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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study on Children's Responses 

to Audie Music Activity

Yun Eun Mi

  This study examines children's responses on Audie music activity based on 

Gordon's Music Learning Method. Subjects of study were 3 five year old children(2 

boys, 1 girl) in kindergarten. Data collection drew from participatory observation, 

researcher journal, the classroom teacher interview. Where more specific data were 

necessary, video and digital camera recorded. The data were described, analyzed, 

and interpreted.

  The main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Audie music activity showed desirable changes in 

many ways. Their music listening attitude was the one that changed most remarkably. 

At the beginning activity application, the children were not naturally and could not 

listen attentively while researcher was singing song without words. Gradually children 

could listen attentively to the researcher's singing without words. Through the Audie 

music activity, the children began to think carefully the tone and rhythm of music 

and to express themselves freely and creatively. At the beginning activity application, 

the children who showed negative responses and blocked up activity became 

gradually able to show positive aptitude and to amuse. Also the children who showed 

passive attitude and no responses became gradually able to react spontaneously.

[Keywords] Gordon‘s Music Learning Theory, Audie Music Activity, Music Aptitude, 

Au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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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 음악활동에서 나타난

유아의 반응에 관한 사례 연구

윤은미*, 노주희** 

  본 연구는 ‘오디’ 음악활동을 통해 유아의 반응이 행동적ㆍ음악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만 5세 유아 24명을 연구대상으로 ‘오디’ 음악활동을 주 

2-3회씩 15주 총 35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유아들의 반응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전검

사를 통해 3명의 유아를 선정하고 연구 보조자의 참여 관찰, VTR과 디지털 카메라 촬영, 

연구자 저널 쓰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전사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활동 초기에 교사가 육성으로 부르는 가사 없는 노래를 낯설어하고 반응이 

없었던 유아들은 점차 교사가 노래를 시작하면 관심을 기울여 듣는 태도를 보였다. ‘오디’ 

음악활동의 침묵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음과 리듬이 들리지 않아도 사고과정을 통해 마음속

으로 인지하였으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노래를 기억하여 동작을 구사하였다. 

‘오디’ 음악활동의 다양한 놀이를 통해 유아들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으

며, 또래간의 상호작용 또한 증가하였다. 또한 활동 초기에 기다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

을 보여 활동을 방해했던 유아는 점차 자신을 조절하며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을 보였으며, 획일적인 반응을 보이고 교사와 또래를 의식하고 모방하는 것에 그치며 소극

적인 자세를 보이던 유아는 활동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점차 음악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신체로 표현하고 신체의 여러 부분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절해 가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다.

[핵심어] Gordon의 음악학습이론, 오디’ 음악활동, 음악 소질, 오디에이션

* 오디’ 유아음악감수성계발센터, 건국대학교

** ‘오디’ 유아음악감수성계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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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악은 유아의 성장에 다면적인 기능을 한다. 음악은 유아에게 자기표현과 창의

적 기쁨을 제공하며, 심미감과 리듬감, 음성과 언어발달을 도우며, 사회성과 추상

적 사고를 증진시키고 문화적 유산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Draper & Gayle, 

1987). 음악은 유아에게 기쁨, 즐거움의 정서를 표현하는 통로가 되며, 공유되는 

정서와 감정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Campbell & Scott-Kassner, 1995), 

유아로 하여금 음악을 듣고 즉흥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다양한 음악활동은 유아

의 생각과 느낌을 반영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전인옥ㆍ이숙희, 

1998). 즉, 언어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유아들도 음악을 

통해서는 자유롭게 정서를 표출하고 자신을 표현한다. 

  특히, 음악 놀이는 유아로 하여금 즐거움을 동반하며 특별한 강요 없이 스스로 

내적이 동기가 유발되어 참여를 촉진시킨다. Aborn(1993)은 놀이에는 긍정적 정서

요인이 있어서 두 가지 면으로 강력한 치료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황유

정, 2004, 재인용). 첫 번째는 놀이 자체가 행복감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놀이

에서 오는 즐거움은 생활의 스트레스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가 된다는 것이다. 음악

놀이를 하는 동안 유아는 놀이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때문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

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참여는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 나아가 놀이를 통해 유아는 타인과 접촉하게 되고 협동하게 된다. 놀이는 

질서, 규칙 지키기, 양보하기, 기다리기 등의 사회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 사회성이 부족한 유아에게 음악놀이는 음

악 안에서 사회성을 경험하게 한다(이선영, 2006). 

  현재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음악교육자 Gordon은 학습자가 

음악을 배워나가는 과정에 기초하여 학습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음악학습이론

(Music Learning Theory)과 다양한 음악학습방법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Gordon은 

유아가 음악을 이해하고 즐기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음악교육의 기본 목표라고 전

제하며, 음악 소질 계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음악 소질은 음악을 배우기 위한 아

이의 잠재력 또는 음악을 학습할 수 있는 ‘내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Gordon, 1987, 1997, 2003; Valerio et al., 1998) 음악에 대한 지식, 기술 정보 

등 음악학습의 외적 실체인 음악 성취와는 구분된다(노주희, 2004). 유아 음악교육

은 음악적 지식과 기술 습득의 음악 성취를 강조하기보다는 유아 스스로 음악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내적인 힘,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어야 한

다. 이를 위해 Gordon(1997)은 놀이와 같은 비형식적 안내를 강조하였다. 

