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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러닝 기반 Flipped Classroom의 활용연구
- 대학의 음악실기교육을 중심으로 -

․

서동욱 이에스더

우리나라 대학의 음악교육현장에서는 음악이론과 실기를 균형 있게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시간적, 환경적 제
약으로 인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음악이론을 교육한 후, 이를 실기에 적용할 경우 학습자마다 이해도의 차이가
있거나, 시간이 지날 경우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시간대비 교육효과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실기에 집
중할 경우 연주의 기능적 완숙도는 높아지나, 학생들이 연주하고 있는 곡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깊은 음악적 사고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로 인해 연주를 듣는 청중들에게 작품의 의미와 작곡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
지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교육기관이 인력과 재원을 들여 다
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일환으로 스마트 러닝 기반의 Flipped Classroom을 음악전공실기교육에
적용하고자 한다. 스마트 러닝 환경 하에 학습자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음악이론을 학습하고, 수업
시간에는 학습된 이론에 근거한 실기교육에 집중하는 Flipped Classroom을 통해 교수-학습의 효율을 극대화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러닝 등의 기존 교육과 다른 스마트 러닝 환경에 대한 소개를 통해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Flipped
Classroom의 개념과 사례 및 장점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음악대학 교육현장의 스마트 교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길 바라고, 스마트 인프라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Flipped Classroom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학습자 중심의 효
과적인 음악실기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 검색어: 음악실기교육, Flipped Classroom, 스마트 러닝, 스마트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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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문 음악가를 꿈꾸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과는 달리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학
습해야 하는 특수한 학업환경 속에 있다. 본인들의 연주나 음악작품이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
기 위해 실기능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실기 지도시간과 담당 실기교수와
의 좋은 관계 유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최진호 2012, 94).
학생들과 교수자는 음악가로서 자신의 작품과 연주를 청중으로부터 평가받는다. 음악의 특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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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인 내면의 사고를 통해 음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음악가로서 직관적인 개인의 판단과 평가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방식은 종종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기반으
로 한 교수학습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김경희 1995, 115). 음악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요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중심 실기교육의 활성화와 대학생들의 필수품인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교수자와 학생 간 긴밀한 상호의사소통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음악실기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2013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통해 20대 스마트 폰 보유율이
98.8%이며 인터넷 이용률 또한 99.9%라고 발표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절대다수가 20대인 대학생
들이 지능화된 단말기인 스마트 폰을 98% 이상 보유하고 있고, 컴퓨터 및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
한 인터넷 등의 정보 활용도가 거의 100%인 것을 알 수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19). 이러한
인프라의 확산으로 스마트 IT(Information and Technology) 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일상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교육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김미림 2012, 1-3). 그러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스마트 러닝 관련 교육서비스는 아직
시작 단계이며, 이를 활용한 음악실기교육 또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음악은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에 의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로 시대를 거치며 발전
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클래식뿐만 아니라 대중음악을 교육하는 실용음악교육의 괄목할 만한 양적
팽창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제는 정착기를 지나 질적 발전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이에스
더 2010, 268-269). 이러한 시대에 직면하여 음악교육현장에서 균형 잡힌 음악이론과 실기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지만, 개인의 자질과 학습 성취도에 맞추어 교육성취도를
높이기란 쉽지 않다. 기존 교육방식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자에게 친숙한 대안의 모색
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와 스마트 인프라를 근간으로 하는 스마트 러닝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교수자와 1:1 코칭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Flipped Classroom을 음악실기교육에 적용함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데이터에 근거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대안을 찾고자한다. 또한 이를 활
용하여 강의실과 연습실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음악실기교육의 환경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창의적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Ⅱ. 스마트 디바이스와 스마트 러닝
1. 스마트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디바이스란 스마트 기술을 근간으로 지능화를 의미하는 스마트(smart)와 장치를 의미하
는 디바이스(device)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지능화된 기기를 의미한다. 스마트 폰, 스마트 탭, 스마트
패드 및 스마트 TV 등이 이러한 기기에 속하며,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환경의 스마트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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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손안의 PC로 불리며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가입자가 3,200만 명을
넘어 스마트 기기를 주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방송통신위원회 2013, 1-2).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년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보다 2013년도에 스마
트 디바이스 보유율이 더 증가했으며, 6세 이상 인구의 74.1%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대가 98.8%, 30대가 97.3%, 40대가 88.8%로 20대의 보급률이 가장 높아 교육현장에서 이
를 활용한 교육 및 편의 서비스의 필요들이 증가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19 재인용).
스마트 디바이스는 운영체제인1) OS(Operating System)와 응용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2)으로
구성된다. 가장 이용률이 높은 운영체제는 구글사(Google Incorporation)의 안드로이드(Android)와
애플사(Apple Incorporation)의 iOS이다. 응용프로그램은 어플리케이션 마켓(Application Market)을
통해 유료 또는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마켓으로는 구글사의 플레이스토어(Playstore)
와 애플사의 앱스토어(Appstore) 등이 있다.

