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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future directions in education and derive challenges in music
education after analyzing various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its subdivisions.
For this: there was examination of the trend of future education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
analysis of challenges with an interest that requires continuous research in music education, and
the results found the following: Most data focused on ‘Human’, ‘Digital’,‘Cross-curriculum’
and ‘Learning Environments’. There was an immersion in music education of: Curriculum,
Inclusion-Empathy, Computing and Thinking, differentiated instruction. In this sense, discussing
challenges in music education is as follows: First, developing curriculums should be based on the
nature of music in consideration of the diverse situations of a future society. Second, it is
required to emphasize human relationships, communications, caring and humanity for empathy with
others through music education. It is also valuable to keep teacher competence balanced and used
in classes through face-to-face classes together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ird, there should be
continuous attempts to provide creative musical thinking courses as a part of problem-solving. At
school lesson plans having the nature of music should evolve in music education, a which can
promptly respond to changes in a future society under digit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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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는 인공지능,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 등 새로운 상황에 발맞추어 발표된 교육부와 산하
단체의 여러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 교육의 방향을 살피고 이에 따른 음악교육의 과제를 도출하고
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 검토를 통해 미래 교육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음악교
육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자료 대부
분이 <인간>, <디지털>, <범교과>, <학습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근간으로 음악
교육에서는 ‘교육과정’, ‘포용과 공감’, ‘컴퓨팅 사고’, ‘맞춤형 수업’이 핵심 내용으로 대
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음악교육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
래사회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음악 고유의 본질이 바탕을 이루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
째로 미래사회에 학교 음악 교육을 통한 인간과의 관계와 소통, 배려, 상대와 공감할 수 있는 인간
다움이 강조되어야 한다. 인공지능과 함께 면대면 수업을 통한 교사 역량이 균형을 이루며 수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로 문제해결 과정으로써 창의적 음악 사고 과정 수업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야 한다. 학교 음악 교육은 디지털, 인공지능 환경 위에 새로운 미래사회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음악 고유의 특성을 살린 교과로 거듭나야 한다.
주요어 : 음악교육, 인공지능, 교육과정, 공감,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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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농업혁명 이후 철도 건설과 증기 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끈 제1차
산업혁명,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제2차 산업혁명, 1960
년대 이후 시작된 ‘컴퓨터 혁명’ 혹은‘디지털 혁명’ 이후의 제3차 산업혁명을 거쳐 제4
차 산업혁명은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면서 강해진 센서, 인공지능 등을 그 특
징으로 한다(as cited in KICE, 2016).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접어드는 현대사회는 지능
정보사회(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로 이행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변화가 예측된
다. 여기서 말하는 지능정보사회는 데이터와 지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
술 인프라(ICBM; ioT, cloud, big data, mobile)가 구축된 새로운 혁신이 이어지는 사회이다
(Park et al., 2020). 다시 말해, 방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지능형 시스템의 발달, 그 컴퓨터나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기술에 기반하여 수요자에게 맞
춤형 정보가 최적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다(KICE, 2016).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학습이나 문제해결에서 인간의
마음이나 인지능력을 모방하거나 능가하는 기계로, 이의 발전 속도와 잠재성으로 볼 때 국
가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기술이다(MOE, 2021). MOE(2021)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화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어 감에 따라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여 자
기 주도성 함양을 부각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두를 위한 공평한 교육 기회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인공지능 환경이 사회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현시점에서 음악교육 또한 현명한 활용 능력을 고민하고 앞으로 인간과 기계와의 공생
을 위한 제반 준비가 철저히 연구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COVID-19를 기점으로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학교 현장 또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 이은 뉴노멀 시대, 블렌디
드 수업 방식, 차기 역량중심 교육과정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 현상과 인공지능의 속도
에 맞추어 음악교육도 수업과 평가 방식 등 그 대처 방안에 관한 모색이 시급하다. 학교에서
학습자는‘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로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이러한 상황
을 받아들이고 있는 MZ세대이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엄
(M)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디지털 환경
에 익숙하면서 아날로그를 경험한 경계 사이에 있는 세대를 뜻한다(Naver Diction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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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3). 이러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학교 음악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고 어떠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과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이 시점에 중요한 일
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부와 산하 단체가 최근 발표한 연
구 자료를 분석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음악교육의 과제를 살펴보는 과정은 주변을 살펴 미래
음악교육을 관망해 볼 수 있는 바람직한 탐색이다. 따라서 주변에 미래 교육을 관망하면서
발표된 여러 연구와 보고 자료를 살펴 분석한 결과를 음악교육과 연결지어 주요 내용을 정
리하고 앞으로 음악교육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음악교육의 미래 연구 동향을 예측하고 새로운 학습자 성향에 맞추어 앞으로 교육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미래사회에 대한 초등 음악교육의 대비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새로운 상황에 발맞추어 발표된 교육부와 산하 단체의 여러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 교육의 방향을 살피고 이에 따른 음악교육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문헌 분석을 통해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과 교육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
로 음악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발판으로 삼아 음악교육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여러
문헌을 통해 파악하고 학교 현장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과 현장 전문가로서 앞으로 나
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미래 교육의 흐름과 그 전망
음악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을 전망하기 위해 먼저 최근 몇 년간 교육부, 지역교육청 및 교
육과정평가원 등의 연구 보고서, 연구 과제와 논문을 분석하여 음악교육의 전망과 그에 따
른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그동안 학교 교
육에서 이루어지던 많은 체제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은 이제 기계가 인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상상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로 인공지능이 우리 교육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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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 SMOE(2022)은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 보고서에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2.0· 2022 교
육과정·고교학점제, 인공지능·생태전환교육 강화, 교원 수급·양성 제체 개편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2021 교육부 업무계획으로 발표한‘함께 성장하는 포용 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2022 교육과정 개정, 미래 변화를 선도할 인
공지능과 환경생태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SMOE(2021)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는 인공
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과 학습자 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하면서 융합 미래형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공유·협력 및 교육문화 확산을 위해 다방면에 힘쓴다. Joint Ministries(2020)는 인
공지능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3가지 정책을 주장하는데, 지금까
지 살펴본 연구 보고서의 대부분이 아래 [그림 1]의 주제와 연관성을 가진다.

