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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교육방법  교육공학’이라는 교직과목에 음악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Music 

Technology-Based Learning: MTBL)을 활용한 수업사례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방법  
교육공학’ 과목에 MTBL를 활용한 별 로젝트 수업을 진행하 으며, 16주간의 수업진행 후 본 사례연
구에 한 개방형 설문과 심층인터뷰를 실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본 사례연구에 MTBL 활용은 이론 심의 교직과목에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한 수업으로 ‘흥미, 재미’, 

‘능동 인 학습 참여’ 등 학습자들의 호의 인 반응과 이와 다르게 MTBL의 활용은 ‘교직과목과 연계가 
안됨’, ‘융복합수업의 어려움’ ‘수업 이외 개별 공부 시간이 요구됨’ 등 교직과목에서의 MTBL 활용에 한 
부정 인 학습자들의 시각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교직과목에서 MTBL 활용은 부분 으로 본 사례연구 과목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론 심의 교직과목에 MTBL의 활용은 재까지 어려움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MTBL 수업은 하나의 새로운 교수-학습 근 방안으로 창의 이고 문 인 교사를 양성하기 
한 교직과정의 개발  운용을 해 더 많은 사례연구과 수업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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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er’s objective is to analyze a case study from the teaching profession course 

entitled “Instructional Methods and Educational Technology: IMET,” in which the instructional 
method ‘Music Technology-Based Learning: MTBL’ has been implemented. In addition to the 
analysis and the completion of the associated 16-week coursework, the researcher conducted an 
open-ended survey, and conducted and analyzed in-depth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in the 
case study.
Using MTBL in IMET has elicited mostly favorable responses from participants such as 

“interesting” and “fun.” They also mentioned “active learning participation.” There were also 
negative responses to MTBL, citing “the lack of interconnection between MTBL and other 
teaching profession courses,” “the difficulty of hybrid and convergence classes,” and “the need 
for additional time and attention in an individual study.” The analysis of this case study 
indicates that the use of MTBL in teaching profession courses somewhat enhances the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concept of integrating technology into education, although some 
difficulties remain.
The analysis of more case studies is required in order to establish more effective training 

courses, in which learning is not limited to the theoretical aspects of education. Using MTBL 
as an integrated part of the educational method would help to foster more creative and 
professional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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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사교육과정을 통해 질 높은 교사를 양성하고 교육

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교직과목 수업에 있어 핵심과제

이다. 교직과정을 통해 일반 학과 사범 학에서는 

비교사들을 상으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자질

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직과정 안에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교육 과정 등 새로운 시도를 모색

하고 있다[3][23]. 재 진행되는 여러 교직과목에서는 

기존의 교수자 심의 강의식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교

육방법의 개 에 을 두고[8][36][37], 사례 분석연

구법, 동학습방법, 발견학습방법, 문제해결학습법[17]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 용하고 있다. 

독일의 인지학자이며 교육자인 루돌  슈타이 는 

“결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말

하 다. 즉,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교사의 좋은 자질이 더 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다. 따라서 비 교사들은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동안 

사실 인 지식의 암기와 이해보다 창의 인 창출능력, 

자율 인 학습능력 그리고 효과 인 의사소통 능력[18]

을 함양하여야 한다. 

한 기존의 분업화된 사회와 지식의 분업화가 속

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재에는 여러 지식분야

에 복합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시 이다[10]. 이와 

같은 교육 , 학문  변화에 맞춰 학습자들은 학문 간

의 융합  연계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 으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양성해야 한다. 

학문 간의 융합  근 수업으로 학습자들은 폭 넓은 

학습으로 그 역을 확 시키고, 다양한 사고와 상호작

용을 통해 새로운 창의력을 함양한 인재로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4][10][11]. 비 교사들이 창의 이고 

문 인 능력을 갖추기 해 필요한 것은 교직과정을 통

해 교육 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이론  지식과 교사로

서의 자질을 학습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 의 지식과 

정보화 시 에는 창의 인 교사 양성을 해서는 다양

한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교직과목인 ‘교육방

법  교육공학’ 수업에 음악과 테크놀로지를 목한 

융합  근 수업을 실시하 다. 음악 테크놀로지

(Music Technology)는 ‘컴퓨터 음악’ 는 ‘디지털 음

악’으로도 불리며, 자 기기와 컴퓨터의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음악을 재편집, 작곡, 연주 그리고 장할 수 

있는 음악 술에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형태를 말한다

[13]. 본 수업에서는 이론과 실제를 기본교수요목으로 

하는 ‘교육방법과 교육공학’ 교직과목의 특징을 살려 다

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한 교직과 수업을 진행하 다. 그 

표 인 교육매체 도구로 음악 테크놀로지를 사용하

다. 

구체 인 수업방법으로는 16주 동안 두 번의 로젝

트 발표 수업을 실시하 다. 로젝트 수업에서의 학습

자들의 동 활동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해 수업 내에

서의  토론, 스마트폰, 다양한 컴퓨터 소 트웨어 등

을 활용하 다. 첫 번째 로젝트는 각 에서 세 가지

의 학습이론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한 이론

에 해 학습한 후 ‘무비메이커’, 팟인코더‘,’골드웨이 ’, 

음악 소 트웨어 어  등 다양한 컴퓨터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동 상을 제작해보는 로젝트 수업으로 이

때 사용되는 모든 음악과 시나리오는 학습자들이  활

동을 통해 자체 으로 제작하도록 하 다. 

