

3) 김선미(2016). 통합적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서양음악사 지도방안 연구. 한국음악교육
공학회, 27, 45-65. 김민주(2021) 집단탐구 협동학습(GI)을 적용한 기악앙상블 연계 서
양음악사 수업 지도안: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송하예린(2021). 음악교과와 역사교과를 통합한 서양음악사 교수-학습 지도방안연구 : 
고전시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정길연(2020). 스마트러닝을 활용한 
PBL(Problem-Based Learning) 서양음악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및 적용.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윤정(2020). 예술고에서 하브루타 학습법에 따른 
낭만시대 음악사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4) 민경훈(2014). ‘음악교과서의 효과적 분석을 위한 분석 준거 모델 개발’. 예술교육연구. 
12(2).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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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학습활동 중심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서양음악사 수업을 위한 학습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는 일반선택의 
‘음악’, 진로선택의 ‘음악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선택의 ‘음악’교과서 10종5)이다. 연구의 내용은 고등학
교 음악교과서 10종에 수록된 서양음악사의 관련요소와 학습활동이다. 이
를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서양음악사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
하고, 서양음악사 분석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
 둘째, 10종의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서양 음악사를 관련요소와 
학습활동으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한다. 
 셋째, 관련요소 분석에서는 서양음악사의 시대구분과 서술내용을 분석하
고 성취기준의 수용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교과서별 학습목표를 살펴보고 
학습활동이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 후 교과서별로 수록된 
악곡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악곡 및 작곡가를 알아본다.
 넷째, 학습활동 분석에서는 학습활동을 표현영역, 감상영역, 생활화영역, 
혼합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악보와 시각자료의 제시 형태를 분석한

5) 본고에서 분석한 2015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은 다음과 같다. 강민
선 외(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와이비엠, 김광옥 외(2018). 고등학교 음악. 경기: 
아침나라, 김용희 외(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금성, 양종모 외(2018). 고등학교 음
악. 서울: 음악과 생활, 장기범 외(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미래엔, 조대현 외
(2018). 고등학교 음악. 경기: 다락원, 주광식 외(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박영사, 
주대창 외(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비상교육, 최은식 외(2018). 고등학교 음악. 서
울: 천재, 황병숙 외(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지학사. 이하 교과서는 약칭으로 나타
낸다. 2015 개정 교과서 중 금성은 A, 다락원은 B, 미래엔은 C, 박영사는 D, 비상은 
E, 아침나라는 F, 와이비엠은 G, 음악과 생활은 H, 지학사는 I, 천재는 J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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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학습활동 중에서 다른 과목과 연계된 활동들에 대해 살펴본다.
 다섯째, 관련요소와 학습활동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서양음악사 
학습활동을 위한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한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의 서양음악사를 관련요소와 학
습활동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연구주제 선정 : 연구자가 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했던 경험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서양음악사에 관한 연구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2) 자료 수집 :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2015개정 음악 교과서를 검토 후 
고등학교 교과서 10종을 선택하였고 내용의 비교를 위해 서양음악사 관련 
문헌 3권을 수집하였다.
 3) 분석 범주 설정 :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분석의 범주를 관련요소와 학
습활동 두 개로 설정하고 세부기준을 검토하였다.
 4) 교과서 분석 : 관련 요소의 하위항목은 시대구분 및 서술내용, 성취기
준 수용 여부, 학습목표, 시대별수록 악곡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학습
활동의 하위항목은 영역, 악보자료, 시각자료, 다른과목과의 연계로 설정
하여 분석하였다.
 5) 분석결과 및 결론 작성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양음악사 학습활동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결론 및 제언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절차와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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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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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고찰

 1)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서양음악사 분석에 관한 연구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서양음악사 분석에 관한 연구는 교과
서에 제시된 서양음악사의 시대구분과 서술내용 등을 기존의 음악사 문헌
과 비교·분석하여 내용의 오류나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연구자마다 분
석한 내용과 방법, 결론의 차이가 있다.
 김현(2018)6)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에 
수록된 서양음악사가 감상 영역의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내용과 활동을 수
록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시대별 작품과 연대구분, 각 출판사의 구성체제, 
서술내용, 학습활동, 음악가 및 작곡가를 분석·비교하여 제시하였고, 분석
결과로 교과서마다 구성체제와 내용, 시대구분, 음악적 요소와 특징 및 서
술내용이 달랐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는 학생들이 어떤 교과서로 배우느냐
에 따라 습득하는 지식이 달라지므로 동일한 지식을 배우지 못한다는 문
제점을 발견하였고, 교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공서적 및 다른 교과서
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다영(2020)7)은 효과적인 음악사 교육에 도움이 되는데 목적을 두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서양음악사를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각 교과서별 음악사의 올바른 시대 및 연도 구분을 제시
하고, 3권의 음악사 문헌을 중심으로 음악사 서술 내용을 비교·분석한 후 
보완점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첫째, 각 교과서의 시대적 배경은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어 전체적인 세계사의 사건과 음악
사 흐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세계사와의 통합교육이 
요구된다. 둘째, 참고 문헌에서 ‘베토벤’은 한 시대에 귀속시킬 수 없을 만
큼 논란이 있는 작곡가이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도 어느 시대에 귀속시킬 

6) 김현(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의 서
양 음악사 분석.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7) 우다영(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10종 음악교과서의 서양음악사 분
석.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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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결과 모든 교과서는 각 시대를 
요약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에 누락된 음악사의 서술과 음악 특징들이 많이 
발견되었고, 서술보다는 감상곡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각 교과서의 연도와 시대 구분에서 시대 명칭이 다소 차
이가 있었다. 라는 4가지의 보완점을 제시했다.
  
2) 서양음악사 분석을 통한 개선안 제시에 관한 연구

 서양음악사 분석을 통한 개선안 제시에 관한 연구는 분석의 초점이 보다 
구체적이며 개선안 제시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분석의 초점은 서양음악사
의 텍스트와 서술방식, 그리고 오수벨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맥락적 상관
관계 두가지이다. 
 임새롬(2018)8)은 서양음악사 텍스트를 중심으로 음악교과서 서술 방식과 
내용 구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고찰한 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대상
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 14종과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이다. 그는 각 교과서의 음악사 영역을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주안점을 두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 간의 서술 방식, 각 시대 
구분 명칭 및 연도 구분, 시대별 분량, 학습목표와 학습내용 간의 일치 여
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음악사 내용 구성 또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교육적인 음악사 서술을 위해 내러티브(narrative)식 텍스트로의 전
환과 이를 통한 두 가지 종류의 미씽 링크를 보완할 것, 둘째, 연대표를 
삽입하여 역사의 총체적인 시각과 시간의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음악사 교육의 목적에 따라 학습목표와 학습내
용이 일치하도록 진술할 것, 넷째,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용의 
핵심을 직관적으로 나타낸 삽화를 정확히 제시할 것, 다섯째, 최근 경향을 
띤 음악이 많이 수록되면서 젊어진 가창영역만큼 음악사 내용 또한 20세
기에서 그치지 않고 동시대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와의 괴리를 줄일 
것, 마지막으로 기존의 독일 중심주의 음악관에서 벗어나 다원적이고 포괄

8) 임새롬(2018).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서양음악사 서술 방식 및 내용 구성 고찰’. 음악교
육연구, 47(2), 15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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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점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윤서 외 3명(2014)9)은 서양음악사 수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Ausubel의 이론을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
학교 음악교과서 17종의 서양음악사 시대구성, 제시방식, 악곡·인물 및 사
회문화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타난 서양음악사의 맥락
적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서양음
악사 전 시대적 흐름을 제시하여 전체를 보고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시대 연계성에 따른 음악형식과 양식의 설명을 제시하여 시대
적 배경을 통해 음악을 유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한다. 셋째, 
제재곡에 대한 맥락적 설명을 보충하여 학습자의 인지적 구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음악사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
과서의 서양음악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학습활동에 대한 고
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없었고, 서술방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개
선안을 제시한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학습활동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여 현장 음악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9) 장윤서 외(2014). ‘중학교 교과서 서양음악사 영역 분석 연구: 맥락적 연계성을 중심으
로’. 예술교육연구, 12(4). 16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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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서양음악사 시대구분

 ‘음악사’란 음악이 탄생해서 발전한 과정을 시대별로 연구하는 학문이
다.10) 서양음악사에 대하여 『두길 서양음악사』에서는 기원전 6세기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다룬다고 나와 있고, 단일 국가의 음악사에 관한 서술
보다는 서양전체의 것을 다룬다고 나와 있다. 『그라우트 서양음악사』에서
는 ‘어디에서부터 서양 음악의 전통이 비롯되었고 어떻게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이 변해왔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였다. 서양음악사
의 시대구분은 먼저 각 시대에 대한 명칭을 알아보고 현재 대학에서 음악
사 교재로 많이 쓰이고 있는 전공서적 3권인 『두길 서양음악사』, 『그라우
트 서양음악사』, 『새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를 분석하여 10종의 음악
교과서 분석을 위한 뒷받침이 되도록 하였다.11) 
 
1) 서양 음악사 명칭

 (1) 서양 음악사를 나타내는 명칭

 고등학교 교과서인 ‘음악’ 10종에서 서양 음악사를 나타내는 명칭은 <표 
1>과 같다. 

10) 홍세원(1996). 서양음악사. 서울: 현대음악 출판사. 14쪽.
11) 『두길 서양음악사』는 두길, 『그라우트 서양음악사』는 그라우트, 『새 들으며 배우는 서  
   양음악사』는 새들의 약칭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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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명칭

A 서양음악사

B 서양음악사

C 서양음악사

D 서양음악사

E 서양음악의 발달

F 역사속의 서양음악

G 서양음악

H 역사와 문화 속에서 찾는 서양음악

I 서양음악사

J 서양음악사

<표 1> 서양음악사에 대한 명칭

 (2) 각 시대에 대한 명칭

 각 시대에 대한 명칭은 전공서적과 교과서에서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
로크, 고전, 낭만, 현대(또는 근·현대, 20세기)’로 일치한다. 다만 고대음악
을 다루지 않은 교과서도 있고, 전고전시대나 민족주의시대의 유무, 20세
기 음악에 대한 명칭이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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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중세 르네
상스 바로크 전고전 고전 낭만 민족 20세기

두길 고대 중세 르네
상스 바로크 전고전 고전 낭만 민족 20세기

그라
우트 고대 중세 르네

상스 바로크 - 고전 낭만 민족 20세기

새들 고대 중세 르네
상스 바로크 전고전 고전 낭만 민족 20세기

A 고대, 중세 르네
상스 바로크 - 고전 낭만, 민족 근대 및 

현대음악

B 고대 중세 르네
상스 바로크 - 고전 낭만 민족 인상 근·

현대

C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 고전 낭만 민족 인상, 
20세기 

D 고대 중세 르네
상스 바로크 - 고전 낭만, 민족 근·현대

E - 중세 르네
상스 바로크 - 고전 낭만 - 근현대

F 고대 중세 르네
상스 바로크 - 고전 낭만 민족 근·현대

G - 중세·르네상스 바로크 - 고전 낭만 민족, 근현대

H - 중세 르네
상스 바로크 - 고전 낭만 국민 근·현대

I 고대·중세 르네
상스 바로크 - 고전 낭만, 국민 근·현대

J 고대~르네상스 바로크 - 고전 낭만 민족 20세기

<표 2> 시대별 명칭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세기 음악을 제외한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
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까지는 명칭이 동일하다. 민족주의는 ‘민족주의’ 
혹은 ‘국민악파’로 표현되고 20세기 음악은 ‘20세기’ 또는 ‘근·현대’, ‘근대 
및 현대음악’의 명칭을 사용한다. 교과서의 경우 고대와 민족주의는 생략
된 경우가 있었고, 전고전주의는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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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양음악사 시대구분

 서양음악사의 시대구분은 먼저 대학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전공서적 3권
을 분석하고,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제시한 서양음악사의 시대구분을 
본론에서 살펴보겠다. 『두길』, 『그라우트』, 『새들』에서는 시대구분에 대하
여 세기나 년도로 나타냈는데, <그림 2>, <그림 3>에서는 비교를 위해 년
도로 통일하였다. 

(1) 고대

 『두길』에서는 맨 앞부분에서 서양음악사의 전체적인 시대구분을 해놓았
는데, 그에 따르면 고대를 기원전 6세기~ AD 4세기로 구분하였다. 『그라
우트』에서는 고대와 중세를 하나로 묶어 챕터를 구성하였는데, 고대그리스 
음악은 기원전 5세기~AD 4세기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그리스 음악 이전
에 음악의 발생과 선사시대의 악기 및 음악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있으며, 
이는 기원전 36000년경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고대음악에 대한 범위가 더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새들』에서는 고대그리스 음악에 대한 시기구분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피타고라스를 맨 처음 학자로 소개하면서 기
원전 500년경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를 시작으로 한다고 추정할 
수 있고 중세 시대의 시작을 약 5세기로 보았으므로 기원전 500년경~5세
기로 추측할 수 있다.

(2) 중세

  『두길』에서는 9세기 후반~14세기를 중세시대로 보았다. 『그라우트』에서
는 중세에 대한 시기를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4장에서 ‘중세의 
음악과 춤’을 다루면서 800~1300년의 유럽사회를 다루었으므로 『두길』과 
같이 대략 9세기~14세기임을 알 수 있다. 『새들』에서도 중세에 대한 시기
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중세시대가 서양 고대문명과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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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구분

시대 사이의 중간시대라고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추정해보면 5세
기~14세기임을 알 수 있다. 

(3) 르네상스

 『두길』에서는 15-16세기(1400-1600)를 르네상스로 보았다. 『그라우트』
는 르네상스를 1400-1600년으로 제시했고 『새들』에서도 ‘1400년경에 시
작하여 약 200년 동안의 서양문화를 지칭하는 시대 명칭’이라고 하였으므
로 1400-1600년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3권 모두 르네상스의 시기를 
1400-1600년으로 본다.
고대, 중세, 르네상스시대에 대한 구분을 표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4) 바로크

 바로크 시대에 대한 시기는 『두길』, 『그라우트』, 『새들』 모두 1600-1750
년으로 동일하였다. 『그라우트』에서는 ‘1950년대에 이르러서 바로크라는 
용어가 1600년경부터 대략 1750년까지의 시기를 일컫는 이름으로 굳어지
게 되었다’라고 언급하였다.
 
(5) 고전주의

 『두길』에서는 고전주의를 18세기 후반(1750-1815)으로 소개하고, 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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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1815년으로 정확히 제시하였다. 『그라우트』에서는 18세기 후반~19
세기 초까지 고전주의 음악이 연주되었다고 하였는데, ‘1815년의 정치경
제적 사건들이 낭만시대에 적절한 출발점이라고 본다’라고 하였으므로 18
세기 후반~1814년까지로 고전주의를 추정할 수 있다. 『새들』에서는 고전
주의를 18세기중엽~19세기초로 보았고, 고전주의 이전에 전고전주의를 
1730-1780년대 초로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6) 낭만주의

 『두길』에서는 낭만주의를 19세기, 1815-1910으로 제시하였다. 『그라우
트』에서는 ‘1815년의 정치경제적 사건들이 낭만주의에 적절한 출발점이라
고 본다’라고 하였으므로 시작점을 1815년으로 보고, 20세기 이전을 낭만
주의의 마지막 지점으로 보아 1815년-1900으로 낭만주의를 구분한다. 
『새들』에서는 정확한 년도 제시 없이 19세기로 낭만주의를 구분하고 있
다. 『새들』은 고전주의 후기와 낭만주의 초기가 겹친다. 따라서 고전주의
와 낭만주의의 시대적 구분이 유연한 것을 알 수 있다. 

(7) 민족주의

 민족주의에 대해 『두길』, 『그라우트』, 『새들』 모두 19세기 말로 소개한
다. 『두길』에서는 1850-1890년으로 민족주의 시기를 제시하였고, 『그라우
트』는 1860년 이후라고 소개했다. 『새들』은 19세기 말로 제시된다. 따라
서 민족주의는 후기낭만과 시기가 겹친다고 볼 수 있다. 
 
(8) 근·현대

 근·현대를 표현하는 명칭은 각 서적마다 달랐는데, 『두길』과 『새들』에서
는 ‘20세기’로, 『그라우트』에서는 ‘20세기 및 그 이후’로 제시하였다. 20
세기가 1900-2000년까지를 나타내므로 그라우트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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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근·현대 시대구분

1900-2000년대로 볼 수 있다.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근·현대의 시대구분은 <그림 3>과 같다. 

 지금까지 『두길』, 『그라우트』, 『새들』에서 제시한 서양음악사의 시대구분
을 분석해본 결과 고대와 중세는 책마다 약간씩 달랐으나 르네상스와 바
로크시대는 각각 1400-1600년, 1600-1750년으로 동일했다. 고전주의도 
대략 18세기중후반~19세기 초로 동일하였고, 낭만주의는 19세기, 민족주
의는 19세기 후반, 현대음악은 20세기로 정리된다. 다만 시대와 시대 사
이가 겹치거나 공백이 있는 등 시대구분의 유연성이 존재한다.

2.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서양음악사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운영 지침서로써 
음악교과서의 목표, 내용, 성취기준, 방법,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2015년에 고시되었고 2018년부터는 전 학
년에 걸쳐 적용되었으며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진다. 공통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은 고등학교 1학년~3학년에 해당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다시 일반선
택 과목인 ‘음악’과 진로선택 과목인 ‘음악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다룰 내용은 일반선택과목의 ‘음악’이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음악’은 크게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계 및 성



- 16 -

취기준,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그리고 부록으로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가 있다. 

1)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내용 체계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개념과 요소, 
그리고 수업 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성취기준은 음악교과에서 배워야 할 내용과 기능을 학년군별, 영역
별로 제시한 것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과 방법이 성취기준 해설에서 소개
된다.

가. 내용 체계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12)는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영역은 표현, 감상, 생활화로 나뉘
고 각 영역마다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이 제시된다. 핵
심개념은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개념이나 원리로, 감상영역의 핵
심개념은 ‘음악 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 ‘음악의 배경’이다. ‘음악의 
배경’은 서양음악사와 관련하여 다룰 수 있다. 일반화된 지식은 보편적인 
음악지식인데, 감상영역의 일반화된 지식은 ‘음악의 종류와 배경을 파악, 
음악을 이해하고 비평 한다’이다. 내용 요소는 필수 학습 내용인데, 감상
영역에서는 ‘음악 요소와 개념’, ‘다양한 종류의 음악’, ‘음악의 역사·문화
적 배경’이 있다. 음악사는 내용요소에서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학
습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능에서 제시한 ‘구별하기’, ‘설명하기’, 
‘표현하기’의 활동이 가능하다. 즉, 학생들은 음악사에서 음악을 듣고, 역
사·문화적 배경을 함께 학습하며,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별하기, 설
명하기, 표현하기 활동을 통해 폭넓은 음악활동을 할 수 있다. 
 <표 3>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12)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2. 서울: 교육부. 25쪽.



- 17 -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표현

∙소리의 
 상호작용
∙음악의 
 표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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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의 
구성

∙노래 
 부르기
∙악기로 
 연주하기
∙신체표현
 하기
∙만들기
∙표현하기

자세와 
연주법

감상

∙음악 
 요소   

 와 개념
∙음악의 

 종류
∙음악의 

 배경

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 요소와 개
념, 음악의 종류와 배경을 파악하여 
음악을 이해하고 비평한다.

고등학교 수
준의 음악요
소와 개념

∙구별하기
∙설명하기
∙표현하기

다양한 종류
의 음악

음악의 역
사 · 문 화 적 
배경

생활
화

∙음악의 
 활용

∙음악을
 즐기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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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과 
행사

∙참여하기
∙평하기
∙조사하기
∙발표하기

음악과 
직업

국악의 
계승과 발전

<표 3>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나. 성취기준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음악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
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이다. 
서양음악사 학습과 관련하여 감상영역의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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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음02-01]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 [12음02-02]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 [12음02-03]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 한다.

 첫 번째로 ‘[12음02-01]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는 음악을 통해 고등학교의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에 나와 
있는 개념을 학습할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교의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
표]에는 ‘여러 가지 박자, 여러 가지 음계, 여러 가지 화음, 종지, 푸가와 
소나타 형식, 여러 가지 음색’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서양음악사 학습
을 통하여 각 시대마다 생겨난 음악이론들을 학습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
다. 성취기준 해설을 보면 ‘[12음02-01] 악곡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고 분석하여 소리, 언어, 그림, 신체, 매체 등의 다양
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라고 나와 있다. 즉 학생들이 이론적으로만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음을 통해 학습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함
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12음02-02]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비교
하여 설명 한다’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각 
음악의 특징을 비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성취기준 해설은 ‘[12음
02-02] 서로 다른 시대, 문화권, 장르 등의 음악을 듣고 음악이 형성된 배
경과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다. 서양음
악사 안에는 고대의 그레고리오 성가부터 합창곡, 변주곡, 소나타, 협주곡 
그리고 20세기의 우연성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있으며, 학생들
은 음악사를 학습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장르를 경험할 수 있다. 
 세 번째로 ‘[12음02-03]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음악사를 학습해야 함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이에 따른 
성취기준 해설은 ‘[12음02-03] 음악은 그 시대의 정서와 정신을 반영한 
문학, 사회, 역사, 종교, 철학 등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따라
서 다양한 시대의 음악의 특징을 그 음악이 속한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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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해하고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한다.’이다. 학생들은 음악이 시대적
인 배경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각 시대의 장르가 문학, 철학, 종교 
등에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음악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감상 영역의 성취기준을 살펴보았다. 감상 영역의 성취기준 [12
음02-03]에서는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이라는 키워드로 음악사를 감상
영역에서 학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악사를 꼭 
감상영역에서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음악사를 감상영역에만 국한
시킨다면 학생들의 직접적인 활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업은 매우 지루해
질 것이고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 것이다. 감상활동은 각 시대의 대표적인 
악곡을 감상한다는 점에서 음악사를 배울 때 필요한 활동이긴 하지만 학
생들이 정말 제대로 감상하고 있는지 교사의 눈에 관찰되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감상영역을 필수로 포함시키
되 표현과 생활화 영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
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표현과 생활
화 영역의 성취기준과 음악사와의 연계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표현 영역의 성취기준이다.

∙ [12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 [12음01-02] 악곡의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
∙ [12음01-03]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음악 작품을 만든다.
∙ [12음01-04]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음악 작품을 만든다.
∙ [12음01-05]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거나 악기에 따른 연주법  
               을 익혀 표현한다. 

 성취기준 [12음01-01], [12음01-02]를 보면 악곡의 특징, 악곡의 종류를 
언급하였는데 악곡의 특징과 종류는 그 악곡을 만든 작곡가와 그 작곡가
의 시대적 배경과 연결된다. 따라서 음악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특징과 종
류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나타내는 악곡을 연주해본다면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12음01-01], [12음01-02]의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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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을 살펴보면 ‘악곡에 포함된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를 활동과 연
계하여 학습하면서 음악 개념을 형성하도록 한다’ 라고 나와 있다. 즉, 음
악 요소와 개념을 활동과 함께 가르치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음악사 수
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이론이나 역사를 실음과 함께 
배우면서 음악을 듣고,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12음01-03]에서 
언급한 음악의 구성도 음악의 형식과 양식을 설명해야하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음악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학생들이 이러한 배경을 알고 학습했을 경우 훨씬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
다.

 다음은 생활화영역의 성취기준이다. 

∙ [12음03-01]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한다.
∙ [12음03-02]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 [12음03-03] 국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12음03-02]에서 제시한 음악과 관련된 직업은 시대가 변하면서 그 역할
과 위치가 바뀌었다. 작곡가가 후원을 받으며 작곡했던 시대도 있었고, 교
회음악 작곡가로서의 역할이 크게 차지했던 시대도 있었다. 학생들은 이러
한 작곡가의 역할과 위치를 현 시대와 비교하여 조사하고 발표해봄으로써 
음악 관련 직업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교수·학습 방향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중 
‘가. 교수·학습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음악의 요소와 종류, 역사·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음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며 악곡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영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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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음악을 감상하여 학생들이 충분한 음악적 경험을 하도록 한다.
∙ 국악곡을 감상할 때에는 추임새 넣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음악사에 대한 학습은 악곡, 인물, 사회·문화적 배경 및 음악사의 전체적인 흐름 등을   
   다룸으로써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교육과정의 내용과 영역을 다른 예술 및 교과와 주제 및 방법적인 측면에서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 조사 및 발표, 토론 등을 통하여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  
   다. 
 
 위의 교수·학습 방향을 통해 음악수업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음악
사수업에도 적용된다. 음악사 수업은 첫째, 학생들이 음악을 역사·사회·문
화적 맥락 안에서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 시대를 독립적으로 다
루기 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앞, 뒤 시
대와의 관련성 혹은 차이점을 비교하는 활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음악사와 다른 예술 및 교과를 연계하여 보다 폭넓고 다양한 활동이 제시
되도록 한다. 넷째, 수업방법에 있어서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림 4>는 음악사학습에 대해 도식화한 것이다. 음악은 독립적으로 발
전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역사적 사건, 악곡, 인물,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으며, 활동에 있어서 한 영역에 편중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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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음악사 학습 도식화

3. 음악교과서 서양음악사 학습활동

 교과서는 교수·학습 교재로서 학생과 교사에게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및 
학습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교육의 기본 수단이라 할 수 있다(신봉재, 
2019). 음악교과서는 개정된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등을 
반영하여 편찬되며 학교 현장에서 쓰이게 된다. 그 중 10종 출판사에 수
록된 서양음악사의 구성체제를 알아보고 그 중 학습활동에 대해 살펴보겠
다.

 1) 음악교과서의 서양음악사 구성체제

 10종의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서양음악사의 구성체제는 교과서마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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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다르지만 공통된 구성을 보면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활동, 보충설명
이 기본적 구성이고, 출판사에 따라 ‘배움 열기’, ‘토론’, ‘평가’ 등이 추가
되어 있다. 
 학습목표는 단원을 시작할 때 제시되며 시대별로 혹은 시대를 통틀어 하
나만 제시한 경우, 두가지이다. 예를 들어 A는 ‘서양 음악의 각 시대별 특
징을 이해하고, 음악을 감상한다’라는 학습목표를 한 개 제시한다. 시대별
로 제시한 경우는 F의 ‘고대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중세 음악을 이
해하고 감상한다’ 등이 있다. 학습내용은 시대별로 학생들이 학습할 내용
이며, 출판사마다 제시방식이 다양하다.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따
로 나열한 경우,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며 음악적 특징을 연결하여 맥락적
으로 서술한 경우, 삽화와 함께 제시한 경우 등이다. 학습활동에서는 이러
한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수준에 맞춘 활동예시가 제시된다. 보충설
명은 음악개념, 장르, 사조, 악곡 등 부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 
따로 설명을 제시해놓은 것이다. 보충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처음 보는 개
념이나 음악장르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다. 이 외에 출판사마다 ‘토
론’, ‘평가’, ‘참고자료’, ‘추천 감상곡’, ‘탐구발표’ 등 학생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마련되어 있다. 

