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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팅의 음악교육적 활용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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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팟캐스팅(podcasting)이란 아이팟(iPod)과 방송(broadcasting)이 결합된 신조어로, 컴퓨터와 휴
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오디오, 비디오 형태의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구독한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면 집으로 직접 배달되듯이 팟캐스트 사용
자가 원하는 팟쇼를 한 번 구독하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된 개별 에피소드를 PC에 자동으로
받게 된다. 각각의 에피소드를 찾거나 다운로드하기 위해 웹페이지를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다.
팟캐스트를 다운받은 후에는 미디어 소프트웨어가 지원되는 PC는 물론 다양한 휴대용 매체를
통해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편리하게 팟캐스트를 즐길 수 있다. 팟캐스팅은 시작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는 초기 단계이지만, 최근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ICT 교육의 새로운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학습에서 팟캐스팅을 활용하기
위해 먼저 팟캐스팅의 개념적 이해를 돕고, 이를 활용한 음악학습의 유용성 및 교육적 활용 가능
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팟캐스팅, 정보통신기술, 음악교육, 학습자 자율성

I. 들어가는 말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오늘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은 날로 폭증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21세기 디지털 지식기반사회의 교육은 학습자의 선호를 고려한 개별화, 다양
화, 창의성, 정보해석력 등을 중시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교육과정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방송, 시청각 기․교재, 각종 학습자료 등을 활용하고, 특히 교과용 도서 중
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강조하
* 이 논문은 2011년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choimiyoung@d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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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실제로 정보통신기술을 교과과정에 통합시켜 교육적 매체로 활용하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교육이 지난 세기로부터 부단히 시도되어 왔고, 지금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요즘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현재 진화 중인 웹 2.0이라는 우산 아래 생겨나고 있다. 웹 2.0은 이
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누구나 손쉽게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열린 인터넷으로, 포털
사이트처럼 서비스 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수신만 하는 형태의 웹 1.0에 비해
웹 2.0 환경에서는 제공되는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 스스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웹 2.0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blog, wikipedia, flickr, del.icio.us, UCC
(User Created Content)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팟캐스팅(podcasting)은 최근에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는 최신의 기술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ICT 교육의 새로운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Barsky,
2006; Dervin, 2006).
팟캐스팅이란 애플(Apple)의 아이팟(iPod)과 방송(broadcasting)이 결합된 신조어로, 컴퓨터와 휴대
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오디오, 비디오 형태의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다(Meng, 2005). 시장조사기관인 PEW INTERNET과 AMERICAN LIFE PROJECT에 따르면 18세 이
상의 미국성인 중 2,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MP3 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중에서 팟캐스
트를 청취해 본 사람은 6백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Barsky, 2006; Campbell, 2005). 또한 The
Diffusion Group에 따르면 2005년 미국의 팟캐스팅의 이용자는 전년대비 400%이상 증가했으며,
2010년까지 매년 100%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은민, 2006).
현재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오
늘날 학습자는 의사소통과 정보수집의 도구로써 디지털 매체들을 사용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
은 팟캐스팅의 학습도구인 컴퓨터와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다(오리라,
2009). 따라서 이들에게 익숙한 디지털 기기를 교육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교육효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ICT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넓혀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라 하겠다.