두 번째 로젝트는 본 수업 의 한 과정인 교수실행 

부분으로 각 에서 음악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타 교과

를 융합한 수업지도안을 작성, 수업을 시연하는 로젝

트를 실시하 다. 마지막 수업지도안 발표에는 실제 작

성한 수업지도안의 학습자 수 으로 돌아가 발표하는 

학생은 그 학년에 맞는 교수자가 되어 수업을 진행하도

록 하 다. 로젝트를 비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각 별 토의시

간을 제공하고, 2주에 한 번씩 로젝트 진행과정을 발

표하도록 하 다. 이때 교수자는 각 의 로젝트 진

행과정과 에서의 상호작용을 찰하며 피드백을 제

공하 다. 

이 과정에서 음악 테크놀로지는 로젝트를 한 하

나의 심 학습도구로써 활용하는 음악 테크놀로지 기

반 학습(Music Technology-Based Learning: 이후 

MTBL)을 활용하 다. 그리고 그 수업의 결과로써

MTBL을 활용한 이론 심의 교직과목에 음악 테크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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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교직과목 기본교수요목

교직
이론 

교육학개론 교육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 교
직윤리, 특히 교사론에 역점을 둔다.

교육철학 및 교
육사

교육의 철학적 기초, 교육의 역사적 
기초, 특히 우리나와 관련된 교육 내
지 교육철학에 역점을 둔다.

교육과정 및 교
육평가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교육과정 및 학
교수준의 교육과정 등 교육현장의 문
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육평가에서는 특히 교육현장에 적
용할 수 있는 평가능력과 평가기법의 
향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육방법 및 교
육공학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특히  기자
재 활용방법에 중점을 두며,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
함한다.

교육심리 학습자의 이해, 학습 및 발달이론, 생
활지도에 역점을 둔다. 

교육사회 교육의 사회적 기능, 특히 학교 내의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교육행정 및 교
육경영

교육제도 및 조직, 교원인사, 장학 및 
학교행정, 학급 경영 등에 역점을 둔
다. 

그 밖의 교직이
론에 관한 과목

교육학의 세부 영역으로서 위의 8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교원양
성기관별로 선정하여 이수한다(예: 교
수-학습이론, 교사론, 교육법 등). 

교과
교육

교과교육론
교과교육의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전반에 관하여 연구한다
(수업이 실제 부분에 중점을 둠).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재의 분
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
지도의 실제경험을 쌓게 한다.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
고의 근본 법칙 및 논술에 관한 교육
에 역점을 둔다.

그 밖의 교과교
육에 관한 과목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교수법, 
교육과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교육
실습 교육실습 

대학에서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
한 후 유치원 및 초등 · 중등 · 특수
학교에서 직접 교육실습을 실시한다. 

로지가 학습도구로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학습자, 자

신들의 수업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이어서 본 연구의 심과목인 교직과목의 특징과 

그와 간학문 으로 연계할 음악 테크놀로지와 그 활동 

역, 음악 테크놀로지 기반학습에 해 살펴보고자 한

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직과목의 특징 
교직과목은 교육학과의 표 인 과목들을 지칭하며 

교원양성을 한 과목들로 실제 인 역과 이론 인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5]. 교직과목들은 교사양성과

정에서 꼭 필요한 과목들로 교직과목을 수강함으로써 

교육 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간 으로 학습할 

수 있다. 교사가 되기 해서는 여러 학문 간의 유기  

계를 이해하고, 학문 간의 연계학습을 운 할 수 있

는 통찰력이 필요하다[26]. 따라서 비교사들에게 지

식을 쌓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직과목에서는 다

양한 과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원자격증취득을 

희망하는 학습자들은 반드시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한

다. 교직과목 역은 크게 교직이론 역, 교과교육 역, 

그리고 교육실습 역으로 구분된다(교원자격검정령 시

행규칙 제12조). 이에 한 세부과목과 기본교수요목을 

살펴보면 다음[표 1]과 같다. 

표 1. 교직과목의 교수요목[2]

 
이와 같이 교직과목은 이론 역 7개, 교과 역 3개 

그리고 실습 역 1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

라 교직과목의 특징은 교직과목이 교육학의 학문  성

격을 그 로 받아들여[6], 교육학과 학습자들과 교직과

정 이수자들의 수업이 이론 심의 학문 심 수업으로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학 공자가 배우

는 ‘교육학개론’과 교직과목 이수자들이 배우는 ‘교육학

개론에 한 학습내용은 달라야 한다’는 와 같은 주

장도 존재한다[6]. 교직과목 이수자들에게 있어서 ‘교육

학개론’은 학문 역에서의 이론 는 선행연구물을 

심으로 구성되는 것[7]이 아닌 교육의 실제 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 인 측면의 교육이 요구되어진다. 

한 우리나라의 교직과목 수업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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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따라 일반 학과 사범 학 교직과목들이 일률

으로 비슷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7]. 재의 교직과

목은 교직 역에 맞는 교육내용을 학습[5]을 하기 보다

는 교육학에 따른 학문 , 이론  학습으로 진행되며, 

거의 모든 교사양성기 에서 교과교육의 문성 보다

는 일률 인 수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음악 테크놀로지기반 학습 (Music Technology 
   -Based Learning: MTBL)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학교와 교육기 의 교

육환경은 향상되어지고 있으며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한 새로운 흥미와 재미를 갖게 하 다. 학습자들은 테

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기존의 감상만하는 학습이 아니

라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학습

도구로써도 많은 역할을 해왔다[9][12][38]. 

