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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발달장애 아동은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여 또래와 원만

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음악 교육적 접근으로서 즉흥연주 활동

을 실시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 과정을 탐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

다. 특히 음악은 곧 사회적 행동이며, 음악적 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서 볼 수 있는 행동이고 사회적 행동은 음악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행동

과 유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즉흥연

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이 자연스럽게 음악적으로 반응하며 상

호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즉흥연주 활동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

가 학교생활에서의 사회적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즉흥연주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울 A 초등

학교 특수학급 3～4학년 발달장애 아동 3명을 대상으로 20차시의 음악

수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대상연구를 적용하였고, 독립변인은

즉흥연주 활동이며 종속변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즉흥연주 음악 수

업 시간 및 쉬는 시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였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를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연

구 대상 아동의 담임교사 및 담당 특수교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

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및 변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즉흥연주 활동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반응과 음악적 태도의 변화를 파악

하고, 이러한 음악적 행동의 변화가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적 반응 및 음악

적 태도가 향상되었다. 세 아동 모두 중재를 통하여 음악적 반응 및 음

악적 태도의 평가 점수가 지속적으로 향상하였고, 경향선으로 확인하였

을 때 경향의 방향이 상향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음악적 자극에 대하여

먼저 신체적, 언어적으로 반응하였고, 연주로 반응하면서 음악을 통해 소



- ii -

통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즉흥연주를 통하여 집중 시간이 길어졌으

며,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의 변화를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이 변화하였다. 발달장애 아동은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

게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반응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음악에 집중하며 바라

보았다. 또한 음악적 반응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차례를 지키거나 순서를 기다리는 행동을 경험

하게 되었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협동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처럼

즉흥연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늘어났고, 점차 자발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셋째,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향상되었다. 즉흥연주 활동에서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증가하고,

부정적 상호작용은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아동 모두 기초선 구간에 비하여 중재 구간에 또래

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재가 진행될수

록 행동 발생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바라보기, 그리고 미소

및 웃음 행동이 가장 많이 향상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반대로 세 아동 모두 기초선 구간에 비하여 중재 구간에 또래와의 부

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중재가 진행될수록 행동

발생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들은 기초선 구간에서 혼자 놀기

행동을 많이 보였으나 중재와 함께 이 행동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

였다. 긍정적 상호작용의 증가는 혼자 놀기와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 행

동을 감소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즐겁게 즉흥연주에 참여하면서 방해

하기나 공격행동이 감소할 수 있었다.

넷째,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향상되었다. 즉흥연주 활동에서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증가하고,

부정적 상호작용은 감소하였다.

세 아동 모두 기초선 구간에 비하여 중재 구간에 교사와의 긍정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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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행동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재가 진행될수록 행동 발생률

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들은 중재가 진행될수록 적극적으로 교

사와 눈을 맞추었고, 손을 들거나 언어적 표현을 하며 상호작용을 시도

하였다. 또한 지시 따르기 행동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 아동 모두 중재가 진행될수록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

생률이 감소하였다.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중 특히 이탈 행동이 크

게 감소하였다. 또한 무시하기 행동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교사와의 긍정

적 상호작용 행동 중 하나인 지시 따르기가 증가하면서 반대로 감소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섯째, 즉흥연주 활동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는 학교생

활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다. 즉흥연주 음악 수업이

끝난 후 쉬는 시간에 발생하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한 결과

즉흥연주 활동과 유사하게 긍정적 상호작용은 증가하고, 부정적 상호작

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세 아동 모두 바라보기 행동이

크게 증가하였고, 미소 및 웃음이 자유롭고 활발해졌다. 또한 혼자 놀기

및 방해, 공격 행동이 감소하여 또래와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다. 마찬

가지로 담임교사 및 특수교사가 실시한 사회적 상호작용 평가에서도 사

전에 비해 사후에 점수가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즉흥연주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 수업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변화 과정을 탐색하면서 즉흥연주 활

동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음악교육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

를 통하여 즉흥연주 및 음악교육이 장애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통하여 특수교육에서 음악교육의 역할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즉흥연주, 음악교육, 발달장애 아동, 사회적 상호작용

학 번 : 2017-3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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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사람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함께 살아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

과정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

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

Vygotsky(1981)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활동하며 존재하는 아동

의 특징이 사고(思考)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개인의 내부로 내면화 되

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하였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고차적 지

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Damon(1983)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친구관계 및 우정에 대한 개

념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사회

성 및 친밀성의 발달, 협동심의 고취, 공격성의 조정과 같은 사회성 기술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갈

등을 경험하면서 타인의 의도나 목적 등을 이해하게 된다(Shantz, 1987).

이를 통해 관계의 기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

는 것을 배우게 되며, 도덕적 추론을 경험하면서 도덕성이 형성된다. 이

처럼 개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장한다.

특별히 아동에게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정

이다. 아동기에는 급속도의 성장을 경험하며, 학교생활을 통하여 부모뿐

만 아니라 친구 및 교사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맺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성과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며, 협동심과 도덕성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또래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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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정체성과 자신감을 심어주며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더 나아가 아동기의 사회적 상호작용 양상은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 사회생활에서의 대인 관계 및 직장생활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발달과제로 여겨

진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과 같

은 핵심역량 및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

소통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

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교육부, 2015, p. 4) 능력이

다. 또한 공동체 역량은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협업 및 상

호작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핵심역량은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이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

용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을 중요한 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92,958명에 이른다(국립특수교육원, 2019, p. 3).

그 중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지적장애는 53.4%(49,62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자폐성장애는 14.1%(13,105명)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는 그 장애영역이나 정도에

따라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습하는데,

지적장애 중 71.3%, 자폐성장애 중 58.6%가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9). 이처럼 많은 수의 발달장애 아동이 일반학

교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동은 사회적 능력과 의사소통 능

력의 제한으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일반 아동의 경우 다

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

는 반면, 발달장애 아동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은 특별한 교육을 통한 체

계적인 경험을 통해 습득해야 할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다.

발달장애 아동들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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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학교생활에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발달장애 아동은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여 제한된 수의 또래 혹은 교사와만

상호작용을 한다.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게 더 어린 행동을 보이기도 하

고, 친구들보다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거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또래와의 관계에서 소외되어 홀로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또래로부터 거절당하거나 교사로부터 차별

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은

순, 윤상용, 2016). 또한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인 실패와 부진을

경험하며, 학습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

발달장애 아동은 이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

러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 발달장애 아동은 정서적으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좌절감이나 불안감을 느낀다. 또한 폭력과 공격성 행동이

심각한 수준이며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강병일,

김남진, 2010). 많은 수의 발달장애 아동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 특히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은 일반학급 학생보다 학교폭력에 취약하며,

특수학교의 학생보다 더 많이 학교폭력을 경험한다(김양화, 김남순,

2013).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교실 이탈이나 잦은 움직임, 자해행동,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

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으로 발달장애 아동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고려하

였을 때, 발달장애 아동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중

재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선행 연구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하기 쉽고 재미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졌다. 주로 놀이(서은정, 2015; 이연, 2009; 이정숙, 임신자,

2013; 이효신, 도형미, 1998) 및 연극(백연주, 강옥려, 2018; 정은영, 박은

혜, 2004; 천승욱, 황경열, 2012), 혹은 미술(권복남, 최성규, 2007; 유경

미, 2010; 유경미, 조용태, 2011; 조영자, 2003), 음악(양은아, 최병철,

2009; 조정은, 2008; 최신형, 주세진, 2012; 홍은숙, 김의정, 2012)을 활용

한 중재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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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음악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Gaston(1968)

은 음악이 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Bruscia(1987)는 앙상블 연주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음

악적 경험 안에서 자연스럽게 타인과 눈을 맞추거나 신체접촉을 할 수

있으며, 순서를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연주하는 등의 사회적 행

동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음악 활동의 반복적인 참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규칙이나 사회적 행동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음악이 전달하는 긍정적인 정서와 리듬의 진행은 지시를 쉽게 받

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적 행동이나 상황을 보다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구조화된 음악 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집단 안에서 역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 홍민주(2017)는 음악적 환경에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상

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상황을 다루며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인사하기, 순서 기다리기, 물건 나누

어 쓰기, 협동과 같은 사회적 행동을 경험하게 된다(Davis, Gfeller, &

Thaut, 2002). 정현주(2005)는 음악놀이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유로운 음악 활동을 통하여 협력에 대해 배

우고, 악기를 조심히 다루는 과정을 통해 소음과 같은 공동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또한 집단음악 활동을 통하여 지시

따르기, 이야기 나누기, 감정 나누기, 협동하기 등의 사회적응 기술이 향

상될 수 있다.

이처럼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대해 반응하며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

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음악 활동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술을 익히며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장혜원, 2001). 특별히 사회성 및 의사소통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

상생활에서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음악적 중재를 통한 경험은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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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

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탐구하기 위하여 음악적 중재를 실시하고

자 한다.

Bruscia(1998)는 “인간이 음악적 환경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외부 세

계, 곧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볼 수 있는 행동이며, 반대로 그 사람의

사회적인 행동의 성향은 음악적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보이는 행동 양상

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정현주, 2005, p. 31 재인용)고 주장하며 ‘음

악적 조건(Musical Given)’과 ‘사회적 조건(Social Given)’의 일관성을 강

조하였다. 또한 Pultz(1956)는 음악 활동 안에서 볼 수 있는 변화들을 일

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음악 활동을 통해 개

발된 잠재력이 일상생활로 전이 및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발달장애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보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행

동이 음악 활동에서 나타나고, 음악 활동에서 보이는 행동의 변화는 학

교생활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으로 전이된다는 것을 전제로 음악적 중

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향상을 위한 여러 음악적 중재가

이루어졌으나,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음악치료적 접

근이 주를 이룬다(양은아, 최병철, 2009; 임영옥, 조광순, 곽승철, 2005;

조정은, 2008; 최신형, 주세진, 2012). 하지만 이와 같은 치료적 접근은

소수의 발달장애 아동만이 경험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걸쳐 시행된 후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다 많은 발달장애 아동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음악적인 중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음

악교육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음악교육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미국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하여 음악치료사가 학교에 파견되어 음악

수업에 음악치료를 병행하고, 통합음악수업을 치료 목적에 맞게 수정하

여 운영하기도 한다(Adamek & Darrow,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즉흥연주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음악 수업에 적용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교

육방안을 마련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변화 과정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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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일반학교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음악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즉흥연주는 학생 중심적인 창의적인 활동으로,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

과서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2014 국가핵심음악기준(2014 Music Standard)’에서는 음악 문해력

(music literacy)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며 음악교육의 핵심기준을 제

시하였다. 음악 문해력이란 “자신의 음악적 생각을 전달하고 타인의 음

악적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최미영, 2015, p. 88)이다. 이를 위하여 실제

전문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음악예술의 과정에 기초하여 음악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구성하였다. 특히 내용 영역 중 하나인 ‘창작하기(creating)’

에서는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작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

록 하는데, 이를 위하여 즉흥연주를 하고 그것의 특정한 목적 및 맥락과

의 연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수행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

년의 수준에 따라 리듬, 가락, 화성 아이디어를 즉흥연주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음악교육에서는 즉흥연주를 통하여 음악적 아이디어를 구

상하고 표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음악교육의 목표인 음악 문해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교육적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창작 활동 중의 하나로 즉흥연주

가 제시되었고, 이후의 음악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도 즉흥연주와 관련된

창의적 표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제시되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

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소리의 특성

을 인식하여 모방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

과정의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표현과 전달의 방법으로

즉흥연주를 제시하며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3～4학년 표현 영역에서

는 “여러 가지 타악기로 자연과 생활 주변의 소리를 즉흥적으로 표현한

다.”(교육부, 2015, p. 290)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며 창의적인 표현을 통

한 음악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5～6학년

표현 영역에서는 “3음과 5음을 사용하여 선율 타악기로 즉흥 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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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교육부, 2015, p. 293)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며 소리 및 음정을 탐

색하고, 창의적으로 가락을 만들어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에 있어서 즉흥연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별히 최근 특수교육에 있어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음악적 표현

의 방법으로 즉흥연주를 강조하고 있다.

즉흥연주는 항상 창작과 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연발생적이며

창의적인 음악적 표현이다. 즉흥연주는 항상 예술이 되어야 하거나 완벽

한 음악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흥연주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며, 아동의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수용하여 그 의미를 찾

는 과정이다. 따라서 즉흥연주는 음악적 형태이든 음성적 형태이든 관계

없이, 그 예술적 가치에 관계없이 즉흥연주 자체로 항상 수용될 수 있다.

이처럼 즉흥연주는 음악적 능력과 관계없이, 그리고 누구나 거부감 또는

어려움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 활동이기 때문에 발달장애 아동

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즉흥연주는 개인의 내면세계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에 적

절한 방법이다(정현주, 2005). Bruscia(1986)는 즉흥연주를 통하여 자신만

의 음악을 만들어 내면서 개인의 감정과 심리적인 이슈들이 음악적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또한 즉흥연주 안에서 보이는 자세나 음악적 특성은

음악 외적 환경에서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

동은 음악의 여러 요소에 반응하며 즉흥연주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

체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음악적 자화상(musical self-portrait)’을 구성하

게 된다(Norodff & Robbins, 1971). 따라서 즉흥연주를 통해 나타나는

음악적인 반응과 개인적인 반응을 통하여 개인의 심리적 발달상태 뿐만

아니라 건강한 부분과 병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Norodff와

Robbins(1971)은 즉흥연주 상황에서 아동의 반응을 관찰하여 ‘음악적 지

형도(musical geography)'를 그려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의사전달의

통로를 열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즉흥연주에서 나타

나는 음악적 반응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및

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즉흥연주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음악적



- 8 -

반응의 변화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유도하

며, 그 변화의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더불어 즉흥연주 활동에서 보이는 음악적 태도를 관찰하고 그 변화의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음악적 태도는 학습 활동의 참여나 또래 관계

형성과 같이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즉흥연주 활동에 참여하는 음악적 태도를 관찰하고, 이를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과 비교하며 그 변화의 과정을 탐구하여 즉흥연주

활동이 사회적 상호작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및 전인

적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향상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음악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즉흥연주라는 음악적 환경에

서 발달장애 아동이 보다 자유롭게 음악적으로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흥연주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즉흥연주 활동 통한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변화

과정을 탐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즉흥연주 활동에서 나타

난 변화가 실제 학교생활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 살펴보아 즉흥연주

활동의 교육적 효과 및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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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

작용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자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발달장

애 아동이 즉흥연주 활동에서 보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뿐만 아니

라 학교생활에 보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탐구한다. 또한 즉흥연

주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반응, 음악적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

아 즉흥연주 활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1-1) 즉흥연주 활동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1-2) 학교생활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어떻게 변화

하는가?

2.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

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2-1) 즉흥연주 활동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적 반응은 어떻게 변화

하는가?

2-2) 즉흥연주 활동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적 태도는 어떻게 변화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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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발달장애 아동

또래의 평균적 발달 상황과 비교할 때 신체적, 정신적 또는 두 영역

모두 현저하게 낮은 발달을 나타내는 아동을 발달장애 아동이라고 한다.

발달장애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유형마다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53.4% 및 14.1%로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발달장애 아동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아동을 말한다.

2) 즉흥연주

즉흥연주는 악보에 있는 것이나 계획한 것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며 즉흥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즉흥연주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음악 수업에

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즉흥연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음악 수업에서 아동이 자발적으로 표현한

연주는 즉흥연주라고 정의한다. 이 즉흥연주는 아동의 모든 음악적 표현

을 허용하며, 아동이 만들어내는 소리 및 짧고 단순한 연주부터 창의적

인 표현까지 모두 포함한다.

3)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언어, 정서, 신체적으로 영향

을 주고받는 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의도적

인 행위 및 그에 대한 반응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행동을 사회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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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으로 인한 영향을 중심으로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미소 및 웃

음, 바라보기, 대화 시도, 눈 맞춤, 대답하기, 지시 따르기의 행동을 긍정

적 상호작용 행동으로, 방해하기, 공격 행동, 혼자 놀기, 무시하기, 거절

하기, 이탈 행동을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으로 정의한다.

4) 음악적 반응

음악적 반응은 음악적 자극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와 현상이다. 즉, 음

악 활동을 통해 지각한 개념이나 느낌을 사고하고 상상하며, 그 느낌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는 교사나 또래의 노래나 연주와 같은 음악적 자극에 대한

모든 반응 행동을 음악적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을 중심으로 음악적 자극으로 인한 신체적 반응, 언어적 반응, 연주

적 반응을 음악적 반응이라고 간주한다.

5) 음악적 태도

음악적 태도는 음악을 즐기며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찰 가능한 행동을 중심으로 집중

력, 참여도, 자발성을 음악적 태도의 요소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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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탐색하기 위한 즉흥

연주 음악교육의 내용을 고안하기 위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다. 먼저, 연구 대상인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 내용의

구체적인 준거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고안

하기 위하여 즉흥연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발달장애

1)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

미국 발달장애지원 및 권리증진법(ADD 2000)에 따르면, 심각한 선천

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손상이 있으며, 22세 이전에

나타난 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주요 생활영역 3가지 혹은 그 이상에

서 기능적 제한을 보여 장기간 혹은 평생에 걸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발달장애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지연되어 일상생활과 사회생

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 14839호, 2017. 7. 26.). 발달장애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시기(대개

18세 이전)에 나타나는 상당한 수준의 발달지연이나 독특한 발달 양상이

드러나는 상태”(국립특수교육원, 2016, p. 22). 이다. 또래의 평균적 발달

과 비교할 때 신체적, 정신적 또는 두 영역 모두에서 현저히 낮은 발달

을 보이는데, 이것이 심각한 수준으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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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결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

표적인 결함은 사회적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제한이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 따라서

발달장애 아동은 또래와 함께 잘 어울려 놀지 못하고, 성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한다. 이처럼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상호작용을 피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질적으로 왜

곡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함은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관련된 언

어 및 인지, 학업기술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은경, 배언련, 2001).

또한 이와 같은 결함으로 인하여 언어 및 신체적 공격, 반항 행동, 과도

한 요구, 파괴 및 자해, 부적절한 성 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기도 한

다(Hennike, 2009).

(1) 지적장애 아동의 특성

지적장애 아동은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엉뚱한 곳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과제를 시작하면 잘 마무리하지 못한다. 특히 관

찰이나 모방을 통해 학습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일반 아동의 경우 특별한

지도 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내용도 지적장애 아동에게는 직접적이고 구

체적인 지도가 필요하다(이소현 외, 2006). 또한 단기 및 장기기억력이

일반 아동에 비해 부족하며, 특히 단기기억력이 많이 부족하다. 지적장애

아동은 일반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추상적 사고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일반화하거나 학습한 것을 전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국립특수교육원, 2016). 또한 초인지능력이 부족하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일을 검토하며 점검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자기 조절 능력에 결함을 보인다. 이와 같은 인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적장애 아동들은 학습에 있어서 누적된 실패 경험으로 학습 동

기가 높지 않고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적장애 아동은 언어발달이 지체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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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보인다.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조음 문제가 자주 나타나고,

언어발달이 심하게 지체되거나 구어가 아예 발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제한된 어휘를 사용하거나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

기도 한다(김정은 외, 2005). 이와 같은 언어적 발달의 지연으로 인하여

적절한 자기표현을 하지 못한다. 또한 청각 자극의 의미를 잘 구별하거

나 이해하지 못한다. 지적장애 아동은 이와 같은 제한적인 의사소통이나

경직된 사고로 인하여 또래와 동일한 관심사에 대하여 대화를 주고받거

나 소통을 하지 못하며, 이는 사회성이나 대인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andy & Michelle, 2008).

지적장애 아동은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보인다. 특히 적

응행동에 결함이 있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과 자신

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차영남, 2015).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때 상

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또한 집단놀이에 흥미를 보이지 않으며, 열

등감으로 인한 퇴보 현상이 나타난다.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자

기중심적이며 책임감이 부족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이은경,

정진자, 2011). 따라서 또래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하

고, 자신의 또래보다 어린 학생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

적장애 아동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과보호, 고립, 거부 등을 경험하

고, 이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지체를 보인다. 이들은 의존심이 많

아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또래와 대화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수줍어하거나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침묵하거나 상호작용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로 인하여

친구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거나 거부되

는 현상이 일어난다(지신아, 2012).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나 낮은 기대수준을 가지며, 낮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패 경험이 많아서 실패를 예측하고 낮

은 목표를 설정하거나 상황 자체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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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보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행동을 나타낸다(황은영 외, 2017).

지적장애 아동은 스스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언어나 신체적 공

격, 이탈 행동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자주 관찰할 수 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한 경우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타인을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여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다(김효진, 2015). 이러한 사

회적 기술 부족이나 문제 행동이 지속되거나 심화되면 또래 관계 및 학

업 수행 등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비행, 범죄, 학업중단과 같은 보다 심

각한 문제로 이어지며, 성인기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

나기도 한다(이초림, 2017).

지적장애 아동은 민첩하고 기술적인 움직임이 적다. 목 가누기, 혼자

앉기, 걷기 등의 대근육 운동과 연필 사용하기, 수저 사용하기와 같은 소

근육 운동 기능이 일반 아동보다 늦게 발달하는 모습을 보인다.

(2) 자폐성장애 아동의 특성

자폐성장애의 핵심적인 결함은 사회적인 행동에 있어서 일탈적 결함

을 보인다는 것이다. 사회성이 결여되어 자발적인 사회적 접근에 제한이

있으며, 눈 맞춤이나 얼굴표정의 반응이 제한되어 있다(박랑규, 1999). 자

폐성 아동은 초기 발달시기부터 눈 맞춤이나 사회적 미소가 나타나지 않

으며, 주위 사람들과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낸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보인다. 다른 사람과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지 않고, 행동을 모방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감정적 상호성의 결핍으로 사회적 상

호작용을 전혀, 혹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관

심이 적은 반면에 특정한 사물에 대해 집착이 있다. 또한 자폐성장애 아

동은 성장하면서 성인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향상을 보이지만 또래

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보인다. 그리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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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나이에 적절한 놀이 행동을 보이지 않고, 일반 아동과는 다른 비정

상적인 방법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또래와 함께 사회적 놀이 패턴을 발

달시키지 못한다(Davis, et al., 2002).

자폐성장애 아동은 반사회적인 방해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

계를 잘 형성하기 어렵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정

서적 공감형성에 무관심하며 제한된 관심 영역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

이고, 사물이나 사람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 집착을 보인다. 자리를 이탈

하고, 부적절하게 웃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과

잉행동이나 자해행동, 소리 지르기, 떼쓰기, 신경질 등의 행동을 보이기

도 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16).

자폐성장애 아동은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행동과 반복적인 습관을 보

인다. 몸을 빙글빙글 돌리거나 손을 털기, 의미 없이 계속 책장을 넘기거

나 까치걸음으로 걷는 등의 상동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16). 또한 자폐성장애 아동은 동일성을 고집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특

성 때문에 자폐성장애 아동은 틀에 박힌 순서에 따라 행동하고, 순서에

따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특성을 보인다(Horner, et al., 1985). 또한 동

일성에 집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경험할 때 심

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또한 자기자극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폐성장애 아동은 좋아하는

자극에 과장되게 반응하며 그것에 집중하고, 이로 인해 주변의 사건이나

사람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불빛을 계속 응시하고 있거나 몸을 흔들

고, 물건을 두드려 소리를 내거나 물건으로 피부를 문지르고, 물건을 입

에 넣는 등 다양한 행동을 보인다(추선우, 2007). 자폐성장애 아동은 정

서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다. 이유 없이 혼자 웃거나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떠한 자극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자폐성장애 아동은 언어 및 의사소통에서 많은 문제를 보인다. 연구에

의하면, 자폐성장애 아동의 절반은 전혀 언어 능력을 갖지 않았다고 한

다(Rutter, 1999). 따라서 말을 전혀 습득하지 못하거나 언어 발달이 지

체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과 질문에 잘 반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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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능력 및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말을 할 수 있는

자폐성장애 아동 중 약 80% 정도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의미 없이 반복

하는 반향어(echolalia)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rizant, 1987). 자폐

성장애 아동이 자발적으로 의미 있는 말을 할 때에도 조음상 실수를 많

이 하고, 알아들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발성을 하며 말의 높낮이, 강세

등에서도 문제를 보인다. 이들은 언어 이해 및 표현에 있어서도 심한 결

함을 나타낸다. 여러 개념을 제시하거나 제스처 등의 도움이 없을 때에

는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구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이며

추상적인 단어나 은유적인 표현을 이해하는데 결함을 보인다. 또한 1인

칭과 2인칭을 구분하지 못하여 ‘너’를 ‘나’라고 표현한다. 동사를 사용하

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매우 제한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틀에 박힌

대화를 하며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사회적 모방 능력이 부족하여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등의 행동

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발적인 의사소통이나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

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한 의사소통을 할 때 눈 맞춤이나 효과적으로

얼굴 표정, 몸짓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질적인 결함을 보인다. 게다가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표현하는 능력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이

해가 결여되어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폐성장애 아동은 감각이나 운동기능에 있어 장애를 보이며, 그 발현

시기나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감각적 자극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과소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특이한 자세를 취하거나 얼굴이나

몸을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독특하게 걷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Leary & Hill, 1996).

자폐성장애 아동은 대부분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

물을 지각하거나 환경을 통찰할 때 필요한 주의집중력이 매우 제한적이

다. 환경을 인지할 때 모든 대상을 같은 정도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그것만 집중적으로 인식한다. 자폐성장애 아동 중

약 70∼80%는 지적장애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ation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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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2001).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낮은 수행 능력을 보인다.

또한 자폐성장애 아동들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많이

나타난다. 그로 인하여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행동, 과도한 집착,

불안정한 감정 등의 행동 특성들을 보인다.

그에 반하여 자폐성장애 아동 중 20%는 고기능 자폐(high functioning

autism)으로, 평균 및 그 이상의 지적기능을 보인다. 하지만 자폐성 장애

가 지닌 충동성, 주의집중의 어려움, 상동 행동, 과잉행동과 같은 특성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

한 자폐성장애 아동의 약 10%는 수학, 음악, 미술, 암기력 등의 특정 영

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 ‘서번트 증후군(savant syndrome)’이라고 불

린다.

2)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음악적 접근에 관한 선행연구

이규정(2002)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통하여 기쁜 감정이나 슬픈 감정, 그리고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

는 복잡한 감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악을 통하여 표

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rooks(1989)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자

신의 음악적 능력이나 수준에 관계없이 노래 부르기나 악기 연주, 음악

감상 및 노래 만들기 등의 음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음악을 자기

표현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를

통하여 지적장애 아동이 음악적,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자기표현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며, 자기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살펴볼 수 있다(정다은, 2015). 특히 리듬악기 중

심의 접근은 전문적인 기능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지적장애 아동

에게 만족감과 자신감을 형성하였으며 지적장애 아동의 자기표현 및 또

래관계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다(조민서, 2017).

사회적 기술의 결함을 보이는 발달장애 아동은 노래, 리듬 활동,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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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등의 음악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행동을 배울 수 있다. 음악 활동은

인사하기, 순서 기다리기, 협동, 물건 나누어 쓰기와 같은 다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Davis, Gfeller, & Thaut, 2002). 또한 음악 활동의

즐거움으로 공격적인 언어나 행동, 이탈 등 지적장애 아동이 많이 보이

는 문제가 감소하며, 협조적인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

다(Lathom, 1980). 또한 음악 안에서 소리의 크기, 빠르기 등의 변화, 질

문하기와 답하기, 모방 등의 형태로 교류하면서 사회적 반응을 배울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음악 안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의 경험을 갖게 되

고, 자기표현, 대인관계, 인내심 등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즉흥연주는 지

적장애 아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데 효과적이며 자기주장 및 자아통

제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이경화,

2008).

음악은 의사소통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도구이다. 리

듬, 멜로디, 음정, 음의 세기, 빠르기, 노래의 가사 등을 통하여 표현성

언어와 수용성 언어 및 지시에 따르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문지영

(2000)의 연구에서는, 자폐성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

여 음악적 자극과 언어적 자극을 제시하였는데, 음악적 자극이 의사소통

반응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음악이 자폐성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임을 밝혔다. 또한 사회적 상황 중심의 노

래 부르기를 통하여 자폐성장애 아동의 언어표현 능력이 증진되는 사례

를 살펴볼 수 있다(한성은, 2006).

자폐성장애 아동이 흔히 보이는 반향어 사용에 대하여 Bruscia(1982)

는 음악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는 반향어를 하나의 음악적 단위로

보고 반향어를 감소시키기 위한 음악치료를 실시하였는데, 반향어 사용

이 95%에 달하던 자폐성장애 아동에서 10% 이하로 반향어를 사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별히 자폐성장애 아동은 음악에 흥미를 보이며, 음악에 집중하고 예

민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인다. Frith(1972)가 2년 동안 12명의 자폐 아

동을 관찰한 결과 자폐성장애 아동들은 다른 자극에 비해 음악적 자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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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큰 흥미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Thaut(1987)의

연구에서도 자폐성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과는 달리 시각적 자극보다 청

각적 자극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즉흥연구

중심의 연구 활동에서 자폐성장애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이 연주한 것과

흡사한 멜로디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다(Thaut, 1988).

이처럼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적 접근의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음악이 발달장애 아동의 자기표현 및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한을 보이는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음악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발달장애 아동들이 음악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매체에 비해 덜 방어적인 태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은 발

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

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2. 사회적 상호작용

1) 사회적 상호작용의 의미

사회적 상호작용은 상대방과 주고받는 사회적인 행동의 연쇄이다

(Odom & Munson, 2004). 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의도적인

행위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과정이다

(Mueller & Coorper, 1986). 또한 일상생활에서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의

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요구를 파악하여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기

술이다(우지연, 2011, p. 13).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어떠한 행동을

시작하는 사람과 그것을 인식하여 반응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언어, 정서, 신체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의사소통과 대인 지각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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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다(Kinch, 1973).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람 사이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

루어지며, 언어적인 행동과 비언어적인 행동이 포함된다. 언어적인 행동

은 행동 요구, 사물 요구, 사회적 관계 요구, 저항, 과시 등이 있으며, 비

언어적인 행동에는 표정, 몸짓, 눈 맞춤, 발성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사

회적 상호작용은 두 명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의사

소통적인 행위를 말한다.

Elliott & Gresham(1990)은 타인과의 관계 시도, 타인과의 물건 공유,

타인 돕기, 도움 요청하기, 부탁, 칭찬 등의 사회성 기술을 통하여 타인

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행동을 배울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

사하기, 미소 짓기, 차례 지키기, 긍정적 신체접촉, 참여하기 등은 상호작

용을 이끄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Oden & Asher, 1977).

이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

고,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기 때문이다.

Vygotsky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개인의 인지적 발달 및 지식의 구성

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한다. 그는 개인의 성장은 그가 속한

사회 및 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Vygotsky(1978)에 의하

면, 아동의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하면서 나타나

거나 스스로 그것을 내면화함으로 아동 내에서 나타난다. 특히 유능한

또래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발달이 가능함을 주장하며 사회적 상호

작용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Vygotsky는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을 창출하는 것이 학습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보

았다. 이 근접발달영역은 아동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

과 성인의 안내 또는 유능한 또래와의 협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의 간격을 말한다.

Piaget 역시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동의 지적인 성장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

다(Piaget, 1962).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자신의 인지적인 부조화를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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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인지 발달을 이끄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2)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기초로,

타인을 향한 시작행동과 그 대상에 대한 반응행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영향을 중심으로 하여 긍정적인 상호작

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McConnell, Sisson & Strain(1991)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사회적

시작행동, 사회적 반응행동, 확장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였다. 먼

저 사회적 시작행동은 다른 아동이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언어나 몸짓으

로, 시작하기, 나누기, 나누도록 요구하기, 제안하기, 기존 놀이 참여가

있다. 또한 사회적 반응행동은 시작행동에 대해 반응하는 언어나 행동으

로 수긍하는 반응, 대안 반응이 있다. 마지막으로 확장된 사회적 상호작

용에는 질문하기, 듣기, 동일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가 있다. 이와 유

사하게 임신자(2014)는 상호작용 행동을 시작행동과 반응행동으로 구분

하였고, 홍은숙, 김의정(2012)은 상호작용을 사회적 시작행동과 사회적

반응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정계숙과 심미령(1999)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

적 상호작용으로 제시하였다. 긍정적 상호작용은 애정표현하기, 부르기,

도움주기, 요구하기, 칭찬하기, 공유하기, 교환하기, 제안하기, 모방하기

등이 있고, 부정적 상호작용은 언어로 공격하기, 사물공격하기, 대인 공

격하기, 무시하기 등이 있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Doyle(1975)은 사회

적 상호작용의 유형을 친사회적인 행동과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구분하였

고, 김선영(2008)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사회적 상호작

용으로 구분하였다.

강인숙(2002)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비사회적행동, 또래와의 상호작용,

교사와의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비사회적 행동은 혼자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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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보기, 옮겨 다니기, 배회하기가 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각각 긍정적, 의존적,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은 도움 주고받기, 대화 나누기,

미소·웃음 주고받기, 자기의견 제안하기, 애정적 신체접촉이 있고, 의존

적 상호작용은 도움요구, 승인·인정 요구가 있으며, 부정적 상호작용은

거절하기,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방해하기가 있다. 교사와의 상호작

용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은 돕기, 제안 따르기, 대화 나누기, 미소·웃음

주고받기, 자기의견 제안하기, 애정적 신체접촉이 있고, 의존적 상호작용

은 승인·인정 요구, 도움 요구가 있으며, 부정적 상호작용은 제안 따르지

않기, 방해하기가 있다.