그렇다면,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팟캐스팅을 음악학습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
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의 팟캐스팅의 교육적 활용에 눈을 돌릴 수 있다. 미국
의 Consortium of College and University Media Centers는 팟캐스트의 교육적 활용에 관해 다음의
아이디어를 나열한다: 학생 과제물, 보충수업자료. 객원강사(visiting lecturer)의 강연, 교육연수/교재,
행정상 모임 및 정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라디오 쇼, 예비 신입생을 위한 최신 교
내 정보(Brower, 2006). 듀크 대학(Duke university)이 발표한 아이팟 사용에 대한 첫 해 경험의 최
종 보고서(2005)는 아이팟의 교육적 활용을 수업내용의 전달, 수업 녹화, 현장 녹음, 학습 지원, 파일
전송 및 저장의 다섯 가지로 기술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학자 Lamb과 Johnson(2007)은 기존의 만들
어진 팟캐스트를 사용함으로써 음악수업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팟캐스팅을 음악학습에서 활용하기 위해 먼저 팟캐스팅을 소개함으로써
팟캐스팅의 개념적 이해를 돕고, 이를 활용한 음악학습의 유용성 및 음악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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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팟캐스팅의 개념과 이용법
1. 팟캐스팅의 개념
팟캐스팅(podcasting)이라는 용어가 처음 언급된 것은 2004년 2월자 The Gruardian 신문의 Ben
Hammersley가 쓴 기사에서였다. 팟캐스팅은 애플사에서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MP3 플레
이어인 iPod에서 ‘pod(playable on demand)’를 그리고 broadcasting에서 ‘casting’를 떼어내어 만들어
진 합성어이다(Notess, 2005; Wikipedia, 2010). 팟캐스팅은 애플 컴퓨터가 도입한 인터넷 기반 음악
방송 서비스로 방송국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음악방송 등의 콘텐츠를 청취자가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PC나 MP3 플레이어 등의 휴대기기에서 감상하는 일련의 행위로, 최근에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Bullis에 의하면 2003년도에 20만대의 판매를 보인 iPod가 2005년에는 약 700만대의 판매를 기
록했으며, 웹에서 팟캐스트를 올리고 내려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아이튠즈(iTunes)도 배포한지
이틀 만에 백만 명이 다운받았다고 한다(2005).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를 반영하여 팟캐스트가 대
중에 의해 주목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New Oxford American English
Dictionary(2005)에 의해 2005년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기도 했다.
팟캐스트(podcast)란 신디케이션 피드(syndication feeds)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배포된 일련의 디지
털 미디어 파일로, 파일의 형태는 사용자 손수 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 UCC)이다. 초기의
팟캐스트는 오디오 형태로만 되어 있었으나 요즘에는 비디오 형태가 가능해지면서 비디오 형태의
팟캐스트(videocasts, vidcasts, vodcasts)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외에도 이미지, 텍스트,
PDF 등 다양한 디지털 파일 형태가 될 수 있다. 파일의 형식은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 될 수 있
는 MP3 포맷의 디지털 녹음 파일이고, 컴퓨터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 재생된다. 따라서 멀티미
디어 파일의 모음인 팟캐스트를 모바일 매체인 MP3 플레이어나 개인용 컴퓨터에서 편리한 시간에
듣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이 바로 팟캐스팅이다.
팟캐스팅과 관련한 주요 개념에는 팟캐스터(podcaster)와 팟캣처(podcatcher)가 있다. 팟캐스터는
팟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하고, 팟캣처는 팟캐스트를 웹상에 올려주고 내려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 팟캣처는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iTunes, Juice, WebbIE, iPodderX, Doppler 등 여러 주요 팟캣처가 있다. 그 중에서 iTunes는 애플사
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보급되어 쓰이고 있고 사용의 편의성도 높아 가장
추천할 만한 소프트웨어이다.