[그림 1] 핵심 추진과제
출처: Joint Ministries(2020), p. 15.
여기서는 교육정책의 3대 방향으로 인간중심 사고에 바탕을 두고 새 구조를 만들어 내는
인재(인재상), 학습자의 특성/상황/수준/정서에 맞춘 개별화 교육(학습환경),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정책, 혁신기술의 포용적 사용(정책 과정)을 강조한다. 여기서 인재상은 감성적
창조, 학습환경은 초개인화 학습환경, 정책 과정은 따뜻한 지능화를 언급하며‘인간다움’
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한편 KICE(2020)은 학
교 교육에서 인공지능 에듀테크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AI 및 에듀테크 활용 프레
임워크를 설정하고 활용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여기서는 AI 및 에듀테크 활용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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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워크 양식을 교육과정 영역과 교수학습 영역에 해당하는 ‘분석-설계·개발-실행-평
가’영역, 마지막으로 학생지도 영역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KICE(2016)에서는 기술 발달에
따른 학교 교육 변화의 전망으로 <교육내용의 변화>, <교수학습의 변화>, <학교 교육 주체의
변화>를 설명한다. 교육내용의 변화에서는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고등 사고력의 중
요성을 강화한다는 점, 교수학습의 변화는 개별 학습자에 초점을 두는 맞춤형 학습의 구현,
연계·융합에 초점을 두는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에 중점을 둔다. 마지막 학교 교육 주체
의 변화에서는 교사가 개별 학습자의 학습을 안내하고 조력하는 ‘학습 지원자’로서의 역
할과 공간으로서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소통을 위한 공간과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토
론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바뀌는 것에 주목한다. MEST(2011)의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에는 디
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교육 방법 및 평가는 온라인 수업과 평가 활성화를 언급하고 교육
환경은 교육콘텐츠 자유 이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MOE(2021)의 공청회 자
료집에서 미래 교육의 준비를 위한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한 것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과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다. Gwak(2022, April
29)은‘코로나 엔데믹 시대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과 과제’라는 발표에서 미래사회에 요구
되는 3가지 역량을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 인식역량,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 도출
역량,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설명하며, 창의적인 문제 해결역량을 갖춘 인간과 인
간에 가까워진 로봇, 인간과 기계의 공생을 언급한다. 또한 코로나 엔데믹 시대 에듀테크 환
경의 변화로는 맞춤 학습 증가, 교사·학생·부모의 역할 변화, 학습공간의 변화, 학교의 역
할과 운영방식의 변화, 혼합 학습의 증가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표
로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 분석
중점 내용
전문분야