 2) 학습활동

 음악교과서에서는 학습목표의 성취가 가능하도록 학습자 수준에 맞춘 다
양한 음악활동을 제시한다. 또한 제재곡과 연계된 학습활동을 제시하여 학
습요소에 알맞은 활동을 구성하게 된다. 학습활동은 고등 음악교과서 10
종에서 모두 등장하는데, 각 출판사마다 학생 참여, 내용이해, 협력학습, 
융합학습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학습활동은 학교현장의 수업방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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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대 시대구분

Ⅲ.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서양음악사 분석

1. 관련요소 분석

 1) 시대구분 및 서술내용 분석

 시대구분별 서술내용 분석에서는 먼저 각 교과서별로 시대구분을 어떻게 
해놓았는지 비교해보고 시대별 공통내용과 상이내용을 분석해보겠다. 

(1) 고대

 가. 시대구분

 고대시대를 제시한 교과서는 10권 중 7권으로 출판사는 A, B, C, D, F, 
I, J 이다. 시대구분은 <그림 5>13)와 같다. 

 
 고대음악의 시대구분은 교과서마다 달랐다. 세기나 년도자체가 제시되지 
않은 A의 경우는 ‘동굴 벽화나 유물을 통해 볼 때, 음악의 역사는 인류의 

13) 고대를 제시하지 않은 E, G, H 와 끝나는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A, I, J는 제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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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내용

동굴 벽화나 유물
고대 그리스의 문헌과 유물

상이내용 해당 출판사

①피타고라스의 음계이론 A, B, C, D, F, I, 

②악기(리라, 하프, 류트, 키타라, 타악 A, B, C, D, F, I

<표 4> 고대음악 서술내용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14)는 언급을 통해 시작시기를 인류
의 시작으로 본다. F와 J 역시 ‘~5세기 말’, ‘~16세기’라는 언급을 통해 인
류역사의 시작을 고대음악의 시작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는 A와 같이 ‘음악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다는 언급을 해
준다면 좋을 것 같다. 고대음악의 시작 시기는 기원전 4000년부터 기원전 
500년까지 다양하고, 마치는 시기는 4세기나 5세기로 비교적 동일하다. 
 고대음악을 독립적으로 제시한 교과서는 6권중 3권으로 B, D, F이고, 고
대와 중세 혹은 르네상스 음악까지 함께 다룬 교과서는 나머지 3권으로 
A, I, J 이다. C는 연대표에서만 제시했다.
 고대음악을 독립적으로 제시한 경우 다른 시대와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다고 간주할 수 있으나 다른 시대와 함께 다룬 경우는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끝나는 시기도 알 수 없으므로 학생들이 고대음악에 대
해 학습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다룬 경우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
다. 
 
 나. 서술 내용 분석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나오는 고대의 서술 내용을 보면 2개의 공통
내용과 ①~⑧의 상이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14) A사.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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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아울로스, 북) 

③세이킬로스의 비문 A, B, F, J

④에토스이론 A, F, J, 

⑤문자에 의한 악보 B, D, F, 

⑥종교의식과 행사를 위한 음악 A, F, I, 

⑦고대문명 D, F, I

⑧그리스 신화 D, J

 
 고대음악을 다룬 7권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은 벽화, 문헌, 
유물에서 고대 음악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
이 수록된 학습 내용으로는 피타고라스의 음계이론이 6권의 교과서에 제
시되어 있었고, 악기, 에토스이론, 문자악보, 음악의 목적, 고대문명, 그리
스 신화 순으로 많았다.
 교과서에서는 고대음악이 문명의 발생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고 동굴 
벽화와 유물에서 그 증거를 찾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벽화나 유물
을 통해 음악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내용만 제시할 뿐 어
떤 그림이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고대 음악은 남아 있는 음악이 1개뿐이어서 음악적 특징 보다는 기원이
나 이론에 대한 설명이 많이 제시되었다. 고대 음악의 이론으로 ①피타고
라스의 음계이론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④에토스 이론이 제시되었
다. F는 피타고라스의 음계에 대해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였고, 나머
지 교과서에서는 ‘피타고라스 음계이론’만 언급하거나 ‘두 음의 음정관계
를 수적 비율로 계산한 음계’와 같이 간략하게 설명하여 설명이 불충분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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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F사 ‘피타고라스 음계’ 

                <그림 7> D사 ‘리라와 아울로스’

 ②악기는 벽화나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 교과서에 소개된 악기는 리라, 
하프, 류트, 키타라 등이 있었는데, B, C, D는 사진과 함께 제시하여 학생
들의 이해를 도왔고, 나머지는 사진이 없었다. 리라와 아울로스는 고대 그
리스 음악을 대표하는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제전에 쓰이는 음악에서 사용
되는 악기이다. D에서는 <그림 7>과 같이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비교하
는 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게끔 하여 악기와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찾아 쓸 수 있게끔 하였다. 반면 악기사진을 수록한 B와 C는 제목
과 사진만 제시하였다. 고대악기는 현재까지 남아있지 않은 악기도 있으
니,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사진은 함께 제공되어야 학생들의 호기심을 채
울 수 있을 것이다.

 ③세이킬로스의 비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악보이다. 그래서 현재 오
선보악보가 아닌 알 수 없는 기호로 되어있다. 따라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데, A에서는 사진과 제목만 제시했고, B와 F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덧붙였
다. F에서는 이 비문에 나타난 악보를 현대 악보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이 
음악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세이킬로스의 비문에 대하
여 수업을 할 때는 교사가 다양한 교과서를 참고하여 악보와 설명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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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세 시대구분

 고대시대는 음악이 처음 발생할 때부터를 다루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고대문명의 발생이나 ⑧그리스 신화를 이야기 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다룬 교과서는 2-3권 뿐이어서 아쉬웠다. 
 
(2) 중세

가. 시대구분 

 중세를 제시한 교과서는 10종 모두인데 중세를 단독으로 제시한 경우(B, 
D, E, F, H), 고대와 중세를 함께 제시한 경우(A, I), 중세와 르네상스를 
함께 제시한 경우(C, G), 고대, 중세, 르네상스를 함께 제시한 경우(J)가 있
었다. 중세의 시대구분을 비교해보면 <그림 8>15)과 같다.

 
 중세음악의 시대구분은 출판사별로 다양했다. 대략적으로 시작 시기는 
300-500년이고 끝나는 시기는 1300-1400년이다. A와 J는 년도와 세기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C는 연대표에서 중세를 350-1450으로 제시했고, 

15) A, J는 년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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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내용

그레고리오 성가
기독교 중심(교회 음악)

상이내용 해당 출판사

①단성음악→다성음악 A, B, D, E, F, G, H, I, J

②귀도 다레초 A, B, C, D, E, F, I, H

③세속음악 A, B, C, E, F, G, H, J

④교회 선법 A, D, F, G, H, I

⑤네우마 기보법 A, B, F, G, I

⑥오르가눔 A, B, E, G, I

⑦그레고리오 성가 특징 A, C, G, I

<표 5> 중세음악 서술내용

학습내용에는 중세와 르네상스를 묶어서 제시하였다. E에서는 중세시대가 
고대와 르네상스의 중간에 끼인 시대라고 설명하면서 시대구분의 기준을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동로마제국이 멸망한 1453년까지로 잡았
다. 
 이와 같이 중세의 시대구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이 시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제시해야하고, 이 중 한 개의 시대구분을 제시할 경우 이
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한다. 

나. 서술내용 분석

 <표 5>는 중세음악에 대한 서술내용을 공통내용과 상이내용으로 나눈 것
이다. 

 
 중세 음악을 다룬 10권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은 ‘기독교 
중심(교회음악)’과 ‘그레고리오 성가’이다. 중세 시대는 교회음악이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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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교회음악을 대표하는 음악이 그레고리오 성가이다. 그레고리오 성
가는 카톨릭 교회 의식에서 사용된 단성 음악으로, 무반주의 라틴어 가사
로 되어있으며 중세 시대에는 남성만 노래하였다.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해 
제시된 내용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원적인 내용으로 교황 그레고
리우스 1세의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당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단선율 성가들을 모아
서 정리한 사람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부른다. 
이 내용은 C, D, E, I, G에 등장한다. 두 번째로는 그레고리오 성가의 음
악적 특징이다. 그레고리오 성가의 음악적 특징은 교회선법 사용, 단성음
악, 라틴어가사, 남성들만 부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레고리오 성가의 음
악적 특징을 함께 제시한 교과서는 8권16)이다. F는 연대표에서 키워드로 
‘그레고리오 성가’를 제시하고 설명은 없었는데, 다른 모든 교과서에서 다
룰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면 연대표에만 살짝 들어가는 건 불충분할 것이
다. 
 ②‘단성음악에서 다성음악으로’ 발전되었다는 내용은 9권에서 언급되었
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성음악은 오르가눔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오르가눔에 대한 내용은 9권 중 5권에서만 나타난다. 단순히 다성음악으
로 마무리하기 보다는 다성음악의 형태와 발전과정인 오르가눔이 함께 들
어가야 한다. 
 ③귀도 다레초에 대한 내용은 8권에서 등장하는데, 귀도 다레초는 중세 
시대의 대표적 학자이자 음악가로 계명창법을 창안한 인물이다. 귀도 다레
초를 교과서에서 다룬다면 이러한 계명창법과 성 요한찬가에 대한 내용17)

이 함께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8권 모두에서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았다. 귀도 다레초, 계명창법, 성 요한찬가가 모두 등장한 
교과서는 B, C, F로, 제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7>은 C에

16) 8권은 A, B, C, D, G, H, I, J이다.
17) 귀도 다레초는 성가대를 지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 요한 찬가’의 각 구
절 첫 음이 C음부터 한 음씩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첫 음의 가사인 
‘우트, 레, 미, 파, 솔, 라’를 따서 계명창법을 창안하였고, ‘우트’는 발음이 어려워서 후에 
‘도’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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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C사 ‘귀도 다레초’

                       <그림 10> I사 ‘귀도 다레초’

서 제시한 귀도 다레초 내용이다. C는 성 요한찬가의 악보와 설명을 제시
하는데 특히 각 구절의 첫 음을 색으로 표시했다. 

 성 요한 찬가는 없지만 귀도 다레초가 계명창법을 창안했다고 언급한 교
과서는 D, E 이다. E에서는 계명창법과 4선보표를 창안했다고 언급하였
다. A는 귀도 다레초가 네우마 기보법을 창안했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18) 계명창법이나 성 요한찬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 
I는 귀도 다레초와 계명창법을 모두 제시했으나 이를 각각 따로 제시하여 
두 개 사이에 연관성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I의 교과서로 수업하는 
교사는 두 개 사이에 연관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음악이 주를 이루었지만 후기에 가면 세속음악이 나
타난다. ③세속음악에 대해 언급한 교과서는 10권 중 8권이다. 언급한 내
용을 살펴보면 세속음악과 음유시인을 함께 언급한 교과서는 G, J 이며, 

18) 윤혜원(2018). 술술 읽히는 서양음악사. 파주: 일송미디어.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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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음악 작곡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교과서는 E이다. 또한 음유시인만 
언급한 교과서로 B, C, H 가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음유시인과 세속음
악의 관련성을 모른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음유
시인이 세속음악가라는 것을 함께 알려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외에도 중세의 대표 음악 장르로 A, D 에서는 모
테트와 미사를 소개하였다. 또한 A, F, G 는 중세 시대에 서양음악의 기
초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중세 음악의 중요한 특징을 정리해보면 교회음악이 중점적으로 발달했고, 
그레고리오 성가가 대표적 음악이라는 것과 그레고리오 성가의 확장으로 
오르가눔이 나타나면서 단성음악에서 다성음악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악곡은 그레고리오 성가가 주를 이루는데 특징은 성악음악, 교
회선법사용, 단성음악, 남성이 노래했다는 것이 있다. 음악가는 귀도 다레
초이다. 업적은 계명창법을 창안했다는 것이다. 후기에는 세속음악이 등장
했고 세속음악가인 음유시인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과거의 사실만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음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제시해준다면, 더 의미 있는 수업이 될 것이다. 

(3) 르네상스

가. 시대구분

 르네상스시대를 제시한 교과서는 10종 모두인데 르네상스시대를 단독으
로 제시한 경우(A, B, D, E, F, H, I), 중세와 르네상스를 함께 제시한 경
우(C, G), 고대, 중세, 르네상스를 함께 제시한 경우(J)가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시대구분을 비교해보면 <그림 11>19)과 같다.

19) 시작시기를 제시하지 않은 J는 제외하였다. J는 고대, 중세, 르네상스를 함께 제시하고 
‘~16세기’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르네상스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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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배경 해당 출판사

①중세 교회와 봉건 제도에 대한 반발 A, B, D, E, F, G, H, I

②인본주의 A, B(인간중심사상), C, D, E, F, I. J

③르네상스의 의미 A, D, E, F, G

④종교개혁 A, D, E, I

<표 6> 르네상스 시대적 배경

<그림 11> 르네상스 시대구분 
 
 르네상스 시대는 10종 교과서 모두에서 다루었는데 시대구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시대구분은 1450-1600년이 5권으로 가장 많았고, 
1400-1500년이 3권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1500년과 1450-1500년은 각
각 1권이었다. 

나. 서술 내용 분석

 르네상스부터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서술내용은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표적 작곡가와 악곡
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중세 교회와 봉건주의에 대한 반발로 예술, 교육 전반
에서 인본주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고대 그리스 음악의 인본주의적인 면을 
부활시키고자하는 음악이 만들어졌다. 시대적 배경을 정리해보면 <표 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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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교회중심 B, J

 르네상스 시대의 시대적 배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①중세 교회와 
봉건제도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②인
본주의로 10권 중 8권에서 언급되었다. 중세 시대부터 시작된 교회중심사
상에 대해 사람들이 반발을 가지게 되면서 인본주의, 인간중심 사상이 나
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르네상스가 시작된 배경이 된다. 
 다음으로 ③르네상스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르네상스는 ‘재탄생’, ‘부활’ 
이라는 의미로, 이는 고대 그리스 음악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는 교과서 
10권중 5권인 A, D, E, F, G에서 나타난다. 1517년에 일어난 루터의 ④
종교개혁에 대한 언급도 4권에서 나타난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독일의 신
교음악인 코랄이 생겨나게 되었다. 
 B와 J 에서는 인간중심사상이 팽배했으나 여전히 ⑤교회음악 중심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르네상스 시대에 미사를 비롯하여 모방대위법에 의한 다
성 음악이 교회음악을 중심으로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칫 르
네상스 시대가 인간중심이기 때문에 교회음악은 발달되지 않았을 것이라
는 오해를 예방해준다. 따라서 나머지 교과서에서도 언급된다면 좋을 것이
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중세시대에서 정립된 선법이나 다성 음악을 바탕으로 
음악이 더욱 정교해졌으며 교회음악과 세속음악 모두 발전하였다. 또한 독
립적인 기악음악이 생겼고, 화성음악이 점차 생기기 시작했다. 르네상스 
의 서술내용 중 음악적 특징을 정리해보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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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특징 해당 출판사

①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한 악보의 보급 A, B, C, D, F, G, H, I, J

②마드리갈, 샹송 등의 세속음악 A, B, C, D, E, F, G, H, I

③모방대위법에 의한 다성 음악 A, B, D, F, G. H, I, J

④아카펠라 A, C, D, F, G, H, I

⑤기악음악 A, F, G, I, J

⑥화성음악 C, D, H

⑦모테트, 미사 D, E, I

⑧신교음악 D, G, I

⑨다성음악 C

<표 7> 르네상스의 음악적 특징

 르네상스의 음악적 특징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①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한 악보의 보급이다. 동시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②마드리갈, 샹송 
등의 세속음악이 발전했다는 것이다. 마드리갈은 16세기 이탈리아의 세속 
음악으로, 다성 실내악적 성악곡이다. 샹송은 프랑스의 세속음악으로 대부
분 단순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 중세 시대에 비하여 르네상스 시대에는 세
속음악이 많이 발달하였다. 다만, 세속음악의 발달은 거의 모든 교과서에
서 다루어졌던 것에 비해 교회음악의 발달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
고 2권의 교과서에서만 다루고 있어서 의문이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르네
상스 시대에는 세속음악만 발달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교사는 세속음악과 교회음악 모두 발전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모방대위법은 두 개 이상의 선율에서 어떤 성부의 선율을 타 성부가 그
대로 모방하여 악곡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르네상스 다성 음악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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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바로크 시대구분 

다. ③‘모방대위법에 의한 다성 음악’을 제시한 교과서는 8권이며 F 같은 
경우는 ‘다성 음악’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모방대위법을 소개하면서 예시 6
성부 곡을 제시하였으므로, 모방대위법과 다성 음악을 함께 제시했다고 보
았다. 또한 H 같은 경우도 ‘모방대위법’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다성 음악을 
언급하면서 ‘하나의 선율을 중심으로 그것과 거의 유사한 4-6개 선율이 
조화를 이루는 다성 음악’이라고 하여 ‘모방대위법에 의한 다성 음악’과 
같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C에서는 다성 음악만 언급하였는데 ‘두 개 
이상의 성부가 독립성을 가지고 전개되어 상대적이면서도 서로 어울리도
록 작곡된 음악’으로 다성 음악을 제시했지만, 다른 교과서처럼 모방대위
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성 음악의 바로 밑에 화성음악을 제시
함으로써 비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이 밖에 르네상스시대의 음악적 특징으로 언급된 내용에는 아카펠라, 기
악음악 발달, 화성 음악, 신교 음악(코랄), 등이 있다. 

(4) 바로크

가. 시대구분

 바로크 시대는 교과서 10종 모두 1600-1750년(17세기~18세기 중엽)으로 
시기구분이 동일하다. A와 F에서는 바로크 시대의 시기구분에 대하여 ‘오
라토리오와 오페라가 탄생한 1600년경부터 바흐가 죽은 해인 1750년까지’
라고 설명하여 시작시기와 끝나는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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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배경 해당 출판사

바로크(Baroque)의 어원 A, D, E, F, G, H, I

절대왕권의 시대 A, D, E, G, H, I, J

<표 8> 바로크 시대적 배경

나. 서술내용 분석

 바로크 시대는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바로
크 시대의 시대적 배경으로 ‘바로크’의 어원과 절대군주 체제가 있고, 특
징으로는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탄생, 조성확립, 협주곡, 소나타 등의 새로
운 음악 양식들, 기악음악의 발전, 지속저음 등이 있다. 
 바로크 시대에는 유럽 각지에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강화되면서 음악
도 교회중심에서 궁정과 귀족들의 여흥을 위한 음악으로 변화하였다. 바로
크시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교과서분석은 <표 8>과 같다. 

 바로크를 의미하는 ‘일그러진 진주’는 당시 건축과 미술의 화려하고 과장
된 양식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된 것이며, 음악에 적용하면 음악이 화려하
고 과장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는 그 전 시대인 르네상스와 비교해보았을 
때 악기와 성부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 교과서 10권 중 7개의 
교과서에서 이러한 바로크의 어원에 대해 시작부분에 소개하고 있다. 
 절대왕권의 시대라는 정치적 배경은 당시 음악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A, D, E, G, H, I, J 에서는 절대왕권의 시대를 언급하
면서 이러한 음악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한다. A에서는 절대 군주 체제가 
강화되면서 음악의 중심이 교회에서 귀족을 위한 음악으로 변하였다고 설
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음악이 시대적 배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며, 음악과 역사를 함께 배워야하는 근거가 된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 특징은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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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내용

새로운 음악 장르(기악 음악)

특징 해당 출판사

①장·단조 조성 확립 A, B, C, D, F, G, H, I, J

②오페라 탄생 A, B, C, D, G, H, I, J

③오라토리오 탄생 A, B, C, G, H, I, J

④기악 음악 발전 A, B, C, D, G, J

⑤통주저음 C, D, E, F, G, H

⑥다성 음악의 절정, 완성 C, F, G, H, I, J

⑦음악의 중심이 교회에서 궁정으로 A, B, F, J

⑧모노디 A, D, I

⑨대위법 D, G, H

⑩화성법, 화성음악 D, G, I

<표 9> 바로크 음악적 특징

 바로크 시대의 특징으로 모든 교과서에서 언급한 내용은 ‘새로운 음악 장
르’에 관한 것이다. 즉 바로크 시대에는 협주곡, 소나타, 푸가, 프렐류드 
등 기악음악에서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이러한 
장르에 대해 대표적 작곡가와 작품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작곡가와 수
록악곡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또한 새로운 장
르는 학생들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를 해주
어야 이해가 쉽다. <그림 13>은 각 교과서에서 제시한 음악 장르와 사전
적 정의여부를 나타낸 표이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모든 장르에 대해 사전
적 정의를 제시하기에는 분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사는 언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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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정의는 제시되지 않은 장르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림 13> 바로크 장르개수, 정의제시

 <그림 13>은 10종의 음악교과서에서 언급된 새로운 기악 음악 장르와 
이 장르의 정의가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낸다. 10종 중 정의를 
제시한 교과서는 6권이었고, 제시되지 않은 교과서는 4권이었다. I에서는 
프렐류드와 푸가를 소개하였는데 두 장르 모두 정의를 제시하였다. 반면 
D20)에서는 가장 많은 장르를 언급하였으나 정의는 제시되지 않아 의문이 
남는다. 장르와 정의제시가 함께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
다.
 ①장·단조 조성의 확립은 9권에서 제시된다. 바로크 시대에는 르네상스 
시대까지 쓰였던 교회선법이 조성으로 대체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조성확
립에 대한 내용은 10종 중 9권의 교과서에서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교과서
에서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정도였다. 장·단조 조성에 대한 설명 
후 이에 해당하는 제재곡을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②오페라의 탄생에 대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의 탄
생’을 함께 제시한다. 이는 오페라와 오라토리오가 극음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두 장르가 탄생하는 시기가 거의 같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탄생

20) D에서 제시한 장르는 협주곡, 콘체르타토 양식, 푸가, 모음곡, 변주곡, 프렐류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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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D, E사 ‘지속저음’ 

계기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다루어진다면 좋을 것이다.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의 탄생을 언급한 교과서는 7-8권인데 탄생배경을 다루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③오라토리오의 탄생을 언급한 교과서는 7권이다. C에서는 오라토리오에 
대해 ‘성서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의 종교적 성악곡으로 아리아, 중창, 합
창을 관현악으로 반주한다’라고 자세히 정의해주었다. 이렇게 새로 나타나
는 양식, 장르에 대하여 사전적 정의를 설명해주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오라토리오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교과서는 방금 언급한 C
와 A 두 권이었다. 
 ④기악 음악의 발전은 협주곡, 소나타, 모음곡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앞서 제시했던 ‘새로운 음악 양식’과 연결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악
음악은 연계활동 및 악곡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므로 추후
에 살펴보겠다. 
 ⑤통주저음은 주어진 저음 위에 즉흥적으로 화음을 쌓아 반주하는 것으
로 저음 옆에 적혀진 숫자를 보고 즉흥연주 하기 때문에 숫자저음이라고
도 불렸다. 통주저음을 제시한 교과서는 C, D, E, F, G, H 였으나 정의를 
설명해준 교과서는 D와 E 뿐이었다. D, E는 <그림 14>와 같이 악보와 함
께 제시하여 더욱 이해하기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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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고전주의 시대구분

 이 밖에 바로크 시대에는 다성 음악이 완성된 시기라는 내용과 음악의 
중심이 교회에서 궁정으로 바뀌었다는 것, 모노디, 대위법, 화성법 및 화
성음악에 대한 내용 등이 제시되었다. 
 바로크 시대에는 푸가와 통주저음, 모노디 등과 같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개념들이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을 다루었을 때 정의
가 모두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교사가 대신 보충해주어야 한다. 그
래야만 학생들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용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악용어와 관련된 작곡가와 제
재곡을 함께 제시해주는 것이 의미있다. 
 
(5) 고전주의

가. 시대구분

 음악교과서의 시대구분은 전공서적과 비슷했으나 전고전주의에 대해 따
로 제시하고 설명한 교과서는 없었다. 음악교과서에서 제시한 고전주의 시
대구분은 <그림 15>와 같다. 

 음악교과서에서는 고전주의를 1750-1810, 1750-1820, 1730-1820, 
1750-1825년으로 구분했고, 1750-1810년경으로 구분한 교과서가 5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1750년경-1820년경으로 3권이다.  
B에서는 1730년을 고전주의의 출발로 보았는데 이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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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내용

계몽주의

상이내용 해당 출판사

①산업혁명 C, E, G, I, J

②프랑스 혁명 D, E, G, I, J

③오스트리아 빈 A, B, D, H, I

④고전(classic)의 뜻, 어원 E, F, I

<표 10> 고전주의 시대적 배경

고전주의의 시작시기가 이르다. 정리해보면 고전주의 시대구분은 전공서적
과 음악교과서 모두 비슷하였고, ‘1750-1810’ 또는 ‘1750-1820년’으로 보
는 것이 적당하다. 주의할 것은 고전주의 후반과 낭만주의 초기의 시기가 
겹친다는 것이다.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갈 때 고전주의가 완전히 
끝나고 낭만주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
요가 있다. 

나. 서술 내용 분석

 고전주의에 대한 내용은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10종의 음악교과서에서는 계몽주의와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 등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설명한 후 이러한 결과로 어떤 음악이 나타나게 되었
는지 설명한다. 이와 연결하여 고전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음악의 형
식미가 어떤 장르로 나타나는지 제시하였다. 
 시대적 배경에 대한 공통내용과 상이내용, 해당출판사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G에서는 계몽주의에 대해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며 이에 반하는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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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나 관습, 무지와 미신을 타파한 혁신적인 사상.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주장하며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추구하여 근대적 시민 사회 건설
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21)’ 라고 설명하였다. 계몽주의는 모든 교과서에
서 고전주의의 시대적 배경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고
전주의에는 귀족을 위한 음악에서 시민을 위한 음악이 대두되었는데 이는 
조화와 균형, 형식을 갖춘 음악, 이해하기 쉬운 리듬과 선율로 된 음악을 
의미한다. 
 계몽주의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혁명을 함께 설명한 교과서들도 
있었다. 혁명은 계몽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되므로 학생들이 시대적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C, E, G, I, J 에서는 ①산업혁명
을, D, E, G, I, J 에서는 ②프랑스 혁명을 계몽주의와 함께 제시하였다. 
 고전주의가 ③오스트리아의 빈을 중심으로 활동한 하이든, 모차르트, 베
토벤의 음악을 가리킨다고 설명한 교과서가 있었다. A, B, D, H, I 는 고
전주의를 이렇게 오스트리아의 빈악파가 활동했던 시대로 한정지어 설명
하였는데, 빈악파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가리킨다. 
 E, F, I는 ④고전의 뜻과 어원에 대해 제시하였다. 바로크 시대처럼 시대
명칭의 어원은 그 시대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E에 따르면 ‘고
전(CLASSIC)'은 음악의 질적 수준이 탁월하다는 뜻에서 쓰인 ‘고전’이라
는 표현이 이후 시대 명칭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F의 설명에 따르면 ‘고
전(classic)’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계급의 시민을 뜻하는 라틴어의 클라시
쿠스(Classicus)에서 유래되었으며, 최상급이나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것
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I의 설명에 따르면 ‘고전(classic)’은 ‘모범적인 예
술’이라는 뜻으로 시대를 초월한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3개의 
교과서에서 각각 고전(CLASSIC)의 어원 또는 뜻을 설명해주고 있다. 
 정리해보면 고전(classic)은 ‘최상급’ 또는 ‘모범적인’ 예술을 뜻하며, 인
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중산층, 시민을 위한 음악이 생겨났으며 오스트리
아 빈을 중심으로 활동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음악이 있었다. 시

21) G사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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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내용

소나타 형식

상이내용 해당 출판사

①음악 장르 A, B, C, D, E, F, G, I, J 

②화성음악(호모포니) A, C, D, F, G, H, I, J

③시민계층을 위한 음악 A, B, D, F, G, H, I, J

④절대음악 A, C, F, G

⑤악기 B, C, D

<표 11> 고전주의 음악적 특징

대적 배경은 음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
하다. 
 다음으로 고전주의를 설명한 내용을 공통내용과 상이내용으로 정리해보
면 <표 11>과 같다. 