팟캐스터의 PC에서 생산된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파일들은 대개 많은 에피소드(episode)를 담
고 있는 일련의 콘텐츠, 팟쇼(podshow)로 구성된다. 팟캐스터에 의해 배포된 에피소드는 인터넷을
통해 팟캣처의 RSS 소프트웨어에 저장된다. RSS란 Real Simple Syndication,

Rich Site Summary

혹은 RDF Site Summary의 약자로 XML 기반의 표준 통신 포맷이며, RSS로 대표되는 콘텐츠 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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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 포맷을 통해 콘텐츠 혹은 피드를 전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북마크에 저
장한 사이트의 업데이트 유무를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만, RSS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
지 않고도 RSS 리더(reader)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트 업데이트의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RSS 피드 기술은 팟캐스트를 웹에 쉽게 올리고 내려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팟캐스팅의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팟캐스팅 외에도 웹사이트나 웹블로그에 사용된다. 대부분의 오디오
블로그는 이미 내장된 피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팟캐스트의 에피소드를 게시하기 위
해 웹블로그를 많이 선택하기도 한다. 팟캣처 사용자는 피드 주소를 RSS 리더에 지시함으로써 피드
를 구독할 수 있는데, 팟캐스트 피드를 한 번 구독하면 마치 구독한 신문이나 잡지가 집으로 직접
배달되듯이 팟캐스트의 각 에피소드가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전송된다. 각각의 에피소드를 찾거나 다
운로드하기 위해 웹페이지를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팟캐스트 사용자가 원하는 팟쇼를 구
독하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된 비디오, 오디오 형태의 개별 에피소드를 RSS 리더를 통해 PC에 자
동으로 받게 된다. 팟캐스트를 다운받은 후에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미디어 소프트웨어
가 지원되는 PC는 물론 MP3 플레이어, 또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나 PMP(personal media
player), 심지어 휴대폰 등 다양한 매체에서 팟캐스트를 즐길 수 있다(이은민, 2006; Kong, 2007;
wikepedia, 2010).
이상의 팟캐스팅의 개념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팟캐스팅의 개념도

2. 팟캐스팅 이용법
팟캐스팅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용 가능한 기존의 팟
캐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팟캐스트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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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의 팟캐스트를 사용하는 방법
이용 가능한 기존의 팟캐스트를 내려 받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의 팟캐스트 디렉토리를 검색하여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먼저 팟캣처를 다운받아 설치해야 한다(Lamb & Johnson, 2007). 팟
캣처를 설치하는 경우에 여러 팟캣처 중 iTunes는 구독신청을 한 콘텐츠들이 본인의 PC에 자동적으
로 업데이트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파일이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되어 듣기 원할 때마다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많이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림 2] iTunes 화면
iTunes를 이용하여 팟캐스트를 듣는 방법은 [그림 2]의 iTunes 화면에서 ‘고급’ 메뉴를 선택하고
‘Podcast 구독’ 창을 연 다음 팟캐스트 주소를 써 넣으면 된다.
이미 제작되어 있는 다양한 팟캐스트 중에서 학교 교실에서 활용될 수 있는 팟캐스트의 선별기준
에 대해 Lamb과 Johnson(2007)은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첫째, 교실에서 양질의 팟캐스트
를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대상에 대한 파악, 즉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초
등학생을 위해 제작된 팟캐스트와 고등학생을 위한 팟캐스트를 비교해 보면, 내용 자체나 깊이, 전
달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팟캐스트 내용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 학생들의 주의를
끌고 질문, 연습, 실행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질문 게시판이나 대화방, 흥미로운 소리 효과,
양질의 음악 예시자료 등을 제공하는 팟캐스트를 선택해야 한다. 셋째, 팟캐스터의 신뢰성을 따져봐
야 한다. 넷째, 팟캐스트 디자인과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유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팟캐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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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 교실에서 사용하기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 최적의 사용을 위해서는 길이가 짧은 단일 개념의 팟캐스트가 좋다. 또한
팟캐스트의 음량과 음질은 어떤지, 용이한 다운로드를 위해 인터넷 전송속도와 관련해서 파일 크기
는 어떤지, 사용하는데 방해를 주는 또 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등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마
지막으로 팟캐스트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다른 교육적 항목, 예를 들어 스크립트(scripts), 학습 안
내서, 웹사이트와의 링크 등 다른 보충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방법
직접 만들고자 하는 오디오나 비디오 내용을 녹음하고 편집하는 일은 간단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 교사나 학생들은 많은 시간적, 금전적인 투자 없이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팟캐
스팅 소프트웨어(ex. Audacity, GarageBand, iPodcast Producer, Movie Maker 등)를 이용하여 쉽게
MP3 파일을 만들 수 있다. 그 중 Audacity는 오디오 파일을 녹음하고 편집할 수 있는 오픈 소스 프
로그램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팟캐스트의 제작에 앞서 먼저 필요한 장비는 마이크(microphone), 휴대용 MP3 레코더, 디지털 캠
코더, 팟캐스팅 소프트웨어이다. 마이크의 경우 최상의 음질로 녹음하기 위해 컴퓨터에 내장된 마이
크를 사용하기보다 외장형 마이크나 헤드셋(headset)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장형 마이크로
는 블루(Blue)사가 제작한 USB 스노우볼(snowball) 마이크가, 헤드셋은 젠하이저(Sennheiser) PC 150
이 성능 대비 가격 면에서 추천할 만하다. 휴대용 MP3 레코더는 스튜디오 밖에서 녹음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디지털 캠코더는 비디오 형태의 팟캐스트 제작할 때 필요하다.

