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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활동을위한플립드러닝교수설계모형탐구
윤성원
이 연구의 목적은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교수설계 모형의 탐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창 활동과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 합창 활동에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을 활용해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ADDIE 모형을 기반으로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 모형
을 교수 요소 분석, 교수 설계, 교수 개발, 교수 실행, 교수 평가 및 성찰의 다섯 단계로 탐구하였다. 아울러 합창 활동
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 모형이 교육공학 측면과 음악 활동 측면의 함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의 활용을 위
해서는 지휘자와 합창단원 모두가 유연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의 활
용을 위해서는 지휘자와 합창단원 모두가 연습 문화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의 활용을 위해서는 연습을 완성할 수 있는 의도된 연습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
드 러닝 교수 기법의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지휘자를 양성하여야 한다.
* 검색어: 지휘자, 합창 활동,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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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합창(chorus)은 혼자가 아닌 여럿이 여러 성부로 나뉘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소화해 서로 다른
가락의 노래를 부르며 아름답고 조화된 화성을 이루는 행위이다(윤성원 2012, 81). 이러한 기본 아
래 있는 ‘합창 활동’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인정하며 품고 살아가는 인간사 활동과 매우
유사하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 합창의 효과를 실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연구자들은 합창 활동이

ㆍ

예술적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화(김명한 한길환 2011), 인성(양종모 2012), 정
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적 태도, 여가만족 및 심리적

ㆍ

복지감(윤영배 유준호 2015)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반화하기에는 더 많은 실증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

―합창 활동이 한국의 공교육에서 60여 년간

중요 학습 활동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원인이었던 듯하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음악교과교육’이 국민의 공감을 얻으며 존재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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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합창 활동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그런데 합창 활동에 대해 교육공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KERIS 한국연
구정보서비스(http://www riss.kr)에 등록된 학위청구 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을 포함한 전체 합창
관련 연구(10,450편가량)에서 합창 활동을 주제로 삼고 있는 연구는 교육대학원 중심의 학위청구
논문 16.3%(1,700편가량), 학술지 논문 4.3%(450편가량), 단행본 79.4%(8,300편가량)이다. 학위청
구 논문의 경우,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효과적인 합창부 운영 방안이나 변성기에 들어선
합창단원의 발성 지도 방안, 발음 지도 방안 등에 관한 것들이며, 근년에 들어 실증연구로써 인성과
대인관계, 학교생활태도 등에 끼친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학술지 논문에서는 수업으로 합
창 활동에 접근하여 교실에서 합창을 지도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합창 활동을 돕기 위한 부차적인
연구, 합창 활동을 위한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 등(장은언 2015, 144)이다. 또한
단행본의 경우, 합창단에 필요한 악보를 중심으로 간단한 지도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
다. 합창 활동의 과정과 자원 분야에서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하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가 필
요하리라 사료된다.
합창 활동의 기본 전제는 합창 활동의 모든 시간에 지휘자의 교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창 활동의 모든 시간에 합창 활동에 관한 지휘자의 음악지식과 전문성에 의한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지휘자가 합창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의 첫째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장은언 2015, 148). 지휘자의 합창 활동 교수에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
는 적절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교수 기법을 활용한 교수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의 활용은 최근
테크놀로지의 발달 및 컴퓨터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웹에 대한 접속으로 합창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연습 내용을 합창단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짧은 집합 연습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안
이다. 최근 방송과 언론, 교육공학 분야나 학교 현장에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음악교육학 분야에서는 10편이내의 논문이 발견되는 초보적 수준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음악교육공학 영역에서의 플립드 러닝 교수에 대해 가능성을 탐색하여 소개하고, 이를 합창 활
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설계 모형을 탐구할 것이다. 요컨대, 이 연구의 목적은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 모형의 탐구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합창 활동
1955년 8월 1일, 정부는 문교부령 제44호로 음악과 교육과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후 2015년까
지 음악과 교육과정은 총 9차례의 개정 공포가 있었다. 최초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민에게 아름다
운 정서와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하려고 시도되었던 첫 번째 체험은 ‘합창’이었다. 첫 공포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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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년이 지난 지금,

―초등(국민)학교만 다녔더라도, 한국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대다수 국민

은 매 교육과정을 통해 공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혹은 생각하는 ‘합창’을 교육받았고 또 교육
받고 있다. 헝가리의 코다이(Z. Kodaly, 1882-1967)가 1947년에 예언했던 ‘2000년, 모든 사람이 음
악을 읽고 쓸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국 국민 대다수는 적어도 ‘합창’은 경험했
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합창 활동이 단순한 음악 활동만이 아니며, 서로를 이해하고 음악을 만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즐겁고 아름다운 활동, 인간과 사회에 대한 것을 배우고 연마하게 하는 활동
임을 안다(장은언 2015, 158).
1980년, 서울교대 교수였던 유덕희는 학생들이 합창 활동을 통해 지배성, 사회성(협동성), 책임
감, 사려성, 동조성, 충동성의 모든 면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학생들
은 합창 활동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사교성과
순응성을 보이고 맡은 일을 책임 있게 생각하고 어떤 일에 대한 심사숙고 즉 이지적 경향을 보이고
자신감을 갖는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유덕희 1980, 449). 이러한 결과는 합창 활동이
국의 교육과정에서 왜 그토록 중요하였는지에 대한 이유,

①한

―교육 현장이 아니었더라도, 학문적 궁

― ②인간의 존엄에 관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18, 19세기 유럽에서 민중
음악의 핵심 활동(임채흥 2012, 151)이었던 이유, 또한 ③인간 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과 고상한
것을 강화해주는 성스러운 일(김명한ㆍ한길환 2011, 268)이라는 플라톤의 믿음에 의해 고대 그리
스인들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의 도구(인성기 2008, 11)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한국 학자가
실증연구를 통해 알아낸 기록 속 첫―해답이었다.
금증에 의한, 즉

2011년, 교정시설인 전주소년원 교사였던 김명한과 한길환의 연구는 합창 활동의 효과를 설득력
있게 제공한다. 이들은 소년원 수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화의 목적으로 합창 활동을 활용했다. 그

①합창 소리의 융합, 음악적 표현의 통일성, 집단규칙의 생활화 등 상호 협
력하는 공동체 속에서 규범을 지키고 협력하는 등 생활태도 면에서 협동심을 배우게 된다. ②인간
리고 합창 활동을 통해

은 기본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고자 하는 관계 욕구를 가지고 있어 집단 따돌림과 같은 비인간적
행위들에 대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인격체 형성

③개개인에 주어진 파트별 기능과 음악 자체의 향상발전, 그리고 단원으로서의 맡
겨진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당하면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책임감이 형성될 수 있다. ④합
에 도움을 준다.