주관

1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

MOE
(2022)

2

2022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바뀝니다

3

코로나 엔데믹 시대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과 과제

MOE &
SMOE
(2021)
Gwak
(2022,
April 29)

인간

디지털

범교과

학습환경

∘

∘

∘

∘

∘

∘

∘

∘

∘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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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SMOE
(2021)

∘

∘

5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MOE
(2021)

∘

∘

∘

∘

6

2022 개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연구 공청회 자료집

MOE
(2021)

∘

∘

∘

7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Joint
Ministries
(2020)

8
9
10

학교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및 에듀테크
활용 방안 탐색
지능정보사회 대비
학교 교육의 방향 탐색
스마트 추진 전략

∘

∘

∘

∘

KICE
(2020)

∘

∘

KICE
(2016)

∘

∘

MEST
(2011)

∘

2022
교육과
정 개정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본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 연구보고서, 연구 논문, 연구 과
제 등을 고찰한 결과 공통으로 강조되고 있는 용어는 <인간>, <디지털>, <범교과>, <학습 환
경>과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에 따른
‘인간다운’면모에 대한 강조, 각 교과 내용의 습득과 함께 폭넓은 범교과 주제 학습의 강
화, 제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환경의 변화 등 대부분 연구 자료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음악교육의 흐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시작으로 미래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한 내용을 토대로 음악
과 연관된 연구를 찾아 분석하고자 한다. Min(2019)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음악교육의 전망과
과제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음악, VR을 활용한 효과적인 음악
교육, 정보통신기술의 수용, 음악교육계의 리터러시 제고, 감성교육으로서 음악교육, 인간다
움의 발견 등으로 미래 음악교육을 전망하고 있다. Choi(2021)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를 위한
음악교육의 과제에서 음악의 보편적 지식과 음악적 앎을 추구하는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음
악의 행위적 지식의 경험 마련, 지속적인 상호작용, 기술과 예술이 객관적 목적으로 아름다
움, 선함을 위해 사용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을 강조한다. Kim & So(2021)는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설계방식 탐색에서 향후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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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음악 교과 본질에 기반한 교과 역량 설정과 교과 역량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을 연계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교과 역량 중심으로
구조화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자율성과
융통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Ohn et al.(2021)은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기준을 마련하
는 연구에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의 강조점을 정리하고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기준
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학습자가 주도성을 기초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설계, 소수의 핵심 아
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의 엄격성과 연결성 강화, 교과 고유의 사고와 탐구를 명료화
하여 깊이 있는 학습 지원, 목표, 내용 체계-성취기준,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성 강화, 학생
의 학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과정 자율화의 토대 마련을 중점 강조하고 있다. Min &
Kim(2020)은 컴퓨터 사고력은 컴퓨터 과학자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 기술이라 강조하면서 추상화와 자동화가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라 설명한다.
미래 교육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인간, 디지털, 범교과, 학습 환경과 같은 용어를 기
반으로 음악교육 내용을 찾아 분석하면, <인간>이라는 범주에 음악 창의성, 포용과 공감의
음악교육이 연관되고 <디지털>, <범교과>, <학습 환경> 에 컴퓨팅 사고, 맞춤형 수업이 맥을
같이 하며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방향이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교육과정