[그림 3] Audacity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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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acity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오디오 파일을 만들기 위해 먼저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샘플 비
율을 설정해야 한다. 위의 [그림 3]의 Audacity 화면에서 ‘파일’ 메뉴의 환경설정을 선택하고 ‘음질’
탭을 누른 다음 샘플 비율이 44.1KHz와 샘플 포맷이 16비트보다 크지 않도록 설정한다([그림 4]]).

[그림 4] Audacity 환경설정 창
본격적으로 녹음을 하기 위해 Audacity 화면의 빨간 버튼이나 R키를 눌러 녹음을 시작하고 노란
버튼이나 스페이스바를 눌러 녹음을 정지한다. 녹음된 내용은 초록버튼이나 스페이스바를 사용하여
들을 수 있다. 만약 녹음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 녹음하기 위해서는 녹음된 오디오 트랙의 왼쪽
상단의 닫기 단추를 눌러 삭제한다. 녹음이 끝난 후에 부분적으로 편집할 경우에는 마치 문서 프로
그램에서 하는 것과 같이 편집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한 후 단축키나 ‘편집’ 메뉴를 사용하여 자르고,
복사하고, 붙일 수 있다.
최종 편집된 파일은 LAME MP3 인코더(encoder)로 MP3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이 때 비트
전송속도는 목소리만 녹음된 파일이라면 32Kbps에서 64Kbps 사이가 좋고, 음악이 녹음된 파일의 경
우에는 128Kbps가 좋다. 저장 후에는 파일 제목, 만든 이, 제작년도 등 태그(tag) 정보를 첨가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MP3 파일의 배포를 위해서는 파일을 인터넷 서버에 올린 후 RSS 피드를 만들
어 배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자동으로 웹에 올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ex.
Ourmedia, Odeo, PodOmatic 등)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 사이트들은 상업적인 성격의 사이
트가 아니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절차도 대단히 간단하여 등록을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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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된 공간에 만든 팟캐스트를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 또한 이 사이트들을 이용하면 블로그 생성,
서버의 이용 가능한 공간 여부, RSS 피드 생성 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매달림 없이 교사나 학
생들은 오로지 팟캐스트의 제작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다.

II. 음악학습을 위한 팟캐스팅의 유용성 및 활용방안
1. 팟캐스팅을 이용한 학습의 유용성
팟캐스팅이 다른 서비스와 구별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용성은 뛰어난 접근성과 이동성이다(Chinnery,
2008; Chung, 2002, Keegan, 2005). 전통 방식의 방송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방송
스케줄을 기억해야 하고 하던 일을 멈춰야 한다. 블로그와 같은 기존의 서비스도 직접 사이트에 방
문을 통해서만 업데이트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팟캐스팅은 앞서 언급한 RSS 피드 기술 덕분에 사
용자가 일단 팟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가입하고 자신이 원하는 팟캐스트 피드를 구독
해 놓으면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자료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다운로드해준다. 학습자는 다운로드 받
은 최신의 자료를 수업시간 이외에 자신의 편리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팟캐스팅 서
비스는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이기 때문에 MP3 플레이어와 같은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팟캐스트를 청취하거나 시청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요구하는 기
술적 수준이 대부분의 학습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이를 위해 고가의 새로운 장
치의 구입 없이 학습자가 기존에 쓰던 PC, MP3 플레이어, 휴대폰 등을 이용하면 된다.
