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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 활용되는 교육용 웹 사이트와 디지털 콘텐

츠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음악 수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교육용 웹 사이트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웹 사이트에 포함된 음악 교육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1차 분석은 웹 사이트의 

서비스에 관하여, 2차 분석은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과 음악 교육 내용에 관하여 실시하였다. 현재 음악 수업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웹 사이트는 에듀넷 티-클리어, 티-셀파, 아이스크림, 인디스쿨이었으며, 각각 웹 사이트의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유형 및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음악 수업 지원을 위한 주요 기능, 최신 교육과정 

내용의 반영 정도, 자료의 체계성, 객관성과 현장성, 타 교과와의 연계성 등이 다르게 나타났다. 앞으로 초등 음악 수업에

서 디지털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음악 수업에서 웹 사이트와 디지털 콘텐츠를 적시에 활용하는 

교사 전문성의 발휘가 필요하며, 둘째, 음악 교육의 본질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 

주제어 : 초등 음악교육,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 수업, 교육용 웹 사이트, 디지털 콘텐츠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ducational web-sites and digital contents for 

elementary music class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First,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al web-sites that are most actively used in music class were review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contents included in the web-sites for music education were analyzed. the primary 

analysis was about the service of the web-sites, and the secondary analysis was about the type of digital 

contents and the contents of music education. The most actively used web-sites in music classes were 

Edunet T-Clear, T-Sherpa, i-scream, Indischool, which differed slightly from the web-site’s services and 

the type of digital content and contents. Specifically, the main functions for supporting music classes, 

the reflection of the curriculum contents, the systematicity of the materials, the objectivity and the 

on-site nature, and the connection with other subjects appeared differently.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digital contents in elementary music class, first, expertise of teachers for timely use of 

web-sitesand digital contents is required. Second,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various digital 

contents for the nature of music educa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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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정보화를 넘어 초고도 정보화를 거쳐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정보

와 관련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래 사회가 정보를 

기반으로 한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교육계에서

도 정보 처리 역량, SW 역량 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초·중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살펴보면,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 중에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

보처리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등이 나타나 있으며,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핵심역량이 반영되어, 음악

과 교육과정의 경우 ‘음악정보처리 역량’,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 이 나타나 있다[1]. 

교육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변화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교실 수업의 모습에도 큰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민경훈(2019)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의 

교육현장에서 디지털 매체의 활용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서 미래 교실에서는 다양한 첨단 매체를 활용한 음악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2]. 더불어, 최

근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간의 대면 수업 방법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수업 방법과 콘텐

츠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교

과 교육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교과 교육과정의 

구현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교실 수업 속에

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교육이 자리를 잡아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교수·학습 설계자인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 자료와 매체

를 포함한 ‘교육용 웹 사이트’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

져 왔다.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교육용 콘

텐츠를 포함한 웹 사이트 활용 교육을 통해 교실 현장의 

수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음악 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

구를 살펴본 결과, e-learning의 관점에서 음악 교육 웹 

사이트 현황 및 비교 분석, 개선점을 다룬 연구[3-5], 온

라인 음악 교육 콘텐츠와 관련된 웹 사이트 분석연구[6], 

영유아 및 초등학교 음악 교과의 교수 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웹 사이트를 다룬 연구[7-10], 실제로 음악 교육 

웹 사이트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만족도, 활용 실태와 의존도 등에 관하여 다룬 연구물

[11-14]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 연구 대부분은 초등

학교 음악 수업에서 다양한 매체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

츠와 이들을 제공하는 교육용 웹 사이트의 효과에 대하

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음악 수업에서 이러한 매체의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최신의 흐름에 맞게 참신하고 질 높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음악 교육의 본질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웹 사이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 대부분이 2000년대 초반의 연구

에 머물러 있기에, 이 내용만으로는 이후 많은 변화와 발

전이 이루어진 현행 교육과정 체제에서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스마트 교육’을 위시한 휴대폰과 태블릿 

PC 기반의 모바일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정

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실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나 웹 사이

트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다소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그

러나 실제의 교실 수업을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기의 활용과 관련된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

라, 실질적인 교과 교육 내용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음악 교육은 시청각 자료와 콘텐츠를 