재 우리가 교육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크놀로

지는 컴퓨터의 사용, 다양한 이미지와 음악소스를 활용

하는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학습을 한 학습용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등을 들 수 있다

[16][22]. 요즈음 학교 장에서 테크놀로지의 사용은 매

우 자연스러운 일이다[1][35]. 그 로 미술교육에서 테

크놀로지 활용은 학습 자료 제작, 웹을 통한 다양한 이

미지 분석, 가상 체험 로그램 활용 등 다양한 교육방

법으로 미술 수업 내의 학습자 심학습을 가능  하고 

있다[22]. 

음악교과에서의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감상, 제재곡

의 연주와 감상 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스

스로 음악 으로 자신을 표 ·창작하며 공유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갖게 되었다[12][34]. 음악교과에서의 테크

놀로지 활용은 음악을 재편집 는 새로운 음악과 소리

를 창의 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가능

하게 하는 음악과 테크놀로지를 합쳐 음악 테크놀로지

(music technology)라고 한다[12][25]. 음악 테크놀로지

는 신흥학문으로써[29] 음악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되어지고 있다. 음악 테크놀로지는 심리학, 물리학,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교과 역에서 간학문

(interdisciplinary)의 연결도구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27]. 다음은 Boehm(2007)이 언 한 Moore(1990)의 음

악 테크놀로지와 간학문  계이다[그림 1]. 

그림 1. 음악 테크놀로지와 학문 간의 관계[27]

의 [그림 1]을 살펴보면 학과 콘서바토리움에서

의 음악 테크놀로지는 사운드, 코딩 톰마이스터, 코

딩 로덕션 등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음악을 제작하

는 활동 역을 나타내며, 컴퓨터과학과 자공학에서

의 음악 테크놀로지는 컴퓨터음악학, 일 트로닉 오디

오와 음악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음악 정보학, 소 트

웨어/ 하드웨어 개발 등 과학과 융합한 다양한 분야로 

개될 수 있음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 음악학과에서

의 음악테크놀로지는 창의 인 음악 테크놀로지, 소닉 

아트, 일 트로-어쿠스틱 작곡, 사운드 디자인 등 테크

놀로지를 활용한 음악 창작 역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음악 테크놀로지는 신흥 학문으로써 다양하게 다

른 교과목에 활용하여[28] 간학문  융합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의 음악 테크놀로지에 한 간학문  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 테크놀로지를 학습의 심도구로 테크

놀로지를 활용하여 타 교과 는 타 학문 역의 융복

합  교과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주도 으로 

진행하는 학습을 MTBL 이라 한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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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TBL 구성요소

[그림 2]에서 보이듯 MTBL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내용은 다양한 학문 역으로 한다. 곧 학습의 

심 되는 과목으로 정한다. 둘째, 학습도구로는 다양한 

음악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 ‘무비메이커’, ‘팟인코더’,

‘골드웨이 ’ 등 음악을 편집, 는 재창조할 수 있는 다

양한  음악 소 트웨어를 활용한다. 셋째, 학습에 있어

서의 주요 심 도구는 MTBL이지만, 이것을 활용한 

수업은 다른 교과목과 융합 으로 이어진다. 그 로, 

교육방법  교육공학 수업에서 학습이론을 주제로 한 

UCC 제작하기, 이때 학습자들은 스스로 음악을 만들

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자신들이 이해한 학습 이론을 

UCC 작품으로 제작한다. 한 교수실행에 련된 이론

에서의 수업시연을 한 수업지도안 작성방법을 배우

며 활용할 교육매체에 한 활용법 배우기, 수업지도안

을 작성할 시 학습자들은  심교과목과 간학문 으로 

연계할 수 있는 타 교과를 목하는 과정에서 등 음악

과 테크놀로지의 융합  근을 시도한다. 넷째, 

MTBL을 활용한 수업은 자기주도  학습환경을 지양

하며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과정  학습진행을 맡는다. 

다섯째, 이외에 다양한 학습도구, ‘ 키’, ‘스마트 폰’ 등

을 활용한다. 

MTBL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술과 음악 테크놀로지

를 활용한 컴퓨터 기반 학습으로 다른 나라의 음악을 

들으며 음악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미술작품으로 제작

해보는 미술과 음악의 융합수업이다.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다른 나라의 음악을 듣고 자신들의 느낌을 서로 

토론한 후 미술 작품으로 제작하고 완성된 작품을 가지

고 시회를 열어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하는 수업사례

이다[32]. 이외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음악 창작 수업 

사례[30]로 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컴퓨터 음악 

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을 창작하고, 다양한 이미지들

을 활용하여 이미지 음악을 창작하는 수업을 진행한 사

례이다. 의 사례연구들은 술 역에서 융합  학습

으로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 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술분야 외

에 타 교과 역에 음악테크놀로지를 목한 간학문  

수업을 하는 사례연구를 시도하고자 하 다. 다음에

서는 본 사례연구에 한 자세한 로그램 설계, 용 

 결과분석에 하여 소개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교육방법  교육공학’ 수업에 MTBL을 