2. 스마트 러닝
기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의 교육은 학습자가 <표 1>과 같이
컴퓨터 실습실의 PC에 저장된 자료를 이용하거나 방과 후 노트북이나 PC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콘텐츠를 활용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공간과 시간, 네트워크와 시설
인프라의 제약으로 인해 학습자 접근성이 떨어져 이를 보안하거나 대체할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
다. 그러나 기존 ICT를 이용한 교육과는 달리 개인이 소지한 지능화된 스마트 디바이스는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교육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편리하게 학습활동과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교육과 학습의 수월성을 향상
시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스마트 인프라를
교육에 활용함으로 학습자 개인의 능력과 학습 성취도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스마트 러닝 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다(유인석 외 4인 2012, 4).
스마트 인프라의 발전을 바탕으로, 21세기 학습자역량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학습체제로 교육
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자는 기치아래 2011년 6월 국가정보화전략
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국가정책으로 스마트 러닝이 추
진되어 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29).
1) 운영 체제 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OS, Operating System)은 시스템 하드웨어를 관리할 뿐 아니라 응용 소프트
웨어를 실행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추상화 플랫폼과 공통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위
키백과).
2) 응용 소프트웨어(영어: Application Software)는 넓은 의미에서는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뜻한
다. 따라서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웹브라우저들뿐만 아니라 컴파일러나 링커 등도 응용 소프트웨어인 셈이
다. 또는 좁은 의미에서는 OS 위에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게 되는 소프트웨어들을 뜻한다. 이런 경우 컴파일러나
링커 등 시스템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워드프로세서 등의 소프트웨어들만을 주로 뜻한다. 이렇게 뜻을 한정할 경우
응용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여집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간단하게 줄여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며 더 줄여서 앱(App)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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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교육 추진전략”에서 소개된 스마트 교육 기반 스마트 러닝의 개념은, 새로운 지식과 기
술을 활용한 독립적이고 지능적인 교육을 통해 학습자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활동이라 정의되
었다. 또한 단순히 모바일 기기 혹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또 다른 형태의 이러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스마트 러닝과 모바일 러닝이 다른 점은 스마트 러닝이 이러닝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하는 패러다임적 의미를 가진다고도 정의되었다(백인수 2010, 12-16).
<표 1> 기존 ICT를 활용한 교육과 스마트 러닝의 환경적 차이점
기존 ICT 활용 교육

스마트 러닝

스마트 러닝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양하다. 이는 스마트 러닝이란 용어 자체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스마트 러닝은 휴대용 모바일 기기와 랩탑(Laptop) 등의 휴대용 컴퓨
터를 이용하여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교육콘텐츠에 접근하여 학습이 가능한 모바일 러닝의 형태
로 연구되어 왔다. 2009년 아이폰을 필두로 스마트 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스마
트 러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이러닝이 충족시켜주기 어려웠던 학습몰입도 향상, 협력학습모델
구현, 자기주도 학습 설계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기되며 현재 이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3. 스마트 러닝과 기존 교육의 차이점
스마트 러닝은 아래 <표 2>와 같이 특정 교육공간과 교육시간 이외에 학습자가 원할 때 온라인
상의 교육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어 자발적 학습을 용이하게 한다. 소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다양하고 즉각적인 상호작용으로 협력학습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 개인화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성향, 수
준, 시간과 장소를 고려한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도 있다. 스마
트 기기의 이동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다양한 자료를 즉시 획득할 수 있다. 이는 실습현장에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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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제적 경험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활동의 개연성을 증가시켜 학습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이영근 2012, 7). 스마트 러닝이 교육환경 변화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교
육이 공급자 중심의 교수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유인석
외 4인 2012, 4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개인별 교육이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음악실기교육
에서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표 2> 기존 교육과 스마트 러닝의 차이점
구분
Self-directed
(자기주도적)
Motivated
(흥미)

Adaptive
(수준과 적성)

Resource Free
(풍부한 자료)

정의

․(지식생산자) 학습자의 역할변화
․(지능화) 성취도 진단 및 처방을 통한 스스로
학습
․(체험중심) 체험기반으로 지식을 재구성
․(문제해결중심) 창의적 문제 해결과 과정 중심의
개별화된 평가지향

(교육방법의 확장)
협력학습, 체험학습, 개별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

․(유연화) 체제의 유연성, 맞춤형학습구현
․(개별화) 수준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지원
․(오픈마켓)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다양한 콘텐츠
활용
․(소셜네트워킹) 집단지성과 소셜 러닝 등 협력

(교육역량 확장)
개인이 선호하는 내용과 방법
으로 미래직업과 연계한 맞춤형
학습구현

․(개방화) 학습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교육

(공간의 확장)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수업을
통해 학습공간의 확대

학습 확대

Technology
Embedded
(정보기술 활용)