장혜원(2001)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하여 위의 연구들과는 다른 방식

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신체적 행동, 공동 관심

적 행동, 언어적 행동으로 나누었다. 신체적 행동은 또래와 신체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행동이며 공동 관심적 행동은 진행 중인 도구를 또

래와 함께 집중하여 보면서 참여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리고 언어적 행

동은 친구를 향한 언어적 혹은 음성적 표현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영향을 중심

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

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긍

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감소

할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아동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의 폭이 넓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

에 가장 많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학교이다. 학교생

활을 통해 또래,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성을 키우고, 사회 구성

원으로서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동은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게 되며, 이는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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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 정체성 함양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

나아가 아동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상은 청소년기, 성인기

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적응 및 관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아동의

삶에서 큰 의미를 갖으며, 이 때 함께 상호작용하는 또래 및 교사의 존

재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학교생활에서는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또한 즉흥연주 활동이 그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

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양상을 또래와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은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비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또래와

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 또래와의 상호작용

아동에게 있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 아

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적응하는 방법

을 배우며, 바람직한 사회적인 관계형성의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사회적인 행

동을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과 타인에 대해 지각하게

되며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되고, 사회적 유능감을 갖게 된다(정선

진, 2000). 이러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Bierman & Welsh, 1997).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는 협동, 경쟁, 토론, 갈등 등을 경험한다. 부모

와 자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라고 본다면, 또래와의 관계는 갈등을 경험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평등한 수평관계이다. 수

평관계인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사회의 규범과

관습을 익힐 수 있도록 하며, 협동과 같은 사회적 경험 및 적응에 도움

이 되는 정서적 경험이 이루어지게 한다(이유리, 2008). 이러한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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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아동은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자기(self)를 이해할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자기 체계(self-system)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동기의 또래 관계는 유아기에 비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횟수와 시

간이 크게 증가하며, 또래 관계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만족이 학교생활적

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Ladd, 1990). 또래 관계에서 갖는 소

속감은 학업에 있어서 자발성, 흥미를 부여하며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지루함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킨다

(Furrer & Skinner, 2003). 또한 또래와의 놀이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함

으로써 가치감과 유능감을 더 느끼게 된다. 이에 반해 또래와의 상호작

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은 고립감, 무능감을 느끼며 스트레스,

우울증, 강박증 등 사회적 문제행동을 경험한다(김민경, 2004).

사회적 상호작용은 평생 지속되며 아동의 다른 기술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이소현, 1995).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학습을 위한 자연스러운 상황

을 제공하며 언어와 의사소통, 놀이기술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Odom, McConnell & McEvoy, 1992).

(2) 교사와의 상호작용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

동(백순근, 2000)으로, 교육적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교사와의 상호작용 및

관계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Ginott(1972)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Gordon(1974)은 교사가 학생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가 갈등 상황

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학생이 교사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갖게 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모든 교육



- 26 -

활동에 선행되며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Wubbles & Levy,

1991).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유형으로 통제, 포용, 애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공한옥, 2000). Tyler(1964)는 이와 같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의 구성 요인으로 진실성과 무조건적 존

중, 그리고 공감적 이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이해, 공감,

친밀감, 존중감, 신뢰감, 유능감을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으로 제시하였다(지은림, 백순근, 채선희, 설현수, 2003).

Pianta(1991)는 교사와 학생 관계의 질을 재는 척도인 STRS를 개발

하였는데 그 척도로는 친밀감, 의존성, 갈등이 있다. 친밀감은 교사와 학

생 사이의 온정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의존성은 학생이 교사

에게 의존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은 교사와 학생의 상

호작용이 조화롭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학생의 소외감,

부정적 태도, 불안감을 증가시키며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지속

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교사와 학생 관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4)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발달장애 아동은 사회성이 결여되고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

적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경우

에도 그 지속 시간이 짧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다. 지적장애 아동과 자폐성 장애 아동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문제를 나타내는데, 각 대상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적장애 아동은 대부분 지능이 평균보다 낮고 정신 연령이 생활 연

령보다 낮으며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지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적응

행동에 결함을 보이며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나타낸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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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지적장애 아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 표정 등을 이해하는 능

력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며 집단에 소속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임진선, 2013). 따라서 또래 및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발전시키

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또한 지적장애 아동은 자기중심적이며 자기통제 능력이 부족하여 사

회의 규칙을 이해하거나 실행하지 못한다(남철민, 2006). 이로 인하여 다

른 사람들과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

지적장애 아동은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여되어 새

로운 경험에 대해 흥미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한 좌절감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 자체

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자폐성장애 아동은 신생아기부터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형적인

발달과는 질적으로 다른 결함을 나타낸다. 자폐성장애 아동은 신생아기

에 양육자와의 눈 맞춤을 피하고, 신체적 접촉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Allen & Schwartz, 2001). 또한 양육자가 안아주어도 반응하지 않는다.

자폐성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눈

맞춤의 결여이다. 259명의 자폐성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눈 맞춤 관련 증

상을 연구한 결과, 주의 집중을 하지 않는 것, 비정상적인 각도의 눈 맞

춤, 타인의 눈이 아닌 다른 부분을 보는 것, 타인의 눈에 자신의 눈을 가

까이 대는 것과 같은 행동의 발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김은경,

1999). 또한 얼굴 표정과 몸의 자세, 몸짓 등에 있어서도 비정상적인 모

습을 보여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이소현,

박은혜, 2006).

자폐성장애 아동은 사회적 시작행동을 많이 하지 않으며, 사회적 반응

행동도 일반아동에 비해 늦게 발달한다. 이로 인해 자폐성장애 아동이

또래관계 형성할 때 친구를 사귀는 데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접촉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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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지 않거나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그를 활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나 놀이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특히

성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향상되지만 그에 반하여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향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Volkmar,1997).

또한 자폐성장애 아동은 언어적 표현 능력이 부족하며 반향어를 많이

사용하고, 비정상적인 리듬이나 속도로 말을 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

거나 친구를 사귀는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하여 언어를 적절히 사용

하지 못한다. 따라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처럼 발달장애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낸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결

함을 보이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도움 및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3. 즉흥연주

1) 즉흥연주의 의미

즉흥연주(improvisation)는 라틴어 ‘improvisus’에서 유래된 말로서,

‘주어지지 않은(not provided)’ 또는 ‘예측하지 못한(not foreseen)’의 의미

를 갖는다(Gordon, 2003). 음악에서의 즉흥연주에 대하여 Sadie와

Tyrell(2003)은 동시에 음악을 생각하고 연주하는 예술이라고 정의하였

다. 즉흥연주는 “이미 작곡된 악보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를 하는

동안 즉흥적으로 음악을 만들어 내는 기술”(정현주, 2005, p. 259 재인용)

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음악에 대해 계획하지 않고 즉흥

적으로 표현하는 창의적인 음악활동이다(박영민, 2016). 즉흥연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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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견하여 자발적으로 연주하는 음악의 형태로, 본질적으로 자연발생

적이고 창의적이며 즉흥적인 성격을 지니며, 창작과 연주가 동시에 이루

어지는 작업이다(김군자, 1998). 이러한 즉흥연주는 순간적이며 일시적인

연주 표현 형태이다(한미영, 2007).

작곡이 음악의 이론적 원리를 바탕으로 치밀한 구성과 계획에 따라

음악을 조직적으로 전개시키며 악보를 통해 상징적으로 소리를 창조하는

것이라면, 즉흥연주는 떠오르는 영감을 실제 소리 통해 즉흥적으로 표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즉흥연주를 위해서는 연주자의 순발

력과 집중력이 요구되며, 즉흥연주를 통해 연주와 동시에 창의적인 음악

체험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즉흥연주는 여러 음악적 요소 및 행위를

통합한 활동이며 매우 창의적인 행위이다(한미영, 2007). 이 과정에서 연

주자는 음악적 판단을 하며 음악적 내용을 선택하여 구성해가게 된다.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을 통하여 음악적 독립성을 갖게 된다. 이 때

즉흥연주가 항상 완벽한 음악적 형식이나 예술적 아름다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흥연주는 음악적 형태를 갖추기도 하지만, 아주 단

순한 형태의 음성적 형태가 되는 과정(process)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정세문(1986)은 즉흥연주가 악보에 의한 음악 창조 이전에 근원적인

창조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 음악 미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즉,

즉흥연주는 떠오르는 영감을 소리를 통해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창의적인

행동이다. 연주자의 능동적인 반응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작

업은 ‘music'과 ’making'을 합성하여 ‘Musicing(음악하기)’라고도 한다

(Eliott, 1995). 즉흥연주는 연주자에 따라 모두 다른 창조의 과정을 통해

표현되며, 각각의 연주는 저마다 독특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

라서 즉흥연주의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표현력이 발달하게 된다

(Bruscia, 1987).

악보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음악은 모두 즉흥연주의 성격을 띠고 있으

며, 역사적으로도 즉흥적인 음악 표현이 많이 이루어졌다. 서양 음악에서

는 즉흥적이고 기교적인 형식인 토카타로 건반음악을 연주하였으며, 협

주곡에서 악곡이나 악장이 끝나기 직전에 연주자가 즉흥연주에 의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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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기교로 카덴차를 연주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서도 즉흥

적인 표현을 살펴볼 수 있다. 굿 음악을 모으고 변주하며 발전된 산조와

시나위는 즉흥연주 성격의 기악곡으로, 연주자들의 즉흥성이 요구된다.

판소리, 농악도 연주자의 즉흥적인 기교를 표현하는 음악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전통음악은 악보에 의존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자

연스럽게 즉흥연주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연주자에 의해 음악이

재창조되었다.

즉흥연주는 악기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고, 목소리, 신체 등 음악

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음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음악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즉흥연주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활동에 비중을 둔 기법이며

(Nordoff & Robbins, 1965), 능동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다

(Bruscia, 1987). 따라서 즉흥연주에서는 자발적으로 소리를 생산하며 그

것들을 리듬, 박, 멜로디 등 의미 있는 것으로 형성한다. 이 과정은 소리

를 미학적으로 창조하며, 개인의 행동, 흥미, 문제 등을 반영하고 지지하

며 개별화시켜준다(이은영, 2006).

즉흥연주는 연주 자발성 관여의 정도에 따라 전체적 즉흥연주, 그리고

부분적 즉흥연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적 즉흥연주는 새로운 음악을

즉흥적으로 창작하여 연주하는 것으로, 어떠한 음악적 동기를 제시하지

않고 연주자의 자발성에 따라 음악 전체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

주자의 생각에 따라 일시적이며 순간적으로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여 표

현하며, 연주 자체가 완전한 창작을 의미한다. 부분적 즉흥연주는 기존의

악곡에 장식을 하거나 성부를 추가하거나 삽입구를 넣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주어진 주제나 동기, 짧은 악곡의 리듬, 가락 등의 기본 음악 구

성요소를 변주하거나 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멜로디를 장식하여 표현한

다(김동균, 2015).

즉흥연주는 음성과 악기를 사용하여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내적

인 정서를 마음껏 표출하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표현,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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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인식의 틀을 형성한다(이은영, 2006). 음악

표현을 통하여 확대된 자기 인식을 통하여 자신의 내부세계를 형성하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기표현을 통하여 자신과 환경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Austine(1996)은 즉흥연주의 역할에 대하여 세 가지를 제

시하였다. 첫 번째로, 즉흥연주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here and now)'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로, 즉흥연주로 만들어진 음악은 연주자의

의식과 무의식 간의 중재 역할을 한다. 세 번째로, 즉흥연주로 표현된 음

악은 연주자의 내면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될 수 있다.

즉흥연주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즉흥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

으며, 이 과정에서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통하여 소통할 수 있

다. 따라서 즉흥연주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음악적인 만남을 통하여

음악적, 비음악적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다. 즉흥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음악의 구조, 리듬, 빠르기, 선율의 변화 등을 통해 함께 연

주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음악을 교류한다. 또한 행동, 표정의 변화, 눈

맞춤 등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다(Pavlicevic, 1997). 이 과정

에서 음악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친

밀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서로의 음악을 듣고 인정

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재구조화 한다(정현주, 2002). 따라서

즉흥연주는 환경에 대한 통찰력, 의사소통,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Bruscia, 1987).

2) 즉흥연주의 음악 교육적 활용

즉흥연주는 여러 음악교육자가 강조하였으며, 핵심적인 음악교육 방법

중 하나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달크로즈, 오르프,

고든의 교수법과 미국에서 이루어진 현대음악 프로젝트, 맨해튼빌 음악

교육과정 프로젝트, 창조적 즉흥연주를 중심으로 즉흥연주를 활용한 음

악교육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2 -

(1) 달크로즈 교수법

스위스의 음악교육자 에밀 자크-달크로즈(Emile Jaques-Dalcroze,

1865～1950, 오스트리아)는 음악전문가를 양성하는 기존 교육과정의 문

제점을 발견하고, 음악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독특한 지도 방법을

창안하였다. 달크로즈는 음악교육의 목표가 리듬 감각과 청각 능력, 창의

력 신장이라고 보고, 이를 계발하기 위해 음악에 따른 신체의 움직임

(eurhythmics), 계이름으로 부르기(solfège), 그리고 즉흥연주(improvisation)

의 교수방법을 제시하였다.

달크로즈 교수법의 궁극적 목적은 즉흥연주, 즉 소리의 창조라고 할

수 있다(정재은, 2006). 달크로즈는 즉흥연주가 개인의 표현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학생들이 다른 수업에서 배운 음악적 기

술들을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달크로

즈는 즉흥연주를 하는 사람이 음악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전달하고, 이해

하고, 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달크로즈 교수법에서 즉흥연주는 음악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내면의

표현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중시된다. 즉흥연주는 동작과

관련된 음악 요소인 박자, 리듬, 빠르기, 강약, 음높이, 음계, 화음 등을

창의적으로 결합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즉흥연주는 음악의 형식을 이해하고 작품을 분석하는 등 음악적으로 높

은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즉

흥연주는 유리드믹스와 솔페즈 학습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며, 이를 통하여 모든 음악 행위가 통합될 수 있다고 보았다(이주홍,

2015). 즉, 즉흥연주의 목적은 유리드믹스와 솔페즈를 통해 획득한 기량

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으며 즉흥연주는 선율적, 화성적, 리듬에

맞춰 형성된 음악적 사고를 악기에 전달하는 과정이다(민경훈 외, 2013).

달크로즈 교수법에서는 즉흥연주가 “자신의 가진 능력의 사용, 신체와

움직임의 탐구, 신체와 소리를 통한 표현, 상상력과 창의력,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이해, 유연성과 민첩성, 정적이고 동적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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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심도 있는 듣기, 집중과 주의력”(임미경 외, 2010, p. 27) 등과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를 결합하고

구체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달크로즈의 즉흥연주는 주로 동작, 목소리, 기악을 통해 이루어진다.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에서 동작은 신체적 움직임을 음악적 움직임과 관

련시켜 추상적 개념을 명확하게 만드는, 또한 음악적 지각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목소리와 악기 즉흥연주는 리듬적 동작과 청음의 합성

이다. 여기에서 기악 즉흥연주는 가사가 없다는 점에서 목소리 즉흥연주

보다 효과적이다.

악기 중에서는 피아노가 즉흥연주의 핵심 매체로서 사용되는데, 이는

피아노가 강약과 음의 높낮이를 표현하기 쉬우며, 개인의 의도를 자유롭

고 즉흥적으로 표현하기에 쉽기 때문이다. 이 때 피아노는 건반악기만이

아니라 타악기로서도 사용된다. 즉흥연주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가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즉흥연주와 연관시키며 다양한 매체를 사용

하도록 하였다. 특히 달크로즈는 말과 같이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즉흥연

주가 장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달크로즈는 말, 이야기, 시, 움직

임 등 모든 행위를 즉흥연주와 연관시켜 누구나 편안하고 일상적으로 즉

흥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달크로즈 교수법에서는 즉흥연주 지도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중시

하였다. 교사는 학생의 음악적 충동을 이끌어내어 음악활동을 할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창의적인 예술가이자 학생

들의 예술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수업에서 교사는 즉흥연주의

앞부분을 제시해 주어 학생이 자연스럽게 음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끝부분을 마무리해 주어 음악의 구조와 형식을 이해하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Caldwell(1993)은 달크로즈의 즉흥연주를 음악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소리와 움직임, 제한된 구조, 다양한 구조와 즉흥연주를 활용한

게임을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교사는 동작을 하고 학생이 그것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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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동작에 맞추어 소리를 즉흥적으로 연주하게 한다. 또한 반대로 교

사가 소리를 들려주고 학생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소리를 동작으로 표현

하게 한다. 2단계에서 교사는 음을 그리면서 노래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모방하도록 한다. 3단계에서 교사는 소리만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질문하

고 학생은 말이 없는 소리만을 사용해 답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끼리

소리 대화를 하도록 한다. 4단계에서는 리듬적 박수만 사용하여 음악적

인 질문과 대답을 한다. 5단계에서는 가락을 넣어 즉흥적으로 노래하면

서 음악적인 질문을 하고 대답하도록 한다.

정재은(2006)은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달크로즈 즉흥연주로 몇 가

지 활동을 제시하였다. 즉흥연주 활동에는 피아노에서 2도의 음정을 선

택하여 즉흥연주하기, 짝과 스타카토 및 레가토를 보여주는 움직임을 즉

흥으로 만들기, 일정한 동기를 노래하고 즉흥으로 그 답을 노래하기, 교

사는 선율주제를 연주하고 학생이 그 위로 즉흥연주하기 등이 있다.

(2) 오르프 교수법

칼 오르프(Carl Orff 1895～1982, 독일)는 모든 인간이 자연스러운 리

듬을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

며, ‘원초적 음악(elementare Musik)’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원초적

음악은 배운 음악이 아니라 누구나 내면에 지니고 있는 그래서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자신 안의 음악을 말한다(Orff, 1932). 이는 어떤 특별한

훈련을 통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표현

의 형태이다.

원초적 음악은 사고할 수 없거나 기초지식을 갖지 못하는 어린이에게도

적합하며, 대지에 가깝고, 자연적이고 신체적이어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

고 체험할 수 있다(Orff, 1964, p. 16).

오르프는 원초적 음악이 음악만이 아니라 몸동작과 춤, 언어와 결합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음악교육은 어떤 것으로부터 강요되어서는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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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리듬’ 훈련을 통해 음악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요한 점은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놀이하도록 내버려두는 일, 그리고

그 모든 제재나 규제를 가하지 않는 일이다. 말과 음(音)은 리듬적인 놀

이에서 동시에 즉흥적으로 솟아나야만 한다(Orff, 1931/32, p.669).

이처럼 오르프는 인간에게 있어서 음악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

하며 자기표현이 서툰 어린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음악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교육의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는

언어와 신체동작, 그리고 음악의 요소를 조합하여 연관시키고, 통합하여

지도하도록 하였다. 이 때 핵심으로 삼은 음악교육의 최종 목표가 바로

즉흥연주로, 이는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반향된 음악이라고 하며 그 의미

를 강조하였다(Orff, 1931).

오르프의 음악 학습활동은 모방(Imitation), 탐색(Exploration), 악보 읽

고 쓰기(Literacy), 즉흥연주(Improvisation)의 단계를 통해 귀납적으로

이루어진다(조효임 외, 1999). 모방 활동은 교사의 소리 활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아동의 청각능력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이

다. 오르프 모방 활동으로 메아리 모방(Remembered Imitation)과 중복

모방(Overlapping Imitation), 동시 모방(Simultaneous Imitation)이 있다.

탐색 과정은 아동들이 음악적 체험을 통해 음악적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적용해 보는 활동이다. 소리, 공간 및 형식을 탐색하면서 소리를 인지하

고, 악기를 만지고 소리를 탐색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오르프는 악보

읽고 쓰기 단계에서 기보법을 익히기 전에 소리, 신체, 그림악보를 익힌

뒤 악보를 읽고 쓰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리를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악보를 찾아 색을 칠하는 등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즉

흥연주는 앞선 학습 단계를 기반으로 언어, 신체, 악기를 사용하여 자신

만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즉흥연주는 음악적 재능

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움 속에서 다양한 음악을 창의적으로 생산하도

록 한다. 이처럼 즉흥연주는 음악교육의 각 단계를 거쳐 마지막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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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으로, 즉흥연주를 통하여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의 계발

이 이루어진다.

오르프는 악기를 이용한 놀이에서 형성되는 것이 즉흥연주이며, 즉흥

연주는 타고난 재능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악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았다. 또한 즉흥연주가 자연

스럽고 자유롭게 구현되는 음악의 가장 이상적인 활동으로 보았고, 창의

적인 자기발현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단순하고 기초적인 즉흥성

부터 즉흥연주를 단계적으로 지도하여 창의성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을

음악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다.

오르프 교수법은 학생이 음악을 창조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학생

스스로 음악의 형식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방은

영, 윤아영, 박영주, 2016). 여기에서 탐색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또한 창의적 음악체험 및 집단의 구성원으로 연주에 참여하는 것을

중시하였는데, 즉흥연주가 이러한 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이

라고 볼 수 있다. 오르프의 즉흥연주에서는 훌륭한 연주를 강조하지 않

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음악을 생각하는 경험을 중시한다. 학생들은 즉

흥연주를 통해 음악의 내용과 형식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음악적 성취감

과 만족감을 얻게 된다.

오르프 즉흥연주는 음을 연출하는 여러 구성양식을 수용한다. 즉흥연

주의 기법으로 보르둔, 오스티나토 등이 있다. 보르둔(Bordun)은 단조롭

게 지속되는 낮은 음을 말하며, 변함없이 동시에 울리는 소리가 어울리

는 소리를 내는 연주 형태이다(임미경 외, 2010). 근음에서 5도 또는 한

옥타브 위의 음을 동시에 연주하여 그 음들이 조화를 이루는 화음의 근

간을 형성한다. 즉, 보르둔은 최소의 음을 활용하여 화음 반주를 할 수

있는 형태이다(민경훈 외, 2013). 보르둔은 특별한 기술적 연습이 없어도

즉흥적으로 반주하기 쉬우며 음악을 구성하는 화성적 구조를 지니고 있

다.

오스티나토(Ostinato)는 이탈리아어로 ‘고집 센’이라는 뜻으로, 악곡의



- 37 -

부분이나 전반에서 동일 성부의 동기나 주제가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

로 연주되는 것을 말한다(임미경 외, 2010). 이러한 반복은 음악에서 안

정감을 느끼게 하며 앙상블을 경험하게 한다. 오스티나토는 즉흥연주의

형태를 잡아주는 요소로, 1개의 오스티나토(ostinato) 혹은 여러 개의 오

스티나티(ostinati)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음악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르프 악기를 제시하였다. 오르프

는 어린이들이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타악기를 개조하였고, 연주곡을

만들었다. 오르프 악기는 이동이 쉽고 언제 어디서나 연주가 가능하며

풍부한 음향을 만들 수 있는 악기이다(방은영 외, 2016). 또한 일반인이

나 어린이 모두 쉽고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어 다양한 음악적 표현이 이

루어지도록 한다. 즉흥연주에서는 이러한 오르프 악기를 다양하게 활용

한다.

조순이(2007)는 오르프 교수법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즉흥연주로 끌어

들이는 학습 방법으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였다. 먼저 아주 쉬운 단어

부터 복잡한 단어의 순으로 단어를 제시하고 이를 음악적 수단을 통하여

즉흥적으로 표현하도록 이끄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을 제시하고 이를 음악적 수단으로 표현하는 학습 방법을 소개하

였다. 선이나 색상, 형태 또는 일정한 분위기, 배경이나 상황 등을 제시

하여 음악적 활동으로 표현 혹은 재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피아노

를 활용하여 행동이나 몸짓, 대상을 표현하기, 합주하기, 돌림형식으로

연주하기, 교대로 연주하기 등의 학습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은숙(2012)은 오르프 교수법을 적용하여 음악 감상, 국악, 가창 및

오르프 악기를 통한 즉흥연주 수업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리

듬 영역에서는 리듬의 기초학습, 말 리듬, 모방, 기악, 신체활동, 즉흥연

주의 단계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락 영역에서는 오스티나토 및

보르둔, 악기군의 탐색, 기악, 가락창작, 신체활동, 즉흥연주의 단계로 활

동을 제시하였다. 즉흥연주 영역에서는 신체 표현, 기악과 신체 표현을

통한 즉흥연주의 단계로 활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영민(2016)은 오르프 교수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있는 즉흥연



- 38 -

주 활동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르프 교수법은 창작 활동에 유익하고, 모방

과 탐색, 즉흥연주의 학습과정은 자연스러운 연주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메시지가 있는 음악을 통해 흥미를 느끼며 자연스러운 놀이 위주의 음악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흥미 유발, 동화 선

정, 이야기 줄거리 전달, 대표 장면 선정, 이야기 즉흥연주 활동, 즉흥연

주 감상의 6단계로 이야기가 있는 즉흥연주 활동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

와 같이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와 개성 넘치는 이야기로 자

유롭게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도록 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다양한 표

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고든의 음악 학습 이론

에드윈 고든(Edwin E. Gordon, 1927～, 미국)은 ‘오디에이션(audiation)’

이라는 용어로 인간이 어떻게 음악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발견하는지 설

명한다. ‘audiation’은 ‘소리를 상상하다’라는 뜻으로, ‘그림이나 영상을 상

상하다’는 뜻의 ‘imagination’ 에 대응하는 말로 만든 단어이다. 오디에이

션은 물리적인 소리를 듣지 않고도 마음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음악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한다(Gordon, 1995). Gordon(2007)

은 인간이 언어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 위해 그 언어로 생각할 수 있

어야 하는 것처럼 음악을 듣고 연주하며 읽고 쓰기 위해서는 음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Gordon(2007)은 모든 음악 활동에서 오디에이션이 일어난다고 하며,

이를 <표 Ⅱ-1>과 같이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오디에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즉흥연주를 잘 할 수 있으며, 음악적 이해를 높

일 수 있다(Gordon, 2000). 따라서 오디에이션의 유형들이 반드시 위계

적인 것이 아니며 차례대로 진행되지 않지만, 제 1유형부터 제 5유형은

제 6, 7, 8 유형의 즉흥연주를 할 때 일어나는 오디에이션 유형을 위한

준비유형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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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오디에이션의 유형(Gordon, 2007)

제 1유형 음악을 들을 때

제 2유형 음악을 읽을 때

제 3유형 음악을 들으면서 적을 때

제 4유형 외우는 음악을 기억하며 연주할 때

제 5유형 외우는 음악을 쓸 때

제 6유형 음악을 창작할 대와 즉흥연주할 때

제 7유형 악보를 읽으면서 창작이나 즉흥연주할 때

제 8유형 창작이나 즉흥연주한 음악을 악보로 쓸 때

Gordon(2003)은 음악을 배우는 과정과 순서, 내용을 위계화하여 음악

학습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음악학습이론을 적용한 수업은 학습순차활동

과 일반수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학습순차활동은 일반음악수업 전

5-10분 정도 도입 단계를 대신하여 이루어진다. 학습순차활동을 통하여

오디에이션 능력을 계발하며 리듬 패턴과 음 패턴 즉흥연주를 통해 즉흥

연주에 필요한 기초적 기술을 형성한다. 이 리듬 패턴 및 음 패턴 즉흥

연주 활동은 한 번의 수업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어

야 한다.

Azzara(1993)는 오디에이션을 기초로 한 즉흥연주 연습이 5학년 학생

들의 기악연주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즉흥

연주 능력은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부터 명확한 조성적, 리듬적, 표현

적 요소를 이해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였다. 따라서 오디에이션을 기초

로 한 즉흥연주는 획득된 음악적 사고의 기술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였다.

최미영(2014)는 고든의 오디에이션에 기초하여 초등음악수업에서의 단

계적 즉흥연주 활동을 구안하였다. 이는 7단계로 구성되었는데 베이스라

인 즉흥연주하기, 4성부 화음 진행 부르기, 가락와 4성부 화음 반주 부르

기를 실시한다. 이후 화음 반주에 대한 리듬 패턴을 즉흥연주하기, 화음

진행에 대한 음 패턴을 즉흥연주하기, 화음 진행에 대한 음 패턴 및 리

듬 패턴을 동시에 연주하기 단계로 발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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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에 대한 새로운 가락를 즉흥연주 하는 단계로 구성되었다. 이를 바

탕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음악 교과서의 제재곡을 중심으로 한 즉흥연

주 활동을 구안하였다. 수업의 도입 단계에는 학습순차활동을, 전개 단계

에는 일반수업활동의 내용을 적용하였다.

(4) 현대음악 프로젝트

현대음악 프로젝트(Contemporary Music Project)는 음악적 창조성 계

발을 위해 미국에서 이루어진 실험 연구로, 이후 포괄적 음악교육의 기

초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볼티모어, 샌디에고, 파밍데일 3개의

초, 중학교에서 실시되었는데 그 중 볼티모어 프로젝트는 즉흥연주를 중

심으로 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볼티모어 프로젝트는 즉흥연주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창조력이 계발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황옥희, 2003).

즉흥연주에서는 악기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이용하여 악기를 만들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연주하도록 한다. 또한 자신

의 생각을 말이 아닌 악기로 표현하도록 하고, 미리 녹음한 소리로 구체

음악을 만들어 본다. 교사의 선율을 듣고 그에 대해 즉흥적으로 반주하

거나 현대음악의 리듬을 이용하여 학생이 직접 작곡하여 연주하도록 한

다. 더 발전되면 작곡 과정에 자극적인 음악적 요소를 넣어 다양한 음악

을 만들어가며 즉흥연주를 심화할 수 있다.

(5) 맨해튼빌 음악교육과정 프로젝트

맨해튼빌 음악교육과정 프로젝트(Manhattanville Music Curriculum

Program: MMCP)는 미국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나선형 교육과정을 바

탕으로 구성된 초·중·고등학교의 음악교육과정이다. 기술과 연주 중심 음

악교육에서 벗어나 포괄적 음악성을 계발하여 학생들 개개인이 음악가로

서 창의적인 음악 행위를 하도록 하자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맨해튼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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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발견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포괄적 음악

교육과 창조적 접근을 중시하며, 이를 위해 즉흥연주를 강조한다(진희정,

2003).

음악 수업에서는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한 가지 음악개념을 표현하는

즉흥연주를 해 보고, 그 표현과 효과에 대해 토의한다. 그 후 감상곡을

들으며 음악적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

시 한 번 즉흥연주곡을 만들어본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창작과 연주, 분

석과 감성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

맨해튼빌 음악교육과정에서는 즉흥연주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다섯

단계를 제시하였다(Biasini, A. et al., 1984). 1단계는 주어진 소리의 재료

를 사용하여 통제나 조건 없이 자유롭게 소리를 탐색하는 단계이다. 2단

계는 단서나 예시 등을 제시하여 소리 내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탐색에서

얻은 경험의 폭을 넓힌다. 3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의 경험을 토대로 소리

를 조직하고 표현해 본다. 4단계는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즉흥연주

에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5단계는 이전

단계의 활동에서 얻은 음악적 표현과 창의적 표현에 대한 이해를 다른

음악 활동에 적용하고, 음악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는 단계이다.

(6) 창조적 음악치료(Creative Music Therapy)

Paul Nordoff와 Clive Robbins에 의해 발전된 창조적 음악치료

(Creative Music Therapy)는 즉흥연주를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 모델이

다. 이 모델은 음악치료에서 나타나는 창의성과 즉흥성을 강조하기 때문

에 창조적 음악치료라고 불린다.

Nordoff와 Robbins은 모든 인간이 음악에 반응하는 ‘음악적 자아

(musical self)’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음악아(音樂兒, music

child)’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Nordoff & Robbins, 1977). 음악아는 음악

적 경험에 반응하며, 음악적 경험을 즐기고 기억하며, 그것에 의미를 부

여하는 것으로, 아동의 자아의 한 부분을 말한다. 장애 아동의 경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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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로 인하여 음악적 자아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를 ‘제한 아동(condition child)'라고 하였다. 따라서 창조적 음악치료에서

는 음악적 자극과 음악적 경험을 통해 제한 아동의 장벽을 극복하여 음

악아의 성장과 음악적 자아의 발달을 이루는 것을 그 목표로 삼는다.

창조적 음악치료는 음악을 주된 치료의 도구로 삼으며, 즉흥연주를 중

심으로 구조적으로 진행된다. 치료사는 음악치료에서 사용하는 음악을

만들어 즉흥연주하며, 치료적인 만남과 경험을 위해 이 즉흥 음악을 창

조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내담자가 창조적으로 즉흥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음악치료에서 치료사가 즉흥연주를 하는 목표는 내담자가 음악

만들기(music making)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Nordoff & Robbins,

1971). 따라서 치료사와 내담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즉흥연주를 통한 음

악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은 창조적 음악치료의 핵심적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창조적 음악치료는 능동적인 접근을 매우 중시한다. 창조적 음악치료

에서는 음악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을 직접 만드는 것에 큰 비중

을 두고 있다. 내담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즉흥연주에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내적 경험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도록 한다. 또한 즉흥연주를 통해

경험하는 음악의 변화는 내담자의 감정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활용하여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Nordoff & Robbins, 1995).

창조적 음악치료에서 음악은 치료로서 사용되며 자극과 반응매체로서

가장 중요한 치료동인이 된다. 따라서 언어적 개입은 최소화하며 음악적

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음악은 본질적으로 비지시적

(nonreferential)이기 때문에 즉흥연주의 음악을 해석할 때 음악 외적인

어떤 것도 지시하지 않는다.

개별치료에서는 노래 부르기와 드럼, 심벌즈 연주가 주로 이루어진다.

또한 다른 악기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움직임이나 춤을 활용하

기도 한다. 집단치료에서는 노래와 기악활동 모두 이루어지며 다양한 타

악기, 현악기, 관악기가 사용된다. 그리고 집단치료에서는 중요한 표현

양식으로 음악극(musical drama)을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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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음악치료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

계는 아동을 음악적으로 만나는 단계(Meeting the child Musically)이다.

