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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음향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유럽 소재 대학의 대학원 과정의 음향 기술 커리큘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대상은 미국음향학회
(ASA)와 오디오 엔지니어협회(AES)에 링크된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교육과정을 교육목표와 
특징에 따라 3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고찰하였다. 제안된 내용은 급변하는 디지털 
융복합 시대에 효과적인 음향 기술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음향, 음향기술, 교과과정, 대학원, 교육정책

Abstract  Currently, a lo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offer Acoustics and audio engineering courses. In this 
paper, we analyze and classify the current state of the graduate level curriculums of the area. For the purposes, 
we focus on graduate school courses of the U.S. and Europe where audio engineering is highly advanced. They 
wer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objectives. In addition, the representative 
cases of each type are present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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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음향은 음악, 통신, 건축, 통신, 코딩, 심리, 해양, 환

경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오래 부터 꾸 히 연구되

어온 요한 기술 분야이다[1]. 최근의 음향기술은 디지

털 융복합의 시 로 어들면서 그 역이 더욱 넓어져 

다양한 환경과 매체를 상으로 하는 복합 기술로 진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음향을 다루

는 엔지니어가 물리음향, 기음향, 건축음향 등과 같은 

음향과 직  련된 지식과 함께 디지털 신호처리, 네트

워크, 모바일 송, 음향기기, 컴퓨터  소 트웨어와 같

은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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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Physical Acoustics Electro Acoustics

BYU Acoustics Program -

Fundamentals of Acoustics

Mathematical Physics

Advanced Fluid Acoustics

Interactions of Sound Fields and 

Vibrating Structures

Acoustic Systems

Penn State University   Graduate 

Program in Acoustics

Digital Signal Processing or 

Acoustical Data Measurement 

and Analysis

Fundamentals of Acoustics

Introduction to Acoustics in Fluid 

Media

Acoustics in Fluid Media

Electroacoustic Transducers

<Table 1> The Examples of Curriculums for Acoustics study concentration

다. 따라서 음향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교육기 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 하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복합 인 

지식을 갖춘 교육과정을 운 해야 할 필요가 늘어나고 

있다[2].이와 같은 새로운 지식에 한 수요는 비단 음향

분야 뿐 아니라 각 학문 분야에서도 요구되는 것으로써, 

국내 학의 각 학문 분야서도 이를 반 한 교육과정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5].

재 음향기술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 에서 다양한 

수 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오디오 엔지

니어링 회(AES;Audio Engineering Society)에서는 이

러한 음향기술 련 교육 로그램을 수 별로 비공인 

사설기  부터 박사과정까지 7 가지 형으로 분류하고 있

다[3]. 여기에서 고  음향 기술자를 양성하기 한 목

인 학원 과정은 5, 6 형에 해당되며, 졸업 시 석사, 박사 

학 를 수여 받는다. 그러나 동일한 학원 과정이라 할

지라도 세부 인 교과과정과 교육체계는 각 학교나 학과

의 교육 목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그 이유는 

음향은 다양한 분야와 연 된 다학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용하는 상의 범  역시 다양한 학

문 분야에 걸쳐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넓은 범 에 걸쳐 있는 음향 기술의 교육

과정에 해서 재 운 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그 특성

을 악하는 것은 효과 인 음향 기술 교육 체계를 설계

하는데 요한 기  자료가 될 수 있다. 학에서 음향 

기술 교육에 한 연구에는 [2,7,8]등이 있다. 특히, Oh 

and Rhee[2]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학의 학부 과정 음

향교육 커리큘럼에 해서 특징별로 분석하고, 이를 기

반으로 다학제 인 특성을 반 한 커리큘럼 모델을 제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학부 과정의 교육 체계를 주요 

상으로 하 으며, 학원 과정의 교육과정에 한 분

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학원 석사과

정에서 음향기술교육 황에 해서 음향기술이 발달한 

미국과 유럽 학을 심으로 분석하 다. 조사 상은 

표 인 음향 련 단체인 AES와 ASA(Acoustical 

Society of America)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학원의 석

사과정으로 한정하 으며, 교과과정을 학원의 음향 기

술 교육 목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한 

각 유형별로 표 인 학원의 사례를 제시하고 교과목 

구성의 특징을 고찰하 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본격

인 국내 음향교육 교과과정 구축 과정에서 유용한 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은 음향교육 커리큘럼의 특성별 

분류, 3장은 각 유형별 사례 제시, 그리고 4장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음향기술 교육체계 분류

음향은 문화, 술, 공학, 물리, 심리, 생명과학 등 다양

한 분야와 련된 다학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 <Table 

1>은 ASA의 음향학 분야 분류와 이와 련된 학의 학

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분류에서 보듯이 음향의 련 분

야는 물리학, 공학, 심리학, 음악, 의학 등에 범 하게 

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음향의 범 한 

배경으로 인해 음향 기술은 다양한 교육기 에서 다양한 

수 의 로그램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AES

의 분류에 따르면 음향 련 석사, 박사 학 를 수여하는 

학원 과정 교육 로그램은 제 5형과 6형에 해당된다[6].