창은 화성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

ㆍ

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한다는 연구결과(김명한 한길환 2011, 269-270)를 얻었다.
최근, 실증연구로서 주목할 만한 연구는 A 초등학교(부산)와 B 여자고등학교(서울)의 학생, 학부
모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빈도 분석한 양종모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합창 활동은 학생에게
교육적 가치로서 인성의 여러 요인, 즉 성취감(표현력, 문제해결력, 도전정신), 자아존중감(자긍심,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사회성(참여도, 타인존중, 배려심)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양종모 2012, 250). 또 다른 연구로는, 학생이 아닌 다른 연령층 즉 합창 활동이 여가활동으
로서 시니어에게도 건강(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여가태도(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

ㆍ

도, 행동적 태도), 여가만족 및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윤영배 유준호 20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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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밝혀냈다. 아울러 합창 활동한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경험들을 모아 연구결과로 발표한
경우도 있다. 즉 합창 활동은 사람들에게
속에서 조화를 알게 한다.

①열정을 갖게 한다. ②좋은 만남을 만들어 준다. ③생활

④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만들어 준다는 연구결과(김준경 2015, 356-357)

등이다.
합창은 혼자가 아닌 여럿이 여러 성부로 나뉘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소화해 서로 다른 가락의
노래를 부르며 아름답고 조화된 화성을 이루는 행위이다. 이러한 기본 아래 있는 합창의 활동인
합창 활동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인정하며 품고 살아가는 인간사 활동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합창 활동은 사람과 사람, 서로와 서로를 이해하게 해 주는 매우 유용한 표현 매체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사람들은 합창 활동을 통해 불안, 분노, 적의 등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고립감을
해소한다. 또한 합창 활동이라는 집단 활동 과정에서 자기탐색을 하게 하는데 이로써 자신의 부정
적인 면뿐 아니라 긍정적인 면까지 함께 발견하게 한다. 합창 활동은 사회성 계발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 합창 활동은 개인적인 정신 활동을 집단적인 정신 활동으로 전환하게 한다. 내성적이고
사회적으로 제압된 자기를 표현하도록 격려받게 되며,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을 배우며, 협동심, 사
회성, 책임감 등의 사회성을 계발,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류미해 2009, 23).
합창 활동에서의 교수는 대부분의 경우 지휘자의 몫이다. 지휘자는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집단의 합창 음악 전문가라고 인지되는 누구든 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합창 활동에서
교수자가 누구든 그 교수자는 좋은 합창 활동을 이끌고, 좋은 합창 소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
을 가진다는 것이다. 조순이(2011)에 따르면, 교수자의 좋은 합창 소리를 만들기 위한 교수 활동으
로는 크게 ‘기본 활동’과 ‘음악적 표현력을 진작시키기 위한 활동’이 있다. 기본 활동은 합창 활동
의 기본 소양에 대한 교수 활동이다. 따라서 기본 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교수 내용으로는 자세, 호
흡, 발성, 발음, 리듬, 음정 등에 대한 연습이다. 또한 음악적 표현력을 진작시키기 위한 활동은 기
본 활동에 대한 일종의 심화 및 강화를 위한 교수 활동이다. 즉 음악적 표현력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수 활동으로 빠르기(Tempo), 성부균형(Balance), 악센트(Accent),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프
레이징(Phrasing), 다이내믹(Dynamic), 융합(Blending) 등의 요소 연습이다(조순이 2011, 262-263).
이를 위해 교수자는 합창 활동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고, 필요에 따라 활동 시간을 확장하여 집합
활동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실제 합창 활동에서 일부 기본
활동에 대한 교수는 반드시 집합 시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 교수자
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에 적합한 유형(엘리엇이 언급한 다섯 가지 유형)의 음악지식이다. 합창 활동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방안으로 진강희(2006)는 합창 활동 시간을
습 시간,

Ⓐ기본 연습 시간, Ⓑ자율 연

Ⓒ심화 연습 시간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진강희 2006, 215). 즉 정해진 합창 활동

시간 안에서 기본 연습, 자율 연습, 심화 연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기본 연습
시간은 합창 활동에 대한 기본 소양을 익히는 시간으로, 자세, 호흡, 발성 등을 교수한다. 자율 연습
시간에는 선정된 합창곡에 대한 발음, 리듬, 음정 등을 교수한다. 심화 연습 시간은 전체 파트가
함께 연습하는 시간으로, 합창곡 전체를 완성하기, 발표하기 등을 교수한다.

ㆍ

한편, 류미해(2009)는 합창 활동을 단계별로 개념 설정 단계(Conceptualization), 구상 시상 단계

- 24 -

IP: 220 67 200 *** | Accessed 2018/04/18 11:42(KST)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 모형 탐구

(Visualization), 실행 단계(Actualization), 반복 단계(Quantification)로 구분한다. 첫 단계는 개념 설
정 단계이다. 즉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활동의 전반적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모임의 횟

ㆍ

수나 장소, 악곡선정 방법, 분위기 파악 등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는 구상 시상 단계이다. 이
단계는 첫 단계에서 설정된 개념들이 하나의 활동 목표로써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만들어진다. 성부를 나누고, 각 성부의 인원수를 조정하고, 곡의 연습 방법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세 번째 단계는 실행 단계이다. 합창 활동에 있어 실행 단계는 합창 활동의 핵심이다. 개념 설정