이를 위하여 치료사는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하여 즉흥음악을 창작하여

연주한다. 치료사는 내담자의 반응에 따라 음악적으로 반응하고, 내담자

의 표현 가능성을 탐색하며 음악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같은 음악적 접

촉을 통해 내담자와 의사소통하고 래포(rapport)를 형성하며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치료사는 내담자의 내면에 있는

음악아(music child)를 찾아낸다. 이 단계의 중심 기법은 ‘반영(reflection)'

으로, 음악을 통하여 내담자의 느낌과 행동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Bruscia, 1998).

두 번째 단계는 음악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단계(Evoking Musical

Responses)로, 음악 만들기 반응을 유도하여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도록 한다. 음악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치료사는 선입견 없이 내담자

의 모든 반응을 수용해야 한다. 성악적 반응이나 악기-리듬적 반응을 유

도할 수 있으며 창조적 음악치료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많

은 기법을 개발하였다. 목소리 반응은 음성으로 나타나는 모든 소리를

포함하며, 악기를 이용한 반응은 타악기에서 나는 소리를 포함한다. 이러

한 음악적 반응은 내담자의 음악적 기능의 발달을 도모하며 내담자가 스

스로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조직하도록 자극한다.

세 번째 단계는 음악적 능력, 자유로운 표현능력, 상호 반응성을 개발

시키는 단계(Developing Musical Skills, Expressive Freedom, and

Interresponsiveness)이다.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표현능력,

음악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내담자는 자신의 음악을 다른 사람의 음악과

연결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상호 반응적인 음악을 만들

어갈 수 있다. 이러한 음악적 선택을 통해 치료사의 음악과 무관한 음악

을 연주할 수도 있고, 치료사의 음악과 연관시켜 연주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음악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며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가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한다.

주혜윤(2008)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하여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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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음악치료를 적용한 즉흥연주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즉흥연주 활동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단계는 탐색 단계로 라포를 형성하며

음악 환경을 탐색하며 적응하는 단계이다. 이 때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

되는 음악을 즉흥연주의 모티브로 차용하고, 인터넷 게임 음악의 음향과

비슷한 음악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하였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솔로 연주를 통하여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그룹

연주를 통하여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자기조절능력 및 과제난이도선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때 냄비, 도마 등의 생활악기를

활용하여 악기의 범위를 확장하였고, 학생들이 정하는 주제에 따라 즉흥

연주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활동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종결

단계이다. 즉흥연주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의

즉흥 음악을 만들어보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내면화시키도록 하였다. 또

한 적극적인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감과 신뢰감을 향상시키도

록 하였다.

또한 심혜국과 박정미(2003)은 창조적 음악치료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습장애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움직임을 통한 음악적 반응, 신체표현, 주제

를 바탕으로 한 노래 만들기, 즉흥리듬으로 감정 표현하기, 자연의 즉흥

연주 표현하기, 노래와 악기와 춤을 동시에 표현하기 등의 즉흥연주 활

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즉흥연주는 음악교육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의 대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쉽고 자연스

럽게 즉흥연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들이 적

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도

록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오르프의 즉흥연주 및 창조

적 음악치료의 즉흥연주를 통합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 45 -

3) 즉흥연주에 나타나는 음악적 양상

즉흥연주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음악 활동으로, 즉흥연주를 통하여

다양한 음악적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음악적 반응, 음악

적 표현, 음악적 태도를 중심으로 즉흥연주에 나타나는 음악적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음악적 반응

반응이란 외부의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상태의 변화나 현상을 말한다.

인간은 자극에 의해 반응하며, 이는 행동이나 심리적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Thorndike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학습이론인 S-R이

론을 주장하였다. 학습은 자극 S에 대한 생체의 특정한 반응 R의 결합

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이선옥, 2006). 따라서 자극에 대한 많은 반응

의 시도와 결합을 통하여 학습이 진행된다.

음악적 반응은 음악 활동을 통하여 지각한 개념이나 느낌을 사고하고

상상하며, 그 느낌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다(이홍수, 1992). 음악적 경험은

음악에 내재된 표현성을 지각하고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험은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며, 음악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또한 이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

한 요소이다. Nordoff와 Robbins는 음악적 반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아동으로부터의 어떤 종류의 반응은 필요하다. 이것이 성악적이든 리듬적

이든 상관없이 치료사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재이다. 아

동은 노래를 좀 하거나 외치거나 단일한 음을 흥얼거리거나 툴툴댈 수도

있다. 드럼을 짧게 치거나 피아노 건반을 몇 번 세게 내려치거나 두드릴

수도 있고, 심벌즈를 한두 번 치거나, 벽이나 의자를 북채나 손으로 칠 수

도 있다. 춤을 추어도 된다. 이러한 행위가 음악에 의해 자극되었거나 촉

발되었다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Nordoff & Robbins, 1965,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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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음악이라는 자극에 의해 음악적 반응이 나타나며, 음악적 반응

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노래나 악기 연주 등의 음악적인 형

태로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움직임이나 춤, 말이나 의미 없는 흥

얼거림조차도 음악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음악적 반

응을 할 수 있으며, 음악에 의해 나타나는 모든 반응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음악적 자극에 대해 수많은 반응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의 반복을 통하여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음악을 내면화 하

게 된다. Mursell(1987)은 음악에 대해 반응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이

곧 음악적 성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아동의 마음에 무

언가를 넣는 것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 음악에 역동적으로 반응하도록 이

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Reimer(1997)가 주장한 심미적 음악교육에서는 미적 지각과 미적 반

응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각적, 창의적으로 미적 경험이 이루어진다고 하

였다. 또한 이는 곧 음악교육의 목표인 미적 감수성의 계발을 이루는 요

소가 된다. 따라서 음악적 반응을 통하여 음악적 감수성의 발달을 도모

할 수 있다.

Leonhard와 Hous(1997)는 음악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미적 경험을 위

해 타고난 음악적 반응을 가능한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잠재력을 확

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음악적 반응은 음악교육의 목표인 미적

경험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즉흥연주는 다양한 음악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음악 활동

이다. Nordoff & Robbins(1971)는 즉흥연주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반응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발달상태 중 건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모두 파악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음악적 반응은 아동이 어느 정도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음악을 만드는가, 음악 만들기는 아동에게 어떤 의미

인가 등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즉흥연주 상황에서

음악의 여러 요소에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아동은 음악적 자화상

(musical self-portrait)을 구성하게 된다. 이를 중심으로 음악적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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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 geography)를 그려내 이 지도를 바탕으로 의사전달의 통로를

열 수 있게 된다(Nordoff & Robbins, 1971). 따라서 음악적 반응을 통하

여 아동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악적 반응은 특별히 발달장애 아동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음악적 반응은 지능이나 사회적 능력과 관계없이 아동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발달장애 아동도 쉽게 음악을 통

한 미적 경험을 하며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 아동들이

음악 활동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음악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

다. 또한 언어적 자극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발달장애

아동도 음악적 자극은 흥미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

이나 느낌을 언어적으로는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음악적 반응을 통해 표

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적 반응을 통하여 언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

운 발달장애 아동의 사고나 감정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음악적 반응에 대하여 연구자마다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에 대한 정의 또한 차이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ursell(1987)은 음악적 반응의 유형을 동작적 반응, 내면적 반응, 문

체적 반응, 연주적 반응으로 제시하였다. 동작적 반응은 음악에 대한 감

정을 구체적인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리듬에 따라 걷거나 몸을 움

직이는 등 신체를 활용한 표현을 말한다. 내면적 반응은 음악에 대한 대

화나 설명 없이 조용히 듣는 경험으로, 음악 그 자체에 심취하는 것을

말한다. 문체적 반응은 음악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글을 쓰는 등의 반

응으로, 지적인 면이 강조된 반응이다. 연주적 반응은 음악적 반응 중 가

장 높은 수준의 단계로, 음악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나 표현하고 싶은

바를 스스로 연주해 보는 것을 말한다.

Wingell은 음악적 반응에 대하여 세 단계를 제시하였다(석문주, 1999).

첫 번째 단계는 박자에 맞추어 걷거나 움직이는 등 음악에 대해 감각적

으로 반응하는 감각적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음악을 통해 어떤 사건

이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상상하거나 연관 지으며 반응하는 연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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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다. 세 번째는 음악을 분석하고 이를 음악적 기호나 언어로 설명

하는 음악적 혹은 형식적 단계이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정세문(1986)은 음악적 반응을 신체적 반응,

내면적 반응, 구두적 반응, 창조적 반응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김명정

(2010)은 음악적 반응을 감각적 반응, 창조적 반응, 그리고 내면적 반응

으로 정의하였다. 이연경(1996)은 음악적 반응을 다섯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신체적 반응의 단계로, 청각적 자극에 대해 신체 근육들

이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소리가 불러일으키는 감각적 변화

를 말하는 감각적 반응이다. 세 번째는 음악이 주는 정서나 분위기에 대

한 반응의 단계로, 감정적/극적 반응이다. 다음은 지적 반응으로,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며 음악의 미적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단

순히 음향으로 음악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

며 이해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비평적 반응에서는 심미적인 통찰력

을 가지고 작품의 특성, 작곡가 및 연주자의 능력에 대해 미적으로 판단

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표 Ⅱ-2> 음악적 반응의 유형

연구자 Mursell Wingell 정세문 김명정 이연경

음악적

반응

동작적 반응

내면적 반응

문체적 반응

연주적 반응

감각적 단계

연상적 단계

형식적 단계

신체적 반응

내면적 반응

구두적 반응

창조적 반응

감각적 반응

창조적 반응

내면적 반응

신체적 반응

감각적 반응

감정적 반응

지적 반응

비평적 반응

음악적 반응의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신체

적인 표현, 언어적인 표현, 그리고 음악적인 표현을 통한 반응이 포함되

었다. 그 외에 내면적 반응과 연상적 반응, 감정적 반응, 지적 반응이나

비평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그 반응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반응, 언어적 반응, 연주적 반응으로 중심으로 음

악적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 49 -

(2) 음악적 표현

표현은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나 몸짓 등의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음악적 표현 능력은 음악을 듣고 이해하며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음악적

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소유하는 일반적인 것이다

(Mursell, 1987). 이러한 음악적 표현 능력은 음악적 인지 능력을 기초로

창의적 표현을 이끌어 내는 음악능력이다(방은영, 2008). 따라서 음악적

표현이란 음악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주자의 생각과 감정을 음

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음악은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는 통로가 되며 다른 이들과 감정과 정

서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음악적 표현을 통하여 자

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악적 표현을 통하여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과 풍부한

감성을 갖게 된다(이숙희, 전인옥, 2003). 또한 음악적 표현 활동을 통하

여 흥미를 느끼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표현 영역이 핵심적인 영역이며 2015 음악과

기본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목표에는 “음악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을 이해

하고, 기초적인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한다.”(교육부, 2015,

p. 354)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음악교육에 있어서 창의적 음악

표현은 중요한 학습 목표이다.

즉흥연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 활동이다. 즉흥연주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어 능동적인 참여와 표

현을 통해 이루어진다. Eliot(1995)은 이와 같은 작업을 ‘음악하기

(Musicing)’라고 불렀다. 즉흥연주에서는 노래 부르기나 악기 연주하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음악적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Brenner와 Katherine(2013)은 학생들에게 음악적 표현을 가르치는 연

구에서 표현력 있는 연주에는 기술과 해석, 창조성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기술은 좋은 음색 및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 부르거나 연주하는

것이다. 해석은 곡을 작곡한 배경 및 시대적 양식, 작곡자의 성향과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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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조의 이해와 관련이 있다. 창조성은 상상을 통하여 도전하고 시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김광자(2004)는 음악적 능력을 음악적 인지능력 및 음악적 표현능력으

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음악적 인지능력은 음악 요소를 이해하는 능력으

로 음을 식별하는 능력, 음을 듣고 구별하는 능력, 음을 순서화할 수 있

는 능력, 음을 기억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음악적 표현능력은 자신이

이해한 음악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적 표현으로 노래 부르

기, 악기 연주하기, 신체적 표현, 음악 만들기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방은영(2008)은 음악적 능력을 음악적 인지능력과 음악적 표현능력,

음악적 성향으로 구분하였다. 음악적 인지능력은 음악 요소와 개념을 이

해하고 변별하는 능력이며 음악적 표현능력은 변별한 음악 요소와 개념

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음악

적 성향은 음악 활동에서 보이는 음악에 대한 사고 및 행동의 경향성이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음악적 능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음악적 이

해를 바탕으로 음악적 표현능력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음악적

표현에 있어서 음악 요소와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Gardner(1999)는 이전에 경험한 음악적 경험의 내용 및 질에

따라 음악적 표현능력이 다르게 발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음악적 표현

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음악 요소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양질의 음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음악적 태도

교육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평생에 걸쳐서 책임 있는 선

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육성하는데 있다(Reiser & Dick, 1996).

2015 음악과 기본 교육과정에도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갖는다.”(교육부, 201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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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음악적 태도는 음악에 대한 인식, 기호, 가치와 관련된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음악활동에 임하는 자세를 말한다(구혜승, 조영남, 2012). 즉,

음악을 즐기고 애호하며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이다. 또

한 이강숙(1993)은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삶에서 음악에 대

한 비중을 얼마나 두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음악적 태도라고 하면서 이것

이 곧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였다.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음악을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음악적 지식 및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안경숙, 김소향, 2006).

또한 음악적 태도는 환경의 영향 및 잠재 능력을 통해 9세 이전에 습득

되어 평생 동안 지속된다(Gordon, 1997). 따라서 아동 시기의 긍정적 음

악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음악학습의 성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동기 이후에도 음악활동을 즐기며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Crowther와 Durkin(1982)은 음악적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이 사

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사회

활동을 통하여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음악활동을 통

하여 자연스럽게 음악적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즉흥연주 활동을 통한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변

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태도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 영향을 파악

하고자 한다.

안재신과 한애향(1999)은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음악적 개념과 특징

을 이해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음악적 태

도라고 보고, 유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정서, 표현, 감상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황인주(2008)는 교사가 제안하는 음악활동의 참여유형과 빈도, 그리고

음악관련 자발적 행동유형과 빈도를 바탕으로 관찰을 통해 영아의 음악

태도를 평가하였다. 교사가 제안하는 음악활동의 참여유형은 비참여, 소

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음악관련 자발적 행동유형은 노래 부르기,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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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기, 움직이기, 듣기 등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김서향(2005)은 음악적 태도란 음악적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신념의

조직체이고, 음악적 대상에 대한 동기 및 정서를 포함하는 감정이며, 음

악적 활동과 경험에 의해 학습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음

악적 태도를 인지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으로 나누어 음악에 대한 태도

구조모형을 구성하고, 음악에 대한 태도척도를 개발하였다.

박은영(2012)는 유아의 음악적 태도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이 검

사도구의 하위영역은 개방성, 적극성, 주의집중, 표현력, 호기심, 흥미의

6가지 영역이다. 개방성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악곡 및 음악활동을 수

용하고, 다른 유아의 음악 활동과 의견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한다. 적

극성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이며, 주의집중

은 집중하여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또한 표현력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음악적,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정도이며 호기

심은 새로운 음악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 정도이다. 흥미

는 음악활동을 재미있어 하거나 즐거워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찰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행동 및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중

심으로 음악적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중력,

참여도, 자발성을 중심으로 즉흥연주 활동에서 보이는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적 태도를 관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즉흥연주에 나타나는 음악적 양상 중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탐색을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악적 반

응 및 음악적 태도를 관찰하여 즉흥연주 활동을 통한 발달장애 아동의

성장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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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즉흥연주 기술

즉흥연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아동을 민감하게 관찰하여 음

악적인 자극을 제시해 주거나 음악적으로 아동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음악적 소양을 바탕으로 음악의 다양한 요소를 적절

하게 제시하여 아동의 자연스러운 음악적 반응 및 창의적 표현이 나타날

수 있는 음악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Wigram(2006)은 즉흥연주의 기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이와 같은 기술은 즉흥연주에서 아동의 음악을 반영하고 지지하여

하나의 음악으로 완성해가기 위한 방법이다.

(1) 반사(mirroring), 모방(imitating), 베끼기(copying)

반사와 모방, 베끼기는 즉흥연주에서 사용하는 감정이입적 접근방법이

다. 반사는 아동이 하는 것을 동시에 하여 동시성을 이루는 것이다

(Bruscia, 1987). 이는 아동의 음악이 예측 가능하고 단순하여 미리 예상

하고 정확하게 반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아동의 음악을 완벽

하게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선율의 윤곽이나 방향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모방은 아동의 표현이 끝난 후에 그것을 반복해서

표현하거나 재생산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Bruscia, 1987). 이는 교사가

자신의 연주를 모방할 수 있도록 아동이 연주에 여백을 남겨주어 줄 때

가능한 방법이다. 이와 유사하게 베끼기는 아동의 연주를 그대로 따라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아동의 행동과 연주를 교사가 음악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을 통해 아동이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맞추기(matching)

맞추기는 아동의 연주 스타일에 맞추어 교사의 연주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감정이입적 접근방법이다. 이는 교사가 아동의 연주나 감정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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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며 아동의 음악적 표현과 같은 스타일의 연주를 하는 방법이

다. 아동은 이를 통하여 교사의 음악과 자신의 음악이 잘 어울린다고 느

끼며 함께 하고 있음을 경험한다.

(3) 감정이입적 즉흥연주와 반영(reflecting)

감정이입적 즉흥연주는 Juliet Alvin이 처음 사용한 방법으로, 아동의

표정, 자세, 태도,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순간 아동의 존재를 음악적으

로 연주해서 들려준다. 아동이 경험하는 감정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연주를 통해 들려주면서 지지적이고 감정이입적인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반영은 아동이 보이는 기분과 감정, 태도에 맞추는 것이다

(Bruscia, 1987). 반영은 아동의 음악이 아니라 그 당시 아동의 기분과

감정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반사, 베끼기, 맞추

기와는 달리 교사의 음악이 아동의 음악과 많이 다를 수 있다.

(4) 기반잡기(grounding), 안아주기(holding), 담아주기(containing)

기반잡기, 안아주기, 담아주기는 무작위적인 연주나 행동을 보이거나

방향성, 지속성이 없는 아동에게 적절한 방법이다. 기반잡기는 아동의 음

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사가 수용적이고 지속적인 음악을 창조하는

방법으로 단순한 오스티나토를 제시하거나 안정적인 조성, 일정한 박을

제시하는 것이다. 안아주기는 즉흥연주에서 교사가 아동의 정서를 수용

하면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다(Bruscia,

1987). 또한 담아주기는 아동의 음악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거나 시끄러

울 때 자기 자신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표현을 수용하는 것으

로, 견고하고 지속적인 음을 연주해 주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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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화하기(dialoguing)

대화하기는 교사와 아동이 연주를 통해 음악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과

정이다. 이는 즉흥연주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음악을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

기 때문에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아동의

음악에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을 메우는 끼워넣기(interjecting), 교사가

여백을 만들어 아동으로 하여금 음악을 채워넣도록 하는 여백 만들기,

아동이 모방할 수 있도록 실연하는 모델링 등의 방법이다(Bruscia, 1987).

(6) 반주하기(accompanying)

반주는 즉흥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반

주하기는 아동의 연주에 리듬, 선율, 화성을 통한 반주를 제공하는 것이

며, 아동에게 독주자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그 음악을 역동적으로 떠

받쳐 주는 것을 말한다(Wigram, 2000). 반주는 음악을 통해 상대방의 음

악을 받쳐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즉흥연주 활동에서 다양한 즉흥연주 기술을

적용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활발한 음악적 반응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아동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즉흥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한

다. 특별히 기반잡기, 담아주기를 적용하여 아동의 음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반사와 모방을 통하여 감정이입과 소통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계속적으로 반주하기 또는 안아주기를 적용하여 아동들이 음악을

통하여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음악적 배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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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

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발달장애 아동을 대

상으로 음악수업을 실시하였다.

음악이 집단 안에서 사용될 때 그 힘은 극대화될 수 있다(Gaston,

1968).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악기 연주의 경험은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

도록 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한다(정현주,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의 자유로운 자기표현 및 음악 활동을 통한 상

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즉흥연주를 기반으로 한 소집단 음악 활동을

구안하였다. 또한 즉흥연주의 기법과 지도방법 중 오르프의 즉흥연주 및

창조적 음악치료의 즉흥연주를 적용하여 초등학교 발달장애 아동의 수준

에 맞는 즉흥연주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즉흥연주 음악교육을 적용하여 즉흥연주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를 관찰한 뒤, 그 변화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음악 외적 환경인 학교생활에서 아동의 사회적 상호

작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쉬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또

래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담임교사와 면담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1. 연구 대상

1) 연구 대상의 선정

발달장애 아동은 사회성의 결함으로 인해 또래로부터 무시되거나 거

부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실패와 좌절 경험으로 인해 스스로 고립된

모습을 보이거나 이탈하는 행동을 자주 보인다. 이로 인하여 발달장애

아동은 정신연령이 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사회성 발달이 더 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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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alnick & Weinhouse, 1984). 따라서 보다 어린 시기부터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특별히 학령기로 접어

들면서 가족을 벗어나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교사 및 또래와 상호작용

을 하며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에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

용의 경험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적장애 중

71.3%, 자폐성장애 중 58.6%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일반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 아동은 대부분이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있다(지적장애의

경우 87.6%, 자폐성 장애의 경우 89%, 2019년 기준). 이 아동들은 또래

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음악적 중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악과 교육과정

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3,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별히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각 아동의 행동 변화를 구체적이고 체계적

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즉흥연주 활동은 소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전제로 하여, 본 연구의 대상 선정을 위한 구제척인 기준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아동

둘째,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

셋째, 다른 감각장애가 중복되지 않은 아동

셋째, 학교 출석이 양호한 아동

넷째, KISE-SAB 검사의 사회적 적응행동지수가 90 이하인 아동

다섯째, 사회성숙도검사 결과 생활연령과 사회연령이 2세 이상 차이

나는 아동

여섯째,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

일곱째, 연구 참여에 대하여 학부모의 동의가 이루어진 아동

여덟째, 최근 1년 이내에 사회적 기술이나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중재

를 받지 않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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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

년

성

별
진단

사회적

적응행동

지수

생활

연령

사회

연령

(SA)

사회

지수

(SQ)

A 3 남 지적장애 75/115 10.50세 7.83세 74.57

B 3 남 자폐성장애 84 9.16세 7.25세 79.15

C 4 남 자폐성장애 71 10.08세 6.92세 68.65

본 연구에서는 교사 또는 또래와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학

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학교의 특수교사 및 담임교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를 통하여 발

달장애 아동 중 또래나 교사와의 눈 맞춤, 자발적인 발화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 공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시도

하여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또한 대상 아동들이 어리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안

내와 동의를 위해 아동의 학부모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부모와의 면담

에서 본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며, 학부모가 아동의 자기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을 희망하는 아동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한 연

구 대상은 특수학급이 있는 서울의 초등학교 중 본 연구의 참여하기로

동의한 A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3, 4학년 발달장애 아동 3명이다.

2) 연구 대상 아동의 특성

A 초등학교에는 2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고, 특수학급에는 총 5

명의 학생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은 3명으로, 전체 특

수학급 학생의 60%에 해당한다. 이 아동들은 지적장애, 자폐 등의 장애

로 인하여 1-2학년 때부터 계속 특수학급에서 생활하였다.

각 연구 대상 아동의 기본 정보는 <표 Ⅲ-1>과 같다. 또한 이밖에 연

구 대상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에 관한 자료는 특수교사 및 담임교

사, 그리고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표 Ⅲ-1> 연구 대상 아동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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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A

아동 A는 지적장애 및 다운증후군을 진단받았고, 발달 지체 및 건강

상의 문제로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늦어져 같은 학년의 또래보다 2살이

많다. 하지만 몸집이 작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학급 환경에서는 나이

차이로 인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건강상의 문제가 많아서 부모의

걱정이 많으며,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예체능 수업 및 창의

적 체험활동 및 점심, 놀이 시간은 일반학급에서, 이를 제외한 모든 수업

시간에는 특수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동 A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KISE-SAB 검사 결과 산

출을 위하여 일반학생 규준 및 정신지체학생 규준을 모두 적용하였다.

일반학생 규준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적응행동지수는 75점으로 경계선에

해당한다. 정신지체학생 규준으로 한 사회적 적응행동지수는 115점으로

평균 수준보다 상위이다. 또한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연령이 7.83세

로, 생활연령과 2.67세가 차이 났다. 하지만 또래보다 2년 늦게 학교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현재 함께 생활하는 학년의 또래와의 차이는 크지 않

은 편이다.

언어적인 결함이 심하여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

며,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여 다른 사람이 아동 A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

다. 다른 사람의 말에 “네/아니요” 정도로 대답할 수 있고, 자신의 이름

은 말할 수 있으며 짧은 단어 하나 정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며 글을 보고 읽을 때에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없다. 발화능력 향상을 위해 특수 학급에서 개별 지

도를 받고 있다. 음절표를 보며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고, 소리 내는 활동

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적절한 표현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유도하는 돌발 행동을 자주 한다. 교실에서 성기를 노출한 경우도 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때 자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무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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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테스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또래와 상

호작용을 하지 못하며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탈 행동이 심하고 자리에 잘 앉아있지 못한다. 특수학급에서 착석을

위한 개별 지도를 하였는데, 착석이 습관화되기까지 한 학기가 소요되었다.

가정에서 유튜브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노래를 좋아하여 유튜브로 노

래를 틀고 따라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2) 아동 B

아동 B는 자폐성장애이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일반학급으로

배정되었다. 하지만 학교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2학년 때부

터 특수학급에 배정되었다. 현재는 국어, 수학, 사회 수업 시간에는 특수

학급에서 수업을 하고, 다른 수업 시간에는 일반학급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KISE-SAB 검사 결과 사회적 적응행동지수가 84점으로, 평균보다 낮

은 편이다. 또한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이 7.25세로, 본인의 생

활연령보다 약 2세 정도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들과 사회적으로 상

호작용을 하며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아동 B는 다른 연구 대상 아동에 비하여 언어적 표현이 잘 이루어지

는 편이다. 비교적 정확한 발음으로 문장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언어적 표현을 하거나 반향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의사소통

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래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친구의 이름을 말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또래와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돌발 행동을 하

는 경우가 많아 학교생활적응에서 많은 문제를 보인다. 또한 움직임이

심하고 이탈행동이 심하다. 특히 또래와의 관계에서 위협하는 말을 하거

나 친구를 때리거나 깨무는 행동을 많이 한다. 또한 물건을 던지거나 공

격 행동을 하여 또래들이 아동 B와 함께 활동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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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부모가 교육 및 치료에 관심이 많고 지원을 많이 해주어 치료

기관에 노출된 경험이 많다. 그로 인해 교육이나 치료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 및 반응을 알고 있다. 하지만 주로 개인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아동이 함께 활동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보인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사물놀이를 배운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음

악 활동에 관심이 있고 리듬에 잘 반응하는 편이다.

(3) 아동 C

아동 C는 자폐성장애로 1학년 때부터 특수학급에서 생활하였다. 돌발

행동이 심하여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하며, 점심시간에도 특수학급에서 따로 식사를 한다. 여러 가지 문제 행

동으로 인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이 항상 동행한다.

KISE-SAB 검사의 사회적 적응행동지수가 71점으로 경계선에 해당한

다. 그리고 사회성숙도검사 결과 사회연령과 생활연령이 3세 이상 차이

가 난다.

아동 C는 성격이 급하여 항상 몸이 먼저 움직이는 편이다. 그렇다 보

니 돌발적인 행동을 자주 한다. 특히 이탈 행동이 매우 잦으며 주변에

보이는 물건을 만지거나 두드려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을 많이 한다. 다

른 사람에게 뛰어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주변 또래들이 아동 C를 피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이나 반응에 관심이 없고, 자신

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

반향어 사용이 많으며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화

와 관계없는 말을 하거나 “우우”, “아아” 등의 소리를 내고, 갑자기 노래

를 부르는 등 의사소통의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좋거

나 싫은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문장으로 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기억력이 좋으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쉽게 모방하여 행동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이해력이 좋은 편이다.

악기를 두드려 소리 내거나 춤추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에너

지가 많고 흥이 많아서 역동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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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향

설정

· 연구 주제 선정

· 연구 주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예비연구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

연구

대상

선정

· 연구 대상 학교 및 아동 선정

· 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동의

· 연구 대상 아동의 진단 및 평가

⇓

연구

도구

제작

· 즉흥연주 음악교육 프로그램 설계

· 연구도구 제작

· 타당도 검증

⇓

연구

실시

· 즉흥연주 음악 수업 실시

· 사회적 상호작용,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 관찰

· 교사와의 면담 실시

·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 실시

⇓

자료

분석

· 음악 수업에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 분석

· 쉬는 시간에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 분석

·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 분석

⇓

결과

도출

· 즉흥연주 활동을 통한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

· 즉흥연주 활동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2. 연구 절차

즉흥연주 활동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그림 Ⅲ-1]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그림 Ⅲ-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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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구 방향 설정의 단계이다.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을 연구의 주제로 삼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능성 및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에 B 초등학

교 특수학급의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2주에 걸쳐 예비연구를 실시하

였다. 예비연구를 통하여 연구 대상에게 적합한 연구 방법 및 내용을 파

악하고 연구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및 방향을 분명히 하고, 2019년 2월 18일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IRB No. 1902/003-002)을 받았다.

둘째, 연구 대상 선정의 단계이다. 연구 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서울

시내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전화와 전자메일, 방문을 통하

여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교육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느껴 연구를 의뢰하는 학교의 학생을 1차적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각종 검사 및 학부모 동의 등의 과정을 통해 2차적 선정이 이루어

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명 이상의 학생들로 그룹을 형

성할 수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실행을 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연구의 교육적 중재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았고, 연구를 실시할 시간 및 장소 등

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연구 대상 아동의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연구 대상

학생들의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졌다.

셋째, 연구도구 제작의 단계이다. 먼저 선행연구 분석 및 예비연구를

토대로 즉흥연주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연구를 4단계로 구성

하여 각 단계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

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제작하였다. 각각의 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모든

연구도구는 음악교육 전공 교수, 음악교육 전공 박사수료생, 특수교육 전

공 교사에게 타당도를 검증받고,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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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연구 실시의 단계이다. 연구는 대상 아동이 학기 초 새로운 학

급 및 친구들과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학교생활적응 시

기를 거친 뒤 시작하였다. 즉흥연주 음악 수업은 2019년 3월 26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 주 1회, 총 20차시 실시하였다. 음악 수업은 연구자

가 직접 진행하였고, 특수교사 및 보조원이 수업 시간에 함께 참여하였

다. 수업 시간 및 쉬는 시간 모습을 녹화하여 사회적 상호작용과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를 관찰하고, 변화 과정을 탐색하였다. 또한 특수교

사 및 담임교사와의 면담 및 평가를 통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사회적 상호

작용의 행동 및 변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섯째, 자료 분석의 단계이다. 자료 분석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음악

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의 영역별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는 시각적 분

석, 사전·사후 결과 분석, 질적 분석 등의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결과 도출의 단계이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즉흥연주 활

동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즉흥연주

활동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방법

1) 즉흥연주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즉흥연주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즉흥연주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아동의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음악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즉흥연주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 음악 활동으로 구안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음악 수

업의 기본적 틀은 유지하되, 즉흥연주를 주된 활동으로 삼아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음악적 환경 및 음악적 자

극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즉흥연주 음악교육 프로

그램은 음악과 교육과정 및 즉흥연주의 기법,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교수 방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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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4학년

∙박, 박자

∙음의 길고 짧음

∙간단한 리듬꼴

∙음의 높고 낮음

∙차례가기와 뛰어가기

∙소리의 어울림

∙셈여림

∙빠르기

∙목소리, 물체 소리, 타악기의 음색

음악과 교육과정 즉흥연주 기법 사회적 상호작용

공통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

창조적

음악치료

오르프

교수법

자립생활

교수·학습

자료

반응성

상호작용

중재

⇓

즉흥연주 음악교육 프로그램

[그림 Ⅲ-2] 즉흥연주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2015 음악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아동의 학년

에 학습해야 할 음악 요소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수교육 대

상 학생은 각 학생의 장애 특성이나 장애의 정도 및 학교의 실정을 고려

하여 공통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2015). 여기에서 공통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

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고, 기본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통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의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중 발달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표 Ⅲ-2> 공통 교육과정의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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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초등학교 3～4학년 성취기준

표현

[4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4음01-02]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

[4음01-05] 주변의 소리를 탐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감상

[4음02-01] 3～4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4음02-02] 상황이나 이야기 등을 표현한 음악을 듣고 느낌을 발표

한다.

생활화 [4음03-02] 음악을 놀이에 활용해보고 느낌을 발표한다.

영역 초등학교 3～4학년 성취기준

표현

[4음악01-03] 타악기나 신체로 말 리듬을 표현한다.

[4음악01-04] 몸이나 주변 물건으로 다양한 소리를 낸다.

[4음악01-05] 여러 가지 타악기의 소리를 탐색한다.

본 연구 활동의 특징을 반영하여 음악과 공통 교육과정에서 국악 내

용은 제외하고 발췌한 음악 요소와 개념은 <표 Ⅲ-2>와 같다. 이 음악

요소는 각 수업의 주요 학습 내용으로 삼았다.

그리고 공통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과의 성취기준 중 즉흥연주 활동과 관련된 요소를 <표 Ⅲ-3>와 <표 Ⅲ

-4>와 같이 발췌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표 Ⅲ-5>와 같이 본 연구의

즉흥연주 활동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음악과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 수준에 다루어야 할 음악의 요소로 “빠름과 느림, 큰 소리와

작은 소리, 같은 음과 다른 음”(교육부, 2015, p. 290)을 제시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 음악의 요소를 즉흥연주 활동의 주요 요소로 삼고

목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이 즉흥연주 활동 목표를 바탕으로 매 차시 수

업의 학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후 평가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마련하

였다.