iNews 24(2010)에 의하면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2010년 9월 기준으로 5천만 명을 넘어섰다. 통
계청 추산 인구가 4천887만여 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탄생
하였다. 한마디로 1인 1폰 시대를 넘어 1인 다(多)폰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또한 아이폰(iPhone)으로
촉발한 스마트폰(smart phone)도 2009년 11월 47만 명에 불과했던 가입자 수가 불과 2년여 만에
2011년 10월 말 기준으로 2천만 명을 돌파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요즘의 휴대폰은
MP3 플레이어를 내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휴대폰이나 MP3 플레이어같은 모
바일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팟캐스팅의 다른 유용성은 소재의 다양성이다(Cho, 2006; Chung, 2002, Puente, 2007). 웹 블로깅
이 개인이나 동호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텍스트 중심의 온라인 저널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듣기 중심
의 저널이 팟캐스팅으로, 뉴스, 과학, 경제, 문화, 예술과 같은 무게 있는 주제로부터 연예오락, 스포
츠, 취미 등과 같은 가벼운 주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팟
캐스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iTunes는 온라인 팟캐스트 디렉토리에 예술, 비즈니스, 코미디, 교육,
게임과 취미, 정부와 기관, 건강, 어린이와 가족, 음악, 뉴스와 정치, 종교, 과학과 의학, 사회와 문화,
스포츠와 여가, 테크놀로지, 텔레비전과 영화 등 16가지 카테고리의 팟캐스트를 제공하고 있어 학습
자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주제의 들을 거리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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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유용성으로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들 수 있다(오리라, 2009; Cho, 2006). 학습자가 다양한
팟캐스트 중에서 스스로 학습자료를 선택하여 학습함으로써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자는
교실에서 교사가 주는 자료를 통해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 자신의 흥미와
욕구를 고려해 직접 선택한 자료를 사용하여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아울러 학습자는 학습 속
도와 학습량을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관심, 호기심, 전
공 등과 상관성이 높은 내용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내재적 동기를 고양시켜주는 계기가 되
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되고, 나아가 개인차에 따라 청취하고 시청하는 횟수와 양의 조절로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또한 학습자의 자율성은 학습자에게 스스로 교실을 넘어 교실 밖에서 더 많은 의사소통의 기회를
찾도록 유도한다. 학습자는 학습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학습자들의 반응을 알고 싶을 때
팟캐스터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질문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통해 제작자나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
용을 할 수 있다. 이는 학습에서 학습자 상호간에 도움을 받는 만큼 상대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책임
감을 강조한 상호주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에도 부합하는 학습상황을 제공해 주어 궁극적으
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가능케 한다.
마지막으로 팟캐스팅은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유용하다(Keegan, 2005).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는 학습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도구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학습자들이 여가용
도구로 사용하는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학습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정서적인 면에서 편안함을
느껴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팟캐스팅의 음악교육적 활용방안
가. 음악 학습내용의 전달 및 이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개념이나 기술을 제시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팟캐스팅을 활용할 수
있다. 듀크 대학이 발표한 아이팟 사용에 대한 보고서(2005)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배운 새로운 내
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편리한 시간에 반복하여 학습한 결과, 기말고사에서 높은 성적
을 얻었다고 함으로써 팟캐스팅의 활용이 수업내용의 전달과 학생들의 이해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Kong(2007)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팟캐스팅을 통
해 학생들은 빼먹은 수업내용을 보충하는데 편리하였고, 처음에 이해하지 못한 다소 어려운 개념을