포용과 공감

컴퓨팅 사고



맞춤형 수업


인간, 디지털, 범교과, 학습 환경

[그림 2] 미래 교육 기반 음악교육 관련 내용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음악교육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는 디지털,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 개발, 빠르게 변화해 가는 학습 환경을 위한 대비,
‘인간다움’을 강조할 수 있는 음악 역량 함양 등 음악교육 본질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모색이 관건이다.

새로운 시각을 통해 본 음악교육의 과제 183

Ⅲ. 음악교육의 과제
1. 차기 교육과정의 방향
차기 교육과정 시안이 개발 중이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확정·고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롭게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각 교과의
방향과 학교 수업의 종합 설계도로 전체 교육 기준을 제시하고 도달해야 할 시점을 안내하
는 기본 틀이다. 따라서 총론 및 각론 교육과정의 새로운 고시는 학교급별 교과와 학교 교육
운영의 모태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교육계 전체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지금까지 초등 음악교육은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오늘날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 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겪었다.
1~3차는 국가의 상황과 사회적 변화 및 요구가 교과교육의 목표에 강하게 반영되면서 수단
적 요소가 강조되었고 4, 5차는 교과의 내재적 성격이 교과 목표에 반영되면서 학문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사조가 지도 내용 및 방법에 영향을 끼쳤으며 6. 7차는 절대 표현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교육 철학 사조가 음악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Lee, 2006). 제7차 이후부
터는 수시, 부분 개정 체제로 접어들면서 정해진 시기가 아닌 사회 변화와 요구에 따라 수시
로 상황에 맞게 부분 개정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 각 학교급은 새로운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고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새로운 교육과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변화보다 교과서 체제의 변화가 학교 현장에 더 큰 소용돌이를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경험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Kim & So, 2021; Yang, 2018a). MOE(2021)에서 밝
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추진 배경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의
필요, 학령인구 감소 및 학습자 성향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반의 필요, 새로운 교육환
경 변화에 적합한 역량 함양 교육 필요,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증대에 있
다고 한다. 이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등의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학교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며 지식·정보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문제 해결 역량의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면서 교육 주체 간 협력적 개발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MOE(2021)의 교육과정
공청회 자료집에서는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
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학습자의 교육적 성장의 지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
질 함양, 분권화 및 자율화, 디지털·인공지능 교육환경에 맞추어 교실 수업과 평가의 개선
방안 모색,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개정 등을 들고 있다.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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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점으로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학
습을 제시한다(MOE, 2021). 깊이 있는 학습은 소수의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배우는 것, 교
과 간 연계와 통합은 학습자가 여러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관련지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학
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은 교과의 핵심 내용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학습에 대한 학습
은 새로운 상황에서 자신이 학습한 것을 적용하면서 언제, 어떻게, 왜 이 지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관련된다. 아울러 개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자문
위원회, 교육과정 심의회, 각론 조정위원회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한 협력 구도를 마련
하는 데 있어 Joint Ministries(2020)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및 교육계를 포함
한 각계 전문가, 글로벌 논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를 통해 학교 교육 전 과정에서 자
기 주도성을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으로 강조할 것이라 언급한다. MOE(2021)
의 2021 업무계획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 학교 자율성 강화, 교수학습 혁신 등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참여형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추
진한다. 이렇듯 급변하는 사회 정세와 교과 교육의 변화에 대응하며 각론을 개발하는 데 있
어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단계별 적용 일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단계별 적용 일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단계별 적용 일정

