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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수집을 통한 지역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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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lace Learning Program using Local 

S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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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습을 위해 사운드마크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야외학습 활동(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통해 교사들의 프로그램 선택 동기와 활용 특성,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조사하였다.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은 6개월 동안 7개 학교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수행평가 등 학습자의 참여와 활동을 강조

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콘텐츠로 활용되었다. 학생과 교사들은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학생

들은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고, 자신들이 주도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물을 만들 수 있으며, 청각과 같은 새로운 감각을 활용한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조사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가 향상되었으며, 일부 학생들의 경우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

하였다. 교사들은 학교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을 변형할 수 있고 특별한 준비없이 주변에서 야외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주요어: 사운드마크, 소리경관, 야외학습, 지역학습, 소리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apply an outdoor learning activity, which is called 

‘Soundmark program’, where students collect and share soundmark for place learning. The soundmark program was 

used as the content of school curriculum that emphasizes learners’ active participation and experience, including 

exam-free semester, club activity, and performance assessment in 7 middle and high schools for 6 months after 

development. Both participating students and teachers showed overall high satisfaction with the soundmark program. 

The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soundmark program, emphasizing collaboration with peers, authenticity of 

student task, novel experience using a sense of hearing and student-led instructional design. The students also 

reported that the program increased their interest and awareness in their local area and changed their behaviors, 

feelings and perspective on local environments. The teachers were satisfied with the program allowing easy 

modification to needs of local schools and enabling a local field study without special equipments.

Key words: soundmark, soundscape, fieldwork, place learning,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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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파리의 에펠탑이나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가 특정 

지역을 상징하듯이 지역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교회나 시계탑의 종소리 혹은 독특한 

사이렌 소리는 지역을 상징하는 사운드마크(soundmark)

가 된다. 사운드마크는 시각적인 상징물인 랜드마크

(landmark)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역이나 장소를 대표

하는 청각적인 상징물을 가리킨다(Schafer, 1993). 몬트리

올의 교회 종소리나 이스탄불의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사이렌은 사운드마크의 좋은 사례이다(Akbari, 2016). 지

역의 사운드마크를 지역학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한 

지역의 사운드마크를 떠올려 보게 하거나 직접 수집하

는 과정을 통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평소와는 다른 감각(청각)을 활용해 

다른 방식으로 경관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장점

도 있다. 한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마다 전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운드마크를 찾는 과정은 협력

적이고, 구성적이며 동시에 창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습을 위해 사운드마크를 찾아 

공유하는 야외학습 활동(‘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은 계획-수집-정리/공유의 

3단계로 진행된다. 계획단계에서 학생들은 지역의 특성

을 고민하고 야외활동을 통해 수집할 사운드마크의 목

록을 정리한다. 수집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을 통해 계획

한 소리를 수집한다. 이때 학생들은 스마트 폰을 활용해 

소리를 녹음하며, 녹음 장면을 촬영하고, 녹음한 지점을 

지도에 기록한다. 정리/공유단계에서 학생들은 녹음해 

온 소리를 비교하고, 지오웹(GeoWeb)에 수집한 소리파

일을 업로드하거나 QR코드로 소리지도(sound map)를 

만들어 공유한다.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학생들은 지

역 및 지역의 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계획단계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수집단

계에서는 직접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축적하고, 지역의 경관을 다른 관점으로 이

해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정리/공유단계에서 다른 학

생들이 수집한 소리와 설명을 통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와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의 참

여는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줄 것으

로 예상되었다.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은 청각적 경험에 초점을 두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감각 중심의 답사

(sensory fieldwork)이다(Job et al., 1999). 감각 중심의 답

사는 기존의 답사가 시각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문

제를 제기하며 시각 외에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다

양한 감각을 활용해 환경과 상호작용할 것을 장려한다. 

감각 중심의 답사는 평소에 활용하지 않던 감각을 활용

해 지역을 탐색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즐겁고 탐험적인 성격의 답사가 될 수 있다

(Philips, 2015). 또한, 새로운 감각을 통해 지역을 느끼고 

인지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지역에 대한 새로운 장소감

을 형성하기도 한다(Canton, 2006).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은 한국과학창의

재단의 융합인재프로그램(STEAM) 개발 사업의 일환으

로 진행되었다. 융합인재프로그램은 수업에 흥미를 갖

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

를 위해 학교수업에서 주입식 ‧ 암기식 학습내용을 대폭 

줄이는 대신 첨단과학이나 생활 속의 기술을 활용한 탐

구와 체험 중심의 수업모델과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

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을 개

발한 이후 6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총 7개 학교 프로그

램의 콘텐츠로 활용되었다. 프로그램의 선정과 활용은 

전적으로 교사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였다.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한 야외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발표되었지만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되

는 사례는 많지 않다. 따라서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은 짧

은 연구기간 동안 비교적 많은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

었기 때문에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활용한 

교사들의 동기와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향후 유사한 프

로그램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데 좋은 기초 정보가 된

다. 그동안 소리를 활용한 지리수업이나 야외학습의 사

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은 소리의 양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소리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얼마나 큰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밝히고, 

시각화하는데 관심을 두었다(예, 김지연, 2017; Sta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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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anchez, 2012). 즉, 지역의 고유한 소리보다는 지역

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심을 두었다. 반면,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은 소리의 수집활동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파

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프로그램들과 차이가 있다.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만큼 프로그램의 구

성과 특징을 설명하고, 현장적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교사들의 선택 동기와 활용 사례, 그리고 프로그램의 참

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⑴ 교사들의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의 선택 동기와 학

교 교육과정상에서의 활용 특성은 무엇인가?

⑵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지역에 대

한 관심과 이해는 증가했는가? 

⑶ 참여 학생들과 교사는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에 대

해 만족하는가?

II. 이론적 논의 

1. 소리경관 

우리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경관으로 인식하

는 접근을 소리경관(soundscape)이라 한다. 1969년 캐나

다의 작곡가인 머레이 쉐퍼(R. Murray Schafer)는 근대화

를 위해 무분별하게 훼손된 자연이나 도시를 감성적 측

면에서 복구하는 방법으로 소리경관 개념을 창안하였다. 

소리경관은 시각적 의미의 경관에 대비되는 청각적 경

관을 표현하기 위해 ‘사운드(sound)’와 ‘경관(scape)’을 조

합해서 만든 용어이다. 그에 따르면, 눈으로 보기에 좋

은 경관만이 아니라 듣기에도 좋은 경관을 디자인하고 

때로는 소리경관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Schafer, 1993). 

