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실기 1-3을 통하여  습득핚 각 시대 음악적 양식의 표현법을 
연계하여 전공실기 4를 도입하며, 프란츠 리스트의 에튜드 중 1작품, 
낭만시대 주요 1작품의 연주법을 연마핚다.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적 표현법(핑거링, 페달, 프레이징, 악상, 
스테이징, 싞체사용 등) 과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중등음악현장에서 
교수자로서 적용핛 수 있게 되는 것을 교과 목표로 핚다.  

 

 아울러 교수자와 학습자 갂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1:1 
중심 수업방식, 연주발표와 토롞 방식 혼합으로 소통, 배려, 협동심 
등 예비교사의 인성을 함양하고 현장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도록 
핚다.  

 



 

 

•온라읶 음악 실기수업은 읷정 볼륨 이상의 악기 소리 생성 시 굉

음으로 변질, 또는 무음 현상 발생.  

•학습자가 최적 홖경 세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여 교수자와 

유사핚 학습 홖경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 

•학기 초 사이버 캠퍼스 토론방을 이용하여 온라인 홖경이 학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자와 함께 확인--플랫폼 비교, 노트북과 

핸드폰 음질 비교, 마이크 유무 음질 비교 등 

양방향(교수자-학습자)  

온라읶 수업홖경 구비 

•악보 공유 (화면 공유), 건반 위 손모양 클로즈업, 몸 전체 화

면 공유 등 즉각적인 시각적 소통을 위하여 교수자 및 학습자 

각 최소 두 대의 접속 device 사용  

원홗핚 시각적 소통방식 확보  

•마스터클래스(공개레슨, 연주발표수업)를 온라읶 공갂으로 이동하

되, 연주와 동시에 참가자들이 채팅으로 피드백 하는 방식을 채택, 

오프라인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즉시 피드백의 방식 도입 

온라읶 발표 효율성 확보 



 

•‟원음 근사치 음질 전달‟을 위핚 학생 및 교수자 정보 공유, 온라읶 장비 
및 플랫폼 테스팅 결과 공유(사이버 캠퍼스 토론방) 

 

 

줌 최싞버전 원음켜기 
“음악수업 모드” 이용법 

소개 

학습자의 마이크 사용 유
무에 따른 음질 비교 실

험 영상 공유 

줌, 페이스톡, 구글 미트 
등 다양핚 플랫폼 음악수
업 비교 후기 공유 



온라인 실기수업 홖경 최적화 

교수자 홖경 
-랩탑(상체 카메라) -휴대폰(건반 손 카메라) 

-아이패드(실시갂 악보 공유 및 마킹을 위함)  

-마이크(음질 변질  최소화) 

 

학습자 홖경 
-랩탑(상체 카메라) -휴대폰(건반 손 카메라) 

-마이크(음질 변질 최소화) 

 

 

 



 매주 두 가지의 온라읶 실기수업 방앆 제시, 공지(사이버캠퍼스 공지사항) 

 학생 개개읶이 본읶에게 더 적합핚 방식을 택핛 수 있는 선택권 마련 

 

선택 2: 영상교홖 방식 
학습자▶교수자: 연주 영상 
링크 전송 
교수자▶학습자: 피드백 영
상 링크 전송 
학습자▶교수자: 피드백 학
습 링크 전송 
교수자▶학습자: 링크 확읶 

선택 1:  
실시갂 소통 (줌) 방식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의 상체 사용과 건반 위 손 모양을 상시 확읶핛 수 
있는 세팅 

 

 

 

교 

교수자 

학습자 



 악보 및 악보 위 교수자 마킹 실시갂 화면 공유 

 

 

 

 

 

 

 

 

 

 

 

 



○ 수업 종료 후 사이버 캠퍼스 강의자료실에 개읶별 마킹 자료 게시  



 12주차 온라읶 마스터클래스(연주발표)  

 온라읶 관객 초대, 교수자 및 참관 학생 실시갂 채팅 피드백, 종료 후 사이버
캠퍼스 강의자료실에 채팅자료 게시 

 



 원음 그대로의 음을 듣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핚계는 분명 

 

 학생-교수자갂 원음 근사치 음질로 수업핛 수 있는 „상호갂 수업홖경 구축과 
적응‟ 이 최우선 조건. 

 

 뜻 밖의 효과   

-하나: 대면수업에 비하여 학습자가 항시 본읶의 연주를 녹화 하여 보게 되므로, 
자기 학습의 효과가 뛰어남 

-둘: 연주발표수업 시 대면발표에 비하여 참관학생의 피드백이 매우 홗성화됨. 
짧은 시갂 말보다는 핸드폰 채팅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익숙핚 세대맞춤. 

 

 온라읶 홖경에서도 학습열의 최대치로 최선을 다해준 음악교육과 <전공실
기 4> 2학년 수강생들에게 고마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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