 고전주의 음악적 특징 중 공통내용은 소나타 형식이다. 소나타 형식은 모
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소나타 형식을 설명하는 방식에서는 조금
씩 차이가 있었다. 먼저 소나타 형식에 대해 글로만 설명한 교과서는 A와 
H였고, 글과 그림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설명한 교과서는 C, D, F, G, I 
가 있었다. 설명하지 않고 언급만 한 교과서는 B, E, J였다. A는 소나타 
형식에 대해 ‘제시부-발전부-재현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
래식 음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광범위하게 쓰이는 악곡 형식22)이라고 설
명하였다. 특히 A는 소나타와 소나타형식을 구분하여 설명한 유일한 교과
서이다. C, D, F, G, I 에서는 소나타 형식의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의 
특징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그림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그림은 뒷 파트(시
각자료)에 제시되어있다.

22) A사 115쪽.



- 45 -

                  <그림 16> A사 ‘소나타와 소나타형식’

 ①음악장르에 대한 것은 독주 소나타, 협주곡, 실내악곡(현악 4중주), 변
주곡, 교향곡 등이 있다. 고전주의의 음악 장르에 대해 언급한 교과서는 9
권인데 이 중에서 소나타와 소나타 형식을 둘 다 제시한 교과서는 7권이
였다. 그렇다면 소나타와 소나타 형식을 구분하여 설명해줄 필요가 있는
데,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한 교과서는 <그림 16>의 A 뿐이었다.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
로 수정이 필요하다. 

 ②화성음악(호모포니)은 계몽주의 영향을 나타내는 특징 중 하나로 단순
하고 듣기 쉬운 음악이며 주선율과 이를 화성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③시민 계층을 위한 음악이라는 키워드도 화성음악(호모포
니)과 동일하게 많이 나타났다. 
 한편 고전주의에 대한 설명에서 ④악기에 관해 언급한 교과서는 B, C, D 
3권으로 많지 않았다. B는 연대표에서 피아노를 제시했고, C는 밸브 있는 
관악기 등장, 오케스트라에 팀파니가 등장한 것을 그림을 통해 제시했다. 
D에서는 음악적 특징에서 피아노가 등장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B, C, D 
모두 악기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좋았지만 한 악기가 완성되는 과정이
나 등장한 배경을 함께 설명해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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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낭만주의 시대구분

(6) 낭만주의

가. 시대구분

 전공서적에서는 낭만주의를 구분할 때 모두 19세기로 잡았다. 바로크 시
대부터 시대구분이 비교적 명확해지면서 그 후 시대인 고전주의, 낭만주의
도 시대구분이 비교적 통일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교과서의 시대구분을 살펴보면 <그림 17>과 같다. 

 낭만주의에 대한 시대구분은 1800-1900, 1820~1900, 1780-1910, 
1825~1900 이렇게 4개였고, 해당출판사는 <그림 17>과 같다. 시대 구분
에 있어서 음악교과서 역시 전공서적과 마찬가지로 낭만주의를 19세기로 
구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교과서가 19세기 전체를 의미하
진 않았다. A는 낭만주의가 ‘18세기 말 슈베르트와 베버의 음악에 나타난 
새로운 사조로부터 시작되어 20세기 초 쇤베르크의 무조음악 전까지 이어
진다’고 설명하여 시대적 구분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
와 비슷하게 H는 ‘낭만파 음악의 초기는 고전파 음악의 말기와 겹치며, 
말기는 근대 음악의 태동과 겹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I는 ‘낭만파는 18
세기말 유럽에서 일어난 예술 경향’이라고 언급했다. 이렇듯 낭만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시대구분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19세기를 의미한다고 보
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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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배경 해당출판사

①인간의 주관적 감정 A, B, D, E, G, H, I

②문학의 영향 A, B, E, H, I

③혁명 D, G, H, J

④고전에 대한 반발 A, D, I

<표 12> 낭만주의 시대적 배경

나. 서술 내용 분석

 낭만주의의 서술 내용 분석은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음악을 배울 때 시대적 배경은 그 음악이 나타난 배경 혹은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낭만주의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많은 
혁명이 있었다. 산업혁명, 6월혁명,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 등의 혁명이 이
루어지면서 귀족이 몰락하고 중산층의 위치가 높아졌다. 그 결과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해지면서 사람들은 개인
의 개성과 감정을 중시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음악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
인 감정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12>를 보면 ①인간의 주관적 
감정에 대한 언급이 7권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②문학의 영향, ③
혁명, ④고전에 대한 반발 순으로 많았다. 여기서 ‘고전에 대한 반발’에 관
해 언급한 교과서는 A, D, I였는데 이와 반대로 F에서는 ‘고전주의 음악
에 낭만적인 요소가 융합되면서...’ 라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은 학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어떤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이 생겼는지, 그리고 낭만주의 음악에 융합되어있는 고전주의 
음악의 요소는 어떤게 있는지 설명해주어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하
며, 교과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줄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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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특징 해당 출판사

①음악을 통한 감정 표현 A, B, C, D, E, G, H, I, J

②형식 탈피(자유로운 형식) A, B, D, F, H, I, J

③관현악법 발달 A, B, C, F, I, J

④불협화음 사용 A, B, H, I

⑤비르투오소 등장 D, G, H, I

⑥반음계 사용 A, B, H

<표 13> 낭만주의 음악적 특징

 ②문학의 영향은 5권에서 언급되었다. A는 낭만주의 때 회화, 문학의 영
향을 받아 표제음악, 예술가곡, 오페라 등이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E는 낭
만주의라는 말이 문학의 낭만주의를 넘겨받아 음악사에 적용한 시대명칭
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낭만주의는 중세 ‘로망스’에서 유래했는데 ‘로망
스’는 영웅적인 사건을 다룬 이야기나 시를 의미한다.23) 
 이밖에도 H에서는 ‘시민혁명과 산업 혁명 등의 영향으로 중산층이 새로
운 음악 소비 주체로 등장했고 이들 가정에서는 피아노 소품을 중심으로 
한 가정음악(Hausmusik)이 인기였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설명은 한 교과
서에서만 나타났지만 시대적인 역사를 음악적 특징과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J는 ‘낭만시대 음악가들이 더 이상 귀족이나 교회에 소속되
지 않고, 개인 교습과 출판을 위한 작곡으로 소득을 얻었다’고 제시하였
다. 
 낭만주의에 대한 분석은 ‘음악적 특징’, ‘장르’, ‘기법’ 으로 나누어 분석
했는데, 장르는 악곡과 관련된 것이므로 뒤에 악곡분석파트에서 다루겠다. 
‘음악적 특징’은 ‘음악을 통한 감정표현’, ‘형식 탈피(자유로운 형식)’, ‘관
현악법 발달’, ‘불협화음 사용’, ‘비르투오소 등장’, ‘반음계 사용’ 순으로 
많았다.
 <표 13>은 음악적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23) F사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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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적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면 ①음악을 통한 감정 표현은 낭만주의의 
시대적 배경에서 언급했던 ‘인간의 주관적 감정’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음악을 통한 감정 표현이 그 전 시대에도 있
었다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가사 그리기 기법’으로, 바로크 시대에
는 ‘음형이론’으로 있었다. ‘음형이론’이 감정을 특정 음형으로 표현했다면 
낭만주의 시대에는 서정적인 선율, 불협화음 등을 통하여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을 묘사하려고 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예술가곡처럼 가사에 드러난 
감정을 반주인 피아노가 표현하는 부분도 새로운 부분일 것이다. 
 ②형식의 탈피(자유로운 형식)에 관하여 B에서는 ‘낭만주의 음악가들은 
고전주의 음악의 형식을 벗어나 시에 반주를 붙여 노래하거나 이야기 또
는 장면을 음악으로 묘사하고,’ 의 설명을 통하여 형식을 어떻게 탈피했는
지를 설명한다. D는 형식의 탈피를 ‘형식 구조나 화성적 원리로부터 자유
로워지려는 욕구’ 로 설명했고, F는 ‘고전적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형
식의 악곡이 많이 작곡되었다’ 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과서에
서 고전주의에 있었던 규칙과 형식을 낭만주의시대에 와서 깨트렸다는 설
명이 많았다. 형식의 탈피가 20세기에는 매우 빈번했지만 낭만주의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시도였기에 이러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교사는 이런 부
분을 인지하고 음악사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학생들 또한 왜 형식탈피가 낭만주의에 음악적 특징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이해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H에서는 ‘악곡의 형식 역시 
기존의 전통을 따랐으나 이전 시대에 비해 균형, 비율, 긴장 해결 등에 대
한 강조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러한 자
유로운 형식이 드러난 장르로는 야상곡, 광시곡, 교향시 등이 있다. 
 낭만주의에서는 기존악기가 개량되기도 하고 발달되기도 하면서 ③관현
악법이 발달되었다. 또한 ‘짧은 소품 혹은 대규모 악곡’ 이렇게 두 종류의 
악곡스타일이 형성되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관현악 편성의 확대라는 것
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고전주의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 궁금해 할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 교과서는 아쉽게도 없었다. 관현



- 50 -

음악기법 해당 출판사

고정악상 A, C

템포 루바토 D, H

카덴차 G

<표 14> 낭만주의 음악기법

악 편성의 대가로 베를리오즈가 거론되며, 이는 다음 항목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④불협화음의 사용은 고전주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잘 알 수 있다. 고전
주의 시대에는 불협화음의 사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후기에 가서 베
토벤이 불협화음을 예상치 못한 곳에 사용했을 때 매우 파격적이라고 생
각하였다. 낭만주의시대에는 불협화음의 사용이 더 잦아졌으며 이는 음악
을 통한 감정표현이 더 격해졌음을 의미한다. 다만 ‘불협화음의 사용’을 
특징으로 제시한 교과서인 A, B, H, I의 설명방식을 보면 한번 언급만 하
고 부연설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협화음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
은 일반 학생들에게는 악보로 보거나 귀로 들어보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
는 특징이다. 학생들이 불협화음을 직접 들어보고, 악보로 보면서 불협화
음의 느낌과 구조를 이해하고, 이것이 왜 낭만주의 음악에서 많이 쓰였는
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A, B, H에 나온 
‘반음계의 사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 14>는 낭만주의에 언급된 음악 기법을 정리한 것이다.

 
 낭만주의에 쓰인 많은 음악적 기법 중 교과서에 언급된 것은 고정악상, 
템포 루바토, 카덴차이다. 고정악상(idée fixe. 프)은 어떤 생각을 일정한 
주제 선율이나 동기로 만들어 반복 사용함으로써 그 생각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기법24)으로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에서 나타난다. 고정악상
을 소개한 교과서는 A, C 였는데 두 교과서 모두 고정악상에 대한 설명과 
관련악곡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고정악상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

24) A사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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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G사 ‘협주곡과 카덴차’

였다. 
 템포 루바토를 제시한 교과서는 D, H였다. 템포 루바토는 공연중의 자유
로운 속도변화25)를 의미하며, 쇼팽의 곡에서 많이 나타난다. 템포 루바토
는 설명보다 직접 들어야 이해가 쉬우므로 교사가 연주를 해주거나 음반
을 들려주는 방법이 있다. 
 카덴차(cadenza)는 G에서 소개되었다. 카덴차는 협주곡에서 독주자가 자
신의 연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부분으로,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멈추고 
독주 악기 혼자 연주한다.26) G는 협주곡을 소개하면서 카덴차를 함께 설
명해주었고, 예시곡에서 카덴차 악보도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7) 민족주의 

민족주의 제시 현황을 보면, <표 15>와 같다. 

25) H사 122쪽.
26) G사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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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현황 해당출판사

제시하지 않음 E

근·현대 음악과 함께 제시 G

낭만주의와 함께 제시 A, D, I

독립적 제시 B, C, F, H, J

<표 15> 민족주의 제시 현황

 크게 네 종류로 볼 수 있는데 민족주의를 제시하지 않음, 근·현대 음악과 
함께 제시, 낭만주의와 함께 제시, 그리고 독립적으로 민족주의를 제시한 
교과서가 있었다. 민족주의를 제시한 교과서가 10권 중 9권, 그 중 독립적
으로 제시한 교과서가 5권으로 반밖에 되지 않았다. 교과서에서는 모든 
시대를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으므로 고대, 중세, 민족주의는 독립적으
로 제시되어야 한다.  
 민족주의는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사조이며, 러시아를 필두로 동유럽과 
북유럽 등지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민족적인 경향을 음악에 반영하려고 하
였으며, 자국의 역사나 전설 등의 민속적 소재를 사용해 오페라나 표제 음
악을 작곡하였다. 

가. 시대구분

 시대구분은 민족주의를 독립적으로 제시한 교과서만 살펴보았다. <그림 
19>와 같이 19세기 혹은 19세기 중후반으로 본다. 따라서 시기는 낭만주
의와 동일하다.



- 53 -

주요 내용 해당 출판사

①발생국가 A, B, C, F, H, I, J 
②자국의 역사, 전설 등을 음악
의 소재로 사용 A, B, C, F, H, I, J

③음악장르 A, B, C, D, F, H, J 

④낭만 음악에 대한 반발 C, F, J

<표 16> 민족주의 서술내용

<그림 19> 민족주의 시대구분

나. 내용 분석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민족주의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발생국가, 음악의 소재, 
음악장르에 대한 언급이었다. ①발생 국가는 러시아와 북유럽, 동유럽이었
다. 민족주의는 독일, 오스트리아의 기악 음악과 이탈리아 오페라의 영향
에서 벗어나 민족적 특색을 살린 음악을 만들고자 한 사조이기에, 이 나라
들을 제외한 국가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민족주의 음악은 ②각 국의 역사, 
전설 등을 음악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민족주의 음악에 많이 나타나는 ③
음악장르는 모음곡, 춤곡, 오페라, 표제음악, 교향시, 등이었다. 특히 각국
의 설화와 전설 등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기에 표제음악이 많았다고 
볼 수 있고, 오페라도 그러한 맥락에서 자주 나타났다.
 민족주의가 나타난 배경에 관하여 C, F, J 에서는 ④낭만 음악에 대한 반
발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프랑스 혁명과 유럽 각국의 제국주의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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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근·현대 시대구분

나라의 민족의식이 강해지면서 독일중심의 낭만음악에서 벗어나 민족적 
색채를 나타내고자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반대
로 H에서는 민족주의가 후기 낭만파 음악의 일부라고 하면서 음악적 특징
은 낭만파 음악과 비슷하나 전통적인 선율과 리듬을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앞서 ‘낭만 음악에 대한 반발’이라고 한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한 교과서에서 두가지의 상
반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연설명이 필요
하다.

(8) 근·현대

가. 시대구분
 
 음악교과서 10종의 근·현대 시대구분은 <그림 20>과 같다

 
 음악교과서 10종에서는 근·현대의 시기를 ‘1900-현재, 1900-2000, 
1890-현재’로 구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근·현대를 현재 음악까지도 포함
하는 것으로 본 교과서는 B, C, E, G, H, I, J 였는데 수록된 악곡을 보면 
서양클래식음악, 그것도 20세기 초반 작곡가에 그친다. 유일하게 영화음악
을 소개한 A가 있었다. 따라서 최근 작곡되고 있는 음악들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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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배경 해당 출판사

1,2차 세계 대전 D, E, H, I, J

과학기술의 발달 A, F, J

<표 17> 근·현대 시대적 배경

나. 내용 분석

 근·현대 음악에 대한 내용 분석은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먼저 시대적 배경은 <표 17>과 같다.

  
 20세기에는 세계대전이 음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0세기에는 정치와 
사회 변화에 따라 ‘음악’과 ‘음악 예술 작품’의 개념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
다.27) 음악가들은 새로운 소리와 표현 수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전통과 혁신의 갈등과 조화 속에서 다양한 음악
적 실험을 지속하였다.28) 두 번째로 과학기술의 발달을 들 수 있는데, 과
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매체에 의한 음악과 광범위한 응용이 가능하
게 되었다. 작곡가들은 새로운 소리와 음향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한 예로 전자음악, 구체음악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아방가르드 운동, 경제적 공황상태, 사회주의 리얼리즘, 포스
트 모더니즘 등이 시대적 배경으로 언급되었다. 20세기에는 이런 다양한 
사회/문화운동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난 시기였다. 또한 대중 매체의 발달로 대중문화와 
여론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대중음악의 발달이 시작되었다. 
 음악적 특징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27) B사 109쪽.
28) H사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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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 해당 출판사

①무조성 A, B, C, E, F, G, H, I

②다양한 사조 B, C, D, E, F, H, I, J

③12음 기법 C, D, E, F, G, H, J

④새로운 매체에 의한 음악 A, F, I

<표 18> 근·현대 음악적 특징

 근·현대 시대에는 음악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던 것에서 벗어나 독창적이
고 새로운 시도가 나타났다. 따라서 전통적인 음악 형식을 거부하고 조성
체계를 무너뜨리거나 새로운 음향을 추구했다. 이와 관련한 음악적 특징은 
무조성, 다양한 사조, 12음 기법, 새로운 매체에 의한 음악을 들 수 있다.  
 ①무조성은 A, B, C, E, F, G, H, I 에서 나타나는데 ‘조성 체계 무너
짐’, ‘조성의 파괴’ 등 다양한 용어로 설명되었지만 무조성을 의미하면 모
두 포함시켰다. 무조성은 표현주의 음악의 특징 중 하나로 작곡가들이 으
뜸음 중심의 조성체계를 논리적이지 않다고 보면서 시작되었다. 이로써 조
성이 없는 음악, 즉 무조음악이 작곡되었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③12음기법 음악이다. 12음 기법은 A, B, C, E, F, G, H, I에서 소
개되었는데, 12개의 한 옥타브 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음악이다. 이 결과 
그동안의 조성음악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음향이 나오게 된다
 ②다양한 사조29)는 8권에서 제시되었다. 근·현대 시대에는 하나의 특정 
양식을 추구하기보다 다양한 양식이 공존하였다. 제일 많이 출현한 양식은 
전자음악이고 우연성음악, 인상주의, 음렬음악이 많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제시된 모든 양식에 대해 설명이 다 있지는 않았다.
 <그림 21>은 출판사별로 정리한 것인데, 제시된 사조와 설명이 어느 정
도 나와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29) 교과서에 제시된 사조를 많은 것부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음악, 우연성음악, 인
상주의, 음렬음악, 표현주의, 구체음악, 무조음악, 미니멀리즘, 신고전주의, 원시주의, 총렬
음악, 미래주의, 실용음악, 음향음악, 신낭만주의, 신조성주의, 인용음악, 크로스오버, 무곡, 
재즈, 뮤지컬,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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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근·현대 사조 개수와 설명 개수

 E의 경우 5개의 사조를 소개하면서 5개 사조 모두에서 설명이 첨부되어 
있었다. 반면 D, H, I, J의 경우 사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의
문이었다. 이러한 부분은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보충설명을 해 주어야 한
다. 
 ④새로운 매체에 의한 음악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음악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컴퓨터를 대표로 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구체음악, 
전자 음악 등이 나타났다. 

2) 성취기준 수용 여부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음악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이다. 본 장에서는 감상영역의 학습
요소와 성취기준이 서양음악사에서 나타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
탕으로 서양음악사에서 성취기준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9>는 분석의 기준이 되는 감상영역의 학습요소, 성취기준, 성취기
준 해설이다. 분석은 각 성취기준이 서양음악사의 내용과 학습활동에서 어
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다. 감상영역의 학습요소는 3가지인데, 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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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요
소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다양한 종류의 음악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

성
취
기
준

⦁[12음02-01]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12음02-02]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12음02-03]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
교하여 설명한다.

성
취
기
준 
해
설

• [12음02-01] 악곡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고 분석하여 소리, 언
어, 그림, 신체, 매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 [12음02-02] 서로 다른 시대, 문화권, 장르 등의 음악을 듣고 음악이 형성된 배경과 음악
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12음02-03] 음악은 그 시대의 정서와 정신을 반영한 문학, 사회, 역사, 종교, 철학 등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시대의 음악의 특징을 그 음악이 속한 역
사・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표 19> 감상영역 학습요소,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이다. 이와 관련한 성취기준은 ‘[12음
02-01]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 한다’ 이다. 
성취기준 해설을 보면 음악 요소와 개념을 소리, 언어, 그림, 신체, 매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것을 권장한다. 두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음
악이다. 이와 관련한 성취기준은 ‘[12음02-02]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 한다’이다. 여기서 다양한 종류의 음악은 서
로 다른 시대, 문화권, 장르 등의 음악을 의미한다. 셋째는 음악의 역사·문
화적 배경이다. 이와 관련한 성취기준은 ‘[12음02-03] 다양한 시대의 음악
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이다.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시대의 음악적 특징은 음악사에
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교과서의 서양음악사 부분에서는 학습내용과 학
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 세가지 학습요소와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표 19>는 감상영역의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
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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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박자
⦁장단, 장단의 세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
⦁여러 가지 장단의 장단꼴
⦁말붙임새

⦁여러 가지 음계
⦁여러 지역의 토리
⦁여러 가지 시김새

⦁여러 가지 화음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종지

<표 21> 고등학교 음악요소 및 개념 체계표

성취
기준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12음02-01]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해설] 악곡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고 분석하여 소리, 언어, 그
림, 신체, 매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표 20> 첫 번째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가.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요소와 개념

 학습요소 첫 번째는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요소와 개념이다. 이에 대한 성
취기준은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 한다’이며, 
해설을 보면 음악 요소와 개념을 소리, 언어, 그림, 신체, 매체 등의 다양
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권장한다.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요소와 개념’은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30)에 
나와 있다. 이 중에서 교과서의 서양 음악사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음계’, 
‘푸가, 소나타 형식’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음계는 각 
시대마다 해당 음계가 제시되어 있고, 푸가는 바로크 시대에서, 소나타형
식은 고전주의에서 제시된다. 

30)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2. 서울: 교육부.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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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가곡 형식, 엮음 형식, 푸가, 소나타 형식 등)

⦁셈여림의 변화

고대 중세 바로크 낭만 근·현대

피타고라스 음계 교회선법 장조, 단조 반음계 무조

A, B, C, D, F, I A, D, F, G, H, I A, B, C, D, F, 
G, H, I, J A, B, H A, B, C, E, F, 

G, H, I

<표 22> 여러 가지 음계

 음계는 서양음악사에서 각 시대마다 제시되는데 고대는 피타고라스 음계, 
중세의 교회선법, 바로크의 장·단조, 낭만주의는 반음계, 근·현대의 무조가 
있다. 이로써 고대의 완전 5도에 의한 피타고라스 음계부터 조성의 개념
이 사라지는 무조까지 서양음악사에서 다루어볼 수가 있겠다. 아래 표는 
여러 가지 음계와 해당시대, 해당 교과서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은 음계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경우이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교과서에서 정
의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피타고라스 음계는 ‘소리의 진동수를 계산
한 음계(A 교과서)’, ‘두 음의 음정 관계를 수적 비율로 계산(D 교과서)’, 
등의 설명이 있었다. 중세의 교회선법은 언급된 교과서에서 중세시대에 교
회선법을 사용했다는 것만 나와있을 뿐 교회선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바로크 시대의 장·단조는 ‘장·단조에 의한 조성확립’이라는 
설명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역시 정의는 나와 있지 않다. 낭만주의의 반
음계에 대해 A는 ‘반음계적인 화성과 가락 진행’, B는 ‘반음계를 사용하여 
새로운 음색 시도’, H는 ‘극단적이거나 미묘한 검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비
화성적이고 반음계적인 진행을 자주 사용’등의 설명은 있었지만 반음계 자
체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근·현대 무조의 경우 F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조성의 붕괴(A 교과서)’, 조성의 파괴(C 교과서), 조성이 없는 음악(E 교
과서) 등의 정의가 제시된다. 교회선법, 장·단조, 반음계는 정의가 제시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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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D사 ‘피타고라스 음계’

           <그림 23> C사 ‘무조’

    

 
 그렇다면 성취기준에 따라 음계를 구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앞서 제시한 음계를 구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은 고전주의에서 장·단조와 관련한 활동 1개이다. D는 고
전주의의 학습활동에서 ‘다장조의 주요3화음을 알베르티 베이스 음형으로 
변형시키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선율을 스마트폰의 피아노 애플리케이션
을 이용하여 반주하기’를 제시한다. 장·단조 관련 내용은 바로크 시대에서 
처음 나타나지만 그 이후 시대까지 사용되고 조성음악은 고전주의에 많이 
나타난다. 그 밖에 음계관련 활동은 ‘고대 그리스 음악유산 조사하기: 피
타고라스 음계’로 1개가 더 있었지만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푸가, 소나타 형식은 각각 바로크와 고전주의에서 소개된다. 푸가는 1권
을 제외한 9권의 교과서에서 바로크시대의 새로운 음악 장르 중 하나로 
소개되며, 소나타 형식은 모든 교과서에서 고전주의의 대표적 음악형식으
로 다루어진다. 푸가와 소나타 형식의 정의제시를 살펴본 결과 아래 표의 
밑줄 친 부분처럼 푸가는 9권 중 6권에서, 소나타 형식은 10권 중 7권에
서 나타난다. <표 23>은 푸가와 소나타 형식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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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크 고전

푸가 소나타 형식

A, B, C, D,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A 의 설명: 이탈리아어로 ‘도주’를 의미하는 푸
가는 모방 대위적인 악곡 형식의 일종 또는 작
곡방식이다. 처음 제시된 주제를 다른 성부에서 
모방하고, 또 다른 성부가 그것을 뒤쫓아가며 
모방되고 반복되면서 악곡 전체를 구성한다.

A 의 설명: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발전부-재
현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광범위하게 쓰이는 
악곡 형식이다. 