기존 교육과의 차이점
(시간의 확장)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

환경

(교육내용 확장)
공공, 민간, 개인이 개발한
풍부한 콘텐츠에 대한 오픈
마켓 조성, 소셜 러닝 확대

Ⅲ. 스마트 러닝기반 Flipped Classroom
본장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맞춤화된 창의성 중심교육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러닝의(조성기
2014, 234) 한 방편으로 Flipped Classroom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 음악실기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활용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1. Flipped Classroom
가. Flipped Classroom의 형성과정
1990년대에 컴퓨터를 보조교육수단으로 활용하여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 대신 수업 내용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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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coaching)함으로 원하는 수준의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컴퓨터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수학습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 Flip Teaching, Differentiated Instruction 등으로 정확한 용어로는 언급되지 않
았으나 Flipped Classroom이 다양한 학습자 스타일에 적합한 차별된 수업과 학습을 가능케 하는
교수학습 모형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미국 위스콘신(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대학은 컴퓨
터과학 강의에 교수의 강의녹화 비디오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통합하여 제작할 수 있는 비디오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간과 환경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을 때 강의 내용을 학습하고 교실에서는 문제해결에 집중하며 교수자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적용사례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가 2009년에 도입한
e-Education과 2012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도입한 Education 3.0 프로그램이 Flipped
Classroom의 적용사례이다(위키백과 2014, 역진행수업).
나. Flipped Classroom의 이해
Flipped Classroom은 전형적인 강의실수업과 가정에서의 학습과는 다른 새로운 교수학습모델이
다. 온라인 ICT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수업과 가정학습 수행요소들을 뒤바꾼 신개념 교수모형으로
거꾸로 교실3)으로도 불리며 블렌디드 러닝, 하이브리드 러닝 등의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Flipped Classroom의 지식전달은 수업내용을 멀티미디어 자료로 제작하여 교수자와 학생 간 의
사전달이 가능한 모바일이나 웹 기반 하에 이뤄진다. 아래 <그림 1>과 같이 학생들은 학교가 제공
한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 각 가정에서 수업 전 강의내용을 학습하고, 강의시간에는 교수자의 가이
드를 통해 학습한 지식정보와 개념들을 문제풀이에 적용하고, 실험하거나 토론을 통한 팀 프로젝트
식의 과제를 수행한다(University of Texas 2014)
기존 지식전달식 수업은 정보전달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문제를
풀거나 학습한 내용을 점검한다. 하지만 Flipped Classroom은 교수자와 학생 간 1:1 코칭과 학생들
간 협력학습활동이 확대됨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활동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는 수업환경
이 조성된다. 그리고 자연재해, 질병 및 기타 학습연계활동으로 인해 결석한 학생들도 모바일과 웹
을 통해 수업내용을 숙지할 수 있어 뒤처지는 학생들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수업이 끝난 후 학생
들은 학습한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다른 문제들에 응용, 심화함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

있는 창의적 교육모델이라 할 수 있다(임진혁 범수균 2012, 48).
스마트 러닝의 한 방편인 Flipped Classroom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1:1 개인지도 시간이 증가하여
전문가의 학습지원 시간이 늘어난다. 교수자가 수업내용을 전달하고 학습자의 이해도를 1:1로 파악
할 뿐 아니라 복잡하고 난해한 주제들에 관해 토론하며 학생들과 개인별, 팀별로 함께 학습할 시간
3) 거꾸로 교실은 혼합형 학습의 한 형태로 교실수업에서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수업방식을 의미한다. 역진행 수업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학생들이 교실수업 전에 교사가 제공하는 수업 영상을
미리 시청한다. 그 후 수업시간에 교사는 교과 내용 중심으로 가르치기보다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심화된 학습
활동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위키백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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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점에서 교수학습 내용의 지능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창의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교수학습 방
법의 지능화를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자가 기초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에 대해 답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학생과 대면할 시간이 많
아 교수자와 학생의 관계가 향상될 확률이 높아진다. 학생뿐 아니라, 동료교수 및 지역사회, 다른
나라까지 교수자료의 공유 및 확대에 용이하다. 또한 강의내용에 대한 반복학습이 가능하여 수업내
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협력학습 환경조성이 용이해 프로젝트식학습, 토론
학습, 실험학습, 문제해결학습 등을 강화할 수 있다. ICT 기술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강의내용의 연간 업데이트 및 재편성에 용이하며, 결석학생도 수업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교수자
의 공백이 발생하여도 강의진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림 1> Flipped Classroom의 차이점(Pre-Flip vs. Post-Flip)
출처: https://ctl.utexas.edu/teaching/flipping-a-class/different