통하여 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갈수

록 증가하는 정보 기술의 발달과 미래 교실을 위한 효과

적인 음악 수업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음

악 교육 관련 웹 사이트와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최신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2015 개정 음악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 수업을 위한 교육용 웹 사이트와 디지털 콘텐

츠를 분석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

는 음악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재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

육용 웹 사이트의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현재 가장 많은 이용을 보이는 웹 사이트의 디지

털 콘텐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향후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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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웹 기반 교육

웹 기반 교육이란 웹(World wide web) 매체를 활용

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으

로[15], 하이퍼텍스트의 원리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자

료를 공유하는 도구로서 웹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6]. 이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 음성 등의 멀티미디

어 정보를 지원하는 한편, 인터넷 상의 여러 서비스(전자 

우편, 파일 전송, 원격 접속 등)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

다는 특성이 있다[17]. 웹 기반 교육의 의미는 범위와 환

경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협의의 의미로는 ‘웹

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교수학습활동’으로 웹이 제공하는 

정보와 환경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원격교육의 일종으

로 설명할 수 있으며[18], 광의의 개념으로는 ‘웹을 중심

으로 여러 가지 기술과 시스템을 두루 활용하는 원격 또

는 가상 교육’의 형태로 볼 수 있다[19].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교육용 웹 사이트를 살

피는 것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하므로, 웹 기반 교육의 

의미를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Khan(1997)이 밝힌 

것과 같이 ‘학습이 일어나는 유의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웹의 특성과 제공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전개하는 

하이퍼 미디어 기반의 교수 프로그램[20]’을 통한 교육 

방법으로 보았다.

2.2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란 유무선 전기 통

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부호·문자·음성·음향 이미지·영

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 유통하는 자료, 정

보 등을 말하는 것으로[21], 구체적으로는 각종 동영상 

파일, 이미지 파일, MP3 음악 파일, 멀티미디어 서적 등

을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22].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콘텐츠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이 

수월성을 제고하는 대안으로서 각광 받고 있다[23]. 교육

용 디지털 콘텐츠는 교육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작

되어 교수-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있으며, 활용되는 형태에 따라 개인교수형, 반복

학습형, 교육게임형, 시뮬레이션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는 수업에서 활용할 경우 학생의 

동기 유발에 영향을 주며,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학생들

로 하여금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적응하는 것을 도

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24].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러한 교육용 콘텐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웹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박선주와 김태희

(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웹을 이용한 교육

용 콘텐츠의 활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는데,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의 98%의 학교에서 

교육용 콘텐츠 웹 사이트인 아이스크림을 이용하고 있다

고 나타나기도 하였다[25]. 이외에도 교육부에서 운영하

고 있는 에듀넷 티-클리어[26], 교과서 출판사에서 제공

하는 교수지원 웹 사이트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발달 단계상 음악 수업에서 음원 

과 같은 청각적 자료뿐만 아니라 그림, 악보 등의 시각적 

자료, 다양하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필

요로 하기 때문에[27], 각종 동영상, 이미지, 음악, 멀티

미디어 자료를 포함한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을 

통해 효과적인 음악 수업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

으로 판단된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 활용되고 있

는 교육용 웹 사이트와 그에 포함된 디지털 콘텐츠를 분

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 대상은 교육용 웹 사이트 중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음악 교과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지원하는 것 중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

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교육용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

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나누어 현황을 살펴보았다.

3.1.1 공공기관의 초등 음악 교육용 웹 사이트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는 공공의 교육 연구 기관 주관

으로 운영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 결과를 정

리하여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Management Web-Site Address

KERIS(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Edunet T-clear

http://www.edun

et.net

KICE(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School 
Art Education 

Portal

http://artsedu.kice
.re.kr

EBS(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EBS Elementary 
Site

http://primary.ebs
.co.kr/

Table 1. List of educational websites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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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공공기관 운영의 교육용 웹 사이트는 한국교

육학술정보원(KERIS)의 에듀넷 티-클리어, 한국교육과

정평가원(KICE)의 학교예술교육포털,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EBS 초등 사이트 등이 있었다. 이중 가장 높은 