<표 23> 푸가와 소나타 형식

 푸가와 소나타 형식을 구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은 소
나타 형식에서 4개이다. 푸가는 관련활동이 4개 있었지만, 구별하여 감상
하는 활동에 그쳤다.31) 소나타 형식 관련 활동은 11개인데, 그 중 표현하
기를 포함한 활동은 4개로 추려진다.32) 푸가와 소나타 형식 외에 다른 형
식은 론도형식33), 변주곡 형식34) 등이 있다.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에 관해 학습내용에서는 언급이 많이 

31) 푸가와 관련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A사: 푸가형식 이해, 주제가 다른 성부에서 어떻게 모방, 반복되는지 유의하며 바흐의 

‘평균율 피아노 곡집’ 제1권 제1번 중 ‘푸가’ 감상.
∙C사: 푸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단조 푸가’를 감상, 주제와 응답 구별. 영상을 보며 주  
   제와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D사: 바흐의 다단조 푸가를 감상, 작법적인 측면에서 비교.
32) 소나타 형식과 관련된 활동 중에서 개념을 구별하고 표현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C사: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제1악장) 제시부에 나오는 제1주제와 제2주제를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노래, 제시부의 제1주제와 제2주제의 대비에 유의하여 감상, 느낌 적어 보기.
∙D사: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 감상, 소나타 형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분별 느낌  
   을 적기.
∙F사: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제13번 제1악장의 제1주제와 제2주제에 어울리는 가사 창  
   작, 불러보기.
33) 하나의 중심 주제부가 삽입부를 사이에 두고,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형식이다. F

사. 123쪽
34) 주제의 가락, 리듬, 조성, 박자, 빠르기 등에 변화를 주어 예술적으로 발전시키는 형식

이다.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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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다양한 종류의 음악
⦁[12음02-02]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해설] 서로 다른 시대, 문화권, 장르 등의 음악을 듣고 음악이 형성된 배경과 음
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표 24> 두 번째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되었지만 관련설명이 부족했고, 학습활동에서는 그 개수가 현저히 적음을 
확인하였다.

 나. 다양한 종류의 음악 

 두 번째 학습요소는 다양한 종류의 음악이다. 성취기준은 ‘[12음02-02]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 한다’이다. 성취
기준 해설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음악은 서로 다른 시대, 문화권, 장르 등
의 음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음악은 서양음악사의 학습내용에서 수록곡, 감상곡들을 살
펴보면 알 수 있는데, 본 논문의 다른 챕터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파악하였다.35) 서양음악사에서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의 음악이 골고루 수록되어 있다. 다만 민족주의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음악보다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클래식 음악이 다루어졌다. 
간혹 근·현대에서 대중음악이나 뮤지컬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극히 소수이
다. 따라서 서양음악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음악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음악사 내용이 20세기에서 그치지 않
고 동시대 음악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독일 중심주의 음악관에서 벗어나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임새롬, 2018). 한편 시
대에 따라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이 나타나는데, 주로 나타나는 장르로는 
중세/르네상스의 미사, 바로크/고전의 오라토리오, 고전/낭만/민족의 교향

35) 서양음악사 파트에 수록된 악곡과 시대별 악곡수, 가장 많이 나온 작곡가 및 악곡은 
본 논문 87-88쪽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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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장르

중세 그레고리오 성가, 오르가눔, 미사

르네상스 세속 합창곡, 아 카펠라, 마드리갈, 모테트, 미사

바로크 모음곡, 협주곡, 푸가, 변주곡, 춤곡, 오라토리오

고전 교향곡, 실내악, 소나타, 협주곡, 오라토리오

낭만 가곡, 광시곡, 오페라, 교향곡, 피아노소품, 소나타, 실내악, 협주곡, 모음곡, 폴로네즈, 
카프리스

민족 협주곡, 교향곡, 모음곡, 교향시 

근·현대 전주곡, 음향음악, 실내악, 전자음악, 무용음악, 무조음악, 우연성음악, 미니멀 음악

<표 25> 시대별로 제시된 장르

곡이 있다. 근·현대는 매우 다양한 사조의 음악이 나온다. 그 밖에 시대마
다 새로 나타난 장르들은 중세의 오르가눔, 바로크의 오페라, 푸가, 협주
곡, 모음곡이 있겠고, 고전주의는 소나타, 교향곡, 낭만주의는 피아노소품, 
폴로네즈 등이 있다. 정리하면 전 시대를 통틀어 약 31개 정도의 장르가 
제시된다. <표 25>는 시대별로 제시된 장르를 정리한 것이다. 

 학습활동은 서로 다른 시대나 장르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
여 설명하는 활동이 해당된다. 먼저 서로 다른 시대의 음악을 듣고 비교하
는 경우와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을 듣고 비교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음악을 듣고 비교하는 활동은 7개로 중세 - 르네상스, 
바로크 - 고전 등 인접한 두 시대의 음악을 비교하게 된다. 한 예로 E에
서 제시한 ‘르네상스 시대의 모테트를 들어보고, 중세시대의 오르가눔과 
비교해보자’가 있다. 서로 다른 장르는 르네상스의 아 카펠라와 세속합창
곡을, 바로크의 오라토리오와 오페라 그리고 전주곡과 푸가를 비교하는 활
동이 제시된다. A, C, D에서 각각 1개씩 나타난다. D는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제1번 다장조 전주곡과 제2번 다단조 푸가를 감상, 작법적인 측
면에서 비교’ 하는 활동을 제시했다. 정리해보면 학습 내용에서는 서로 다
른 시대,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골고루 제시되고, 학습활동에서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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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
⦁[12음02-03]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
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해설] 음악은 그 시대의 정서와 정신을 반영한 문학, 사회, 역사, 종교, 철학 등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시대의 음악의 특징을 그 음악이 속
한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표 27> 세 번째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구분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장르

교과서 A, C, E, H, J A, C, D

활동 개수 7개 3개

비교 시대

중세 - 르네상스
바로크 - 고전
고전 - 낭만
낭만 - 인상주의

르네상스 아 카펠라 - 세속 합창곡
바로크 오라토리오 - 오페라
       전주곡 - 푸가

<표 26> 서로 다른 시대와 장르를 비교하는 활동

다른 시대와 장르의 음악을 비교하는 활동이 있다. 학습활동이 나타난 교
과서와 활동개수, 비교시대는 <표 26>과 같다.

다.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은 음악교과서의 다른 부분 보다 서양음악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질 것이다. 성취기준은 ‘[12음02-03] 다양한 시대의 음악
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 한다’
이다. 해설에서는 음악이 그 시대의 문학, 사회, 역사 등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하며 음악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표 28>은 본 논문의 ‘시대구분 및 서술내용 분석’에서 제시된 것을 정
리한 것이다. 많이 나온 것부터 순서대로 배치하였고, 어떤 교과서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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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역사·문화적 배경

고대 동굴 벽화나 유물, 고대 그리스의 문헌과 유물, 고대문명, 그리스 신화

중세 기독교 중심

르네상스 중세 교회와 봉건 제도에 대한 반발, 인본주의, 종교개혁, 교회중심

바로크 절대왕권의 시대

고전 계몽주의,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

낭만 인간의 주관적 감정, 문학의 영향, 혁명, 고전에 대한 반발

근·현대 제1,2차 세계대전, 과학기술의 발달

<표 28> 시대별 역사·문화적 배경

시 되었는지와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앞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고대는 
동굴 벽화나 유물, 고대 그리스의 문헌과 유물이 모든 교과서에서 제시되
었고, 중세는 기독교 중심, 르네상스는 인본주의, 종교개혁 등이 있다. 바
로크는 절대 왕권의 시대라는 것, 고전주의는 계몽주의, 낭만주의는 인간
의 주관적 감정을 중시했다는 것이 있다. 근·현대는 제1,2차 세계대전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같은 배경이 음악과 연관될 수 있다. 성취기준에 따르
면 역사·문화적 배경은 음악의 특징과 관련지어 제시되어야 한다. 임새롬
(2018)은 각 교과서의 음악사 영역에서 역사·문화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 
간의 서술방식을 연구하여 역사적 배경에 따른 음악적 내용의 변화와 발
전을 내러티브에 기반하여 맥락적으로 서술할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분석 
결과 모든 교과서의 서술방식이 맥락적이지는 않았다. 

 서양음악사의 비맥락적인 서술과 맥락적인 서술을 비교해보면 <표 29>와 
같다. C는 단락적으로 특징을 나열했고, A는 계몽주의로 인한 음악적 현
상에 대해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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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맥락적인 서술 맥락적인 서술

고전주의 C 134쪽 고전주의 A 114쪽

<표 29> 비맥락적인 서술과 맥락적인 서술

 
 다음으로 학습활동에서,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감상,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거나 설명하는 활동을 정리해 보았다. 다양
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비교하는 것은 이미 두 번째 성취기준에서 다루었
다. 따라서 앞서 다룬 학습활동 중에서 역사·문화적 배경이 등장하는 것을 
추려보았는데, 두 개가 있다. 첫째 ‘인상주의 음악이 낭만주의 음악과 차
별화를 이루려고 했던 배경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E 교과서)’, 둘째 ‘바
로크와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
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J 교과서)’이다. 

라. 정리
 
 지금까지 감상영역의 성취기준 수용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시사점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서 ‘여러 
가지 음계’의 경우 음계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경우가 약 34%로 비중이 매
우 적다. 하지만 음악 요소 및 개념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하므
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음악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이 약 3%로 비중이 적었다. 음계에서 1개, 소나타 형식에서 4개이다. 
셋째,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다루기 위해 20세기 이후에 동시대 음악을 
다룰 필요가 있으며, 독일 중심주의 음악관을 탈피하여 다원주의적인 관점



- 68 -

<그림 24> 성취기준 수용 활동

을 가져야 한다. 학습활동으로는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
을 비교하는 활동이 약 7%이다. 넷째,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 지어 음
악의 특징을 설명하는 맥락적인 서술이 필요하고, 학습활동에서 음악적 특
징을 다룰 때 역사·문화적 배경을 관련지어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림 24>는 학습활동 중 성취기준 3가지를 반영한 활동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활동은 어둡게 표시한 것이다.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수업 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수업 활
동의 기준을 의미한다.36) 그러나 분석결과 서양음악사에서는 현재 교과서
의 학습활동 중 약 12%정도만 성취기준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88%는 반
영되지 않았다. 

3) 학습목표 

 서양음악사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시대별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 ‘음
악 요소와 개념 구별 및 표현’, ‘역사·문화적 배경 이해’, ‘시대별 특징 설
명’ 등 다양하다. 학습목표는 시대구분 없이 제시한 경우가 6권, 시대별로 
제시한 경우가 4권이다. 시대별로 제시한 경우 서술어가 같은 경우와 조
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서술어가 같은 경우는 F, G, H이다. 
F는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한다’이고, G는 ‘~ 음악을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로 전 시대가 같았다. H는 ‘이해하고 감

36) 권덕원 외(2021),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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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다’로 전 시대가 동일하다. 다만 르네상스의 경우 ‘무반주 합창 음악
을 감상한다’로 시대별 특징에 유의하여 목표를 제시했다. J는 유일하게 
시대별로 다르게 제시했는데, 고대와 중세는 ‘이해’하기, 르네상스는 ‘음악
의 특징 설명’, 바로크와 고전주의는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 근·
현대는 ‘다른 예술 영역과 연관된 사례 조사하기’를 제시했다. ‘다른 예술 
영역과 연관된 사례 조사하기’는 근·현대에서 관련된 학습활동이 제시된
다.
 한편 교과서의 학습목표가 2015개정 교육과정의 감상영역 성취기준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감상영역 성취기준은 3개가 있다. 

∙ [12음02-01]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 [12음02-02]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 [12음02-03]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가장 비슷한 것은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다루고 있다는 것과 ‘감상’할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12음02-01]의 음악요소와 개념의 
구별은 D-‘악곡의 분석을 통해 음악 요소와 개념 비교’로 유일하다. [12음
02-02]가 적용된 것은 비교하여 설명하기를 언급한 C, D, J로 볼 수 있고 
[12음02-03]과 같이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교, 설
명은 J에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학습목표의 서술어는 ‘이해한다’와 ‘감상한다’가 각각 8번, 9
번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 비교, 설명, 구별, 표현, 분석, 조사, 발표가 있
었다. 하지만 학습목표가 특정 영역이나 유형에 편중되어 진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강오한,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중 감상 
영역과 생활화 영역은 다양한 기능37)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골고루 반영한 학습목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 30>을 보면 이해와 
감상만 제시한 교과서가 5권으로 반을 차지한다. 다양한 영역이나 유형이 

37) 감상영역의 기능은 구별하기, 설명하기, 표현하기이고, 생활화 영역의 기능은 참여하
기, 평하기, 조사하기, 발표하기 이다.(교육부,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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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이해
감상

이해
비교
감상

감상
비교
설명
구별
표현

이해
비교
분석

감상
설명
구별

이해
감상

이해
감상

이해
감상

이해
감상

이해
감상
비교
설명
조사
발표

<표 30> 학습목표의 서술어

0

2

4

6

8

10

감상 이해 비교 설명 구별 표현 분석 조사 발표

개수

제시된 교과서는 C와 J로 두 권이다. 
 

<그림 25> 학습목표의 서술어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의 일치를 살펴보기 위해 활동을 나열해본 결과 목
표에는 없지만 활동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학습목표가 추
상적으로 제시되거나 모호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A는 목표에서 ‘서양 음
악의 각 시대별 특징을 이해하고, 음악을 감상한다’를 제시했지만 활동은 
이야기, 발표, 조사 등 다양했다. 물론 넓게 보면 이해하기 위해서 발표도 
하고 조사를 한다고 간주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목표를 구체화시켜준다
면 목표달성여부를 판단하기가 수월하다. F도 모든 시대에 대해 ‘이해하고 
감상한다’가 목표인데, 활동은 조사, 작곡, 발표, 토의 등 다양하다. 이런 
현상은 10권의 교과서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D의 활동을 보면 ‘불러
보자’, ‘편지를 써보자’, ‘감정을 표현해보자’ 등의 표현활동이 많은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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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습목표 활동

A ∙서양 음악의 각 시대별 특징을 이해하고, 음악을 감상한다.

이야기 해보자
발표해보자
감상해보자
조사해보자

B ∙서양음악의 시대별 특징 이해하기
∙시대별 음악을 비교하며 감상하기

조사해보자
알아보자

감상해보자
불러보자

토론해보자
연구해보자

C

∙다양한 종류의 서양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
할 수 있다.
∙다양한 시대의 서양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발표해보자
비교 

감상해보자
이야기해보자

<표 31> 학습목표와 활동

습 목표는 이해, 분석, 비교이다. G의 목표는 이해와 감상이 주를 이루지
만 ‘감상문 작성’, ‘음악신문 만들기’같은 활동이 있으므로 목표와 연결이 
잘 안된다. I는 이해와 감상이 목표인데, ‘신체표현하기’와 ‘토론하기’가 활
동에 있으므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목표에는 제시했지만 활동에는 없는 경우는 활동을 추가해야 한다. B의 
목표는 시대별 특징 이해, 시대별 음악을 비교하며 감상인데 비교하는 활
동은 없고 조사, 감상, 표현, 토론, 연구 등이 있다. E의 학습목표 중 ‘다
양한 음악을 듣고 서양 음악사의 주요 시대와 장르를 구별할 수 있다’가 
있는데 학습활동은 시대별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시대 간에 장르를 구별하
는 활동은 없다. 평가부분에서도 주요용어와 뜻 설명, 역사적 배경에 대한 
보고서 쓰기만 있었다.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이 일치하는 경우는 J가 있었다. J의 학습목표를 정
리하면 이해, 감상, 비교, 설명, 조사, 발표로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활동 
역시 설명, 발표, 이해, 감상 등으로 구성되어 목표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1>은 각 출판사의 학습목표와 활동 서술어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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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해보자
알아보자

노래해보자
적어보자

D
∙다양한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역사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한
다
∙악곡의 분석을 통해 음악 요소와 개념을 비교하여 파악한다

조사해보자
불러보자
비교하여 

발표해보자
적어보자
말해보자

발표해보자
비교하여 

감상해보자
친구들에게 
소개해보자

감정을 
표현해보자
비교하여 

탐구해보자
작곡가에게 

편지를 써보자

E

∙다양한 음악을 듣고 서양 음악사의 주요 시대와 장르를 구별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음악의 구조적 특징과 문화적 배경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알아보자
이야기해보자
비교해보자
확인해보자
감상해보자
비평글을 
써보자

F

∙고대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중세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르네상스 음악을 이해하고, 무반주 합창 음악을 감상한다
∙바로크 음악을 이해하고, 다양한 작품을 감상한다
∙고전주의 음악을 이해하고, 다양한 작품을 감상한다
∙낭만주의 음악을 이해하고, 다양한 작품을 감상한다
∙민족주의 음악을 이해하고, 다양한 작품을 감상한다
∙근·현대 음악을 이해하고, 다양한 작품을 감상한다

조사해보자
감상해보자
아름다움을 
느껴보자
불러보자
알아보자
토의하여 
적어보자

작곡해보자
발표해보자

G

∙중세 음악과 르네상스 음악을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감
상할 수 있다
∙바로크 음악을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고전주의 음악을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설명해보자
찾아보자

구별해보자
발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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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주의 음악을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다양한 근현대 음악을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감상문을 
작성해보자
구분해보자
음악신문을 
만들어보자

H

∙중세 음악의 시대적 맥락과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르네상스 음악의 시대적 맥락과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바로크 음악의 시대적 맥락과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고전파 음악의 시대적 맥락과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낭만파 음악의 시대적 맥락과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국민악파 음악의 시대적 맥락과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근·현대 음악의 시대적 맥락과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박자젓기를 
하면서 

들어보자
이야기해보자
감상해보자
조사하고 

발표해보자

I ∙서양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각 시대의 음악을 감상
한다

이야기해보자
감상해보자
발표해보자

음악의 특징을 
연결해보자
신체표현을 

해보자
토론해보자

J

∙고대, 중세, 르네상스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악곡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르네상스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악곡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바로크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악곡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고전주의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고전주의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악곡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악곡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민족주의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악곡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이십세기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음악이 다른 예술 영역과 연관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토론해보자
설명해보자

이야기해보자
발표해보자
이해해보자
감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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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악곡명 A B C D E F G H I J 계

미상

세이킬로스의 
노래38) o 1

그레고리오 성가
‘Benedicamus' o 1

그레고리오 성가 
 ‘성 요한 찬미가’ o o o 3

그레고리오 성가 o o 2

그레고리오 성가 중 
‘Gloria' o 1

그레고리오 성가 중 
‘Kyrie' o o 1

멜리스마 오르가눔 o 1

병행 오르가눔 o 1

자유 오르가눔 o 1

포겔바이데
(팔레스타인 노래) o 1

<표 32> 고대, 중세의 악곡

4) 시대별수록 악곡 

 표에 제시되는 악곡의 기준은 악보가 있을 경우, 학습활동에서 특정 악곡
이 언급된 경우를 포함시켰다. 다만 관련감상곡이나 추천 감상곡으로 악곡
명만 언급된 경우는 그 중요도가 낮고 실제 수업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거
의 없다고 판단하여 표에서 제외하였다. 악곡명은 교과서에서 나온 그대로 
하되, 작품번호가 제시되어 있을 경우 함께 표시하였다. 

1) 고대, 중세

 고대의 악곡은 ‘세이킬로스의 노래’ 1곡 뿐이어서 중세와 함께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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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쇼 미사 노트르담 o 1

페로탱 오르가눔 ‘알렐루야 
나티비타스’ o 1

작곡가 악곡명 A B C D E F G H I J 계

라소 마토나 내사랑 o 1
마렌
치오

마드리갈 ‘천국에서 
내려오라’ o 1

조스캥 아베마리아 o o o 3

팔레스
트리나

교황 마르첼로의 
미사 o 1

교황 마르첼로의 
미사 중 ‘키리에’ o o o 3

교황 마르첼로의 
미사 중 

‘아뉴스데이Ⅰ’
o o 2

모테트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o 1

짧은 미사 중 
‘상투스’ o 1

<표 33> 르네상스의 악곡

 
 고대와 중세의 경우 작곡가 미상의 곡이 많았고 그 외에 페로탱과 기욤 
드 마쇼의 곡이 각각 1곡씩 제시되어 있었다. 중세의 악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악곡은 그레고리오 성가로 5곡이었고, 오르가눔이 4곡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중세에 제시된 악곡은 대부분이 교회음악이다. 수록곡 분석을 통해 중세
에 교회음악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르네상스

 <표 33>은 르네상스에서 제시된 악곡이다.

38) <표 33>에서 이 곡만 고대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중세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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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악곡명 A B C D E F G H I J 계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프렐류드 o 1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o 1

사단조 푸가 
BMW 578 o o 2

평균율 클라비어 
프렐류드 1번 

BMW 846
o o o39) 3

평균율 클라비어 
푸가 1번 BMW 846 o o o o 4

평균율 클라비어 
푸가 2번 c minor o 1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화성의 영감’ 중 

6번
o 1

합주협주곡 ‘사계’ 
중 겨울 1악장 o 1

파헬벨 카논변주곡 o 1

프레토
리우스

춤곡 F major 
(테프시코레 中) o 1

<표 34> 바로크의 악곡

 르네상스 시대에는 다른 시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악곡의 수가 적
었다. 고대를 제외하고 중세,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등은 12개~19개
인 반면 르네상스는 7곡이 제시되었다. 르네상스 후기의 대표 작곡가인 
팔레스트리나의 곡이 7개 중 4곡이 제시되어 비중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던 곡은 조스캥 데 프레의 ‘아베마리아’로, 르네상스의 음악기
법인 모방대위법이 나타나있는 곡이다.

3) 바로크

 바로크의 작곡가와 악곡을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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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악곡명 A B C D E F G H I J 계

모차
르트

교향곡 25번 1악장 o 1

교향곡 40번 1악장 o 1

교향곡 41번 o 1

세레나데 13번 K.525  
1악장 (현악5부) o o 2

피아노 소나타 8번 
1악장 o 1

1o피아노 소나타 11번 
1악장

<표 35> 고전의 악곡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제1부 서곡 ㅇ 1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 o o o o ㅇ o 6

 
 바로크 시대에 제시된 악곡은 12개였으며, 바흐의 곡이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였다. 악곡에서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가 
가장 많은 교과서에서 제시되었다. 바로크의 대표적 작곡가인 바흐와 헨델
의 곡을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도 파헬벨, 
비발디, 프레토리우스의 곡이 제시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곡을 감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푸가는 바흐의 사단조 푸가와 평균율의 푸가 1, 2번이 수록되어 있다.

4) 고전주의

 고전주의에 제시된 악곡은 <표 35>와 같다. 

39) 고전주의 음악활동 중 바로크와 고전주의 시대 음악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활동에 제시
된 악곡이다. 1번이라고만 나오고 프렐류드인지 푸가인지 언급되지 않아 프렐류드로 간
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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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피아노 소나타 16번 
1악장

1o피아노 협주곡 제20번 
중 2악장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1악장 o o o 3

교향곡 6번 ‘전원’ o 1

교향곡 7번 op. 92 
1악장 o 1

교향곡 9번 4악장 o o 2

피아노협주곡 5번  
op.73 1악장 o 1

하이든

교향곡 45번 1악장 o 1

교향곡 101번 ‘시계’ 
2악장 o 1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서곡(혼돈의 표현) o 1
현악 4중주 3번 

‘황제’ 2악장 o 1
현악 4중주 17번 

op.3 no.5 '세레나데‘ 
2악장

o 1

현악 4중주 35번 
‘종달새’ 1악장 o 1

 <표 35>와 같이 고전주의에는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3명의 작곡가의 
곡이 전부이다. 낭만주의에 10명의 작곡가가 제시된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이지만 이 3명의 작곡가가 그만큼 고전주의의 음악장르와 기법을 완성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전주의에는 19개의 악곡이 제시되었는데 특정 
악곡이 많이 제시되기 보다는 다양한 악곡이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악곡
의 장르는 협주곡, 소나타, 교향곡, 현악 4중주 등으로 소나타 형식이 많
다. 따라서 악곡을 통해 소나타형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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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악곡명 A B C D E F G H I J 계

구노 아베마리아 o 1

리스트
라 캄파넬라 o 1

헝가리 광시곡 2번 o 1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 
중 ‘결혼행진곡’ o 1

베를리
오즈

환상교향곡 1악장 o o o 3

환상교향곡 2악장 o o 2

브람스 교향곡 4번 1악장 o 1

쇼팽

녹턴  
Op. 9 no. 1 o 1

녹턴 2번 
Op. 9 no. 2 o 1

폴로네이즈 6번
Op. 53 o o o 3

슈만

어린이 정경 op.15 
중 7번 o 1

연가곡 미르테의 꽃 
중 1번. ‘헌정’ o o 2

슈베
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D. 821 1악장 o 1

연가곡 ‘겨울나그네’ 
중 5. 보리수 o o 2

연가곡 ‘겨울나그네’ 
중 11. 봄의 꿈 o 1

현악 4중주 ‘죽음과 
소녀’ o 1

차이코
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 o 1

백조의 호수 중 
제1곡 ‘정경’, 제3곡 
‘작은 백조들의 춤’

o 1

피아노 협주곡 1번 o 1

<표 36> 낭만주의 악곡

5) 낭만주의

 다음으로 낭만주의 악곡은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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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가
니니 카프리스 24번 o 1

<그림 26> 음악장르 수록 유형

 
 낭만주의에는 20개의 악곡이 제시되었고, 10여명의 다양한 작곡가의 곡
들이 골고루 제시되었다. 제시된 곡의 장르는 낭만주의의 대표적 장르인 
표제교향곡, 예술가곡, 표제모음곡 등이 있었고 이 외에도 광시곡, 녹턴, 
폴로네이즈 등 다양하였다. 이는 중세나 르네상스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다양한 장르와 음악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서양음악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낭만주의에 제시된 악곡 중에서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이 10권 중 5권
에서 다루어져 비중이 높았다. 환상교향곡은 낭만주의에 나타났던 표제음
악의 시초가 되는 곡이다. 쇼팽의 피아노 곡인 폴로네이즈는 3권의 교과
서에서 제시하였는데, 이 곡을 학습하면서 낭만주의에 피아노의 발달로 비
르투오조적인 곡들이 많이 작곡되었다는 점과 서정적인 선율을 강조한 녹
턴과 같은 곡들도 있었다는 점을 함께 학습하면 좋을 것이다. 
 낭만주의에는 악곡과 더불어 많은 음악장르들이 소개된다. 그런데 장르의 
이름과 설명, 그리고 악곡과 악보를 제시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는데 정리해보면 <그림 26>과 같다. 