2. Flipped Classroom을 위한 빅 데이터 활용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인프라의 보급으로 기존 정형화된 데이터 이외에도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폭주하고 있다. 교수학습활동 시 강의실과 온오프라인
의 다양한 방식을 통한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은 스마트 러닝에 있어 정형화된 데이터와 동일하게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적성, 기질, 현재의 감정상태 및 학습 성취도 등을 파악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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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더 최적화된 맞춤형교육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스
마트 러닝 기반 Flipped Classroom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종합한 즉각적, 시각적, 통계적 개인맞춤형의 학생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신 기술인 빅 데이터와 빅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빅 데이터의 의미
사회의 발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용량의 데이터처리 기술 발달은 다각화되고 다변화된 사회
공동체를 이전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예측함으로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개인의 적성과 기호
에 적합한 개인화된 데이터의 공급, 처리 및 분석을 가능케 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
케 하기도 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52).
빅 데이터란 전통적인 방식의 데이터 저장, 처리 기술로 검색, 수집, 축적 및 분석할 수 있는 디지
털 정보의 규모를 넘어선 대용량의 정형화 및 비정형화 되어 있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집적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한다.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대용량 디지털 정보를 검색, 수집, 생성, 분석, 시각화
하는 것으로 빅 데이터를 특징지을 수 있다(위키백과 2014, 빅데이터).
빅 데이터의 긍정적인 면에 반해 사회 전 영역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 가공하므로 사생활
침해와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과학 기술의 발달이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손쉽
게 검색, 수집, 가공할 수 있게 될 경우 빅 브라더4)의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세계경제포럼은 새로이 부각되는 10대 기술 중 1등으
로 빅 데이터 기술을 선정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은 IT 10대 주요기술
중 하나로 빅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등 전 세계는 빅 데이터 열풍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사회의 중심이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로 바뀌는 등 패러다임이 변화
하고 있다.
나.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를 통한 빅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Flipped Classroom의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학생에 대한 평가를 통한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이며, 이를 통해 각 학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교육
을 수행할 수 있다. 스마트 러닝 기반 Flipped Classroom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학생평가의 큰
축을 이루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통한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

4) 빅 브라더(Big Brother) 또는 대형(大兄)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 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로,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를 통치하는 정체 모를 수수께끼의 독재자다. 사실 빅 브라더는 당에서 대중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다. 오웰이 묘사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텔레스크린을 사용한 감시 하에 놓여 있다. 시민들은
끊임없이 “빅 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계시다”("Big Brother is watching you")라는 프로파간다문구를 통해 이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빅 브라더의 물리적 특성은 이오시프 스탈린과 의도적으로 비슷하다(위키백과).

- 106 -

IP: 220 67 200 *** | Accessed 2018/04/18 11:46(KST)

스마트 러닝 기반 Flipped Classroom의 활용연구

형성평가란 교수학습과정에 학생을 지도하고 교과과정과 강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하
는 평가를 말한다. 즉,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과정에 학습활동의 부분적인 수정, 보완,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활동을 말한다(김진규 2004). 형성평가를 통
해 수집한 데이터들은 아래 3가지 목적으로 활용된다. 첫째, 피교육자의 학습과정 마다 학생의 현
재 상황과 학습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학습 성취도를 감안하여 그에 적합한 학습방법을 지도함으로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활용한다. 둘째, 교수학습 과정에 강의교과내용과 학습자의 학습을 더 개선된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교육자인 학생의 학습능률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셋째, 목표 지향적 평가를 바탕으로 현재 교과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과 교수자 및 교육을 지원하는 인력들로부터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하여 설정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학생에 대한 형성평가는 학생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강의 담당 교수자가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를 통한 빅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Michael S. Scriven, 1928∼)5)이 1967년에 처음 사용한 용어이며 일정

총괄평가란 마이클 스크리븐

단위의 교육프로그램이 실행된 후 처음 설정된 프로그램의 성공기준에 비추어 프로그램이 산출한

.

가치를 가늠해보고자 하는데 우선적 관심이 있는 평가를 말한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자나 실행자에

,

게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형성평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총괄평가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로

,

,

.

교수목표의 달성 성취 통달 여부를 총합적으로 판정한다 형성평가의 목적이 학습의 형성을 돕기

,

,

,

위한 교수학습의 개선과 지원에 있는 것과는 달리 총괄평가는 대개 학습의 대단원 교과과정 교육
프로그램의 종료단계에서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이며 행정적 의사결정에 주목적이 있

.

(Summative Program Evaluation)는 프로그램의
산출결과나 효과에 대한 경험적 평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김명숙 2004).
성공적인 Flipped Classroom을 위해서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학생 개개인의 학습 성취도와 성향
에 맞추어 수행해야 한다. 평가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활동을 교정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지도를 통해 교정 효과를 이끌어 내야한다. 학습활동 교정 시 교수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
다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평가 즉 총괄 프로그램 평가

시하고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사전 숙지하여 상

.

.
초기 학습활동이 뒤처지는 경우 학기 말 담당교과목의 학습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황발생 시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학기 초에는 학생별 형성평가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더 중요다

라. 시나리오별 빅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와 같은 전통적인 교육평가방식은 페이퍼를 기반으로 시험 및 과제의 최종
5) 수학과 석사학위, 철학과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철학, 심리학, 평가 분야에 많은 공헌을 했다. 400회 이상 학술
집필을 했고, 42개 저널들의 편집위원회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그는 1978년∼1979년에 미국교육연구협회의 회장
을 역임한 바 있다. 다중훈련평가저널의 공동설립자이자, 편집자이기도 하다(위키백과).