활용율을 보이는 것은 에듀넷 티-클리어인데, 1996년 9

월 개통하여 국내 최대의 다양한 교육 정보 콘텐츠를 제

공하는 사이트로 교수·학습 콘텐츠와 디지털 자료를 통

합하여 서비스하고 있다[26]. 이는 새 교육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교육부에서도 현

장 교사들의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3.1.2 민간기관의 초등 음악 교육용 웹 사이트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용 웹 사이트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간(기업, 교사단체)이 운영하는 것 중 

2015 개정 음악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음악 수업을 

지원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2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기관의 교육용 웹사

이트 현황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Management Web-Site Address

Jihaksa T-Solution http://t-sol.jihak.co.kr

Mirae-N M-Teacher http://m-teacher.co.kr

Visang Vivasam http://www.vivasam.com

ChunJae T-sherpa http://e.tsherpa.co.kr

Donga DoUclass http://www.douclass.com

Kyohaksa Ssam-tong http://www.ssam-tong.com

I-scream media i-scream http://www.i-scream.co.kr

Indischool Indischool https://www.indischool.com

Table 2. List of educational websites of private 

Institutions 

Table 2의 교육용 웹 사이트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

과서를 출판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것(지학사, 미래엔, 비

상교육, 천재교육, 동아출판, 교학사)[28], 전 교과와 창

의적 체험활동 내용을 포함한 교수학습 콘텐츠를 제공하

는 민간회사(아이스크림)가 운영하는 것, 초등 교사들의 

커뮤니티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

는 것(인디스쿨)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중 가장 많은 초등 교사가 활용하고 있는 교육용 웹 

사이트는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미디

어(구. 시공미디어)에서 2008년 시작한 교육용 웹 사이

트로, 2020년 현재 전국의 초등 교사 94%에 이르는 숫

자가 활용하고 있다[31]. 또한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 중에서 초등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천재교육의 티-셀파이다[14]. 티-셀파는 2011년에 시작

된 것으로, 종이 교과서와 함께 제공하는 CD의 디지털 

자료는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현장 

교사들의 수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자

료를 수록한 무료 웹 사이트를 구축하게 되었다[32]. 한

편, 초등 커뮤니티 인디스쿨은 2000년 교사 박병건에 시

작된 것으로, 초등 현직 교사들의 온라인 서비스의 기획

과 운영으로 오프라인 교사 연수, 서버 시스템 구축과 관

리, 시스템 운영비의 자발적인 모금 등이 이루어지고 있

다[33]. 인디스쿨은 약 12만 명의 초등 교사(전체의 60% 

이상)가 교사 인증을 통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3.1.3 분석 대상 선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교육용 웹 사이트 중 현재 

초등 음악 수업에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들을 

추출해 보았다. 웹 사이트 추출의 근거는 초등 음악 교육

용 웹사이트 사용 실태와 교사 의존도를 다룬 윤관기

(2015)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였다.[14]. 이 연구에서

는 음악 수업에서 교육용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초등 교

사 125명을 대상으로 웹 사이트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조사에서 초등 교사들은 아이스크림, 인디스쿨, 티셀파, 

에듀넷, 교육청의 교수·학습 자료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역 교육청 사이트의 경우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구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의 ‘에듀넷 티-클리어(Edunet T-Clear)’, 천재

교육 출판사의 ‘티셀파(T-Sherpa)’, 아이스크림 에듀의 

‘아이스크림(i-scream)’, ‘인디스쿨(indischool)’ 총 4개

의 교육용 웹 사이트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2 분석 방법

초등 음악 수업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가 주요 

웹 사이트별로 어떻게 제시되어 있고 그 특성은 무엇인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 체계를 바탕으로 한 분

석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분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의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분석한 여러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중 강은주, 이미

자(2005)[29], 추선경(2017)[28], 정광훈 외(2018)[30] 

등의 연구에 나타난 분석 기준과 내용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크게 ‘웹 사이트 서비스’과 ‘디지털 콘텐츠의 유

형과 내용’의 두 가지 분석 항목을 정하였다. 웹 사이트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운영 주체, 유/무료 여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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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상호작용, 편의성’의 세부 요소를 살피며, 음악 교

육 디지털 콘텐츠 유형과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콘텐츠 

유형, 미디어 형식, 교육과정 연계와 2015 개정 교육과

정 특성 반영’의 세부 요소를 바탕으로 분석 내용을 마련

하였다. 마련된 분석 기준은 Table 3과 같다. 