활용한 사례연구로 MTBL의 활용이 이론 심의 교직

과목에 도움이 되었는지 학습자들의 변화를 알아보고

자 한다. 본 연구를 해 경기도 용인시에 치한 K 

학교 교직이수과목 ‘교육방법  교육공학’으로 남학생 

14명과 여학생 36명, 총 50명을 상으로 총 16차시에 

걸쳐 용·수업되었다. 학습자는 3학년 4명, 4학년 37명 

그리고 9명의 석사과정 학습자들로 학부과정에선 교직

이 선택된 학습자들, 학원은 교육 학원 학습자들로 

구성되었다. 본 수업의 로젝트를 해 4-7명이 한 그

룹으로 11그룹을 형성하 다. 본 수업에는 음악을 공

한 학습자가 없으며 학부학습자들의 경우, 각 과에서 

상  10%안에 드는 학습자들로 교직을 이수자하고 있

는 학습자들이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16차 수업이 이루어진 후 학습자들에

게 개방형 설문과 심층 개별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론 

심 교직과목에서의 MTBL 활용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설문의 항목은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와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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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항 수 
매체 2문항
기존 교직과목의 특징 1문항
본 교과목이 기존 교직과목과 다른점 2문항
본 교과목을 통한 지식습득 1문항
음악 테크놀로지의 인지유무 1문항
교직과목에서의 음악 테크놀로지 활용 및 장·단점 4문항
본 강좌에서의 흥미와 어려운점 1문항
본 강좌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1문항 

에 한 논문들[14][19][21]에서 본 연구의 목 과 맞는 

부분에 한 연구내용과 설문내용을 분석하여 본 연구

의 목 에 합하도록 설문지를 작성하 다. 본 연구의 

인터뷰 자료 분석은 질  연구의 주제분석방법[24][33]

에 따라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 다. 

첫째, 설문지의 문항은 본 연구의 학습과정에서 활용

한 매체에 한 질문으로 본 강좌의 학습과정에서 활용

한 매체 (하드웨어, 소 트웨어와 어 리 이션)에 

한 다 응답 질문, 둘째,  기존 교직과목의 특징과 본 교

직과목의 핵심 내용  개념에 한 이해 와 지식습득

에 측면에 도움 된 수업내용에 한 개방형 질문, 셋째, 

본 강좌가 기존 교직과목과 다른  (강의방식 측면, 학

습자 측면)에 한 질문, 강의방식 측면에서는 교수방

법, 과제, 평가 등에 해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 으며, 

학습자 측면에서 개별학습,  활동, 의사소통 등에 

한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 다. 넷째, 음악 테크놀로지에 

해 앎과 모름, 교직과목에 음악 테크놀로지의 도움 

유무에 한 질문을 하 으며, 다섯째, 교직과목에서 음

악 테크놀로지 활용에 한 장·단 에 한 개방형 질

문, 여섯째, 본 강좌를 수강하면서 느낀 흥미로운 과 

어려운 , 일곱째, 본 교직과목에 음악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소감과 본 강좌에 한 자유로운 의견질문으로 

작성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의 내용

은 본 강좌의 학습과정에서 활용한 매체(활용기기, 소

트웨어), 강의 효과성 제고를 한 학습법과 테크놀

로지의 활용에 한 질문 등을 실시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도구인 설문의 설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표 2].

표 2. 설문 문항 

둘째, 16주간의 수업을 진행한 후 자발 으로 참여한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의 심층인터뷰를 본 연구자와 

교육공학 문가 1인이 실시하 다. 인터뷰는 학기가 

끝나는 주에 개별 으로 실시하 으며, 인터뷰는 1인당 

30분-40분 정도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질문 내용은 본 

수업의 참여 결과로 교직과목 수업에  MTBL을 활용해

본 결과가 어떠했는지, 본 수업이 기존의 교직과목과 

다른 , MTBL활용에 한 어려운  외에 본 수업에 

느낀 기타 의견에 해 살펴보기 해 반구조화된 형태

로 실시하 다. 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해 본 사

례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MTBL을 활용한 로그램

을 설계하 으며 다음을 MTBL을 활용한 교직수업 

로그램의 설계  체 개요에 해 설명하겠다. 

3. MTBL을 활용한 교직수업 프로그램 설계 및 전
체 개요

본 로그램은 학교의 교직과목 수업인 ‘교육방법 

 교육공학’에 MTBL을 활용한 수업사례이다. 본 사

례연구는 교직수업에 학습도구로써의 MTBL 활용에 

해 알아보고자,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하나인 학

제간의 융복합 [10] 학습방법, ‘교육방법  교육과목’

에 음악과 테크놀로지를 목한 수업을 진행하 다.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를 진하며 창의  학습활동과 더불어 동심과 상호

계를 증진시키기 해  로젝트로 수업을 진행하

다. 한  로젝트 수업을 통해 동심과 타인에 

한 배려심을 고취시키며, 학습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 다. 

학습을 진하고 수행을 향상[14] 시키기 해 매체

로는 음악 녹음편집 로그램, 동 상 편집 로그램, 

워포인트 등 다양한 컴퓨터 로그램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 16주간 두 가지의  로

젝트를 실시하 다. 첫 번째 로젝트는 각 별 하나

의 학습이론(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을 선택하

여 선택한 학습이론에 한 상을 만들고 음악을 편집 

는 작곡하여 만드는 동 상 제작을 하 으며, 두 번

째 로젝트는 · ·고등학교를 상으로 음악 테크놀

로지와 타 교과가 연계된 융복합 수업지도안을 작성, 

실제 교실상황을 재연하여 에서 비한 수업지도안

에 따라 각 별로 수업을 진행하 다. 첫째, 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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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컴퓨터 소 트웨어를 활용한 동 상 제작과 음

악 테크놀로지를 활용하 다. 둘째, 로젝트를 진행하

기 해 음악 테크놀로지 로그램으로는 학습자들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무료로 제공되는 로그램 ‘무비메

이커1)’와 ‘팟인코더2)’, ‘골드웨이 3)’ 등을 사용하 다. 

수업지도안 작성 로젝트를 해서는 컴퓨터 음악 

로그램 외에 스마트 폰의 다양한 어 도 사용하 다. 