- 107 -

IP: 220 67 200 *** | Accessed 2018/04/18 11:46(KST)

음악교육공학(제23호, 2015. 4.16)

결과만 기록했다. 이런 경우 충분한 데이터의 수집이 불가능해 학생들의 학습단계별, 과정별, 성취
도별 평가가 어려웠고 대부분 종이기록으로 존재했다. 최근 들어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 교육에서는
모든 교수학습활동의 과정과 결과물들을 온라인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수학습활동 중
학생활동에 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교육 및 교과과정의 개편과 교육정책의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빅 데이터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아래 <표 3>과 같이 개별학습, 소셜네트워크, 콘텐츠개발,
교과과정개편 및 교육정책에 활용되는 4가지의 시나리오로 분류해 볼 수 있다(최제영 외 5인 2012,
146). 빅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은 각 학생의 개인학습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 교수자와 학생 간의
SNS를 이용한 학습활동이 학습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고, 학습과정과 결과로 발생한 빅 데이터에
근거해 교과과정이 개편되고 교육정책이 이를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
화 할 수 있다.
<표 3> 4가지 시나리오별 빅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시나리오

개별학습 활용

소셜네트워크 활용

활용내역

․학생별 정보 및 교수학습활동 이력데이터(시험결과, 문제풀이 시간, 오답 횟수,
힌트 요청 수 등) 종합분석
․데이터에 근거한 학습 성취도 파악 및 진도점검
․온라인 학습콘텐츠 활용 및 검색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학생의 관심사와 적성을
파악 후 진로지도
․각 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전반을 종합 평가하여 개별학습에 적절한 콘텐츠 추천
․모든 학생의 교수학습활동 평가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성취도 최적화 방안마련
․학생들의 SNS 및 온라인 토론회에 게시된 글을 분석
․학생과 학생 및 교수자와 학생 간 SNS 연결망을 파악 분석하여 학습에 활용
․학생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 프로젝트식 수업 및 그룹학습 시 과제 수행 등에
활용

콘텐츠개발 활용

․특정콘텐츠에 대한 소요시간 및 재방문 횟수 파악
․소요시간이 길고 방문 횟수가 많을 시 쉬운 내용으로 콘텐츠를 변경하거나 쉽게
풀어씀
․학생은 콘텐츠에 대한 사용 편리성 및 교육적 가치 평가
․학생평가를 기준으로 콘텐츠 개발자에게 개선정보 제공
․퀴즈와 시험의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등의 문항분석을 통하여 시험문제 및
과제를 재조정하는데 활용

교과과정개편 및
교육정책에 활용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정기적 시험 대신 온라인학습 및 퀴즈만으로 시험을 대체
할 가능성 탐구해 볼 수 있음
․학년별, 성별, 전공별 등 모든 학생의 정보수집이 가능함으로 제공되는 학습
콘텐츠의 적정성 분석이 용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과과정 수립 및 교육정책 결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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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음악실기교육을 위한 Flipped Classroom 활용
Flipped Classroom 수업방식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기존 이러닝과 같은 온라인 교육콘
텐츠 개발노하우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생들에게 콘텐츠제작과 학습시간 연장의 부담이 적은 방
향으로 Flipped Classroom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100% 개인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Flipped Classroom 교육방식은 그다지 교육의 효과와
효율이 높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 현장에서는 재원과 인력 문제로 인해 음악전공
과목이라 할지라도 100% 교수-학생 간 1:1 방식의 수업을 제공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대학이
음악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학생의 이해도와 이론 습득 정도의 차이로 인해 실기
수업에 어려움 또한 겪고 있다. 그리고 실기교육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보다 교수자의
직관에 의한 학생 평가가 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 대학 음악실기교육 개선의 필요성
음악대학 재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학교, 교수, 동료, 개인의 음악재
능, 지식습득능력 및 타고난 환경 등의 내외적인 요소들이 있으며, 최진호의 연구에 의한 아래 <표
4> 및 <표 5>와 같이 충분한 전공실기 연습, 시간관리, 자신감 및 학습 성취욕 등이 음악대학 재학
생들의 교육성과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주목할 사항은 학생들의 음악재
능이나 지능 등 타고난 환경은 비교적 학생들의 학습 성취에 영향을 적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진호 2012, 102-103).
<표 4>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질적응답분석)
요인(factor)
성취욕구(개인적 목표/자신감/열정/의지 포함)
전공실기교수(교수의 가르침/전문성/평가/관계 포함)
연주기회(콩쿨/독창회/독주회/위클리 포함)
연습
전공이론수업
장학금(경제적 영향 포함)
동료학생들과의 관계(경쟁/조언/평가 포함)
연습실환경
부모님의 기대 및 역할
학습환경(악기 상태 포함)
정서적 안정
학교명성
음악적 재능
건강
지식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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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8
22
17
16
12
10
8
4
3
2
2
2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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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와 아래 <표 5>는 음악대학 실기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생의 자신감과 성취
욕 그리고 실기 교수자와 동료의 영향력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높은 자신
감을 가지고 좋은 교수자를 만나 목적하는 학업 성취에 이른 학생들이 있는 반면, 그러하지 못한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5> 음악대학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 요인 분석(양적응답분석)
요인(factor)

평균(mean)