도시학자인 케빈 린치(Kevin Lynch, 1960)가 도로, 주

변, 결절, 구역, 랜드마크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파악

했듯이, 쉐퍼는 배경소리(keynote), 전경소리(signal), 사운

드마크(soundmark)를 통해 소리경관을 분석하려 했다. 

배경소리가 매순간 인식되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의 배경

음(예, 파도소리, 새소리, 교통수단에서 나는 소리 등)에 

해당한다면, 전경소리는 명확하게 인식되는 소리로 특정 

정보를 전달한다(예, 종소리, 사이렌, 경보음 등). 사운드

마크는 소리의 랜드마크에 해당하며 공동체의 문화적 특

징이나 지역 구성원들에게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소리를 가리킨다(Schafer, 1993). 따라서 사

운드마크는 종종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소리를 경관으로 본다는 것은 소리를 물리적인 특성

을 갖는 존재인 동시에 문화적인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

이다. 소리경관의 개념이 등장함에 따라 과거에는 주목

받지 못했던 다양한 소리들(예, 시장에서 흥정하는 소리,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재잘대며 노는 소리, 소방차나 구

급차의 사이렌 소리, 지하철 플랫폼의 안내 방송, 배달 

오토바이의 경적소리, 새소리, 물소리 등)이 생활공간에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물리적, 문화적, 심리

적인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정강

화, n.d.). 가령, 현대도시에서 소리경관의 주인공은 자동

차 소음, 상점의 소리, 공장의 기계음이겠지만 전통적인 

시골마을의 소리경관은 아직도 새소리, 벌레소리, 바람

소리와 같은 자연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은 평온과 안식을 찾아 도시를 떠나 시골로 향한다. 즉, 

특정 소리경관은 지역의 문화와 시간을 반영하며 지역

에 사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갖게 된다. 

지리학 또한 인간과 지역의 심리적인 관계를 탐구한

다. 사람들은 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극들을 해석하

고 반응하며, 장소를 구분하고 때론 장소에 의미를 부여

하기도 한다. 즉, 환경에 대한 감각적 경험들이 장소성 

형성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장소에 대한 이해와 감정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듯이 장소감은 다양한 층위(layers)를 

가지며, 성별, 직업, 연령, 종교와 문화에 따라 공유되거

나 차별화되기도 한다(Marvell and Simm, 2016). 장소감

은 개인적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한편으론 사회적

으로 구성된다(Massey, 1994).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

아의 울룰루(uluru)나 우리나라의 팽목항처럼 공동체의 

주민들이 특정 장소에 대해 공통적인 감정과 의식을 갖

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소리경관은 신문화지리학에서도 주목하는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전통적인 문화지리학과 달리 신문화

지리학은 경관을 텍스트로 바라보며, 경관의 상징과 해

석을 강조한다. 이때 경관은 건축물, 거리, 광장 등과 같

은 물리적 경관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관을 재현하고 있

는 지도, 회화, 문학작품, 영화 등의 미디어까지 포함한

다. 특히, 최근에는 분석 대상을 시각적인 경관 것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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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청각적인 것(예, 거리의 소리와 음악 등)까지 넓히고 

있다. 즉, 소리가 공간의 특징을 규정짓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이무용, 2005; 조

철기, 2016).

2. 청각을 활용한 지리답사 

야외답사는 교실수업과 달리 학생들이 다양한 감각

을 활용해 지역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답사에서 학생들은 시각 뿐 아니라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각들

이 답사활동과 잘 통합되었을 때 야외학습의 효과는 강

력해 진다(Reynolds, 2012). 청각을 활용한 지리답사는 

시각적인 요소를 축소하고 청각적 경험을 강조한다

(Phillips 2015; Pocock, 1983). 일부러 눈을 가릴 수도 있

으며, 평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소리를 기록하

게 하거나, 이 소리들이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

은지 물어볼 수 있다(Simmons, n.d.). 

청각에 초점을 맞춘 지리답사의 장점 중 하나는 최소

한의 장비와 전문성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요

한 것은 참여하겠다는 의지이며, 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동적으로 듣는(hear)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듣

는(listen) 것이다(Holmes, n.d.). 한편, 디지털로 소리를 

녹음할 수 있게 되면서 소리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식

이 쉽고 다양해졌다. 스마트 폰으로 소리를 녹음하고, 

사운드 클라우드(Soundcloud)와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

트를 통해 공유할 수 있으며, 이미지, 텍스트와 통합해

서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Akbari, 2016). 

소리 수집을 통한 학습활동은 소리의 성격에 따라 크

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첫 번째는 소리의 

양(크기)에 주목하며, 소리의 크기 측정과 시각화를 통

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 소리는 

대체로 소음과 같은 의미이다. 학생들은 소음을 지역문

제로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각화가 가능한 정

보를 수집, 측정하고 기록한다. 예를 들어, 소음의 크기, 

소음의 지속시간, 소음원의 위치, 소음의 유형(자연적 

vs. 인공적)을 조사하고, 지도화 한다. 지도화를 위해 

GIS 프로그램(예, ArcGIS online)을 활용할 수 있으며, 

소음의 크기를 히트맵(heat map) 방식이나 3D로 표현할 

수 있다(김지연, 2017; Staub and Sanchez, 2012). 한편, 

소음지도의 제작은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획기적

인 전환을 맞이했다(Staub and Sanchez, 2012). 학생들은 

스마트 폰 어플(application)을 활용해 소음을 측정하고 

녹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 폰에 내장된 GPS로 

인해 소음의 위치를 자동으로 지도화할 수 있게 되었다

(Welsh et al., 2015)(그림 1A). 나아가 실시간으로 소음지

도를 제작할 수 있는 어플(예, NoiseTube, WideNoise, 

NoiseSpy, NoizCrowd, NoiseWatch 등)도 활용이 가능하

다(Guillaume et al., 2016)(그림 1B). 이러한 접근은 소리

(소음)를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고 데이터 수집을 통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문제중심학습

(Problem-based Learning)의 성격을 갖는다. 

