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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미래인재 역량 관련 발표

이후가장강조되어지고있는창의성은어느영역을막론하
고중요한가치다. 현대의지식은남이창출한지식을이해하
고기억하는것만으로는사회에서경쟁력이있을수없다. 즉,
‘존재’하는 지식이 아니라 ‘창조’되는 지식이 필요하다. 개인
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구조화되며 창조되어 존재하는 지
식은 보편적인 지식, 객관적인 지식보다 강조되는 것은 당연
하다. 현대는지식을수동적으로수용하는능력이아닌기존
의지식을바탕으로새로운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다. 창의
성은 기업 뿐만아니라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
명으로 인한 새로운 기술‧매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새로
운 형태의 융‧복합적인 신규 사업 모델의 필요성이 점차 대
두되고 있다. 창의성은 현시대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다.

2.본론
음악 예술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loT)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음악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제작과정에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수밖에없는영역이상대적으로많아질것으로예상

된다.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으로 A.I 기반의 아티

스들과 저작물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나타날 것

으로 본다. 음악인들도 영역간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융합적

이고 기술과 플랫폼을 만들어 1인 기업의 형태로 운영가능

할것으로본다. 국내에서도 AI와음악작곡을접목시킨사례

가 이미 등장했다. 국내 인공지능 음반 레이블인 ‘엔터 아츠’

에서 선보인스피카김보영을시작으로더욱더활성화될것

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단순한작업은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그러나 영감과 창의성은 인간이 갖는 고유성

으로기계가할수없는영역으로볼수있다. 이를위해예술

교육의 형태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이 아닌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창의

성에관한연구에의하면어떠한 일련의과정을거치거나창

의성을높여주는환경을만들어주면누구나일정수준의창

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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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이 결

합 되어 인간의 지적 능력을 구현하는 변화 시대에 음악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고찰한다. 정보의 시대에서 창의성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현대에서는 학습자에게 정보

를 전달하고 수용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 창의성을 증진 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

다. 재즈 즉흥 연주와 창의성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즈 즉흥 연주를

중심으로 창의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창의력을 지닌 사람

즉,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능력을 계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상으로 커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할 주요 몫이다. 재즈 즉흥연주의

구조와 접근방식에 대해 이해하여, 향후 창의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유용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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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bile(1998)가 주장한 창의성을 끌어내는 환경적인요소들

과 John Dewey의 철학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적 경험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창의성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창의력을증진을 위한 재즈 즉흥연주

재즈 연주자가 즉흥연주를 할 때 창의성은 극대화되는 반면

에 창의성을 저해하는 뇌의 영역의 활성은 최소화한다고 한

다. 미국존스홉킨스의과대찰스림교수는재즈와뇌에관

한연구를하기위해재즈연주자들이즉흥연주를할때뇌의

상태를 모니터하는 실험을 했다. 림 연구팀은 재즈 피아니스

트들이 fMRI 장치 안에서 연주를 하는 동안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 뇌의 영역을 스캔하여 즉흥연주를 수행할 때 연주

자의 뇌의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지를 체크 하였다. 연구팀

은배외측전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즉, 계획

된행동이나자기검열과관련된뇌의영역이즉흥연주시활

동성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반해 자기표현

에 관련된 뇌의 영역인 내측전전두엽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의 활동성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독일막스플

랑크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연구팀에서도 최근재즈

연주가들을 대상으로 즉흥연주를 할 때 재즈 음악인들의 뇌

의편도체(amygdala)와특정신경망이부위가활성화되는것

을발견했다. 이는새로운것에대한자극에편도체가관여하

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재즈즉흥연주와창의성간의상관관계가높은경향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바탕으로재즈즉흥연주를활용한다양한교육프
로그램개발과적용그리고그에대한효과성검증등이꾸준
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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