<표 Ⅲ-3> 음악과 공통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발췌

<표 Ⅲ-4> 음악과 기본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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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음악01-06] 여러 가지 타악기로 자연과 생활 주변의 소리를 즉흥적

으로 표현한다.

[4음악01-08] 빠른 음악과 느린 음악을 몸이나 타악기로 표현한다.

[4음악01-10]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악기로 표현한다.

[4음악01-11] 2박, 4박에 맞추어 걷거나 손뼉을 친다.

[4음악01-13] 악기 소리나 목소리를 듣고 같은 음과 다른 음을 구별한다.

감상

[4음악02-02] 다양한 소리를 듣고 그림, 몸동작, 악기로 표현한다.

[4음악02-05] 빠르기나 소리의 크기에 따라 몸이나 악기로 표현한다.

[4음악02-06]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몸으로 반응한다.

생활화

[4음악03-01]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표정, 몸동작, 목소리 등

으로 반응한다.

[4음악03-02] 가족, 친구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고 느낌을 표현한다.

[4음악03-04] 친구들과 함께 노래에 맞추어 놀이를 한다.

영역 즉흥연주 활동 목표

표현

· 주변의 소리 및 악기를 탐색하여 즉흥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빠르기의 변화에 반응하며, 다양한 빠르기로 즉흥연주 할 수 있다.

· 소리의 크기 변화에 반응하며, 다양한 셈여림으로 즉흥연주 할 수

있다.

· 박자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거나 즉흥연주 할 수 있다.

· 같은 음과 다른 음, 높은 음과 낮은 음을 구별하여 즉흥연주 할 수

있다.

감상

· 다양한 소리나 음악을 듣고 느낌을 즉흥연주로 표현할 수 있다.

· 이야기, 그림 등을 표현한 음악을 듣고 느낌을 즉흥연주로 표현할

수 있다.

· 빠르기나 소리의 크기 변화에 따라 즉흥표현을 할 수 있다.

생활화

· 친구의 연주를 듣고 함께 그룹 즉흥연주를 하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 노래 및 연주에 맞추어 친구들과 놀이를 할 수 있다.

<표 Ⅲ-5> 즉흥연주 활동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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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즉흥연주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즉흥연주의 다

양한 기법 중 창조적 음악치료의 즉흥연주 및 오르프의 즉흥연주를 적용

하였다. 창조적 음악치료의 즉흥연주 기법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즉흥성

을 강조하며, 학생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즉흥연주를 통해 음악하기(Musicing)에 직접 참

여함으로써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내적 경험을 표현하도록 유도하였다.

특별히 창조적 음악치료의 단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업의 단계

를 음악적 만남 단계, 음악적 반응 유도 단계, 자유로운 표현 및 상호작

용 단계, 음악활동 마무리 단계로 재구성하였다.

오르프 즉흥연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음악적 생각 및 경험

을 중시하였고, 자유로운 음악적 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오르프 즉

흥연주에서 많이 쓰이는 오스티나토나 보르둔 기법을 활용하여 음악의

구조를 제시하고, 다양한 표현을 담을 수 있는 음악적 틀을 제공하였다.

또한 말하기 및 신체 표현을 통하여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즉흥 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 아동들의 음악적 능력 및 신체

적 능력을 고려하여 연주하기 쉬운 오르프 악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하여 중도·중복장애 자립생활 교수학습 자료 중 자기 결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내용, 그리고 반응성 상호작용 중재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중도·중복장애 자립생활 교수학습 자료는 중도·중

복장애 학생이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자립

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립 생활 내용과 기능적 생활 기

술을 제시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5). 이 중 자기 결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신 및 타인의 인식으로부터 타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을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기 인식과 관리, 자기

옹호와 선택, 수용과 거절, 자기주장의 4가지 내용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성 상호작용 중재(Responsive teaching; RT)는 부모 또는 교사가

영유아와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근거 기반의 영유아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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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이다(Mahoney & MacDlonald, 2007). 반응성 상호작용 중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유아의 발

달과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발달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마다 <표 Ⅲ-6>과 같이

발달에 기초가 되는 16개의 중심축 발달행동 목록을 제시하였다.

<표 Ⅲ-6> 반응성 상호작용 중재의 중심축 발달행동(김정미, 2014)

발달영역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중심축

발달행동

사회적 놀이

주도성

탐색

문제해결

실행

공동활동

공동주의

자발적 발성

의도적 의사소통

대화

신뢰

감정이입

협력

자기조절

자신감

통제감

본 연구에서는 자립생활 교수학습 자료 및 반응성 상호작용 중재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

를 <표 Ⅲ-7>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소외된

아동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요소로 자신 및 타인의 인

식 요소를 포함하였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또래와 적절한 사

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조절 및 통제 요소를 포

함하였다. 또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임할 수 있도

록 선택과 책임 및 자기주장 및 주도성 요소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즉흥

연주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 협

력과 조화를 배울 수 있도록 협력과 조화 요소를 포함하였다. 이 사회적

상호작용 요소를 바탕으로 매 수업의 학습 내용 및 방법을 구성하였다.

<표 Ⅲ-7> 사회적 상호작용 요소

사회적 상호작용 요소

자신 및

타인의 인식

자기조절

및 통제

선택과

책임

자기주장

및 주도성

협력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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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목표

1 탐색
· 친밀감 형성

· 악기 탐색

2
관계

형성

교사 및

또래
·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형성

악기 및

음악

· 다양한 표현 방법 탐색

· 음악적 요소의 이해

3
창의적 음악

표현 및 반응

· 음악적 표현력 및 창의성 향상

· 음악적 반응 및 자기표현 향상

4
자유로운

상호작용

· 음악적 상호작용 향상

·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즉흥연주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탐색 단계로, 교사 및 또래를 알아가고 자신을 소

개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또한 다양한 악기를 접해봄으로써

악기의 소리 및 연주 방법을 탐색하여 즉흥연주의 기초를 다진다. 두 번

째는 관계 형성 단계로,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음악적 소통을

통하여 관계를 쌓아가는 단계이다. 또한 악기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

로, 악기의 표현 방법을 익히고 음악적 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창의적 음악 표현 및 반응 단계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즉흥연주를 통

한 다양한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 마지막은 자유로운 상

호작용 단계로, 음악 안에서 활발한 상호작용 및 자기표현이 이루어지도

록 한다. 이는 본 연구의 마지막 단계이자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각 단계는 연계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고, 1단계 및 2단계의

활동을 통하여 음악적 요소 및 악기,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구성원을 익

혀 3단계와 4단계에서 보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즉흥연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반복적이고 단계적인 활동을 통하여 음악적 표현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교사 주도의 활동이 아

닌 학생 주도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Ⅲ-8> 즉흥연주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단계



- 71 -

단
계

차
시

학습 주제 음악 요소
사회적 상호작용

요소

1
단
계

1 함께 인사해요 간단한 리듬꼴 자신 및 타인의 인식

2 악기랑 놀아요 악기의 음색 자신 및 타인의 인식

3 같아요 달라요 타악기의 음색 자신 및 타인의 인식

4
쿵짝짝
따라해요

박, 박자,
간단한 리듬꼴

자신 및 타인의 인식,

협력과 조화

2
단
계

5 하나 둘 셋 넷
박, 박자,

음의 길고 짧음
자기조절 및 통제,

협력과 조화

6 높아요 낮아요 음의 높고 낮음
자신 및 타인의 인식,

협력과 조화

7
도레미
연주해요

음의 높고 낮음,
차례가기와 뛰어가기

자신 및 타인의 인식,

자기주장 및 주도성

8 빠르게 느리게 빠르기 자기조절 및 통제

9 세게 여리게 셈여림 자기조절 및 통제

3
단
계

10
날씨를
표현해요

타악기의 음색
자기주장 및 주도성,

자기조절 및 통제

11 소풍을 떠나요
타악기의 음색,
빠르기

자기주장 및 주도성,

자기조절 및 통제

12
기분을
표현해요

목소리, 물체 소리,
타악기의 음색

자기주장 및 주도성

13
내 친구를
소개해요

간단한 리듬꼴,
타악기의 음색

자기주장 및 주도성

협력과 조화

4
단
계

14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 음악 1

음의 길고 짧음,
간단한 리듬꼴

자기주장 및 주도성,

선택과 책임

15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 음악 2

음의 높고 낮음,
셈여림

자기주장 및 주도성,

선택과 책임

16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 음악 3

빠르기,
차례가기와 뛰어가기

자기주장 및 주도성,

선택과 책임

17
우리가 다시
그린 그림 음악

빠르기,
간단한 리듬꼴

자기주장 및 주도성,

선택과 책임

18 리듬 즉흥연주 소리의 어울림
자기조절 및 통제,

협력과 조화

19 가락 즉흥연주 소리의 어울림
자기조절 및 통제,

협력과 조화

20
즉흥연주
음악극

소리의 어울림
자기조절 및 통제,

협력과 조화

차시별 학습 주제 및 학습 내용은 <표 Ⅲ-9>와 같고, 교수·학습 과정

안은 [그림 Ⅲ-3]과 같이 수업별로 작성하였다.

<표 Ⅲ-9> 차시별 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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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5월 7일 화요일 5교시 차시 6/20

학습주제 높아요 낮아요

학습목표
· 높은 음과 낮은 음을 구별하여 즉흥연주 할 수 있다.

· 친구와 함께 그룹 즉흥연주를 하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음악 요소 음의 높고 낮음
사회적

상호작용 요소

자신 및 타인의 인식,

협력과 조화

단

계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음악

적

만남

◆ 인사 노래 부르기

- ‘인사 노래’ 부르며 선생님, 친구들과 인사하도록 한다.

- 인사를 하며 터치벨을 연주하도록 한다.

◆ 음악 시간 약속 확인하기

- 아동들과 함께 만든 ‘약속 노래’를 부르며 음악 시간에 지켜

야 할 규칙을 상기한다.

◆ 음계 익히기

- 교사가 음계에 따라 터치벨을 연주하여 학생들이 음의 높고

낮음에 따른 소리의 변화를 익히도록 한다.

10‘ ※터치벨

전

개

음악

적

반응

유도

자유

로운

표현

및

상호

작용

◆ 음의 높낮이를 몸으로 익히기

- ‘올라갔다 내려갔다’ 노래를 부르며 음의 높고 낮음을 손으

로 표현한다.

- 스카프를 움직이며 음의 높고 낮음을 몸으로 익힌다.

◆ 음의 높낮이를 실로폰 연주로 익히기

- 실로폰으로 음계를 연주하며 음의 높낮이를 익힌다.

- ‘올라갔다 내려갔다’ 노래에 맞추어 실로폰을 연주하며 음의

높고 낮음을 표현한다.

- 두 음을 사용하여 실로폰 즉흥연주 한다.

◆ 붐웨커로 음의 높낮이 표현하기

- 붐웨커로 음계를 연주하며 음의 높낮이를 익힌다.

- ‘작은 별’ 노래에 맞추어 친구들과 함께 붐웨커 연주를 하며

음의 높고 낮음을 표현한다.

- 각각 다른 음의 붐웨커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붐웨커 그룹

즉흥연주를 한다.

20‘ ※스카프

※실로폰

※붐웨커

정

리

음악

활동

마무

리

◆ 음악적 소감 표현하기

- ‘소리를 따라 해요’ 노래에 맞추어 음의 높낮이 활동에 대한

소감을 스카프를 가지고 표현하도록 한다.

◆ 정리하기

- ‘치우자’ 노래를 부르며 악기 및 도구를 정리하도록 한다.

- ‘마침 노래’를 부르며 윈드차임을 연주한다.

10‘ ※스카프

※윈드차

임

[그림 Ⅲ-3]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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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시간

도입 음악적 만남
· 인사 노래, 약속 노래

10분
· 동기유발 활동

전개

음악적 반응 유도

· 악기 탐색

20분

· 지시 따르기

· 음악적 자극을 통한

즉흥 음악 반응

자유로운 표현 및

상호작용

· 자유로운 즉흥연주

· 그룹 즉흥연주를 통한 상호작용

정리 음악활동 마무리
· 활동 느낌 나누기

10분
· 마침 노래

<표 Ⅲ-10> 수업의 단계

또한 매 차시 수업은 <표 Ⅲ-10>과 같이 창조적 음악치료의 단계를

바탕으로 도입, 전개, 정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도입은 음악적 만

남 단계, 전개는 음악적 반응 유도 단계, 자유로운 표현 및 상호작용 단

계, 정리는 음악활동 마무리 단계로 재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에 따

라 수업을 구성하였으나 학생들의 다양한 표현 및 반응에 따라 각 단계

는 확장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였다. 수업은 4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즉흥연주 활동은 전개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도입 부분에서는 인사 노래를 부르며 학생과 교사가 서로 인사를 나

누면서 자신 및 타인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매 시간 인사 노래로 수업을 시작하면서 아동들이 수업

의 시작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수업의 내용을 구조화 하였으며 노래를 통

한 음악적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인사 노래를 반복하여 부를 때

는 새로운 악기를 제시하여 악기를 연주하면서 인사하도록 하여 새로운

악기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첫 시간에 음악 시간에 지

켜야 할 약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동들과 함께 만든 가사로 약

속 노래를 만들어 매 시간 부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업에 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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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가짐을 다지고 음악 수업시간의 규칙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소리나 악기의 제시를 통한 음악적 동기유발을 통하여 수업 내용

및 목표를 안내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아동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개 부분은 즉흥연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매 수업마다 3∼4 종류

의 악기군을 제시하여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먼저 악기로

소리를 내 보거나 다양한 연주 방법을 탐색하고, 교사의 지시를 따르며

연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가 새로운 음악적 자극을 제시하는 것을

통하여 그에 대한 음악적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이 때 음악적 반응

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즉흥연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자유로운 즉흥

연주 활동을 통해 리듬악기와 가락악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리듬과 가락,

화음에 대해 인식하고 그를 활용한 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가 셈여림, 빠르기, 음색의 변화가 있는 다양한 음악적 자극을 제시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학생들도 다채로운 즉흥연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다. 교사 및 학생들이 함께 하는 그룹 즉흥연주를 통하여 음악적 소

통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정리 부분에서는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모든 악기를 제시하고 아동들

이 원하는 악기를 선택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한 악기로 수

업을 통하여 느낀 점을 즉흥연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마침

노래를 부르며 교사 및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음악을 통하여 수업이

마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 설계

(1) 단일대상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단일대상연구 설계에 따라 이루어졌다. 단일대상연구는 교

육 혹은 임상 현장에서 연구 대상의 행동 변화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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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구 방법이다(변관석, 2018). 단일대상연구 방법은 “개별 대상들의

행동 변화를 체계적이고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대상에

게 실시한 중재와 그 대상의 행동 변화간의 기능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중재의 효과를 입증”(이소현, 박은혜, 김영태, 2000, p. 34)하는 연구 방법

이다. 단일대상연구는 한 명 내지 두세 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진다. 또한 단일대상연구는 명백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행동을 주로 다룬다(정현주, 2005).

단일대상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속적인 행동

평가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이소현 외, 2000). 따라서 단일

대상연구는 서로 다른 실험조건에서 여러 번 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

고, 이러한 지속적 평가를 통하여 중재 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매 차시

마다 목표행동을 측정하여 변화의 경향을 분석하는데, 이를 통하여 독립

변인에 의하여 목표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임을 밝힌다. 또한 독립변

인 외의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해 준다.

단일대상연구의 자료 분석은 통계적인 방법이 아닌 시각적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지속적인 측정이 이루어지는 실험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

어지는 수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각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단일대상연

구의 또 다른 특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재 효과가 동일한 대상자에

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행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비

교하기 위하여 시간 차이를 두어 동일한 대상에게 실험을 실시한다.

단일대상연구의 여러 가지 설계 중 본 연구에서는 반전설계를 적용하

였다. 반전설계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기능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입

증할 수 있는 방법”(변관석, 2018, p. 53)이다. 반전설계에서는 기초선 자

료의 수집 이후 중재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다시 반전

하여 기초선과 중재의 구간을 도입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중재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행동의 변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중재로 인한 변화임을 입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

구의 독립변인은 즉흥연주 활동이며 종속변인, 즉 목표행동은 사회적 상

호작용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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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초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중재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중재가 제공되기 일

주일 전 음악 수업 시간 및 쉬는 시간의 모습을 촬영하여 사회적 상호작

용 행동을 관찰하였다. 기초선 자료가 3회기 이상 일관성을 보였을 때

중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교사와의 면담 및 상호작용 평가를

실시하여 사전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초선 구간에서 모든 아동의 행동이 안정성을 나타내었을 때 즉흥연

주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수업은 40분 동안 주 1회 이루어졌

으며, 총 20차시 실시되었다. 특수학급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아

동들이 상호작용하기 쉽도록 책상을 치우고 반원 형태로 마주보며 앉을

수 있도록 자리배치를 하였다. 매 수업 및 쉬는 시간의 모습을 촬영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음악적 양상에 대한 관찰을 실시하였다.

(2)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즉흥연주 활동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적용하였다. 단일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것에 비해 결과에 있어서 신뢰성이 떨

어질 수 있으나 실험집단과 유사한 통제집단을 구성하는 것에 현실적 제

약이 있기 때문에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적용하였다(변관석,

2018b).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전과 사후에 사회적 상호작용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3) 질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즉흥연주 활동에서 나타나는 연구 대상 아동의 변화

과정 중 수치화할 수 없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인 연구를 동시

에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단일대상연구 및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완하고, 중재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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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도구 및 결과 분석 방법

1) 연구 대상 선정

(1) KISE-SAB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KISE-SAB(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Scales of Adaptive Behavior)’ 검사를 실시하였다. KISE-SAB

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적응행동검사로, 국내외의 다양한 적응행동

검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우리의 생활

양식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한 검사이다. KISE-SAB 검사는 개념적 적

응행동검사, 사회적 적응행동검사, 실제적 적응행동검사의 영역으로 구성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상호작용이나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

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적응행동검사를 실시하였다. 적응행동지

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130 이상은 최우수, 120 이상 130 미만은 우수, 110

이상 120 미만은 평균상, 90 이상 110 미만은 평균, 80 이상 90 미만은 평

균하, 70 이상 80 미만은 경계선, 69 이하는 지체로 분류하여 해석한다.

(2) 사회성숙도 검사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하여 ‘사회성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성숙도

검사는 Doll이 개발한 ‘바인랜드 사회성숙척도(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를 우리나라에서 김승국, 김옥기(1995)가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표

준화한 검사이다. 사회성숙도검사는 개인의 자조, 이동, 작업, 그리고 의

사소통, 자기관리, 사회화 등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사회성숙

도 검사는 어린 아동과 지적장애 아동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검사이다.

사회성숙도 검사의 결과는 사회연령(Social Age : SA)과 사회지수

(Social Quotient)로 제시된다. 사회연령은 현재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알 수 있는 아동의 사회성 연령이고, 사회지수는 또래와의 차이를 살펴



- 78 -

볼 수 있는 사회성 수치이다. 사회지수가 100일 경우 아동이 현재의 생

활연령에 맞는 사회성 발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지수가

100 이하이면 또래보다 사회성 발달이 늦다는 것을, 100 이상이면 사회

성 영역의 발달이 또래보다 빠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사회적 상호작용 분석

(1)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관찰

연구 대상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Holloway

와 Rechhart-Erickson(1988)의 ‘상호작용 행동의 관찰범주’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상호작용 관찰도구는 또래와

의 상호작용 행동, 교사와의 상호작용 행동, 그리고 비사회적인 행동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범주는 긍정적 상호작용, 부정

적 상호작용, 의존적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 행동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범주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 범주별로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과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하였다. 긍정적 행동의 하위 항목은 연

구 대상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및 관계 형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행동을 선정하였고, 부정적 행동의 하위 항목은 수업참관 및 교사와

의 면담을 통해 연구 대상 아동의 핵심적 문제 행동을 바탕으로 선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에 연구 대상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하였는데, 사회적 상호자굥 행동에 대한 조

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수업 시간에는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을, 쉬는 시간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행동 중 긍정적 행동으로 미소 및

웃음, 바라보기, 대화 시도를, 부정적 행동으로 방해하기, 공격 행동, 혼

자 놀기의 3가지 하위 영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교사와의 상호작용 행동

중 긍정적 행동으로 눈 맞춤, 대답하기, 지시 따르기를, 부정적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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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영역 하위 영역 조작적 정의

또래와의

상호작용

행동

긍정적

행동

미소 및

웃음

또래를 향해 친밀감을 표현하는 미소나

웃음을 주고받는 행동

바라보기 밝은 표정으로 또래를 바라보는 행동

대화 시도

또래를 부르거나 자신의 경험 혹은 의견

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먼저 또래에게 말을 거는 행동

부정적

행동

방해하기
또래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활동

을 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는 행동.

공격 행동

또래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 위협적인 말

등을 하는 행동. 또래를 밀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고,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등 공포감이나 위협을 주는 행동

혼자 놀기 또래에 관심을 갖지 않고 혼자 노는 행동

교사와의

상호작용

긍정적

행동

눈 맞춤
교사와 눈을 맞추거나 교사를 바라보는

행동

대답하기
교사의 질문이나 요구에 적절한 응답을

하거나 언어적 반응을 보이는 행동

지시

따르기

교사가 언어적, 음악적으로 지시를 했을

때 그에 맞는 행동을 수행함으로 지시에

따르는 행동

부정적

행동

무시하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교사의 지시나 안

내에도 반응하지 않는 행동

거절하기 교사의 지시를 거절하는 말이나 행동

이탈 행동
활동 중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리

를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행동

무시하기, 거절하기, 이탈 행동의 3가지 하위 영역을 설정하였다.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기초선, 중재 구간에 아동의 음악 수업 시간 및 쉬는 시간

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녹화된 영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녹화된 영상

중 음악 수업 전개 부분 20분과 수업 이후 쉬는 시간 10분의 사회적 상



- 80 -

호작용 행동을 관찰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은 등간 기록법(Interval Recording) 중 부분간

격 기록법(Partial-Interval Recording)으로 기록하였다. 수업 시간 20분

및 쉬는 시간 10분을 각각 20초 간격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이 발생했는지를 기록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

동을 관찰하여 목표행동이 구간 전체 동안 지속되지 않더라도 최소 1회

이상 발생하면 (+)로, 발생하지 않으면 (-)로 기록하였다. 사회적 상호작

용은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각각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상호

작용 행동의 발생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행동 발생률 =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 구간의 수

X 100
총 구간의 수

사회적 상호작용 관찰 및 행동 발생률 측정은 연구자가 제 1 관찰자

가 되어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평가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파

악하기 위하여 관찰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는 음악

치료를 전공한 제 2 관찰자가 총 연구의 30%에 해당하는 6차시 수업을

관찰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측정하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관찰

기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두 관찰자는 영상 관찰 이전에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조작적 정의를 숙지하고, 구체적인 관찰 행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 아동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아

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예비연구 영상을 보면서 기록 훈련을 실시하

였고, 두 관찰자의 일치도가 90% 이상이 된 이후에 실제 관찰 및 분석

을 시작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 =
동의 구간 수

X 100
동의 구간 수 + 비동의 구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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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 대상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에 관한 관찰자간

신뢰도의 평균 및 범위는 <표 Ⅲ-12>과 같다.

<표 Ⅲ-12> 관찰자간 신뢰도

내용 대상 아동A 아동B 아동C

또래와의

상호작용

평균 98.34 97.85 98.12

범위 96.3 ～ 99.17 93.33 ～ 100 95.83 ～99.17

교사와의

상호작용

평균 98.25 97.21 97.61

범위 97.5 ～ 100 95.14 ～100 95.83 ～100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고

시각적 분석(visual analysis)으로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래프 자료를

통한 시각적 분석은 교육 및 임상 현장과 응용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Copper, Heron, & Hward(1987)에 의하면, 시각적 분석은 다

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목표행동이 통계적 유의도를 보일 정도

로 변화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적 유의도 측면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

기 때문에 교육 및 임상 현장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시각적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유발하는 독립변인을

판별할 수 있다. 셋째, 자료의 계속적인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각적 분석은 자료의 변동으로 인한 변인들의 관계를 이해하여 변동성

의 근원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시각적 분석은 통계적 분석에 비해

개별적으로 융통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분석과 함께 효과크기를 산출해 중재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비모수적 효과크기 분석(Non-Parametric Effect

Size)의 방법으로 비중복비율(PND), 중복비율(POD), 중위수 비중복비율

(PEM), 경향선 비중복비율(PEM-T), 그리고 전체 비중복비율(PAND)을

실시하여 중재 효과를 분석하였다.

비중복비율(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 : PND)은 두 실험

조건 간 중복되지 않는 자료점의 비율을 말한다. 보통 행동 증가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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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효과크기 판단

90% 이상 100% 이하 높은 효과성

70% 이상 90% 미만 보통 효과성

50% 이상 70% 미만 낮은 효과성

50% 이하 중재 효과가 없음 또는 부정적 효과

인 연구에서는 기초선 구간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중재 구

간 자료점의 개수를 중재 구간 전체 자료점의 개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

여 계산한다. 반대로 행동 감소가 목적인 연구인 경우에는 기초선 구간

의 최저점과 중복되지 않는 중재 구간 자료점의 비율을 계산한다. 비중

복비율은 <표 Ⅲ-13>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변관석, 2018, p. 190).

<표 Ⅲ-13> 비중복비율 판단 기준

중복비율(Percentage of Overlapping Data : POD)은 두 실험조건 간

중복되는 자료점의 비율이다. 기초선 구간의 최고점 혹은 최저점과 중복

되는 중재 구간 자료점의 수를 계산하여 중재 구간 전체 자료점의 개수

로 나누어 100을 곱한다. 중복비율이 낮을수록 중재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중위수 비중복비율(Percentage of data Exceeding the Median :

PEM)은 기초선 구간의 최고점이나 최저점이 아니라 중위값 자료점을

기준으로 중재 구간의 비중복 자료점 비율을 계산한다. 이는 기초선 구

간의 최고점 혹은 최저점이 다른 자료점들과는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크

거나 작게 나타나 중재의 효과성을 낮게 측정할 수 있는 비중복비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

경향선 비중복비율(Percentage of data Exceeding the Median Trend

: PEM-T)은 기초선 구간의 1회기 자료점과 기초선 구간의 마지막 회기

자료점을 선으로 연결한 뒤 그 선을 중재구간으로 계속 이어 경향선을

그렸을 때, 맞닿거나 경향선보다 위에 있는 자료점(행동 감소가 목적인

연구의 경우, 아래에 있는 자료점)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는 중위수 비중

복비율과 마찬가지로 비중복비율이 지니는 과소판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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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중복비율(Percentage of All Non-overlapping Data : PAND)

은 비중복비율과 마찬가지로 기초선의 최고점 혹은 최저점과 중복되지

않는 중재 구간의 자료점의 수를 찾되, 이를 기초선 구간과 중재 구간

전체 자료점의 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전체 비중복비율

은 비중복비율의 과소판단 가능성과 중위수 비중복비율의 과대판단 가능

성을 보완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

또한 비모수적 효과크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적 효과크기

(Quantitative Effect Size)도 함께 분석하였다. 양적 효과크기는 기술적

인 통계에 기반을 둔 효과크기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효과크기

분석방법으로 표준화된 평균 차이(Standardized Mean Difference :

SMD)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SMD는 중재 구간 자료점의 평균 수치에서

기초선 구간 자료점의 평균 수치를 뺀 값을 기초선 구간 자료점 수치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으로 SMD 수치가 4.0을 초과하면 중재

의 효과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즉흥연주 활동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평가

연구 대상 아동이 즉흥연주 활동에서 보이는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

하여 양은아(2009)가 개발한 ‘음악치료 환경에서 자폐 범주성 장애 유아

의 상호작용 측정을 위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는 사

회연령이 낮은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 유아

를 대상으로 구안된 평가도구가 연구 대상 아동들의 활동 평가에 적합하

였다. 이 평가도구에서 자폐 범주성 장애는 자폐, 자폐성 장애, 비전형

자폐증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 발달장애와 정신지체, 발달지체를 포함하

는 상호작용에 결함을 보이는 장애 유아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대상이 평가도구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평가도구를 선정하

였다. 또한 즉흥연주는 음악치료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이기 때문에 음악

치료 평가도구가 즉흥연주 중심의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본 연구에서의

행동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재 전과

후에 평가를 실시하여 상호작용 양상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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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노래, 연주, 감상 등의 음악 활동과 음악적 행동에 초점을 두

어 평가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정서 요인, 공동놀이 요인, 지시반응성 요인

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총점은 230점이다.

양은아(2009)는 239명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이 검사 도구를 활용하

여 상호작용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상호작용 검사의 평균이

129.28이고, 표준편차가 39.96이었다. 하위요인 중 정서행동 영역의 평균

은 53.35, 표준편차는 16.25이고, 공동놀이 행동 영역 영역의 평균은

45.03, 표준편차는 16.51이며, 지시반응성 행동 영역의 평균은 30.90, 표준

편차는 9.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에 따라 중재의 첫 차시 및

마지막 차시에 평가를 실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3) 학교생활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평가

연구 대상 아동이 실제 학교생활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양상을 파악하고, 연구 전과 후에 상호작용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 대상 아동의 담임교사 및 특수교사를 통하여 즉흥연주 음

악교육이 시작되기 1주일 전, 그리고 모든 중재를 마친 1주일 뒤에 평가

를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행동평정 척도’는 Fantuzzo, Coolahan, Mendez, Mc

Dermontt, Sutton-Smith(1998)가 제작한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PIPPS)을 바탕으로 최혜영(2004)이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것이다.

PIPPS는 아동의 놀이 상호작용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놀이 지속

행동, 놀이 방해 행동, 놀이 중단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총 3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혜영(2004)은 이 척도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놀이행동에 대한 문항은 제외하고 또래와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행동에

관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

도록 수정·보완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평정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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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교사와의 상호

작용을 추가하여 학교에서 나타나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교사와의 상

호작용 행동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평가 도구를 개발한 최혜영(2004)의 연구에서 190명의 아동을 대상

으로 또래 상호작용을 평가한 결과 긍정적 상호작용은 평균이 13.46, 표

준편차가 4.59였고, 부정적 상호작용의 평균이 9.74, 표준편차가 6.37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에 따라 중재 전과 후에 상호

작용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3)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 분석

즉흥연주 활동에 나타나는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 관찰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의 구

체적 평가 기준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음악적 반응 영역의 관찰척도는 Mursell(1987)과 정세문(1986)이 제시

한 음악적 반응의 유형을 중심으로 발달장애 아동의 특징을 고려하여 구

안하였다. 음악적 반응 영역의 요소는 신체적 반응, 언어적 반응, 연주적

반응이다.

또한 음악적 태도 영역의 관찰척도는 박은영(2012)이 개발한 ‘교사용

유아 음악적 태도 검사 도구’ 및 황인주(2008)의 연구에서 실시한 음악적

태도 평가 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음악적 태도 영역의 요

소는 집중력, 참여도, 자발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각 영역을 1점부터 5점까지 5

단계의 평정 척도로 표시하였다. 수업을 직접 실시한 연구자가 수업 시

간의 경험 및 수업 영상을 통한 관찰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매 차시 수

업 이후, 또한 사전과 사후에 평가를 실시하여 중재를 통한 변화를 확인

하였다. 평가는 2개의 영역별로 실시하였고, 모든 수업 시간의 평가 결과

를 그래프로 그리고 시각적 분석으로 변화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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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가 기준

표현

· 주변의 소리 및 악기를 탐색하여 즉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 빠르기의 변화에 반응하며, 다양한 빠르기로 즉흥연주 할 수 있는가?

· 소리의 크기 변화에 반응하며, 다양한 셈여림으로 즉흥연주 할 수

있는가?

· 박자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거나 즉흥연주 할 수 있는가?

· 같은 음과 다른 음, 높은 음과 낮은 음을 구별하여 즉흥연주 할 수

있는가?

감상

· 다양한 소리나 음악을 듣고 느낌을 즉흥연주로 표현할 수 있는가?

· 이야기, 그림 등을 표현한 음악을 듣고 느낌을 즉흥연주로 표현할

수 있는가?

· 빠르기나 소리의 크기 변화에 따라 즉흥표현을 할 수 있는가?

생활화

· 친구의 연주를 듣고 함께 그룹 즉흥연주를 하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가?

· 노래 및 연주에 맞추어 친구들과 놀이를 할 수 있는가?

4) 음악 교과 평가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공통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의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음악 교과 학습 활동을 평가할 수 있

도록 교육과정에 제시된 음악 요소와 개념 및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음악

활동 평가 루브릭을 제작하였다. 영역별 평가 기준은 <표 Ⅲ-13>과 같

이 즉흥연주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안하였고, 표현, 감상,

생활화의 내용 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음악 활동 평

가 루브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Ⅲ-14> 영역별 평가 기준

음악 교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구성한 음악 활동 평

가 루브릭으로 4단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영역마다 매우잘함, 잘함, 보통,

노력요함으로 평가 결과를 표시하였다. 또한 서술형 평가를 함께 실시하

여 음악 수업시간에 나타난 아동의 음악 활동 모습을 구체적으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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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평가는 연구자 및 특수교사가 함께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검토하

고 보완하며 보다 타당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는 본 연구의 음악적 양상의 변화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여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평가 내용은 아동의 음악 교과 평가

자료로 활용하였다.