ㆍ

단계나 구상 시상 단계에 대한 이행 정도가 파악된다. 네 번째 단계는 반복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는 반복 연습을 통해 음악적인 완성을 기대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 활동 목표의 설정이
다. 단기 활동 목표가 구체적이고 세밀할수록 반복 단계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류미해 2009,
25-30).
이상과 같이 조순이(2011), 진강희(2006), 류미해(2009)를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합창 활동의
교수 기법을 상정하기 위한 합창 활동의 단계에 따른 연습 시간과 교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표 1> 합창 활동의 단계에 따른 연습 시간과 교수 내용
단계

개념 설정

ㆍ

구상 시상

실행

반복

연습 시간

Ⓐ기본 연습
Ⓑ자율 연습
Ⓐ기본 연습
Ⓑ자율 연습
Ⓒ심화 연습
Ⓐ기본 연습
Ⓑ자율 연습
Ⓒ심화 연습

교수 내용

자세, 호흡, 발성
발음, 리듬, 음정
자세, 호흡, 발성
발음, 리듬, 음정
빠르기, 성부균형, 악센트,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징, 다이내믹, 융합
자세, 호흡, 발성
발음, 리듬, 음정
빠르기, 성부균형, 악센트,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징, 다이내믹, 융합

합창 활동의 전제는 지휘자의 교수는

―기본 연습 시간, 자율 연습 시간, 심화 연습 시간 등―

모든 연습 시간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창 활동의 전 영역과 시간에서 지휘자의 음악지
식, 즉 음악적 전문성에 의한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지휘자가 어려움을

―물리적으로 부족한 연습실 확보라든지, 교수에 있어서
발성, 표현, 호흡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기본 연습에서부터 심화 연습까지
토로하는 부분에서 첫째로 언급되는 것은

의 모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장은언 2015, 148). 지휘자인 교수자는 합창 활동이 허락된 시간을
자세, 호흡, 발성(기본 연습 시간 교수 내용)에서부터 발음, 리듬, 음정(자율 연습 시간 교수 내용)
그리고 빠르기, 성부균형, 악센트,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징, 다이내믹, 융합(심화 연습 시간 교수 내
용) 등의 교수 내용으로 나누어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류미옥(2001)은 자율 연습 시간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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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다(류미옥 2001, 148-150).

2.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1)은 영어 flip(홱 뒤집다)의 수동형인 flipped와 learning(학습)을 합
성한 용어다. 교수 기법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방송, 언론, 각 교과 연수 등을 통해 거꾸로 학습,
뒤집힌 학습, 전환학습, 거꾸로 교실2) 등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뒤집었다는 의미
를 함축한다. 플립드 러닝이라는 원어 용어에 대해 아직은 사회적 또는 학술적으로 합의한 하나의

ㆍ

ㆍ

ㆍ

보편적 번안 용어가 없다(이종연 박상훈 강혜진 박성열 2014, 315). 따라서 플립드 러닝을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유사한 원어 용어로는 Flipped classroom, Inverted classroom,
Reversed classroom 등이 있다.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의 특징은 전통적인 수업방식과는 달리, 즉
전통적인 수업방식을 뒤집어 학습자들이 교수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수업 전에 미리 보고 오게 하
여, 수업시간에는 질의응답이나 토론, 실습 등 학습자 중심 학습으로 바꾸어 교수하도록 하는 것이

ㆍ

ㆍ

다(Bergmann & Sams 2012; 이민경 2014; 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469).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은 교실-밖-학습과 교실-안-활동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교실-밖-학습은

ㆍ

일종의 사전 사후 학습 활동이다. 교수자는 사전 교실-밖-학습을 위해 학습자들이 해당 학습내용
에 대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강의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또한 사후
1) 플립드 러닝은 미국의 한 공과대학 교수인 Baker가 인터넷이 등장하기 시작한 1995년 우연히 강의 슬라이드를
웹 사이트에 공개하고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미리 학습해 오게 하자 수업 내 학생들의 참여도와 질의응답이 늘어남
을 발견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 후 Baker는 두 번에 걸쳐 학생들의 반응을 설문한 결과, 수업 이전에 교수자가
전달할 내용을 미리 학습해 오는 형태의 수업이 교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
을 끌어낼 수 있음을 발견한다(Baker 2000). 그리하여 Baker 교수는 이를 정리해 학회에서 “The Classroom
Flipped”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다. 이후 플립드 러닝 교수 모형 및 교수 기법은 미국 교육계 전반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2007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 과학 교사인 Sams와 Bergmann은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강의 비디오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데, 운동부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들은
“학생들이 교사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언제인가?(When is the time students really need me?)”라고
자문하며,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책으로 발간하게 된다(Bergman & Sams 2012, 25). 그들이 내린 결론
은 학생들은 수업을 들을 때보다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 심화 문제를 풀 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이때 교사나
동료 학생들의 즉각적이고 밀착된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제안하는 수업모형에 따르면,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은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고, 학생들은 면대면 수업을 통하여 교사나 동료학습자들
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응용문제를 해결한다(방진아 이지현 2014, 300-301).
2) KBS는 2014년 3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3회에 걸쳐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파노라마 21세기 교육혁명: 미래
교실을 찾아서]는 방송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교육혁신 사례로 ‘거꾸로 교실’에 대해 소개한다. 한국 사
례를 중심으로 방송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꾸로 교실’이 한국 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13년 8월이다.
부산의 동평중학교와 서명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혁신에 갈망하는 교사 8명이 의기투합해 ‘거꾸로 교실’ 실험을
추진한다. 동평중학교에서는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국어 수업을, 서명초등학교에서는 4학년을 대
상으로 사회수업을 하였다. 실험 결과는 성적으로 나타났다. 동평중학교의 이모 학생은 1학기 기말고사 국어 성적
이 56점이었던 것이 ‘거꾸로 교실’을 통해서 2학기 중간고사에서 76점, 기말고사에서 92점으로 향상되었다. 이 기
간 3학년 국어 전체 평균도 60.6점에서 72점으로 향상되었고, 하위권 학생이 줄고 상위권이 두터워졌다. 발상의
전환을 이용한 이 교육 기법은 이처럼 학업 성과뿐 아니라 교실붕괴, 학원폭력, 컴퓨터 중독 문제까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교육 문제의 근원적 치유와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혁명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평을
받았다(매일경제신문, 2014.03.30; 이영월 2015, 224; 이현구 2015, 75).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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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밖-학습을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한다. 교실-안-활동은 학습자들이 동료학습자들과의 토론
이나 교수자의 도움을 통해 심화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도록 고안된다. 플립드 러닝의 교실-밖-학습