두 번째는 소리를 지역의 특성과 연결시키는 방식이

다. 소리가 지역성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해당 지역을 다른 지역과 구분해 줄 수 있는 

소리를 찾고자 한다(Simmons, n.d.). 가령, 뉴올리언즈

(New Orleans)의 빅밴드가 연주하는 재즈 음악이나 뉴

욕 브롱스(Bronx)의 힙합(Hip Hop)은 지역을 규정하는 

소리가 된다(조철기, 2016). 한적한 어촌마을과 해안가 

리조트처럼 비슷한 자연환경 조건이지만 다르게 이용되

는 두 지역의 소리를 비교하거나, 한 지역에서 들리는 

낮과 밤의 소리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수집

한 소리를 활용해 다양한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특

정 지역이나 장소의 소리를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시나 일기의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며(Holmes, 

n.d.), 지역 고유의 소리를 수집하여 전시하는 것도 가능

하다(그림 1C). 소리지도(sound map)는 지역의 소리학습

표 1. 소리 수집을 통한 학습활동

접근 수집하는 소리의 특성 학습활동

문제중심학습(PBL) 소리의 양(크기)
소리(소음)를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고,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지역학습 소리의 성격(특징) 소리를 지역의 특성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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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

리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방이 모두 뚫린 야외에

서 들리는 소리를 종이에 모두 기록하면 된다(그림 1D). 

이때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자신의 위치와 가까

운 곳에 표시하고, 반대로 먼 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먼 

곳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인 거리를 표현할 수 있

다(Nature Canada, n.d.). 지역에서 수집한 고유한 소리를 

사운드워크(sound walk) 디자인을 위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운드워크는 위치 기반의 오디오 투어라 할 

수 있다. 헤드폰을 활용해 거리를 지나면서 미리 설정된 

소리를 듣는 방식이지만 일반적인 오디오 투어 시스템과

는 다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사운드워크 사례의 

경우 하노이의 숨겨진 과거, 지역주민의 이야기, 시간대

에 따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리들, 심지어 보이지 않

는 악단의 연주까지 들을 수 있다(그림 1E). 다시 말해 사

운드워크는 소리를 통해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Hanoi Soundwalk Project, 2014).

청각을 활용한 답사는 감각 중심의 지리답사로 분류

될 수 있다. Job, et al.(1999)는 지리답사를 5가지 – 전통

적인 교사중심, 가설검증, 탐구형, 발견형, 감각 중심 –

로 구분한 바 있다. 감각 중심의 답사에서 학생들은 장

소성 파악을 위해 후각, 촉각, 시각, 청각, 미각 등 자신

들의 모든 감각을 활용한다. 감각 중심의 답사에서는 학

생들에게 환경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감각적 

이해와 인지적 이해가 동시에 발달할 수 있게 된다. 감

각 중심의 답사에서는 소리지도(sound map), 냄새지도

(aroma mapping), 감정지도(emotional mapping) 등을 만

(A) (B) (C)

(D) (E) (F)

그림 1. 소리 및 감각 관련 활동

(A) 스마트폰 어플과 지오웹을 통해 지역의 소리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프로젝트(UrbanRemix)의 사례. 소리와 함께 주변 경관사진

을 함께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Freeman et al., 2011) (B) 실시간으로 소음을 수집해 지도화해주는 어플인 NoiseTube를 활용해 프랑

스 파리의 소음정도를 시각화한 사례(Papakonstantinou, 2010) (C) 주민들과 지역 공동체의 소리를 수집한 다음 손으로 그린 지도 

위에 수집한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스피커를 설치하였다. 방문객들은 소리를 재생하며 소리를 통해 마을을 상상하고 재구성해 볼 

수 있다(zachdunham.com, n.d.) (D) 소리지도 사례. 그림 가운데 점이 관찰자의 위치가 된다(naturecanada.ca) (E) 베트남 하노이 사운

드워크 사례(Hanoi Soundwalk Project, 2014) (F) 아로마 휠(aroma wheel)의 모습



소리 수집을 통한 지역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48―

들 수 있다(Holmes, n.d.; Staub 2013). 냄새지도(Mapping 

smell)는 도시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를 구분하는 활동

이다. 냄새의 분류를 도와주는 아로마 휠(Aroma Wheel)

을 활용한다면 체계적인 분류가 가능하다(그림 1F). 가

령, 쓰레기 냄새의 경우 배설물, 쓰레기, 부패물로 구분

되고, 배설물 냄새는 다시 거름냄새와 토사물로 구분되

는 방식이다(FSC, n.d.). 

감각 중심 답사의 사례는 Phillips(2015)이 영국의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인문지리 답

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답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어떤 제한이나 규칙

도 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일주일에 걸쳐 창의적으로 답

사를 수행하도록 제안하였다. 평소 암벽타기를 즐기던 

학생은 뉴욕 센터럴파크의 Rat Rock에 올라 다른 관광

객들과 암벽타기의 느낌을 교류하였다. 또한, 청각에 주

목한 학생은 뉴욕의 거리를 걸으며 조화롭고 정돈된 소

리와 무질서, 불규칙한 소리를 구분하고자 했다. 한국에

서 다감각을 활용한 지리답사의 사례는 박철웅(2014)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다감각적 경험을 활용한 질적 접근방식의 도시 답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을 

동원해 도시 곳곳의 장소감, 긴장, 심미성을 경험하고 

이를 시, 글쓰기, 감성지도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

현하였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서울의 명동을 경험한 

후 명동의 지도와 명동에 대한 개인의 느낌들(예, 휴식, 

높은 빌딩, 담배냄새, 삭막함, 고단함, 상업적, 여유로움, 

분주함, 외국인 등)을 혼합하여 감성지도를 작성했다. 

이 연구는 감각적 답사를 위해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

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감각적 답사로 분류될 수 있는 

유일한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III. 사운드마크 프로그램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은 지역학습을 위해 사운드마크

를 찾아 공유하는 야외학습 활동이다. 야외에서 소리를 

수집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은 계획-수집-정리/

공유의 3단계로 구성된다(표 2, 그림 2). 프로그램은 3~4

명의 소그룹 단위로 진행되는 학습자 참여중심의 활동

이다.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최소 4차시가 필요하지만 

교사의 활동 목표와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에 따라 시간

의 축소와 확대가 가능하다. 실제로 2차시와 16차시로 

편성, 운영된 사례가 있다.

계획단계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연상시킬 수 있는 소

리를 활용한 문답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소리에 대한 호

기심을 유발하고, 랜드마크(landmark)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사운드마크의 개념을 이해한다. 산사의 풍경소리, 

어시장의 경매소리, 열대우림의 빗소리 등 지역의 특징

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소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파리 에펠탑,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인도의 타지마할 등 

유명한 랜드마크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며 ‘이곳이 어디

인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았는가?’를 물어보며 랜드마

크의 개념을 이해한 후 소리가 지역을 대표(상징)할 수 

표 2.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의 단계별 주요 활동

단계 주요 교수 ‧ 학습 방법과 질문 시간(분) 장소

계획

호기심 유발
∙다양한 소리(예, 산사의 풍경소리, 어시장의 경매소리, 열대우림의 빗소리 등)를 들려준다. 