  Gordon의 음악학습이론을 모델로 하여 한국에 설립된 유아음악감수성 계발 프

로그램 “오디”의 오디에이션 음악활동(이하 오디 음악활동)은 대그룹 음악활동에 

비형식적인 안내, 즉 지시나 언어적 상호작용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편안하고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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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위기 속에서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음악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놀이 수

업을 진행한다. 오디 활동에서의 음악놀이는 유아에게 음악에 대한 학습을 강요하

지 않으며, 스스로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자발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여 유아들은 

음악을 즐기고, 자유롭게 느끼고 표현하게 된다(노주희, 2004). 오디 음악활동에서 

교사는 유아의 눈을 맞추며 직접 육성으로 여러 가지 선율노래와 리듬노래를 ‘밤’, 

‘바’, ‘얌’, ‘야’ 등의 무음절로 불러주어 노래를 듣는 유아로 하여금 가사가 아닌 

음과 리듬에 주의를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유아의 반응에 적절하고 

즉각적이며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어서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이

선영, 2006). 또한 교사는 신체의 각 부분을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흐름이 있는 동

작으로 표현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어 유아에게 음과 리듬의 흐름을 느끼도록 돕는

다. 결국 오디 음악활동은 유아로 하여금 음악을 즐기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느끼고 이해한 음악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교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아 음악 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음악교육에 관

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음악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

는 연구들(신인숙, 1994; 전인옥, 1992; 박명숙, 2000; 안재신, 2003; 김광자, 

2004; 신지선, 2004)과, 음악교수방법을 적용하고 그 효과로 음악 능력과 청취력

을 알아보는 연구들(이숙희, 1994; 허순희, 1994; 김춘희, 1995; 박유진, 1997; 노

원숙, 1998; 김인실, 1999, 강은덕, 2001)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 음악 프로

그램과 활동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양적으로 측정하여 단편적인 변인의 효과를 알

아보는 것만으로 프로그램과 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오디 음악활

동은 음악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음과 리듬을 경험하

고 표현하고 또래와 함께 상호작용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을 통해 유아

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오디 음악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오디 음악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반응이 행동적ㆍ음악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원주시에 소재한 S유치원 만 5세 유아 3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령은 68개월(5년 8개월)로 대부분 만 3세부터 유치원을 다닌 유아들이다. 유아의 

반응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선정한 3명의 유아는 남아가 2명, 여아가 1

명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사전 관찰을 실시하였다. 사전 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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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또래집단의 동질적 특성에서 벗어나 있는 유아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도움

이 필요한 유아, 사회성이나 상호작용 능력이 현저히 뒤떨어진 유아 등 행동적 특

성을 주안점으로 7명의 유아들이 일차적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의 관찰 기록과 비디오 분석 등의 자료와 유아들의 담당교사와의 면

담, 그리고 음높이와 리듬의 구별 능력을 검사하는 음악소질 검사도구(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의 점수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사례 분석 

대상으로 3명의 유아를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첫째, 유아의 행동 특성에 있어 긍

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경우, 둘째, 음악 소질 검사의 점수가 현저하게 낮아 질 높

은 음악적 자극이 필요한 경우 등 두 가지 준거에 의하였다. 관찰 대상인 3인 유아

들은 각각 그 특성이 달랐다.  

  사례 1의 유아 진호(가명, 남)는 교실에서 운영되는 활동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

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여 교사의 통제를 자주 받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상대방과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분대로 행동

하여 갈등을 빚었다. 진호는 체격에 비해 지시 사항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자

기중심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교사가 판단하고 있었다. 음악 소질 검사의 점수는 

낮다. 

 사례 2의 유아 지현(가명, 여)이는 사전 관찰에서 말하는 모습과 교사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없었다. 또래와의 놀이 시간에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매우 작은 소리로 이야기 하였다. 지현이는 발표할 때 

손을 들거나 무언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수줍음이 

많고 모든 활동에 소극적이라고 면담 시 교사가 알려주었다. 지현이는 음악 소질 

검사의 점수가 연구 대상 유아들 중 가장 낮은 유아이다. 

 사례 3의 유아 성우(가명, 남)는 사전 관찰에서 체격이 작고 조용한 아이로 눈에 

띄지 않았다. 특별한 행동 특성은 사전에 관찰되지 않았으나, 교사와의 면담을 통

해서 성우는 활동에 소극적이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주 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어 자신감이 없는 유아사례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현장

  본 연구가 수행된 S유치원은 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중류층이 거주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 3세 1반, 만 4세 2반, 만 5세 

2반의 총 5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S유치원의 유치원 교육과정의 신체활동은 

일주일에 1회 체육시간에 유희실에서 체육교사와 함께 하는 체육활동이 있다. 음악

활동은 1주일에 1-2회 새 노래 지도 시간이 있으며 하루 일과 중 놀이 시간 정리 

후 다함께 대집단으로 모여 담임교사의 키보드 반주에 맞추어 그동안 배웠던 노래

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다. 유치원 정규 수업시간 후에 오후 특별활동으로 원하는 

유아에 한하여 담임교사가 피아노 레슨을 하였으며, 연구를 수행한 3명의 유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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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지도를 받지 않았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들에게 오디 음악활동을 15주간의 그룹 활동으로 35회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반응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절차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의 음악활동 연수 및 관련자료 분석, 연구보조자의 

사전 예비교육, 둘째, 오디 음악활동 실시 및 자료수집, 셋째, 사후 자료 분석이다. 

전체 연구진행기간은 2006년 2월부터 2006년 9월까지이다. 

 4. 오디 음악활동

 1) 오디 음악활동의 실시

  오디 음악활동은 4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15주 동안 35회 활동으로, 대․소
집단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대집단은 반 전체 유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소집단은 반 전체 유아들을 8-9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나누

어 운영하였다. 전체 학급의 유아들이 공유한 대집단 활동은 다시 소집단 활동으

로 반복 학습하였다. 자유선택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7-8명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3차례에 걸쳐 유희실에서 이루어졌다. 활동의 평균 시간은 대집단 활동은 전이시

간을 포함하여 약 30분, 소집단 활동 시간은 약 20-25분이다.

 2) 교사의 역할

 오디 음악활동에서 교사는 직접 육성으로 여러 가지 선율노래와 리듬노래를 

‘밤’, ‘바’, ‘얌’, ‘야’ 등의 음절로 불러주어 노래를 듣는 유아로 하여금 가사가 

아닌 음과 리듬, 음악 표현의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한

다. 특히 교사는 신체의 각 부분을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흐름이 있는 동작으로 

표현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어 유아에게 음과 리듬의 흐름을 느끼도록 돕는다. 오

디 음악활동을 실시하는 동안 교사는 유아의 눈을 맞추며 노래를 불러주고 유아

의 반응에 적절하고 즉각적이며 민감하게 반응해 준다. 또한 교사는 악기와 소품

을 활용하여 유아가 다양한 방법의 음악놀이와 동작표현을 통합하여 음악을 경

험하도록 돕는다.  장조와 단조를 포함하여 여러 조성의 선율노래, 그리고 2박과 

3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박자를 지닌 리듬노래를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내

용을 정한다.  