①자신의 기존 교수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온라인 수업에 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②가르쳐야 할 핵심적 이해를 확인하고, 그 이해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③교실-안-활동에
서 이루어지야 하는 교수 내용을 재구성하는 성찰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④교실-안-활
동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한편, 교실-안-활동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①즉각적인
피드백과 ②개별적이고 실시간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면대면’매체를 통하여 본질적인 학습 활동
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으로서, ③내용 이해에서 겪는 학생의 곤란이 교수자에게 드러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학습 목표로 삼는 내용의 시범을 보이는 전문적인 역할을 한다(방진아ㆍ이지현
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2014, 299).
프로젝트중심 학습, 문제중심 학습, 토론 학습,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등과 같이 플립

ㆍ

ㆍ

드 러닝 교수 기법은 학습자 중심이다(Bergmann & Sams 2012; Hertz 2012; 김남익 전보애 최정
임 2014, 468).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테크놀로지의 발달 및 컴퓨터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웹에 대한 접속이 원활해졌기 때문이다(이동엽 2013, 84; Davies, Dean,

ㆍ

ㆍ

& Ball 2013; 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469-470). 학습자는 교실-안-활동에서 배울 내용을 웹
의 이용이 가능한 개인적인 공간에서 동영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교실-밖-학습을 한다. 이로써 교수

ㆍ

ㆍ

자는 학습자의 사전 사후 교실-밖-학습을 통해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돕는다(김남익 전보애

ㆍ최정임 2014, 470). 또한 교실-안-활동에서는 교수자 또는 동료 학습자와 함께 토론, 실습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다(이종연ㆍ박상훈ㆍ강혜진ㆍ박성열 2014, 316). 그런데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밖-학습의 강의 동영상이나 피드백이 아니라 교실-안-활동의 면대면 수
업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 활동이라는 점은 기억하여야 한다(Bergmann & Sams
2012).
플립드 러닝 환경을 전통적인 교수 환경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은,

①학습자들이 수동적인 수강자에서 능동적이며 활발한 학습자로 바뀐다. 교실-밖-학습을 통해 학습
자는 스스로 학습 내용을 찾아 선행학습을 수행하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바뀐다. ②교실-안-활동과

과제를 하는 시간의 개념이 바뀐다. 플립드 러닝에서는 배울 내용에 대해 교실-밖-학습을 통해 학습
자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선행되고, 교실-안-활동에서는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 및 수준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교수를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③교실-안-활동은 학습자들이 도전적인 개념에 접

근하거나, 혹은 더욱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된다. 학습된 내용이 부족할 경우
교실-안-활동을 통해 학습자 본인의 학습에 대한 보충학습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본인의
학습 수준이 일반적인 학습자들에 비해 뛰어날 경우 교실-안-활동을 통해 교수자의 도움을 받아
심화학습을 수행한다(이동엽 2013, 85).
Bergaman & Sams(2012)는 플립드 러닝의 필요성에 대해 열다섯 가지로 언급한다(Bergaman &

①학습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 ②바쁜 학습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 ③공부에 뒤처진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④학습 능력이 다른 학습자들이 모두 잘할
Sams 2012, 20-33; 이현구 2015,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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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학습자들이 교수자의 강의를 멈추고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다. ⑥학습자와 교수자의 교류
가 활발할 수 있다. ⑦교수자가 학습자들을 더 잘 알 수 있다. ⑧학습자들 간의 교류가 늘어 날
수 있다. 아울러, 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⑨제대로 된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다. ⑩교실-안-활동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 ⑪교수자와 학습자 가족 간의 대화 내용이 달라진다. ⑫학습자 가족을
교육할 수 있다. ⑬교실-안-활동이 투명해진다. ⑭결근하는 교수자에게 도움이 된다. ⑮완전학습 프
수 있다.

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이 그 필요성에서 학습자와 교수자, 그리고
학습의 환경, 학습의 성과에서 유의한 것임을 가리킨다.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에 대해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서는 플립드 러닝의 기본

ㆍ

ㆍ

요소를 전통적인 교수 기법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168; 배도용 2015, 183-185).

<표 2> 전통적인 교수 기법과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의 구조 비교
교실-밖-학습
(수업 전)

교실-안-활동
(수업 도입)

교실-안-활동
(수업 중)

교실-안-활동
(수업 후)

교실-밖-학습
(일과 시간 중)

전통적인 교수 기법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

ㆍ학습자들은
보통 지연된 피드백을 받으
며 숙제를 받으려고 함.
ㆍ교수자는 지난 과거에 대해 평가함.

ㆍ학습자들은
교수자의 명확한 설명과 피
드백에 따라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계
속 활용함.
ㆍ교수자는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추가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시하고 질

ㆍ학습자은
제공된 모듈(학습 활동 동영
상 등)에 따라 학습을 하고 내용 관련
ㆍ
학습자에게 읽어야 할 과제를 배정함.
질문은 기록해 둠.
ㆍ교수자는 강의를 준비함.
ㆍ교수자는
여러 가지 학습 내용을 준비
함.
ㆍ학습자들은
기대 학습에 대한 제한된 ㆍ학습자들은 (교수자에게) 그들 학습을
정보를 가짐.
안내해 줄 특별한 질문을 함.
ㆍ교수자는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ㆍ교수자는 학습자들이 가장 도움을 필요
대한 일반적인 가정을 함.
로 하는 곳을 예상할 수 있음.
ㆍ학습자들은
배워야 할 기능(skill)을 실
ㆍ
학습자들은 수업을 따라 가려 함.
습함.
ㆍ교수자는
모든 학습 자료를 사용하려고
ㆍ교수자는
피드백과 소규모 강의를 통해
노력함.
학습자들의 과정을 안내함.

높은 작업에 대해 점수를 부여함.