Analysis 
Item

Detail Elements Analysis Contents

Web-Site 

Services

Operation
Public/Commercial(Private)/

Non-Profit(Private)

Claim Paid/Free

Object Teacher/Student/Public

Interaction
Support for communication/ Requests 

and QnA

Convenience
Screen composition/Data Search/Move 

between menus

Digital 
content 
type and 
content 

about Music 
Education

The content type

Education General/

Education Elements/
Worksheet/Assessment 

Materials/Evaluation Materials/ 
References/Courseware

Media format
Audio/video/modules/

documents/html/Ebook/image

Curriculum 
Connectivity

Current Curriculum Support

Revised 2015 

Curriculum 
Characteristics

Curriculum Competency/
Achievement standard/

Student-centered teaching method/
Curriculum Connectivity/

Process-centric assessment  

Table 3. Analytical Criteria of Digital Contents

4. 연구 결과

분석 기준에 따라 1차 분석은 웹 사이트 서비스에 관

하여, 2차 분석은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과 음악 교육 내

용에 관하여 총 2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4.1 초등 음악 교육용 웹 사이트 분석 결과

웹 사이트 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분석 요소 중 운영 

주체, 유/무료 여부, 주요 이용 대상, 상호작용 가능성과 

관련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각 웹 사이트별로 운영 주체는 조금씩 달랐으며, 아이

스크림만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었다. 또한 교사(인디스쿨은 초등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

고 있는 타 웹 사이트와는 달리, 에듀넷 티클리어는 학생

과 일반인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

였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모두 

인터넷 웹을 기반으로 하기에 고객 센터(고객 지원) 메뉴

를 모두 마련해 두고 있었으나, 공공 기관이나 기업이 아

닌 교사들의 자체 운영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인디

스쿨은 고객 지원 체제가 타 웹 사이트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Edunet T-clear T-sherpa i-scream Indischool

Operation Public
Commercial

(Private)

Commercial

(Private)

Non-Profit

(Private)

Claim Free Free Paid Free

Object
Teacher/
Student/

Public

Teacher Teacher Teacher

Interaction
Service center,
1:1 inquiry,
FAQ

Service 
center,
1:1 inquiry, 
Improvemen

t suggestion
FAQ

Service 
center,
Service 
inquiry and 

suggestion,
FAQ

Customer 
Support,
Inquiry 

registration

Table 4. Analysis of Web-Site Services

한편, 편의성 요소에 관련된 분석은 분석 대상으로 삼

은 웹 사이트별로 기본 화면 구성과 기능을 바탕으로 실

시하였다. 

Fig. 1. Main Screen of Edunet T-Clear

(http://www.edunet.net)

[Fig. 1]의 에듀넷 티-클리어 웹 사이트는 상단에 수

업, 연구, 교육정책, 창의적 체험활동, 안내, 마이 페이지

의 주요 메뉴가 나와 있었으며 상단 주요 메뉴 위에는 검

색 창이, 화면 중앙과 하단에는 전 학교급을 대상으로 교

육 전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들을 바탕으로 한 

메뉴들이 나타나 있었다. 상단의 주요 메뉴들은 각각 하

위 메뉴와 그에 따른 세부 항목들로 나뉘어져 있어 메뉴 

이동 시 원하는 메뉴가 속한 상위 메뉴에 맞추어 여러 단

계에 걸쳐 찾아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에듀넷 티-클리어는 여러 사용자(교사, 학생, 일반인)

를 대상으로 여러 학교급, 교육 연구와 정책 등을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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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함한 여러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많은 종

류의 방대한 자료들이 비슷한 성격끼리만 모아 분류되어 

있기에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Fig. 2. Main Screen of T-sherpa

(http://e.tsherpa.co.kr)

[Fig. 2]의 티-셀파 웹 사이트는 상단 우측에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었고, 중앙에 ‘교과 학습, 평

가 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쉬는 시간, 수업 연구 마당, 자

료 마당, 참여 마당, 교육 쇼핑몰, 연수원’의 주요 메뉴가 

있었다. 우측에는 서랍 창으로 길쭉하게 교사들이 편리하

게 쓸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메뉴로 구성하여 놓았다. 