셋째, 로젝트를 한 타 학문과의 활동 역을 결정하

다. 동 상 제작 로젝트를 한 타 학문의 활동

역으로는 쓰기, 디지털 아트를 주 통합 역으로 동

상 제작을 하 으며[표 3], 두 번째 로젝트에서는 물

리, 사회, 역사 등 다양한 교과를 융합한 수업지도안을 

작성하도록 하 다. 넷째, 별 활동을 통한 력학습을 

유도하며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주도

으로 로젝트를 제작하도록 하 다. 다섯째, 각 별 

발표 후 학습자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과 평가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 MTBL 활용 수업사례

가 설계  진행되었으며 다음 [그림 3]은 로그램 설

계  진행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3. MTBL 수업사례: 프로그램 설계 및 진행과정
1) 도우 기반 컴퓨터에 탑재되어 있으며, 상 제작, 편집, 오디오, 동

상 등을 개인이 작업할 수 있다. 한 사진  비디오로 동 상이

나 슬라이드 제작, 공유가 가능하다.
2)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로그램으로 동 상을 재생할 수 있도

록 변환시켜주는 로그램. 간단한 편집도 가능하며, Daum서비스와 

연동도 가능하다. 
3) 무료 음악 편집 로그램으로 음악을 제작하거나 기존의 음악을 편

집하는데 사용하는 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④의 련 교과활동에 한 부분을 상세

히 설명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타 교과 연계 활동
타 교과 역 학습활동 

테크놀로지 ‘무비메이커’, ‘팟인코더’, ‘골드웨이브’를 이용한 음악 
편집 및 녹음 제작 배우기

글쓰기 각 팀별 동영상을 위한 스토리보드 및 시나리오 작성 
연기와 촬영 동영상 제작을 위한 연기 및 촬영

의 [표 3]에서 보이듯 본 수업에서는 테크놀로지, 

쓰기, 연기와 촬  등 다양한 교과목을 목한 수업

을 진행하 다. 에 제시된 학습활동을 한 세부 인 

수업진행 과정에 한 개요는 다음 [표 4]에 자세히 정

리하 다. 

표 4. MTBL을 활용한 교직수업 진행과정 개요 

Subject
수업
차시 

학습활동 

 교과활동 별활동 
1st 3 교육공학의 개념 및 역사 팀 구성 및 과제제시

4 교육방법의 교육공학 스토리보드 만들기 
5 학습이론 1 음악 프로그램 다루기 
6 학습이론 2 교육학이론과 연계하기 
7 발표 및 토론8

2nd 9 교수체제개발 팀 과제제시 
10 교수설계이론 타 교과목과 

음악테크놀로지 연계방법 
연구 11 교수매체

12 융합교과와 수업지도안 
작성 방법 

융합교과와 수업지도안 
작성

13 교수실행 및 평가 융합교과와 수업지도안 
수정

14 발표 및 토론15

 
첫 번째 로젝트는 동 상을 제작한 후 youtube에 

탑재함으로써 각 에서 만든 동 상을 네트워크를 통

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3].

그림 4. youtube에 탑재한 동영상예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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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MTBL을 활용한 융합교과 수업지도안 작성 

 발표는 비한 학년의 수업을 실제 본 수업에서 재

연하는 것으로 로젝트 수업을 진행하 다. 이때 학습

자들은 교육공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매

체 활용법에 해 학습하며 스스로 활용해 으로써, 

향후 비교사들이 학교 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

과 같은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본 수업에서 교수자로서

의 간 경험을  수 있도록 하 다. 다음 [그림 5]는 스

마트폰 음악 어 을 활용한 수업지도안 제이다.

 

그림 5. MTBL을 활용한 수업지도안 예제

의 [그림 5]의 수업지도안 제는 등학교 6학년 

음악수업의 3단원에 리코더의 역사에 한 수업으로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 흐름에 따른 리코더 형태 변화

를 알아보며, 다양한 연주 상을 제시한다. 본 시차 시

에 학습자들은 상, 이미지, 음악 감상으로 리코더에 

한 학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어 을 사

용하여 리코더의 운지법을 배우며, 시  흐름에 따라 

리코더의 역사  변천사를 알아보는 수업을 진행하

다. 이를 해 학습자들은 교수실행시 본시활동에 필요

한 교육내용과 교육매체에 해 비하며 주도 으로 

학습방법에 해 비하도록 하 으며 이어서 2번의 

로젝트를 실시한 설문과 인터뷰에 한 결과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Ⅳ. 프로그램 결과 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16주 동안 ‘교육방법  교육공학’ 

수업에 MTBL을 활용한 수업으로 교직과목, 음악 그리

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직과목 수업의 결과로써 수

업 진행 후 개방형 설문과 학습자들의 자발  참여에 

의한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의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한 것이다.

1. 설문 결과분석
첫째, 결과 분석 자료인 개방형 설문지는 16주간 두 

번의 로젝트를 실시한 후 작성하도록 하 다. 설문에 

응답한 학습자는 총 50명  46명이 성실히 설문에 답변

해 주었다. 