2021

2025

2026

2027

초1·2

초3·4, 중1, 고1

초5·6, 중2, 고2

중3, 고3

새로운 2022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고시와 더불어 2025년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
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2, 고2에게 적용되
고 2027년에 마지막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게 시행될 예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온 역량을 살펴보면 So et al.(2014)은 독일
의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핵심역량과 음악과 교과 역량의 연계에 대한 중요성을 설
명하며 총론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과 음악과의 교과 역량을 관련지어 의미를 규정하는 것
에 의의를 두고 있다. Min(2019)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에서 교과 역량이
내용 체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과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서 지식·기능·
태도 영역을 균형이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 음악과 교육과정은 교과 역량, 내용 체계, 성
취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Jung(2022)은 교육과정 관련 토론문에서 음악교육 본질에 기반을 둔 교과 역량 추출의 중요
성을 언급하며 교과 정체성 확보의 절실함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내용 체계는 음악 교과의
본질과 얼개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영역의 지식구조를 기반으로 계열성과 계속성에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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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살펴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Park & Kim(2021)은 음악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서 역량
설정 방향은 음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탐구하는 학습자 범주를 강조하고 범교
과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며 음악에서 강조되어 온 표현, 감성, 문화
등과 국외 음악과 연구에서 많이 등장한 소통, 탐구, 사고, 그리고 최근 교육적 경향성을 담
은 탐구, 협력, 소통, 성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내용 체계를 구분하는 데 있어 기존
표현 영역을 ‘연주와 표현’, ‘사고와 창작’으로 분리하고 감상 영역은 능동적 감상 및
비평을 강조하기 위하여‘듣기와 반응’으로 설정하였으며, 성취기준은 음악과의 지식, 기
능, 태도 및 가치가 균형이 있게 포함되도록 하였다(Park & Kim, 2021).
지금까지 교육과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빈번하게 등장하는 학습자 중심, 디지털, 인
공지능 교육환경, 역량, 핵심 아이디어, 학생 맞춤형 교육, 자기 주도성 등의 용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 미래 교육의 흐름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함을 보여주는 결과이자 음악
과 교육과정의 큰 방향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개별 맞춤형 수업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부터 서서히 화두로 떠오른 ‘맞춤형’교육이 최근 COVID-19
를 거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맞춤형 수업(as cited in Won, 2021)은 학생의 특성을 고려
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는 요건을 수업에 반영함으로써 학생의 성장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또한 KICE(2016)은 맞춤형 학습과 개별화 학습은 개별 학습자에 따라 차별화된 학습 기법을
사용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같은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속도로 도
달점에 이르는 것이 전통적인 개별화 학습인 반면 각기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개인별로 적절
한 학습 방법을 찾아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맞춤형 학습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코로
나 이전 학교 교육에서는 대부분 일제식 또는 모둠 방식의 수업 진행과 아날로그 수업 매체
가 일반적이어서 학교급별 개별 맞춤형 수업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몇몇 음악교
육 연구에서 수업을 통해 학생의 개별 수준에 맞춘 맞춤형 수업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Won, 2021; Yang, 2020b) 교과마다 특징을 살려 학생의 교과 역량 함양을 돕기에는 역부족
이다.
현재 학교 현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아이들 수가 현격히 줄어들면서 개별 맞춤형 교
육이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경자와 온정덕이 제시한 맞춤형 수업의 개념도를 학교
현장에 실천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면 아래 [그림 3]과 같다(Yang,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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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수업