5) 질적 자료 수집 빛 분석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관찰을 통한 질적 분석을 위하여 관찰일지를

작성하여 음악 수업 시간 및 쉬는 시간에 일어난 사건과 아동들의 행동

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아동별로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

동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 양상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촬영된 영상을 시청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모든 원 자료를 전

사하였으며, 관찰 과정의 상황이나 연구자가 느낀 점 등은 추가적으로

기록하여 추후 수업이나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음악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촬영하여 음악적 반

응 및 음악적 태도를 관찰하였다. 음악적인 부분은 관찰을 통하여 연구

자가 아동의 연주를 악보화 하여 기록하였고, 부가적인 내용은 관찰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언어적 반응은 기술하였는데, 연구 대상

아동의 특성상 발음이 어색하거나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연구자가 영상을 수차례 반

복하여 시청하며 최대한 아동의 언어적 표현을 그대로 문자화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보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특징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의 특수학

급 교사 및 일반학급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제작한 반구조화 질문지를 활

용하여 면대면 방식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중재가 시작되기 전 1

회, 중재 중 1회, 중재가 종료된 후 1회에 걸쳐 총 3회 실시하였다. 면담

은 학생들이 하교한 뒤 조용한 교실에서 진행하였고, 30분 정도 이루어

졌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다. 녹음된 면담자료는 전사하였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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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서 언어적으로 표현된 내용은 모두 기술하였고, 면담 과정의 상황이

나 연구자가 느낀 점 등은 추가적으로 기록하여 추후 면담이나 자료 분

석에 활용하였다.

관찰과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모두 전사하고, 전사 자료를 바탕

으로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은 자료를 통하여 개념을 발견하

는 과정에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현상이나 사건, 작용을 하위범주로

묶고 범주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bin, 1998). 따라서 관찰과 면담

및 메모 등의 자료를 토대로 표면적 의미 및 내면적 의미를 파악해 자료

를 분류하였다. 또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 범주화를 하였으며, 현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원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밑줄 긋기 및 개념 요약을 실시하였고, 한글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줄 단위 분석(line-by-lin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다

음으로 개방코딩에서 해체한 원 자료를 다시 조합하여 범주화하는 단계

인 축코딩을 실시하였다. 축코딩은 범주들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

할 수 있도록 범주를 연결하는 과정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어떤

결과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면서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단계별로 연구자가 수차례의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음악교육

전공자 1명, 특수교사 1명과 촬영된 영상 및 관찰일지를 공유하며 결과

분석 과정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검토를 받았다.

6) 사회적 타당도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중재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연구 목적 및

성과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적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

다. 사회적 타당도 검사는 중재 목표의 중요성, 중재 절차의 적절성, 중

재 결과의 효과성이 포함되어야 한다(양명희, 김황용, 2002). 이를 바탕으

로 본 연구의 중재의 목표와 절차를 중심으로 사회적 타당도 검사를 작

성하였고, 이는 음악교육 전공자 및 특수교육 전공자의 검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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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타당도 검사는 3점 척도로 평가하며, 평가 문항은 <표 Ⅲ-14>와

같다.

<표 Ⅲ-15> 사회적 타당도 검사 문항

문항 척도

1.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음악적 반응은 발달장애 아동에게 중요한가? 1 2 3

2. 중재의 절차 및 과정이 적절한가? 1 2 3

3. 중재는 아동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1 2 3

4. 중재의 참여로 인한 문제점이나 위험성은 없는가? 1 2 3

5.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음악적 반응 향상에 있어

서 본 연구의 중재가 다른 중재보다 효과적인가?
1 2 3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타당도 평가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가 수

업 지도안을 검토하고 수업 내용을 관찰하며 체크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타당도 검사는 2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사회적 타당도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중재 충실도 결과는

100%로, 연구의 목적 및 성과가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타당도 =
표시된 척도 값의 합

X 100
전체 척도 값의 합

7) 중재 충실도

본 연구가 연구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중재 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하

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재 충실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중재 충실

도 평가의 문항은 이연(2009)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중재 충실도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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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중재의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작성

하였고, 이는 음악교육 전공자 및 특수교육 전공자의 검증을 받았다. 중

재 충실도 검사는 3점 척도로 평가하며, 평가 문항은 <표 Ⅲ-15>와 같다.

<표 Ⅲ-16> 중재 충실도 검사 문항

문항 척도

1. 활동이 적절히 구조화 되었는가? 1 2 3

2. 수업의 시간과 절차가 잘 지켜지는가? 1 2 3

3. 교수·학습 과정안에 따라 적절하게 수업이 이루어졌는가? 1 2 3

4. 교사가 수업의 주제 및 방법을 정확하게 전달하였는가? 1 2 3

5. 교사가 수업의 준비물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1 2 3

6. 교사가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음악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극을 제시하였는가?
1 2 3

7. 아동들이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 및 시간

을 제공하였는가?
1 2 3

8. 교사는 아동의 다양한 표현을 허용하였는가? 1 2 3

9. 교사가 아동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적절히 개입을 하였는가? 1 2 3

10. 교사가 아동들의 활동에 적극적인 피드백을 하였는가? 1 2 3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 중재 충실도 평가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 2명이

연구자의 중재 행동을 관찰하며 체크하도록 하였다. 중재 충실도 평가는

총 연구의 30%에 해당하는 6차시 수업에 걸쳐 실시하였다. 중재 충실도

는 사회적 타당도와 같은 공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중재 충실도 결과는

평균 98.34%로, 중재가 충실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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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

작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즉흥연주 활동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측정하여 분석하였고, 사전과 사후에 음악 활동

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평가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회

적 상호작용의 변화가 실제 학교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쉬는 시간에 보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측정하여 분석하였

고, 사전과 사후에 학교생활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평가하여 비교·분

석하였다. 더불어 관찰 및 면담을 통한 자료를 질적 분석하였다.

1) 즉흥연주 활동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변화

즉흥연주 활동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또래와의 상호

작용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측면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또한 각각 긍

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시각적 분석을 하였고, 실험조건 내 분석 및 실험조건 간 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즉흥연주 활동을 통한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모수적 효과크기 분석 및 양적 효과크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즉흥연주 활동에서 나타나는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의 변화는 [그림 Ⅳ-1]의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차시별 행동 발생률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평균선을 기준으로 행동 발생률 변화를 살펴보면, 세

아동 모두 기초선 구간과 비교했을 때 중재 구간에 긍정적 상호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재의 전반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

록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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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변화 및 평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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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 A

아동 A의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을 [그림 Ⅳ-2]와 같

이 경향선을 통해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조건 내 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기초선 마지막 차시에서 3.33%로 낮은 긍

정적 행동 발생률을 보이던 아동 A는 중재가 시작된 첫 차시에서 40%의

긍정적 행동 발생률을 보임으로써 중재로 인한 긍정적 행동 변화를 나타

내었다. 또한 첫 번째 기초선에서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평균이

3.89%였으나 두 번째 중재에서는 82.86%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PND는 100%, SMD 값은 66.33로, 중재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Ⅳ-2] 아동 A의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표 Ⅳ-1> 아동 A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3.89 74.04 30.56 82.86

범위 3.33～5 34～96.08 23.33～36.67 61.67～93.33

표준편차 0.96 18.26 6.74 11.33

변화 0 41.67 8.34 28.33

안정성 안정적 변동적 안정적 변동적

경향의 방향 유지 하향 상향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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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아동 A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100 0 100 100 100 66.33

아동 A의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발생률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그림 Ⅳ-3]과 같다. 중재를 통해 세 영역 모두 행동 발생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바라보기와 미소 및 웃음 영역에서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미소 및 웃음 영역의 PND는 100%, SMD 값은

21.17이고, 바라보기 영역의 PND는 100%, SMD 값은 60.62로 중재 효과

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화 시도 영역의 PND는 85%로 보통 수준

의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그림 Ⅳ-3] 아동 A의 하위영역별 행동 발생률 변화

② 아동 B

아동 B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에 대한 실험조건 내 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그림 Ⅳ-4] 및 <표 Ⅳ-3>과 같다. 아동 B는 두 번째 중재

에서 첫 번째 기초선보다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의 평균이 80.08% 증가

하였고, PND는 100%, SMD 값은 26.94로, 높은 효과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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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아동 B의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표 Ⅳ-3> 아동 B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7.78 69.84 58.89 87.86

범위 5～10 30～86.67 51.67～63.33 81.67～95

표준편차 2.55 19.35 6.31 4.48

변화 1.67 35.56 10 6.66

안정성 안정적 변동적 안정적 안정적

경향의 방향 상향 하향 상향 상향

<표 Ⅳ-4> 아동 B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100 0 100 100 100 26.94

미소 및 웃음 영역의 PND는 100%, SMD 값은 29.72로 높은 중재 효

과성을 보였다. 바라보기 영역의 행동 발생률 평균은 4.44%에서 83.09%

로 증가하였으며 PND는 100%, SMD 값은 68.07로 중재 효과가 높게 나

타났다. 대화 시도 영역의 PND는 89.47%, SMD 값은 4.97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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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아동 B의 하위영역별 행동 발생률 변화

③ 아동 C

아동 C는 첫 번째 기초선에서 1.67%의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으나 두

번째 중재에서는 43.33%로 평균이 증가하였다. 아동 C는 특징적으로 5

차시에 긍정적 행동 발생률이 0%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PND는 94.74%, SMD 값은 37.03으로, 중재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6] 아동 C의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 97 -

<표 Ⅳ-5> 아동 C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1.67 32.53 10.58 43.33

범위 0～3.33 0～58.82 6.67～13.33 38.33～68.33

표준편차 1.67 17.26 3.47 11.05

변화 -1.67 16.11 5 28.33

안정성 안정적 변동적 안정적 변동적

경향의 방향 하향 상향 상향 상향

<표 Ⅳ-6> 아동 C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94.74 5.26 94.74 100 96 37.03

[그림 Ⅳ-7] 아동 C의 하위영역별 행동 발생률 변화

아동 C의 경우 미소 및 웃음 영역의 PND는 89.47%로 보통 수준의

중재 효과를 보였고, SMD 값은 17.35였다. 바라보기 영역의 기초선 첫

차시에서 0%의 행동 발생률을 보였으나 중재의 마지막 차시에서 43.33%

로 증가하였고, PND는 100%, SMD 값은 12.93로 높은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하지만 대화 시도 영역에서는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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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즉흥연주 활동에서 나타나는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의 변화는 [그림 Ⅳ-8]의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차시별 행동 발생률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세 아동 모두 기초선 구간과 비교했을 때, 중재 구간

동안 부정적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Ⅳ-8]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변화 및 평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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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 A

기초선의 마지막 차시에서는 46.67%로 높은 부정적 행동 발생률을 보

이던 아동 A는 중재가 시작된 첫 차시에서 11.11%로, 중재를 통하여 부

정적 행동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

작용 행동 발생률 평균은 첫 번째 기초선에서 43.89%, 두 번째 기초선에

서 33.89%였으나 첫 번째 중재에서 6.78%, 두 번째 중재에서 2.62%으로

나타나 중재를 통해 부정적 행동 발생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PND는 100%, SMD 값은 -15.12로, 높은 중재 효과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Ⅳ-9] 아동 A의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표 Ⅳ-7> 아동 A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43.89 6.78 33.89 2.62

범위 41.67～46.67 0～11.11 26.67～38.33 0～5

표준편차 2.55 4.05 6.31 1.89

변화 3.34 -6.11 7.22 -3.33

안정성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경향의 방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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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아동 A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100 0 100 100 100 -15.12

[그림 Ⅳ-10] 아동 A의 하위 영역별 발생률 변화

방해하기 영역의 PND는 95%, SMD 값은 -3.52이며, 공격 행동 영역

의 PND는 100%, SMD 값은 -3.77로 높은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아동

A는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영역 중 혼자 놀기 영역의 행동이 크게

감소하였다. 첫 번째 기초선에서는 38.24%, 두 번째 기초선에서는

31.11%의 평균을 나타내었으나 첫 번째 중재에서는 4.22%, 두 번째 중

재에서는 1.19%로 감소하였고, 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혼자 놀기

영역의 PND는 100%, SMD 값은 -11.76로 높은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② 아동 B

아동 B는 첫 번째 기초선에서 평균이 34.44%였으나 첫 번째 중재에

서는 9.63%, 두 번째 중재에서는 6.19%의 평균을 보였다. 특히 17차시

이후로 계속 7% 미만의 부정적 행동 발생률을 나타내었으며 마지막 차

시에서는 0%를 나타내었다. PND는 100%, SMD 값은 -5.53으로 중재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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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아동 B의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표 Ⅳ-9> 아동 B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34.44 9.63 18.33 6.19

범위 30～38.33 3.33～21.57 15～21.67 0～18.33

표준편차 4.81 5.47 3.34 5.83

변화 -3.33 -6.11 6.67 -3.33

안정성 안정적 변동적 안정적 변동적

경향의 방향 하향 하향 상향 하향

<표 Ⅳ-10> 아동 B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100 0 100 100 100 -5.53

방해하기 영역의 PND는 100%, SMD 값은 -9.18로 높은 중재 효과성

을 보였고, 두 번째 중재에서는 14차시를 제외한 모든 차시에 0%의 방

해하기 행동을 보였다. 공격 행동 영역의 PND는 94.74%, SMD 값은

-7.86, 혼자 놀기 영역의 PND는 100%로 높은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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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아동 B의 하위 영역별 행동 발생률 변화

③ 아동 C

아동 C의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은 첫 번째 기초선에

서 58.89%의 평균을 보였으나 두 번째 중재에서는 16.19%로, 부정적 행

동 발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차시에서는 특징적으로 부정적

행동이 증가하여 94.12%의 높은 행동 발생률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PND는 94.74%, SMD 값은 -5.1로 중재의 효과성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Ⅳ-13] 아동 C의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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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아동 C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58.89 40.53 51.67 16.19

범위 55～65 15～94.12 41.67～58.33 3.33～35

표준편차 5.36 19.14 8.82 10.08

변화 10 -20 16.66 -11.67

안정성 안정적 변동적 변동적 변동적

경향의 방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표 Ⅳ-12> 아동 C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94.74 5.26 94.74 100 96 -5.1

[그림 Ⅳ-14] 아동 C의 하위 영역별 행동 발생률 변화

방해하기 영역의 PND는 94.74%, SMD 값은 -15.13, 공격 행동 영역

의 PND는 100%, SMD 값은 -14.54로 높은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혼자

놀기 영역에서 5차시에 특징적으로 88.24%의 높은 혼자 놀기 행동을 보

였으나 17차시 이후에는 4%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혼자 놀기 영역의

PND는 78.95%로 보통 수준의 효과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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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긍정적 상호작용 및 부정적 상호

작용의 측면으로 비교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하면 [그림 Ⅳ-15]와 같다.

[그림 Ⅳ-15] 또래와의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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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의 변화 및 평균선은 [그림 Ⅳ

-16]과 같다. 또한 차시별 행동 발생률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아동 모두

기초선 구간에 비하여 중재 구간에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활발하

게 이루어졌고, 중재가 지속될수록 행동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그림 Ⅳ-16]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변화 및 평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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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 A

아동 A는 첫 번째 기초선에서 5.55%의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으나 중

재 이후 교사와의 긍정적 행동 발생률이 매우 크게 증가하여 중재 첫 차

시에서는 77.78%로, 기초선의 마지막 차시보다 74.75%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첫 번째 중재에서는 66.88%, 두 번째 중재에서는 76.19%의 평균

으로 증가하였으며, 마지막 차시에서는 긍정적 행동 발생률이 91.67%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PND는 100%, SMD 값은

25.33으로 중재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17] 아동 A의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표 Ⅳ-13> 아동 A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5.55 66.88 35.11 76.19

범위 0～8.33 46.67～86.27 35～38.33 64.67～91.67

표준편차 2.55 11.41 1.92 10.62

변화 -5 -11.11 -3.33 15

안정성 안정적 변동적 안정적 변동적

경향의 방향 하향 하향 하향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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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아동 A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100 0 100 100 100 25.33

[그림 Ⅳ-18] 아동 A의 하위영역별 행동 발생률 변화

아동 A의 경우, 눈 맞춤 영역은 첫 번째 기초선에서 평균이 1.11%였

으나 첫 번째 중재에서 36.19%, 두 번째 중재에서 41.67%로 증가하였고,

PND는 100%, SMD 값은 38.54로 높은 효과성을 나타내었다. 대답하기

영역의 PND는 95%로 높은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지시 따르기 영역은

첫 번째 기초선에서 평균이 5%였으나 첫 번째 중재에서 47.13%, 두 번

째 중재에 59.29%로 향상된 모습을 보였고, PND는 100%이고, SMD 값

은 27.77로 높은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② 아동 B

아동 B의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평균은 첫 번째 기

초선에서 44.45%, 두 번째 기초선에서는 58.33%였으나 첫 번째 중재에

서 63.47%, 두 번째 중재에서는 평균 77.1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ND는 84.21%로 보통 수준의 중재 효과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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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9] 아동 B의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표 Ⅳ-15> 아동 B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44.45 63.47 58.33 77.14

범위 36.67～56.67 35～82.35 56.67～60 65～86.67

표준편차 10.72 12.16 1.67 8.32

변화 -3.33 -5 1.66 3.33

안정성 변동적 변동적 안정적 변동적

경향의 방향 하향 하향 상향 상향

<표 Ⅳ-16> 아동 B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84.21 15.7 94.74 100 88 2.24

눈 맞춤 영역의 평균은 첫 번째 기초선에서 3.89%였으나 첫 번째 중

재에서는 29.51%, 두 번째 중재에서는 34.29%로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눈 맞춤 영역의 PND는 100%, SMD 값은 28.52로 중재 효과가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대답하기 영역의 PND는 57.89%, 지시 따르기 영역의

PND는 63.16%로 낮은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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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0] 아동 B의 하위영역별 행동 발생률 변화

③ 아동 C

아동 C는 첫 번째 기초선에서 13.34%의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으나

두 번째 중재에서는 66.9%의 평균으로, 긍정적 행동 발생률이 증가하였

다. 또한 15차시부터 긍정적 행동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마지막

차시에서는 긍정적 행동 발생률이 85%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5차시에 특징적으로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이 크게 감소였다. 하지만

PND는 94.74%, SMD 값은 12.38로, 중재의 효과성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Ⅳ-21] 아동 C의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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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 아동 C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13.34 38.77 22.78 66.9

범위 11.67～16.67 7.84～48.61 21.67～23.33 51.67～85

표준편차 2.89 13.07 0.96 12.34

변화 5 8.89 0 25

안정성 안정적 변동적 안정적 변동적

경향의 방향 유지 상향 유지 상향

<표 Ⅳ-18> 아동 C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94.74 5.26 94.74 100 96 12.38

[그림 Ⅳ-22] 아동 C의 하위 영역별 행동 발생률 변화

눈 맞춤 영역의 PND는 100%, SMD 값은 22.1로 높은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대답하기 영역은 모든 구간에서 9% 미만의 행동을 보이며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지시 따르기 영역의 첫 번째 기초선에서는 평균이

13.34%이었으나 두 번째 중재에서 49.76%로 향상되었으며 PND는 94.74%,

SMD 값은 9.62로 높은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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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의 변화 및 평균선을 [그림 Ⅳ

-23]의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차시별 행동 발생률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 모두 첫 번째 기초선보다 두 번째 중재 구간에서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Ⅳ-23]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변화 및 평균선



- 112 -

① 아동 A

아동 A는 중재의 1차시에 4.44%의 행동 발생률로, 기초선 마지막 차

시의 66.67%보다 부정적 행동 발생률이 62.23%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중재를 시작함과 함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변화가 바로 나타났다. 또

한 첫 번째 기초선에서 66.11%, 두 번째 기초선에서 32.78%의 평균을

보였으나 첫 번째 중재에서는 4.33%, 두 번째 중재에서 1.9%의 평균으

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PND는 100%, SMD 값은 -65.24

로, 중재의 효과성이 높았다.

[그림 Ⅳ-24] 아동 A의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표 Ⅳ-19> 아동 A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66.11 4.33 32.78 1.9

범위 65～66.67 0～16 23.33～38.33 0～8.33

표준편차 0.96 4.67 7.22 3.11

변화 1.67 -4.44 15 1.67

안정성 안정적 변동적 변동적 안정적

경향의 방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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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 아동 A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100 0 100 100 100 -65.24

[그림 Ⅳ-25] 아동 A의 하위 영역별 행동 발생률 변화

아동 A는 무시하기 영역의 첫 번째 기초선에서 평균이 58.33%, 두 번

째 기초선에서 27.22%였으나 첫 번째 중재에서는 평균이 4.33%, 두 번

째 중재에서는 1.9%로 무시하기 행동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잘 유지

되었다. 무시하기 영역의 PND는 100%, SMD 값은 -8.99로 중재 효과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절하기 및 이탈 행동 영역의 PND는

100%로 높은 수준의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② 아동 B

아동 B는 첫 번째 기초선에서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이 25%의 평균을 나타내었으나 첫 번째 중재에서는 7.1%, 두 번째 중재

에서는 0.71%으로 평균이 감소하였다. 두 번째 중재의 17차시부터 마지

막 차시까지는 모두 0%의 행동 발생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PND는

100%, SMD 값은 -7.01으로 중재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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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6] 아동 B의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표 Ⅳ-21> 아동 B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25 7.1 3.33 0.71

범위 23.33～28.33 1.67～16 1.67～5 0～3.33

표준편차 2.89 3.92 1.67 1.31

변화 -5 -7.78 1.67 0

안정성 안정적 변동적 안정적 안정적

경향의 방향 하향 하향 상향 하향

<표 Ⅳ-22> 아동 B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100 0 100 100 100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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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B는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의 변화가 크지 않았

다. 무시하기 영역의 첫 번째 기초선에서는 평균이 14.44%였으나 첫 번

째 중재에서는 6.38%, 두 번째 기초선에서는 3.33%, 두 번째 중재에서는

0.71%로 무시하기 행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잘 유지되었다.

무시하기 영역의 PND는 100%, SMD 값은 -14.42로 중재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거절하기 및 이탈 행동 영역의 두 번째 기초선 및 두 번째 중

재 모든 차시에서는 0%의 행동 발생률을 보이며, 행동이 소거되었고 잘

유지되었다. 거절하기 영역의 PND는 100%, 이탈 행동 영역의 PND는

94.74%, SMD 값은 -5.32로 높은 수준의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그림 Ⅳ-27] 아동 B의 하위 영역별 행동 발생률 변화

③ 아동 C

아동 C는 첫 번째 기초선에서 64.44%의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두 번

째 중재에서는 7.38%의 평균으로,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이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특징적으로 아동 C는 5차시에서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이

96.08%로 높게 발생하였다. 또한 PND는 94.74%, SMD 값은 -39.71을

나타내어 중재의 효과성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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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8] 아동 C의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표 Ⅳ-23> 아동 C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64.44 37.36 61.11 7.38

범위 63.33～65 10～96.08 55～65 3.33～13.33

표준편차 0.96 26.42 5.36 3.71

변화 0 -32.77 10 -1.67

안정성 안정적 변동적 안정적 안정적

경향의 방향 유지 하향 상향 하향

<표 Ⅳ-24> 아동 C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94.74 5.26 94.74 94.74 96 -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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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기 영역의 PND는 94.74%, SMD 값은 -9.6로 중재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거절하기 영역의 PND는 100%, SMD 값은 -7.12로 높은 수준

의 중재 효과성을 보였고, 두 번째 중재의 모든 차시에서 0%를 나타내

어 행동이 소거되고 잘 유지되었음 알 수 있었다. 이탈 행동 영역의 첫

번째 기초선은 41.11%, 두 번째 기초선은 42.22%의 평균으로 이탈 행동

이 많이 나타났다. 첫 번째 중재에서는 10～96.08%의 범위로 변화가 크

게 나타났고, 평균은 37.36%을 나타내었다. 특히 5차시에는 이탈 행동

발생률이 96.08%였다. 하지만 두 번째 중재에서는 이탈 행동이 크게 감

소하여 3.57%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탈 행동 영역의 PND는 78.95%로

보통 수준의 중재 효과성을 보였고, SMD 값은 -13.17을 나타내었다.

[그림 Ⅳ-29] 아동 C의 하위 영역별 행동 발생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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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

작용의 측면으로 비교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하면 [그림 Ⅳ-30]과 같다.

[그림 Ⅳ-30] 교사와의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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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대상 사전 검사 사후 검사 변화

정서행동

아동 A 29 73 +44

아동 B 36 78 +42

아동 C 23 57 +34

공동놀이

행동

아동 A 35 73 +38

아동 B 39 80 +41

아동 C 26 48 +22

지시반응성

행동

아동 A 22 40 +18

아동 B 28 46 +18

아동 C 20 36 +16

총점

아동 A 86 186 +100

아동 B 103 204 +101

아동 C 69 141 +72

(5) 즉흥연주 활동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평가

즉흥연주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음악치료 환경에서 자폐 범주성 장애 유아의 상호작용 측정을

위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평가도구의

총점은 230점이며, 정서행동, 공동놀이 행동, 지시반응성 행동의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사전, 사후 검사의 결과는 [그

림 Ⅳ-31] 및 <표 Ⅳ-25>와 같다.

[그림 Ⅳ-31] 사회적 상호작용 사전, 사후 검사 결과

<표 Ⅳ-25> 사회적 상호작용 사전, 사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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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사후 검사의 결과 세 아동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 평가 점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양은아(2009)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사전 검사에서는 세 명의 아동 모두 평균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모두 평균 이상의 결과를 보이며 상호작용이 향상된 모

습을 보였다.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아동 A는 100점, 아동 B

는 101점이 증가하여 2SD가 넘는 변화를 보였다. 아동 C 역시 1SD가

넘는 변화를 보였다.

세 가지 하위 영역 중 정서행동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세

아동 모두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정서행동 점수가 증가하였

고, 특히 눈 맞춤, 미소, 반응, 음악적 자극에 대한 즐거움의 표현 등에

있어서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양은아(2009)의 연구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아동이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2SD가 넘게

증가한 결과를 보였고, 사후 검사에서 모두 양은아(2009)의 연구에서 보

인 평균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공동놀이 행동 영역에서는 차례를 지키고 기다리는 것, 다른 친구와

악기를 공유하거나 주고받는 것,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

는 것 등의 행동이 많이 향상되는 변화를 보였다. 양은아(2009)의 연구

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전 검사에서는 평균에 못 미치지만 사후

검사에서 모두 평균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아동 A와 B는 2SD, 아

동 C는 1SD 이상의 변화를 보였다.

지시반응성 행동 영역에서는 소리나 동작을 모방하거나 지시에 따라

반응하거나 대답하는 부분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 검사에서

모든 아동이 양은아(2009)의 연구 결과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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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생활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변화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쉬

는 시간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이는 각각 긍정적 상호작용

과 부정적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즉흥연주 활동에서

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쉬는 시간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쉬는 시간에 나타나는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의 변화

는 [그림 Ⅳ-32]의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차시별 행동 발생률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평균선을 기준으로 아동 모두 기초선 구간에 비해 중재 구

간 동안 긍정적 상호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Ⅳ-32]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변화 및 평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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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 A

아동 A의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에 대한 시각적 분석

및 실험조건 내 분석 결과는 [그림 Ⅳ-33] 및 <표 Ⅳ-26>와 같다. 기초

선의 마지막 차시에서는 10%로 낮은 긍정적 행동 발생률을 보이던 아동

A가 중재가 시작된 첫 차시에서 66.67%의 긍정적 행동 발생률을 보이며

크게 증가하였다.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평균은 첫 번

째 기초선에서 7.78%, 두 번째 기초선에서 40%이었으나, 첫 번째 중재

에서 평균 84.8%, 두 번째 중재에서 평균 88.5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또한 PND는 100%, SMD 값은 40.8로 높은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그림 Ⅳ-33] 아동 A의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표 Ⅳ-26> 아동 A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7.78 84.8 40 88.57

범위 6.67～10 66.67～100 36.67～43.33 73.33～93.33

표준편차 1.92 11.14 3.33 7.42

변화 3.33 33.33 -6.66 0

안정성 안정적 변동적 안정적 변동적

경향의 방향 상향 상향 하향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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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7> 아동 A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100 0 100 100 100 40.8

[그림 Ⅳ-34] 아동 A의 하위 영역별 행동 발생률 변화

미소 및 웃음은 첫 번째 기초선에서 평균이 0%였으나, 첫 번째 중재

에서 27.67%, 두 번째 중재에서 18.1%의 평균을 나타내었고, PND는

100%로 높은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바라보기 영역은 첫 번째 기초선에

서 평균이 5.56%였으나 첫 번째 중재에서는 78.85%, 두 번째 중재에서

는 87.62%로 행동 발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PND는 100%, SMD

값은 39.56로 중재 효과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화 시도 영역

의 PND는 90%, SMD 값은 6.25로 높은 수준의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② 아동 B

아동 B의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평균은 첫 번째 기

초선에서 18.89%였고, 첫 번째 중재에서 83.06%로 증가하였다. 두 번째

기초선에서 평균이 60%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두 번째 중재에서 88.57%

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PND는 100%, SMD 값은 12.98

로 중재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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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5] 아동 B의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표 Ⅳ-28> 아동 B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18.89 83.06 60 88.57

범위 13.33～23.33 66.67～93.33 53.33～66.67 80～93.33

표준편차 5.09 9.34 6.67 5.04

변화 -6.67 20 -6.67 0

안정성 안정적 변동적 안정적 안정적

경향의 방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표 Ⅳ-29> 아동 B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100 0 100 100 100 12.98

아동 B는 미소 및 웃음 영역의 경우, PND가 100%로 높은 중재 효과

성을 보였다. 바라보기 영역의 첫 번째 기초선에서는 평균이 8.89%였으

나 첫 번째 중재에서는 73.68%, 두 번째 중재에서는 84.76%의 평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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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며 향상된 모습을 보였고, PND는 100%, SMD 값은 35.87로 중재

효과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화 시도 영역의 PND는 100%, SMD

값은 7.93의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그림 Ⅳ-36] 아동 B의 하위영역별 행동 발생률 변화

③ 아동 C

아동 C는 첫 번째 기초선에서 2.22%, 두 번째 기초선에서 15.55%의

평균의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으나 첫 번째 중재에서 24.9%, 두 번째 중

재에서 54.29%의 평균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 행동이 향상된 모습을 보

였다. PND는 89.47%, SMD 값은 8.7로 중재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37] 아동 C의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 126 -

<표 Ⅳ-30> 아동 C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2.22 24.9 15.55 54.29

범위 0～6.67 0～46.67 13.33～20 33.33～66.67

표준편차 3.85 19.08 3.85 13.01

변화 0 40 0 26.67

안정성 안정적 변동적 안정적 변동적

경향의 방향 유지 상향 유지 상향

<표 Ⅳ-31> 아동 C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89.47 10.53 94.74 94.74 92 8.7

[그림 Ⅳ-38] 아동 C의 하위영역별 행동 발생률 변화

아동 C는 첫 번째 기초선에서 미소 및 웃음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두 번째 중재에서 16.19%의 평균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였고, PND는

100%의 효과성을 보였다. 바라보기는 기초선 첫 차시에서 0%였으나 중

재의 마지막 차시에 60%로 증가하였고, PND는 94.74%, SMD 값은 7.51

의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대화 시도 영역은 중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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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쉬는 시간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쉬는 시간에 나타나는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의 변화

는 [그림 Ⅳ-39]의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차시별 행동 발생률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평균선을 기준으로 아동 모두 기초선 구간과 비교했을 때

중재 구간 동안 부정적 상호작용이 많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Ⅳ-39]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및 평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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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 A

아동 A의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평균은 첫 번째 기

초선에서 64.44%, 두 번째 기초선에서 52.22%로 비교적 높은 행동 발생

률을 보였으나 첫 번째 중재에서 8.45%, 두 번째 중재에서 7.62%로, 기

초선 구간에 비해 중재 구간에 부정적 행동 발생률이 크게 감소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는 즉흥연주 활동에서 아동 A가 보이는 또래와의 부정

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의 경향과 유사하였다. 또한 PND는 100%,

SMD 값은 -15.12으로 높은 효과성을 보였다.

[그림 Ⅳ-40] 아동 A의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표 Ⅳ-32> 아동 A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64.44 8.45 52.22 7.62

범위 63.33～66.67 0～26.67 46.67～56.67 0～13.33

표준편차 1.93 8.94 5.09 4.6

변화 0 -26.67 6.66 -6.67

안정성 안정적 변동적 안정적 안정적

경향의 방향 유지 하향 상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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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3> 아동 A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100 0 100 100 100 -30.18

[그림 Ⅳ-40] 아동 A의 하위 영역별 행동 발생률 변화

방해하기 영역의 PND는 100%, SMD 값은 -4.05로 높은 중재 효과성

을 보였다. 공격 행동 영역은 3, 15차시를 제외한 모든 중재 구간에서 공

격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PND는 100%, SMD 값은 -4.38로 높은 중

재 효과성을 보였다. 혼자 놀기 영역은 첫 번째 기초선에서 56.67%, 두

번째 기초선에서 45.56%의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첫 번째 중재에서

8.22%, 두 번째 중재에서 6.67%로 크게 감소하였다. 혼자 놀기 영역의

PND는 100%, SMD 값은 -14.67로 높은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② 아동 B

아동 B는 첫 번째 기초선에서 37.78%, 두 번째 기초선에서 31.11%의

평균을 나타내며 높은 부정적 행동 발생률을 보였다. 하지만 첫 번째 중

재에서 평균이 9.17%, 두 번째 중재에서 평균이 8.57%로 감소하였다.