스스로의 자신감
성취욕구
충분한 전공실기 연습
정서적 안정
시간관리 능력
전공실기 교수의 평가
전공실기 교수와의 좋은 관계
전공실기 교수의 가르침
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지원
긍정적으로 타고난 성격
동료학생들과의 좋은 관계
충분한 예습과 복습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명성
일반 학과목 교수와의 좋은 관계
일반 학과목 교수의 평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연습실환경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장학금 제도
일반 학과목 교수의 가르침
우수하게 타고난 음악적 재능
많은 연주 기회
동료(선배) 학생들의 조언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연주회 장
동료 학생들과의 경쟁
동료 학생들과의 협동학습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교실환경
동료 학생들의 평가
발표능력
우수하게 타고난 지능
작문능력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도서관

4.14
4.10
4.05
4.03
3.83
3.82
3.81
3.71
3.64
3.63
3.54
3.47
3.43
3.42
3.40
3.39
3.37
3.36
3.35
3.31
3.31
3.26
3.24
3.23
3.17
3.12
3.06
3.05
2.83
2.78

표준편차(SD)
1.02
0.92
1.06
0.92
0.93
0.88
1.02
1.01
1.01
0.81
0.91
1.04
0.93
0.89
0.83
1.24
1.09
0.88
0.97
1.10
0.86
1.00
0.86
0.90
1.04
0.97
0.94
0.90
0.90
1.03

음악교육은 음악의 생산(production), 지각(perception) 및 사고(reflection)의 영역들이 음악교수
학습 활동을 통해 밀접한 상호작용을 할 때 그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음악생산이란 작곡
과 연주 등 음악을 만드는 전 영역을 말하며, 지각이란 듣는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연주 및 음악작
품의 감상을 말한다. 연주자가 연주실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끝으로 음악적
사고란 음악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음악적 사고는 내용상, 시간상 및 나타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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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용상으로는 연주자와 청취자가 작품 감상을 통한 생각과 작곡자가 음악
창작 과정에서 생각하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음악적 사고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
지거나 마음을 울리는 연주가 탄생하게 된다. 작곡자, 연주자 및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진정한
의미의 음악적 사고를 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음악행위도 모방을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자신만의
깊은 고민과 해석을 통한 나만의 생각을 곡에 녹여 내지 못하며,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연주를 하지 못한다. 연습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곡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 나의 이야기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해 교수자의 지도가 중요한 이유이다. 음악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수업당, 주당, 월당, 학기당 시험과 과제를 통해 담당 교수들로부터 평가
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의 연주와 작품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수자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 내려진다. 대다수의 음악가는 직업 특성상 직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연주와 작
품에 대한 평가 또한 직관적이다.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을 예를 들면, 교수자가 어느 주에는 연주
시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꼭꼭 누르며 연주해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주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틀리며 힘을 풀어 부드럽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또한 이번 주에
는 연습에 시간을 많이 들여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생각했는데 교수자가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
은 지난번 연주가 더 좋다고 할 때도 있다. 교수자의 직관에 의한 평가는 종종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하며 방향성을 잡지 못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학습의욕을 잃게 한다(김경희 1995,
115 재인용).
어떠한 경우에는 교수자가 황당할 때도 있다. 연주곡을 열심히 가르쳐 연주회를 했으나 정작 그
곡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곡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학생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연주의 기능만 익혔기 때문에 공연이 끝나고 나면 곡의 대부분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종
종 발견하게 된다.

2. 음악실기교육을 위한 Flipped Classroom 시스템 구성
음악실기교육을 위한 Flipped Classroom의 시스템 구성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Flipped
Classroom 강의와 IT 인프라 및 평가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빅 데이터로 구분된다. Flipped
Classroom 강의는 강의 전, 강의시간, 강의 후로 구분되며, 강의 전 학습할 콘텐츠는 이러닝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각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교수자가 동영상, PPT 등의 형태로
제작한다. 강의시간 학습활동 결과와 결과물들은 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고, 강의 후 SNS를 통해 과
제, 심화학습 및 실기연습에 대한 질문, 해법들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한다. 이때 PC나 노트북 등
기존 IT 기기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스마트 폰, 스마트 패드 등 상시 휴대할 수 있고 다양한 SNS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IT 기기와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스마
트 폰의 경우 LTE(Long Term Evolution) 및 3G(Generation) 통신망으로도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강의 전, 후 및 강의시간을 통한 교수학습 활동의 모든 내용은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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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로 나뉘어 저장된다. 학생들이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인들의 평가내용을
즉시 볼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 개별학습에 활용하게 하며, 소셜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협력학습
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클래식과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음악대학실기교육의 교과목 재설계, 교과과정 개편 및 교육정책 수립 등에 사용된다.