↙
적합한 과제

↓
일반적 원리에 따라
↓
융통성 있는 그룹 편성

↘
지속적인 평가와 적용

↙
준비도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
관심사 및 흥미

↘
학습 유형

↙
내용

교사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
과정

↘
결과물

[그림 3] 맞춤형 수업의 개념도
맞춤형 수업은 적합한 과제와 학습 상황에 맞는 모둠 편성, 수업에 따른 평가 방식을 적용
하여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살린 관심사와 흥미를 파악하고 준비도를 확인하여 학습유형을
탐색한다. 여기서 학습유형은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선호하는 방식, 혹은 학습자들이 학습
해야 할 내용을 다루는 방식을 말한다. 다음으로 교사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여 내용을 다양
화할 수도 있고 과정을, 혹은 결과를 다양화할 수 있다. 내용은 모든 학생이 공통의 이해에
도달하면서도 사전 학습의 정도에 따라 다른 학습 목표를 구성할 수 있고 과정의 다양화는
학습 활동이나 교육 방법과 비슷한 의미이며 마지막으로 결과물은 교사가 학생들이 배운 내
용을 어떠한 형태의 결과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Ohn et al., 2016).
초등학교 현장에서 맞춤형 수업은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하나는 인공지능, 디지
털 교육환경에 따른 도구를 활용한 수업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 자신이 수업역량을 발
휘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전자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음악 수
업에 편리한 방식으로 구현된 콘텐츠나 AI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 부진을
진단하고 결과를 관리하는 등의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후자인 교사 자신의 수업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지금까지 교사로서 쌓아온 수업 기술과 음악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수업을 위해 지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수업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Ohn et al.(2016)
은 연구에서 맞춤형 수업이란 학생들의 준비도, 관심, 학습유형에 따라 다양한 수업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학습활동이나 교육방법과 같은 과정의 다양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한다. 과정의 다양화는 글과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이야기, 비유 등을 활용하여 학
생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여러 문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동향은 맞춤형 수업
자체를 데이터 기반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수업 형태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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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KICE, 2016; MOE, 2021; SMOE, 2021). 이는 학교 현장에 온라인
맞춤형 수업만이 학생 맞춤형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수년간 음악과는 컴퓨터 의존 수업으로 인한 교실에서 건반 악
기가 사라지고 교사의 수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대부분의 수업을 시간 강사나 교과 전담,
예술 강사가 대체해 오고 있다. 맞춤형 수업이 교사의 수업역량이 뒷받침되면서 인공지능
환경이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때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지능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온라인 맞춤형 수업이 모든
교과를 대체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초등 수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장점도
무수히 많다. 여러 부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시스템을 구축
하여 교사가 학생의 전반적인 관리를 도울 수 있고 음악 기량이 부족한 교사들을 대신해 연
주나 실음 중심 수업을 진행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업이 교사 역량을
뒷받침하는 학습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면대면,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수업에서
AI 기반 수업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3. 컴퓨팅 사고와 음악
컴퓨팅 사고는 문제를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하여 해결 과정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교육은
많은 내용을 습득하는 데 치우쳐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 사고
역량에 관심이 적었다. 2006년 발표된 윙(Wing)의 논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된 컴퓨
팅 사고(Jo, 2022)는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이해하
여 인간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다. 컴퓨터 사고는 전문적 컴퓨터 과학자뿐만이 아닌 일상생
활과 다양한 학습 맥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논리적 사고, 알고리즘 선택, 체계적
사고와 같은 수많은 기술을 포함하면서 오늘날은 추상화의 사용,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수
학과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포함된다(as cited in Min & Kim, 2020).
문제 해결 절차는 대부분 문제 상황→ 추상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문제 해결의 순
서로 이루어지는데 그전에 문제에 관한 자료 확보를 위한 자료 수집과 자료 분류, 자료 관
리, 자료 공유가 포함된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컴퓨팅 사고의 구성요소와 정의
를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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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컴퓨터 사고
구성요소
데이터 수집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 확보

데이터 분석

자료의 이해, 패턴 찾기, 결론 도출

구조화

그래프, 차트, 그림 등으로 시각화
분해

추
상
화
자
동
화

정의

모델링

관리 가능한 수준의 작은 문제로 나누기
해결을 위한 핵심 요소 추출, 모델 만들기

알고리즘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단계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기
(절차적 표현)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 과정 자동화하기

시뮬레이션
일반화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실행하기
문제 해결 과정을 다른 문제에 적용하기

<표 3>은 처음에 문제 상황을 인지하여 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그
래프나 도표, 그림 등으로 가독성 있게 제시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추상화는 문제를 구성
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을 더 작은 단위의 문제들로 분해하여 단순화하는 과정으로, 해결을
위한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인 알고리즘을 만든다. 프로그래밍 또는
자동화 단계는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
여 문제 해결 과정을 자동화하고, 수업에서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예를 들어 스크래치,
엔트리, 파이선 등)를 실행한다.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되어 익숙해지면 교사는 학생이 다른
새로운 상황에서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
와 같은 문제 해결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4]와 같다.