 
 교사가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장르를 
가르치기에 효과적인 것은 유형 1이다. 즉 장르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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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악곡, 악보까지 있다면 제일 좋다. 낭만주의에 존재했던 음악장르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모든 장르에 대해서 1번처럼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1-2개의 장르들은 설명, 악곡예시, 악보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
을 것이다.  
  낭만주의에서 나타난 음악장르는 총 26개40)로 장르에 대한 언급은 모든 
교과서에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일 많이 나타난 장르는 예술가
곡과 표제음악으로 10권 중 9권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교향시, 협주곡, 성
격소곡 등이 많이 나타났다. 예술가곡은 시와 노래, 피아노 반주가 긴밀하
게 연관된 독창곡이다. 연가곡은 예술가곡 중 하나로 C, D에서 간단히 소
개되었는데 여러 개의 독립적 악곡이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엮인 가곡
을 말한다. 예술가곡에 대한 언급과 함께 예시곡과 악보를 제시한 교과서
는 B, C, H, J였는데 B, H, J에서는 예술가곡을 언급하였지만 이에 해당하
는 곡을 따로 제시하여 제시곡과 설명과의 연관성이 없었고, 제시곡을 소
개하면서 이게 ‘예술가곡’이라는 것을 따로 언급하지 않아 학생들이 예술
가곡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반면 C에서는 설명에서 ‘예술
가곡의 발전’을 언급한 후 슈베르트의 연가곡을 소개하면서 슈베르트의 예
술가곡에 관한 업적과 연가곡의 구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예술가곡과 연가
곡의 정의를 자세히 설명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고, <그림 27>과 같이 
연가곡의 악보, 관련 삽화까지 제공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예술가곡에서 반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반주악보까지 함께 
수록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40) 낭만의 장르를 많이 나타난 것부터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예술가곡, 표제음악, 교향
시, 협주곡, 성격소곡, 교향곡, 광시곡, 야상곡, 오페라, 음악극, 폴로네즈, 즉흥곡, 모음곡, 
발라드, 서곡, 스케르초, 연가곡, 연습곡, 전주곡, 왈츠, 발레음악, 실내악, 춤곡, 무언가, 
환상곡, 소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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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C사 ‘슈베르트의 보리수’

           <그림 28> A사 ‘환상교향곡 설명’

             <그림 29> C사 ‘환상교향곡 설명’

 표제 음악에 관해 언급한 교과서는 9권이었다. 그 중에서 악곡까지 함께 
제시한 교과서는 A, C였다. 특이했던 것은 H였는데, 표제 음악을 언급하
지 않았음에도 감상곡에서는 표제음악을 제시하였다. 이는 교사가 따로 표
제음악을 설명한 후 감상곡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교
과서만으로 수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한 표제음악이 제일 많이 소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장르라는 의
미인데 악곡을 같이 제시한 교과서는 단 2권뿐이었다는 것이 의문이었다. 
A는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을 소개하면서 이 곡이 표제음악이라는 것
을 밝혀 학생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 한 반면 C에서는 같은 곡을 제시했
지만 이 곡이 표제음악이라는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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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향시를 제시한 교과서는 8권이었는데, 악곡을 함께 제시한 교과서는 H 
한권이었다. H는 추천 감상곡으로 리스트의 교향시 ‘전주곡’을 제시하였
다. 교향시는 표제에 따라 문학적인 소재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곡한 것
이며 리스트가 창시하였다.41) 지금까지 언급한 장르인 예술가곡, 표제음
악, 교향시는 낭만주의에 새롭게 나타난 음악장르이고, 교향시는 더 크게 
보면 표제 음악에 속하는 장르 중 하나다. 
 세번째로 많았던 장르는 협주곡이었다. 협주곡은 10권 중 7권이었다. 앞
서 설명했던 장르들과 다르게 협주곡은 낭만주의에 새로 탄생한 장르는 
아니지만 기교적 연주자인 비르투오소가 등장하면서 이에 맞는 화려하고 
장대한 규모의 협주곡들이 많이 작곡되었다. 협주곡을 예시악곡으로 제시
한 교과서는 E, G 인데, 둘 다 차이코프스키의 협주곡을 소개하였다. G는 
협주곡을 ‘독주 악기와 관현악이 때로는 함께, 때로는 경쟁하듯이 번갈아 
연주하며 음악을 완성해 가는 형태’라고 설명하며 합주부분과 독주부분을 
나누어 악보로 제시하였다.   
 성격소곡은 성격적 소품이라고도 불리며 ‘자유로운 형식을 추구하며 짧지
만 서정적이고 화려한 음악’을 말한다. 성격소곡은 낭만주의에서 많이 작
곡된 장르로 낭만주의 시대에는 거대한 규모의 대작이 작곡되었는가 하면 
짧고 서정적인 음악도 작곡이 되었다. 
 이 밖에도 매우 많은 장르들이 낭만주의에 언급되었는데, 특히 쇼팽의 피
아노곡이 주를 이루는 장르들이 있었다. 이는 야상곡, 폴로네즈, 즉흥곡, 
발라드, 스케르초, 전주곡, 에튀드 등이다.42) 이 장르들은 쇼팽이 주로 작
곡한 장르였는데, 쇼팽이 워낙 많은 피아노곡을 작곡했기 때문에 낭만주의
를 대표하는 장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낭만주의의 장르들을 정리해보면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장르는 예술가곡, 
표제음악, 교향시, 협주곡, 성격소곡이었다. 이 장르들은 낭만주의에 그만

41) F사 116쪽.
42) 야상곡 : D, F, H, I 폴로네이즈 : A, B, D, G 즉흥곡 : C, D, F 스케르초 : A, F 발
라드, 전주곡, 에튀드는 A, D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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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악곡명 A C D F H J 계

그리그

페르귄트 제1모음곡 1. 아침의 기분 o o 2

페르귄트 제1모음곡 2. 오제의 죽음, 
3. 아니트라의 춤곡, 4. 산왕의 궁전에서 o 1

페르귄트 제2모음곡 4. 솔베이그의 노래 o o 2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1악장 o 1

드보
르작 신세계 교향곡 9번 2,4악장 o 1

무소로
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중 프롬나드 o 1
‘전람회의 그림’ 중 

6. 사무엘 골덴베르크와 슈뮈일레 o 1

보로딘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o 1
스메
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2. 몰다우 o o o 3

시벨리
우스 교향시 핀란디아(찬가) o 1

<표 37> 민족주의 악곡

큼 많이 작곡되었고 자유로운 형식과 음악을 통한 주관적 감정표현을 중
시했던 낭만주의의 특징에 관련 있는 장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장
르를 소개하면서 단지 이름만 언급하고 악곡을 소개하지 않은 경우, 소개
를 했지만 분명하게 장르를 제시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이
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민족주의

 민족주의에 제시된 악곡은 <표 37>과 같다.

 민족주의는 10권의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민족주의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교과서는 E를 제외한 9권이고, 활동에서 특정 
악곡을 제시하거나 악보를 다룬 교과서는 A, C, D, F, H, J이다. 참고로 
B에서는 민족주의 음악에 관한 악보나 활동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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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악곡명 A B C D E F G H I J 계

드뷔시
두 개의 아라베스크 

중 1번 o 1

목신의 오후 전주곡 o o o o o 5

리게티
분절법 o 1

아티큘레이션 o 1

바르톡
현과 타악기와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o 1

베베른 현악 4중주 Op. 28
2악장 o 1

슈톡하
우젠

소년의 노래 o o 2

Studie Ⅱ o 1

스트라
빈스키

무용 음악 
‘봄의 제전’ o o o o o 5

쇤베
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중 
1번 ‘달에 취하여’ o 1

달에 홀린 피에로  
8곡 ‘밤’ o o 2

피아노 모음곡    
Op. 25 o 1

케이지 아리아 o 1

<표 38> 근·현대의 악곡

대표곡으로 스마타나의 ‘나의 조국’,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시벨리
우스의 ‘핀란디아’ 등이 소개되었고, I에서는 국민악파에 대한 간단한 설명
만 있었다. 
 민족주의에서는 12개의 악곡이 제시되었으며 그리그의 악곡이 6곡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6권 중 3권의 교과서에서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2. 몰다우'를 다루었다. 

6) 근·현대

 근·현대에 제시된 악곡은 <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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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33초 o 1

펜데레
츠키

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 o 1

필립 
글래스

I'm going to make 
a cake o 1

 
 근·현대 시대에는 16개의 악곡이 제시되었다. 가장 많은 교과서에서 다룬 
악곡은 인상주의 작곡가인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과 스트라빈스키
의 무용음악 ‘봄의 제전’이다. 그 외에는 리게티, 바르톡, 베베른, 슈톡하
우젠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이 제시되었다. 근·현대 시대는 다양한 사조
들이 공존했던 시대인 만큼 제시된 악곡의 장르와 음악적 특징들이 다양
했다. 그러나 대중음악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교과서에
서 대중음악을 다른 챕터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서양음악사에는 포함시
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38>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필립 글래스
의 ‘Im going to make a cake’는 OST인데 근·현대의 음악사조 중 미니
멀리즘이 적용된 악곡으로서 소개되었다. 

7) 정리

 지금까지 10종의 음악교과서에서 제시된 악곡에 대해 시대별로 살펴보았
다. 이와 관련하여 시대별로 제시된 악곡의 수를 정리해 보면 <그림 3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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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고대 중세 르네상스바로크 고전 낭만 민족 근현대

악곡수

시대 악곡 해당 출판사

중세 그레고리오 성가 
‘성 요한 찬미가’ C, F, H

르네상스 죠스캥 데 프레
 ‘아베 마리아’ C, D, E

바로크 헨델 ‘메시아’ 중 ‘할렐루야’ A, C, E, F, H, J

고전 베토벤 ‘교향곡 5번’ C, D, H

낭만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A, F, H

쇼팽 ‘폴로네이즈 6번’ A, B, G

민족주의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조국 중 2. 몰다우’ F, H, J

근현대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C, E, F, G, H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C, D, F, H, I

<표 39> 시대별로 가장 많이 다룬 악곡

<그림 30> 시대별 악곡 수
 
 가장 많은 악곡이 제시된 시대는 낭만주의이며 20개가 제시되었고, 가장 
적은 악곡이 제시된 시대는 고대로 1개의 악곡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악곡과 해당 출판사를 살펴보면 <표 39>와 
같다. 고대시대는 1곡 뿐이라 표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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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작곡가 악곡 수

중세 미상 9

르네상스 팔레스트리나 4

바로크 바흐 6

고전 모차르트 8

낭만 슈베르트 4

민족주의 그리그 6

근현대 쇤베르크 3

<표 40> 시대별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작곡가

 <표 40>은 각 시대별로 많이 다루어진 작곡가와 그 작곡가의 악곡 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시대별로 많이 나온 악곡과 작곡가를 알아봄으로써 교육과정, 교
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악곡과 작곡가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음악교사
가 1개의 출판사만 보기보다 여러 출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악
곡을 파악하여 수업을 준비한다면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수업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음악교사가 10권의 교과서를 모두 보기에는 
시간과 여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서양음악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활동영역과 악곡, 작곡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음악수업을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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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양음악사 학습활동 분석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
해하며 감상하는 것’(교육부, 2015, p.4)을 음악 교과의 성취기준 중 하나
로 제시하고 있다. 음악에서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
질의 음악사 교육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시수에 비하여 양이 방대하
고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 음악사 수업의 힘든 
점이다(정길연, 주희선, 2020).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서양음악사 
수업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에 앞서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수업도구인 교과서의 학습활동에 대
한 고찰과 개선안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실제 음
악 수업에서 행해지는 수업의 내용과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으므로(권
혜근, 2020)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살펴보고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영역분석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의 서양음악사 학습활동은 136개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이 활동들을 교육과정의 영역에 따라 표현, 감상, 생활화 그리고 
혼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학습활동의 영역을 나누는 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나
타난 기능이다. 내용체계에서는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에 대한 기능이 
나와있다. 표현영역의 기능은 노래부르기, 악기로 연주하기, 신체표현하기, 
만들기, 표현하기이다. 감상영역의 기능은 구별하기, 설명하기, 표현하기이
고 생활화영역의 기능은 참여하기, 평하기, 조사하기, 발표하기이다. 이에 
따라 학습활동 중 악곡을 연주해보거나 노래하는 것은 표현영역으로, 음악
을 듣고 느낌을 이야기하거나 음악적 특징에 대한 구별, 설명, 비교 등은 
감상영역으로, 시대나 작곡가 작품에 대한 조사, 발표 등은 생활화영역으
로 구분하였다. 활동에 따라 두 가지 영역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
는데 ‘감상+생활화’ 또는 ‘감상+표현’이다. 따라서 영역의 분석은 표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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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감상 생활화

∙노래 부르기
∙악기로 연주하기
∙신체표현하기
∙만들기
∙표현하기

∙구별하기
∙설명하기
∙표현하기

∙참여하기
∙평하기
∙조사하기
∙발표하기

<표 41>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의 기능

상, 생활화, 그리고 혼합(감상+생활화, 감상+표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겠
다. 

(1) 표현영역

 학습활동 중 표현영역은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에서 나타나며, 5권
의 교과서(C, D, E, F, G)에서 제시된다. 바로크에서는 두 개가 나타나는
데, E에서는 프레토리우스의 춤곡 연주를 통해 선율과 화성의 관계를 이
야기해보도록 했고, G에서는 바흐 푸가를 연주하고 주제 선율이 다른 성
부에서 어떻게 모방되어 나타나는지 탐색하도록 했다. 두 활동 모두 연주
를 하면서 선율, 화성, 푸가 등의 음악요소를 경험하도록 한다. 음악 이론
을 글로 읽어주고 설명하는 것보다 실음을 통해 경험하도록 한다는 점에
서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고전주의에서는 소나타 형식 악곡의 1,2주제를 불러보는 활동이 2개이고, 
알베르티 베이스 음형을 이해하고 반주하는 활동이 있다. 낭만주의에서는 
표제음악의 이해를 위해 그림에 어울리는 음악을 작곡해보는 활동이 제시
되었다.  표현활동은 연주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연주, 작곡을 통해 
해당 시대의 악곡이나 음악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단순히 음악이론을 외우거나 악곡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것보
다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수동적인 감상과 강의식수업으로 지루해질 
수 있는 음악사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 학습활동
에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로 적은편이고 전 시대에서 다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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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학습활동 중 표현영역

지 않았으며 다루는 교과서도 5권 뿐이었다. 더 많은 교과서에서 높은 비
중으로 제시된다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2) 감상영역

 감상영역은 크게 ‘~을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을 설명해보자’, ‘~을 감상하
고 비교해보자’, ‘~을 감상하고 느낌을 이야기해보자’, ‘~을 감상해보자’ 
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난 활동은 ‘~을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을 알아
보자’이고 42개이다. 여기서 음악적 특징 제시방향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히 음악적 특징만 언급한 경우, 두 번째는 음악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정해준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의 예는 ‘~을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을 설명해보자’이고 두 번째 경우의 예는 H의 ‘베토벤의 교향
곡 제5번 운명 중 1악장을 들으면서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를 구분하며 
감상해보자’이다. 음악적 특징이라고 하면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할 수 있
으므로 두 번째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음악사에서 음
악적특징을 다루는 활동이 더 의미가 있으려면 시대적 배경과 관련짓는 
시도가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을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을 설명해보자’
에 시대적 배경을 추가한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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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특징 비교 느낌 감상 시대적 배경 기타

42 18 16 8 7 3

<표 42> 감상영역 활동 유형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유형은 ‘~을 감상하고 ~을 비교해보자’로 18개이
다. 활동의 예는 교향곡의 1주제와 2주제의 성격을 비교하거나, 중세시대
와 르네상스시대 악곡을 비교하는 활동 등이다. 그러나 감상영역 성취기준 
[12음 02-03]은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서 음악의 특징을 비교할 것
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관련짓는 활
동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학습활동은 1개 뿐이었는데, J에서 
제시한 ‘바로크, 고전주의 음악 감상,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 비교하여 설명하기’가 있다. [12음 02-03]에 대한 성취기준 해설을 
보면, 한 시대의 두 악곡을 비교하기 보다는 여러 시대의 악곡을 들어보고 
비교하기를 권장한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시대와 그 시대적 배경, 이에 
따른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비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활동은 D처럼 ‘푸가의 작법적인 측면 비교’, C, 
J처럼 ‘1,2주제의 성격 대비, 대조 이해’ 가 있고, 나머지는 ‘비교 감상하
기’로 다소 추상적이다.
 이 밖에 ‘~을 듣고 느낌 이야기하기’는 16개, ‘~을 감상해보자’는 8개이
다. ‘~을 감상하고 시대적 배경 이야기하기’는 7개가 있다. 음악사 과목이 
역사적 배경을 다루는 과목인 만큼 이러한 과목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시
대적 배경관련활동이 더 많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
징을 관련짓는 활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감상영역의 활동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감상영역은 학습활동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전 시대에서 다루어
졌다. 활동의 내용은 음악적 특징인 형식이나 음악의 구조 등 이론적인 부
분이 많다. 감상영역은 89개로 표현활동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로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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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발표 토론 만들기 경험

14 5 3 1

<표 43> 생활화 영역 활동 유형

이는 교과서에서 학습활동이 한 영역에 치우쳐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감상영역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도 5개 정도로 나눠지는 만큼 활
동이 다양하지 않다. 교육과정에서 감상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
항을 보면 ‘학생의 수준에 알맞은 다양한 음악 듣기 경험을 제공하고 실음 
중심의 감상을 통해 음악 요소와 악곡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고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다양한 음악 듣기 경험 제공’을 위해 어
떤 감상활동이 추가될 수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생활화영역

 생활화는 23개이며, 전체 활동의 약 15%를 차지한다. 생활화 영역에는  
참여하기, 평하기, 조사하기, 발표하기 등의 자기주도적인 활동이 있다. 유
형을 나누어보면 크게 조사·발표, 토론, 만들기, 경험이 있다. 조사·발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 밖에 토론, 만들기,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
는 활동이 있다. 만들기는 각 시대의 특징을 바탕으로 라디오 방송기획, 
음악신문, PPT를 제작하는 활동이 있으며, 자신의 경험은 민족주의를 배
울 때 음악을 통해 애국심을 갖게 된 경험을 발표하는 것이다. 생활화 영
역도 감상활동에 비하면 적으나 전 시대에서 1개 이상은 제시된다. 
 생활화 영역 활동은 감상 영역 활동과 비교했을 때 발표나 만들기 같은 
자기주도적인 활동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교과서에 있는 학습활동을 학생의 특성에 맞
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표 43>은 생활화 영역에 포함되는 학습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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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감상+표현 교과서 

중세
그레고리오 성가 감상, 제시된 가락에 가사 붙여 노래부르기 D

규칙적인 박자에 따라 연주가 되는지 박자젓기를 하면서 듣기 H

고전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을 감상하고 합창부분 함께 불러보기 B

낭만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중 ‘작은 백조들의 춤’을 감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기 C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감상, 시 ‘밤의 찬가’를 읽고 시적 표현을 발췌하여 곡
에 대한 감정 표현하기 D

근·
현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감상, 음악에 맞는 안무 만들어 발표하기 D

'봄의 제전‘을 발레와 함께 감상하고 모둠별로 신체표현하기 I

<표 44> 감상+표현활동

(4) 혼합

가. 감상+표현

 감상+표현활동은 7개가 있고, 시대는 중세, 고전주의, 낭만주의, 근·현대
에서 나타난다. 대부분 ‘~을 감상 후 ~해보자’로 제시되는데 표현은 노래 
부르기, 박자 젓기, 그림으로 표현하기, 신체표현하기 그리고 곡에 대한 
감정표현이 있다. 2015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음 02-01]에 대한 해설을 
보면 ‘악곡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구별하고 분석하여 
소리, 언어, 그림, 신체, 매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한다’를 
통해 감상과 표현활동의 혼합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표현활동과 마찬가지
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활동이 추가되며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도운다. 
하지만 그 개수가 단 7개이고, 다루는 교과서가 5권으로 더 많은 교과서
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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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교과서 감상+생활화

르네
상스 D 조스캥 ‘아베마리아’감상, 아 카펠라의 어원과 뜻, 역사적 의의 조사하기

바로크 A 비발디 ‘화성의 영감’ 6번 감상, 클래식이 일상생활에 사용된 사례를 찾아 발
표하기

고전

C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을 샘플링한 대중가요 찾아 감상, 느낌이 어떻게 다른
지 이야기해보기

D 고전시대 현악 4중주에 대해 조사, 주요 작품 비교하여 감상하기

E 고전시대 대표적 기악장르를 찾아 들어보고 음악의 짜임새와 아름다움에 대
한 비평 글쓰기

낭만 D 낭만주의 피아노 장르 중 두 개를 선택하여 대표적인 작품을 찾아 감상, 친
구들에게 소개하기

민족
A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감상, 민족주의 작곡가들과 작품에 대해 조사하기

F 민족주의 음악 작품 감상, 느낀점을 적어 발표하기

근·
현대

A 미니멀리즘 조사, 영화 ‘디 아워스’의 ‘I'm going to make a cake'감상하기

B 슈톡하우젠 ‘소년의 노래’를 감상, 자신의 새로운 소리와 음악을 창작하는 방
법을 연구하기

D 근·현대 음악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사, 청중의 입장에서 작곡가에게 편
지쓰기

<표 45> 감상+생활화 활동

나. 감상+생활화

 감상+생활화 활동은 11개가 있고, 시대는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민족주의, 근·현대에서 나타나 감상+표현활동보다 다양한 시대
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감상+생활화영역은 기존 조사나 발표에서 감
상이 추가된 활동이 있고, 그 밖에는 감상 후 편지쓰기, 비평글쓰기와 같
은 글쓰기 활동이 있다. 하지만 그 수가 단 한 개씩 밖에 없어 다양한 활
동이 부족하다. 또한 혼합 영역의 활동 개수가 18개로 감상 영역 89개에 
비하면 여전히 적다. 이는 활동이 감상영역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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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표현 감상 생활화 혼합 계

고대 1 4 5

중세 8 1 2 11

르네상스 12 1 1 14

바로크 2 13 2 1 18

고전 3 18 3 4 28

낭만 1 17 5 3 26

민족 9 4 2 15

근·현대 11 3 5 19

계 6 89 23 18 136

<표 46> 시대별 학습활동의 영역

다. 정리

 시대별로 학습활동의 각 영역이 다양하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 6개, 감상 89개, 생활화 23개, 혼합이 18개 제시되어 서양음
악사 학습활동은 총 136개이다. 둘째, 표현활동은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
주의에서만 제시되었고 활동 수도 제일 적다. 셋째, 시대별로 보았을 때 
학습활동이 가장 많은 것은 고전주의, 28개이고, 가장 적은 것은 고대, 5
개이다.  

2) 악보자료

 효과적인 음악적 내용의 전달을 위하여 악보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민
경훈, 2014).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교육심리에 적절한 악보를 제공
함으로써 활동의 질을 높여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활동에서 제시된 악
곡의 악보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악보가 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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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학습활동 악보 교과서

1 고대 음악 ‘세이킬로스의 노래’ 감상 전체 F

<표 47> 고대 학습활동과 악보

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보고, 어떤 형태의 악보인지를 분석하였
다. 악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시 다른 부분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학습활동 중에는 악보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과 악보가 필요한 활동이 있
다. 악보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은 시대나 작곡가에 대한 조사나 발표, 시
대적 배경에 대한 토론 등이다. 악보가 필요한 학습활동은 특정 악곡을 가
지고 하는 감상, 창작, 연주 등이 있다.
 악보는 모든 성부가 나온 ‘전체악보’와 특정 성부나 주제만 제시한 ‘부분 
악보’, 그리고 악보에 설명 또는 표시가 추가된 ‘설명악보’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43) 악보가 없는 것은 x로 표시하였다. 악보 외에 사진, 그림 등의 
시각자료는 다음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1) 고대

 10종의 교과서 중 고대의 음악을 실은 것은 F 한권이었다. E, G, H는 
고대를 아예 다루지 않았고, 나머지 교과서는 다루었지만 음악보다는 에토
스이론이나 피타고라스 음계와 같은 이론적 이야기를 제시했다. ‘세이킬로
스의 노래’는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그리스 음악의 악보 중 하나로 음높이
와 리듬이 묘비에 세워져 있다.44) 이 묘비는 고대 음악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물로 사진과 함께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것으
로 예상된다. F는 묘비에 새겨진 것을 현대 악보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음
높이와 리듬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가사의 원어와 우리말을 함
께 제시하여 노래의 내용도 알 수 있게 하여 감상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43) 표에서 ‘전체’는 ‘전체악보’, ‘부분’은 ‘부분악보’, ‘설명’은 ‘설명악보’이다.
44) F사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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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학습활동 악보 교과서

1 그레고리오 성가 ‘Gloria’ 감상, 느낌 이야기하기. x A

2 그레고리오 성가 감상, 가사의 음절과 선율의 관계 비교, 제시된 가락에 
가사 창작하여 부르기 x D

3 그레고리오 성가 중 ‘키리에’ 감상, 음악적 특징 설명하기 전체 G

4 가락 선 그리며 ‘성 요한 찬미가’ 감상, 음악적 특징 발표하기 설명 C

5 그레고리오 성가 감상, 당시 종교 기관의 위상과 음악적 분위기의 관계 
이야기하기- 관련 감상곡: 자비송, 화답송, 성 요한 찬가 x E

6 귀도 다레초가 계명창법을 고안하는 데 사용한 ‘성 요한 찬가’ 감상하기 설명 F

7 중세 시대의 음악 감상, 규칙적인 박자에 따라 연주가 되는지 박자젓기
를 하면서 들어보기- ‘성 요한 찬가’ 전체 H

8 아르스 안티콰와 아르스 노바 시대의 작품 감상, 음악적 특징과 느낌 적
기- 페로탱 ‘알렐루야 나티비타스’(악보 제시), 기욤 드 마쇼 ‘미사 노트 전체 D

<표 48> 중세 학습활동과 악보

  <그림 32> F사 ‘세이킬로스의 노래’ 악보

(2)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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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담’

9 중세 세속 음악에 십자군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을 당시의 시대상과 관련
지어 알아보기- 포겔바이데 ‘팔레스타인 노래’ 전체 E

10 평성가와 병행/자유/멜리스마 오르가눔 감상, 다성 음악의 변천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체 I

 
 중세의 악보는 크게 그레고리오 성가(표 48의 1-3번), 그레고리오 성가 
중 ‘성 요한 찬미가’(표 48의 4-7번), 그리고 기타 악곡(표 48의 8-10번)
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중세 교회에서 사용된 무반주 단성 
성가를 그레고리우스 1세가 전례력에 맞춰 정리한 것으로 하나의 성가로 
정착되었다.45) 작곡가는 미상이며, 중세의 악곡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러나 악보가 제시되지 않은 교과서가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 48>
의 1번 A는 악보나 기타 자료 없이 활동만 제시되어 있었고 2번 D는 그
레고리오 성가를 감상하고 가사의 음절과 선율의 관계(syllabic, 
melismatic, psalmodic)를 비교하라고 하였는데 악보가 없다. 추가활동으
로 ‘새로운 가락에 가사를 창작하여 부르기’를 위해 새로운 가락을 제시하
였다. 하지만 새로운 가락 대신 그레고리오 성가의 가락을 제시한다면 학
생들이 악보도 볼 수 있고, 어울리는 가사를 창작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표 48>의 3번 G는 키리에를 네우마 악보로 보여주고, 그레고리오 성가
에 대한 설명을 옆에 작은 글씨로 제시해주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중세시
대의 기보법으로 악곡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 수 있고, 음악적 특징을 
파악할 때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중세시대의 학습내용을 분석해보면 계명창법이 생겼다는 내용이 많이 들
어가 있는데(10종 중 7권에 수록), 이와 관련된 악곡이 ‘성 요한 찬미가’이
다. 하지만 ‘성 요한 찬미가’를 다루면서 계명창법의 생성을 학습하는 활
동은 C와 F가 유일했다. C, F는 <그림 33>, <그림 34>처럼 악보에 각 구
절의 첫 음절을 색깔로 표시해주고 이 음절이 한음씩 올라가는 원리로 계
명창법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45) D사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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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학습활동 악보 교과서

1 팔레스트리나 ‘마르첼로의 미사’와 그레고리오 성가 ‘키리에’ 
비교·감상하기 전체 A

2 팔레스트리나 ‘마르첼로의 미사’ 감상, 대위법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전체 F

3 르네상스 미사곡의 특징을 생각하며 팔레스트리나 ‘교황 마르첼로의 
미사’ 감상하기 전체 I

<표 49> 르네상스 학습활동과 악보 

     <그림 33> C사 ‘성 요한 찬가’    <그림 34> F사 ‘성 요한 찬가’

 나머지는 ‘성 요한 찬미가’를 다루긴 했지만 다른 활동이 제시되어 있어 
의문이었다. E는 관련 감상곡으로 ‘성 요한 찬미가’를 제시하면서 당시 시
대적 배경과 연관지을 것을, H는 박자젓기를 해볼 것을 제시했으나 이것
보다는 계명창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탐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성 요한 찬미가’는 작곡가 미상인데, E와 H에서는 ‘귀도 다레초<성 요한 
찬미가>’46), ‘귀도다레초의 성 요한 찬미가’47)라고 소개하였다. 귀도 다레
초가 ‘성 요한 찬미가’를 가지고 계명창법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전공서적
에 나와있지만, 이 곡을 작곡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윤혜원, 2018).
 <표 48>의 8번 D는 페로탱과 기욤 드 마쇼 두 작곡가를 소개하지만 악
보는 페로탱의 곡만 제시했다. 악보를 둘 다 실어준다면 감상 및 비교가 
용이하다. 