ㆍ학습자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ㆍ학습자들은
공부한 것에 대한 확인을
어디에 있는지 도움을 구하기 위한 능
원함.
력을 갖춤.
ㆍ교수자는 종종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 ㆍ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더 깊은 이해를
을 반복함.
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함.

한편, Hamdan, Mcknight, Mcknight, Arfstrom(2013)은 플립드 러닝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주
요 사항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Hamdan, N., Mcknight, P. K. Mcknight, & K. M. Arfstrom 2013,
5-6; 배도용 2015, 183).

①플립드 러닝은 유연한 환경을 필요로 한다. 플립드 러닝은 교실-밖-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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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실-안-활동을 전제한다. 특히 교실-밖-학습에는 유연한 환경을 필요로 한다.

②플립드 러닝은

학습 문화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플립드 러닝은 교실 안에서 학습과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 전통적
학습 문화에 대해 변화를 전제한다. 또한 교실-밖-학습과 교실-안-활동으로 나누어 역할을 부여함으
로써 학습 자체의 문화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③플립드 러닝은 의도된 내용을 필요로 한다. 플립드

러닝은 교수자의 구체적이며 세밀하게 의도된 교수 내용을 전제한다. 물론 이에 따른 의도된 내용
을 필요로 한다.

④플립드 러닝은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를 필요로 한다. 플립드 러닝은 전문성을

갖춘 안내자나 조언자로서의 교수자에 의해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립드 러닝에서 교실-밖-학습을 비중 있게 다룬다고 해서 학습자의 능동적임 참여를 보장할 수
는 없다. 더욱이 플립드 러닝의 핵심적인 요소는 학습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인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교수설계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플립드 러닝의 교수설계를 위해
서는 교수적 상태, 학습자 상태, 사회적 상태, 인지적 상태의 네 가지 요소에 근거한 9가지 설계
원리를 상고하여야 한다. 수업-밖-학습과 수업-안-활동에서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ㆍ
<표 3> 플립드 러닝을 위한 9가지 설계 원리

ㆍ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471-472).

상태

교수적 상태
학습자 상태
사회적 상태
인지적 상태

설계 원리

ㆍ
학습자들에게 학습 활동 준비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ㆍ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라.
ㆍ학습자들의
개인 또는 집단 과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ㆍ학습자들에게 과제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라.
ㆍ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촉진하라.
ㆍ학습
친근하고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라.
ㆍ
학습자들에게 사전 교실-밖-학습에 처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ㆍ
교실-밖-학습 간의 분명한 연결을 제공하라.
ㆍ교실-안-활동,
명확히 정의되고 잘 구조화된 안내를 제공하라.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 모형은 교수 요소 분석, 교수 설계, 교수 개발, 교수 실행, 교수 평가 및
성찰의 다섯 단계로 구성한다(이동엽 2013, 88-90). 첫 번째, 수업 요소 분석 단계는 수업을 실행하
기 위해 수업과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수업을 구성하고 있는 교수자 및 학습자 특성,
수업목표 및 내용 특성, 수업환경 특성에 대한 분석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수업 설계 단계는 수업
내용 선정 및 재구성, 선행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 선정, 교실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 선정,
효율적인 플립드 러닝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수업 개발 단계는 설계 단계를
바탕으로 선행학습을 위한 수업 자료 및 도구 개발, 교실수업을 위한 수업방법 및 자료 개발, 수업
단계별 활동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된다. 네 번째, 수업 실행 단계는 수업 실행을 위한 준비 단계와
실제로 수업을 실행하는 단계 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수업 평가 및 성찰 단계는 수업 실행 과정
의 평가, 수업 실행 결과의 평가, 플립드 러닝 전반에 걸친 교수학습 설계모형의 평가 및 성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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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창 활동에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을 활용해 얻게 되는 효과
합창 활동에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을 활용해 얻게 되는 효과는 합창단원의 측면, 교수자의
측면, 행정적 측면에서 상고할 수 있다.
첫째, 합창단원의 측면에서 얻게 되는 효과이다.

①플립드 러닝은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

에 대해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따라서 합창 활동에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을 활용
한다면, 합창단원들은 합창 활동에 필요한 기본 활동(자세, 호흡, 발성, 발음, 리듬, 음정 등의 연습)
과 음악적 표현력을 진작시키기 위한 활동(빠르기, 성부균형, 악센트,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징, 다이
내믹, 융합 등의 요소 연습)에 대해(조순이 2011, 262-263), 스스로 활동 내용을 학습하며, 연습 시
간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어느 정도 이상의 준비를 하게 된다(이동엽 2013, 84-85). 또한 연습에
참여한 후 교수자인 지휘자의 의도에 따라 학습을 완성할 수 있다.

②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은 학

습자의 사회적 상호작용3)을 증가시킨다. 합창 활동은 기본적으로 인지 발달과 정서적인 안정을 추
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활동이다.4) 합창 활동에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을 활용한다면,
교수자인 지휘자는 합창단원들이 동료들과 근접발달영역에서 인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줌과 동시에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합창단원들은
서로 합창 활동의 과정을 통하여 같은 집단 내에 있는 학습 동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합창단원들은 스스로 자신이 이 집단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게 된다.
이때 그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합창 활동 내용이 학습됨으로써 학습에 대한 의욕도 더 높아질 수
있다.