어디서 녹음된 소리일까? 어떻게 알았는가?

50 교실사운드마크 개념 

이해

∙랜드마크 사진(예, 파리 에펠탑,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을 보여준다. 파리, 시드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렇다면 소리도 지역을 나타낼 수 있을까? 

데이터 수집 준비 ∙우리 동네는 어떤 곳인가? 우리 동네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소리를 찾아 나열해 보자. 

수집 데이터 수집
∙우리 동네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소리를 찾아 스마트 폰으로 녹음하고, 녹음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자. 
50 야외

정리/

공유

데이터 정리/발표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해보자. 우리 모둠은 왜 이 소리들을 수집했는가? 발표해 보자. 

100 교실
공유

∙수집한 소리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1>사운드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위한 지오웹에 수집한 사운드, 사진, 수집한 이유를 

업로드 한다. 

∙ <방법2>QR코드를 스마트 폰으로 비추면 소리가 재생되는 소리지도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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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묻는다. 이러한 일련의 질문을 통해 ‘사운드마크’ 

개념을 이해한다. 계획단계의 마지막은 사운드마크 프

로그램을 소개하고, 야외활동을 통해 수집할 소리의 목

록을 결정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소그룹(3-4명)을 형성

해 조사대상 지역(예, 동네, 학교주변 등)의 특징을 논의

하고, 수집할 소리의 목록을 결정한다. 이때 ‘이 소리는 

이 동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인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수집하게 될 소리가 과제에 적절한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수집단계에서는 계획단계에서 준비한 소리를 야외에

서 수집한다. 학생들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만한 지역을 

방문해 스마트 폰으로 소리를 녹음하고, 녹음하는 장면

을 촬영한다. 학생들에게 활동지역을 포함한 지도를 나

눠주어 데이터(소리)를 수집한 지점을 표기하게 하고, 

활동지역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소리를 수집한 이유를 간단하게 기록하게 한다. 다

음과 같은 활동 안내문을 제시할 수 있다.

소리는 1분 이내로 녹음합니다. 나중에 편집할 수 있습니다. 

소리 파일의 형식은 MP3로 합니다. 소리를 수집한 이유를 

간략하게 2~3줄 정도로 제시합니다(예, ‘우리는 △△에서 

○○소리를 채집하였습니다. 우리 동네는 옛날부터 □□

이 유명한데, ○○소리를 들으면 머릿속에 □□이 떠오르

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채집한 지점을 사진으로 찍되 소리

를 채집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소리를 

채집한 지점을 나눠준 지도에 표시해 옵니다.

정리/공유는 수집한 소리를 정리하고, 선정하고, 발표

하는 단계이다. 소그룹별로 돌아가며 자신들이 수집한 

소리를 들려주고 어떤 소리인지, 왜 이 소리를 수집했는

지 추측해보게 한다. 학생들이 수집한 소리를 공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운드 아카이빙 프로젝

트(‘사운드오브서울1)’)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지오웹(geoweb)

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에 수집한 소리와 설명을 올리는 

방식으로 학교 밖의 사람들과 소리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수집한 

소리를 적절한 길이로 편집하고, 촬영한 사진과 수집한 

이유를 함께 업로드 해야 한다. 둘째는 QR코드로 수집

한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소리지도(soundmap)를 제작

                       (A)　                                 (B)                                  (C)

                       (D) 　                                (E)                                  (F)

그림 2.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의 주요 단계 

(A) 수집할 소리의 목록을 작성한다. (B) 계획한 소리를 스마트 폰으로 녹음한다. (C) 교실로 돌아와 수집한 소리를 선정하고, 편집

한다. (D) 수집한 소리를 소리공유 프로젝트 사이트에 업로드 한다. (E) 소리를 재생해 줄 QR코드를 작성한다. (F) QR코드를 출력

해서 소리를 녹음한 위치에 붙인다.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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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이다. 학생들은 수집한 소리를 사운드 클라우

드(soundcloud.com)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QR코드를 만

들어 업로드한 소리파일과 연결한다. 그런 다음 QR코드

를 출력해서 소리를 수집한 지도의 위치에 붙이는 방법

으로 소리지도를 완성한다.

IV.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중 ‧ 고등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지역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적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교사들의 선택 동기와 활용 특성, 그리고 프로

그램의 참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조사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을 활용한 

7곳 학교(중학교 4곳, 고등학교 3곳)의 교사들(7명)과 학

생들(257명)을 조사하였다(표 3).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의 

활용은 전적으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뤄졌다. 

연구자는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의 주요 장면과 수업자료

를 SNS에 올려 소개하고 원하는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2) 7명의 교사 중 5명은 

SNS 통해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우이다. 다른 두 교사는 

연구자가 진행한 교사연수를 참가하거나(교사C) 연구자

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참관한 경우(교사G)이다.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크게 3가지의 데이터 - ⑴교

사용 설문지, ⑵학생용/교사용 만족도 설문지, ⑶G고등

학교 학생들의 소감 –를 활용하였다. 교사용 설문지를 통

해 프로그램의 운영 특성(예,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을 학

교의 어떤 교육과정(예,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콘텐츠로 

활용하였는가?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은 몇 명인가? 프로

그램은 몇 차시에 걸쳐 진행되었는가? 등), 활용 동기(예,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를 파악하였다. 교사용 설문지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었

으며,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 전화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학생들과 교사들의 만족도

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2016)의 STEAM 수

업 만족도 검사지(학생용, 교사용)를 활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리커트(Likert) 척도방식을 통해 STEAM 프로그램

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 및 인식을 평가한다. 한

편,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만족도 검사지는 프로그램의 일

반적인 특성만을 평가하는 한계가 있어 프로그램의 내용

적 요소(예,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 변화)를 반영한 문

항을 추가하였다(표 4, 5). 일부 학교(G고)에서는 프로그

램이 끝난 후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진행하

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을 묻는 문항과 데

이터는 본 연구의 세 번째 데이터로 활용되었다. 마지막

으로 C, E 학교의 경우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직접 참

관하여 데이터의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개방형 문항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G고)의 답변은 지

속적인 검토와 주제의 추출, 분류를 반복하는 방식을 활

용하였다. 즉, 답변을 지속적으로 읽고 답변을 포괄할만

한 주제(어)를 추출한 다음 분류를 시도하고, 다시 주제

어를 수정하고 분류를 시도하는 방식을 통해 답변을 분

석하였다. 한 개인의 답변은 2개 이상의 주제로 분류될 

수 있어 답변의 총합은 전체 교사 혹은 학생의 수보다 

많을 수 있다. STEAM 수업 만족도 검사지는 기술통계

량(평균)을 계산하였다. 