복습할 수 있었으며, 교사의 설명에 대해 자세하게 메모해야 하는 부담감도 덜 수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 결석으로 인해 놓친 음악수업내용을 보충하거나 혹은 배우고도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집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서 팟캐스팅을 제공하면 음악수업의 연속성과 효과를 높이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악보, 음계, 음정, 화음, 전조 등과 관련하여 팟캐스트를 만들어 활용하면 음악이론에 대한 학생들
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교사가 이에 관한 내용이나 수업의 팟캐스트를 제작하
여 제공하고 있다. 일부 음악이론 관련 팟캐스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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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하버 대학(Harbor College)의 ‘음악의 기초’ 수업 팟캐스트:
http://web.mac.com/mus101/MUS_101_Podcasts/MUS_101_Podcasts/MUS_101_Podcasts.html
-Theory Time®의 팟캐스트: http://theorytime.podbean.com/ 등
팟캐스팅은 학생들이 음악적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양한 기악수
업, 성악 발성법, 피아노 반주법, 마스터 클래스(master class) 등에 사용하면 좋다. 이 중 초등학생이
나 교육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코더나 단소 수업을 예로 들면, 교사는 팟캐스트를 통해 악
기의 구멍과 소리 나는 음의 관계, 적합한 운지법, 호흡기술, 텅잉 등의 시범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때
비디오 형태의 팟캐스트로 제작한다면, 학생들은 교사의 언어적 설명과 함께 바른 자세, 호흡, 주법
등을 직접 볼 수 있어 더 좋다. 게다가 학생들은 연주해야 할 소리에 대한 심상을 가질 수 있고, 연습
의 과정에서 팟캐스트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소리와 제공된 청각적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연주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은 PortableRecorder.ca 사이트의 홈페이지 모습이다.

[그림 5] PortableRecorder.ca의 홈페이지
이 사이트는 연주수준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를 다시 7가지 색깔의 난이도로 나누
어 악보, 리듬 연습곡, 가락, 반주, 반주가 있는 가락 등을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팟캐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팟캐스트를 다운받아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 활동으로 자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나. 보충 학습자료의 제공
팟캐스팅은 음악학습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다. 외국의 음악 교과서와 우리의
음악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외국의 것은 우선 교재곡의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CD, DVD,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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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등 다양한 보조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사가 쉽게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고 학
생들도 다양한 음악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의 교과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팟캐스팅을 활용하면 이러한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 음악교육과정에서
세계음악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면서 교과서에 학년별로 여러 나라의 음악에 대한 단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팟캐스트를 통해 교과서에 수록된 곡 이외의 다양한 세계음악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 만
약 비디오 형태의 적절한 팟캐스트가 제공된다면, 학생들은 각 나라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 나라의
생활모습과 문화, 전통의상, 민속춤, 민속놀이 등도 함께 학습할 수 있다.
음악 감상이나 음악사 수업에서 시간상의 제약으로 다룰 수 없는 악곡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팟캐
스팅을 사용할 수 있다. 수업시간 외에 전곡(全曲) 감상을 통해 음악적 흥미와 관심이 높은 학습자
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특정 작곡가나 시대와 관련하여 악곡 감상에 대한 심화학습이 가능
하다. 듀크 대학의 최종 보고서(2005)에 따르면, 실내악 수업을 수강한 한 학생은 팟캐스팅을 통해
교수가 알려주지 않은 실내악곡까지 알게 되어 연주 레퍼토리를 확장할 수 있었으며, 음악 세미나
수업의 한 학생도 감상 기말고사를 위해 팟캐스팅을 사용하여 꾸준히 학습한 결과 다양한 악곡을
외울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다른 예술 영역이나 비 예술교과와 통합된 음악수업에서도 팟캐스팅을 활용하면 좋다. 한
예로 드뷔시(C. Debussy)의 음악을 학습하면서 인상주의 음악과 미술의 관계를 비교․설명하기 위
해 [그림 6]과 같은 팟캐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또는 미술교사나 미술가와의 인터뷰 팟캐스트를 만
들어 직접 인상파 미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표적인 작품이나 미술 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소개받
을 수 있다.