 3) 오디 음악활동의 교수-학습 과정

   오디 음악활동의 교수-학습 방법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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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명 미안해요 활동형태 대그룹

 활동목표

 ․ 리듬의 빠르기와 느리기를 경험한다.

 ․ 무게를 이용하여 강박을 느낀다.  

 ․ 리듬의 빠르기와 느리기에 따라 동작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 리듬패턴에 따라 동작을 가볍게, 힘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음악요소   2박 리듬노래, 빠르기, 셈여림

 활동자료  리듬 막대, 인형

노주희 "미안해요"

A********************* B*********************************

A***********************************************************

활동과정 교사의 안내 유아의 반응

1단계

교사의

모범

•준비한 손가락 인형을 사용하여 이야

기를 들려주며 2박의 리듬노래를 들

려 준다.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초롱이와 다롱이가 살고 있었대요.

‘우 빠바 우빠바 우빠빠... 우빠바 우

빠바..’.미안해요의 2박의 리듬 노래를

불러준다.

•ABA형식의 차이에 따라 동작으로 다

르게 표현하면서 노래를 들려준다.(A

부분의 리듬 노래에서는 양손을 앞으

로 핀 상태로 들고 천천히 앞쪽으로

리듬에 따라 걷는다. B부분의 노래에

서는 빠르게 손동작을 하면서 리듬

노래를 부른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리듬노래에

귀를 기울여 조용히 듣는다.

•몇몇 유아는 교사의 행동을 따라하면

서 노래를 듣는다.

•노래를 들으면서 어깨를 양쪽으로 움

직이거나 고개를 끄덕거린다.

•주의를 집중하며 교사를 바라본다.

활동의 교수-학습 방법은 Gordon의 예비 오디에이션(Preparatory Audiation) 발달 

단계를 기초로 하였고, Gordon의 유아 음악학습이론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 

노주희(2004)의 교수 절차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교사는 각 단계를 진행해 나감

에 있어 교수 목표를 마음속에 세우고 활동을 진행해가며 유아들의 반응 정도에 

따라 단계의 진행 여부를 융통성 있게 결정하여 운영한다. 오디 음악활동의 수업 

예시는 <표 1>와 같다.

<표 1> 오디 음악활동의 수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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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와 담임교사가 멀리 떨어져 있

는 상태에서 서로 리듬 노래에 맞추어

상대를 향해 걸어가면서 서로 만나 재

미있게 놀고 또는 싸우다가 헤어지는

모습을 리듬노래를 부르면서 활동으로

보여준다.

2단계

다양한  

반복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를 불러준다.

•연구자가 옆집에 이사 온 친구가 있

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유아를 한명씩

옆으로 데리고 오면서 활동에 참여시

킨다.

•연구자와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2명, 4

명, 6명 등 점차 한 조에 속하는 유아

의 수를 늘려가면서 활동에 참여시킨

다.

•교사의 모범을 보고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친구들과 손을 잡고 놀이에 참여하

듯 활동을 즐긴다.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활동에 즐겁

게 참여한다.

3단계

발견적

탐색

•노래를 잘 들어보고 다른 부분이 있

는지 생각해보면서 들어보자.

•A부분의 노래와 B부분의 노래가 다

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동작

표현을 생각해보자.

•A부분에서는 천천히 리듬패턴에 따

라 오른발과 왼발에 힘을 주며 한 발

씩 걷는다. B부분에서는 상대방과 만

나 두 손을 잡고 재미있게 놀거나 싸

우는 시늉을 하면서 가볍고 빠른 동

작으로 표현하면서 그 차이를 알아보

자고 제안한다.

•서로 만나는 부분과 헤어지는 부분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동작으로 표현해

보자고 제안한다.

•리듬노래의 다른 부분이 있는지 생

각하면서 들어보자고 한 교사의 제

안에 따라 더욱 귀 기울여 들으려고

애쓴다.

•리듬노래 AB형식에 따라 동작을 다

르게 표현하자는 교사의 제안에 따

라 리듬노래의 다른 부분을 기억하

여 동작으로 다르게 표현 한다.

4단계

능동적

참여

•유아가 리듬노래 AB형식의 차이를

인식하고 동작으로 연결하여 표현하

고 있는지를 관찰한다.

•A형식은 노래를 부르면서 동작으로

표현하고, B형식은 소리를 내지 않는

침묵 속에서 동작으로만 표현하자고

제안한다.

•반대로 A형식은 소리를 내지 않고

•유아들은 A 부분의 노래에서는 리

듬 패턴에 따라 양손을 앞으로 편

상태에서 흔들면서 천천히 상대를

향해 힘있는 발걸음으로 걸어간다.

B 부분의 노래에서는 재미있게 손을

잡고 노는 모습 또는 싸우는 모습을

빠른 리듬패턴에 따라 동작으로 가

볍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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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한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노래를

기억하며 동작으로만 표현하고 B부분

에서는 노래를 부르면서 동작으로 표

현하자고 제안한다.

•A부분과 B부분을 번갈아가면서 소

리를 내지 않고 침묵한 상태로 마음

속으로 노래를 기억하며 동작으로만

표현한다.

•연구자와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2명,

4명, 6명 등 점차 유아의 수를 늘려

가면서 한 조가 되어 A 부분에서는

다함께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상대

편 쪽으로 걸어가고 B 부분에서는

상대편 손을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재미있게 놀거나 또는 상대방과 싸

우는 시늉을 동작으로 빠르게 표현

한다.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 갈 때

와 만나서 동작으로 함께 표현할 때,

또다시 헤어져 혼자 다시 걸어올 때

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동작으로 표

현한다.

5단계

확장 및 

응용

•유아들이 A 부분의 노래와 B 부분의

노래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동작으로

표현하는지 관찰한다.

•3•4명의 유아들이 새롭게 표현하는

동작표현이 발견되면 다함께 해보자

고 제안한다.

•유아 스스로 자유롭게 다양한 표현

을 시도한다.