나머지 부분에는 사용자가 설정한 학년과 교과, 시간표, 

추천 콘텐츠, 학급 운영 팁, 계기 교육과 다양한 이벤트 

소개가 나타나 있었다. 상단의 주요 메뉴들은 각각 학년-

교과별,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키워드별로 구분되어 있

어 원하는 자료가 있는 곳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초등 티-셀파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초

등학교의 모든 교과와 단원의 학습 내용과 평가 자료, 창

의적 체험활동 자료, 학급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질 높은 교육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

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다만 이 웹 사이트 자체가 

특정 출판사가 운영하는 것이기에, 검정 교과서의 경우 

타 출판사의 자료는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Fig. 3]의 아이스크림 웹 사이트는 상단 중앙에 자료

검색창이 있고, 중앙에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쉬는 

시간, 평가 자료, 자료실, 쌤블로그, 쌤튜브, 팅커벨, 미니

샵, 하이클래스’의 주요 메뉴가 있었다. 우측에는 서랍 창

으로 길쭉하게 교사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기

능들을 메뉴로 구성하여 놓았다. 나머지 부분에는 사용자

가 설정한 학년과 교과, 초등 교사를 위한 다양한 학급 

운영 지원 메뉴가 나타나 있었다. 상단의 주요 메뉴들은 

각각 하위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성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화면과 메뉴 구성은 티-셀파와 

유사한 점이 매우 많았다. 

Fig. 3. Main Screen of I-scream

(http://www.i-scream.co.kr)

아이스크림은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현직 초등학교 교

사를 대상으로 모든 교과(모든 출판사)와 단원의 학습 내

용과 평가 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학급 경영에 필요

한 다양한 자료를 있었다. 더불어 웹 사이트 서비스를 원

격교육연수원의 연수 상품과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방

법 등을 통해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이

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Fig. 4. Main Screen of Indischool

(https://www.indischool.com)

[Fig. 4]의 인디스쿨 웹 사이트는 상단에 ‘인디광장, 수

업나눔, 인디공방, 인디연수, 자료실, 인증센터’의 주요 

메뉴가 있었으며 상단 우측에는 검색 창이, 화면 중앙과 

하단에는 커뮤니티 내의 다양한 행사나 홍보 배너 및 주

요 메뉴의 하위 메뉴 중 많은 회원이 찾는 내용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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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나타낸 것, 필요한 교육자료를 교과별로 분류한 

버튼 형태의 메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디스쿨 사이트는 초등 교사의 커뮤니티를 기본 바탕

으로 하고 있기에 교과별-학년별로 전문적인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기보다는 해당 분류 안에서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올리고 공유하는 자유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구성원들의 적극

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찾고

자 하는 교과나 학년의 자료를 찾기가 어렵고 때로는 검

증되지 않은 자료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단점

을 안고 있었다.

4.2 초등 음악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분석 결과

음악교육 디지털 콘텐츠 유형과 내용에 대한 세부 분

석 요소 중 ‘콘텐츠 유형, 미디어 형식’ 등 유형에 해당하

는 부분에 관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dunet 
T-clear

T-sherpa i-scream Indischool

The content 
type

Education 
General/

Education 
Elements/
Worksheet/
Assessment 

Materials/
Evaluation 
Materials/ 
References

Education 
Elements/

Worksheet/
Assessment 
Materials/
Evaluation 

Materials/ 
References/
Courseware

Education 
Elements/

Worksheet/
Assessment 
Materials/
Evaluation 

Materials/ 
References/
Courseware

Education 
General/

Education 
Elements/
Worksheet/
Assessment 

Materials/
Evaluation 
Materials/ 
References

Media 

format

Audio/video/
modules/

documents/
image

Audio/video/
modules/

documents/h
tml/Ebook/

image

Audio/video/
modules/

documents/h
tml/Ebook/

image

Audio/video/

documents/
image

Table 5. Analysis of Digital content type and content 

about Music Education

분석 결과, 콘텐츠의 유형 중 ‘수업 요소, 학습 활동지, 

교수 자료, 평가 자료, 참고 자료’는 종류와 비중의 차이

가 있을 뿐 모든 웹 사이트에서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교육 일반’과 관련된 내용은 에듀넷 