추상화

알고리즘

➜

프로그래밍(자동화)

➜

[그림 4] 문제 해결 절차
출처: Bae et al.(2021),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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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서와 같이 문제 해결 과정은 다양한 색깔로 나타내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작
은 단위로 분해하여 핵심 내용을 추출하는 ‘추상화’와 하나의 정련된 절차로 유형화시키
는 ‘알고리즘’,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실행하는 자동화 단계로 구분하여 문제해결로
이어진다.
음악교육에서도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 학습의 개발이 중요하다.
Yang(2021b)은 연구에서 창의적 문제해결학습 단계를 주제 탐색, 문제 정의, 설계, 개발, 적
용, 평가로 나누고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 직면해서 스스로 주제를 탐색하고 설계하여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컴퓨팅 사고는 음악적 사고인 창의적
사고 과정과 연결하여 예전에 소수 몇 사람에 의해 발휘되었던 특출한 창의성 역량이 지금
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과
정으로 보편적 창의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Coss(2019)는 창의적 사고는‘음향에
서 상상하여 생각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를 조작하며 창조하는 능력’으로
설명한다. Ohn et al.(2021)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나타난 내용 체계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영역에서 과정·기능은 단순 기술부터 고등사고 기능 모두를 포함
하면서 사고의 절차적 혹은 과정적 지식으로서 학문의 탐구기능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Jo(2022)는 논문에서 문제해결, 컴퓨팅 사고, 창의적 음악 사고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
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고 있는데, 연구목적에 맞게 다시 재구성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창의적 사고는 웹스터의 창의적 사고 과정 모델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컴퓨
터 사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구성요소이다.