•교사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동작을

표현한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오디 음악활동을 적용하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연

구 보조자의 현장 참여관찰, 현장 기록노트, VTR과 디지털 카메라 촬영, 연구자의 

저널쓰기,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자연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장 참여관찰을 하였으며, 

참여 관찰을 위한 연구 보조자와 VTR 촬영자에게 예비 교육을 실시하였다. 예비 

교육에서는 활동을 진행하는 연구자와 참여하는 유아들의 반응을 객관적인 시각에

서 기록하도록 교육하였다. 현장 기록노트는 오디 음악활동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관찰된 유아들의 반응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관찰이 끝난 다음에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 기록되었다. 오디 음악활동을 하는 모든 과정을 전부 기록할 수 없기에 VTR

과 디지털 카메라 촬영을 통해 기록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을 통하여 얻은 모든 자료들은 Bogdan과 Biklien(1991)이 제시한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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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이 진행되었다. 먼저 전사한 자료들을 읽어 나가며 나

타나는 주제와 규칙, 유아들의 음악과 동작에 따른 반응 양상을 발견하고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정리하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주들을 조정하였다. 오디 음악

활동에서 사용한 가사 없는 노래와 교사의 육성 노래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과 음

악의 내면화 과정을 위한 침묵 활동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 동작표현에 대한 유아

들의 반응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오디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유아의 구체적인 반응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

상 유아들 가운데 남아 2명, 여아 1명(가명)을 선택하여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례1: 진호(남) -‘방해하는 아이’에서 ‘열심히 듣는 아이’로

 1) 잘 듣지 않고 방해하는 아이

   사례 1의 진호(남)는 사전 관찰에서 눈에 띠는 아이였다. 체격과 키가 다소 큰 

편이라서 눈에 잘 띠었고, 교사의 요구에 반응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서 통제를 자주 받았다. 체격에 비해 다른 유아들보다 어린 행동을 하여 또래 

간 갈등이 자주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

었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교사가 이야기 하는 동안 진호는 옆 친구에게 장난을 

치거나 딴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사의 질문에 대해 엉뚱한 반응을 보

여 이야기의 흐름이 깨지기도 했고, 잘못된 행동으로 친구들의 관심을 받았다. 음

과 리듬을 잘 듣고 유아가 직접 체크하는 음악 소질 검사에서도 진호는 잘 듣지 

않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체격에 비해 이해력이 좀 떨어져요. 몇 번의 지시를 해도 잘 따라하지 않는 경우가 많

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막무가내일 때가 있어요.-(2006. 3.교사면담)

 선생님이 검사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진호는 웃으면서 옆 친구에게 장난을 친다. 선생

님이 나눠준 검사지와 색연필을 가지고 장난한다. 이름을 쓰고 색연필로 낙서를 한다. 소

리를 잘 듣고 난 후 검사지에 체크해야 하는데 소리를 듣기 전에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표

시한다. 교사의 지적을 받는다. 잠시 가만히 듣는 시늉을 하지만 이내 색연필로 먼저 표

시한다. (2006. 3.음악 소질 검사 관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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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 음악활동의 적용 초기 때 진호는 활동의 진행을 방해하는 아이였다. 활동

을 위해 교실에서 유희실로 장소를 이동하는 순간에도 친구들과 마찰이 자주 생겼

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유희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순서대로 줄을 설 때 진호는 자기가 제일 먼저 왔

다고 이야기하며 다른 친구들과 다투었다. 유희실에 들어서자마다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녔고, 앉으라는 몇 번의 지시가 있고서야 자리에 앉았다 이로 인해 활동 

전체가 방해받았다.-(2006. 4. 연구자 저널)

 또한 다 같이 조용히 앉아서 연구자의 육성노래를 들어야 할 때 진호는 노래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거나, 조용히 마음속으로 노래를 생각해보자는 교사의 제안

에도 진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활동의 흐름이 깨지곤 했다.

(연구자가 새로운 노래를 육성으로 불러주고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연구자: 야라리 람빠디리리리 야람빠..

유아 1: (조용히 노래를 듣는다.)

연구자: 이번에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노래

를 부를 거야. 소리가 나지 않은 부분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노래를  

들어 보자.

유아 2: (소리가 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조용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진  호: (큰 소리로 생각나는 노래를 부른다.)  -(2006. 4. 참여 관찰)

 진호의 행동은 활동 전체에 방해가 되었다. 진호는 연구자의 육성노래에 대해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교사의 통제적 지시를 많이 받았으며, 친구들도 진

호 옆에 앉는 것을 싫어했다. 진호는 무엇을 잘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 방법을 

알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진호는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무엇을 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또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진호는 악기나 소품을 활용한 음악놀이와 동작표현에 큰 관심을 나타냈고, 또 서

툴렀지만 열심히 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연구자는 진호에게는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 기다리고 듣는 연습

   오디 음악활동 적용 중기에 들어서면서 오디 음악활동은 육성노래를 듣고 무엇

인가를 활동한다는 것을 진호는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진호는 유희실에 가는 것

을 좋아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교실에서와는 달리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진호에게 긍정적인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진호에게는 그에 따른 연습도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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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악기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연구자가 이야기한다.)

진  호: 하고 싶다.

연구자: 선생님 노래를 잘 듣고 기다리는 친구부터 할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육성 노래로 노래를 불러준다.)

진  호: (웃으면서 옆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연구자: 누가 해 볼까?

진  호: 저요, 저요.

 

연구자: (여러 다른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 악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한다.)

진  호: 왜 난 안해요?

연구자: 진호는 선생님의 노래를 잘 듣지 않아서.. 악기를 연주할 수 없지.

진  호: 치..(시무룩한 얼굴 표정)

연구자: 선생님이 노래를 다시 부르면 잘 들을 수 있니?