(3) 르네상스 

46) E사 106쪽.
47) H사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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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팔레스트리나 ‘마르첼로의 미사’ 감상, 악곡의 특징 설명하기
 - 서양음악사부분에는 없고 147쪽에 있음. 부분 J

5 팔레스트리나의 음악이 안정감을 주는 까닭을 성부 구조 및 진행의 관
점에서 이야기하기- 짧은 미사 중 ‘상투스’ 전체 E

6 팔레스트리나 ‘키리에’ 감상, 음악의 특징과 느낌을 그레고리오 성가와 
비교하여 설명하기 전체 G

7 중세 시대 음악과 르네상스 시대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성 요한 
찬가’, 팔레스트리나 모테트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 전체 H

8 조스캥 ‘아베 마리아’와 그레고리오 성가 ‘성 요한 찬미가’ 
비교·감상하기 전체 C

9 라소 ‘마토나 내 사랑’ 과 조스캥 ‘아베 마리아’ 비교·감상하기 전체 C

10 조스캥 ‘Ave Maria' 감상, 아 카펠라의 어원과 뜻, 역사적 의의 
조사하기 전체 D

11 르네상스 시대의 모테트(악보제시) 감상, 중세 시대의 오르가눔과 
비교하기 전체 E

12 16세기의 마드리갈 감상, 느낌 말하기- 마렌치오 ‘천국에서 내려오라’ 전체 D

13 가브리엘리의 기악 칸초네 제27번 감상, 음향 대조의 구성 확인하기 x E

<그림 35> E사. ‘조스캥 아베마리아’

 
 르네상스의 악곡은 미사, 모테트, 마드리갈, 칸초네가 있다. 
 미사는 <표 49>의 1-6번에 있는데 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체악보여서 
6성부의 무반주 합창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르
네상스의 음악적 특징인 아카펠라에 대한 개념도 학습이 가능하다. 
 모테트는 <표 49>의 7-11번에 있는데, 역시 전체악보를 통해 다성부임을 
알 수 있게 했고, 특히 11번 조스캥의 아베마리아에서 쓰인 모방기법이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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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학습활동 악보 교과서

1 헨델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감상 및 오페라와의 차이점에 대해 이
야기하기 전체 A

2 헨델 ‘할렐루야’를 감상하며 화성 기법과 다성 기법의 차이 구별하기 전체 C

3 바로크 시대 여러 합창곡 감상, 기악과 성악의 어울림을 살펴보기
- 헨델 “메시아” 중 ‘할렐루야’ 전체 E

4
바로크 시대의 작품 감상- 비발디 “사계” 중 ‘겨울’ 1악장, 바흐 “무반
주 첼로 모음곡” 제1번 ‘프렐류드’, 헨델 “메시아” 중 ‘할렐루야’(악보 
제시)

부분 F

5 헨델 “메시아” 중 ‘할렐루야’ 감상, 화성적인 부분과 대위적인 부분 구
별하여 이야기하기 부분 J

6 바흐 “평균율 피아노 곡집 제1권” 제1번 중 ‘푸가’를 감상, 푸가형식 
이해하기 설명 A

<표 50> 바로크 학습활동과 악보 

 
 두 개의 악곡을 비교하는 활동(표 49의 9번과 11번)에서는 두 곡의 악보
가 모두 나와야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악보가 빠진 부분-11번이 있어
서 수정이 필요하다. 
 마드리갈은 <표 49>의 12번 D에서 제시되는데 악보48)에 제목을 표시하
지 않아 악곡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했다. 다만 부연설명에서 ‘내려오라’ 
가사부분이 있어 추천 감상곡인 마렌치오 ‘천국에서 내려오라’일 것으로 
연구자가 추측했고 확인해본 결과 맞았다. 악보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학
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칸초네는 <표 49>의 13번 E에 있으며, 가브리엘리의 기악칸초네이다. 하
지만 악보가 없어서 활동에서 제시한 음향 대조의 구성을 학생들이 파악
하기가 어렵다. 음향대조의 구성은 악보에 있는 악상 표시와 악기편성을 
봐야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악보가 있어야 한다.

(4) 바로크

48) 이 악보는 본 논문 1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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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푸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바흐 ‘사단조 푸가’를 감상, 주제와 응답 구별
하기

부분
설명 C

8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제1번 다장조 ‘전주곡’, 제2번 다단조 ‘푸가’ 
감상, 작법적인 측면 비교하기 전체 D

9 바흐 ‘사단조 푸가’의 주제 선율 리코더로 연주, 주제 선율의 모방진행 
파악하기

부분
설명 G

10 바흐의 음악이 비교적 진지했던 이유를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서 이야기
하기-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중 ‘푸가’ 1번 전체 H

11 바흐의 “평균율 피아노곡집 1권” ‘프렐류드’ 제1번과 구노의 ‘아베마리
아’ 비교·감상하기 전체 I

12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중 제3번을 감상, 합주 협주곡 알기 부분 B

13 비발디의 ‘화성의 영감’ 제6번 감상 및 활용사례 발표하기 부분 A

14 지속저음 기법과 바로크의 변주곡 이해, 파헬벨 ‘카논 변주곡’ 감상, 느
낌 적기 x D

15 프레토리우스 춤곡을 리코더 또는 적절한 가락 악기로 연주, 선율과 화
성의 관계 이야기하기 전체 E

 바로크의 악보는 크게 헨델의 메시아(표 50의 1-5번), 바흐의 푸가(표 50
의 6-10번), 그리고 바흐의 프렐류드와 협주곡(표 50의 11-12번), 기타 작
곡가들의 악보(표 50의 13-15번)로 나눌 수 있다. 
 헨델의 메시아는 <표 50>의 1-3번까지 합창악보로 제시되었고, 4, 5번은 
멜로디만 제시하였다.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는 오라토리오인데, 오
라토리오는 합창의 비중 있는 역할이 특징이다.49) 합창곡이기 때문에 4부
악보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4번 F와 같이 제시할 때는 학생들에게 
합창곡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멜로디 악보인 F에서 합창곡이라는 
언급은 없었다. 
 

49) A사 113쪽.



- 104 -

         <그림 36> F사 헨델 ‘메시아 중 할렐루야’
 

 바흐의 푸가는 부분악보와 설명악보, 전체악보가 골고루 나타났다. 특히 
설명악보는 푸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제와 응답선율을 색깔로 표
시하였다(A, C, G). A에서는 푸가형식의 이해를, C는 주제와 응답 구별, 
G는 주제 선율의 모방진행 파악을 위해 악보를 활용하였다. 세권 다 푸가
에서 주제가 모방되는 것을 파악하기 용이한 악보이다. G는 주제선율을 
먼저 리코더로 연주해보는 걸 제시해서 주제 선율을 따로 단선율로 제시
해주었다. D는 푸가의 주제, 응답, 대주제를 악보에 표시해주었고, H는 아
무런 표시가 없었다. <표 51>은 푸가악보를 모아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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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곡목 악보

A

평균율 
1권
1번, 
푸가

H

평균율 
1권
1번, 
푸가

D

평균율
1권
2번,
푸가

C 사단조
푸가

G 사단조
푸가

<표 51> 바흐의 푸가 악보  

 
 <표 50>의 11번 I에서는 바흐의 프렐류드와 구노의 ‘아베마리아’를 비교·
감상 하라고 하였으나 프렐류드의 악보만 제시하였다. 구노의 ‘아베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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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B사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아’가 바흐 프렐류드를 사용한 곡이어서 겹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감상을 위해서는 두 곡의 악보가 모두 필요하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합주 협주곡이다. 따라서 악보를 제시할 
때는 전체악보가 아닌 이상, 이 부분이 독주그룹인지, 오케스트라인지 알
려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표 50>의 12번 B에서는 그런 설명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악보에 바이올린 1,2, 비올라, 첼로
가 나와 있어서 독주그룹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제
시할 필요가 있다. 

 
 합주협주곡 악보는 <표 50>의 13번 A에도 있는데 여기서는 단선율로 비
발디 ‘화성의 영감’의 주요 선율을 제시했다. 이 악보도 역시 독주그룹인
지 오케스트라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주요 선율을 단선율로 제시했
고, 이 주요선율이 각 그룹에서 반복된다는 특징을 안다면 문제가 없을 것
으로 보인다. 14번 D에서는 지속저음 악보와 설명을 함께 제시하여 학습
을 도왔다. 하지만 바로크의 변주곡이나 파헬벨의 카논변주곡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표 50>의 15번 E는 전체악보를 제시하면서 가락악기로 연주하고 선율
과 화성의 관계를 이야기하라고 하였는데 악보만 봐서는 선율과 화성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전체악보 보다는 부분, 설
명악보를 통해서 선율과 화성을 따로 제시한다거나 주요선율이 표시된 악
보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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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E사 프레토리우스 ‘테르프시코레’

순
번 학습활동 악보 교과서

1 현악 4중주 편성에 유의하며 하이든 ‘황제’ 감상하기 전체 A

2 악기편성에 유의하며 하이든 현악4중주 ‘종달새’ 감상하기 부분 B

3 고전 시대 현악 4중주 조사, 주요 작품 비교·감상하기- 하이든 ‘종달새’, 
모차르트 ‘프로이센’ KV. 575, 베토벤 ‘대푸가’ Op. 133 x D

4 고전주의 작품 감상하기- 하이든 교향곡 제45번, 모차르트 세레나데 제
13번(악보 제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부분 F

5 모차르트 세레나데 제13번 제1악장의 제1주제와 제2주제에 어울리는 가
사 창작·불러보기 부분 F

6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을 통해 소나타 형식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하
기 부분 G

7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8번 1악장 감상, 1, 2주제 성격 비교하기 부분 A

8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16번 감상, 소나타 형식을 도식으로 알아보기 전체
설명 I

9 바로크와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 감상,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
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바흐 평균율,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x J

10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1악장 감상, 제시부의 제1주제와 제2주제의 
대비에 유의하여 감상하고, 느낌적기 부분 C

11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1악장의 반복되는 두 개의 주제 선율에 유의 x C

<표 52> 고전주의 학습활동과 악보 

(5) 고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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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곡 감상하기

12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 감상, 소나타 형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분별 느낌을 적기 x D

13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 중 1악장감상,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를 
구분하며 감상하기 부분 H

14 애니메이션 ‘판타지아(Fantasia)’를 통해 베토벤의 제6번 교향곡 ‘전원’
을 감상하기 부분 A

15 베토벤 교향곡 7번 1악장의 주제를 감상하고 느낌을 자유롭게 설명하기 부분 G

16 베토벤 교향곡 7번 1악장에 사용되는 관현악 구성 악기를 알아보고 음
색을 구별하기 전체 G

17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중 4악장 감상, 합창 부분 불러보기 부분 B

18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제1악장 감상, 제1주제와 제2주제의 대조를 이해
하기 부분 J

19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제1악장을 통해 소나타 형식에 대하여 알아보고, 
감상하기 x C

20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제1악장의 제시부에 나오는 제1주제와 제2주제를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노래해보기 부분 C

21 하이든 시계교향곡의 시계추 소리가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생
각하며 감상하기 부분 C

22 다장조의 주요3화음을 알베르티 베이스 음형으로 변형,  피아노 애플리
케이션으로 반주해보기- 하이든 현악4중주 세레나데 전체 D

 고전주의의 악보는 크게 실내악(표 52의 1-6번), 독주곡(표 52의 7-9번), 
교향곡(표 52의 10-21번)의 악보로 정리하여 음악장르에 따라 악보가 어
떻게 제시되는지 알아보았다. 교과서에 제시된 실내악은 현악4중주, 현악 
5중주가 있는데 악기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성부의 악보가 나와 있다
면 좋겠지만, 전체악보는 A 1권뿐이었다. 나머지는 부분악보로 주요선율
이 제시되어 있다. <표 52>의 1, 2번 A, B는 모두 현악 4중주의 편성에 
유의하여 악곡을 감상해보자는 활동을 제시하였지만 악보 형태는 달랐다. 
A는 유일하게 현악 4중주의 전체성부 악보를 제시하여, 악기 편성과 각 
파트의 선율진행을 알 수 있게 하였고, B는 악곡의 주요 멜로디만 제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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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A사 하이든 ‘황제’
<그림 40> B사 하이든 ‘종달새’

<그림 41> G사, F사 모차르트 ‘세레나데 악보’

 
 <표 52>의 6번 G의 경우 ‘세레나데’의 소나타형식을 알아보는 활동에서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의 악보를 구분해서 제시하고 왼쪽에는 설명과 도
식을, 오른쪽에는 악보를 배치하여 악곡과 함께 곡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같은 곡으로 F는 1,2주제에 어울리는 가사를 창작하고 불러
보는 활동을 위해 G와는 다르게 1,2주제 악보를 제시하고 가사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이 바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독주곡에서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의 악보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
다. 하나는 1,2주제를 따로 제시한 것, 다른 하나는 전체악보이다. <표 
52>의 7번은 1,2주제의 성격을 비교하며 감상하는 활동을 위해 1주제, 2
주제의 오른손 부분을 각각 제시해준다. 8번은 전체악보를 제시하며 왼손
에 알베르티 베이스를 표시해주어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해주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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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나타 형식을 알고 감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나타 형식 도식과 악
보와의 연결이 없어 관련성을 알 수가 없다. 7번처럼 1,2주제를 표시해주
거나 앞서 설명한 6번처럼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의 도식 옆에 해당 부분
을 악보로 제시한다면 좋을 것이다. 
 교향곡은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의 곡이 있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은 3개의 교과서에서 나타났는데, 2개(C, H)는 악보가 있었고 1개(D)는 없
었다. C는 1,2주제 선율을 각각 제시하고 선율에 대한 느낌을 쓰도록 했
다. H는 1주제 선율만 제시한 상태에서 활동으로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를 구분하며 감상하자고 하였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악보가 필요해 보인
다. D는 운명 교향곡 감상, 소나타 형식에 대해 이해하자는 활동이었지만 
악보는 없었고 소나타형식에 대한 설명만 있기 때문에 악보를 제시해야 
한다. 
 고전주의의 악보를 정리해보면 소나타형식을 이해하는 활동에서는 1,2주
제를 나누어 제시하거나 (표 52의 7번 A, 10번 C, 15번 G, 18번 J, 20번 
C) 소나타형식의 도식+악보, 또는 도식만 제시한 경우(표 52의 8번 I, 11
번 C, 12번 D, 19번 C)가 많았다. 실내악의 경우는 성부를 모두 나타내는 
전체악보가 악기편성을 학습하기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였으나 개수를 비
교해보면 더 적었다. 
 <표 52>의 3번 D, 9번 J의 경우 도식, 악보 모두 제시되지 않았다. D는 
악보 대신 현악 4중주에 대한 설명과 연주자사진, 추천 감상곡을 제시하
였다. 추천 감상곡으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실내악 곡을 제시하였
지만 악보는 없었다. J역시 추천 감상곡만 제시하고 바로크와 고전주의를 
비교하는 활동을 제시하였지만 이 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
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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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학습활동 악보 교과서

1 쇼팽의 ‘영웅 폴로네즈’ 감상하기 부분 A

2 쇼팽의 폴로네이즈 6번 ‘영웅’(내림 가장조 op. 53) 감상하기 전체 B

3 여러 연주자가 표현한 쇼팽의 ‘영웅 폴로네즈’ 감상, 감상문 작성하
기 부분 G

4 고정 악상에 유의하면서 ‘환상 교향곡’ 제1악장, 제2악장 감상하기 부분 A

5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다음 악곡을 감상하고, ‘환상 교향곡’의 
몇 악장에 어울리는지 이야기하기 부분 C

6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제2악장을 감상하며 고정악상을 찾아보고, 
느낌을 이야기하기 부분 C

7 낭만주의 작품 감상하기- 슈베르트 소나타, 베를리오즈 ‘환상교향
곡’(악보 제시), 쇼팽 녹턴, 리스트 ‘라 캄파넬라’ 전체 F

8

고전파 음악과 비교할 때 낭만파 음악에서 두드러지게 변화한 음악
적 특성 이야기하기-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중 ‘보리수’, 쇼팽 녹
턴,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악보제시),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 
중 ‘혼례의 합창’, 브람스 교향곡 4번

부분 H

9 슈만 ‘헌정’ 감상, 낭만주의 시와 음악에 대해 토론하기 전체 B

10 슈만 ‘헌정’ 감상, 느낀 점 이야기하기 부분 J

11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 나그네” 시와 가락, 피아노 반주의 조화를 
느끼며 제5곡 ‘보리수’ 감상하기 부분 C

12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 나그네“ 달콤한 사랑의 꿈에서 깰 때의 허망
함을 생각하며 ‘봄날의 꿈’ 감상하기 부분 C

13 차이코프스키 발레음악 “백조의 호수” 제1곡 ‘정경’의 주제 선율을 
들으며 누구에 대한 표현인지 이야기하기 부분 C

14 슈베르트 현악 4중주 ‘죽음과 소녀’ 감상, 이와 관련된 시인 ‘밤의 
찬가’ 읽기. x D

15 낭만 시대의 오케스트라 음악 감상, 음량과 음역 등의 확장을 확인
하기-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독주부분 전체 E

16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악장 감상, 독주 부분과 합주 부
분 구분하기 부분 G

<표 53> 낭만주의 학습활동과 악보 

(6) 낭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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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여러 성격 소곡을 감상, 그 음악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이
야기하기- 슈만 “어린이 정경” 중 ‘트로이메라이’ 전체 E

18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 감상,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 이야기하기 부분 J

<그림 44> A사 쇼팽 ‘영웅 폴로네이즈’

<그림 42> B사 쇼팽 ‘영웅 폴로네이즈’

<그림 43> G사 쇼팽 ‘영웅 폴로네이즈’

 낭만주의의 악곡은 쇼팽 폴로네이즈,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슈만 가곡 
등이 있으며 악보제시유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쇼팽 폴로네이즈는 <표 53>의 1-3번(A, B, G)활동에서 볼 수 있는데 3
권에서 제시한 악보를 비교해보면 A는 도입부분을, B는 주제부분을, G는 
도입과 주제부분을 제시했다. A, G는 악보에 도입, 주제라는 것을 밝혔지
만 B는 악보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학생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제부분이라고 표시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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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C사 슈베르트의 ‘보리수’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은 <표 53>의 4-8번과 같이 4권에서 나타나는
데 각각 1,2악장(A), 2악장(C), 1악장(F), 1악장(H)의 악보가 제시된다. 환
상 교향곡에서는 ‘고정악상’ 선율을 파악하면서 감상하는 것이 좋은데, 이 
고정악상의 악보를 제시하여 감상에 도움을 준 교과서는 A, C이다. 따라
서 F와 H교과서로 수업하는 교사는 고정악상선율을 추가로 보여주거나 들
려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슈만의 가곡 ‘헌정’은 <표 53>의 9-10번(B, J)에 나타나며 모두 원어가사
만 제시하였는데, 해석된 한글가사를 함께 실어준다면 악곡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낭만주의의 예술가곡에서 반주의 중요성이 두드러
지기 때문에 반주악보까지 함께 있다면 더욱 좋다.
 앞서 설명한 가곡 ‘헌정’과는 다르게 슈베르트의 가곡에서는 한글로 번역
된 가사가 제시된다. <표 53>의 11번 C에서는 슈베르트의 ‘보리수’를 제
시하면서 원어와 한국가사를 함께 제시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악곡의 내용에 어울리는 그림과 악보도 있었다.

 협주곡은 <표 53>의 15-16번(E, G)에 나타난다. 낭만주의 협주곡 특징 
중 하나로 화려한 카덴차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감상을 위해 E에서는 독주
부분의 화려한 패시지를 악보로 제시하며 음량과 음역의 확장을 확인해보
는 활동을 제안한다. G에서는 합주부분, 독주부분을 따로 제시하는데 둘 
다 단선율로 제시하는데 합주부분을 단선율로 제시할 경우 합주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 또한 활동에서 독주, 합주를 구분해보자고 했는데 이런 활동
이라면 더욱 합주 부분은 다수의 악기가 나오는 악보로 해야 독주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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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학습활동 악보 교과서

1 드보르자크 ‘신세계 교향곡’ 중 잉글리시 호른으로 연주되는 제2악장의 
주제 부분을 감상하기

부분
설명 C

2  드보르자크 ‘신세계 교향곡’ 중 제4악장을 감상하고, 제2악장과 다른 
점을 이야기하기

부분
설명 C

3 드보르자크 ‘신세계 교향곡’ 중 신세계 교향곡 제2악장의 선율을 가곡
으로 편곡한 ‘귀향’을 감상· 비교하기

x : 
귀향 C

4 보로딘 교향시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의 바이올린의 고음에 유의하여 
러시아 주제 부분을 감상하기

부분
설명 C

5 보로딘 교향시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첼로와 비올라의 음색에 유의
하여 아라비아 주제 부분을 감상하기

부분
설명 C

6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 감상, 표제 음악의 특징 이
야기하기 부분 J

7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 중 한 곡을 선택, PPT제작 및 발표하기 부분 D

8
민족주의 작품 감상하기- 스메타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그리그 
모음곡 “페르귄트” 중 ‘아침’(악보 제시), 무소륵스키 “전람회의 그림” 
제6곡, 시벨리우스 교향시 ‘핀란디아’

부분 F

9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제1악장을 감상, 민족주의 작품 조사
하기 부분 A

10 민족주의 음악을 찾아 감상, 음악적 특징 설명하기- 바르톡 ‘현과 타악
기와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x G

<표 54> 민족주의 학습활동과 악보 

구분이 될 것이다.
 낭만주의에서 악보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표 53>의 14번 D 한 개였는
데,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를 공부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죽음과 소녀’를 감상하고 이와 관련된 시 ‘밤의 찬가’를 읽어본 후 
감정을 표현한다. 악보는 없었지만 시 ‘밤의 찬가’와 활동예시가 나와 있
다. 하지만 감상활동인 만큼 다른 자료 대신 악보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7) 민족주의 

 민족주의 음악은 교향시, 교향곡 등의 대규모 작품이 대부분이다. 악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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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C사 보로딘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따른 활동도 다양하였다. 신세계 교향곡은 <표 54>의 1-3번 C에서 나타
나는데 2악장의 주제부분, 4악장의 주요멜로디 악보를 제시했다. 이 때 주
요멜로디를 연주하는 악기를 메모해주어 음색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악장을 가곡으로 편곡한 ‘귀향’의 악보는 제시하지 않아 느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활동은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로딘의 교향시 ‘중앙 아시아의 초원에서’는 <표 54>의 4,5번 C에서 나
타난다. C는 묘사되는 낙타의 발걸음, 초원 그리고 러시아 주제, 아라비아 
주제를 각각 따로 제시해서 학생들이 전체 곡을 감상할 때 집중할 수 있
도록 했다. 그리고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를 적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
다.

 <표 54>의 10번 G는 민족주의 음악을 찾아 감상하라는 활동에서 제시곡
으로 바르톡의 곡을 소개했다. 악보는 없었지만 바르톡이 민속음악을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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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학습활동 악보 교과서

1 인상주의 음악이해, 드뷔시 ‘두 개의 아라베스크’ 중 1번 감상하기 전체 A

2 드뷔시 교향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감상하며 인상주의 그림과 비교하
기 부분 C

3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감상, 악곡의 느낌을 인상주의 미술 작품과 
관련지어 설명하기 부분 G

4 표현주의 음악이해,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감상하기 부분 A

5 쇤베르크 ‘피아노 모음곡’ 감상, 악곡의 느낌을 표현주의 미술 작품과 관
련지어 설명하기 부분 G

6 필립 글래스, 미니멀리즘, 영화 “디 아워스”의 ost 중 ‘I'm going to 
make a cake’ 감상하기 부분 A

7 슈톡하우젠 ‘소년의 노래’를 악보와 함께 감상, 자신의 새로운 소리와 음
악을 창작하는 방법 연구하기 x B

8 슈톡하우젠 ‘Studie Ⅱ', 리게티 ’아티큘레이션‘ 감상, 그래픽 악보와 전자 
음악의 소리를 비교하여 설명하기 전체 G

9 스트라빈스키 발레 음악 ‘봄의 제전’ 감상, 음악에 맞는 안무를 만들어 발
표하기 전체 D

10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발레와 함께 감상, 모둠별로 신체 표현 하기 부분 I

11 현대 음악 작품 감상하기-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중 ‘밤’,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악보 제시) 부분 F

12 제재곡과 현대 미술의 연관성을 모둠별로 조사하여 토의하기. 부분 F

13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작품 감상하기
-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중 제1번 ‘달에 취하여’
-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 케이지의 ‘4분 33초’
- 슈톡하우젠의 ‘소년의 노래’

x C

<표 55> 근·현대 학습활동과 악보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음악적 특징을 설명하는 
활동이므로 악보를 보여주는 게 더 적합하다. 