문제해결학습

컴퓨팅 사고

주제 탐색

데이터 수집

창의적 음악 사고

데이터 분석
문제 정의
구조화
설계 및 개발

추상화

적용

자동화

평가

일반화

준비

발산적 사고
↑↓
관망
↗↙
↖↘
시도하기
↘↖
↗↙
검증
↑↓
수렴적 사고

[그림 5] 문제 해결, 컴퓨팅 사고, 창의적 음악 사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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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사고 과정에서는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음으로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와 문제를 상상하고 계획하는
준비 단계와 전반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관망 단계 그리고 수정 및 편집을 통해
수행하는 시도하기와 마지막 최종 단계인 검증이 서로 교환하며 정교화된다. 문제해결학습
과 컴퓨팅 사고 과정은 주제 탐색과 문제 정의를 컴퓨팅 사고의 데이터 수집, 분석, 구조화
단계와 연결하고 설계 및 개발이 추상화 단계, 적용은 자동화 단계로 이어진다.
디지털 환경, 다양한 문제 상황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 내용 체계
의 과정·기능이 각 교과 고유의 사고와 탐구과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제해결 과정
과 컴퓨팅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음악 사고 과정은 맥을 같이 한다. 음악교육에서 창의
적 사고 과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교사의 올바른 인식과 관심, 수업 실행 방법이 지
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4. 포용과 공감
제4차 산업혁명이 과학기술 중심 지능정보사회의 변혁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을 바
꾸어 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제1,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온종일 일을 해야 살 수
있던 시기를 지나 점차 노동 시간이 여가 시간으로 바뀌고 남은 시간이 예술적 경험이나 개
별 활동 시간으로 전환되면서 인간은 또 다른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MOE(2021)은 2022 업무계획 보고서의 현안 과제로,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추진, 학생 개
개인의 성장 지원, 공유·협력을 통해 혁신 인재 양성, 전 국민의 평생교육 기본권 보장을
설명한다. 이 중 공유·협력을 통한 혁신 인재 양성은 포용 사회 구현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언급하며‘포용’
을 강조한다. MOE(2021)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시안에서 교육과정 개정 방
향의 비전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정하고 포용성의 의미를‘사
회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교육적
성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태도 및 소양’이라고 밝히고
있다. Gwon(2016)은 기계가 많은 부분을 대체한다 해도 음악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예
술에 대한 미적 체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계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창조력’
의 발휘도 중요한 역량임을 주장한다. Ham et al.(2016)은 학술 세미나 보고서에서 20세기
감성교육은 예술 교과 중심의 감성 계발이 목표였으나 21세기 감성교육은 개인과 사회를 포
함한 총체적 능력으로 자신뿐만이 아닌 사회적 기술 향상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창의성 또한
개인적 창의성의 상대적 개념보다는 보편적 요인으로 타인과 함께하는 음악 활동으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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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설명한다. Seog et al.(2016)은‘공감’이란 공유된 감정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하
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감정을 거의 같은 상황으로 지각하고 느끼는 것이라 하면서 음악교육
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방학습이나 협력 실천, 그룹 작곡과 즉흥연주를 통한 창의
성, 탐색,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으며 학생들 모두의 역할이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학습 환경과 연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나 자신의 역량을 기르는 일과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집단지성을 발휘
하는 과정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사회가 기계화되면서 인간은 더욱 서로
간의 공유된 경험을 통해 함께 나누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될 것이며 음악교육은 이러한
시대에 공감 문화를 촉진하는 효과와 더불어 앞으로 음악교육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또 하
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한 새로운 시각에
발맞추어 교육부와 산하 단계의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 교육의 방향을 살피고 이에 따른 음
악교육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자료 대부분이 <인간>, <디지털>, <범교과>, <학습 환경>에 초
점을 맞추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근간으로 음악교육에서는‘교육과정’‘포용과 공감’
‘컴퓨팅 사고’, ‘맞춤형 수업’이 핵심 내용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음악교육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부터 나타난 학습자 중심, 디지털, 핵심 아이디어, 성취
기준 등이 학교 현장에 잘 정착하기 위해 ‘음악 고유의 본질’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현
재 차기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2025년 초등학교 음악 교과가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 활발히
개발 중이다. 총론에 따른 디지털 환경과 온라인 도구 등 다양한 정보가 급속도로 밀어닥치
는 상황 속에서도 음악과 교과 역량-핵심 아이디어-내용 체계-성취기준에 이르기까지 음악
교과의 교과 정체성과 내용 연계성이 원만히 보장될 수 있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음악교육에 ‘인간다움’이 강조되어야 한다. 맞춤형 온라인 수업과 디지털 콘텐츠,
이에 따른 학습과 평가 전반의 학생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기계
와 공생하면서 면대면 인간과의 관계와 소통, 배려, 공존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더불어
교사는 교사 역량 중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수업 기술 함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음악교육도 음악 활동을 통한 학생 간 상호작용과 교사 역량이 뒷받침된 맞춤
형 수업이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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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문제해결 과정으로써 창의적 사고 과정이 끊임없이 시도되어야 한다. 학생 스스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으로 컴퓨팅 사고
이자 창의적 음악 사고가 여러 방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교사는 다양한 음악 문제 상황에
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스스로 음악적 해결 방안을 찾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창의적 사고 역량과 자기주도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첨단기술과 교육환경의 융합을 꾀하는‘미래다움’과 인간중심의 따
뜻한 마음을 형성하는‘인간다움’이 공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 음악교육은 음악 고
유의 본질을 살리면서 디지털, 인공지능 환경 위에 학생들과 소통하며 가르침과 배움의 균
형을 이루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와 연계하여 새로운 음악교육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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