진  호: 네.(웃는 얼굴)

(연구자는 한 번 더 노래를 부르고 진호는 열심히 듣는다. 노래가 끝나고 난 

후 진호에게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진호는 신나서 악

기를 연주한다.) -(2006. 5. 참여 관찰)

  오디 음악활동은 유아들이 3-4명씩 그룹으로 짝이 되어 동작으로 표현하는 활

동 기회가 많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아는 다른 친구들의 동작표현을 자연스

럽게 관찰하게 되고 또 음을 듣고 그에 따라 리듬에 맞는 동작표현을 하기 위하

여 친구들과 의논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진호에게 음과 리듬,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듣도록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4명이 짝이 되어 동그랗게 손을 잡고 음악의 리듬에 맞게 동작으로 표현하는 

음악놀이를 하는 시간이었다. 진호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었기에 늦게까지 짝을 

찾지 못했고, 결국 연구자가 짝이 되어 몇 명의 친구와 그룹을 만들어 주었다. 4

명이 음과 리듬을 잘 듣고 그에 따른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었지만, 진호는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 이에 다른 친구들은 진호를 나무랐고, 다음번에 

진호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전에 친구들의 동작을 유심히 쳐다보았

다.-(2006. 5. 참여 관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진호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제가 되었고, 또 음과 리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듣는 연습이 자연

스럽게 이루어졌다. 교사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는 친

구들과 함께 음악놀이를 하면서 진호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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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잘 듣고 활동하기

   진호는 교사의 지시를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

문에 칭찬보다는 야단을 주로 맞았다. 진호는 활동적이어서 오디 음악활동 적용 

후기에 들어서면서 음과 리듬을 잘 듣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작표현을 하게 

되었고 연구자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었다. 또한 진호는 악기에 대해 관심이 컸다. 

악기는 유아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음악과 리듬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다음은 그 예이다.

(‘짹짹, 구구, 딱딱’의 리듬노래를 듣고 핸드 드럼으로 연주하는 시간)

연구자: (‘짹짹, 구구, 딱딱’의 리듬노래를 육성으로 부르면서 음과 리듬에 따라 

        핸드 드럼을 연주한다.)

진  호: (신기한 듯 교사를 쳐다본다.)

연구자: 우리 마음껏 쳐볼까?

진  호: (교사의 제안에 좋아한다. 교사의 육성노래에 따라 유아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핸드 드럼을 양손으로 마음껏 내쳐친다.)

        (한꺼번에 유아들이 핸드 드럼을 쳤기에 불편해 하는 유아가 있다.)

연구자: 우리가 한꺼번에 핸드드럼을 치니까 자리도 좁고 불편한데 한사람씩 쳐      

         볼까? 핸드 드럼을 연주할 수 있겠니?

진  호:  네.

연구자: 그럼, 너희들이 순서대로 핸드 드럼을 연주해보자. 한사람이 연주하면 다    

         른 사람들은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불러주자.

유아들: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핸드 드럼을 연주한다.

진  호: (친구들이 핸드 드럼을 치는 모습을 쳐다본다.)

        (진호의 차례가 되어 핸드 드럼을 칠 때 있는 힘껏 핸드 드럼을 내리쳐서    

         시끄럽다.)

연구자: 핸드 드럼을 너무 세게 치면 핸드 드럼이 찢어질지도 몰라. 또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아. 노래를 잘 듣고 아름다운 핸드 드럼을 연주해 보자.     

         (연구자가 다시 한번 리듬 노래를 부르면서 핸드 드럼을 연주하는 모범을   

         보인다.)

진  호: (유심히 쳐다본다.)

연구자: 진호가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진  호: 네.(진호는 노래를 부르면서 조심스럽게 핸드 드럼을 연주한다.)

                                                         -(2006. 5. 참여 관찰)

   진호는 악기에 대해 흥미가 많았지만, 악기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는 알지 못했다. 유아들이 노래를 크게 불러야 잘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악

기도 큰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진호 역시 

악기를 연주할 때 부드럽게 리듬을 생각하며 연주하기보다는 있는 힘껏 치는 모습

을 자주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진호에게 소그룹으로 악기를 연주할 때 

언어적 지시보다는 모범을 보였고, 또 다른 친구들의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

호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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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교실에 들어서자 진호는 “나 음악놀이 할래요.”라고 말한다. 진호는 교사

의 지시에 따라 유희실로 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린다. 연구자가 육성노래를 부르자 

흥얼거리며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줄을 따라 걸어간다.-(2006. 6. 참여 관찰)

   오디 활동 적용 초기 때 활동을 위해 유희실에 들어서자마다 사방으로 뛰어다

니던 진호는 활동 적용 후기에 접어들면서 유희실로 걸어가면서부터 들려오는 육

성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보였고, 활동을 할 때에도 음과 리듬을 기억하여 

동작으  로 열심히 표현하며 활동에 참여하였다.

(빽업을 활용하여 뱀의 모습을 나타내는 활동시간)

연구자: 지난 시간에 함께 오디 체조 노래 기억나니? 오늘 선생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려고 해. 잘 들어보자.(노래를 부르는

        중간에 빽업을 공중을 향해 높이 들고 좌우로 흔든다.)

유아들: 와...

연구자: 선생님이 이걸(빽업) 가지고 노래를 부르니까 꼭 뭐가 나올 것만 같다.

유아 1: 뱀이요.

유아 2: 지렁이.

진  호: 뱀이야. 뱀..

연구자: 뱀이 어떻게 다니니? 

유아 3: 땅에 기어 다녀요.

연구자: 그럼, 우리도 이걸(빽업) 들고 뱀처럼 기어 다녀볼까?

        (유아들에게 빽업을 한 개씩 나누어 주고 빽업을 든 채 바닥에 엎드린다.)

진  호: (빽업을 받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빽업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기어 다닌다.)

연구자: 우리 이번엔 노래를 잘 듣고 있다가 약속한 곳에서만 뱀이 움직이는 

        것처럼 빽업을 움직여 보자.

진  호: (선생님의 제안을 기억하고 있다가 약속한 부분에서만 빽업을 움직인다.)

                                                       -(2006. 6. 참여 관찰)

   오디 음악활동 적용 초기와 후기에 진호의 가장 달라진 모습은 듣기 태도였다.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사의 노래 소리와 제안을 잘 듣고 기억해야 하는데 활

동 초기 때 진호는 교사의 육성노래를 들으려고 조차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

동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활동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진호는 활동에 잘 참여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육성노래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들으려는 태도를 보였고, 유희실로 걸어가면서 노래 소리를 기억하며 흥얼거리기

도 하였으며, 소품과 악기를 이용한 동작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교사의 제안을 기

억하며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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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초기 때와는 달리 활동에 참여하는 진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제 

진호는 장난을 치며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진호는 내가 노

래를 부를 때면 고개를 돌려 집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음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몸을 

움직인다. 다른 친구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동작으로 표현하는 진호의 모습을 보

니 연구자로써 보람을 느낀다.-(2006. 7. 연구자 저널)

   결국 오디 음악활동을 통해 진호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잘 듣고 생각하

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기억하고 생각한 것들을 활동으

로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경험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얻

게 되었다.