V. 연구결과 

1.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의 활용과 선택 동기

<표 3>은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 6개월 

표 3.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의 활용 현황 

학교 인원(명) 학교 프로그램 차시 특징

A중 18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3

B중 61(2개반)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3 활동 장소의 변형 – 학교 내부에서 진행

C중 49(2개반)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16 최종산출물(소리지도)을 학교 밖과 연계하여 활용

D중 38(2개반)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6

E고 16 방과후 활동 2 과정(절차)의 변형 - 지오웹 업로드 과정 생략

F고 20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5 최종산출물(소리지도)을 학교 밖과 연계하여 활용

G고 32 정규수업 및 수행평가 5 데이터(소리) 수집과정을 수행평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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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학교에 적용된 현황을 보여준다. 사운드마크 프로

그램은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방과후 활

동, 수행평가 등 중 ‧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콘

텐츠로 활용되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2회) 및 중학

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3회)과 같이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콘텐츠로 선호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사례지만 정규수업 및 수행

평가의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

다. 다만, 적용된 학교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어 일반화

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활용된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은 학교의 상

황이나 교사의 수업목표에 맞춰 다양하게 변형되어 활

용되었다.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변형하는 지점은 크게 

3가지 측면 – 활동 장소, 활동 단계/시간, 산출물 공유 

–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활동 장소의 변경이다. 학교의 

사정으로 학생들이 학교 바깥으로 나갈 수 없을 경우 

‘우리 학교의 소리 찾기’라는 주제로 변경하거나(B중), 

학교나 동네 주변이 아닌 지역의 특징적인 장소(예, 대

구의 김광석 거리(C중), 수원의 수원화성(F고))를 찾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관찰되었다. 후자(C중

과 F고)의 경우 학교 주변에서 수집할 수 있는 소리의 

종류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교사가 활동 장소를 

변경한 사례들이다. 둘째는 활동의 단계/시간을 변경

한 경우이다. 시간의 제약에 따라 전체 프로그램을 모

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단계를 간략화하거나 생

략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E고등학교는 활

동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수집한 소리를 지오웹을 

통해 공유하는 대신 소그룹별로 소리를 재생하며 설명

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C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 16차

시로 확장한 사례이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시장에

서 소리 수집을 연습한 다음 본격적인 소리수집 활동

은 대구의 김광석 거리에서 진행하였다. G고등학교의 

경우 계획단계는 수업시간에 진행했지만 데이터(소리)

를 수집하고 지오웹에 업로드 하는 과정은 주말 동안 

소그룹별로 진행하였다. 또한, 수행평가로 활용하기 위

해 소그룹별로 자신들이 수집한 소리와 수집 이유 및 

업로드 결과물을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했다. 마지막은 

산출물의 공유 단계에서 관찰되었다. 수집한 소리를 

지오웹을 통해 공유하거나 소리지도를 제작하는 단계

를 넘어 산출물을 학교 밖의 사람들과 직접 공유하려

는 시도가 관찰되었다. C중학교 학생들은 현재의 김광

석 거리가 시각적 요소(벽화)에 초점을 맞춘 것에 문제

를 제기하고, 소리경관 개념을 추가한 거리 디자인 아

표 4.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설문 결과(N=257) (단위:%)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나는 활동하는 동안 평소보다 소리가 크게 느껴졌다. 1.1 6.2 25.4 41.7 25.7 3.85

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운드에 관심이 많아졌다. 1.1 4.0 21.4 42.4 31.2 3.99

나는 활동지역에 다양한 사운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0.0 0.8  9.7 38.1 51.4 4.40

나는 사운드가 지역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0.0 1.6 13.6 35.0 49.8 4.33

나는 우리 지역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0.4 3.5 23.7 37.4 35.0 4.03

나는 활동이 재미있었다. 0.4 2.0  9.8 26.2 61.7 4.47

표 5.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설문 결과(N=7) (단위:명)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 프로그램은 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7 5.0

2.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관점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2 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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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를 담당기관(대구중구청)에 제안하였다. F고등

학교의 학생들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소리지

도를 관광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원시청에 제

안하기도 했다. 

교사들(N=7)의 프로그램 선택 및 활용 동기를 조사

했을 때 답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는 학

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색다른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싶

은 욕구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을 

통해 주변 지역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라 예상했다. 총 5명의 교사가 이와 같은 취지의 응답

을 제시하였다. 

“우리 마을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서 더욱 잘 이해할 수 있

을 같아서…”(A교사). 

“프로그램은 시각 중심으로 지역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아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

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천했을 때 학생

이나 교사 모두 해당 지역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으며, 평소

에 익숙한 감각인 시각을 벗어나 청각을 바탕으로 지역을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E교사).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게 되면 학생에게는 학교 교육과정

에서는 접할 수 없는 내용과 학습방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질 수 있어 …”(C교사).

둘째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관심과 도전이다. 교사

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틀에 박힌 전통적인 수업방법에

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수업에 도전해 보고 

싶어 했다. 3명의 교사들이 이와 같은 동기를 언급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존의 교과서 위주의 수업에서 

다양한 활동, 경험중심의 수업을 구성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C교사).

“지리교과가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구체적

인 방향을 제시해 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존의 지리수

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리 수업은 그 

고정관념을 깨준 것 같습니다.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지리수업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F교사).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리수업에 대한 학

생들의 고정관념을 바꿔주고 싶었다는 교사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지형, 기후, 도시, 인구’ 등

과 같은 개념만이 지리가 아니라 길을 걷고 우리 동네를 다

시 돌아보는 것부터 지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지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

다.”(D교사)

마지막은 학교에서 자신이 새롭게 담당하게 된 교육

과정(예, 자유학기제)의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앞

의 두 동기가 학생들과 교사 자신을 위한 내적인 동기

라면 마지막은 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에 

해당한다. 총 2명의 교사가 이러한 취지로 응답하였다. 