PND는 100%, SMD 값은 -5.66으로 중재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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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2] 아동 B의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표 Ⅳ-34> 아동 B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37.78 9.17 31.11 8.57

범위 33.33～43.33 0～26.67 20～40 0～20

표준편차 5.09 9.33 10.18 10.69

변화 10 -26.67 6.67 6.67

안정성 안정적 변동적 안정적 변동적

경향의 방향 상향 하향 유지 하향

<표 Ⅳ-35> 아동 B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100 0 100 100 100 -5.66

아동 C의 방해하기 영역 PND는 100%, SMD 값은 -4.45로, 높은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공격 행동 영역의 PND는 89.47%로 보통 수준의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방해하기는 8차기, 공격 행동은 8, 16차시를 제외한 모

든 차시에서 행동 발생률이 0%를 나타내었다. 혼자 놀기 영역은 첫 번째

기초선에서 27.78%의 평균을 보였으나 두 번째 중재에서 2.86%로 감소하

였고, PND는 100%, SMD 값은 -4.25로 높은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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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3] 아동 B의 하위영역별 행동 발생률 변화

③ 아동 C

아동 C의 경우 차시별 행동 발생률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첫

번째 기초선에서 평균 88.89%으로 높은 행동 발생률을 보였다. 첫 번째

중재에서는 평균 44.66%, 범위 0～91.67%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5차시에 특징적으로 부정적 행동이 증가하여 91.67%의 높은 행동 발생

률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기초선에서는 평균이 62.22%로 증가하였다가

두 번째 중재에서 평균 26.67%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ND는

100%, SMD 값은 -6.61로 중재의 효과성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Ⅳ-44] 아동 C의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경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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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6> 아동 C의 실험조건 내 분석

구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조건 순서 1 2 3 4

자료점 3 13 3 7

평균 88.89 44.66 62.22 26.67

범위 80～93.33 0～91.67 60～70 13.33～40

표준편차 7.7 27.96 6.94 10.18

변화 -13.33 -13.34 -6.67 6.67

안정성 안정적 변동적 변동적 변동적

경향의 방향 하향 상향 상향 하향

<표 Ⅳ-37> 아동 C의 효과크기 분석

분석 방법 PND POD PEM PEM-T PAND SMD

결과 100 0 94.74 68.42 100 -6.61

[그림 Ⅳ-45] 아동 C의 하위영역별 행동 발생률 변화

방해하기 영역의 PND는 100%, 공격 행동의 PND는 94.74%로 높은

중재 효과성을 보였다. 혼자 놀기 영역은 차시별 행동 변화가 크게 나타

나 첫 번째 기초선에서 57.66%의 평균을 나타내었으나 두 번째 중재에서

9.53%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PND는 100%로 높은 효과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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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쉬는 시간에 나타난 상호작용을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

정적 상호작용의 측면으로 비교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하면 [그림 Ⅳ-46]

과 같다.

[그림 Ⅳ-46] 쉬는 시간 또래와의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의 변화 비교



- 134 -

영역 대상 사전 검사 사후 검사 변화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아동 A 8 10 +2

아동 B 7 15 +8

아동 C 2 4 +2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아동 A 7 3 -4

아동 B 13 5 -8

아동 C 12 6 -6

(3) 학교생활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평가

즉흥연주 활동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에서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어

떠한 변화를 야기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평정 척

도’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평가도구는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① 또래와의 상호작용

또래와의 상호작용 평가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의 총점은 24점, 부정적

상호작용의 총점은 36점이다. 또래와의 상호작용 평가를 위한 사전, 사후

검사의 결과는 [그림 Ⅳ-47], [그림 Ⅳ-48] 및 <표 Ⅳ-37> 와 같다.

[그림 Ⅳ-47]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그림 Ⅳ-48]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표 Ⅳ-37> 또래와의 상호작용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또래와의 상호작용 평가 결과 긍정적 상호작용 부분에서 아동 모두

평가 점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최혜영(2004)의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아동 B는 사후 검사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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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대상 사전 검사 사후 검사 변화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아동 A 19 20 +1

아동 B 18 25 +7

아동 C 18 21 +3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아동 A 16 10 -6

아동 B 11 8 -3

아동 C 13 12 -1

검사에 비해 1SD 이상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반대로 부정적 상호작용 부분에서는 세 아동 모두 평가 점수가 감소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아동 B와 C의 경우 사전 검사에서는 최혜영

(2004)의 연구의 평균보다 높은 점수였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그보다 낮

게 감소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② 교사와의 상호작용

교사와의 상호작용 평가에서 긍정적 상호작용 및 부정적 상호작용은

각 영역별로 총점이 24점이다. 교사와의 상호작용 평가를 위한 사전, 사

후 검사의 결과는 [그림 Ⅳ-49], [그림 Ⅳ-50] 및 <표 Ⅳ-38> 와 같다.

교사와의 상호작용 평가 결과 긍정적 상호작용 부분에서 모든 아동의

점수가 증가하였다. 반대로 부정적 상호작용 부분에서는 모든 아동의 점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 Ⅳ-49]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그림 Ⅳ-50]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표 Ⅳ-38> 교사와의 상호작용 사전, 사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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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관찰 및 면담 분석 결과

(1) 즉흥연주 활동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변화

①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중재 초반에 아동들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 활동 등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옆자리의 친구가 연주를 하여도 바라보지도 않으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교사가 악기를 제시하거나 연주를 하여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신이 하던 행동만 계속 하였다. 친구와 함께 하는

활동에서도 친구를 의식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

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하여 또래 및 교사와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무관심한 모습>

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A는 교사를 바라보지 않고 혼자 중얼거리며 말을 

한다. 교사가 A를 부르며 연주해 보라고 하였으나 무시하고 연주하지 않

는다.

A : 올라올라우뚜우뚜뚜

교사 : A가 연주해 볼까요?

A : 올라올라

교사가 A의 눈을 보며 물으니 A는 교사의 눈을 피하며 같은 말을 반복한

다.

교사 : A, 연주할 준비 되었어요?

A : 우뚜우뚜뚜뚜

(2019. 3. 26. 관찰일지)

<자기중심적인 행동>

교사는 아동들을 두 명씩 짝 지어주고, 두 사람당 하나씩 스카프를 나누

어 준다. B는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짝인 A를 보지도 않고 혼자 스카프를 

높이 들어올린다. A는 손에서 스카프를 놓쳐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B

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일어나서 스카프를 머리 위로 들고 깡충깡충 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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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교사가 함께 스카프를 잡고 바닥에 내린 상태에서 친구들과 기

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B는 혼자 스카프를 들어올린다. 그러자 A는 아무

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다.

(2019. 5. 7. 관찰일지)

② 즉흥연주를 통한 타인과의 만남

그룹 즉흥연주 상황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악 활동에 참여하면서 타인

과 만나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들이 눈 맞춤과 같은 기본적인 사

회적 상호작용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는데 즉흥연주 안에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 따라 고개를 돌리고 악기를 보다가 천천히 다른 사람을 보게 되

었고, 그렇게 눈을 맞추고 웃으면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함께 인사하며 만나기>

교사가 캐스터네츠로 즉흥연주를 하면서 인사 노래를 부른다. 

[악보 Ⅳ-1] 인사 노래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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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래가 시작되자 A가 바르게 앉아 교사를 바라본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선생님께 인사한다. 

A : 안녕하세요. 

교사가 A에게 캐스터네츠를 제시하자 악기를 연주하면서 말한다.

A : 안녕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B를 바라보며 손을 흔든다. C에게 몸을 내밀고 다

가가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팔을 두드린다. A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바

라보고 인사한다. 다른 친구들도 손을 흔들며 인사한다. 

A : 안녕

B : 안녕

C : 안녕

(2019. 4. 30. 관찰일지)

<눈 맞추며 웃기>

교사는 ‘날씨 노래’를 부르며 윈드차임을 연주한다. A는 교사를 계속 바

라보고 교사의 연주를 유심히 살핀다. 악기의 소리가 나자 웃으며 교사와 

눈을 맞춘다. 교사가 학생들 한 명씩 연주하도록 한다. A는 웃으며 친구

의 연주를 바라본다. B가 맑은 소리를 내며 연주하자 A는 고개를 내밀어 

B와 눈을 맞추며 웃는다.

(2019. 5. 7. 관찰일지)

중재 초반에 교사와 눈도 맞추지 않고 교사의 물음이나 지시에 관심

을 보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던 아동들이 교사의 칭찬과 지지에 긍정적

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역

할을 확인하였고, 교사와 활발히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다. 자발적으로 눈

맞춤이나 웃음, 언어적 표현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도하기도 하였

다. 그리고 교사의 지지에 힘입어 즉흥연주 활동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

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교사의 칭찬에 대한 반응>

교사가 아고고벨의 연주 방법을 보여준 후 학생들에게도 아고고벨을 나누

어준다. B는 맑은 소리를 내며 연주한다. B는 연주하면서 교사를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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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사의 반응을 살핀다. 그리고 교사와 눈을 맞추며 말한다.

B : 저 잘했죠?

교사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서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한다. 그러자 

B는 환하게 웃는다.

교사 :

[악보 Ⅳ-2] 칭찬노래 악보

(2019. 4. 16. 관찰일지)

<적극적인 연주 참여>

교사는 아동들에게 우드블록을 나누어준다. B는 우드블록을 잡고 교사에

게 말한다.

B : 이렇게요? 

교사 : 맞아요. 그렇게 잡고 연주하는 거예요.

B : 선생님 저 봐 봐요. 이렇게요?

교사 : 네. B 잘 했어요.

B : 선생님 저 봐 봐요.

B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연주를 교사에게 보여준다.

(2019. 6. 18. 관찰일지)

③ 즉흥연주를 통한 교감 및 소통

아동들은 즉흥연주를 통해 음악을 함께 느끼며 교감하는 모습을 보였

다. 음악은 아동들이 교감하고 소통하는데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연주를

하면서 음악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에 함께 웃고, 서로 바라보며

함께 호흡하며 연주하거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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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와 박수를 통한 반응>

C가 슬라이드 휘슬을 빠르게 움직이며 신기한 소리를 내면서 연주를 한

다. B와 A가 연주를 멈추고 웃으며 C의 연주를 바라본다. C가 연주를 마

치자 B가 박수를 친다.

(2019. 5. 21. 관찰일지)

<함께하는 연주의 기쁨>

교사는 학생들에게 콰이어 혼을 제시하여 연주하도록 한다. 소리를 탐색

한 후 두 명씩 연주하여 소리가 어떻게 어울리는지 들어 보도록 한다. A

와 B가 함께 연주한다. B가 A를 향하여 몸을 돌려 서로 마주보고, 악기

를 맞대어 연주한다. B는 솔, A는 도 음을 연주한다. 두 사람의 악기에서 

동시에 소리가 나자 B는 A를 바라보고 웃으며 엉덩이를 들썩인다. 그리

고 A가 먼저 연주하자 B가 같은 리듬으로 연주한다. 다시 B가 연주하고 

이를 A가 따라 하기도 하면서 함께 연주를 계속한다.

A : 

 B :

 A :

 B :

[악보 Ⅳ-3] A와 B의 연주 악보

(2019. 6. 18. 관찰일지)

아동들은 즉흥연주를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였다. 자신의 연주를 친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다른 친구의 연

주에 함께 참여하면서 음악 안에서 교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나갈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칭찬을 하는 등 자기중심적이

었던 행동이 조금씩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

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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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를 보여주기>

B는 귀로 즉흥연주를 한다. 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부드럽게 귀로 

연주를 한다. B는 연주를 하다 멈추고 옆 친구들을 바라본다. C를 바라

보며 말한다.

B : 야 나 하는 거 봐.

그러고는 C가 바르게 앉도록 일으킨 후 웃으며 연주를 다시 시작한다. 

(2019. 7. 16. 관찰일지)

<친구에게 연주 권하기>

C가 마라카스 즉흥연주를 한다. 양손을 번갈아가며 위 아래로 움직이면

서 연주한다. 웃으며 연주하더니 옆에 앉은 B에게 마라카스를 주며 말한다.

C : 해봐.

(2019. 7. 23. 관찰일지)

<친구 칭찬하기>

교사는 셈여림의 변화를 주어 즉흥연주를 하도록 유도한다. 큰 소리로 

연주한 후 작은 소리로 연주하도록 하였다. 모든 아동들이 교사의 지시

대로 작게 연주하였다. 그러자 B가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B : 잘 했어.

이어서 한 명씩 즉흥연주를 하도록 한다. C가 자신의 차례가 되었는데

도 하지 않다가 잠시 후 연주를 시작한다. 그러자 친구들이 C를 향해 

말한다.

B : 잘하네.

A : 쭁쭁.

그리고 이어 A가 즉흥연주를 하자 B가 노래를 부른다.

B : 

[악보 Ⅳ-4] B의 노래 악보

(2019. 9. 3. 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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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즉흥연주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

아동들은 즉흥연주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

였고, 이를 통한 의사소통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즉흥연주 활동

안에서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노래 가

사에 친구의 이름을 넣어 부르면서 친구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를 음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마움이나 미안함의 표현과 같은 간단한 표현

조차 하지 못하던 아동들이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기 시작하였다.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한 연주>

B가 우드블록 즉흥연주를 한다. B는 우드블록의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연

주한다. 한쪽을 연주할 때는 C의 이름을 넣어, 다른 쪽을 연주할 때는 A

의 이름을 넣어 노래 부르면서 연주한다. 

B : 

[악보 Ⅳ-5] B의 연주 악보

(2019. 5. 28. 관찰일지)

<고마움의 표현>

교사가 학생들에게 탬버린을 하나씩 나눠준다. A는 교사를 바라보고 웃으

며 말한다.

A : 고맙습니다. 선생님.

(2019. 6. 18. 관찰일지)

즉흥연주를 통해 소통하면서 다른 사물이나 사물에 대해 방관하고 무

관심하였던 아동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자기중심의 사고

에서 자신과 타인을 함께 생각하는 생각으로 변화하였다. 그로 인해 문

제에 직면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방안을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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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하기>

교사가 여러 가지 악기를 제시하며 즉흥연주 할 악기를 선택하도록 한다. 

A와 B가 동시에 카바사를 선택한다. A는 B를 바라보더니 악기를 B 쪽으

로 밀며 말한다.

교사 : 카바사를 연주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A : (손 들고) 저요.

B : 저요.

A : (B를 바라보고 악기를 주며) 이거 해.

(2019. 7. 2. 관찰일지)

<조화로운 해결방안 모색>

교사는 수업 시간에 연주한 악기를 모두 제시하고 즉흥연주하고 싶은 악

기를 선택하도록 한다. 모든 학생들이 핸드드럼을 선택한다. 그러자 B가 

말한다.

B : 좋은 생각났어요. 봐 봐요. B 다음 A, A 다음에 C.

교사 : 네. 좋은 방법이네요. 친구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연주해 볼

까요?

B : 방법을 알려줬어요. 

(2019. 7. 16. 관찰일지)

교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중 아동 모두 가장 큰 향상을 보인 행동은

지시 따르기이다. 음악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지시에 반응하면서 교

사가 지시나 규칙을 제시하였을 때 거부감 없이 쉽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지시 따르기의 향상은 무시하기나 거절하기와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을 감소하게 하였다.

<음악에 맞춰 지시 따르기>

교사가 게더링 드럼을 제시하자 아동들이 모두 바라본다. 교사는 ‘그대로 

멈춰라’ 노래에 맞추어 일정박으로 연주하며 아동들에게 함께 연주하자고 

한다. 아동들이 자유롭게 연주할 동안 교사는 계속 노래 부르며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그대로 멈춰라’라고 노래하며 피아노 반주를 멈춘다. 처음

에는 B만 연주를 멈추고 다른 학생들은 연주를 계속한다. 교사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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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가 두 손을 들고 가만히 있자 C와 A도 연주를 멈춘다. 

교사 :

 A : 

 

 B : 

 C :

[악보 Ⅳ-6] 교사와 A, B, C의 연주 악보 1

교사는 다시 피아노 반주를 하며 노래를 부른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게더

링 드럼을 연주할 때 교사는 다시 ‘그대로 멈춰라’라고 노래하며 피아노 

반주를 멈춘다. 아동들은 연주를 멈추고 교사를 바라본다.  

교사 :

 A : 

 

 B : 

 C :

[악보 Ⅳ-7] 교사와 A, B, C의 연주 악보 2

(2019. 7. 23. 관찰일지)

<음악 시간의 변화>

A 같은 경우에 기다리기는 해도 지시 따르기가 잘 되는 아이는 아니예요. 

근데 활동이 자기가 선호하는 활동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음악 시간

에 규칙 지키기나 지시 따르기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었어요. 다른 때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음악 시간에 많이 잘 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기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2019. 9. 26. 교사 A와의 면담)



- 145 -

⑤ 즉흥연주를 통한 관계의 변화

중재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친구들과의 관

계가 변화되어 자연스럽게 친구의 이름을 부르거나 함께 어울리기 시작

하였다. 공동 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혼자 하려고 했던 아동이 먼저 친

구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었다.

<친구와 함께 하고 싶은 연주>

교사는 두 명씩 짝을 지어 스카프에 에그 셰이커를 올려놓고 소리를 내어

보자고 한다. B가 손을 들며 말한다.

B : 저 C이랑요. C랑 할래요.

(2019. 9. 10. 관찰일지)

아동들은 대화를 하기도 하면서 소통하였다. 이들은 언어적 능력이 부

족하여 일반 아동과 같이 온전한 언어적 의사소통은 하지 못하였지만 자

신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였다. 아동들은 아주 짧은 말

을 반복하였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충분한 대화였다. 서로 마주보고 눈을

맞추며 소통하였고, 말을 주고받으며 웃으면서 기쁨을 표현하였다. 아동

A와 B는 특히 즉흥연주를 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대화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즉흥연주 활동

을 통해 느낀 음악적 감정을 서로 주고받으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보였다.

<둘만의 대화>

A는 연주를 마치고 B를 바라보며 다가가면서 말한다. B도 고개를 내밀고 

A를 보면서 말한다. 둘을 얼굴을 마주대고 한참을 웃으며 둘만의 대화를 

한다.

A : 저~

B : 저~

A : 저~

B : 저~

(2019. 9. 17. 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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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생활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변화

①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여

아동들은 학교생활에서 또래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못하였

다. 그로 인하여 통합학급에서는 주로 혼자 있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또

래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상호작용 기술이 부족하여 함께 어

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립되고 소외된 학교생활>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말 그대로 함께 있는 것 뿐 이예요. 친

구들과 함께 어울려 논다기 보다는 거의 혼자 노는 편이예요. 멍하니 어

딘가를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2019. 3. 19. 교사 E와의 면담)

<함께 놀지 못하는 놀이>

친구들을 좋아해서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같이 놀자고 하기는 하는데 놀이

의 규칙을 잘 알지 못해요. 술래잡기를 해도 항상 자기가 술래를 하겠다

고 하며 친구들에게 자기를 잡으러 오라고 해서 친구들이 함께 놀이하는 

것을 꺼려해요. 

(2019. 3. 19. 교사 D와의 면담)

또한 여러 가지 문제행동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였고, 친구들이 아동들

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아동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아동들은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러한 요소로 인해 아동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환

경을 충분히 갖을 수 없었다.

<이탈행동>

이탈행동이 정말 심해요. 옆에 누군가가 꼭 붙어있어야 해요. 행동은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순식간이예요. 저나 보조 선생님이나 공익 요원이 

항상 함께 있어요. 보조원이 없을 때는 부모님들이 사비로라도 사람을 불

러서 아이들 옆에 붙어 있게 했어요. 음악 수업하실 때에도 저희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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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할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2019. 3. 18. 교사 A와의 면담)

<공격행동>

B는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깨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위협적인 말을 해서 걱정이 되어요. 

(2019. 3. 18. 교사 A와의 면담)

② 적극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아동들은 즉흥연주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전략을 자

연스럽게 익히게 되었고, 그것이 천천히 내면화되어 행동의 변화가 나타

나게 되었다. 아동들은 중재 초반에 고립되고 소외되어 혼자 있는 모습

을 자주 보이며 또래와 눈 맞춤이나 미소, 대화 시도 등을 거의 하지 않

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은 중재를 통해 점차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또한 음악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나타나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행동도 변화하였다. 아동들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인사

를 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친구를 대하게 되었다.

<관심의 표현>

B가 교실에 들어온다. 자리에 앉아있는 A를 빤히 바라보며 묻는다.

B : A 이마가 빨개졌어. A 왜 그래? 

(2019. 4. 23. 관찰일지)

<눈을 맞추며 인사하기>

A가 교실에 들어와 친구들에게 인사한다. 

A : 안녕

손을 흔들며 말해도 친구들이 자신을 보지 않자 친구들에게 다가가 말한다.

A : 나 좀 봐.

C가 고개를 돌려 A를 바라보자 A는 C와 눈을 맞추고 웃으며 다시 인사

한다.

A : 안녕

(2019. 6. 25. 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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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또래 관계의 향상

중재가 진행될수록 아동들 사이가 많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아동들은

음악 수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서로에게 관심을 보였다.

<친구를 향한 관심>

B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교실에 온다. 교실을 서성이고 문 주변

을 기웃거린다. 

B : C 왜 안와. C. 선생님, C 왜 안와요?

교사 : C 곧 올 거야.

교사에게 물으며 문 밖을 내다본다. 

B : C 오나보다. 

복도에 C의 모습이 보이자 B가 다시 교사에게 묻는다.

B : A는요?

(2019. 7. 9. 관찰일지)

이와 같이 즉흥연주 활동과 함께 관계를 쌓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아동들은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으면

중재가 시작되기 전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학급의 친구들 이름을 아

는 대로 쭉 말하였다. 그런데 중재 후반에 친한 친구가 누구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다른 연구 대상 아동의 이름을 이야기하였다.

<친한 친구>

교사 : B는 친한 친구가 누구야?

B : A요.

교사 : 둘이 제일 친해?

B : 네, 친해요. 

(2019. 9. 17. 아동 B와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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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교생활의 변화

아동들은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수업 시간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즉흥연주 활동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에서의 수업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적극적인 수업 태도>

선생님과 음악 수업을 하면서 교실 음악 교과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어요. 교과 시간에 배우는 노래를 음정은 잘 맞지 않지만, 큰 소리로 

따라 부르더라고요. 

(2019. 9. 27. 교사 D와의 면담)

아동들은 친구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행동을 보여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하였다. 하지만 중재를 통하여 방해 및 공격행동

이 많이 감소하였다. 아동들의 이러한 문제 행동은 순간의 감정 상태나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아동 스스로 문제행동을 조절하려

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문제행동의 감소는 학교생활 전반에 나

타났고,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상동 행동 및 방해 행동 감소>

C가 원래 박수 치면서 소리 내고 돌아다니잖아요. 오늘 음악 수업하고 

와서는 마음이 괜찮은지 박수 한 번도 안쳤어요. 

(2019. 9. 27. 교사 E와의 면담)

<공격행동 감소>

친구들에게 공격적으로 다가가서 물건을 많이 만지거나 던지는 행동을 했

었는데, 요즘은 친구들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요. 꾸준히 연습 중이고요. 

(2019. 9. 27. 교사 C와의 면담)

아동들이 학교생활에서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이탈 행동이었다. 갑

자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행동으로 교사와 친구들이 늘 긴장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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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었는데, 차차 그 빈도가 줄게 되었다. 음악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 수업 시간에도 이탈 행동이 크게 줄어 인해 연구 대상 아동 및 친

구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교실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

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탈 행동 감소>

A가 원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하지 못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첫 수업부터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악기 연주하는 것을 보고 깜

짝 놀랐어요. 이탈 행동도 없이 규칙도 잘 지키면서 수업에 매우 빨리 적

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러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하는 수업이 마

음에 들었나 봐요. 

(2019. 9. 26. 교사 A와의 면담)

최근 수업 중에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019. 9. 27. 교사 C와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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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즉흥연주 활동에 나타난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

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과 사후, 매 차시 수업 이후에 평가를 실

시하였다. 더불어 관찰 및 면담을 통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음악적 반응의 변화

[그림 Ⅳ-51]의 경향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세 아동 모두 즉흥연

주 활동을 통하여 음악적 반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Ⅳ-51] 음악적 반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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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A

아동 A는 사전 검사에서 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보는 정도의 신체적

반응을 보일 뿐 다른 음악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언어능력이 부

족하여 중재 초반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하지 못하였고,

반향어나 옹알이 같은 언어적 표현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중재를 통하여

음악적 반응이 조금씩 향상되어 중재의 마지막 차시에서는 12점으로 중

재의 첫 차시보다 7점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중재 후반으로 갈수록

짧지만 문장으로 언어적 반응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언어적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재를 통하여 점점 다른 사람의 연주에 맞추어 몸

을 움직이며 반응하였고, 듣고 모방하여 연주를 하기도 하였다. 중재의

후반부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주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2) 아동 B

아동 B은 세 아동 중 언어적 반응을 가장 활발하게 나타내었다. 중재

초반에는 몇 개의 단어로 언어적 반응을 보였으나 3회 이후부터 문장으

로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또한 때때로 반향어를 사용하기

도 하였으나 교사의 지도에 따라 반향어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

고, 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때 문장으로 자

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점차 다른 사람의 음악적 표

현을 인식하고 그에 관심을 갖았으며, 중재 후반에는 다른 사람과 조화

를 이루며 음악으로 소통하며 연주를 통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3) 아동 C

아동 C는 언어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나 관계 등에 따라 언어적 표현을 잘 하는 경우

도 있고, 반향어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아동에 비해 반향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불안하거나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

는 경우에 손을 물거나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반향어로 말하였다. 하

지만 중재 후반으로 갈수록 단어나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되

었다. 또한 아동 C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연주를 시도하며 반응하는 모습

을 많이 보였다.



- 153 -

2) 음악적 태도의 변화

음악적 태도의 변화를 경향선을 통해 시각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

림 Ⅳ-52]와 같다. 세 아동 모두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음악적 태도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Ⅳ-52] 음악적 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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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A

아동 A는 음악적 태도의 모든 영역에서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여 중

재 마지막 차시와 사후 검사에서는 음악적 태도의 모든 요소에서 최고점

을 받아 15점을 나타내었다. 집중력이 향상되어 노래를 반복하여 제시하

여도 집중하였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즉흥연주 활동에 참여하는 모

습을 보였다. 특히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업 시간 중에 한 번도

자리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40분 동안 자리에 앉아 수업에

참여하였다. 중재 후반으로 갈수록 적극적인 태도가 향상되어 연주를 하

고 싶다고 손을 들고 “저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도적으로 악

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아동 B

아동 B는 매 차시의 중재를 통해 음악적 태도의 점수가 계속 증가하

여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아동 B의 경우 사전 검사에

서 짧은 집중력을 보였고 도움이 있으면 연주를 하기도 하였으나 적극적

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점차 즉흥연주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중재의 마지막 차시와 사후 검사에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자발

적으로 즉흥연주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 집중력, 자발성, 참여도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발적으로 연주에 참여하였고, 자신

이 연주하거나 악기를 정리한 뒤 친구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많이 보였

다.

(3) 아동 C

아동 C는 사전 검사에서 음악적 태도의 모든 요소에서 가장 낮은 점

수를 받아 3점을 나타내었지만 중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아동 C의 경우에는 감정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 눈에 띄게 다른 행동을

보였다. 5차시에는 음악적 태도를 통한 반응의 점수가 가장 낮아 1차시

와 같은 5점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중재를 통하여 자발성과 참여도가 전

반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고, 중재 후반에는 스스로 악기를 연주하

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즉흥연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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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적 행동의 관찰 및 면담 결과 분석

(1) 음악적 반응의 변화

① 무반응 및 부적절한 반응

아동들은 즉흥연주 활동의 초반에 새로운 악기를 제시하여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음악적 자극을 제시하여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알 수 없

는 말이나 반향어를 반복하여 말하며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자

신의 세계에 고립되어 음악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주변 친

구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친구의 연주에 대한 무관심과 무반응>

B가 마라카스로 즉흥연주를 한다. 교사는 아동들에게 B의 연주를 들어보

자고 한다. C는 B를 보지 않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며 손을 입에 넣고 

장난을 친다. A도 B를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혼자 중얼거리며 연주

와 관계없이 박수를 친다.

교사 : 우리 같이 B의 연주를 들어볼까요?

C : 만들었나봐. 만들었나봐. 만들었나봐.

A : 우우우우

(2019. 3. 26. 관찰일지)

<자기 세계에의 고립>

아동들은 교사의 반주에 맞추어 캐스터네츠 연주를 한다. C는 캐스터네

츠를 만져 한 번 소리를 내더니 큰 소리로 말한다.

C : 야옹이 너!

그리고는 혼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C :

[악보 Ⅳ-8] C의 노래 악보

(2019. 4. 9. 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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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 반응>

교사는 패들 드럼의 소리를 들려준 뒤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며 연주하도록 

한다. C가 악기를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큰 동작으로 패들 드럼과 채

를 휘두른다. A와 B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며 몸을 옆으로 피한다. 

C : 아아아아~

C는 채를 내려놓고 손목 아래 부분으로 패들 드럼을 세게 내려치며 소리

를 낸다. 

C : 아아아아~

C는 패들 드럼을 뒤집어 뒷부분을 두드리고 손가락을 돌리며 만진다. 다

시 패들 드럼을 꽉 잡더니 반대 손을 내려친다. 악기의 북면이 테두리 부

분으로부터 떨어진다. 

(2019. 4. 16. 관찰일지)

아동들은 교사가 제시하는 음악에 대한 반응으로 연주를 하기도 하였

다. 하지만 즉흥연주 활동 초반에는 자신의 연주를 강박적으로 반복하며

교사가 새로운 음악적 자극을 제시하여도 그 음악적 요소와 자신의 연주

를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강박적 연주>

교사는 점점 빠르게 노래를 부르며 아동들이 빠르기의 변화를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A는 교사의 음악이나 지시에 관계없이 자신만의 박자로 계속 

연주한다.

(2019. 4. 16. 관찰일지)

② 음악적 호기심에 기초한 반응

악기를 통해 다양한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음악적 호기심을 갖도록

하였다. 발달장애 아동들은 특히 감각적으로 예민하여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만져보는 과정을 통하여 악기를 인식하

고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아동들은 점차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

하였고, 이를 통하여 악기 및 소리에 대한 충분한 탐색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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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에 대한 호기심>

교사는 학생들에게 레인 스틱을 보여준다. 악기의 이름을 말해주고 바로 

악기의 소리를 들려준다. 악기에서 소리가 나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A가 

고개를 들고 악기를 바라본다. 교사가 레인 스틱을 연주하며 묻는다.

교사 : 무슨 소리인 것 같나요? 

A : 무, 무이.

교사 : 네 물이 떨어지는 소리 같죠?

A : 네

교사 : 맞아요. 이 악기는 빗소리가 나는 악기예요.

교사는 학생들에게 레인 스틱을 주며 연주해보도록 한다. A는 악기를 받

아들고 천천히 소리를 내어 본다. 그리고 악기에 얼굴을 바짝 대고 소리

를 듣는다. 

(2019. 4. 9. 관찰일지)

악기를 제시하여 마음껏 탐색하고 소리 내어 봄으로써 지금-여기 경

험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악기에 대해 인식하고 스스로 연

주 방법도 찾아갈 수 있었다.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교사는 다양한 종류의 북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다양한 감각으로 악기

를 스스로 탐색해보도록 유도한다. A는 핸드 드럼을 선택하여 악기를 만

져본다. 먼저 악기의 북면에 얼굴을 대어 비비고, 냄새를 맡는다. 얼굴을 

대고 북의 아래 면을 쳐서 얼굴로 그 촉감을 느낀다. 한편 B는 젬베를 

선택한다. 젬베를 껴안고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웃는다. 북면에 얼굴을 대

어 촉감을 느끼고, 기둥부분을 손으로 두드려 소리를 내어 본다.

(2019. 4. 23. 관찰일지)

③ 신체 및 언어를 통한 음악적 반응

아동들은 음악적 자극에 대하여 신체적으로 가장 먼저 반응하였다. 특

히 빠르기나 셈여림에 흥미를 느끼며 반응하였고, 자연스럽게 신체적 움

직임을 나타내었다. 또한 음악적 변화를 느낄 때 이를 움직임으로 표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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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와 단조의 상반된 반응>

빨간 모자 동화를 보면서 교사가 노래를 불러준다. 교사는 장조의 느낌을 

살려 밝고 경쾌하게 반주하며 노래 부른다.

교사 : 

[악보 Ⅳ-9] 교사의 노래 악보 1

A는 웃으며 고개를 좌우로 움직인다. 그리고 교사의 노래에 맞추어 에그 

셰이커를 흔든다. 

잠시 후 교사는 늑대를 소개하는 노래를 불러준다. 교사는 노래의 단조 

느낌을 살려 느리고 무겁게 노래 부른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부르다가 

조금씩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피아노로 왼

손 저음을 트레몰로로 크게 연주한다. 

교사 : 

[악보 Ⅳ-10] 교사의 노래 악보 2

그러자 A가 박수를 치면서 고개를 숙이고, 귀를 막는다. 

(2019. 7. 2. 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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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기의 변화에 따른 몸짓>

닭을 표현하는 노래를 부르며 에그 셰이커 즉흥연주를 한다. A는 에그 쉐

이커를 흔들기도 하고 두 개의 에그 셰이커를 부딪혀 연주하기도 한다. 

교사가 앞부분은 느리게 노래를 부르며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뒷부분에서

는 빠르게 분위기를 전환한다. 그러자 A는 웃으며 몸을 좌우로 움직인다. 

그리고 양손을 빠르게 흔들어 에그 셰이커를 연주한 후 손을 높이 들며 

좋아한다. C는 교사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무릎을 친다.

(2019. 6. 18. 관찰일지)

아동들은 언어를 통해 악기나 음악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자신의 의

견을 표현하였다.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언어적 표현을 시도하였다.

<악기 소리에 대한 느낌 표현>

교사 : B는 선생님과 한 악기 중에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들어? 

B : 다요.

교사 : 어렵지는 않아? 

B : 네, 어려워요.

교사 : 어떤 게 어려워? 

B : 북이요. 아파요. 

교사 : 친구들이 세게 치면 귀가 아파? 

B : 네.

(2019. 7. 23. 아동 B와의 면담)

<한 번 더 하고 싶은 연주>

교사는 학생들에게 차례대로 실로폰을 연주해 보도록 한다. B의 연주가 

마무리되자 교사가 옆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악기를 주려고 한다. 그러자 

B는 교사를 바라보며 말한다.