2. 사례2 : 지현(여) - ‘무반응’에서 ‘참여하는 아이’로

 1) 무반응 

 사례 3의 지현(여)이는 말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한 아이였

다.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도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거나 

말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주로 듣는 편이었다. 교사가 이야기하는 동

안 집중해서 듣는 태도를 보였고, 수줍음이 많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듣기 

태도가 좋은 것에 비해 음악 소질 검사의 점수는 낮았다.

  

  지현이는 말이 별로 없어요. 질문에 답할 때도 잘 들리지 않는 소리로 말하죠. 언어

적 상호작용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몇 명의 친구들하고만 이야기해요. 가끔 울기도 

하지만,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으니까 수업 태도는 좋은 편이죠.-(2006. 3. 교사면담)

 지현이의 모습은 여러 친구들 속에서 거의 눈에 띠지 않았다. 특히, 언어적 상

호작용이 거의 없는 아이라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도 관찰되지 않았다. 오

디 음악활동 적용 초기에 지현이는 주로 앞자리에 앉았고 잘 듣는 모습을 보였

지만 동작표현에 있어서는 거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특히 몇 명의 친구들과 

짝이 되어 하는 활동을 할 때에도 마지못해 참여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선율노래에 따라 양팔을 벌리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걷는 활동시간)

활동을 하는 동안 지현이는 무표정이다. 다른 유아들이 웃으면서 장난을 하는 동안에

도 지현이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몸을 좌우로 약간 흔들기는 하지만 리듬에 맞지 

않고 뒤에서 걸어오는 친구들에게 떠밀려 앞으로 걸어간다.-(2006.4. 참여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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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이는 주로 가만히 앉아 있다. 선생님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먼 

곳을 쳐다보기도 한다. 옆의 친구가 장난을 치다가 지현이를 살짝 건드릴 때 지현이

는 인상을 쓴다. 다른 친구들이 교사의 노래에 따라 어깨를 흔들거나 손을 움직일 때

도 지현이는 무표정으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2004. 4. 참여 관찰)

 

   오디 음악활동에 대한 지현이의 반응은 한 마디로 무반응이었다. 다른 유아들

이 교사의 육성노래를 듣고 웃거나 어깨를 좌우로 흔들고 손을 움직이는 것에 비

해, 지현이는 얼굴 표정, 몸짓도 거의 없었고 가만히 한 곳을 응시했다. 

 2) 친구와 함께 음악놀이 즐기기

  오디 음악활동을 적용하는 동안 지현이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지현이의 이름을 불러 주었다. 지현이의 듣는 자세는 좋았으나 실제로 

선율노래와 교사의 제안에 집중하여 듣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자

는 의도를 가지고 지현이의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했다.

(리듬 노래를 부르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서 유아의 이름을 부르는 활동)

연구자: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어떤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지 잘 들어보세요. 

        밤 야라라밤빠람 밤 빠라라람빠람.... 

        (소리는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 박! 지! 현! ) 누구죠??  

유아들: (다같이 큰 목소리로) 박지현!!

지  현: 자기 이름인 줄 알고 웃는다. -(2006. 4. 참여 관찰)

   활동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지현이의 주된 반응은 웃는 표정이었다. 소리를 

내어 웃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환한 미소를 보였다. 무반응이었던 지현이가 미소 

반응을 많이 나타낸 것은 바로 음악놀이였다. 지현이가 처음으로 관심을 나타낸 

음악놀이는 대그룹 속에서 3-4명이 손을 잡고 짝이 되어 선율노래를 따라 마음껏 

움직이는 활동이었다. 

 (선율노래를 듣고 휴지 날리는 소그룹 음악활동)

  지현이는 다른 친구와 함께 노래를 듣는다. 노래를 듣고 있다가 휴지를 던지기로 약  

  속한 부분에서 양손으로 휴지를 집어 공중으로 던진다. 큰 소리로 웃으면서 휴지  

  를 던진다.-(2006. 5. 참여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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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의 유아가 짝이 되어 손을 잡고 동작으로 표현하는 활동)

 연구자: 4명씩 친구들이 한 조가 되어 보세요. 선생님이 불러주는 노래의 처음부

분에서 동그랗게 손을 잡고 노래를 들으면서 천천히 걷다가 노래의 뒷부분

에서는 친구들과 마음대로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요. (교사가 모범을 보인

다. 3명의 친구와 짝이 되어 손을 잡고 팔과 다리를 리듬에 따라 좌우,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제자리에서 살짝 뛴다.)

유아들: (4명씩 짝이 되어 교사의 노래를 의식하며 듣고 있다가 움직인다.)

지  현: (다른 3명의 친구와 손을 잡는다. 다른 친구들이 먼저 와서 지현이의 손을 

잡  는다. 노래 소리에 따라 걷다가 마음껏 움직이는 부분에서 웃으면서 

움직인다. 몇 명의 짝이 바뀔 때마다 지현이의 움직임은 커졌고, 웃으면서 

참여한다.) -(2006. 5. 참여 관찰)

    오디 음악활동은 지현이와 같이 말이 거의 없는 유아에게 언어가 아닌 다른 방

법으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위 활동에서 지현이는 혼자가 아닌 여러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듯 활동에 참여하면서 반응을 나타냈고, 즐거움의 감정을 경

험하게 되었다. 활동하는 동안 유아가 흥미를 잃지 않고 즐겁게 활동하는 것은 유

아의 자발적인 동기를 일깨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돕는다. 지현이는 즐겁게 활

동에 임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친구들과 협력하며 동작으로 표현하

면서 노래에 더욱 귀 기울이고 다른 친구들의 동작 표현에 관심을 두고 관찰하게 

되었다. 