티-클리어와 인디스쿨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에듀넷 티-클리어는 웹 사이트의 운영 주체와 목

적, 이용 대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고, 인디스쿨의 경

우에도 교육 행위의 주체자로서 교사들의 참여를 기반으

로 하기에 일반적인 교육 내용이 타 웹 사이트에 비해 잘 

드러나 있었다. 한편, 음악 수업의 흐름을 담은 콘텐츠로

서 코스웨어(Courseware)는 티-셀파와 아이스크림에 

매우 잘 드러나 있었다. 두 웹사이트에서는 모듈 형태로 

코스웨어와 관련 자료들이 함께 모여 각 학년별 음악 교

과서의 단원과 차시의 교육 자료가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나타나 있어 수업에 적용하기에 용이하게 나타나 있었다. 

미디어 형식에서는 음악 교과의 특성과 관련하여 모든 

웹 사이트에서 ‘음성과 동영상, 문서, 이미지’ 형태의 디

지털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복합적으로 구

성한 모듈은 에듀넷 티-클리어, 티-셀파, 아이스크림에 

잘 나타나 있었다. 전자책의 미디어 형식은 앞선 코스웨

어 제시와 관련하여 티-셀파와 아이스크림에 전자 교과

서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었다.

다음으로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을 세부 분석 요소

로 삼아 살펴보았다. 우선 네 개의 웹 사이트에서 현행 

2015 개정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여 나타냄

으로써 최신 교육과정 관련 사항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각 웹 사이트의 내용과 2015 개

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강조점을 관련지어 정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Edunet 
T-clear

T-
sherpa

I-
scream

Indi-
school

Revised 
2015 

Curri-
culum 
Charac
teristics

Curriculum 
Competency

○

Achievement 
standard

○ ○ ○

Student-
centered 

teaching 
method

○ ○

Curriculum 
Connectivity

○ ○ ○ ○

Process-
centric 

assessment
○ ○ ○ ○

Table 6. Analysis of Music Revised 2015 Curriculum 

Characteristics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강조점을 중심으로 각 웹 사이

트의 음악 교육 디지털 콘텐츠가 ‘교과 역량, 성취기준,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교과 연계, 과정 중심 평가’

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에듀넷 티-클리어에는 음악 교육 관련 내용이 많지는 

않았지만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에 개정 교육과정

의 대부분의 요소가 고루 잘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대체로 교육 일반의 이론적

인 내용에 가까워 교사가 실제 수업에 바로 반영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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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셀파와 아이스크림에서는 음악 교과 역량이 직접

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았다. 이는 교과 역량 자체가 분

절적인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각 

학습 내용에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다만 

두 웹 사이트는 교사들의 실제 수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

로 교과의 직접적인 내용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성취기준, 과정 중심 평가’ 등의 교수적 성격을 가

진 내용은 잘 나타나 있는 반면,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인디스쿨에 나타난 콘텐츠는 대부분 교사들이 수업을 

위하여 정돈하거나 재구성한 자료, 수업에 적용해 본 결

과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좋은 아이디어 등을 기

반으로 하기에, 다른 웹 사이트의 내용보다 실제적인 수

업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학습자의 특성

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그에 따른 콘텐츠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그러나 인디

스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가 학년별-단원과 차

시별로 정리된 형태가 아닌, 구성원들에 의해 자유 게시

판 형태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열람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컨텐츠를 찾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

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 수업에 활용되

는 교육용 웹 사이트와 디지털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용 웹 사이트와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용 웹 사이트 중 초등 교사

들이 음악 수업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4개의 

웹 사이트, 즉 에듀넷 티-클리어, 티-셀파, 아이스크림, 

인디스쿨을 연구 대상으로 웹 사이트 서비스와 음악교육 

관련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분석 기준에 따라 각각을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웹 사이트와 음악 교육 디지털 콘텐

츠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에듀넷 티 클리어는 공공기관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최신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평가 내용, 교육 

정책 관련, 전국 단위에서 실시된 정돈된 연구물, 보고서 

등 검증되고 정돈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여러 학교급과 이용 대상을 가지고 있어 방대한 내

용이 한꺼번에 있어 특정 교과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가 

특화되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자료의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둘째, 티-셀파와 아이스크림은 초중등 교과 교육과 관