③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은 완전학습 을 구현한다. 학습자들은 개개인의 학습시간량이 있
5)

3)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 집단, 사회체제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호이해하거나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지적 영역의 발달, 두 번째는 정의적 영역의 발달과 관련된다. 우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지적 영역 발
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Vygotsky의 이론을 살펴보면 학습자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
실제적 발달 수준과 타인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수준 간의 거리인 근접발달영역에서 사회
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근접발달 영역에 위치한 학습자는 교수자나 동료 학습자와의 사
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좀 더 쉽게 실제적 발달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접발달영역은 학습자
개인마다 다르므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식 수업에서는 개개인에게 적합한 도움을 제공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플립드 러닝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동료들과 인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개인의 근접
발달영역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지적 영역 발달 외에 정서적인 안정에
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습자들은 서로 마주 앉아서 문제를 풀고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같은 집단 내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학습하는 동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이라는 최종 목표
에 도달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은 자발적으로 학습을 위한 도움을 만든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이 모둠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게 되고 그 매개체가 학습됨으로써 학습에 대한 의욕도 더 높아
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수자와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져서 질문이나 도움을 청할 때 느끼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이종연 박상훈 강혜진 박성열 2014, 317).
4) 합창 활동은 집단, 사회체제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호이해하거나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합창 활동을 통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악적 수준인
실제적 발달 수준과 타인의 도움으로 음악적 문제(기본 활동과 음악적 표현력을 진작시키기 위한 활동 등)를 해결
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수준 간의 거리인 근접발달영역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5) 완전학습이론은 학습자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기 전에 이미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해야 하고 이렇
게 학습한다면 95%의 학습자가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1920년대 진보주의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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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모든 학습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합창 활동에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을 활용한다면, 합창단원들은 연습에 필요한 내용을 동영상으
로 자신의 시간에 원하는 속도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조절하며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합창단원
들이 미리 학습 내용을 파악하고 연습에 참여하기 때문에, 연습 시간을 다양한 활동으로 채우거나

ㆍ

ㆍ

더 많은 심화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교수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종연 박상훈 강

ㆍ

혜진 박성열 2014, 317).

ㆍ

ㆍ

ㆍ

둘째, 교수자인 지휘자의 측면에서 얻게 되는 효과이다(이종연 박상훈 강혜진 박성열 2014,
318).

①합창 활동에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을 활용한다면, 교수자인 지휘자의 집단 활동 관련

업무가 감소한다. 지휘자들은 집단 활동 시간마다 기본 활동(자세, 호흡, 발성, 발음, 리듬, 음정 등
의 연습)과 음악적 표현력을 진작시키기 위한 활동(빠르기, 성부균형, 악센트, 아티큘레이션, 프레
이징, 다이내믹, 융합 등의 요소 연습)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본 활동과 음악적 표현력을 진작시키기 위한 활동에서 더욱 음악적으로 심화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 또한 지휘자는 합창단원들과 소통하며 학습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면서 약간은 지겨워질
수 있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권태로운 집단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합창 활동에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을 활용한다면, 지휘자는 지식전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합창단원들을 도와주는 역
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합창단원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합창단원들에게 즉각적인 피
드백을 줄 수 있어 집단 활동에서 음악적 완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로 인해 합창단원들이 즐거
워하고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스스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③합창 활동에서 플

립드 러닝 교수 기법을 활용한다면, 지휘자는 음악교육공학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지휘자는 수업-밖-학습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다시 이를
공유하는 방법이나 집단 활동을 운영하는 다양한 방법을 새롭게 배우고 실행할 수 있다. 이로써
지휘자는 음악교육공학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 얻게 되는 효과이다. 합창 활동에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을 활용한다면,

ㆍ

ㆍ

합창단원의 결석이나 지휘자의 결근 등의 행정적인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이종연 박상훈

ㆍ

강혜진 박성열 2014, 318).

①합창단원이 결석했을 경우, 지휘자가 그 합창단원에게 별도의 시간

을 할애해 보충해 교수해주거나 합창단원이 스스로 학습하지 않는 이상 배우지 못한 부분을 보충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으로는 동영상을 통해 합창단원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또한

②지휘자가 결근할 경우도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집단 활동에서 지휘자가 해야 하는 음악지식에 의한 활동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지휘자가 미리 녹화해 놓은 집단 활동 영상이나 활동 내용을 집단 활동 시간에 재생해 주고
합창단원들끼리 해결하게 하는 것으로 집단 활동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지휘자
가 집단 활동 상황에 없더라도 합창단원들은 일관된 활동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고 스스로 학습을
한다거나 나중에 보충 학습을 한다는 등의 시간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교육자 Carleton Washbume의 아이디어를, 1960년대 Benjamin Bloom, James Block이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이종
연 박상훈 강혜진 박성열 2014, 318).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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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 모형의 기반인 ADDIE 모형
합창 활동에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을 활용하기 위한 교수설계 모형은 교육공학에서 일반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모형(이동엽 2013, 88)인 ADDIE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ADDIE 모형은 교수설
계 과정의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모형이다.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5단계로 구성된다.

2.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 모형 다섯 단계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 모형은 교수 요소 분석, 교수 설계, 교수 개발, 교수 실
행, 교수 평가 및 성찰의 다섯 단계로 구성한다.
첫 단계, 교수 요소 분석 단계이다. 교수 요소 분석 단계는 합창 활동에서 교수를 실행하기 위해
연습실-밖-학습과 연습실-안-활동의 합창단원 개인 활동과 집단 활동에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는 단
계이다. 합창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지휘자 및 합창단원의 특성, 연습 목표 및 연습 내용 특성, 연습
환경 특성에 대한 분석 등이 포함된다.

<표 4> 교수 요소 분석 단계의 내용과 설명
교수 요소 분석 내용

설명

지휘자 및 합창단원 특성

지휘자와 합창단원들의 컴퓨터나 모바일 디바이스의 활용에 대한 소양과 교수
및 학습 스타일을 분석하며, 연습을 위해서 지휘자와 합창단원들이 온라인 학
습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집에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분석

연습 목표 및 연습 내용
특성

연습실-밖-학습과 연습실-안-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연습 목표가 무엇이
며, 합창 활동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수준과 범위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플립드 러닝을 통해 합창단원들이 미리 연습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계획을 세
울지 분석

연습 환경 특성

합창단원들의 정보화 환경, 연습실의 정보화 환경 및 연습실 유형에 대해 분
석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합창단원들이 연습실-밖-학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나아가 연습실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를
분석

두 번째 단계, 교수 설계 단계이다. 교수 설계 단계는 교수 내용 선정 및 재구성, 연습실-밖-학습
을 위한 합창 활동 선정, 연습실-안-활동을 위한 합창 활동 선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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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수 설계 단계의 내용과 설명
교수 설계 내용