[그림 6] 인상주의 미술의 팟캐스트(출처: Grand Rapids Art Museum Po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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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악수업의 기록
학부모들과 학교 행정가들에게 음악수업에서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리는데 팟캐
스팅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음악의 성격상 학생들이 음악수업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
을 교사가 학부모들과 행정가들에게 생생하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수업시간에 있
었던 학생들의 여러 작업과 노력, 그리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물을 공유하기 위해 팟캐스팅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음악 만들기 수업을 예로 들면, 프로코피에프(S. Prokofiev)의
피터와 늑대(Peter and the Wolf)를 먼저 충분히 감상하고 나서 반 학생들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각
각의 인물과 동물에 따라 모둠을 정하고, 모둠별로 자기 모둠이 맡은 등장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교
사가 제시한 조건(예. 4/4박자, 8마디 등)에 맞춰 짧은 선율을 만든다. 뿐만 아니라 만든 선율에 어
울리는 신체동작을 구상하고, 노래와 신체표현에 맞춰 반주도 즉흥연주한다. 이러한 일련의 음악활
동과 경험에 대해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와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 언어적 설명이나
단순히 이 음악 만들기 과제에서 자신의 부분을 연주해 보이는 것만으로는 음악수업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이 경우에 최종 결과물과 함께 그 과정을 팟캐스팅을
통해 제공한다면, 학부모 및 학교 행정가들은 음악 만들기 수업에서 있었던 많은 것들을 보다 용이
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이 과제에 대해 가장 잘 한 모둠의 작품을 쇼케이스(showcase)하
여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것과 다른 학급 학생들의 작품을 비교·대조할 수 있다(Kerstetter,
2009).
음악수업의 기록으로써 팟캐스팅의 활용은 교대생이나 사대생과 같은 예비교사나 현직교사의 수
업장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팟캐스트를 통해 녹화된 동료와 자신의 수업상황을 관찰하고, 반성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 즉 수업관찰을 통해 교사의 음악적 행동,
언어적 행동, 학생과의 상호작용 등 수업행동을 분석하고, 자신이 한 수업이 어떠한 점에서 잘하고
부족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수업기술과 교수방법, 교수전략 등을 향상
시키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라. 음악과제의 제작
미국의 Consortium of College and University Media Centers는 2006년 학술대회에서 팟캐스트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아이디어의 하나로 학생 과제물을 들고 있다. 실제로 포틀랜드 성경 대학
(Portland Bible College)은 음악의 입문(Mu 121)과 음악의 기초(Mu 122) 등의 음악이론과목에서 각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들에게 음악예시와 숙제를 제공하기 위해 팟캐스팅을 사용하고 있다. 학생
들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과 관련된 다양한 예시와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학
습하고, 과제 도중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팟캐스터의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교사나 다
른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음악의 기초(Mu 122)의 팟캐스트: http://pbcmusictheory.podomatic.com/
-음악의 입문(Mu 121)의 팟캐스트: http://introtomusic.podomat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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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크 대학의 보고서는 팟캐스트의 학문적 활용 중 하나로 야외 작업(field study)을 밝히고 있다.
야외 작업의 범주 안에는 현장 메모(field note)나 인터뷰, 주변의 소리, 오디오 데이터의 녹음 등이
포함되는데, 이것을 음악학습에서는 교실 밖에서 학생들이 제작하는 음악과제로 활용할 수 있다
(Kerstetter, 2009). 2007 음악과 교육과정의 생활화 영역과 관련하여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민속놀
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전통 축제를 조사하는 과제나 9, 10학년의 활동 영역 중 ‘악곡의 내용과 시대
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며 감상하기’의 학습요소와 관련지어 드보르작(A. Dvořák)의 삶과 음악을
조사, 발표하는 과제 등이 학생들이 전통적인 교실 활동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직접 만든 내용을 팟
캐스팅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과제가 될 수 있다. 먼저 과제의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자료를 수집
한 후, 팟캐스트에 사용될 스크립트를 잘 작성한다. 다음으로 팟캐스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
한 스크립트를 녹음하고, 사진, 음악, 관련 웹사이트 링크, 효과음 등을 삽입하여 팟캐스트를 완성한
다. 이렇게 제작된 팟캐스트를 인터넷 싸이트에 올린다.