련한 사설 기업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므로 초등 음악 수업 자료가 실제 교과서와 연동되어 있

고 다양한 자료가 학년별,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수

업 구현 시 직접, 바로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관련된 타 

교과의 콘텐츠 등도 함께 제시되어 있어 수업의 방향에 

알맞은 콘텐츠를 찾아 활용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가 적

게 든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혔다. 다만 교사의 수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의 부족,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반

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인디스쿨은 교사들의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만들

어지고 운영되고 있기에 창의적인 자료, 최신의 자료, 현

장 교사들의 의견과 적용 사례가 풍부한 콘텐츠들이 많

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참여 교사들이 자유롭게 콘텐

츠를 업로드하는 형태로 자료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콘텐

츠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 현장성은 높지만 

자료가 정돈되지 않아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데 많은 노력

이 필요하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파악되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인 

동시에 문화 예술의 시대라고 일컫는 만큼, 음악 교육에

서도 시대와 환경의 흐름에 알맞은 내용과 방법으로 다

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이 구현될 필요가 있

다[3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음악 

수업을 위한 교수적 지원책으로서 교육용 웹 사이트와 

음악 교육 관련 디지털 콘텐츠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특

성을 분석함으로써 음악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

되고 있는 웹 사이트와 디지털 콘텐츠의 현재를 진단하

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향후 초등

학교 음악 수업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기 위한 과제로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 수업에서 웹 사이트와 디지털 콘텐츠에 지

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윤관기(2015)는 

음악 교사들이 수업에서 웹 사이트를 너무 의존할 경우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14]. 따라서 웹 사이트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

사 전문성을 발휘하여 수업 설계와 실행에서 국가 수준

의 교육과정과 평가의 목적과 방향, 교과의 성격과 본질, 

수업 내용, 수업 환경, 학생 실태 등이 골고루 반영된 수

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를 적시에 활용하는 능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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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는 것과 연결될 것이다.

둘째, 음악 교과의 본질에 알맞은 다양한 디지털 콘텐

츠가 개발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웹 사이

트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

로 삼은 웹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이들 자체가 음악 교

육만을 위하여 특화되어 개발된 것이 아니었기에 수록된 

디지털 콘텐츠의 성격이 다소 음악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음악 교육에서는 ‘실음’ 중

심의 음악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음악 교육용 디

지털 콘텐츠는 교실 수업에서는 실음으로는 다루어지기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성격을 갖추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적용 

단계에서 교과의 본질과 관련한 끊임없는 성찰과 연구가 

요구된다. 더불어 초등 음악 교육에서 교육용 웹 사이트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긍정

적 변화와 함께 음악 교육의 관점에서 음악 교과의 본질을 

지키는 수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과 적용, 개선과 보

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디지털 콘텐츠가 있지만, 변화하는 음악 교육과정과 새로

운 수업 기법,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및 수준을 고루 고

려한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활용

되는 대부분의 디지털 콘텐츠가 기본적인 학습 내용과 

수준에 알맞게 제시되어 있다. 이는 현장의 초등 음악 수

업에서 다양한 음악적 수준을 보이는 학습자들의 개별 

학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음악 교과의 영역별·수준별 콘텐츠의 개발과 적용을 

바탕으로 개선과 보급에 관한 여러 방면의 시도가 이루

어져야 한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급격

히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음악 교육도 이러한 변

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웹 사이트와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연구는 

음악 교육적 측면에서의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포함

하고 있다. 음악적 정보의 교류 및 소리 탐색과 창조 등

의 교육 활동을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실음을 통한 음악 학습 구현과 활

동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 음악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수학습 방법과의 관련 속에서 교육적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는 점,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개인의 음악적 경

험의 기회의 확장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학습자 중심의 

음악 교과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33]. 

본 연구는 이러한 음악 교육적 의미와 중요성에 기반

을 두고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 활용되는 교육용 웹 사이

트와 디지털 콘텐츠를 살펴보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학교 현장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웹 사이트

와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서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

악 교육용 웹 사이트와 디지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후

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내용이 음악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초등 

음악 수업 현장에서의 접근성, 학습자들의 다양한 음악 

교육적 요구의 수용 등의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인 음악 

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와 적용에 기

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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