본 논문에서 다루는 제 5형에 해당되는 석사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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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에 따라 1∼3년의 교육기간으로 운 되며, 교과

목은 강의를 듣는 강의 과목, 로젝트 과목, 그리고 논문 

과목의 3가지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로젝트와 논문을 

제외한 순수 강의 과목의 구성은 학과의 교육 목표와 교

과과정 구성의 특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

향하는 음향 분야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석사과정의 교과과정을 과목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유형 1 : 음향학 집 형

주로 학문 인 에서 음향 자체에 한 본질 인 교

육을 목표로 하며, 물리학  음향학에 기반을 둔 교과

과정으로 구성된다. 물리학에서 음향학(acoustics)을 다

루는 경우나 지구과학, 해양학 등에서 수 음향이나 지

진 를 연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교과

과정은 부분 물리학과 내에서 설치 운 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유형 2 : 공학 응용 집 형

공학을 기반으로 음향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기 

한 목 으로 교과목이 구성된다. 주로 공 의 기

자 련 학과에서 운 되는 음향신호처리, 음향시스템, 

음성처리 등이나 건축 련 학과의 건축음향, 그리고 기

계 련 학과의 소음진동 등의 교과과정이 여기에 해당

된다.

유형 3 : 뮤직 로덕션과 코딩 집 형

코딩 기술이나 뉴미디어와 련된 교과과정으로 음악

학에서 주로 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분야는 학원 

과정은 단독 학과에서 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술

인 부분은 련된 공 의 학과와 연계하여 학제간 융합

과정으로 운 되기도 한다.

3. 미국, 유럽 대학원 교육과정

3.1 유형 1 : 음향학 집중형

음향학에 을 둔 교과과정은 미국 Brigham Young 

University의 Department of Physics and Astronomy에 

있는 Acoustics program[9] 그리고 Penn State 

University의 Graduate Program in Acoustics[10]를 

로 들 수 있다. 음향학 집 형의 교과과정의 목표는 소리

의 물리 인 특성과 측정, 분석에 한 고등 지식을 습득

하는 것이며, 주로 물리음향(Physical Acoustics)에 련

된 과목 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은 두 학의 석사과정 음향 련 교과목을 

나타낸 것이다. 교과목의 구성은 물리음향과 음향기기의 

2분야로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Penn State에

서는 여기에 공학 련 과목인 DSP 는 음향측정 과목

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2 유형 2 : 공학 응용 집중형

공과 학에 설치된 음향 련 학과에서는 특정한 분

야에 음향을 응용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응용 분야는 오디오 장비, 환경음  소음, 실

내음향, 그리고 통신 등을 들 수 있으며, 교과과정은 음향 

과목과 응용 분야의 문 과목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Table 2>에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학원 4개 로

그램의 교과과정을 음향의 분야별로 분류해서 나타내었

다. 각 교과목은 Mathematics & Electronics, General 

Acoustics, Electroacoustics, Psychoacoustics, Room 

Acoustics, and Noise와 같이 6분야에 비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여기에 학의 교육목표와 환경에 따

라 특정 분야에 교과목이 집 으로 배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3.2.1 Audio Acoustics and Environmental 

Acoustics in University of Salford

국 University of Salford의 음향 응용 련 학원 

로그램은 세부 분야에 따라 Audio Acoustics Course

와 Environmental Acoustics Course가 있다[11]. 각 코스

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Audio Acoustics course는 실내에

서 오디오 시스템과 련된 음향신호의 고품질 재생에 

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고, Environmental Acoustics 

course는 환경 소음 측정  제어와 련된 지식 습득이 

목 이다.