교수 내용 선정 및 재구성

연습실-밖-학습을 위한
합창 활동 선정

연습실-안-활동을 위한
합창 활동 선정

설명

합창단원들이 해당 연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수 내용, 개별 및 집단 연습
활동 및 자료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연습 목표에 비추어 합창단원들이
연습실-밖-학습을 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결정하고 연습실-안-활동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 결정
개념 설정, 구상 시상, 실행, 반복 단계의 기본 연습(자세, 호흡, 발성), 자
율 연습(발음, 리듬, 음정), 심화 연습의 내용 선정 및 재구성(빠르기, 성부균
형, 악센트,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징, 다이내믹, 융합)
합창단원들이 연습실-밖-학습을 해야 할 내용에 어떤 식으로 접근 가능한지 여
부를 파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휘자가 직접 이러한 연습실-밖-학습용 자료
를 어떻게 제공할지 결정
개념 설정, 구상 시상, 실행, 반복 단계에 따른 연습실-밖-학습이 가능한 내용
선정
연습실-밖-학습을 통한 합창단원의 연습 수준을 고려하여 연습실-안-활동 시간에
합창단원들의 개별화 연습을 진행할 때, 연습실-밖-학습의 연습에 대한 재구조
화나 인지적 심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습실-안-활동 설계에 대해 결정
개념 설정, 구상 시상, 실행, 반복 단계에 따른 연습실-안-활동이 가능한 내용
선정

ㆍ

Ⓐ

Ⓒ

Ⓑ

ㆍ
ㆍ

세 번째 단계, 교수 개발 단계이다. 교수 개발 단계는 교수 설계 단계를 바탕으로 합창단원들의
연습실-밖-학습을 위한 연습 자료 및 교수 도구 개발, 연습실-안-활동을 위한 교수 방법 및 연습
자료 개발, 연습 단계별 활동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된다.

<표 6> 교수 개발 단계의 내용과 설명
교수 개발 내용

설명

연습실-밖-학습을 위한
연습 자료 및 교수 도구
개발

연습실-밖-학습을 위한 연습 자료 및 교수 도구를 지휘자가 실제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휘자가 연습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연습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연습실-안-활동을 위해서 합창단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동영상 등의 자
료가 있을 경우 이를 합창단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
개념 설정, 구상 시상, 실행, 반복 단계에 따른 연습실-밖-학습에 필요한 연습
자료 및 교수 도구 개발

연습실-안-활동을 위한
교수 방법 및 연습 자료
개발

연습 목표에 따라 연습실-안-활동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형하고, 각 단계별 연습
방법 및 자료를 개발하는 것으로, 합창단원들 간의 연습실-밖-학습 내용에 대한
정보 교류가 필요한 경우 전체 합창단원을 대상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합창단
원들의 연습 수준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보충 연습이나 심화 연습을 목표로 할
경우 수준별 팀을 구성해 문제기반학습의 형태로 연습을 진행하는 것도 포함
개념 설정, 구상 시상, 실행, 반복 단계에 따른 연습실-안-활동에 필요한 연습
자료 및 교수 도구 개발

연습 단계별 활동 전략
수립

연습실-밖-학습 및 연습실-안-활동에서 필요한 각 단계별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연습실-밖-학습에서는 관련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고 연습해 오거나, 반
성적 성찰을 통한 질문거리를 뽑아오는 활동 등이 포함되며, 연습실-안-활동의
경우 다양한 교수 전략에 대한 연습 단계별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포함
개념 설정, 구상 시상, 실행, 반복 단계의 기본 연습, 자율 연습, 심화
연습의 활동 전략 수립

ㆍ

ㆍ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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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단계, 교수 실행 단계이다. 교수 실행 단계는 연습실-안-활동 실행을 위한 준비 단계와
실제로 연습실-안-활동을 실행하는 단계 등이 포함된다.

<표 7> 교수 실행 단계의 내용과 설명
교수 실행 내용

설명

연습실-안-활동 실행을
위한 준비

연습실-안-활동 자료 구비 여부 및 의도한 연습을 진행하기 위한 교수 환경 설
정에 대해 고려
개념 설정, 구상 시상, 실행, 반복 단계의 기본 연습, 자율 연습, 심화
연습의 연습실-안-활동 실행을 위한 준비

연습실-안-활동 실행

연습 전략의 실천 및 개별화된 연습을 위한 적절한 피드백 제공 등이 고려, 지
휘자의 연습실-안-활동 실행에 따른 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도 고려
개념 설정, 구상 시상, 실행, 반복 단계의 기본 연습, 자율 연습, 심화
연습의 연습실-안-활동 실행

ㆍ

Ⓐ

ㆍ

Ⓑ

Ⓐ

Ⓑ

Ⓒ
Ⓒ

다섯 번째 단계, 교수 평가 및 성찰 단계이다. 교수 평가 및 성찰 단계는 연습 실행 과정의 평가,
연습 실행 결과의 평가, 플립드 러닝 전반에 걸친 교수설계 모형의 평가 및 성찰 등이 포함된다.

<표 8> 교수 평가 및 성찰 단계의 내용과 설명
교수 평가 및 성찰 내용

설명

연습 실행 과정의 평가

지휘자가 계획했던 연습 전략 및 연습 자료, 도구 및 매체 등이 적절하게 활
용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연습실-안-활동 중에 합창단원들이 흥미를 느끼
고 집중하여 연습에 참여했는지, 개개인의 합창단원이 연습실-밖-학습 내용에
대해 추가로 보충 연습이나 심화 연습이 일어났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
가하고 개선점을 도출
개념 설정, 구상 시상, 실행, 반복 단계의 기본 연습, 자율 연습, 심화
연습의 연습실-밖-학습 및 연습실-안-활동 실행 과정의 평가

ㆍ

Ⓐ

Ⓑ

Ⓒ

연습 실행 결과의 평가

연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연습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연습 결과에 대한 평가 과정을 통해 실행한 연습에 대해 반성하고 향후 연습
을 위한 개선점을 도출
개념 설정, 구상 시상, 실행, 반복 단계의 기본 연습, 자율 연습, 심화
연습의 연습실-밖-학습 및 연습실-안-활동 실행 결과의 평가

플립드 러닝 전반에 걸친
교수설계 모형의 평가 및
성찰

연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찰 결과를 바탕으로 지휘자가 의도했던 연습 목
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플립드 러닝 교수설
계의 각 단계 중 어떠한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분석해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