기존에 음악 테크놀로지에 해 들어본 이 있느냐

의 질문에 해서는 13명(28%)의 학습자가 들어본 경

험이 있다고 답하 다. 교직과목에서의 MTBL 활용

에 한 학습자들의 답변을 분석해 보면, 46명  34명

(74%)의 학습자가 교직과목 수업에서 음악 테크놀로지

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다. 음악 테크놀로지가 도움

이 된다는 학습자(34명)  12명이 음악 테크놀로지에 

하여 알고 있었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학습자

(12명) 에는 1명만이 음악 테크놀로지에 하여 들어

본 이 있다고 답하 다[표 5]. 따라서 자신들의 학업

에 한 음악 테크놀로지의 도움 여부를 살펴보면, 음

악 테크놀로지에 해 알고 있는 학생들이 모르는 학생

들보다는 교직과목 수업에 음악 테크놀로지를 연계하

는 것을 익숙해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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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음악 테크놀로지 개념에 대한 인지유무
음악 

테크놀로지를 
들어봤다

음악 
테크놀로지를 
못 들어봤다 

Total

빈도 비율

도움이 된다 12 22 34 74%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11 12 26%

MTBL이 교직과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학습자

들의 응답을 세부 으로 분석해보면 학습자들의 다양

한 가지 의견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지식을 달 

받는 강의식 수업에서 탈피하여 흥미와 재미를 가지고 

학습자의 주도  참여가 높은 수업 방식이었다는 응답

하 다. 다음은 ‘교육방법  교육공학’ 수업에 MTBL

을 활용한  수업에 한 학습자의 답변을 분석, 정리한 

것이다[표 5]. 

표 6. MTBL을 활용한‘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수업 분석
결과

MTBL을 활용한 ‘교육방법  
교육공학’ 수업 분석결과

다  
응답 수 

이스 
비율

빈도 비율
흥미, 재미 23 38.3% 63.9%
능동적인 학습 참여 8 13.3% 22.2%
수업의 이해의 높임 8 13.3% 22.2%
수업의 분위기 전환 5 8.3% 13.9%
학습의 동기 유발 4 6.7% 11.1%
창의력 향상 4 6.7% 11.1%
집중력을 높임 4 6.7% 11.1%
통합교육에 맞는 수업방식 2 3.3% 5.6%
테크놀로지 변화에 따른 대처 능
력 향상 2 3.3% 5.6%

합계 60 100% 166.7%

이외에 학습자들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MTBL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실천 인 수업 비를 할 수 있으며, 

교직과목에 음악이란 요소가 목하여 새롭고 참신한 

융합 수업 방식이라고 답하 다. 한 본 수업에서 배

울 수 있었던 은 수업 비의 다양화와 학습자들 간의 

화합을 통해 수업을 질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

라고 답하 다. 

MTBL을 교직과목 수업에 활용했을 경우 도움이 되

는 부분과 장 에 한 질문에서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 학습 생활에서 

경험  측면에 다양화를 가져왔으며, 교직과목에서도 

학습자들의 다양한 능력이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답하

다. 한 음악과 테크놀로지의 활용으로 시·청각을 

고루 갖춘 수업이 되었다고 언 하 다. 자기주도 인 

학습으로 수업을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스스로 타 교

과를 연계한 로젝트를 통해 학습내용 이해에 더욱 도

움이 되었다고 하 다. 수업을 수강한 학습자들 에서

는 향후 스스로 교사 되었을 때 본인의 수업에 활용해 

보고자 하는 학습자들(6명, 13%)도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보이듯 교직과목에서 

MTBL 활용에 한 부정 인 답변을 제출한 학습자들

이 있었다. 개방형 설문에는 MTBL 활용 수업에 해 

단 에 한 설문도 있었다. MTBL의 단 과 부정 인 

답변을 한 학습자들은 총 46명  12명(26%)이었으며 

이에 한 내용을 정리·분석한 내용은 다음[표 7]과 같다.

표 7. 교직과목 수업에서의 MTBL활용 단점 
교직과목 수업에의 

음악테크놀로지 활용에 한 
단  

다  응답 수 
이스 
비율빈도 비율

교직과목과 연계가 안 됨 7 26.9% 36.8%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담감 4 15.4% 15.8%
주 교과목 내용보다 MTBL에 더 
집중 3 11.5% 15.8%
융복합적 학습의 어려움 3 11.5% 15.8%
단어자체 생소함 3 11.5% 15.8%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어려움 3 11.5% 15.8%
수업이외에 개별 공부 시간이 요
구됨 2 7.7% 10.5%
교수자의 지도가 필요함 1 8% 5.3%

합계 26 100% 136.8%

부정 인 답변을 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임

용을 해 공부해야 하는 교직과목과 연계가 되지 않는

다(7명, 26.9%)’라는 학습자들의 의견이 반 이상이었

다. 이외에 ‘교직과목 수업 외에 따로 테크놀로지를 배

워야 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2명, 7.7%),’ ‘융복합

 학습의 어려움(3명 11.5%),’ ‘주 교과목 내용보다 

MTBL에 더 집 하게 됨(3명 11.5%),’ ‘ 단어 자체가 생

소하다(3명, 11.5%)’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더

불어 자발 으로 참여한 학습자들의 인터뷰 분석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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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결과분석
더불어 실시한 인터뷰에서는 10명(남학생 4명, 여학

생 6명)의 학습자들에게 MTBL을 활용한 본 수업과 기

존 교직과목의 다른  그리고 그 외 본 수업에서 종합

으로 느낀 에 해 질문하 다. 이에 따른 결과로 

학습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교직과목 수업에서의 

MTBL 활용에 한 학습결과를 알아볼 수 있었다. 다

음[표 8-표 11]은 인터뷰 내용을 분석 정리한 것이다.