<그림 2> 음악실기교육을 위한 Flipped Classroom 시스템 구성도

3. 음악실기교육을 위한 Flipped Classroom 활용
아래 <표 6>과 같이 기존 음악교육방식과 Flipped Classroom 교육방식에는 시간적, 형태적, 방법
적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음악실기교육은 강의시간 수업을 위주로 하며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진행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따르고, 수업 후에야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이 파악됨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실기교육의 개인지도 시간을 늘리고 싶지만 대학의 재정과 교수인력 등의 환경
적 제약으로 이 또한 쉽지 않다. 수업진도와 제한된 강의시간으로 학생별 학습 성취도의 차이가
많아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기가 쉽지 않다. 학생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본인
의 학습 성취도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없어 학기 중 학습에 열중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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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기부여를 받기가 어렵다.
Flipped Classroom을 통해 음악실기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강의 전 음악이론을 학습하기 때문
에 강의시간에는 문제풀이, 그룹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해 실기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식 수업이 가능해 학생 간 협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음악이론
에 대한 심화학습을 할 수 있어 한 차원 높은 지식 학습이 가능하다. 학생들이 반복 학습한 내용과
틀린 문제, 오답들의 유형이 어떤지를 교수자가 미리 파악할 수 있어 강의시간에 이론에 대한 보완
교육이 가능하다.
음악이론을 미리 교육함으로 각 학생의 개인지도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학생별 학습 성취도의
차이가 줄어든다. 학생들은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체계적 평가정보를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그래프, 차트 등의 시각화된 데이터로 신속하게 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수준이 타 학생들
<표 6> 기존 음악교육 방식과 Flipped Classroom과의 차이점
AS IS

TO BE

․강의시간을 활용한 교육
․제한된 강의시간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이
어려움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미리 파악할 수
없음으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움
․제한된 학생 개인지도 시간
․학생별 학습 성취도의 차이가 많음
․직관적 평가
․학생별 평가데이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이 끝난 후 제공
․강의 후에는 복습 및 문제풀이

․강의 전 음악이론학습
․강의 중 문제풀이, 실기집중, 그룹학습, 프로젝트식
수업, 이론심화
․학생들의 반복 학습한 내용, 틀린 문제, 오답유형
등을 파악하여 강의시간에 음악이론교육 보완
․학생 개개인에게 개인지도시간 증가
․학생별 학습 성취도의 차이가 작음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체계적 평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그래프, 차트 등
시각화된 학생별 평가데이터 신속한 제공
․강의 후에도 SNS를 통한 학생별 학습 진도점검
가능
․강의 후에도 SNS를 통한 교수-학생, 학생-학생별
과제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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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어느 정도 인지 파악 가능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학습동기유발에 효과적
이다.
교수자는 강의 후에도 SNS를 통한 학생별 학습 진도점검이 가능하고,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

.

과제 평가가 가능하여 학습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

SNS 등의 소셜 서비스에 나타난 학생들의

최근 정서적인 상태 감정변화 및 학습상태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분석할 수 있어 수업

.

뿐 아니라 학생의 상태까지 고려한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구현할 수 있다

4. 음악실기교육을 위한 Flipped Classroom 적용 시 유의사항
음악실기교육을 위한 성공적인 Flipped Classroom을 위해선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학습목표를
가시적이고 정확히 제시해야 하며, 이를 성취했을 때 시각화한 목표도달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 스스로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목표와 결과물의 명확한
제시가 선행된 후 그에 적절한 학습콘텐츠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콘텐츠들은 교수자가 직접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기존
자료들을 활발히 활용함으로 학생 스스로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반복학습과 심화학습을 통
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바람하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강의 전 숙지한 내용을 강의 시 충분히 적용할 학습활동환경을 만들어 주어
야 한다. 이때 학습내용과 목표의 이해를 돕고 이해한 지식이 실제 음악창작과 실기에 어떻게 적용
되는지 사례를 통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과제와 그룹 활동을 통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때, 학생 본인의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수강하는 전 과목에 Flipped Classroom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 예산 및
인력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Flipped Classroom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과목을 먼저 선정하여 도입한 후 타 과목들은 점진적 과목 재설계 과정을 거쳐 도입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Flipped Classroom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활동은 교수자와 학생 간 활발한 의
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결과물들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수자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개인학습 시 강의시간에 할 질문을 미리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음악실기교육에 필요한 동영상은 학생들의 집중도와 편의성을 감안하여

,

30분 내외의 시간으로 제작

하는 것이 좋으며 지식전달은 간결하게 하게 하되 다양한 음악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

.

,

,

다 보충학습을 통해 학습목표를 성취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악보 창작 테크닉 등에 관련된

.