(8) 근·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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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곡 감상, 20세기 음악의 다양한 경향 설명하기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라이히 ‘Piano Phase'
-케이지 ‘4분 33초’

x J

<그림 47> G사 ‘전자음악 악보’

 현대음악은 인상, 표현, 원시, 전자음악 등 다양한 경향의 음악이 포함된
다.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향의 음악을 소개하고 있는데, <표 
55>의 13,14번(C, J)과 같이 악보가 없는 교과서가 있어서 특히 아쉬웠다. 
왜냐하면 현대음악은 학생들이 악보 없이 듣기에는 더 어려운 곡들(예: 표
현주의)도 있고, 원시주의나 미니멀리즘의 경우는 리듬꼴, 선율의 반복을 
보기 위해 악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55>의 7번 B의 전자음악도 악
보가 없는데, 활동에서 ‘악보와 함께 감상하라’는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악보가 실려 있지 않았다. 전자음악은 8번 G에도 나온다. 전자음악의 
악보는 오선보가 아닌 다른 형태의 악보이므로 G처럼 악보를 실어준다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다. 

 악보와 그림 자료를 통해 활동의 효과를 높인 경우도 있었다.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은 <표 55>의 2, 3번(C, G)에서 보이는데, 인상주의 
그림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림과 악보가 함께 실려 있었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표 55>의 9-11번(D, I, F)에서 나타난다. 
그 중 D는 ‘봄의 제전’의 맨 처음 도입부를, I와 F는 제2곡 첫 부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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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D사 ‘봄의 제전 도입부분’ 

<그림 50> F사 ‘봄의 제전’

<그림 49> I사 ‘봄의 제전’

시했다. D의 도입부 악보의 경우 학생들에게 생소한 테너 음자리표가 쓰
였다. 이는 바순 독주부분이어서 그렇다. 따라서 악보에 어떤 악기가 쓰였
는지 메모해준다면 바순이 테너음자리표를 쓴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할 
것이다.

 I와 F는 모두 제2곡 첫 부분을 제시했다. 그런데 두 악보의 메트로놈표시
를 보면 템포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어떤 교과서로 배우느냐
에 따라 다른 템포로 인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9) 정리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의 서양음악사 학습활동 악보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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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악보의 형태

 연구자는 분석을 위해 악보의 형태를 3개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전체악
보(=전체)로 전 성부로 표기된 악보이고, 두 번째는 부분악보(=부분)로 성
부가 부분적으로 제시된 악보이다. 세 번째는 설명악보(=설명)로 악보에 
설명을 위한 표시가 되어 있는 악보이다. 악보의 형태에 관해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고대와 중세는 전체악보가 많았다. 이는 노래가 대부분 짧고, 다성 
음악 아닌 단선율 음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다. 둘째, 르
네상스의 다성 음악은 전성부가 제시되어 학생들이 아카펠라나 음악적 특
징을 배우기 좋았다. 셋째, 푸가형식, 소나타형식의 이해를 위해서는 전체
악보보다 부분악보 또는 설명악보가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푸가
는 주제의 진행이 표시되어 특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소나타 형식은 1,2
주제가 따로 제시된다. 셋째, 고전주의 실내악의 경우 전체악보를 통해 실
내악구성을 바로 알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전체악보보다 부분악보가 더 
많았다. 넷째, 같은 곡이라도 활동에 따라 악보의 형태 또는 제시되는 형
태가 달랐다. 예를 들어 모차르트의 실내악 ‘세레나데’를 통해 소나타 형
식을 파악해보는 활동에서는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를 따로 제시해주었
고, ‘세레나데’의 1,2주제 선율에 대한 가사창작에서는 1,2주제만 제시되었
다. 다섯째, 합주와 독주를 구분해보자는 활동에서는 합주부분은 전성부악
보를, 독주부분은 단성부의 악보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악보는 
모두 부분악보였다. 
 교과서끼리의 비교를 통해 같은 악곡도 다른 형태의 악보로 제공될 수 
있으며, 학습활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
었다.

나. 악보수록여부

 교과서별로 서양음악사의 학습활동(①), 악보가 필요한 학습활동(②), 악



- 120 -

  교과서
구분 A B C D E F G H I J

① 15 7 27 18 14 17 13 7 6 13

② 14 6 22 12 9 11 12 5 5 8

③ 13 5 18 9 7 11 11 5 5 6

정리 -1 -1 -4 -3 -2 0 -1 0 0 -2

<표 56> 악보수록여부

보가 제공된 학습활동(③)의 개수를 표로 정리하면 <표 56>과 같다. 표에
는 분량 및 편의성을 위해 ①~③으로 표시하였다. 정리부분을 보면 악보
가 몇 개 빠져있는지 알 수 있다.

(서양음악사의 학습활동=①, 악보가 필요한 학습활동=②, 악보가 제공된 학습활동=③)

 10종의 음악교과서 중에서 서양음악사 학습활동을 가장 많이 제시한 교
과서는 C로 27개의 활동이 있고, 가장 적게 제시한 교과서는 I로 6개의 
활동이 있다. 악보가 필요한 학습활동 대비 악보가 가장 적게 제공된 교과
서는 C이다. 
 교과서에서는 적절한 학습활동의 양을 제시하고 이 활동을 알차게 수행
할 수 있도록 보조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F, H의 구성이 알찬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악보가 필요한 학습
활동 11개(F), 5개(H) 모두에서 악보가 나타났다. 이런 경우는 I도 있었지
만 악곡 두 개 중 한 개만 제시된 것도 있어서 완전히 다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F와 H는 모두 악보가 수록되어 있었지만 차이점이 있었는
데, H의 경우 활동에서 특정 악곡을 지정하지 않고 ‘고전파 음악’, ‘바흐
의 음악’과 같이 악곡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지면에 있는 악보
를 통해 악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하지만 F의 경우 11개 활동 모
두에서 특정 악곡제시, 관련 설명, 악보가 제시되어 있어 활용도가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활동의 개수가 6개에서 27개까지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지면의 한계를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은 학습활동보다는 악보를 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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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적절한 개수를 고려하여 각 활동이 수업시간에 잘 활용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악보수록여부를 알아본 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개
의  음악을 비교하는 활동에서 악보가 두 개 다 수록되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중세-르네상스음악, 바하의 프렐류드와 구노의 아베
마리아, 바로크와 고전주의 음악, 신세계 교향곡과 귀향 등) 둘째, 활동에
서 특히 악보가 더 필요한 경우가 몇몇 있었으나 악보가 수록되어있지 않
은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의 ‘기악 칸초네’를 감상하면서 음
향대조의 구성을 확인하는 활동, 베토벤 5번 교향곡의 제시부, 발전부, 재
현부를 확인하자는 활동, 현대음악의 12음 기법이나, 표현주의, 미니멀리
즘, 전자음악은 악보에 음악적 특징이 드러나 있는데 악보가 없이 감상하
는 경우 등이 있었다. 셋째, 추천감상곡만 있고 감상활동을 제시한 경우 
추천 감상곡 중 한 곡이라도 악보가 실려야 한다. 넷째, 악보 대신 다른 
자료(사진, 도식, 표 등)가 제시된 경우가 있는데, 악보가 우선적으로 들어
가야 한다. 

다. 악곡 정보에 대한 오류나 부재

 악곡 정보에 대한 오류나 부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세시대 ‘성 요한 
찬미가’에 대해 작곡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귀도 다레초의 성 요한 찬
미가’라고 언급된 교과서가 두 권 있었다. 이는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악
보를 제시하면서 제목을 쓰지 않은 경우나 악곡이 도입부분인지 주제 부
분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추가되어야 한다. 셋째, 
같은 곡(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임에도 불구하고 템포표시를 보았을 
때 템포가 매우 달랐다. 실제 평균적으로 연주되는 속도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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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악곡일 경우 가사의 부재

 악곡 중 성악곡일 경우 우리나라 곡이 아니기 때문에 가사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정보가 있어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그런데, 가사가 있는 악
곡 34개 중에서 원어, 번역이 모두 제시된 교과서는 5개, 번역가사만 있는 
것은 2개, 번역가사는 없지만 노래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은 4개였다. 이
는 전체 악곡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이다. 따라서 가사의 수정이 필요
하다. 

3) 시각자료

 교과서에서는 서양음악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자료50)를 활용한
다. 본 장에서는 시각자료를 시간의 흐름, 시대적 배경, 작곡가, 기타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1) 시간의 흐름

 음악사의 학습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기 때문에 이를 시각적
으로 나타낸다면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은 보통 연대표로 예상
되며, 연대표가 아니더라도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시각자료가 있는지 분
석해보았다. ‘연대기’는 시간의 흐름과 변화되는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강선영, 2017). <표 57>은 교과서마다 시간의 흐름에 대
한 시각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50) 시각자료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한 유형으로서, 사진(pictures), 그림(drawing), 차트
(charts), 그래프(graph) 등의 비언어적 시각자료를 의미하며 그래픽 자료와 혼용해서 
사용한다 (강선영, ‘음악교과서의 정보시각화 분석 모형 개발 및 적용’,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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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B사 ‘악기의 발전’

     교과서
시각자료 A B C D E F G H I J

연대표 o o o o

흐름 o o o

<표 57> 시간의 흐름에 대한 시각자료

 연대표가 있는 교과서는 10종 중 4권이다. 연대표는 아니지만 시간의 흐
름을 나타내는 시각자료는 3권에서 나타났다. 이 중 E, F는 연대표, 흐름
에 관한 시각자료 두 가지 모두 제시되었다. 
 B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악기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위에는 국악
기, 아래에는 서양악기를 배치하여 공통된 시기에 서양악기와 국악기가 어
떻게 발전했는지 볼 수 있도록 했다.

 C는 우리나라 음악사와 서양 음악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상하로 배치
하고 각 시대마다 중요한 특징, 역사적 사건, 사진자료 등을 제시했다. B
가 공통된 시기를 기준으로 배치된 것과 다르게 C에서는 우리나라와 서양 
음악사가 각각 따로 제시되었다. 이는 동일한 시기에 우리나라와 서양에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알기가 어려우므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 124 -

<그림 52> C사 ‘음악사 연대표’

<그림 53> E사 ‘시대흐름과 연대표’

  E는 서양음악사의 시작부분에 ‘서양음악사의 시대흐름’이라는 주제로 중
세부터 근·현대까지의 중요내용과 작곡가, 사진자료와 그림을 한 페이지 
안에 나열해놓은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서양음악사 각 페이지 하단에 연
대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금 배우고있는 내용이 전체 음악사에서 어
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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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F사 ‘한눈에 보는 서양음악사’

 F는 서양음악사 시작부분에 ‘한 눈에 보는 서양 음악사’라는 제목으로 각 
시대의 시기, 주요장면에 대한 사진, 시대적 특징, 대표 장르, 대표작곡가, 
미술 작품을 표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이는 음악과 미술의 발전을 한눈
에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시대별내용으로 넘어가면 각 페이지의 한
쪽 면에 전체 시대 중 어느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해놓았다. 이런 표시가 있으면 학생들이 시대를 파악할 때 전 후에 어
떤 시대가 있었는지 계속 상기시킬 수 있으므로 음악사의 흐름을 파악하
기가 용이하다. 

 I는 전체 시대에 대한 연대표는 없지만 각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시
간의 흐름대로 볼 수 있게 가로로 나열해놓았다. 이러한 시각정보는 학생
들이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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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I사 ‘역사적 사건들 나열’

<그림 56> A사, F사 ‘고대 악기’

(2)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에 관한 시각자료는 역사적 사건이나 음악적 증거를 보여주
는 유물 그리고 미술작품들이 있으며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살펴본다.
 고대의 시각자료는 유물, 벽화, 문헌 등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아울로
스, 류트와 같은 악기사진, 세이킬로스의 비문, 에토스 이론 관련 시각자
료가 있었다. 
 악기는 아울로스(A교과서), 키타라(B교과서), 하프와 류트(C교과서), 리라
와 아울로스(D교과서), 아울로스-추정(F교과서)이다. 그런데 A의 경우 사
진제목이 ‘고대의 음악’, F는 ‘종교의식과 행사를 위한 음악’으로 되어 있
어서 악기의 이름을 다른 교과서를 참고하여 추측하였다. B, C, D와 같이 
악기이름을 써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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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쪽수 세이킬로스 비문

A 110

B 106

J 110

F 118

<표 58> 세이킬로스 비문 시각자료

 세이킬로스의 비문은 세이킬로스(Seikilos)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인을 위
해 묘비에 새긴 악보로 기원전 1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51) 이 비
문은 고대 음악 ‘세이킬로스의 노래’의 작품 배경이다. 세이킬로스의 비문
을 제시하면서 각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보였는데, 비문만 제시한 
경우(A교과서), 부연설명이 있는 경우(B, J교과서), 악보로 변환하여 함께 
음악까지 소개한 경우(F교과서)가 있었다. 
 

51) F사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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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는 성당사진이 3권에서 나타났고 나머지 자료는 유스티니아누스 황
제와 수행자들(547년경), 프라 안젤리코 ‘수태 고지’(1438-1445)이다. 하지
만 이 두 자료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어 어떤 의도에서 실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성당의 경우 D, E에서는 노트르담 성당을, I에서는 샤르트르 대성
당의 스테인드글라스(1220)를 실었는데 E를 보면 ‘중세 다성부 음악 발달
의 중심지 중 하나’52)라고 부연설명이 되어있다. 따라서 나머지 성당사진
들도 다성부 음악 발달에 대한 배경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르네상스는 미술작품으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A, F교과서), 미켈
란젤로의 ‘천지창조’(D, I 교과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I교과
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J교과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A의 경우 그림
에서 ‘르네상스의 미술’이라고만 언급하고 화가와 제목을 표기하지 않았
고, D는 제목만 표시했다. F는 화가와 제목, 그리고 만들어진 연도까지 표
기해주었다. I, J 역시 화가와 제목을 표기해주었지만 그림이 나타난 5권의 
교과서에서는 이 그림들이 어떻게 르네상스시대에 영향을 준 것인지에 대
한 설명이 부족했다. 그림 자료가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음악과 연결 짓는 
부분이 필요하다. 
 인쇄술 발달은 A의 경우 인쇄소모습 사진을, C의 경우 만화식그림으로 
표현해주었다. E는 산마르코 대성당의 사진을 실으면서 ‘르네상스 다성부 
합창의 중심지’라는 설명을 통해 음악과의 연계성을 보여주었다. <표 59>
는 고대부터 르네상스까지 시대적배경과 관련된 시각자료를 모은 것이다. 

52) E사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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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시각자료 교과서

고대
악기 A, B, C, D, F

세이킬로스의 비문 A, B, F, J

중세

중세시대 성당 사진 D, E, I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수행자들(547년경) F

프라 안젤리코 ‘수태 고지’(1438-1445) I

르네상스

르네상스 미술작품  A, D, F, I, J

인쇄술 발달 A, C

인간 중심 사상에서 싹이 튼 음악 등장 C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대성당 E

<표 59> 고대~르네상스 시대적 배경에 대한 시각자료

  바로크의 시각자료는 건축과 미술작품에 관한 것이다. 건축양식으로 소
개된 것은 과장된 양식의 바로크 건축(A), 베르사유 궁전(I, J)이었는데 A
는 사진에 대해 어떤 건물인지 알 수가 없었다.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한 
곳인데 추측하기로는 베르사유 궁전이나 정확하지 않다. 대신 바로크가 
17세기 고도로 화려하고 과장된 양식의 건축과 미술 분야에서 처음 사용
되었다는 설명을 통해 사진과 음악을 연관시켰다. I도 바로크가 ‘건축, 미
술, 음악 등에서 화려하고 장식적인 예술양식을 일컫는 용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J는 없었다. 시대적 배경 관련 사진은 사진만 있으면 아무 의미
가 없으므로 이 자료가 어떻게 시대적 상황을 설명해주는지 또는 음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F는 미
술작품을 소개하면서 현대곡과 관련된 미술사조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토의해보도록 했는데 여기서 활동예시로 소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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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시각자료 교과서

바로크

바로크 건축 A, I, J

피렌체의 시가 전경 E

바로크 미술작품 F, G, I

고전

대규모 공개 연주회 포스터, 공개 연주회가 열렸던 빈 
국립 가극장 E
혁명 장면 그림

고전 미술작품 A, F, G, I, J

<표 60> 바로크, 고전 시각자료

 “ 문학의 상징주의와 미술의 인상주의에 영향을 받아 인상주의 음악이 나타났다. 인상주
의 미술에서 선명한 윤곽이나 정확한 형식을 피하고 빛의 변화에 따른 순간적인 인상을 표
현한 것이 음악에서는 멜로디 윤곽의 모호함과 음빛깔의 미묘한 변화, 풍부한 화성으로 나
타난다.”

 고전주의는 계몽주의와 관련된 시각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하나
씩 살펴보면, E에서는 공공연주회가 많이 생겨났던 고전주의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연주회 포스터와 극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혁명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혁명을 연상시키는 미술작품을 함께 제
공했다.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등 제목만 보아도 혁명을 연상시킬 수 있는 작품들을 실었다. 다만 A는 
그림제목 대신 ‘계몽주의’라고 하여 의문이었다. 그리고 들라크루아의 그
림이 A, J에서는 고전주의에 소개되었는데 F에서는 낭만주의에 소개되었
다. 이 그림은 1830년 작품으로 고전주의가 19세기 초까지이고 이어서 낭
만주의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 경계에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것이 잘
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어떤 교과서로 공부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다른 시대 작품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바로크와 고전
주의의 시대적 배경 시각자료는 <표 6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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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C사 ‘민족주의 시대적 배경’

 낭만주의의 시각자료는 미술작품과 철학에 관한 것이다. 미술작품은 에곤 
쉴레, 들라크루아, 프리드리히의 작품이 제시되었다. 에곤쉴레의 ‘죽음과 
소녀’(D)는 슈베르트의 현악4중주 ‘죽음과 소녀’를 가지고 하는 학습활동
에서 소개되었으나 부연설명이 없어서 맥락적인 서술이 필요하다. 들라크
루아는 앞서 설명했듯 다른 교과서에서는 고전주의에 소개됬지만 F에서는 
낭만주의에서 소개되었다. 그 외에는 J에서 철학자 니체의 초상화가 제시
되었다. 하지만 철학에 대한 언급 없이 니체가 제시되어 학습활동이나 내
용과의 연결성이 없었다. 이런 경우 음악만 독립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그
렇게 되면 시각자료의 의미가 사라지므로, 부연설명이 있어야 한다.
 민족주의와 관련된 시대적 배경 자료는 민족주의가 발생한 동유럽, 북유
럽의 지도 그림과 민족의식 고조에 관한 그림이 있다. 민족주의 관련 시대
적 배경자료는 C 1권에서만 나타나서 다른 시대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민족주의를 포함한 모든 시대에서 시각자료가 동등한 비
중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근·현대 시각자료는 인상주의 미술과 현대미술 작품, 그리고 전쟁과 관련
된 자료이다. 인상주의 미술작품은 5권의 교과서에서 나타난다. 가장 많이 
나타난 작품은 모네의 ‘해돋이’로 5권 중 4권에서 나타났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모네의 ‘수련’이 있다. A는 ‘모네의 ‘해돋이’를 실으면서 그림
의 제목과 화가에 대한 언급 없이 ‘인상주의 미술’이라고 하였는데 정확한 
화가와 제목을 써주어야 한다. C는 모네 ‘해돋이 인상’, 고흐 ‘별이 빛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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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F사 ‘민족주의와 근·현대 모네작품’

밤’을 소개하면서 드뷔시의 교향시와 함께 감상하고 느낌을 비교해 보도록 
했다. F는 모네의 ‘해돋이’가 민족주의와 근·현대 두 시대에 나타난다. F
에 수록된 연대표에서 민족주의를 보면 미술작품으로 모네의 ‘해돋이’를 
소개했다. 그리고 서술내용 중 모네의 ‘해돋이’를 인상주의 작품으로 다시 
소개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 시대에만 국
한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다. 

 G는 모네의 ‘해돋이’를 소개하면서 C처럼 드뷔시의 교향시와 연관지어 
활동을 제시했다. 정리하면 인상주의 미술을 활동과 연계하여 제시한 교과
서는 C, F, G 연계하지 않은 것은 A, I이다. I의 경우 현대미술을 3개(마
티스 ‘춤Ⅱ’, 피카소 ‘우는 여인’, 앤디워홀 ‘청록 마릴린’)나 제시했지만 
활동과는 연계가 없어서 연관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I에서 제시
된 마티스의 ‘춤Ⅱ’은 원시주의 음악과 관련지을 수 있다.
 <표 61>은 낭만주의~근·현대 시각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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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낭만~근·현대 시각자료 교과서

낭만
낭만 미술작품 D, F, I

철학자 니체 J

민족
동유럽, 북유럽 지도, 민족의식 고조 C

모네 ‘해돋이’ F

근·현대

인상주의 미술작품 A, C, F, G, I

현대 미술 F, I

제2차 세계 대전 중 사용된 원자폭탄 J

<표 61> 낭만주의~근·현대 시각자료

(3) 작곡가 

 작곡가 시각자료는 작곡가의 사진, 그림 등이 있다. 작곡가는 시대마다 
공통될 것이므로 시대별로 살펴보았고, 고대와 중세에서 작곡가 미상인 악
곡은 제외시켰다. 
 <표 62>를 보면 D와 J는 모든 시대에서 작곡가 시각자료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D는 학습활동에서 마렌치오와 죠스캥의 곡을 소개했
지만 사진은 없었고, J도 팔레스트리나의 악곡감상에 대한 활동에서 작곡
가 사진은 없었다. 반면 A, C, H, I의 경우 활동에 소개된 작곡가들의 사
진을 모두 실었다. 작곡가 시각자료의 경우 교과서마다 제시여부가 이처럼 
달랐다. 
 시대별로 자세히 보면 D는 마렌치오의 곡을 소개하면서 카바라조라는 
‘류트 연주자’의 사진을 수록했는데, 사진을 꼭 하나만 제시해야 했다면 
작곡가인 마렌치오의 사진을 넣는 것이 활동과 더 관련이 있다. 류트연주
자에 대한 언급 없이 사진만 실려 있어서 활동과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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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D사 ‘류트 연주자’

시대 작곡가 A B C D E F G H I J 계

중세
마쇼 o 1

페로탱 x 0
포겔바이데 o 1

르네
상스

라소 o 1
마렌치오 x 0
죠스캥 o x o 2
팔레

스트리나 o o x o o o x 5

바로
크

바흐 o o o o o o o o x 8
비발디 o o 2
파헬벨 x 0

프레 x 0

<표 62> 작곡가 시각자료 제시여부

 J는 헨델과 모차르트의 악곡을 제시한 교과서 중 유일하게 사진이 없었
다. 바로크 음악에서는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감상하자는 활동
에서 악보는 있었으나 작곡가사진이 없었다. 대신 바로크의 전체적인 분위
기를 알 수 있는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한 내부 모습’과 ‘바로크 시대의 
합주 모습’을 수록하였다. 고전주의에서는 모차르트의 교향곡이 제시되었
지만 ‘현악 4중주를 이끄는 하이든’의 사진이 수록되어 활동과 연관된 시
각자료는 악보 외에 없었다. D는 베토벤 사진이 유일하게 없었는데, 활동
에서 사진 대신 소나타 형식을 위한 시각자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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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우스
헨델 o o o o x 4

고전
모차르트 o o o o o o x 6
베토벤 o o o x o o o o 7
하이든 o x o x x o 3

낭만

리스트 o o 2
바그너 x o 1
베르디 x 0

베를리오즈 o o o o 4
브람스 o 1
쇼팽 o x o o o 4
슈만 x o x 1

슈베르트 o x o o 3
차이콥스키 o o o 3
파가니니 x 0

민족

그리그 o x o 2
드보르작 o 1

무소
로그스키 o 1

바르톡 o 1
보로딘 o 1

스메타나 o o 2
시벨리우스 o 1

근·
현대

드뷔시 o o x o o x 4
라이히 x 0
리게티 x 0

슈톡하우젠 o o x 2
스트

라빈스키 o x o o x 3

쇤베르크 o o o o x 4
케이지 o x 1

필립글래스 o 1

 
 지금까지 연대표, 시대적 배경, 작곡가에 관한 시각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대한 시각자료는 10권 중 5권에서 나타났으나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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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역사적 맥락을 파악해야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더 많은 교과서에서 
제시하길 기대한다. 시간의 흐름은 연대표와 시대에 대한 표시가 있었는
데, 연대표는 가로로 연대를 쭉 나열하고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시대별 악
기, 작곡가, 특징, 미술작품, 사진 등이 제시되었다. 시대에 대한 표시는 
시대별 학습 부분에서 전체시대를 나열하고 해당하는 시대만 다른 색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둘째, 시대적 배경 시각자료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
하여 음악사적 내용과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대적 배경을 넣
는 이유는 음악에 어떤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므로, 이 부분을 언급해줄 필
요가 있다. 또한 미술작품에 대해 화가와 제목을 제시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제시한 경우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제재곡의 작곡가에 대
한 시각자료가 부족한 교과서가 있었다. 학습활동에서는 작곡가가 언급되
었으나 시각자료가 없다면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못준 것이다. 대부분
의 교과서가 제시하고 있고, 소수의 교과서만 없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4) 기타 

 기타 시각자료는 음악개념, 감상보충자료, 빈칸∙표로 나누었다. 음악개
념은 푸가형식과 소나타형식등과 같은 음악개념을 도식, 도형을 사용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경우이다. 감상보충자료는 악곡의 구성
을 도식화하거나 악곡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 감상활동을 구체화시킨 것
이다. 빈칸∙표는 학생들이 악곡을 듣고 느낌을 적는다거나 특정 내용을 
조사하고 발표할 경우, 빈칸 또는 표에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표 
63>은 교과서의 기타 시각자료 개수이다. 기타 시각자료는 10권 중 5권
(C, D, F, G, I)에서만 나타나서 나머지 5권은 표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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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기타 C D F G I 계

음악개념 6 1 1 2 1 11

감상보충 6 · · · · 6

빈칸∙표 1 12 6 · 3 21

<표 63> 기타 시각자료

        교과서
음악개념 C D F G I

음악개념

단성음악
다성음악
화성음악
다성기법

푸가
소나타형식

소나타형식 소나타형식 푸가
소나타형식 소나타형식

<표 64> 음악개념 시각자료

 기타 시각자료는 학습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각자료이지만 모든 교
과서에서 나타나지는 않았다. 감상보충은 C에서만 나타났고, 빈칸∙표는 
기타 시각자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G를 포함한 6권의 교과서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기타 시각자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예 나타나지 
않은 교과서도 5권이나 되어 반을 차지한다. 기타시각자료를 좀 더 자세
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음악개념은 푸가와 소나타형식의 도식화가 주로 나타났고, 그 외에 C에
서는 단성, 다성, 화성음악을 그림으로 나타낸 시각자료가 있었다. 음악개
념에 관한 시각자료는 푸가와 소나타형식을 제외하고 거의 나타나지 않았
지만 교과서에 제시된 음악개념은 알베르티베이스, 변주곡, 지속저음, 12
음기법 등 푸가와 소나타형식을 제외하고도 많이 있다. 모든 음악개념을 
다 시각화할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은 음악개념들이 시각화될 필요가 있다. 