2.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의 참여와 지역이해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활동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지역에 다양한 

사운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4.40), 또한 ‘우리 

지역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4.03)고 응답했다. 학생

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교사들의 평가한 내용과

도 일치하는 부분이다(표 5). 교사들 역시 ‘프로그램은 

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5.0), ‘프로그램은 학생

들이 지역에 대한 관점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

다’(4.7))는 항목을 높게 평가하였다.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이 끝난 후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했던 G학교 학생들의 소감을 분석해 보면, 프로그

램의 참여로 인해 주변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고 이러한 변화가 평소 자신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

다는 응답이 다수 관찰되었다. 학생들은 종종 주변의 소

리를 듣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거나 과거에 무심코 지나

쳤던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답했다.

“소리의 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고 그래서 길을 걷

다가도 내가 주변 소리에 집중해서 들어보는 일도 종종 생

김. … 팀원들과 함께 함께 고민, 협동하여 소리를 채집하고 



―53―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3), 2020. 8.

지도에 직접 표시하는 활동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집중하고 둘러보며 내가 있는 공간과 장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G고 학생1)

“소리로도 지리적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고, 알지 못했던 ‘소리지도’라는 주제를 통해 주변의 소리

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됨. 또한 소리지도를 채우기 위해 학

교 밖으로 나가 주변의 소리를 채우는 활동을 하며 주거지 

근처의 지리적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G고 

학생27)

“이전까지 소리지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이 수업을 통

해 개념을 확장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듣던 소리들이 다르

게 느껴졌다. 길 가다가 듣는 소리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

었다.”(G고 학생4)

“소리지도를 통해 학교 주변 대학로의 지역적 특성을 찾고 

그 특성들을 잘 이해함. … 대학로를 대표하는 '소리'를 찾기 

위해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

던 많은 소리를 새롭게 듣게 됨.”(G고 학생20)

한편, 대부분의 참여교사들은 프로그램이 줄 수 있는 

장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새로운 관점으로 지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사고가 유연해지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여러 측면

에서 지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에 대한 이

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익숙함을 벗어

나 새로운 관점으로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 중심의 지역 연구와 더

불어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프로그램이 같이 이루어진

다면 지역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E고 교사) 

“아이들은 학교 주변의 공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조사해온 소리를 들으며 평소에 

지나다니던 곳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의미 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장소의 소리를 많

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 

장소감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F고 교사) 

“학생들은 늘 생활하던 익숙한 지역을 새로운 시각으로 돌

아보며 제각기 우리 지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즐거

운 시간이었습니다.”(D중 교사) 

3.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만족도 및 교사들의 

평가

<표 6>는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

족도 설문 결과를 보여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설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STEAM 수업 만족도 검사지(학생

용)를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설문 문항에서 평균 4.0 이

상 혹은 4.0에 가까운 점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생들

은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상당히 만족했

다.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여준 문항들은 친구들

과의 협력을 묻는 문항(7, 8, 9, 10, 11번)과 참여(6번) 및 

성취감(2번)을 묻는 문항들이다.

학생들은 협력/상호작용/토론을 묻는 문항에서 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나는 친구들과 합리

적으로 토론하였다’(4.03),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나의 

아이디어를 표현하였다’(4.08), ‘나는 다른 친구들의 의견

을 경청하고 존중하였다’(4.23), ‘나는 다른 친구들과 협

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4.13), 

‘나는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다’(4.08)와 

같은 문항에서 높은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이 학생들 간의 협력, 상호작용, 

토론을 유도하거나 지원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경

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G고 학생들의 소감을 정리한 내용을 보면, 협력, 상

호작용, 토론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뚜렷하게 관찰되었

다. 전체 32명의 학생들 중 6명이 이와 같은 내용을 강

조했다. 만족도를 설명하는 학생들의 응답에서 ‘함께’, 

‘협동’, ‘협의’, ‘토론’과 같은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팀원들과 함께 함께 고민, 협동하여 소리를 채집하고 지도

에 직접 표시하는 활동을 하면서 …”(G고 학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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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 차례 같은 조로 호흡을 맞춰온 조원들과 함께 소

리 탐색에서부터 직접 현장 조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

서…”(G고 학생11)

“수업 당시 친구들과 협의를 통해 녹음할 소리를 정하고 직

접 현장에 찾아가 녹음하는 수업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함”(G고 학생16)

“STEAM을 바탕으로 한 소리지도 수업을  통해 본래 수업

에서 탈피해 좀 더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함. 주변 소리에 관심을 갖고 조원들과 토론하는 과정을 통

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됨”(G고 학생16)

한편, 설문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G고 

학생들은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이 주도적으

로 활동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총32명의 학생들 중 8명이 자율적

이고 주도적인 수업의 설계를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꼽

았다. 소감을 정리한 내용에서 ‘직접’, ‘스스로’, ‘자율적

으로’, ‘자유롭게(자유로운)’, ‘참여’와 용어들이 자주 등

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리지도를 직접 제작한 수업이 팀원들과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았다.”(G고 학생10)

“학생들이 스스로 찾고 결정하도록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

는 시간을 주어서 더 다양한 우리 지역의 소리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함”(G고 학생2)

“특히 야외 수업이고 각 조별로 자율적으로 활동하였기 때

문에 스스로 지역을 대표하는 소리를 찾아 녹음하는 과정

이 즐거웠던 것 같다.”(G고 학생15)

“기존 수업과는 다르게 조별로 이론수업과 활동수업을 진

행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탐구하고 배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G고 학생17)

“실제로 학교 근처 소리를 탐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소리 지도의 특징에 대해 학습함”(G고 학생23)

<표 7>은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와 만족도 설문 결과를 보여준다. 교사들의 프로그램 평

가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디자인(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

다. 교사 대상의 설문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STEAM 

수업 만족도 검사지(교사용)를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참

여 교사들은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평가했으며, 소재의 참신성(4.7), 실생활 

사례의 활용(4.9), 활동 중심 및 흥미 유발(4.9) 항목을 특

히 높게 평가했다.