B : 한 번만 더 하고 싶어요. 

교사는 B가 다시 연주하도록 한다. 연주를 마치고 B는 옆 친구에게 채를 

건네준다. 그리고 교사를 바라보며 말한다.

B : 다음 시간에도 이거 또 해요. 

(2019. 5. 21. 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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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연주할 때의 기분>

모든 음악 수업을 마친 후 교사는 아동들에게 악기를 연주할 때의 기분, 

음악 수업시간 중 기억에 남는 모습을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아동들은 

다음과 같이 기분을 표현하였다. 

[그림 Ⅳ-53] A, B, C의 기분 표현

(2019. 9. 24. 활동지)

④ 연주적 반응을 통한 소통

아동들은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연주

를 이어갔다. 이와 같이 친구와 함께 연주하면서 음악 안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경험하였다. 언어적으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기 어려웠던 아동들

이 음악을 통해 서로 소리를 주고받고 소통하면서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주적 반응은 모방의 방법으로 가장 먼저 나타났다.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리듬, 셈여림 등을 모방하여 연주하면서 다른 사

람의 연주를 듣고 그에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였다. 아동들은 같은 음악

적 패턴을 주고받고 반복하여 연주하면서 음악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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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처럼 연주하기>

인사 노래를 부르며 학생 한 명씩 캐스터네츠 즉흥연주를 한다. B가 일

정한 리듬을 여리게 연주한다. 이어서 교사가 C에게 캐스터네츠를 제시

하자 B가 연주한 것과 같은 리듬으로 여리게 연주한다. A 역시 앞의 친

구들이 연주한 리듬을 여리게 연주한다.

 B :

 C :

 A :

[악보 Ⅳ-11] A, B, C의 연주 악보

(2019. 6. 25. 관찰일지)

아동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의 연주를 모방하여 연주하다가 점차 주고

받으며 연주하거나 이어가며 연주를 하기도 하면서 음악을 반응을 통한

소통의 폭과 깊이를 넓혀갔다. 가락이나 리듬에 변화를 주어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음악에서 자신이 연주할 여백을 찾아 음악을 채워가

며 함께 연주하기도 하였다.

<주고받으며 연주하기>

교사가 노래를 부르며 피아노 반주를 한다. 교사가 노래를 쉬는 부분에 

C가 교사와 같은 리듬을 연주한다. 

 교사 :

 C :

교사 :

 C :

[악보 Ⅳ-12] 교사와 C의 연주 악보

(2019. 7. 23. 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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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르는 노래>

교사는 붐웨커를 소개하면서 ‘도룡뇽’ 노래를 부른다. 교사는 도 음의 붐

웨커, B는 레 음의 붐웨커, C는 미 음의 붐웨커를 연주한다. 교사는 한 

명씩 차례대로 연주해보자고 제안한다. 교사가 노래를 부르며 도 음의 붐

웨커를 연주한다. 그러자 B가 이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붐웨커를 

연주하고, C의 이름을 넣어 노래 부르고 C를 바라본다. 

교사 :

 B :

[악보 Ⅳ-13] 교사와 B의 연주 악보

(2019. 5. 21. 관찰일지)

더 나아가 함께 연주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연주를 듣고 기다리며 조

화롭게 음악을 표현하고 완성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함께 만드는 음악>

교사는 학생들에게 붐웨커를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준다. A는 레, B는 미, 

교사는 파, C는 솔 음의 붐웨커를 가지고 소리를 낸다. 교사는 ‘작은 별’ 

노래를 부르며 함께 노래에 맞추어 연주해 보자고 한다. 후렴 부분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연주하면서 노래를 완성한다.

 C :

교사 :

 B :

 A :

[악보 Ⅳ-14] 교사와 A, B, C의 연주 악보 3

(2019. 9. 3. 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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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적 태도의 변화

① 소극적인 태도

중재 초반에 아동들은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악기를 제시하여

도 소리를 내지 못하였고, 연주를 하는 경우에도 두세 번 소리를 내어본

뒤 다시 교사에게 악기를 주었다. 악기를 선택하는 기회를 주어도 고르

지 못하였고 교사가 제시하는 대로 피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다.

<악기에 대한 소극적 반응>

교사가 카바사를 연주한 뒤 아동들에게 나누어주며 연주해 보도록 한다. 

A는 악기를 받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교사에게 악기를 내민다.

(2019. 4. 2. 관찰일지)

<주도적 선택의 결여>

교사는 오늘 연주해 본 악기를 모두 책상 위에 꺼내놓고 아동들에게 보여

준다.

교사 : 오늘 연주했던 악기들이예요. 마음에 드는 악기를 골라서 연주해 

     볼까요? 

C는 교사를 바라보고 다시 악기를 바라보지만 악기를 고르지 못한다. B

는 마라카스를 만졌다가 다시 손을 뺀다. 

(2019. 4. 16. 관찰일지)

② 적극적인 태도

즉흥연주 안에서의 긍정적인 성공 경험을 통하여 아동들의 자기 인식

및 태도가 변화하였다. 아동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적극적인 표현>

교사가 새로운 악기인 코끼리코를 제시하자 A와 B는 서로 경쟁하듯이 손

을 더 높이 올리며 말한다. 

   A : 저요.

   B : 저요. 선생님 저요. 제가 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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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저요.

   B : 저요. 저 하고 싶어요. 저 해 볼래요.

(2019. 9. 17. 관찰일지)

<음악 활동을 통한 변화>

B는 뭘 하겠다고 나서는 애는 아니거든요. 음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면에서 아 B가 되게 기다리고 있구나. 기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

끼고 있어요. B는 선택하고 할 때 좀 뭐 남는 것을 해도 별로 싫어하거

나 하지 않는데 음악 활동 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딱 선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변해가고 있어요. 급격하게요. 

(2019. 9. 26. 교사 A와의 면담)

③ 삶으로 즐기는 노래

아동들은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더욱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음악적

표현을 하게 되었다. 생활 속에서도 음악을 즐기고 음악으로 자신을 표

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흥얼거리는 노래>

노래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혼자 흥얼흥얼 거리더라고요. 마

음이 편해지거나, 학습활동 할 때 저절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9. 9. 27. 교사 E와의 면담)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이 음악적 행동으로 대체기도 하였다. 평소에 소

리를 지르며 다른 친구들을 방해하던 행동을 보이던 아동이 소리 지르는

행동 대신 노래를 부르며 감정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리 지르지 않고 노래 부르기>

오늘은 아름다운 동요를 계속 불렀어요. 노래는 좋아해요. 저는 그냥 못 

부르게 안 해요. 애들 독서할 때 C가 노래 부르니까 애들이 막 쳐다보더

라고요. 제가 “그냥 여러분은 독서 하는 거예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C가 크게 소리 지르거나 하지 않고 노래 부르더라고요.

(2019. 9. 27. 교사 E와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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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영역
구분

아

동

평균 효과크기

A B A′ B′ PND SMD

또래

와의

상호

작용

긍

정

적

수업

시간

A 3.89 74.04 30.56 82.86 100 66.33

B 7.78 69.84 58.89 87.86 100 26.94

C 1.67 32.53 10.58 43.33 94.74 37.03

쉬는

시간

A 7.78 84.8 40 88.57 100 40.8

B 18.89 83.06 60 88.57 100 12.98

C 2.22 24.9 15.55 54.29 89.47 8.7

부

정

적

수업

시간

A 43.89 6.78 33.89 2.62 100 -15.12

B 34.44 9.63 18.33 6.19 100 -5.53

C 58.89 40.53 51.67 16.19 94.74 -5.1

쉬는

시간

A 64.44 8.45 52.22 7.62 100 -30.18

B 37.78 9.17 31.11 8.57 100 -5.66

C 88.89 44.66 62.22 26.67 100 -6.61

교사와의

상호작용

긍정적

A 5.55 66.88 35.11 76.19 100 25.33

B 44.45 63.47 58.33 77.14 84.21 2.24

C 13.34 38.77 22.78 66.90 94.74 12.38

부정적

A 66.11 4.33 32.78 1.9 100 -65.24

B 25 7.1 3.33 0.71 100 -7.01

C 64.44 37.36 61.11 7.38 94.74 -39.71

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서울 A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발달장애 아동 3명을 대

상으로 즉흥연주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이 즉흥연

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과정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출된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 분석

<표 Ⅴ-1> 아동별 사회적 상호작용 평균 및 효과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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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

작용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 Ⅴ-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세 아동 모두 기초선 구간에 비하여 중재 구간에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

작용 행동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재가 진행될수록 행동 발생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아동 A와 B의 경우, 첫 번째 기초선에서

는 10% 이하의 낮은 행동 발생률을 보였으나 중재를 통하여 90% 이상

의 높은 행동 발생률을 보였다. 아동 C 역시 첫 번째 기초선보다 두 번

째 중재에서 평균이 41.66% 증가하여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세 아동 모두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중 바라보기, 그리고 미소 및

웃음 행동이 가장 많이 향상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사전과 사후에 실

시한 즉흥연주 활동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평가에서도 눈 맞춤, 미소,

음악적 자극에 대한 즐거움의 표현과 같은 정서행동 및 차례를 지키고

기다리는 것, 다른 친구와 악기를 공유하거나 주고받는 것, 활동에 참여

하고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 등의 공동놀이 영역의 평가 점수가 증

가하였다.

아동들은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음악적으

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아동들의 의사소통 기능의 한계

로 언어적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음악과 함께 인사를

하고 눈을 맞추면서 소통하려는 시도를 활발히 하였다. 특히 음악을 통

하여 함께 느끼며 교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친구의 연주에 미소나 박수

로 반응을 하기도 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웃으며 함께 연주를 하기도 하

였다. 자신의 연주를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친구의 연주를 칭찬하는 모습

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A와 B는 즉흥연주를 하면서 연구자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들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서로 주고받으며 대

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는 어떠한 형식이나 틀이 없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 안에서 강요하지 않는 경험을 제공한 즉흥연주의 융통성

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고 및 행동의 경직성 완화 및 의사소통 강화에 기

여한 것으로, Nordoff & Robbins(1971), Edgerton(1994) 등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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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일치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즉흥연주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

작용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음악 활동을 통하여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향상된다는 장혜원(2002), 박혜지(2017), 엄진명(2009)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즉흥연주 활동을 중심으로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

성을 갖는다.

둘째,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

작용이 감소하였다. <표 Ⅴ-1>와 같이 세 아동 모두 기초선 구간에 비

하여 중재 구간에 수업 시간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중재가 진행될수록 행동 발생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

였다. 아동 A와 C는 첫 번째 기초선에 비해 두 번째 중재 구간에 부정

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이 약 40% 감소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사전 관찰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연구 대상 아동

이 매우 고립되고 소외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혼자 놀기 하위영역을

설정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다. 세 아동 모두 기초

선 구간에서는 혼자 놀기 영역에서 높은 행동 발생률을 보였으나 중재와

함께 이 행동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 A와 B는 두 번째

중재 구간의 모든 차시에서 7% 미만의 혼자 놀기 행동 발생률을 보였

다. 아동들은 즉흥연주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에서 다른 친구의 연주를 보고 들으며 그에 반

응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혼자 고립되어 있는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이 감소하였다.

더 나아가 즐겁게 즉흥연주에 참여하면서 방해하기나 공격행동이 감

소할 수 있었다. 이는 음악 활동의 즐거움으로 공격적인 언어나 행동, 이

탈 등의 문제행동이 감소하며, 협조적인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

화할 수 있다는 Lathom(1980)의 연구 결과 일치하는 바이다. 아동 C의

경우 소리를 내며 박수를 치는 상동 행동을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

건을 함부로 만지고 빼앗으며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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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치면서 다른 친구들을 공격하는 행동을 자주 보였다. 아동 B도 친구를

때리거나 깨무는 신체적 공격 행동이나 놀리고 위협적인 말을 하는 언어

적 공격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즉흥연주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면서 이

와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셋째,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

작용이 향상되었다. 이는 음악활동을 통하여 아동과 치료사의 상호작용

이 향상되었다는 박혜지(2017), 박은주(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아동 A는 첫 번째 기초선에서 10% 미만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

률을 보였으나 마지막 중재인 20회에서는 91.67%의 높은 행동 발생률을

나타내었다. 아동 C 역시 두 번째 중재에서는 첫 번째 기초선에 비하여

평균이 53.56% 향상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기초선을 측정할 때 아동 A의 경우 교사와 거의 눈을 맞추지 않았고,

교사의 물음이나 언어적 자극에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아동 C 역시 교

사와 거의 눈을 맞추지 않고 교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교

사가 제시하는 음악적 자극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교사를 바라보고 눈

을 맞추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특히 아동들은 소리에 민감하여 소리로

자극을 제시하면 바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고, 새로운 악기를 제시할

때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교사를 바라보았다. 이러한 음악적 자극들이

아동들로 하여금 음악적 동기를 갖도록 하였으며, 아동들은 중재가 진행

될수록 스스로 즉흥연주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아동들은 더욱 적극적으

로 교사와 눈을 맞추었고, 손을 들거나 언어적 표현을 하며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또한 지시 따르기 행동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의 지시

는 대부분 즉흥연주 활동에 관한 내용이었고, 중재 초반에는 언어적 지

시가 많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언어적 지시 없이 악기를 제시하거나 아

동이 연주할 수 있는 음악적 공간을 제시하는 음악적 지시를 많이 하였

다. 아동들이 즉흥연주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수록 지

시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고, 지시 따르기는 하나의 놀이 혹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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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는 즉흥연주 활동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평가

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지시반응성 행동의 점수

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중 대답하기 영역의 경우 아동 B를

제외하고 다른 두 아동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아동 C는 기

초선과 중재의 모든 구간에서 9% 미만의 대답하기 행동 발생률을 나타

내었다. 이는 아동들의 언어능력 혹은 언어사용 습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본 연구는 즉흥연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

에 아동들이 대답을 하거나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연주를 통해 즉각

적으로 응답하거나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대답하기 행동이 많이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

작용이 감소하였다. <표 Ⅴ-1>와 같이 세 아동 모두 중재가 진행될수록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

A와 B는 첫 번째 중재에서 16% 이하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을

보였으며 두 번째 중재에서는 세 아동 모두 14% 미만의 행동 발생률을

보이며 부정적 행동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아동 B는 두 번째

중재에서 0～3.33%의 행동 발생률을 나타내었다.

연구 대상 아동의 담임교사 및 담당 특수교사와의 사전 면담에서 파

악한 아동들의 가장 큰 문제행동은 이탈 행동이었다. 아동 C의 경우 기

초선 구간에서 이탈 행동이 많이 발생하였고, 중재 구간에서 이탈 행동

이 감소하다가도 간헐적으로 이탈 행동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중재부터는 이탈 행동이 매우 많이 감소하였고, 이는 안

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중재의 마지막 2차시 동안은 전혀 이탈 행동

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음악활동에 흥미를 느끼며 집중할 수 있는 시

간이 길어졌기 때문이고, 조금의 관심이나 언어적 도움만으로도 이탈 행

동의 횟수나 지속시간이 감소할 수 있도록 교사 및 또래와 관계가 형성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 A와 B는 무시하기 행동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교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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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중 하나인 지시 따르기가 증가하면서 반대로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교사의 지시나 자극에 무반응하고 무시하

였던 행동이 지시에 반응하는 행동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다섯째, 즉흥연주 활동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는 학교생

활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다. 즉흥연주 음악 수업

이 끝난 후 쉬는 시간에 발생하는 또래간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한 결

과 <표 Ⅴ-1>과 같이 쉬는 시간에도 음악 수업 시간과 유사하게 중재

를 통하여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가하고 부정적 상호작용은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아동 A와 B는 두 번째 중재에서 또래와의 긍정적 상

호작용 행동 발생률 평균이 88.57%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또

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이 9% 미만으로 나타내며 크게 감

소한 모습을 보였다.

학교생활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평가에서도 사전에 비해 사후 검사

에서 또래 및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점수는 증가하고, 부정적 상호

작용 점수는 감소하는 보습을 보였다. 이처럼 즉흥연주 활동을 통해 사

회적 상호작용이 향상되자 학교생활에서의 상호작용 행동에도 변화가 나

타났다. 아동들은 즉흥연주 활동에서 행동 변화를 보임과 동시에 학교생

활에서도 다른 친구에게 다가가 눈을 맞추기 시작하였고, 친구에 대해

관심을 갖으면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도 이탈행

동이나 공격행동 등이 감소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향상되었고, 학교

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음악 활동과 자유놀이 시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한 장혜원(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세 아동 모두 중

재를 통하여 쉬는 시간의 바라보기 행동이 크게 증가하였고, 미소 및 웃

음이 자유롭고 활발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들은 친

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고 인사하며, 친구를 기다리거나 관

심을 표현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여섯째,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의 변화에 있어 긍정

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중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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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됨과 동시에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부정적 상

호작용 행동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이 높

아지면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과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이 서로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

어 각각의 행동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보다는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긍정적 상호작용의 경우 중재 구간의 행동 발생률이 10

이상의 표준편차를 보였고, 차시별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변화가 크

게 나타났다. 그에 반하여 부정적 상호작용은 중재가 시작됨과 함께 행

동 발생률이 크게 감소하였고, 그 변화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특히 아동 A와 B의 경우에는 중재를 통해 부정적 행동 발생률이 크게

감소하였고, 중재 후반에는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두 번째 중재에서 세 아동

모두 평균을 기준으로 15% 범위 안의 행동 발생률을 보이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동 A는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수

업 시간 및 쉬는 시간의 두 번째 중재에서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

었다. 예외적으로 아동 C의 경우 5차시에 행동 발생률의 변화가 크게 나

타났으나, 이는 긍정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부정적 상호작용에서도 동

일하게 큰 변화를 보였다.

여덟째,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에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적 상태,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다. 자폐성장애 아

동은 정상 발달 아동보다 정서 조절 전략의 측면에서 발달이 지연된다.

(Heather, J. et al., 2017). 따라서 아동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기 어려우

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들은 특정 소리

에 지나치게 예민하며 몸에 닿는 것에 민감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서적

으로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기 어려우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아동 C의 경우 그러한 정서 조절의 어려움이 사

회적 상호작용 행동으로 많이 나타났다. 감정 및 정서가 불안정하고 침

체되었을 때 아동 C는 이탈 행동을 보이며 스스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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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떨어져 혼자 있으려고 하였고,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 긍정적

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이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5차시인데 아동 C는 5차시에 긍정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또래와의 상호

작용의 경우 0%,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경우 7.84%의 낮은 긍정적 상호

작용 행동 발생률을 보였다. 이에 반하여 부정적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경우 94.12%,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경우 96.08%의

높은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을 보였다.

또한 자폐성장애 아동은 동일성을 고집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특성을

갖는다(Horner, et al., 1985). 그래서 아동 B의 경우 시간표가 갑자기 변

경된 날, 학교 공사로 인해 다른 길로 등교해야 하는 날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내었다.

아홉째, 반전설계를 통해 즉흥연주 음악교육 중재가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반전설계는

기초선 자료의 수집 이후 중재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살피고, 다시 반전

하여 기초선과 중재의 구간을 도입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중재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기능적 관계를 명확

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변관석, 2018).

본 연구는 반전설계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관찰

하였고, 그 결과 기초선 구간과 중재 구간의 행동 발생률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함을 볼 수 있었다. 기초선 구간에 비해 중재 구간에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모든 아동이 첫 번째 기초선과 두 번째

중재 구간의 행동 발생률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즉흥연주

활동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 부정적 상호작용 감소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특히 아동 A의 경우 또래

및 교사와의 모든 상호작용에 있어서 기초선 구간과 중재 구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쉬는 시간에 이루어진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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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을 분석하였을 때 아동 A는 대화 시도 영역, 아동 B는 미소 및

웃음 영역의 두 번째 기초선에서 첫 번째 중재보다 높은 행동 발생률을

보이며 첫 번째 중재에 이어 지속적으로 행동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대로 아동 B는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및 무시하기와

이탈 행동 영역의 두 번째 기초선에서 첫 번째 중재보다 낮은 행동 발생

률을 보이며 첫 번째 중재에 이어 지속적으로 행동 발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중재를 통하여 상호작용 행동이 내면화되고 안

정화되어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예외적으로 쉬는 시

간에 이루어진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중 방해하기 영역에서 아동 C

는 두 번째 중재에서 두 번째 기초선보다 높은 행동 발생률을 나타내었

다.

2.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의 변화 분석

첫째, 즉흥연주 활동은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적 반응을 유발하였다.

즉흥연주 활동에서 교사는 다양한 음악적 자극을 통하여 음악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사물, 자극

에 무관심하고 무반응 하였던 아동들이 음악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

다. 세 아동 모두 중재를 통하여 음악적 반응의 평가 점수가 지속적으로

향상하였고, 경향선으로 확인하였을 때 경향의 방향이 상향의 모습을 보

였다. 차시별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중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중재를 마칠 때는 중재를 시작하기 전보다 음악

적 반응이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사후 검사를 통해 음악적

반응의 변화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재 초반에는 음악적 자극에 반응하지 않거나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다양한 소리에 대한 호기심에 기초한 반응을

보이며 즉흥연주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음악적 반응은 신체적 반

응이 가장 먼저 나타났고, 이어 언어적 반응과 연주적 반응이 나타났다.



- 174 -

처음에는 불규칙적이고 음악과는 관계없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으

나 점차 박자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음악에 맞는 신

체적 반응을 보였다. 음악의 분위기나 느낌에 따라 다른 신체적 반응을

보이며 음악적 자극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

였다. 또한 신체적 반응을 통하여 음악적 표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특

히 아동 B는 귀로를 연주할 때 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천천히 움직이며

부드러운 소리를 표현하고자 하였고, 아동 C는 팔을 높이 들고 힘을 주

어 북을 세게 연주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였다. 셈여림과 빠르기를

표현할 때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면서 몸으로 음악개념을 체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음악극을 통해 음악적 반응의 변화를 탐구한

김명정(2010), 이효숙(2001), 장은희(200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모

습이다.

또한 아동들의 언어적 반응이 향상되었다. 아동 A는 한 두 개의 단어

나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였다. 짧은 표현이지만

아동들은 마음을 담아 음악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연주하고

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아동 B는 언어적 반응을 가

장 많이 나타내었데, 단어뿐만 아니라 비교적 긴 문장을 활용하여 명확

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아동 C의 경우 언어적 반응은 거의 하

지 않았지만 불렀던 노래를 혼자 읊조리며 반복하고, 읊조리는 소리로

교사의 지시나 물음에 대답하기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는 비언

어적 의사소통을 위해 음악적 기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동은 읊조리기

를 통하여 자발적이고 직관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

으며 이는 음악적 결과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의 의미를 갖는다(허순희,

2002). 특히 즉흥연주 활동은 정서를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데에 있어

서 매우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음악적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이

러한 읊조리기를 통해 개인적이며 특유한 즉흥적 표현이 더 자유롭고 솔

직하게 이루어졌다.

즉흥연주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자

신의 악기로 연주를 하며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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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둔 활동

이다. 따라서 즉흥연주는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

적인 활동이다. Eliot(1995)은 이와 같이 능동적인 반응과 참여로 이루어

지는 작업을 ‘music’과 ‘making’의 합성어인 ‘음악하기(Musicing)’라고 하

였다. 본 연구의 즉흥연주 활동에서도 ‘음악하기(Musicing)’를 통한 적극

적인 연주적 반응이 나타났다. 다른 친구의 연주를 모방하기도 하고 주

고받는 연주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주적 반응을 통해 아동들은 자

연스럽게 친구들과 함께 연주를 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풍성하게 음악을

완성하게 되었고, 연주를 통하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둘째,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적 태도가 변화하

였다. 세 아동 모두 중재를 통하여 음악적 태도의 평가 점수가 지속적으

로 향상하였고, 경향선으로 확인하였을 때 경향의 방향이 상향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아동 B와 C는 20차시 및 사후검사에서 음악적 태도 평가

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음악적 태도가 향상된 모습을 나타내

었다.

발달장애 아동은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엉뚱한 곳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고, 이탈 행동을 자주 나타내었다. 하지만 즉흥연주를 통하여

집중 시간이 길어졌다. 40분의 수업 시간에 이탈 행동 없이 활동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었고, 20초 이상 길게 즉흥연주를 하기도 하였다. 한 곡이

끝나고 다시 반복하여도 끝까지 자신의 연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도 하였다.

또한 중재 초반에는 즉흥연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무시

하였는데 점차 관심을 갖게 되면서 즉흥연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들은 음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신기한 소리가 나는 악기

를 제시할 경우 매우 적극적으로 연주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의 노래

를 따라 부르거나 교사의 연주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주를 하면

서도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였고, 교사가 노래를 부르면 뒷부분을 이어

부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동들은 다양한 즉흥연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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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은 처음에는 교사의 도움이나 지시에 의해 활동에 임하였는데

점차 스스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 A와 아동 B는 교사가

악기를 제시하면 손을 높이 들고 “저요.”, “제가 할래요.”, “제가 하고 싶

어요.”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고, 아동 C는 악기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손

을 내밀기도 하였다. 연주를 한 후에는 “한 번 더 하고 싶어요.”와 같이

말하며 자발적으로 즉흥연주를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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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즉흥연주 활동을 통한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

호작용 변화 과정을 탐구하여 즉흥연주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다.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

도가 향상되었다. 음악적 자극에 대하여 먼저 신체적, 언어적으로 반응하

기 시작하였고, 점차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모방하거나 주고받으며

연주를 통한 반응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음악적 반응을 통해 아동

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음악 안에서 소통하는 것을 경

험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연주하면서 음악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동들은 점차 즉

흥연주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

게 되었다.

이처럼 발달장애 아동이 즉흥연주 활동에서 보이는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의 변화는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다. 사회적

기술의 결함을 보이는 발달장애 아동은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

럽게 사회적 행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연주에 반응하면서

상대를 듣고 바라보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

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집중하면서 자발적으로 차례를 지키고 기

다리는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하게 되었다. 악기를 공유하고 나누어주

는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협동하는 상호작용을 배우게 되었

다. 이는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인사하기, 순서 기다리기, 물건 나누어 쓰

기, 협동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한 Davis, Gfeller,

Thaut(2002)의 연구 및 즉흥연주가 지적장애 아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데 효과적이며 자기주장 및 자아통제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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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이경화(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음악 안에서 소리의

크기, 빠르기 등의 변화, 질문하기와 답하기, 모방 등의 형태로 교류하면

서 의사소통의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즉흥연주 활동을 통

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게 되었다.

즉흥연주는 소리를 통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 것과 같이(허

순희, 2002), 즉흥연주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음악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행동에 미소나 웃음으로 반

응하면서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반응 하였던 태도가 변화하고 새로

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발달장애 아동에

게 있어서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경험하는 음악은 정서를 표현하고 의

사소통하는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한 도구로, 이들에게 음악은

‘music-as-music’이라기보다는 ‘music-as-communication’의 역할을 하

였다. 따라서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

루어질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의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하

여 소그룹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그룹 즉흥연주 활동은 사

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이정실(2004)은 그룹에

서 일어나는 일이 사회 현상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룹 활동을 통하여

긍정적 상호작용이나 부정적 상호작용을 교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그룹 활동을 통하여 보다 활발한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아동들은 교사가 제시하는 음악적 자극뿐만

아니라 그룹 즉흥연주를 통한 다른 아동의 음악에 반응하면서 상호작용

하였다. 아동들은 서로의 연주를 모방하기도 하였고, 주고받으며 연주를

하기도 하였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연주를 하거나 음악에 대한 느낌

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함께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친

구의 이름을 넣어 노래를 만들어 부르거나 친구를 주제로 악기를 연주하

기도 하였고, 자신이 연주하던 악기를 다른 친구에게 전달하거나 양보하

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교사의 지시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

호작용 행동들이 그룹 음악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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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oxil(1985)은 집단 안에서 역동성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치료

사와의 일대일 상황에서 볼 수 없는 문제가 확인되고 그에 대한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 C의 경우 다른 친구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 빼앗으려 하거나 다른 친구의 악기를 두드리는 행동, 다른 물

건을 만지고 던지는 행동, 다른 친구에게 가까이 다가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문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재가 곧바

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는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하여 또래의 행동에 자극을 받거나 그를 모방하

여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교사의 지시에

반응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웃으며 즐겁게 즐기는 모습 등이 서

로에게 영향을 미쳐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그룹 음악활동을 통해 공동 주의집중하기 및 지시 따르기, 협동

하기 등의 사회 적응기술이 향상된다고 한 정현주(2005)의 의견, 즉흥연

주 음악을 서로의 음악을 듣고 협력하는 가운데 타인을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의 주체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

다는 정춘화(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구조화된 즉흥연주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

용이 향상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즉

흥연주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음악활동을 구조화하여 단계적

으로 제시하였고, 수업의 틀을 제시하고, 노래를 통하여 그 명확히 하였

다. 수업은 인사 노래 및 규칙 노래로 시작하여 자유 즉흥연주 활동 및

마침 노래로 마치도록 하였다. 또한 중재 초반에 아동들과 함께 수업의

규칙을 정하여 그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서 계속 상기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특히 자폐성장애 아동은 동일성을 고집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특성

때문에 틀에 박힌 순서에 따라 행동하고, 순서에 따른 일을 완벽하게 해

내는 특성을 보인다(Horner, et al., 1985). 또한 이들은 동일성에 집착하

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경험할 때 심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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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다. 따라서 명확한 수업의 구조와 반복을 통한 음악적 환경의 제

시가 아동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음악적 구

조를 통하여 아동들은 자신의 역할 및 규칙을 알아가며 이를 잘 수행하

였고,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적절하게 구조화된 음

악활동을 통해 아동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게 되었다는 박은

주(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연구자는 모방, 음악 놀이 등의 구조화된 활동을 제시하여 즉흥

연주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음악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아동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놀이의 규칙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익힐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

하며 협력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흥연주 활동에서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은 증가하였고,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

별히 눈 맞춤, 미소 및 웃음, 대화 시도나 대답하기와 같은 의사소통 행

동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음악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의 또래와의 상호작용 중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탈 행동이 크게

감소하였고, 친구를 방해하거나 공격하는 행동, 혼자 노는 행동이 감소하

는 대신 친구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면서 또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즉흥연주 활동에서 지시 따르기나 규칙 지

키기, 순서 기다리기 등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행동이 자연스럽게 내면화

되었고, 이는 적극적인 태도로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

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와 같이 즉흥연주 활동을 통한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 변화는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이

는 음악 수업 시간을 넘어 학교생활에서의 행동 및 태도 또한 변화하게

하였다.

Elliot(1995)은 음악은 인간 경험 중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의 하나이고,

자기성장(self-grow), 자기지식(self-knowledge), 자기만끽(self-enjoyment)

을 위해 음악적 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아동들은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



- 181 -

여 이러한 가치 있는 경험을 하였고, 그를 통하여 자신을 인식하고 성장

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즉흥연주 활동은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한 변화는

즉흥연주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로도 전이될 수 있었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즉흥연주 음악교육을 실시

하였고, 그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음악 활동은 장애 아동의 정서적 안정, 언어 발달, 문제행동의 감소,

참여와 협력 유도, 성취감 및 자존감이 제고와 같은 전반적인 발달에 도

움을 줄 수 있다(민경훈, 2017). 이와 같이 특수교육에서 음악교육이 갖

는 중요성을 바탕으로 최근 특수교육과 관련된 음악교육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

화를 탐색하기 위하여 즉흥연주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음악교육을 실시함

으로서 앞서 제시한 음악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음악

교육이 장애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하였고, 특수교육에서 음악

교육의 역할과 의미 및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발달장애 아동의 성장과 적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다. 특히 학령기 아동에게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학교생

활적응 및 전인적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발달장애 아

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시행되었다. 특수

교육 및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졌으며, 음악 분야에서는 주로 음악치료 영역에서 관련 연구

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즉흥연주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교육

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

면서 즉흥연주 활동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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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음악교육 접근 방안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즉흥연주 활동을 통한 음악적 반응, 음악적 태도의 변

화를 관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음악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즉

흥연주 활동을 통한 변화를 탐색하면서 즉흥연주 활동이 갖는 음악적 효

과 및 교육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하여 즉흥연주 활동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백연주, 강옥려,

2018; 오자영, 2010; 이귀남, 2017; 박은주, 2008)에서 중재를 통한 변화를

탐색하는 데 그쳤다면 본 연구는 중재의 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효과

및 그로 인한 변화를 탐색하는 데에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 아

동을 대상으로 중재가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중재로 인한

효과를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즉흥연주 활동

이라는 독립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종속변인의 기능적 관계를 명

확히 분석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하여 음악적 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볼

수 있는 행동이고, 사회적 행동은 음악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유

사하고 주장한 Bruscia(1998)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즉흥연주 활동과 같은 음악

적 중재가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최근 음악교육에서 즉흥연주가 도입되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도 다

양한 즉흥연주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즉흥연주라는 새로운 음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방법이나 활동 예시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

아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즉흥연주를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교사 스스로 음악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 즉흥연주를 시

도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즉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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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기법 및 즉흥연주 음악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고, 음

악 수업에서 즉흥연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즉흥연주가 실제 음악수업에 적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3. 제언

본 연구의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가 향상되었다. 이를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은 증가하고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은 감소하는 등 또래 및

교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

한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대상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3명의 아동을 대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각 연구 대상 아동의 특성을 반

영한 즉흥연주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적용하여 구체적이고 개별

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수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

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및 논의를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의 기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발달장애 아동

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 및 프로그램의 일반화가 필요하다. 또한 동일

한 특성을 가진 통제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단일집

단 내에서 변화의 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러므로 통제집단을 구성하

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즉흥연주 활동을 통한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가 학교생활에 어떻게 전이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쉬는

시간의 모습을 관찰하여 행동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즉흥연주

음악 수업 시간과 비슷하게 쉬는 시간에도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

가 나타났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동들은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

고, 정서 및 감정에 따라 돌발행동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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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만으로 학교생활 전반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수업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하교 시간 등

보다 많은 시간의 행동을 관찰하여 변화를 탐구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즉흥연주 활동에서 음악적 반응, 음악적 태도를

관찰하여 사회적 상호작용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와 같은 영역 및

영역별 요소는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한 것으로, 다른 대상 및 목적으로 이루어지

는 즉흥연주 활동에서는 이를 보다 확장하여 적용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뿐만 아니라 음악적

이해, 음악적 표현 등에 대한 관찰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특수학급에 소속된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그로 인하여 아동들은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즉흥연주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음악적 반응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이 발달장애 아동 그룹에서 변화

를 경험하는 과정은 아동들이 일반학급에서도 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아동

들이 특수학급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발달장애 아동들이 일반 아

동들과 상호작용하는 것 역시 큰 과제이기 때문에 장애 아동과 일반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통합교육은 장애학생들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21세기 교육적 과제로 인식

되고 있으며,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따

라서 즉흥연주를 중심으로 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더 나아가 통합교육을 위한 음악 교육

적 지도방안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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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교사가 바라볼 때 눈을 피하지 않는다.