팟캐스팅을 활용하여 제작된 학생들의 과제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과 정보를 평가
할 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 학부모, 학교 행정가들과 공유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학생들이 직접 팟캐스트를 제작하여 올리게 함으로써 그들이 학습활동에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만들어 그들의 내재적 동기를 고양시키고 학습자 중심적인 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자신들이 만든 팟캐스트를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은
학생들이 좀 더 자신들이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정성을 다하게 만들어 주는
이점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같은 활동을 하는 다른 학급과 공동의 주제를 다루고 토의하는 교실 프
로젝트 형태의 수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Cho, 2006).

V. 나가는 말
팟캐스팅은 초기에는 블로거(blogger)들의 개인방송을 청취하며 시작했으나 점차 방송국, 기업, 학
교에 이르는 조직적인 사업다각화 방안의 하나로 성장하여, 현재 시작된 지 10년도 안 되는 초기시
장이지만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널리 보급되고 있다. 팟캐스팅은 음악학습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기존 음악학습에 비해 큰 접근성과 이동성을 제공해 주
고,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타인과의 정보 교환 및 공유의 기회를 확대시켜 준다. 또한 음악 학습내용
을 학습자 자신이 선호하는 방법과 자신에게 알맞은 속도로 학습해나가는 학습자의 자율성이 향상
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고, 팟캐스트의 제작을 통해 개인의 의사표현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이에 따른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 고양과 학습의 효율성 제고 등 기타 많은
장점을 가져다준다.
이처럼 팟캐스팅이 학습자들에게 높은 효용을 제공함에 따라 앞으로도 음악수업에 많은 활용이
예상되나 이러닝(e-learning) 도구로써의 부정적 인식,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나 방송규제
등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중 저작물에 주어지는 독점적 권리
인 저작권 문제가 가장 심각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저작자들의 인식과 저작권법의 개편에 따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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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팟캐스팅도 저작권의 안전지대일 수 없다. 그 동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발은 친고의 형태로만 가능했으므로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이 조항이 폐지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음악학습에서 팟캐스팅을 사용할 때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음원이
다. 팟캐스트를 제작할 때 공공영역(public domain)의 것이 아닌 음악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데, 아
직 팟캐스팅의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탓에 저작권자들의 관심 밖에 있는지 비교적 조용하다
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 아닐 것이다. 특히 팟캐스트는 일반적인 스트리밍 방식처럼 한번 들은 후에 사라져버리는 일회
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기기로 다운로드 되는 MP3 파일 형태로 영구히 저장될 수 있다는 특징 때
문에 일반적인 음원 공유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팟캐스팅과 같은 신기술 그 자체는 단순한 학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므로 팟캐스팅을 음
악수업에 단지 활용했다고 해서 앞서 언급한 다양한 학습의 장점들이 저절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활용방안이나 음악교육에 유익한 팟캐스팅의 선별에 대한 지침
등 팟캐스팅을 활용한 교육적 방안과 그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넓혀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음악교사와 음악교육 연구자 모두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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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s of Podcasting in Music Education

Mi Young Choi (Professor,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odcasting, a portmanteau of the words "pod" and 'broadcasting" is a technology that allows
listeners to subscribe, download, and listen to audio or audiovisual files via the Internet at their
convenience. Like a magazine subscription delivered to your house, once you subscribe to a
podcast, each episode is automatically delivered to your computer. There is no need to return to
the Web page to search for and download each episode. Subscribers can then listen to the podcast
on their computer or download it to portable devices for convenient on-the-go listening. They can
access the podcast files anytime and anywhere they feel free.
The great advantages to podcasting are summarized as the convenience like accessibility and
mobility, the variety of content, and the improvement of learner autonomy and motivation. In
these reasons, even though podcasting is still in a very early stage that is no more than 10 years
old, educators have become interested in the potential of podcasting these days. This study deals
with the question how podcasting can benefit the music learning. The study suggests a hands-on
guide using podcasting to enhance music curricula and enrich music classroom for course content
dissemination, classroom recording, supplemental course materials, and student assig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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