온라인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SNS를 통해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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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lipped Classroom 기반 음악실기교육의 예: 보컬실기교육
본 장에서는 Flipped Classroom 기반 음악실기교육의 예로 보컬실기교육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음악대학의 보컬실기교육은 교육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방현승 2012, 80). 아래 <그림
3>과 같이 연습실과 합주실, 음향장비 및 장비를 운용할 인력이 필요해 이러한 환경의 구축, 관리
및 운용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실용음악대학 보컬전공의 경우 타 전공에 비해 30%∼60% 이상
학생이 많아 시설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배연희 2006, 12). 기존 보컬교육의 한계성을 극복하
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스마트 러닝 기반 Flipped Classroom을 보컬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보컬트레이닝의 특징은 이동성, 편의성, 유연성, 즉시성, 상호작용성, 개
연성 등이라 할 수 있다.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저장된 MR(Music Recorde
d)6)을 이용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녹음된 반주 음원을 활용할 경우 보컬교육자가 학습자의 노
래에 더 집중할 수 있어 교육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녹음과 편집 기능을 통해 음정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다른 악기와 합주 시 목소리의 크기, 음색 등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튜디오 녹음에 필요한 마이크 테크닉 또한 훈련할 수 있다. 노래를 녹음하여 교수자에게
이메일, SNS를 통해 수업시간 외에도 지도받을 수 있으며, 보컬교육자는 녹음과제를 통해 수업의
제한된 시간과 다수 학생으로 인해 어려웠던 개인의 학업성취도와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림 3> 실용음악 보컬교육환경
Flipped Classroom 기반 보컬교육은 강의 전, 강의시간 및 강의 후로 나뉜다. 교수자는 레슨 악곡
의 장르와 배경, 주요 화성 및 스케일, 적합한 발성과 호흡, 리듬과 비브라토, 감정처리 및 액팅 등
에 관해 간단한 퀴즈와 함께 영상을 제작한다. 제작된 영상은 교수학습지원 웹 사이트를 통해 악보
등 수업자료를 첨부하여 학생들이 강의 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때, 학습이 완료되는 시점
6) Music Recorded의 약자로 반주 음악을 뜻함(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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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학생들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 학습한 대로 노래하게 하여 이를 녹음한 후 SNS나 이메일
등으로 교수자에게 보내도록 한다. 강의시간에 교수자는 미리 제공한 학습영상에서 학생들이 자주
틀린 퀴즈와 반복하여 학습한 영상 부분을 미리 파악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준비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 심화학습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녹음한 파일들을 사전 점검하여
부족한 점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상세히 체크하며 각 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보컬교육을
수행한다. 강의 후 학생들로 하여금 정해진 시간까지 연습한 곡을 녹음하여 SNS와 같은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사이트에 올리는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은 학생 개인의 문제와 어려
움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교수자는 각 학생의 지도내용을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본인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교수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 학습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주별, 월별 및 학기별 교육목
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현재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인 3천 2백만 명의 사람들이 스마트 폰을 포함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17 재인용). 이는 1993년 마크 와이저가 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에서 언급한 “저 전력의 편리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휴대가 가능
하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운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Mark Weiser 1992,
94-95)이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대부분은 게임, 이메일, SNS 및 인터넷 쇼
핑 등에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3, 29).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활용을 다각화할 필요
가 있다. 특히 90% 이상의 대학생들이 이러한 고성능 지능형 단말기를 보유한 점을 감안하면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음악실기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으로 최적화된 스마트 러닝 기반의 Flipped Classroom
교수학습방식 도입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러닝을 단순히 스마트 폰과 같은 스마
트 디바이스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인프라 환경 하에 맞춤형 1:1 학습 환경이 온오프라인으로 더욱 확장되
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모바일과 웹의 툴을 이용한 의사소통 활성화로 인해 이전보다 더 발전한
스마트 러닝의 교육 수월성과 효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스마트 러닝의 기술적배경과 교육현
장에 이를 접목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스마트 러닝이 기술과 인프라 환
경의 한계로 인해 원활하지 않았던 학습자에 최적화된 콘텐츠 중심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방안 즉, Flipped Classroom을 통해 음악실기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

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에서 초 중등학교의 스마트 러닝 방식 음악교육에 대한 교육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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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볼 수 있었으나 음악대학 교육과정에 스마트 러닝 기반 교육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전문 음악인으로서 다양한 음악 창작활동을 위해 직관적, 심미적, 비형식적 지식 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기반이 되는 서술적, 절차적, 형식적 지식교육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
는 스마트 러닝 교육의 인식이 확대되지 않아 향후 Flipped Classroom의 도입으로 음악실기교육에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클래식과 실용음악을 교육하는 음악대학에서 기존 음악실
기교육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스마트한 창의적, 자기
주도 학습을 구현하여 효율적으로 음악 인재를 양성하는 기초 연구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atmk98@handong.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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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lipped Classroom Based on Smart Learning
- Focusing on Practical Education for Music -

Dong-Wook Seo · Esther Rhee

A substantial amount of effort to educate students on practical skills and theories in a balanced method
has been made in the music education field in Korea, but it has not been easy due to the limitations of
circumstances and time. In the event of applying musical knowledge to practice after class, educational
achievement may often be less effective in comparison with spending time on theory due to the difference
in each student's level of understanding or lack of retention over time. Students also happen to fall short
of consideration for the mean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music which they are playing, though
performance focused classes help them develop practical techniques. As a result, audiences may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musical works or the writers’ messages.
A considerable number of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made efforts to fulfill those needs by supplying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support. As one of expedients, this study proposes using a flipped
classroom based on smart learning for the practical education of music. Students can greatly increase their
ability to study musical knowledge under a smart learning environment. The methods of maximizing
educational efficiency and convenience have been sought through the flipped classroom’s focus on
practical tutoring based on the prerequisite knowledge learning in class. Also, the possibilities,
advantages, examples and concept of the flipped classroom are still uncommon in Korea and have been
suggested with the introduction of smart learning which is different from typical e-learning.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foundation of smart learn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for the college of
music, and activate the efficient and learner centered practical education for music by supplying the
education service of the flipped classroom to the students who are already familiar with smart technology
infrastructure.
KEY Words: Practical Education for Music, Flipped Classroom, Smart Learning, Smar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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