2. 노래나 연주를 하면 쳐다본다.

3. 교사가 악기 등으로 놀이, 연주하고 있으면 그곳을

쳐다본다.

4. 이름을 부르면 잠시 놀이를 멈추거나 시선, 발성,

손을 드는 등의 반응을 한다.

5. 관심을 주면 미소 짓거나 흥얼거리며 반응한다.

6. 발성이나 행동을 따라해 주면 쳐다보거나 즐거움을

표현한다.

7. 악기연주 등을 흉내 내면 쳐다보거나 즐거움을 표

현한다.

8. 아동의 악기연주에 맞춰 노래 불러주면 즐거움을

표현한다.

9. 교사가 들려주는 노래나 이야기 등에 즐거움을 표

현한다.

10.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이 웃을 때 따라 웃는다.

11. 호의적인 신체접촉에 즐거운 반응을 표현한다.

12. 선생님이 가까이 오면 반긴다.

13.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자발적으로 쳐다본다.

14. 다른 사람에게 먼저 미소를 짓는다.

15. 음악활동을 하는 선생님에게 먼저 다가간다.

16. 소리를 내거나 웃거나 눈을 맞추거나 몸짓을 하여

선생님의 주의를 끌고자 한다.

17. 교사의 웃음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반복한다.(손뼉

치기, 흥얼거리기, 율동하기 등)

18. 놀이나 활동 중 교사에게 장난을 건다.

19. 악기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물을 가리키면 가리키

는 사람과 사물을 번갈아 쳐다본다.

20. 악기를 가지고 하는 공동 활동에 즐거움을 표현한

다.

부 록

[부록1] 즉흥연주 활동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평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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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유할 목적으로 악기를 나누어준다.

22. 차례로 번갈아 하는 활동을 한다.

23. 악기를 주고받는 활동을 한다.

24. 활동에 5~10분 정도 참여한다.

25. 자신의 차례를 지키고 자신의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26. 악기를 연주할 때 노래를 점점 빠르게 하거나 천

천히 부르면 흥미로워한다.

27. 악기를 연주할 때 노래를 점점 빠르게 하거나 느

리게 하면 이에 맞추려 한다.

28. 악기를 가져와서 보여준다.

29. 악기를 가리키며 관심을 표현한다.

30. 악기를 연주한 후 자랑하듯이 선생님들 쳐다본다.

31. 떼를 쓰지 않고 말을 하거나 손을 들고 요구를 나

타낸다.

32. 교사에게 먼저 발성이나 몸짓, 신체접촉 등을 시

도하여 자신의 의도를 표현한다.

33. 교사의 요구가 없어도 사물을 건넨다.

34. 눈을 맞추거나 몸짓 또는 소리를 내어 박수치기나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을 더 해달라고 요구한다.

35.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행동을 한

다.

36. 이나 활동 중 교사에게 역할을 주거나 지시한다.

37. 간단한 발성을 유도하면 모방하거나 입을 벌려 따

라하려고 한다.

38. 운율을 넣어 발성을 유도하면 소리를 모방하거나

따라하려고 한다.

39. 동물 모양의 장난감이나 그림 카드를 보여주며 소

리를 유도하면 따라하려고 한다.

40. 교사를 모방하여 인사하기를 한다.

41. 선생님을 모방하여 악기를 연주한다.

42. 지시에 따라 악기를 가져온다.

43. 악기를 건네면 손을 내밀어 잡는다.

44. 요구를 받으면 가지고 있던 악기를 건네거나 거절

하는 행동을 한다.

45. 질문에 언어나 몸짓으로 반응한다.

46. 질문에 대답할 때 언어나 행동으로 예, 아니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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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2. 다치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한다.

3. 친구의 놀이감을 빼앗는다.

4. 친구를 돕는다.

5. 친구의 놀이를 방해한다.

6. 친구와 창의적인 생각을 첨가하며 놀이를 지속한다.

7.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신체

적인 공격성을 보인다.

8. 친구 사이의 갈등을 도와준다.

9. 친구를 놀리거나 욕을 하는 등의 언어적 비난을 한

다.

10. 친구와 놀이할 때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말한다. (예

: 우리 지금 OO 하고 있다고 하자.)

11. 친구의 물건이나 놀이감을 부순다.

12.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13. 친구에게 함께 놀자고 한다.

14.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화를 낸다.

15.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큰 소리를 지른다.

16. 친구의 행동에 대해 예의바르게 지시해준다.

(예 : 친절하게 말해야지.)

17. 친구들에게 반대하거나 친구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다.

18. 친구와 놀이감을 나누지 않는다.

19. 친구와 놀이하는 동안 웃는 등 긍정적인 감정을 표

현한다.

20. 친구들이 제안한 놀이를 거부한다.

21. 선생님과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

22.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하게 응답한다.

23. 선생님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진다.

24. 선생님을 돕는다.

[부록2] 학교생활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평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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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선생님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다.

26. 선생님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하는 등 대화

를 시작한다.

27. 선생님에게 신체적인 공격을 가한다.

28. 착석 및 바른 자세가 유지된다.

29.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등 언어적

인 공격을 한다.

30. 학급의 규칙을 잘 지킨다.

31.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거절한다.

32. 선생님을 보고 웃는 등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33. 선생님에게 과하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인다.

34. 선생님의 행동을 모방하여 따라한다.

35. 선생님과의 신체접촉에 거부감을 표현한다.

36. 선생님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

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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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요소 점수 평가 기준

음악적

반응

신체적

반응

1 신체적 반응이 전혀 없음

2 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봄

3 음악과는 관계없이 몸을 움직임

4 박자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거나 박수를 침

5 음악에 맞는 적절한 율동을 함

언어적

반응

1 언어적 반응이 전혀 없음

2 옹알이, 반향어로 간헐적으로 반응함

3 한 두 개의 단어로 언어적 반응을 보임

4 짧은 문장으로 언어적 반응을 보임

5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함

연주적

반응

1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연주를 하지 않음

2 음악을 듣고 연주를 시도함

3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모방하여 연주함

4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함께 연주함

5 음악의 느낌에 대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연주함

음악적

태도

집중력

1 1초도 집중하지 않음

2 5초 정도 집중할 수 있음

3 4소절 정도 집중할 수 있음

4 한 곡이 끝날 때까지 집중할 수 있음

5 한 곡을 반복하여도 끝까지 집중할 수 있음

참여도

1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참여를 거부함

2 관심을 보이나 참여하지 않음

3 교사에 의해 피동적으로 참여함

4 일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

5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자발성

1 전혀 연주하지 않음

2 도움이 있으면 연주를 함

3 지시를 하면 잠시 연주할 수 있음

4 스스로 연주할 수 있음

5 악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연주할 수 있음

[부록3]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 관찰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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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평가

단계
세부 기준

주변의 소리 및

악기를 탐색하여

즉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매우잘함
주변의 소리 및 악기를 탐색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한 즉흥연주를 할 수 있다.

잘함
주변의 소리 및 악기를 탐색하여 즉흥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보통
주변의 소리 및 악기를 탐색하나 즉흥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노력요함 주변의 소리 및 악기를 탐색하지 못한다.

빠르기의 변화에

반응하며,

다양한 빠르기로

즉흥연주 할 수

있는가?

매우잘함
빠르기의 변화에 반응하며, 다양한 빠르기로

즉흥연주 할 수 있다.

잘함
빠르기의 변화에 반응하며, 제시된 빠르기로

즉흥연주 할 수 있다.

보통
빠르기의 변화에 반응하나 다양한 빠르기로 연

주하지 못한다.

노력요함 빠르기의 변화에 반응하지 못한다.

소리의 크기

변화에

반응하며,

다양한

셈여림으로

즉흥연주 할 수

있는가?

매우잘함
소리의 크기에 반응하며, 다양한 셈여림으로

즉흥연주 할 수 있다.

잘함
소리의 크기에 반응하며, 제시된 셈여림으로

즉흥연주 할 수 있다.

보통
소리의 크기에 반응하나 다양한 셈여림으로 연

주하지 못한다.

노력요함 소리의 크기 변화에 반응하지 못한다.

박자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거나

즉흥연주 할 수

있는가?

매우잘함
박자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고 자유롭게 즉흥연

주 할 수 있다.

잘함
박자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고, 즉흥연주를 할

때 부분적으로 박자를 맞출 수 있다.

보통
박자에 맞게 몸을 움직일 수 있으나 즉흥연주

를 할 때에는 박자에 맞지 않는 표현을 한다.

노력요함 박자에 맞게 반응하지 못한다.

[부록4] 음악 활동 평가 루브릭



- 209 -

같은 음과 다른

음, 높은 음과

낮은 음을

구별하여

즉흥연주 할 수

있는가?

매우잘함
같은 음과 다른 음, 높은 음과 낮은 음의 차이

를 느끼며 자유롭게 즉흥연주 할 수 있다.

잘함
같은 음과 다른 음, 높은 음과 낮은 음을 구별

하며 연주를 할 수 있다.

보통

두 음을 활용하여 즉흥연주를 하지만 같은 음

과 다른 음, 높은 음과 낮은 음을 구별하지 못

한다.

노력요함 두 음을 구별하지 못한다.

다양한 소리나

음악을 듣고

느낌을

즉흥연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매우잘함
다양한 소리나 음악을 듣고 느낌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즉흥연주 할 수 있다.

잘함
다양한 소리나 음악을 듣고 느낌을 즉흥연주로

표현할 수 있다.

보통
다양한 소리나 음악을 듣고 느낌을 표현하려고

시도한다.

노력요함
다양한 소리나 음악을 듣고 느낌을 표현하지

못한다.

이야기, 그림

등을 표현한

음악을 듣고

느낌을

즉흥연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매우잘함
이야기, 그림 등을 표현한 음악을 듣고 느낌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즉흥연주 할 수 있다.

잘함
이야기, 그림 등을 표현한 음악을 듣고 느낌을

즉흥연주로 표현할 수 있다.

보통
이야기, 그림 등을 표현한 음악을 듣고 느낌을

표현하려고 시도한다.

노력요함
이야기, 그림 등을 표현한 음악을 듣고 느낌을

표현하지 못한다.

빠르기나 소리의

크기 변화에

따라 즉흥표현을

할 수 있는가?

매우잘함
빠르기나 소리의 크기 변화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즉흥표현을 할 수 있다.

잘함
빠르기나 소리의 크기 변화에 따라 즉흥표현을

할 수 있다.

보통
빠르기나 소리의 크기 변화를 인지하나 그에

맞는 즉흥표현을 하지 못한다.

노력요함
빠르기나 소리의 크기 변화에 반응하지 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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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연주를

듣고 함께 그룹

즉흥연주를 하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가?

매우잘함

친구의 연주를 듣고 함께 그룹 즉흥연주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며 창의적으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잘함
친구의 연주를 듣고 함께 그룹 즉흥연주를 하

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보통
친구의 연주를 듣고 반응하나 그룹 연주에서

느낌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노력요함 친구와의 그룹 즉흥연주에 참여하지 않는다.

노래 및 연주에

맞추어 친구들과

놀이를 할 수

있는가?

매우잘함
노래 및 연주에 맞추어 친구들과 즐겁게 놀이

를 할 수 있다.

잘함
노래 및 연주에 맞추어 친구들과 놀이를 할 수

있다.

보통
노래 및 연주에 맞추어 놀이에 참여하나 친구

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노력요함
노래 및 연주에 맞추어 하는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다.



- 211 -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3 14 15 16 17 18 19 20

미소,
웃음

A 0 1.67 1.67 13.33 16 9.72 37.25 50.98 59.26 56.67 33.33 26.67 28.33 28.33 6.67 8.33 13.33 13.33 10 5 13.33 6.67 30 25 21.67 33.33

B 1.67 1.67 3.33 8.89 4 6.94 60.78 결석　 37.04 51.67 35 35 33.33 23.33 6.67 5 10 10 8.33 63.33 38.33 28.33 55 41.6 25 25

C 1.67 0 0 0 16 2.78 41.18 0 5.56 23.33 33.33 18.33 　
결석

13.33 3.33 15 1.67 1.67 1.67 21.67 35 11.67 13.33 23.33 8.33 41.67

바라
보기

A 3.33 3.33 1.67 31.11 26 79.17 82.35 88.24 72.22 76.67 83.33 71.67 51.67 73.33 70 81.67 20 31.67 26.67 60 71.67 83.33 93.33 83.33 83.33 90

B 5 3.33 5 24.22 26 69.44 58.82 결석　 59.26 71.67 83.33 78.33 71.67 66.67 70 65 50 61.67 60 68.33 88.33 83.33 90 85 80 86.67

C 0 3.33 0 8.89 26 37.5 39.22 0 27.78 31.67 33.33 36.67
　
결석 28.33 20 10 5 13.33 11.67 26.67 8.33 28.33 30 25 31.67 43.33

대화
시도

A 0 0 0 2.22 0 0 1.96 0 3.7 5 8.33 26.67 11.67 16.67 6.67 1.67 0 3.33 0 3.33 25 1.67 5 1.67 5 3.33

B 1.67 0 1.67 2.22 4 16.67 21.57
　
결석 5.56 28.33 46.67 35 23.33 18.33 6.67 3.33 3.33 6.67 3.33 11.67 20 21.67 20 8.33 1.67 1.67

C 0 0 0 0 0 0 1.96 0 0 1.67 0 0 　
결석

0 0 0 0 0 0 0 0 0 0 0 0 0

긍정적

A 3.33 5 3.33 40 34 79.17 84.31 96.08 88.89 81.67 86.67 73.33 65 80 71.67 81.67 23.33 36.67 31.67 61.67 73.33 85 93.33 90 86.67 90

B 8.33 5 10 31.11 30 75 84.31 　
결석

75.93 81.67 86.67 86.67 75 73.33 71.67 66.67 51.67 63.33 61.67 81.67 90 86.67 95 90 83.33 88.33

C 1.67 3.33 0 8.89 34 37.5 58.82 0 27.78 40 53.33 48.33
　
결석 35 21.67 25 6.67 13.33 11.67 40 40 38.33 38.33 40 38.33 68.33

[부록5] 차시별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1. 즉흥연주 활동에서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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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3 14 15 16 17 18 19 20

방해
하기

A 6.67 5 5 2.22 4 4.17 3.92 3.92 3.7 5 0 0 0 3.33 0 1.67 1.67 3.33 3.33 5 0 3.33 0 0 1.67 1.67

B 10 10 11.67 2.22 8 0 7.84 　
결석

1.85 6.67 0 1.67 3.33 0 0 0 3.33 3.33 3.33 1.67 0 0 0 0 0 0

C 33.33 30 31.67 31.11 10 12.5 3.92 3.92 1.85 10 5 0
　
결석 6.67 8.33 13.33 21.67 30 28.33 3.33 3.33 1.67 5 1.67 0 0

공격
행동

A 3.33 3.33 5 0 2 1.69 0 0 0 1.67 0 0 0 0 0 0 1.67 1.67 3.33 0 0 0 0 0 0 0

B 11.67 10 10 0 6 1.39 9.8 　
결석

0 6.67 5 0 3.33 1.67 0 1.67 3.33 5 10 0 5 15 0 0 1.67 0

C 25 23.33 23.33 22.22 6 5.56 21.57 3.92 16.67 11.67 13.33 3.33 결석　 11.67 1.67 18.33 10 15 13.33 6.67 11.67 8.33 3.33 10 3.33 10

혼자
놀기

A 36.67 36.37 41.67 8.89 10 4.17 5.88 3.92 3.7 5 3.33 0 3.33 0 3.33 3.33 25 33.33 35 1.67 3.33 1.67 1.67 0 0 0

B 25 13.33 18.33 8.89 2 4.17 5.88
　
결석 11.11 1.67 3.33 5 0 8.33 3.33 3.33 8.33 10 10 1.67 3.33 3.33 5 6.67 1.67 0

C 20 18.33 25 20 20 23.61 19.61 88.24 29.63 10 21.67 11.67 결석　 25 26.67 5 20 18.33 25 10 23.33 10 3.33 1.67 0 1.67

부정적

A 43.33 41.67 46.67 11.11 14 9.72 9.8 7.84 7.41 10 3.33 0 3.33 3.33 3.33 5 26.67 36.67 38.33 5 3.33 5 1.67 0 1.67 1.67

B 38.33 30 35 11.11 16 5.56 21.57 　
결석

12.96 11.67 8.33 6.67 3.33 10 3.33 5 15 18.33 21.67 3.33 6.67 18.33 5 6.67 3.33 0

C 55 56.67 65 46.67 34 37.5 43.14 94.12 42.59 26.67 40 15
　
결석 43.33 36.67 26.67 41.67 55 58.33 20 35 18.33 15 13.33 3.33 8.33

2. 즉흥연주 활동에서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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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3 14 15 16 17 18 19 20

눈
맞춤

A 1.67 1.67 0 24.44 44 52.78 52.94 56.86 6.11 51.67 28.33 36.67 26.67 36.67 23.33 30 16.67 13.33 10 36.67 35 26.67 36.67 48.33 63.33 45

B 3.33 5 3.33 24.44 48 36.11 47.06 결석　 51.85 23.33 11.67 15 48.33 23.33 15 10 10 13.33 15 33.33 40 26.67 25 21.67 43.33 50

C 1.67 0 0 4.44 32 25 31.37 3.92 20.37 18.33 5 31.67
　
결석

20 6.67 8.33 5 5 5 10 18.33 20 33.33 31.67 60 33.33

대답
하기

A 0 0 0 0 6 4.17 3.92 1.96 7.41 8.33 3.33 6.67 3.33 8.33 3.33 1.67 6.67 1.37 6.67 3.33 3.33 3.33 3.33 3.33 20 11.67

B 8.33 11.67 10 0 18 9.72 33.33
　
결석 12.96 25 15 11.67 31.67 21.67 5 10 11.67 10 16.67 28.33 30 10 15 5 18.33 8.33

C 3.33 5 3.33 4.44 6 4.17 1.96 1.96 1.85 5 1.67 5 　
결석

0 3.33 3.33 3.33 3.33 8.33 3.33 0 0 5 0 1.67 5

지시
따르기

A 6.67 5 3.33 75.56 52 51.39 56.86 68.63 35.19 33.33 36.67 21.67 56.67 25 51.34 48.33 35 33.33 35 55 55 51.67 48.33 63.33 60 81.67

B 31.67 48.33 28.33 64.44 50 50 66.67 결석　 33.33 36.67 43.33 21.67 46.67 26.67 51.67 55 50 53.33 51.67 46.67 51.67 51.67 50 60 61.67 65

C 5 11.67 8.33 26.67 38 36.11 43.14 5.88 16.67 28.33 35 28.33
　
결석 13.33 30 36.67 15 16.67 16.67 48.33 36.67 46.67 41.67 50 58.33 66.67

긍정적

A 8.33 5 3.33 77.78 68 72.22 78.43 86.27 66.67 63.33 55 46.67 76.67 55 56.67 66.67 38.33 35 35 76.67 81.67 61.67 63.33 76.67 81.67 91.67

B 40 56.67 36.67 66.67 72 65.28 82.35 결석　 70.37 63.33 61.67 35 75 51.67 56.67 61.67 56.67 60 58.33 76.67 83.33 66.67 65 86.67 81.67 80

C 11.67 16.67 11.67 31.11 46 48.61 60.14 7.84 31.48 41.67 41.67 50 결석　 33.33 33.33 40 23.33 21.67 23.33 60 51.67 58.33 63.33 68.33 81.67 85

3. 즉흥연주 활동에서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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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3 14 15 16 17 18 19 20

무시
하기

A 55 65 55 4.44 16 11 5.88 3.92 0 3.33 3.33 0 3.33 0 5 0 20 30 31.67 0 3.33 8.33 0 0 0 1.67

B 15 13.33 15 11.11 16 9.72 5.88 　
결석

5.56 6.67 3.33 3.33 1.67 5 5 3.33 3.33 1.67 5 0 3.33 1.67 0 0 0 0

C 25 26.67 26.67 8.89 16 29.17 17.65 0 14.81 8.33 8.33 10 결석　 8.33 6.67 5 25 26.67 26.67 1.67 3.33 5 6.67 1.67 6.67 3.33

거절
하기

A 3.33 6.67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3.33 0 0 0 0 0 0 0

B 6.67 5 3.33 0 0 0 0 결석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C 13.33 6.67 8.33 0 0 1.39 1.96 3.92 1.85 0 0 0
　
결석

0 1.67 0 6.67 6.67 8.33 0 0 0 0 0 0 0

이탈
행동

A 6.67 8.33 6.67 0 0 0 0 0 0 0 0 0 0 0 0 0 5 5 1.67 0 0 0 0 0 0 0

B 6.67 5 5 0 0 0 1.96
　
결석

0 0 0 5 0 1.67 0 0 0 0 0 0 0 0 0 0 0 0

C 38.33 41.67 43.33 37.78 24 11.11 1.96 92.16 59.26 3.33 3.33 0 결석　 48.33 50 8.33 33.33 50 43.33 5 10 0 5 5 0 0

부정적

A 65 66.67 66.67 4.44 16 11 5.88 3.92 0 3.33 3.33 0 3.33 0 0 0 23.33 36.67 38.33 0 3.33 8.33 0 0 0 1.67

B 28.33 23.33 23.33 11.11 16 9.72 7.84 결석　 5.56 6.67 3.33 8.33 1.67 6.67 5 3.33 3.33 1.67 5 0 3.33 1.67 0 0 0 0

C 65 63.33 65 44.44 40 40.28 19.61 96.08 62.96 10 11.67 10 결석　 48.33 53.33 11.67 55 63.33 65 5 13.33 5 11.67 6.67 6.67 3.33

4. 즉흥연주 활동에서 교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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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3 14 15 16 17 18 19 20

미소,
웃음

A 0 0 0 13.33 20 18.18 58.33 25 25 46.67 20 40 26.67 33.33 13.33 20 13.33 16.67 13.33 20 20 13.33 26.67 26.67 6.67 13.33

B 3.33 3.33 3.33 13.33 6.67 13.33 58.33 결석　 50 26.67 26.67 13.33 6.67 20 13.33 20 26.67 20 26.67 60 26.67 20 46.67 26.67 13.33 13.33

C 0 0 0 6.67 13.33 3.03 12.5 0 0 0 26.67 0 결석　 0 13.33 40 6.67 10 3.33 13.33 33.33 6.67 13.33 13.33 6.67 26.67

바라
보기

A 6.67 6.67 3.33 46.67 40 66.67 91.67 70.83 95.83 93.33 80 80 86.67 86.67 86.67 100 36.67 36.67 23.33 93.33 86.67 73.33 93.33 86.67 93.33 86.67

B 10 10 6.67 46.67 20 53.33 83.33
　
결석 87.5 93.33 93.33 80 80 73.33 86.67 86.67 60 66.67 46.67 93.33 80 66.67 86.67 93.33 80 93.33

C 0 6.67 0 13 20 9.09 12.5 4.17 12.5 0 46.67 26.67 　
결석

20 46.67 60 10 16.67 13.33 26.67 33.33 33.33 60 53.33 53.33 60

대화
시도

A 0 0 3.33 13.33 6.67 27.27 8.33 8.33 8.33 13.33 6.67 13.33 0 0 13.33 6.67 6.67 13.33 13.33 33.33 13.33 40 3.33 13.33 20 13.33

B 6.67 10 3.33 13.33 40 20 58.33 결석　 25 46.67 33.33 40 26.67 26.67 26.67 26.67 13.33 26.67 13.33 66.67 26.67 46.67 13.33 40 40 13.33

C 0 0 0 0 0 0 0 0 0 0 6.67 0
　
결석 0 0 0 0 0 0 6.67 6.67 0 6.67 0 13.33 0

긍정적

A 6.67 6.67 10 66.67 66.67 75.76 95.83 75 95.83 93.33 86.67 80 93.33 86.67 86.67 100 43.33 40 36.67 93.33 86.67 73.33 93.33 86.67 93.33 93.33

B 20 23.33 13.33 66.67 73.33 73.33 91.67
　
결석 91.67 93.33 93.33 86.67 80 73.33 86.67 86.67 60 66.67 53.33 93.33 86.67 80 86.67 93.33 86.67 93.33

C 0 6.67 0 20 26.67 12.12 16.67 4.17 12.5 0 53.33 26.67
　
결석

20 46.67 60 13.33 20 13.33 40 53.33 33.33 66.67 60 60 66.67

5. 쉬는 시간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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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3 14 15 16 17 18 19 20

방해
하기

A 6.67 10 6.67 0 0 0 0 0 0 0 0 0 0 0 0 0 6.67 10 6.67 0 0 0 0 0 0 0

B 6.67 10 10 0 0 0 0 결석　 0 0 0 0 0 0 0 0 20 13.33 26.67 0 0 6.67 0 0 0 0

C 30 0 23.33 0 0 0 8.33 8.33 0 0 0 0
　
결석 13.33 6.67 6.67 6.67 3.33 6.67 0 0 0 20 13.33 0 6.67

공격
행동

A 10 6.67 10 0 0 3.03 0 0 0 0 0 0 0 0 0 0 6.67 3.33 10 0 6.67 0 0 0 0 0

B 6.67 6.67 6.67 0 0 0 0 　
결석

0 0 13.33 0 0 0 0 0 6.67 0 13.33 0 0 13.33 0 0 0 0

C 40 0 26.67 6.67 6.67 0 25 4.17 0 0 6.67 0
　
결석

0 6.67 46.67 26.67 10 50 6.67 20 26.67 0 6.67 20 0

혼자
놀기

A 53.33 60 56.67 26.67 13.33 15.15 12.5 12.5 0 0 13.33 0 0 13.33 0 0 36.67 50 50 6.67 0 13.33 6.67 13.33 6.67 0

B 26.67 23.33 33.33 26.67 13.33 20 16.67 결석　 0 0 0 0 13.33 6.67 0 0 13.33 6.67 6.67 0 6.67 6.67 0 0 0 6.67

C 36.33 93.33 43.33 66.67 53.33 24.24 4.17 83.33 8.33 80 26.67 0 결석　 46.67 26.67 0 26.67 56.67 26.67 6.67 0 20 6.67 6.67 6.67 20

부정적

A 63.33 66.67 63.33 26.67 13.33 18.18 12.5 12.5 0 0 13.33 0 0 13.33 0 0 46.67 56.67 53.33 6.67 6.67 13.33 6.67 13.33 6.67 0

B 33.33 36.67 43.33 26.67 13.33 20 16.67 결석　 0 0 13.33 0 13.33 6.67 0 0 33.33 20 33.33 0 6.67 20 0 0 0 6.67

C 93.33 93.33 80 66.67 53.33 24.24 25 91.67 8.33 80 33.33 0
　
결석 60 40 53.33 56.67 70 60 13.33 40 40 26.67 26.67 20 20

6. 쉬는 시간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



- 217 -

영역 사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후

신체적 반응 2 2 2 2 2 3 3 3 3 3 3 4 4 3 3 3 3 4 4 4 4 4

언어적 반응 1 1 2 3 3 3 4 2 4 4 3 3 3 3 4 4 4 4 2 4 4 4

연주적 반응 1 2 2 3 3 3 3 3 3 3 4 3 3 4 4 3 3 3 4 3 4 3

집중력 2 2 2 2 2 2 2 2 2 3 3 3 3 3 4 3 4 4 4 4 5 5

참여도 2 3 3 3 3 3 4 4 3 4 3 4 4 4 4 4 4 5 5 5 5 5

자발성 1 2 3 3 3 3 3 4 4 3 4 4 4 4 4 4 4 4 4 5 5 5

영역 사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후

신체적 반응 2 2 4 3 4 3 3 4 4 3 4 3 4 4 4 4 4 4 4 4 4

언어적 반응 1 3 4 4 4 결 4 4 4 4 4 4 4 5 5 4 5 5 4 4 5 5

연주적 반응 1 2 2 2 3 석 4 4 3 3 4 3 3 4 4 3 4 3 4 3 3 4

집중력 2 2 2 2 2 2 2 2 2 3 3 3 3 4 4 4 4 4 5 5 5

참여도 2 3 3 3 3 3 3 4 4 4 4 4 4 4 4 5 5 5 5 5 5

자발성 2 2 2 3 3 3 4 4 4 4 4 4 4 4 4 4 4 4 4 5 5

[부록6] 차시별 음악적 반응 및 음악적 태도 점수

1. 아동 A

2. 아동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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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사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후

신체적 반응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언어적 반응 1 2 2 2 2 4 2 4 4 3 결 3 3 2 4 4 3 3 3 2 3 3

연주적 반응 1 1 1 1 2 1 2 4 3 3 석 3 3 4 3 3 5 3 4 3 3 3

집중력 1 1 2 2 2 1 2 2 2 2 2 1 2 3 3 3 3 3 3 4 4

참여도 1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자발성 1 2 2 2 3 1 2 4 4 4 3 3 4 4 4 4 4 4 4 4 4

3. 아동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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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Interaction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the Improvisation Activities

Won, Cho Rong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Music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unable to form a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peers due to inadequate social interactions, and

often do not adapt well to school lif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social interaction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improvisation activities. In

particular, this study conducted musical intervention based on the fact

that music is social behavior, musical behavior is the behavior that

can be seen in social interaction, and social behavior is similar to the

behavior that appears in the musical environment. Through this,

various musical stimuli were presented and thereby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encouraged to response naturally and



- 220 -

interact with peers and teachers. And the changes in behavior in

improvisation activities could lead to changes in social behavior in

school life.

To this end, I developed an improvisation music education program

and conducted 20 music lessons for 3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special class of Seoul A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applies a single subject study, independent variable is

improvisation activity and dependent variables is social interaction. I

observed and analyzed the social interaction behaviors of

improvisation music class and break time, and compared the

evaluation of social interaction that conducted before and after. I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homeroom teachers and the special

teachers in charge of the study subjects to collect data on social

interaction behaviors and changes in school life.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musical response and musical attitude

of improvisation activities, and explored how these changes of

musical behavior affect social behavioral changes.

The results and discus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usical response and musical attitude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improved through the

improvisation activities. In all three children, the scores of musical

response and musical attitude were continuously improved through

intervention, and the direction of the trend was upward when

confirmed by the trend line. They reacted physically and verbally to

the musical stimuli, and experienced communicating through music

while responding by playing. Also, the concentration time has been

extended through improvisation activities, and they participated

actively and voluntarily in improvisation activities.

Second, the changes of musical response and musical attitude led

to the changes of social interaction behavior. Childre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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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al disabilities exhibiting social skills deficiencies could

experience social behavior naturally through improvisation activities.

Responding to other people's performances led them to listen and

look at others. They learned interaction of caring, cooperating with

each other. In addition, through the process of active participation in

improvisation activities, the frequency of social interaction naturally

increased, and spontaneous interaction gradually occurred.

Third, the social interaction with the pe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improved through improvisation

activities. Positive interactions with peers increased, and negative

interactions decreased.

In this study, all three children showed a higher incidence of

positive interaction behaviors with their peers in the intervention

section than in the baseline section, and the rate of action increased

as the intervention progressed. Especially looking, smiling, and

laughing behavior were most improved.

On the other hand, all three children showed a lower incidence of

negative interaction behaviors with their peers in the intervention

section than in the baseline section, and the rate of action decreased

as the intervention progressed. They had a high incidence of behavior

in the area of playing alone, but this behavior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intervention. Furthermore, by happily participating in

improvisation, action of disturbance or attack could be reduced.

Fourth, the social interaction with the teacher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improved through improvisation

activities. Positive interactions with teacher increased, and negative

interactions decreased.

All three children showed a higher incidence of positive interaction

with teacher in the intervention section compared to the baseline

section, and the rate of action increased as the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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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ed. As the intervention progressed, the children actively made

eye contact with teacher and attempted to interact by raising their

hands or expressing their language. In addition, the behavior of

following instruction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All three children showed a decrease in the incidence of negative

interaction behavior with teacher as intervention progressed. In

particular, breakaway behaviors were reduced. In addition, the

neglecting behavior was significantly reduced as behavior of following

instructions increased.

Fifth, the changes of social interaction behavior through

improvisation activities led to the changes of social interaction

behavior during school life. As a result of observing peer interaction

during break time, positive interaction increased and negative

interaction decreased, similar to the improvisation activities. In

particular, all three children were able to observ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ir looking behavior, in addition smiles and laughter

were free and active. There was also a change in their relationships

with peers due to reduced action of disturbance or attack.

Thus, this study confirmed that improvisation activities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interaction chang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such, this study presented specific

approach to music education for improving social interaction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urthermore, the influence of

improvisation activities and music education 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 clarified. And through this, the role and meaning of

music education in special education could be confirmed.

keywords : improvisation, music education, social interactio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tudent Number : 2017-3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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