표 6.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만족도 설문 결과(N=257) (단위:%)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 0.0 5.3 20.7 36.9 33.3 3.95

나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끝까지 해내게 되었다. 0.7 3.5 21.4 32.6 38.4 4.01

나는 한 가지 문제를 다양하게 생각해보았다. 0.4 2.1 25.3 34.5 33.7 3.96

나는 배운 내용을 실생활과 연관 지으려고 노력하였다. 0.7 3.9 28.4 31.0 31.4 3.85

나는 문제해결에서 여러 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동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0.7 2.8 27.7 34.1 30.2 3.87

나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였다. 0.7 2.8 16.5 33.3 43.5 4.13

나는 친구들과 합리적으로 토론하였다. 1.1 3.9 16.1 39.2 36.5 4.03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나의 아이디어를 표현하였다. 0.7 2.8 15.1 40.0 38.0 4.08

나는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였다. 0.7 0.7 15.1 34.1 46.7 4.23

나는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 1.1 2.1 16.5 34.1 43.1 4.13

나는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다. 1.1 3.2 16.1 36.5 40.0 4.08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의식이 생겼다. 1.8 2.5 22.8 31.0 38.0 3.98

나는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직업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4.9 9.1 23.2 24.3 33.3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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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이 활동 중심적이며, 참여를 유

도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것은 교사들을 대

상으로 한 개방형 설문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학생들은 재밌고 어렵지 않은 활동을 자유롭게 계획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행하는데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하였

습니다. 모둠별로 소리 채집을 계획하고, 외부로 나가 자신

들이 계획한 소리를 채집하고, 그 소리를 다른 친구들이 귀

기울여주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 무엇보다 정

규 수업시간 중 한 시간을 외부에서 활동한다는 특별함도 

학생들에겐 색다르게 다가온 듯합니다.”(D중 교사)

“학생들의 참여도와 흥미가 매우 높았고, 교사로서도 만족

도가 높았습니다. 그동안 실시했던 소규모 현장 답사를 포

함한 학생 프로그램 중에서 만족도와 수업에 대한 내용, 목

적 등이 대단히 잘 이루어진 수업입니다. … 여러 학생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보고서 제작에 열의를 보이는 것

이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G고 교사)

한편, 교사들은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적

으로 만족하면서도 특히, 프로그램의 참여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능력과 설계 능력(4.6), 융합적 문제해결능

력(4.6)을 향상시켜 주었다고 평가했다. 창의적 ‧ 융합적 

사고와 관련한 교사들의 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생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것과 동시에 현장의 소리를 직접 담고 

만드는 과정에서 융합적 사고 및 확산적 사고가 가능합니

다.”(F고 교사)

한편, 설문문항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활용하기 쉬

운 점을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꼽은 교사들도 있었다.

“가장 큰 장점은 활용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있으

면 좋기는 하겠지만 휴대폰만으로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

며 모둠활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학생들이 모둠에서 소

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일반 수업시간

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F교사)

“먼저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교과학습 내용에서 접할 수 없

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

한 장소를 대표할 수 있는 소리가 무엇일지 고민해보고 채

집해보는 활동을 하고 그것을 표현해보는 단계까지 큰 어

려움 없이 교내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수

업에 활용하기 간편하다는 점도 장점이다.”(C중 교사)

표 7.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와 만족도 조사 결과(N=7) (단위:명)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 프로그램은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있다. 6 1 4.1

2. 프로그램의 주제 및 소재가 참신하다. 1 6 4.7

3. 프로그램은 첨단과학과의 연계되었다. 1 5 1 4.0

4. 프로그램은 사례 실생활 중심의 사례를 활용한다. 1 6 4.9

5. 프로그램은 학생활동 중심이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1 6 4.9

6. 프로그램은 관련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1 4 2 4.1

7. 프로그램은 관련 과학기술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한다. 1 2 4 4.4

1. STEAM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가 증가하였다. 6 1 4.1

2. 해당 중심 교과목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였다. 1 5 1 4.0

3. 창의적인 사고력 및 설계 능력이 증진되었다. 3 4 4.6

4. 융합적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다. 5 2 4.6

5. 실생활에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2 2 3 4.1

6.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활발해졌다. 4 3 4.4

7. 이공계 분야의 진로에 관심이 향상되었다. 4 2 1 3.6

8.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며 소통하는 능력이 증진되었다. 1 2 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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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는 지역학습을 위해 사운드마크를 찾아 공유

하는 야외학습 활동(‘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적용을 통해 교사들의 프로그램 선택 동기와 활용

과정에서의 특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기대

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조사하였다.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은 개발 후 6개월 동안 중학교 자

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활동 등 중 ‧ 고등학교

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콘텐츠로 활용되었다. 교사들(N=7)

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수업경험과 지역을 바라보는 새

로운 관점을 주고 싶어 프로그램을 선택했으며, 학교 교

육과정의 특성이나 운영시간, 수업목표 등에 맞춰 활동장

소, 활동단계, 산출물 형태 등을 변형하였다. 비교적 단순

한 프로그램의 구조와 변형하기 쉬운 특징은 교사들이 프

로그램을 선택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은 짧은 기간에 비해 비교적 많

은 학교에서 선택되었고, 자발적으로 확산된 특징이 있

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 혹은 문제중심

학습이나 탐구기반학습과 통합된 야외학습 프로그램들

이 학술연구를 통해 발표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예시적

인 적용에 머무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이종원, 2020),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확산은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은 다

른 창의적 수업 콘텐츠에 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산

될 수 있었을까? 우선,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은 교사들에

게 새로운 학습경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10편의 창의적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교사연수를 

통해 확산한 다음 1년 후 교사들의 수업자료 활용 현황

을 조사한 연구(이종원, 2015)에 따르면, 교사들이 창의

적인 수업자료를 채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새로운 학습경험의 제공 여부이다. 교사들은 학

생들에게 적절하고 새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

다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거나 야외에서 활용하는 등과 

같은 확산에 불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새로운 수업자료는 쉽게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수

업자료를 몇 장의 사진만으로 프로그램의 구조와 단계

를 명확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한 준비(물) 

없이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교사들에게 심

어줄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새로운 수업자료를 처

음 만나는 몇 분 내에 선택할지를 결정하고, 어떤 교육

과정에 적용할지, 어떤 단원과 통합할지, 어떤 부분을 

변형하고, 어떤 과제를 추가할 것인지 고민한다. 따라서 

참여 교사들은 SNS에 올려진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의 

활용 모습을 소개하는 몇 장의 사진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쉽게 이해했으며, 자신들도 어

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인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 ‧ 고등학교에는 창의적이고 학

습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수업자료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을 뿐 아니라 학교에는 항상 자신들의 수업을 변화시

키고자 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

다(이종원, 2015; 2016; 조헌 ‧ 전보애 ‧ 조대헌, 2018).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의 참여는 학생들의 지역에 대

한 관심과 이해의 향상을 가져왔다. 일부 학생들은 소리

를 듣기 위해 종종 걸음을 멈춘다거나 주변지역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등 행동의 변화까지 경험하기도 했다. 