교과과정은 각 코스별 공통과목과 문 과목으로 나

뉜다. 공통과목은 수학, Digital Signal Processing, 

Acoustics 등이며, 코스별 문 교과목으로 Audio 

Acoustics에서는 Transducer Design,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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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

Technology

General 

Acoustics

Electro-

Acoustics

Psycho-Acoustics Room

Acoustics

Noise

University of 

Salford, Audio 

Acoustics, 

Environmental   

Acoustics

Mathematics   

and Vibrations

Digital Signal 

Processing

Numerical   

Techniques

Acoustics and 

Signal Statistics

Transducers   

and Sound 

Reinforcement

Transducer   

Design (Audio 

Acoustics)

Psychoacoustics
Room   

Acoustics

Environmental   

Noise 

Management 

Noise Control 

(Environmental 

Acoustics)

Sweden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Applied   

Acoustics

Audio   

Technology & 

Acoustics

Technical   

Acoustics I

Technical   

Acoustics II

Electro   

Acoustics & 

Ultrasonics

Sound and 

Vibration 

Measurements

Human   

Response to 

Sound and 

Vibration

Room   

Acoustics

Building   

Acoustics and 

Community 

Noise

Active Noise 

Control

Design  of Silent 

Products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Engineering, 

Acoustics

Technological   

specialization 

course

Introduction to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Acoustic   

Communication

Fundamentals   

of Acoustics and 

Noise Control

Advanced   

Acoustics

Electroacoustic   

Transducers and 

Systems

Advanced   

Loudspeaker 

Models

Auditory Signal 

Processing and 

Perception

Architectural   

Acoustics
Structure-borne  

Sound

<Table 2> The Examples of Curriculums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concentration

Environmental Acoustics에서는 Environmental Noise 

Management와 Noise Control을 개설하여 코스에 따른 

특성을 반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공통과

목과 코스별 문 과목으로 이루어진 교과과정 구조는 

학생들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 특정 분야에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한 효율 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3.2.2 Division of Applied Acoustics in 

Sweden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이 학의 International Master’s program[12]은 음향 

응용 분야 에서도 소음과 련된 응용을 주목 으로 

하고 있다. 교과목은 6개 분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noise와 련된 교과목이 3과목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

고 있으며, 한 Electro-acoustics분야에서 Transducer

신에 Ultrasonics와 Measurement와 같은 소음진동과 

련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2.3 Engineering Acoustics in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이 학 Engineering Acoustics의 교과과정[13]에서 

Technological specialization course의  6개 분야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특별한 응용 분야를 목표로 

하지 않은 일반 인 음향 응용 교육에 합한 교과과정

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음향 응용 기반의 교육과정

은 기 과목인 수학과 자공학을 비롯하여 음향의 주요 

5분야에 한 교과목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학과에서 지

향하는 특정한 음향의 응용 분야가 있는 경우 해당 분야

의 교과목의 비 을 높이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3.3 유형 3 : 뮤직 프로덕션과 레코딩 집중형

뮤직 로덕션은 음악을 녹음하고 음반을 제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와 련된 교과과정은 주로 음악

학에 설치되어 있으며, 교과목은 음향학, 음악, 코딩, 

그리고 신호처리나 컴퓨터 등과 같은 기술 과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Table 3>에 이 유형에 해당되는 4개 학

원의 교과과정을 음향 분야별로 분류해서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듯이 engineering applications과는 달리 학과의 

교육 목표에 따라 특정 분야에 집 된 교과과정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디자인과 로젝트가 포함된 로그램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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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

Computer,

Technology

Acoustics
Music,

Musical Acoustics
Recording

Design,

Project

University of Salford

Digital Media: 

Audio 

Production

Research in 

Emerging 

Technologies 

-
Sound Synthesis and 

Audio Theory 

Studio Design and 

Web Broadcast 

Methods 

Audio Application 

Project 

Project

University of 

Rochester

Concentration in 

Musical Acoustics 

and Signal   

Processing

Digital Signal 

Processing

Audio and Music 

Signal Processing

Computational   

Models of Music

- Musical Acoustics Audio Recording -

Peabody Institute

(Acoustical Studies 

Concentration)

Computer   

Modeling

Noise Control

Psychoacoustics

Electroacoustics

Physical Acoustics

Architectural   

Acoustics

Acoustical   

Measurements

Music Theory or 

Musicology

Musical Acoustics

-

Audiovisual   

Systems Design

Professional   

Practices

Acoustics Design 

Practicum

Peabody Institute

(Recording and 

Production 

Concentration)