 
 5권의 교과서에서 모두 나타난 개념은 소나타형식이다. 본 논문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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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판
사

쪽
수 소나타 형식 도식화

 C 135

 D 120

<표 65> 소나타 형식 도식화

양음악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나타형식은 모든 교과서에서 고전주의의 
학습내용으로 다루고 있었다. 다만, 소나타 형식을 설명하는 방식에 차이
가 있었는데, 아래 표에 제시된 것처럼 소나타 형식의 제시부, 발전부, 재
현부 그리고 제1,2주제의 진행을 도식으로 시각화하여 알기 쉽게 제시한 
교과서들이 있었다. 소나타 형식을 음악적 특징에서 언급했다면, 글로만 
하는 것 보다는 아래 표처럼 도식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표를 보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소나타 형식을 구성하는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의 특징을 도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제시부에서 나
타나는 1주제와 2주제를 각각 다른 도형으로 제시하고 발전부에서 이 도
형의 변형된 모습을 통해 발전부의 특징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재현
부에서는 다시 제시부와 같은 도형으로 나타내어 재현부에서 1,2주제가 
다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제시방식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소나타 형식의 구성을 알기 쉽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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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123

 G 146

 I 101

 
 감상보충자료는 악곡의 구성을 도식화하거나 악곡내용을 그림으로 나타
내 감상활동을 도와주는 시각자료를 말하는데, 이는 C에서만 나타났다. 감
상보충자료는 크게 ‘그림+글’과 ‘표’가 있다. 감상보충자료는 감상곡을 그
림으로 표현하여 구체화시키고, 학생들의 흥미를 끈다는 장점이 있지만 C
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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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표 그림+글

베토벤 운명교향곡 
보로딘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중 보리수, 봄날의 꿈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표 66> 감상보충 시각자료

 빈칸∙표는 시대적 배경을 조사, 발표할 때, 악곡을 듣고 느낌을 적을 
때, 작곡할 때, 가사를 창작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때 등과 같
은 활동에서 빈칸이나 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빈칸∙표의 경우 ‘비교해보자’, ‘적어보자’, ‘조사해보자’와 같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없는 교과서도 있
다. A는 학습활동에서 사례를 찾아 발표하기가 있었지만 악보 외에는 시
각자료가 없었고, E는 르네상스와 중세음악을 비교해보자는 활동이 있었
지만 표나 빈칸은 제시하지 않았다. G도 근·현대의 그래픽악보와 전자 음
악의 소리를 비교하여 설명해보자는 활동에서 악보만 제시했다. H는 조사
하고 발표해보자고 활동에 제시했지만 추천 감상곡만 제시했다. 이렇게 교
과서에는 다양한 학습활동이 있지만 각 학습활동의 특성에 맞는 시각자료
를 제시한 교과서는 한정되어 있다. <표 67>은 빈칸∙표를 정리해놓은 것
이며, 예시에 해당하는 것은 밑줄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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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자료 C D F G I

빈칸∙표 도화지

 비교하기 
느낌적기 

가사붙이기
작곡하기

공통/차이점
방송기획
현악4중주
알베르티
베이스

가사붙이기
계몽주의
산업혁명
작곡하기
느낌적기

연관성조사

x
특징적기
특징연결
이유적기

예시 x

<표 67> 빈칸⦁표 시각자료

4) 다른 과목과의 연계

 학습활동 중 다른 과목과 연계된 것은 약 16%로 22개이다. 가장 많이 
나타난 과목부터 나열하면 역사, 미술, 문학, 체육, 사회, 기타과목이다. 

(1) 역사

 역사는 가장 많이 나타난 과목으로 8개이며, 시대는 중세, 르네상스, 바
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민족주의에 골고루 있다. 역사는 음악사의 과목 
특성상 당연히 연계해야하는 과목일 수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서에는 8개이지만, 후에 개정될 교과서에서는 더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한
다. 
 역사와 연계된 활동은 시대에 따라 다루는 주제가 다양했다. 중세에서는 
십자군, 바로크는 절대 왕정 체제, 고전주의는 계몽주의, 낭만주의는 산업
혁명 등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음악과 연결짓도록 했다. E는 
중세의 세속음악 중 포겔바이데의 ‘팔레스타인 노래’를 제시하면서 십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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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G사 ‘계몽주의와 고전주의 음악 학습활동’

전쟁과 연결지었다. ‘팔레스타인 노래’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기사가 예
루살렘에 도착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중세시대는 십자군 전쟁의 여파로 
지역 영주들과 교회의 정치적 힘이 약화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르네상
스시대에서는 조스캥의 아 카펠라를 감상하고 역사적 의의를 조사하는 활
동이 제시된다. 바로크는 절대 왕정 체재와 바흐의 음악을 비교하는 활동
이 제시되었다. H는 교과서 설명에서 바로크 음악이 궁정 중심의 화려함
을 반영하여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등의 극음악이 발달하였지만 다른 한편
으로 바흐를 중심으로 종교적 색채가 짙은 진지한 음악도 나타났다는 것
을 설명한다.53) 따라서 학습활동에서 ‘절대 왕정 체재가 지배하던 바로크 
시대의 화려한 분위기와 다르게 바흐의 음악이 비교적 진지했던 이유를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서 이야기하기’를 제시하여 학습하도록 했다. 고전주
의는 3개의 학습활동이 있는데 2개는 계몽주의 사상과 고전주의 음악, 1
개는 바로크와 고전주의 음악을 비교하는 활동이다.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
의 존엄성과 자유권을 강조하며 경험에 의한 이성을 존중하는 사상으로 
고전주의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을 배우고 이것이 
음악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학습할 수 있다. G는 계몽주의가 고전주의 
음악에 끼친 영향으로 ‘공공 연주회장 확대, 아마추어 음악인 형성, 음악 
저널리즘 성행’ 등을 제시했다. 

 F는 낭만주의를 설명하면서 산업혁명이 낭만주의 음악에 미친 영향을 모
둠별로 토의하는 활동을 제시하는데, 표에서 키워드를 제시하여 학습에 도
움을 주었다. 하지만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1~2줄이라도 설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53) H사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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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E ∙ 중세 세속 음악에 십자군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을 당시의 시대상과 관
련지어 알아보기. 

르네상스 D ∙ 조스캥의 4성부 아 카펠라 ‘Ave Maria’를 감상, 아 카펠라의 어원과 
뜻, 역사적 의의에 대해 조사하기. 

바로크 H ∙ 절대 왕정 체재가 지배하던 바로크 시대의 화려한 분위기와 다르게 바
흐의 음악이 비교적 진지했던 이유를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서 이야기하기 

고전

F ∙계몽주의 사상이 고전주의 음악에 미친 영향을 조사, 발표하기. 

G ∙계몽주의 사상의 전파와 산업기술의 발달이 고전주의 음악의 발전에 끼
친 영향을 조사, 발표하기. 

J ∙바로크와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 감상,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
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표 68> 역사와 연계된 학습활동

<그림 61> F사 ‘산업혁명과 낭만주의 음악 학습활동’

 민족주의에서 나타난 역사와 연계된 활동은 ‘국민악파 음악이 활기를 띠
게 된 시대적 상황 조사. 발표’이다. H는 이 활동을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위한 활동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활동 외에 관련 설명이나 키워드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사와 연계된 과목은 다양한 시대에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했지만 여전히 다른 학습활동과 비교하면 개수가 적다. 또한 역사적 사
건을 다룰 때 그 사건에 대한 시각자료나 키워드,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54) <표 68>는 역사와 연계
된 학습활동을 모아놓은 것이다.

54) D는 아 카펠라의 역사적 의의, F는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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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F사 ‘표제음악 학습활동’

낭만 F ∙산업혁명이 낭만주의 음악에 미친 영향을 모둠별로 토의하기

민족 H ∙민족주의적 요소를 창조한 국민악파 음악이 활기를 띠게 된 시대적 상황 
조사, 발표하기 

 
(2) 미술

 미술과 연계한 학습활동은 낭만주의와 근·현대에 나타나며, 낭만주의는 1
개, 근·현대가 5개이다. F의 낭만주의 학습활동을 보면 고흐의 ‘별이 빛나
는 밤’을 보고 ‘그림과 어울리는 표제 음악을 작곡’하는 활동이 있다. 여기
서 그림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추가로 그림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추가하여 작곡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근·현대의 미술연계활동은 크게 인상주의와 현대미술사조가 있다. 인상주
의는 C, G에서 나타나는데 교향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감상하고 인상
주의 그림과 비교, 관련지어 설명하는 활동이다. 두 교과서에서는 모네와 
고흐의 그림이 음악과 관련지어 제시된다.
 현대미술사조는 현대 미술과 음악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활동에서 나타난
다. F를 보면 제재곡과 관련 미술사조를 제시한 후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
고 토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시된 곡으로는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
곡’,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이며 각각 인
상주의, 표현주의, 원시주의가 관련사조로 제시된다. J도 음악과 미술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사조를 조사, 발표하도록 하는데, 관련예시로 표현주의와 
인상주의를 들었다. J는 ‘연계과목 음악+미술’이라는 표시를 통해 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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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F사 ‘음악+미술 학습활동’

시대 교과서 학습활동

낭만 F ∙그림과 어울리는 표제음악 작곡

근·현대

C ∙교향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감상, 인상주의 그림이 주는 느낌과 비
교하기

F ∙제재곡과 현대 미술의 연관성을 모둠별로 조사, 토의하기

G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감상, 악곡의 느낌을 인상주의 미술 작품과 관
련지어 설명하기. 
∙ 12음 기법으로 작곡한 쇤베르크의 ‘피아노 모음곡’을 감상, 악곡의 느
낌을 표현주의 미술 작품과 관련지어 설명하기. 

J ∙음악과 미술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사조를 조사, 발표하기. 

<표 69> 미술과 연계된 학습활동

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미술과 연계된 학습활동은 낭만주의와 근·현대 두 시대에서 나타났으며, 
다루어진 교과서는 4권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표 69>와 같다.

(3) 문학

 문학은 낭만주의에서만 3개가 나타난다. 첫 번째는 B의 ‘슈만의 ‘헌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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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 B ∙슈만 ‘헌정’ 감상, 낭만주의 시와 음악에 대해 토론하기 

<표 70> 문학과 연계된 학습활동

감상하고 낭만주의 시와 음악에 대해 토론하기’이다. B는 교과서 설명에서 
낭만주의가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예술 분야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고무하였다고 하면서 시에 반주를 붙여 
노래하는 예술가곡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학습활동으로 슈만의 ‘헌정’
을 감상하고 낭만주의 시와 음악에 대해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악
보만 있을 뿐 토론에 대한 주제나 지시가 없어 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불
충분해 보인다. 
 두 번째는 C의 ‘시와 가락, 피아노 반주의 조화를 느끼며 ‘보리수’를 감
상하기’이다. C는 교과서 설명에서 예술가곡이 ‘시와 노래, 피아노 반주가 
긴밀하게 연관된 독창곡’이라고 언급하며, 겨울 나그네가 빌헬름 뮐러의 
시에 곡을 붙인 연가곡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활동에서 시와 가락, 피아노 
반주의 조화를 느끼며 ‘보리수’를 감상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겨울나그
네가 황량한 겨울, 실연을 당한 남자가 방황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설명하
면서 학생들에게 시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는 D의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죽음과 소녀’를 감상, 시를 읽고 
시적 표현 발췌 및 감정 표현하기’이다. D는 교과서 설명에서 낭만주의 
문학과 관련된 설명은 없었으나, 활동에서 제시한 시 ‘밤의 찬가’를 보여
주면서 시적 표현을 발췌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사용하여 곡에 대
한 감성을 표현하도록 했는데, 제재곡인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의 악보는 
제시되지 않아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B, C는 시와 관련된 설명이 있었
던 반면 D는 왜 슈베르트의 작품이 시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관한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추가되어야 한다. 문학관련 활
동은 낭만주의에서만 나타났고 모두 시와 관련된 활동이다. <표 70>은 문
학과 연계된 학습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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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시와 가락, 피아노 반주의 조화를 느끼며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나그네의 
제5곡 ‘보리수’를 감상하기

D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죽음과 소녀’를 감상, 이와 관련된 시인 ‘밤의 
찬가’를 읽기. 그리고 분위기를 형성하는 시적 표현을 3개 이상 발췌, 이를 
사용하여 곡에 대한 감정 표현하기

(4) 체육

 체육과 연계된 학습활동은 2개로 둘 다 근·현대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듣고 신체 표현하는 활동이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두 교과
서를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먼저 D의 경우 ‘봄의 제전’에서 어
떤 곡에 맞추어 안무를 만들 것인지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멜로디 악보만 
제시했다. ‘봄의 제전’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지고 그 안에 악곡이 있으므
로 정확히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봄의 제전에 안무를 만들라는 것
은 다른 교과서의 설명을 참고했을 때 원시주의와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
는데, 원시주의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다만 악보에서 ‘봄의 제전의 원시
적 도입 선율’이라는 설명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원시주의나 그 특징
을 알 수는 없다. I는 ‘봄의 제전’을 소개하면서 ‘고대 러시아에서 봄에 행
하던 감사와 희생의 제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발레 음악’이라고 소개했
고, 악곡의 제목을 제1부 제2곡 ‘봄의 태동과 젊은 남녀의 춤’이라고 제시
했다. 그리고 원시주의에 해당하는 미술 작품인 마티스의 ‘춤Ⅱ’이 수록되
어 있다. 하지만 이 그림과 악곡을 연결하는 설명은 없었다. 정리해보면 
두 교과서 모두 스트라빈스키의 악곡에 신체표현을 해보는 활동을 소개하
면서 원시주의에 관한 설명이 없었고, I의 경우 관련 자료는 있었지만 연
결짓지는 않았다. 그리고 봄의 제전이 여러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D
는 어떤 곡인지 명시하지 않았고 I는 세부제목을 제시했다. 두 활동 모두 
발레음악인 ‘봄의 제전’을 신체표현과 연계한 것은 의미가 있었으나 관련
사조와 활동에 대한 보충자료가 더 필요해보인다. <표 71>은 체육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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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D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음악 ‘봄의 제전’ 감상, 음악에 맞는 안무를 만들

어 발표하기 

I ∙‘봄의 제전’을 발레와 함께 감상, 모둠별로 신체 표현 하기.

<표 71> 체육과 연계된 학습활동

시대 교과서 학습활동

중세 E ∙그레고리오 성가 감상, 당시 종교 기관의 위상과 음악적 분위기의 관계
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바로크 J ∙오페라의 탄생과정과 사회적 기능 조사, 발표하기

<표 72> 사회와 연계된 학습활동

된 학습활동이다. 

(5) 사회

 사회와 연계된 활동은 2개로 중세와 바로크에서 제시된다. 중세활동은 E
의 ‘그레고리오 성가를 감상, 당시 종교 기관의 위상과 음악적 분위기에 
관해 다루기’이다. 중세는 봉건제와 로마 가톨릭 중심의 교회 문화가 두드
러졌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그레고리오 성가를 관련지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레고리오 성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악보를 통해 
곡을 지정해줬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바로크활동은 J의 ‘오페라의 탄생 
과정과 사회적 기능을 조사하여 발표하기’이다. 이 활동은 ‘탐구발표’로 연
계과목이 사회라고 명시되어 있다. 

(6) 기타

 기타활동은 E에 제시된 ‘현대 음악에서 추구하는 새로움이 다른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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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하여 살펴보자’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분야가 어떤 것인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과목과 연계하여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7)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과목과의 연계를 정리해보면 첫째, 다른 과목과 연
계된 활동의 비중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음악사의 전체 활동 
수는 136개인데, 다른 과목과의 연계는 22개로 약 16%이다. 교육과정에
서는 감상영역에서 음악이 다른 예술 영역이나 교과와 연계된 사례를 찾
아 음악의 특성이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
며, 음악사에 대한 학습은 악곡, 인물, 사회·문화적 배경 및 음악사의 전체
적인 흐름 등을 다룰 것을 제안한다. 박인희(2012)는 그의 연구에서 음악
의 역사에 대해 생각할 때는 당시의 사회, 문화 등 시대적 요소들을 포괄
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정미영(2017)은 고등학교에
서 교과목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학문과의 통합·적용이 용이하다
고 하였다. 하지만 분석 결과 다른 교과와의 연계는 교과서 10권 중 7권
에서만 다루어진 것으로 드러났고, 각 과목에 해당하는 활동 개수가 1~2
개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다른 과목과의 연계를 아예 다루지 않은 교과서
는 A, B, C이다. 
 둘째, 과목의 경우 미술, 문학, 체육, 역사, 사회과목과의 연계가 이루어
졌는데 그중 가장 많은 것은 역사로 8개이고 가장 적은 것은 체육과 사회
로 각각 2개씩이다. 미술의 경우 근·현대에 나타난 미술사조와 음악을 다
루는 활동이 많았고, 문학은 낭만주의 시와 음악, 체육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관련된 활동이다. 
 셋째, 시대별로 보았을 때는 근·현대가 8개로 가장 많고, 낭만주의-고전
주의-바로크-중세 순으로 많았다. 르네상스와 민족주의는 각각 1개씩이다. 
유일하게 고대는 다른 과목과 연계된 활동이 없었다. 근·현대에서는 인상
주의와 표현주의를 음악과 연계하는 것, 근·현대시대에 나타난 미술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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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역사 미술 문학 사회 체육 기타 계

개수 8 6 3 2 2 1 22

시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민족

낭만
근·현대 낭만 중세

바로크 근·현대 근·현대

<표 73> 활동에서 다른 과목과의 연계

양한 사조와 음악 사조를 연관 짓는 활동,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을 가
지고 신체 표현하는 활동을 제안한다. 낭만주의는 미술, 문학, 역사에서 
골고루 한 개씩 나타나는데, 미술은 그림과 어울리는 표제음악 작곡, 문학
은 슈베르트, 슈만의 음악과 연계하였고 역사는 산업혁명과 연계된다. 고
전주의는 계몽주의 사상이 음악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도록 했고, 민족주의
는 시대적 상황, 그리고 바로크는 오페라의 사회적 기능을 탐색하는 활동
이 있다. 
 넷째, 다른 과목과의 연계를 할 때는 학생들이 평소 음악시간에 접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시각자료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아
니면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혹은 활동 자체에서 조사하여 
모둠별로 토의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다섯째, 다른 과목과의 연계는 고대시대에 없기 때문에 추가될 필요가 있
고, 다양한 과목과 다양한 시대에서 더 많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73>은 서양음악사 학습활동 중 다른 과목과 연계된 활동을 과목, 개
수, 시대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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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10종의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서양 음악사를 분석하여 서양음악사 학습에 도움을 주는 데에 목
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서양음악사 관련요소 분
석, 서양음악사에 나타난 학습활동 분석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음악교과서 10종의 서양 음악사에서 시대구분은 출판사마다 조금
씩 달랐으나 바로크는 1600-1750년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교사가 서양음
악사의 시대구분이 유연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
으며, 특정 년도를 학습할 때는 그 구분에 대한 기준을 함께 제시한다면 
좋을 것이다. 서양음악사의 서술내용은 출판사마다 상이하였는데 분석을 
통해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이 잘 서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만,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간의 맥락적 서술이 필요하며, 새로운 장르
와 사조에 대한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음악교과서 10종의 서양음악사에 나타난 학습활동 중 약 12%의 
학습활동에서 성취기준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88%는 반영되지 않음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학습활동에서는 ①음계, 형식 등 음악개념을 표현하는 
활동과 ②음악적 특징을 역사·문화적 배경과 함께 다루는 활동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는 음악요소와 개념을 소리, 언어, 그
림, 신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권장하는데, 서양음악사에서 
이를 반영한 활동은 5개(3.6%)로 많지 않았다. 감상영역의 성취기준 [12음
02-03]에서는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것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활동은 2개(1.4%)
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취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학습활동이 
추가된다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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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학습목표의 다양한 서술어 대신 ‘이해한다’와 ‘감상한다’가 상대적
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조사, 발표, 표현 등의 서술어가 추
가된다면 서양음악사 수업이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출판사별로 서양음악사의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의 일치여부를 분석한 결과 
10개의 출판사 중 2개 출판사의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은 일치하지 않았다. 
B교과서의 목표는 시대별 특징을 이해하고 비교하며 감상하는 것인데, 비
교하는 활동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교과서의 목표는 ‘음악을 듣고 
주요 시대와 장르를 구별할 수 있다’ 인데 활동이 시대별로 제시되어 있어
서 시대구별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시대별수록 악곡은 1개~20개까지 제시되어 있으며, 분석을 통해 
시대별로 많이 제시된 악곡과 작곡가를 정리하였다. 서양음악사에서 제시
되는 악곡은 활동의 제재곡이 된다. 따라서 교사는 악곡을 통해 학생들이 
그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학습활동이 감상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학습활동의 영역을 표현, 
감상, 생활화, 혼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총 136개 중 감상활동이 89
개로 가장 많았고 표현활동이 6개로 가장 적었다. 또한 시대별로 골고루 
활동이 배분되어 있지 않고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비교적 많았다. 따라서 
학습활동의 영역과 시대가 균형있게 재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과서에 수록된 악보의 형태는 활동의 종류에 따라 적절히 편집 
후 제시되는 것이 좋고 악보가 필요한 학습활동에서는 되도록 악보가 제
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악보를 전체악보, 부분악보, 설명악보
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활동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악보 형태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활동에서 악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지 않은 경우
는 10권 중 7권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악보수록에 있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시각자료는 활동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적절히 제시되어 있었다.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시각자료는 시간의 흐름, 시대적 배
경, 작곡가,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음악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
른 맥락을 파악해야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연대표가 제시되는 것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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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 중 5권에 그쳤다. 시대적 배경에 관련된 시각자료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음악적 특징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타 시각자료에서 
음악개념을 시각화한 자료는 개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악보 밑에 빈
칸이나 표 채워넣기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시각자료가 더 수록
되어야 한다. 
 여덟째, 현재 서양음악사의 학습활동 중에서 다른 과목과 연계된 활동은 
16%로 비중이 매우 적다. 연계된 과목은 역사, 미술, 문학, 사회, 체육, 
기타이다. 서양음악사를 다른 과목과 연계시킨 학습활동은 음악적 창의·융
합사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요한 활동으로서 폭넓은 음악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에 나
타난 서양음악사에 대해 내용 및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하고 서양
음악사 수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시작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서양 음악사를 관련요소와 
학습활동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관련요소는 10종의 음악교과
서에 서술된 서양음악사의 내용을 종합·정리한 것으로 ‘시대구분 및 서술
내용 분석’, ‘성취기준 수용여부’, ‘학습목표’, ‘시대별수록 악곡’으로 나누
어진다. 학습활동은 10종의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학습활동을 ‘영역분석’, 
‘악보’, ‘시각자료’, ‘다른 과목과의 연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의 일반선택과목인 ‘음악’교과서의 서양음악사
만 다루었으므로,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서양음악사에 대한 분석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인 ‘음악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교과서
에 수록된 서양 음악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음악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서양 음악사는 다루지 않았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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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추가적으로 ‘음악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서
양음악사 연구가 진행된다면 좋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교과서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학교의 교수·학습현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
기 때문에 사례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이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양한 학습 도구와 수업방법을 
개발하고 접한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지침서는 
교과서이다. 그런 점에서 교과서는 매순간 진화해야 하며 창의적이고 자율
적인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 서양음악사는 2015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에 
직접적으로 명시될 만큼 강조되는 분야이지만 수업방법에 있어서는 이론
적 설명을 들은 후 감상하는 예전방식 그대로를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이런 현상을 바꾸기 위해 음악교과서의 학습활동이 먼저 개선될 필요
가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학습활동이 제시되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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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Western Music History 
in High School Music Textbooks 

based on 2015 Revised Curriculum : 
focused on Learning Activities

 Lee, Jin Hee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Music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and learning activities of 
Western music history in high school music textbooks by ten 
publishers under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o suggest 
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on Western music history.
   The contents of the textbooks were largely divided into 
'related elements' and 'learning activities'. Related elements were 
subdivided into the 'definition of musical era and description', 
'reflection of achievement standards', 'learning goals', and 
'representative music from each era'. Learning activities were 
divided into the 'area analysis', 'music score', 'visual material', 
and 'connection with other subjects'.
   First, the definition of musical era and top assoc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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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had subtle variations among the ten publishers. 
Therefore, it will be helpful if a teacher could inform that the 
exact years of a period can be flexible, while introducing a 
musical era to the students. In description part, background and 
musical characteristics of each era were mentioned, but the 
explanation of new styles and genres was insufficient.
  Second, the reflection of achievement standard analyzes 
whether the three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appreciation 
were met in both contents and learning activities. Only about 
12% of cases met the standards in the learning activities. Thus, 
it is necessary to add the 'activities to express musical concepts' 
and the 'activities to deal with musical characteristics along with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in the learning activities.
  Third, the learning goals of Western music history were 
inclined toward statements such as ‘understanding’ and 
‘appreciating’. Two of the publishers had relatively diverse 
predicates such as comparison, explanation, distinction, and 
expression. Although most cases had their learning activities and 
learning goals matched, some cases did not. If the goals such as 
'distinction', 'expression', 'investigation', and 'presentation' were 
added, classes will be able to explore the subject at a deeper 
level.
  Fourth, the representative music from each era were listed as 
low as one to as many as twenty per textbook. Most frequently 
listed pieces and composers for each era were summarized. Since 
the activities often involve music introduced in the 'learning 
goals', it will be ideal if the students can directly experien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ra through the music itself.
  Fifth, stratifying the learning activities into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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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eciation', 'application', and 'combination' revealed that 
learning activities were biased toward 'appreciation', whereas 
'expression' took up a very small portion. Therefore, learning 
activities need to be reconstructed to have more balance.
  Sixth, the music score in textbooks were divided into 
'complete', 'partial', 'explanatory'. The music score required for 
most of the learning activities was presented. It will be helpful if 
the score are edited based on the purpose of the activity.
  Seventh, the visual materials were divided into 'timeline', 
'historical background', 'composer', and 'others'. Only 5 
publishers included the timeline in their textbooks, and it is 
recommended to add it to those textbooks that lacked it.
  Eighth, the activity of connection with other subject accounted 
for about 16% of all learning activities. 'Connection with other 
subjects' is a crucial step to nurture the musical creativity and 
interdisciplinary thinking, and thus, students will benefit from the 
activity.

keywords : music education, western music history, music 
textbook, learning activity
Student Number : 2020-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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