 또한 음악과 동작의 오디 음악활동은 참여하는 유아들로 하여금 음악을 즐겁게 

경험하도록 돕고, 자신들이 경험한 음과 리듬을 자연스럽게 동작으로 표현하도록 

하는데 지현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3) 표현하기

   오디 음악활동 적용 후기에 들어서면서 지현이의 크게 달라진 모습은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표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다. 익숙해진 선율노래는 작은 소리였

지만 혼자서 흥얼거렸고, 또한 손을 들어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오

디 음악활동 초기에 어떠한 활동에도 관심과 반응을 보이지 않던 모습과는 달리 

지현이는 활동하는 동안 웃는 모습과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활동을 하기 위해 유희실로 걸어가는 동안 지현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교사의 육성

노래를 따라 작은 소리로 흥얼거린다. 노래의 리듬에 맞추어 몸을 약간 흔들면서 걸음

을 걷는다. 발걸음이 가볍다. -(2006. 7. 참여 관찰)

  (선율노래를 듣고 있다가 달리기를 하기 위한 준비 자세를 동작으로 표현하고 실제로 

달리기를 하는 활동시간)



음악치료교육연구

58

연구자: 오늘은 지난번에 불러준 선율노래에 맞추어서 달리기를 해 보려고 해요.       

         노래를 들어보세요. 얌빠밤빠.. 얌빠밤빠.. 다리! 손! 허리! 준비! 출발! 

         우리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해 볼까요?

유아들: (다 같이 제자리에서 노래 소리에 맞추어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다리! 손!      

         허리! 준비! 부분에서 실제로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구부려 손을 허리에      

         대어 달리기 준비 자세를 취한다.)

연구자: 선생님이 긴 줄을 준비했어요. 출발 소리가 나면 힘껏 줄이 있는 곳까지       

         힘껏 달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먼저 해 볼까요?(연구자는 “누가 누가   

         제일 먼저 해 볼까요? 저요! 저요! ” 의 리듬 노래를 부른다.)

지  현: (손을 번쩍 올린다.)

연구자: (리듬노래에 맞추어)지현이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지  현: (환하게 웃으면서 앞으로 걸어 나간다.)

연구자: (다른 친구들의 이름을 리듬노래에 맞추어 부른다.)

지  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리듬노래에 맞추어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다가 달리기 자  

         세를 취하고 출발 소리에 맞추어 달리기를 한다.) -(2006. 6. 참여 관찰)

 

   음악을 흥얼거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연주된 음악 구문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흥얼거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음악 감각을 성장시키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이은화ㆍ김영희, 1985). 활동이 진행되어가면서 지현이는 익숙해진 

선율노래와 리듬노래를 자주 흥얼거렸고 다양한 동작으로 표현하였다. 혼자서 노래

를 흥얼거리면서 어깨를 움직이거나 리듬에 맞추어 손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맞추

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친구들의 움직임을 주로 따라하던 모습에서 점차 자신이 생

각한 동작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선율노래에 따라 자유롭게 동작으로 표현하는 활동시간)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선율노래에 맞추어 자유롭게 동작으로 표현하는 동안 지현이

는 양손에 접시를 든 것처럼 손을 들고 오른발과 왼발을 한 번씩 번갈아가며 앙금질

을 하였다. 리듬에 맞게 오른발과 왼발을 한 번씩 바꾸었다. 옆의 친구가 지현이의 동

작을 따라하자 더욱 열심히 동작표현에 임한다. -(2006. 7. 참여 관찰)

(수박 먹는 모습을 선율노래에 따라 동작으로 표현하는 활동 시간) 

연구자가 수박 노래를 부르자 지현이는 웃으면서 쳐다본다. 어깨를 좌우로 흔들면서 

노래를 듣는다. 연구자가 리듬에 따라‘톡톡’하고 씨 뱉는 소리를 내며 노래를 부를 

때 지현이도 톡톡 소리를 내며 씨 뱉는 시늉을 한다. 옆의 친구가 지현이의 동작을 따

라하자 더욱 열심히 동작표현에 임한다. -(2006. 7. 참여 관찰)

  

   활동 초기에 무반응을 주로 나타내던 지현이는 활동 후기에 들어서 활동에 참

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으며, 교사를 가만히 응시하는 태도에서 교사의 노래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오디 음악활동이 음악을 듣는 것에



Volume 4, No.2, Fall 2007

59

서 끝나지 않고 들은 것을 동작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므로 지현이의 듣기 

태도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었다. 유아는 자기만의 표현 방법으로 마음껏 표현할 

기회가 있을 때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오디 음악활동을 하는 동안 초기

의 무표정과는 달리 활동 후반부에 가서는 환하게 웃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는 

지현이가 활동을 통해 즐거움의 정서와 만족감을 얻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3. 사례3 :성우(남) - ‘자신감 없는 아이’에서 ‘적극적인 아이’로

 1) 자신감 없는 조용한 아이

   사례 2의 성우(남)는 체격이 작고 조용한 아이여서 눈에 잘 띠지 않았다. 교사

의 말을 잘 듣는 태도로 집중하였고, 음악 소질 검사 점수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

나 활동에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조용한 편이예요. 활동을 하라고 시키면 따라 하기는 

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편이예요. 그리고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자주 우는 편이예요. 처

음엔 울 때 달래주었지만, 그냥 두는 편이 더 날을 때가 있어요.-(2006. 4. 교사면담)

 

 성우는 또래 남자 친구들에 비해 왜소한 키에 말이 별로 없이 조용한 편이었다. 

친구와 놀 때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관찰하지는 못했으며, 우는 모습이 

몇 번 관찰되었다. 교사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또 교사의 지시를 잘 따라하고 

칭찬을 받으면 매우 좋아했다. 오디 음악활동 적용 초기 때 성우는 육성 노래를 듣

는 자세는 매우 좋았으나 반면 음과 리듬을 동작으로 표현하거나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선율노래 ‘산책’을 듣고 산책하는 모습을 동작으로 표현하는 시간)

  성우는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산책 노래에 맞추어 산책을  

  가보자는 선생님의 제안에 다른 유아들은 서로 이야기하지만, 성우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있다.-(2006. 4. 참여 관찰)

   성우와 같이 말수가 적고 조용한 유아들은 세련된 언어로 자신의 감정과 느낌

을 표현하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아에

게는 언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성공

감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한다. 오디 음악활동은 언어가 아닌 다른 매체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한다. 성우는 악기, 소품을 활용한 놀이와 같은 오디 음

악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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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음껏 표현하기

   오디 음악활동의 중반에 접어들면서 성우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표현하는 기

회와 소품을 통해 표현하는 기회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우

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게 되었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훌라우프로 버스를 운전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활동)

연구자: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운전하는 시늉을 하며 선율노래를 리듬감 있게 부르면서 

동그랗게 앉아있는 유아들 주변을 걸어 다닌다.)