한편, 프로그램을 진행한 교사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

생들이 지역을 평소와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 

부분을 강조했다. 일부 교사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융합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고 언급했

다.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는 프로그램

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향상되었을 것이다. 우선, 학

생들은 과제에 적합한 소리를 수집하기 위해 지역의 특

성, 특히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보

아야 하고, 다른 학생들이 수집한 소리와 설명을 들으며 

자신들이 가졌던 생각과 비교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원하는 소리를 수집하기 위해 익숙한 지역 뿐 아니라 

평소 다니지 않던 지역까지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의 특성을 풍부하게 이

해할 수 있었으며,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의 범위도 줄게 

됨에 따라 지역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향상되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설문이 학생들의 사후 인식에만 근거하고 있어 추가적

인 데이터가 필요해 보인다. 장소에 대한 이해나 장소감

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전-사후에 비교하는 방식으

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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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생들의 수집한 소리를 통해 학생들이 이해한 

지역의 모습과 학생들의 창의적 ‧ 상징적 표현력을 확인

할 수도 있다(Staub, 2013). 지역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

는 것과는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소리를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해결이다. 즉, 학생들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지역성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표현(상징)할 수 

있는 소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성공적인 과제 수행

을 위해 학생들은 지역성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기초로 

적절한 소리를 찾으려는 발산적 사고, 소리의 의사소통 

가능성, 표현에서 은유와 상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아래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옥마을 주변 

학교(E고)의 학생들이 수집한 소리 및 소리에 대한 설명

이다. 아래의 두 예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지역성(예, 한

옥마을, 노인인구가 많은 동네)이 다를 뿐 아니라 표현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사례1> 도시형 한옥의 나무 출입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 - 한옥의 대문을 여닫을 때 나는 문소리가 

이 지역의 한옥과 오랜 역사를 말해준다. 

<사례2> 원서공원의 게이트볼 소리 - 이 동네에 어르

신들이 많다는 것을 게이트볼 치는 소리로 보여줄 수 있다.

<사례1>이 나무 대문의 삐걱대는 소리를 통해 한옥

마을을 표현했다면, <사례2>는 게이트볼의 공 소리를 

통해 고령화된 마을의 특징을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

했다. <사례2>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에 

대한 이해와 다감각적 표현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즉, 많은 학생들이 지역성(노인인구가 많은 동

네) → 게이트볼을 즐기는 연령층(노령층) → 게이트볼 

소리와 같은 유연한 방식으로 사고와 감각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 상징적 

표현력이 요구된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연구의 계획단

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에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이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

다. 참여 학생들 중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깊이로 이러한 경험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은 동료와의 협

력,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 흥미와 참여 부분에 대해 

특히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더불어 학생들은 야외에

서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웠다는 것과 청각과 

같은 새로운 감각을 활용한 점을 개방형 설문에서 강조

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신

들이 주도해서 과제를 마치고 성과물을 만들었다는 사

실에 기쁨과 높은 성취감을 보였으며, 일부 학생들은 자

신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학업은 물론 학교 밖의 공

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 

학생들의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이나 프로젝트 수행을 

강조하는 학습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을 보면 전통적인 

형태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 비해 학습내용을 오랫동

안 기억하고, 문제해결능력이나 협력 같은 기능을 습득하

는데 유리했으며,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학습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robel and 

van Barneveld, 2009; Walker and Leary, 2009). 또한, 직무와 

동기의 관계를 연구한 Hackman and Oldham(1980)에 따르

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다

양한 기술을 활용할 때, 일의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

지 흥미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자신이 일을 완수했다는 경

험 혹은 성취감을 가질 때,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이 직장 

내의 다른 사람들 나아가 바깥세상의 사람들에게까지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때 더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 역시 과제의 전체적인 부

분에 참여하면서 과제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느꼈

고 이는 과제를 마무리했을 때 성취감으로 나타났을 것이

다. 더불어 자신들이 만들어낸 성과물이 학교 밖의 사람

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러한 

성취감은 배가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V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습을 위해 사운드마크를 수집

하고 공유하는 야외학습 활동(‘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적용을 통해 교사들의 프로그램 선택 동

기와 활용 특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조사하였다. 현장적용과 평가를 

통해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은 학교, 교사, 학생들의 요구

와 학습목표, 흥미를 상당히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평가되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수행평가 등 중 ‧

고등학교의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의 콘텐츠로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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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 학습자 주도 및 참여를 강조

하는 최근 학교 교육과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교

사들은 학교 교육과정의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의 구성을 

쉽게 변형할 수 있었으며, 특별한 장비나 준비없이 학교 

주변에서 야외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은 짧은 연구

기간 동안 비교적 많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확산 ‧ 활용

될 수 있었다. 참여 학생들은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스

스로 주도해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소리라는 새

로운 소재와 감각(청각)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에 큰 흥미

를 느꼈으며, 최종 산출물을 학교 밖의 사람들과 공유하

는 것에 성취감을 느꼈다.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조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향상되었으며, 지역을 바라보

는 관점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

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

다는 사고의 유연함과 창의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소리수집 활동과 지역학습을 연계시켰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전에도 소리를 활용해 지역을 이

해하려는 시도들을 있었지만 사운드마크 개념을 활용해 

지역성을 구성하는 소리를 찾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활동은 ‘사운

드마크 프로그램’이 처음이다.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의 활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도 함께 발견되었다. 첫째는 학생

들이 수집한 소리에 대한 분석이다. 사운드마크 프로그

램을 통해 학생들이 수집한 소리를 통해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이미지와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활용한 

표현방식 혹은 창의적 표현력을 조사할 수 있다. 둘째는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의 참여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

해의 관계이다. 본 연구의 경우 지역 이해에 대한 개인

의 인식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지역

에 대한 이해나 장소감을 측정할 수 도구를 프로그램 

전후에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의 영향을 보다 객관적

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주

1) 사운드오브서울(Sound of Seoul)은 서울 곳곳의 흥미롭고 사라

져가는 사운드를 채집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 프로젝트이다. 아쉽게도 현재는 프로젝트가 종료되

어 홈페이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2) 본 연구의 초기에는 연구자가 교사연수를 통해 사운드마크 프

로그램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확산했지만 이후에

는 프로그램을 경험한 교사들이 직접 주도해서 교사모임을 통

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SNS를 통해 프로그램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종료

된 이후에도 사운드마크 프로그램은 훨씬 더 많은 학교에서 활

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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