표 8. 교직과목에서의 MTBL활용 효과에 대한 인터뷰내용 
분석 결과 

교직과목에서의 MTBL 활용 효과
다  응답 수 이스 

비율빈도 비율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음 3 27.7% 42.9%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른 대처 능
력 향상과 다양한 경험 3 27.7% 42.9%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음 3 27.7% 42.9%
통합교육 수업방식을 배울 수 있었
음 2 18.2% 28.6%

합계 11 100% 157.1%

인터뷰를 통해 본 수업에서의 MTBL 활용은 학습자

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으로 다양한 경험  수

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인터뷰에 응한 

학습자들은 MTBL 활용 수업에 해 ‘어려움’,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해야 함’, ‘과제가 많음’ 등 MTBL 활용 수

업의 어려움에 해서도 이야기 하 다. 다음은 MTBL 

활용과에 한 학습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에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어려움들이 흥미로 바뀌어 
뭔가 더 하고 싶고 해내고 싶은 욕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
다. 다른 조들 하는 것 보면 정말 잘해서 감탄하기도 하지만 
리고 싶지 않은 경쟁심도 엄청 나서 욱하는 성격 조원들

에게 조금씩 나와서 참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수업의 흥미를 높일 수 있고 이해 또한 매우 쉽게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과제에서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학생들이 능동
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드러운 역할을 할 수 있었
어요.” 

“전반적으로 신선한 활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나 
학생들의 창의력에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본 수업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테크놀로지의 변화
에 따른 대처능력 향상과 경험적 측면의 다양화를 볼 수 있
었습니다. “ 

“학교교육에서 교과 간 통합, 통합수업이 많이 강조될 것
이다. 무비메이커, 튵어라운드 등을 통해 학습자가 직접 참
여해봄으로써, 수업의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며  교수
자가 직접 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학습 분
위기로 다양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

“우리가 우리의 전공에 맞추어서 이러한 수업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단편적인 예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육에 있
어서의 ‘응용’이라는 것과‘창의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이 외에 본 수업이 기존 교직과목과 다른 에 한 

질문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표 9]와 같다.

표 9. MTBL활용 수업이 기존 교직과목과 다른점 

기존 교직과목과 다른  
다  응답 수 이스 

비율빈도 비율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소통 6 23.1% 60%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활동 6 23.1% 60%
다양한 인터넷 매체 사용 5 19.2% 50%
성찰일지를 통한 자신의 학습 5 19.2% 50%
다양한 평가방식으로의 공정한 평가 2 7.7% 20%
색다른 과제를 통한 토론과 발표 수
업방식 2 7.7% 20%

합계 26 100% 260%

의 [표 9]에서 보이듯, 학습자들은 본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의 요성과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

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에 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다. 그 외로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스스

로 학습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하 다. 다음은 기존 교직과목과 다른 에 

한 학습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수업 진행방식이 대부분 강의식 수업방식이 아닌, 학생들
의 주도로 진행되는 토론, 발표 수업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행하
는 활동과 프로젝트 활동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과정도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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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의 이론부분을 넘어 실전에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많
아서 팀워크를 위주로 한 조별활동이나, 창의력활동이 많아
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임해 강좌를 배울 수 있었던 거 같
아요. 또 다른 과목과 다르게 매체나, 스프링노트 등 교수와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상호작용에는 큰 도움이 
되어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수업 후에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성찰일지를 통한 생
각과 지식의 정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함으로 쌍방향 피드
백이 가능한 점, 학습자에 대한 관찰과 그에 따른 질적 평가
와 자발적 학습의 유도와 활발한 팀 활동을 통한 학습자간
의 교류가 다른 교직과목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터뷰의 질문 에서는 MTBL활용 수업의 어

려움에 한 질문도 있었다. 의 인터뷰 내용들은 

MTBL활용 통한 교직과목 수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

견 내용분석이었다면 [표 10]은 교직과목에서의 MTBL

활용의 어려움에 한 분석이다. 

표 10. MTBL활용 수업의 어려움

MTBL활용 수업의 어려움  
다  응답 수 이스 

비율빈도 비율
팀활동 6 54.5% 66.7%
테크놀로지 활용 3 27.3% 33.3%
프로젝트 주제분석 2 18.2% 22.2%

합계 11 100% 122.2%

MTBL활용 수업의 어려움에 한 인터뷰 내용은 6

명의 학습자들이  활동의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4-7

명의 학습자들이 한 을 이루어 비하다보니 서로간

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다고 하 다. 한  로

젝트를 한 테크놀로지 활용의 어려움도 있었다.  

로젝트와 더불어 성찰작성을 한 ‘스 링노트’의 활

용에 한 어려움과 기존 수업에서 해보지 않았던 새로

운 수업방식과 활동이 어려웠다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른 팀원들이 너무 잘해서 다른 
조보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급하게 하려고 마음이 조
급했고 잘 되지 않았을 때 어려웠습니다.”

“지금껏 항상 주어진 형색에 맞게 발표를 준비하고 과제를 
하던 저에게 너무나 막막하고 앞이 캄캄했습니다.첫 번째 
과제를 위해 조원들과 몇 날 며칠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
습니다.”

“프로젝트 비중이 높다보니 팀원들과 시간을 맞추기가 어
려웠습니다.”