ㆍ

Ⓐ

Ⓑ

Ⓒ

3.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 모형에서의 고려사항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 모형은 교육공학 측면(이동엽 2013, 87-88)에서 교수설

ㆍ

ㆍ

계 원리와 합창 활동이라는 음악 활동의 측면에서 교수 단계 교수 시간 교수 내용에 대해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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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휘자와 합창단원 모두에게
유연한 환경을 필요로 한다.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습실-밖-학습(교실-밖학습)과 연습실-안-활동(교실-안-활동)을 전제한다. 지휘자는 합창단원들이

①연습실-안-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활동에서 연습 내용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연습 정도를 평가하
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합창단원 개개인 또는 집단 활동 결과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②합창단원들이 연습실-밖-학습에서 연습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 연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
울러

③연습실-밖-학습 환경에서 합창단원들끼리 함께 연습할 수 있는 소모임을 조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휘자가 제공하는 연습 관련 동영상을 친근하고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덧붙여

④지휘자는 합창단원들이 연습 내용에 대해 연습실-밖-

학습 환경에서 처음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연습실-안-활동으로 명확하게 연
결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안내를 환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의 활용을 위해서는 연습 문화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의 활용을 위해서는 연습실-안-활동에서 이루어지던

Ⓐ기본 연습(자세, 호흡, 발성), Ⓑ자율 연습(발음, 리듬, 음정), Ⓒ심화 연습(빠르기, 성부균형, 악센
트,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징, 다이내믹, 융합)에 대한 변화를 전제한다. 즉 연습실-밖-학습과 연습실안-활동으로 나누어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연습 문화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안-활동에서

①기본적으로 연습실-

Ⓐ기본 연습, Ⓑ자율 연습, Ⓒ심화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모든 연습이 지휘

자의 경험 및 음악지식에 의해 합창단원을 면대면으로 교수하여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②Ⓑ자율 연습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인 발음, 리듬, 음정에 관해서는 연습실-밖-학습에서
일정 부분 음악적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내용에 대한 완성은 연습실-안-활동으로
가능하다― 이를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연습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할 것이다. 또한 ③연습실-밖-학
습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에서 개념 설정, 구상ㆍ시상 단계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연습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의 활용을 위해서는 연습을 완성할 수 있는 의도

된 연습 내용을 필요로 한다.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은 지휘자의 구체적이며 세밀
하게 의도된 교수 내용 즉 연습 내용을 전제한다. 지휘자는 지휘자 스스로와 합창단원들의 (사회적
상태, 인지적 상태를 포함한) 상태를 자세히 살펴 연습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로써 연습실-밖-

ㆍ

학습과 연습실-안-활동으로 나누어 합창 활동의 단계(개념 설정, 구상 시상, 실행, 반복 단계)에
적절한 교수 내용 즉 연습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의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지휘자를 필요
로 한다.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은 전문성을 갖춘 안내자나 조언자로서의 지휘자
에 의해 구현할 수 있다. 지휘자는 합창 활동의 교수 부분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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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지식, 교수지식이 풍부하여야 하고,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컴퓨터나 모
바일 디바이스의 활용에 대한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 모형의 탐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합창 활동, 둘째,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 셋째, 합창 활동에서 플립
드 러닝 교수 기법을 활용해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는 교육공학 측면과 음악 활동 측면의 함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탐구하
였다. 또한 ADDIE 모형을 기반으로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 모형을 교수 요소
분석, 교수 설계, 교수 개발, 교수 실행, 교수 평가 및 성찰의 다섯 단계로 탐구하였다.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 모형의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단계인 교
수 요소 분석 단계에서는 합창 활동에서 교수를 실행하기 위해 연습실-밖-학습과 연습실-안-활동의
합창단원 개인 활동과 집단 활동에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인 교수 설계 단계
에서는 교수 내용 선정 및 재구성, 연습실-밖-학습을 위한 합창 활동 선정, 연습실-안-활동을 위한
합창 활동 선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교수 개발 단계에서는 교수 설계 단계를
바탕으로 합창단원들의 연습실-밖-학습을 위한 연습 자료 및 교수 도구 개발, 연습실-안-활동을 위
한 교수 방법 및 연습 자료 개발, 연습 단계별 활동 전략 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 단계
인 교수 실행 단계에서는 연습실-안-활동 실행을 위한 준비 단계와 실제로 연습실-안-활동을 실행
하는 단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인 교수 평가 및 성찰 단계에서는 연습
실행 과정의 평가, 연습 실행 결과의 평가, 플립드 러닝 전반에 걸친 교수설계 모형의 평가 및 성찰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를 위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휘자와
합창단원 모두가 유연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휘자와 합창단원 모두가 연습 문화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합창 활동
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의 활용을 위해서는 연습을 완성할 수 있는 의도된 연습 내용을 갖
추어야 한다. 넷째,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 기법의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지
휘자를 양성하여야 한다.
s1yoo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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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 Flipped Learning-Based
Teaching Design Model for Chorus Activities

Sungwon Y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lipped learning-based teaching design models for chorus
activities. For that purpose, the study looked into chorus activities, flipping learning-based teaching
methods, and effects of flipped learning-based teaching methods on chorus activities.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implications of a flipped learning-based teaching design model
for chorus activities should be considered both in the pedagogical and musical activity aspects.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examined a flipped learning-based teaching design model for chorus activities
on the basis of ADDIE model in five stages of teaching element analysis, teaching design, teaching
development, teaching implementation, and teaching evaluation and reflec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investigator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first, both the conductor and the chorus members should
create a flexible environment to make use of a flipped learning-based teaching method for chorus
activities. Secondly, both the conductor and the chorus members also need to accept changes to the
practice culture for the utilization of a flipped learning-based teaching method for chorus activities.
Thirdly, there should be intended practice content to complete the practice for the utilization of a flipped
learning-based teaching method for chorus activities. Finally, there should be efforts to train and produce
conductors with professionalism for the utilization of a flipped learning-based teaching method for
chorus activities.
KEY Words: conductor, chorus activity, flipped learning, teaching desig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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