Audio Science and 

Technology

Psychacoustics

Electroacoustics

Physical Acoustics

Music Theory or 

Musicology

Musical Acoustics

Music and 

Technology

Advanced   

Recording Systems

Advanced   

Recording II

-

<Table 3> The Examples of Curriculums for music production and recording concentration

3.3.1 Digital Media: Audio Production in 

University of Salford 

Digital Media: Audio Production과정의 교과목은 같

은 학과에 개설된 Audio Acoustics Course와 

Environmental Acoustics Course[11]의 교과과정에 비해 

과목 구조가 단순하고 로젝트 과목이 많은 특징을 보

인다. 이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을 두고 이론 인 

내용보다는 장 실무와 련된 기술의 습득에 을 

두고 교과과정을 구성하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3.2 Concentration in Musical Acoustics 

and Signal Processing in University 

of Rochester

이 학의 Concentration in Musical Acoustics and 

Signal Processing과정[14]은 컴퓨터와 신호처리를 이용

한 코딩 기술과 련된 교육과정이다. 교과과정은 음

악, 신호처리, 그리고 코딩 련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코딩이나 로젝트와 같은 실무 인 분야 보다

는 공학 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음악이나 코딩 

기술에 신호처리를 응용하는 분야에 을 두고 교과과

정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3.3 Master of Arts in Audio Sciences in 

Peabody Institute

미국 Johns Hopkins 학의 Peabody Institute 학원

의 Master of Arts in Audio Sciences 로그램[15]은 학

생들이 오디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필요한 고  공학기

술과 음악에 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한 목 으로 

만들어졌다. 로그램은 심 역에 따라 Acoustical 

Studies Concentration과 Recording and Production 

Concentration의 2가지로 나 어져 있다. 각 로그램의 

교과과정은 두 분야에 공통 으로 필요한 음악, 기

자, 물리와 련된 과목들인 Core coursework 5과목과 

각 공에 필요한 Major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Acoustical Studies Concentration은 음향 시스템  

음향 기술과 련된 교육과정이며, 여기에서는 건축음향, 

소음제어, 음향측정, 컴퓨터 모델링 등과 같이 공학과 

하게 련된 과목이 주로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공학 

과목의 수강에는 기 자, 수학, 로그래 과 같은 배

경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각 과목 수강 시 

기 자, 수학, 과학, 컴퓨터 등의 사  지식이 필요한 

련 과목을 Johns Hopkins 학의 공과 학의 해당 학과

에서 수강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다. Record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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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Concentration은 음향 기술 보다는 음악 코

딩과 련된 교육에 을 두고 있으며, 음향학 과목 

신에 Music and Technology, Advanced Recording과 같

은 과목들로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뮤직 로덕션 분야의 교

육과정은 학과의 목표에 따라 교과목에서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 공통 인 내용으로는 음악에 한 이론과 함

께 신호처리나 컴퓨터와 같은 공학 련의 과목들이 포

함되어 있으며, 이는  코딩 기술을 이해하고 운용

하기 해서는 련 기술에 한 이해가 필수 이기 때

문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음향 기술이 발달한 미국과 유럽의 음

향 련 학원의 석사 교과과정을 음향학 집 형, 공학 

응용 집 형, 그리고 뮤직 로덕션과 코딩 집 형의 3 

분야로 분류하고 몇 학원의 사례를 고찰하 다. 

음향학 집 형은 순수 음향학 연구를 한 교과과정

이며, 크게 Technology, Physical Acoustics, and Electro 

Acoustics의 3분야의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공학 응용 집

형은 특정한 분야에 음향을 응용하는 것이 목표이며, 

각 학원의 교과과정은 Mathematics & Electronics, 

General Acoustics, Electroacoustics, Psychoacoustics, 

Room Acoustics, and Noise와 같이 6분야에 비교  균등

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여기에 학의 교육목표와 환경

에 따라 특정 분야에 교과목이 집 으로 배치되는 구

조를 가지고 있다. 뮤직 로덕션과 토딩 집 형은 음

악 녹음과 련된 분야이며, 주로 음악 학에 설치되거

나 공과 학과 학제간 연계 형태로 구성된다. 교과과정

은 Mathematics, Computer and Technology, Acoustics, 

Music and Musical Acoustics, Recording, and Design 

and Project의 5분야에 걸쳐 있으며 학과의 교육 목표에 

따라 특정 분야에 교과목이 집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내용은 음향기술 교육 정책의 수

립과 음향 기술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기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추가 연구로는  

미국, 유럽을 제외한 기타 국가의 음향 기술 교육 체계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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