“모두 조별 활동이다 보니 전공도 학년도 다른 조원들끼리 
시간을 맞춰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하나를 조별로 한 것이 아니 거의 한 학기 동안 
조별활동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쉽지 않은 점이 많았습니
다. 그리고 개별적 특성을 들어낼 수 없는 한계도 부분적으
로 있었다. 개인적으로 조별활동과 개별 활동이 함께 있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UCC를 제작하는 과제에서는 처음에 부여받고 흥미롭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UCC를 한 번도 다루지 못해서 
제작과정과 편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수업에서 느낀 에 한 내용정리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MTBL 활용 수업에서 느낀점
MTBL 활용 수업에서 

느낀   

다  응답 수 이스 
비율빈도 비율

교수자와 학습자간, 학습자
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소통

4 21.1% 44.4%

실질적인 수업방식 4 21.1% 44.4%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활용 3 15.8% 33.3%
흥미, 재미, 즐거움 3 15.8% 33.3%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과 뿌
듯함 3 15.8% 33.3%
학습자 중심 수업 2 10.5% 22.2%

합계 19 100% 211.1%
 

다음은 본 수업에서 느낀 에 한 학습자들의 인터

뷰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다른 강좌와는 다르게 팀 프로젝트에 비중이 많아서 팀원 
간의 의사소통과 협동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
다. 팀 프로젝트는 개인이 아닌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
다.”

“이런 식의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에
게 힘들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다소 추상적이었던 스스로학습, 자발적 참여, 능동적 참
여, 등과 같은 개념들에 대해 실제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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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
냐에 따라서 교육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학습자
와 교수자와의 소통이 잘 되는 수업은  서로가 서로를 믿으
며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같은 내용 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훨씬 더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종합 으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보면, MTBL 활용 

수업은 이론 심의 교직과목 수업에 다양한 매체를 활

용함으로써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이며, 로젝트 활

동을 통해 의사소통의 방법을 깨우칠 수 있는 수업이었

다. 한 다양한 인터넷 매체의 활용으로 자신을 성찰

하며,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소통을 

가진 수업으로 학습자들은 좋은 경험을 가진 수업이라

고 하 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논의 을 찾아 볼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논의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학문  지식만을 달하는 

달자가 아니라 학업을 통해 창의 인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을 발 시킬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다[20]. 따라서 일반 학과 사범 학의 교직과

정 수업에서는 지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해 질 

높은 교직과목 수업, 창의 인 학습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의 

교사들이 갖추어야할 학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기 

한 사례연구로써 음악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MTBL)

이라는 새로운 교수-학습 근 방법을 도입, 교직과목 

수업에 용하여 그 활용의 효과성에 하여 살펴보았

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MTBL를 활용한 교직수업에 있어서 46명  34명

(74%)의 학습자들이 교직과목 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 다. MTBL 활용이 교직과목 수업에 도움이 되는지

에 한 세부 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았을 때, 학습자

들은 이론과목 수업에 재미와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다

는 답변과 능동 인 학습 참여를 할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한 MTBL를 활용한 이론수업

은 참신하고 새로운 융합학습 방식이며  로젝트를 

통해 학습자들 간의 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하 다. 인터뷰 내용에서 보이듯, 학습자들은 교수자 

는 학습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소통에 해 만족하

며 좋은 경험이라고 하 으며, MTBL 활용 이외에 성

찰작성, 색다른 과제를 통한 수업방식이었다고 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학습자들이 알고 있던 교직과

목이 강의 심 수업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타 교과, 

음악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새로운 융합 학습방법에 

한 경험의 결과이다. 결론 으로 본 사례연구의 MTBL

활용은 학습자들에게 교직과목이 강의 심 이론 수업

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수-학습 근방안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향후 자신이 교사가 되었을 

때 활용해 보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생각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MTBL 활용에 한 부정 인 의견도 지 않

았다(12명 26%). 부정 인 의견을 세부 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학습자들은 교직과목은 임용을 한 과목, 

본 교과 외에 타 교과를 학습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융

합학습에 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직과목이 교직이수를 비하는 학습자들에게 있어 

임용시험을 한 하나의 과목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이다. 더불어 로젝트 수업이기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 테크놀로지의 활용등과 같은 어려움을 인터뷰 

결과 분석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MTBL 활

용 사례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 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음악 테크놀로지의 활용이다. 아직까지 음악 테

크놀로지는 음악분야에서도 문가들만이 다루는 분야

로 취 되어왔다. 사례연구를 통해 보았듯이 MTBL은 

학습자들에게 융합 수업에 한 재미와 흥미를 갖게 하

며 창의성 향상과 더불어 능동 인 학습 참여를 가능  

한다. 이 듯 MTBL의 활성화를 해 보다 다양한 사

례연구와 수업개발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직을 비하는 비교사들은 교직과목이 임

용시험을 한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다. 교직과목은 비교사들의 교사가 되었을 때 필요한 

교육이론과 방법론  지식을 배우는 과목이다. 지 의 

교직과목은 치열한 임용의 경쟁을 한 학문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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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교사로의 충분한 자질을 갖기 한 과정이라는 것

에 한 학습자들의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비단 MTBL 만이 아닌 다양한 융복합 수업 개

발이 요구된다. 본 사례연구에서의 진행된 과목은 교직

과목으로 교육학을 심으로 한 교육학에 한 이론과

목이다. 임용을 비하는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직 

이수자 학습자들에게 타 교과와의 연계나 융복합  

근수업은 교직과목에서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해서는 융복합  학과목의 개발과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교직과목에서 MTBL 활용 수업은 부분

으로 활용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는 MTBL활용을 통해 교직과목의 실질 인 문제 과 

개선 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이론과 방법론  지식

을 달하는 교직과목이 재의 임용시험을 한 교과

목으로 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 학과 사

범 학의 교직과목 핵심과제는 좋은 자질을 가지고 창

의 이고 효과 인 의사소통 능력을 겸비한 자기주도

인 비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해 MTBL

활용은 하나의 새로운 교수-학습 근 방안으로 교직

과정을 통해 창의 이고 문 인 교사를 양성, 교직과

정의 개발  운용을 해 더 많은 사례연구와 수업개

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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