         야라리람빠라 야라리람빠 야라리얌빠 야라리람...

유아들: (어깨를 양쪽으로 흔들면서 노래를 듣는다. 양손으로 무릎을 살짝 치면서

         노래를 듣는다.)

성  우: (환하게 웃으면서 선생님을 바라보며 노래를 듣는다.)

연구자: 선생님이 뭐가 된 것처럼 보이니?

유아들: 운전수 같아요.

연구자: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는지 잘 들어보세요.

        (훌라후프 안으로 들어가 훌라후프를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며 걷는다. 노래를 하다가 중간에 “끽” 소리와 함께 걸음을 멈추고 

      “타세요.”라는 말을 한다.) 누가 선생님 버스에 탈까?

성  우: (손을 번쩍 든다.)

연구자: 성우 타세요.(성우 외에 1명의 유아 이름을 함께 부른다.)

성  우: (환하게 웃으면서 다른 유아들과 함께 훌라후프 안으로 들어온다. 

        선생님의 육성노래에 따라 훌라후프를 좌우로 흔들면서 리듬에 맞게 걸어간다.

                                                            -(2006. 5. 참여 관찰)

 친구들 앞에서 혼자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일은 자신감 없는 유아에게는 힘든 

일이다. 그러나 또래 친구와 함께 어울려 활동하는 일은 자신감 없는 유아에게는 

부담을 적게 하여 활동에 수월하게 참여하도록 돕는다. 성우는 혼자서 표현하는 활

동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또래 친구들과 함께 그룹으로 하는 활동은 주저하지 않

고 하였다. 훌라후프를 활용한 오디 음악활동에서 성우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버스

를 타고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듯 즐거

워했다.

(휴지를 활용하여 선율노래의 흐름을 동작으로 표현하는 소그룹 활동)

연구자: (두루마리 휴지를 한 칸씩 뜯어 놓은 더미를 유아들에게 보여준다.)

        선생님이 오늘은 노래를 부르다가 이 휴지를 공중으로 날려주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 지 잘 보세요.(선율노래를 부르다가 숨을 내쉬는 부분에서 

        휴지 더미를 한 줌 들고 공중으로 힘껏 날린다.)

유아들: (신기한 듯이 쳐다본다. 몇 명의 유아는 스스로 휴지를 공중으로 날린다.)

성  우: 웃으면서 교사를 쳐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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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너희들도 선생님과 함께 해볼래?

유아들: 네.(선생님의 육성노래를 듣고 있다가 노래의 쉬는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가 휴지 더미를 힘껏 공중으로 날린다.)

성  우: 다른 유아들과 함께 휴지를 힘껏 공중으로 날린다.

       (몇 명의 유아는 노래와 상관없이 휴지를 공중으로 집어서 던진다.)

    

유아들: (교사의 선율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약속한 부분에서 휴지를 살살 불어

         날린다.)

성  우: (노래 소리를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휴지를 날린다.)-(2006. 5. 참여 관찰)

   성우는 대그룹 활동에서보다 소그룹 활동에서의 참여도가 높았고, 또 자신감을 

갖고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소품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오디 음악활동

은 성우에게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위의 소그룹 활동에

서 성우는 교사의 제안을 기억하고 리듬에 따라 활동에 임하였다. 이처럼 오디 음

악활동은 교사의 육성노래를 자연스럽게 듣고 이를 놀이 상황 에서 동작으로 연결

함으로써 음과 리듬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도왔다.

3) 적극적 참여자

   프로그램 적용 후기에 접어들면서 성우의 태도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

다. 예전에는 주로 교사의 노래를 듣고 다른 친구들이 표현하는 모습을 바라보거

나 소그룹 활동에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점차 대그룹활동에서 손을 들

어 참여하려는 의도를 많이 보였고 또 표현하는 것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특히, 

동작표현에 있어서 활동 초기에는 교사의 행동이나 또래 친구들의 행동을 의식하

여 주로 따라했으나 점차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가 스스로 동작 표현을 하였으며, 

동작에 힘을 조절하며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선율노래에 맞춰 밀림 속을 헤쳐 나가는 원주민의 모습을 동작으로 표현하는 활동시

간)

연구자: (오른손으로 힘 있게‘쿵,쿵’북을 치면서 선율노래를 부른다.)

        야람빠람빠람빠 야람빠람빠빠 ...

유아들: 조용하게 앉아 교사를 응시하며 노래를 듣는다.

성  우: 교사를 바라보며 노래를 듣는다.

연구자: 선생님은 지금 밀림을 걷고 있는 원주민이 되려고 해요. 밀림에는 무서운 사

자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쪽저쪽을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해요.

(허리를 굽히고 한손으로 먼 곳을 바라보는 시늉을 하며 조심스럽게 한걸음씩 

걸으면서 노래를 부른다. 어느 정도 노래를 부르며 걸음을 걷다가 오른쪽 손

을

입에 대고 한쪽 발로 바닥을 치면서 원주민의 신호음을 낸다.)

우가자가 우가자가 우가자가 야! 우가자가 우가자가 우 우 우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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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들: (자연스럽게 손을 입에 대고‘우 우 우 우’소리를 크게 낸다.)

성  우: (다른 유아들과 함께‘우’소리를 낸다.)

연구자: 이번엔 너희들도 선생님과 함께 밀림 속을 걸어볼까?

유아들: (다 같이 일어나 교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걸음을 걷는다.)

성  우: (처음엔 교사와 친구들의 모습을 쳐다보며 걸음을 걷는다. 점차 교사의 노래에 

        따라 허리를 굽혀 손을 올리고 오른쪽 발과 왼쪽 발에 번갈아 힘을 주고 힘차게 

        걷는다. 한 손을 입에 대고 콘 소리로‘우 우 우 우’소리를 내며 원주민의 

        시늉을 한다.) -(2006. 6. 참여 관찰)

   

   위의 활동에서 성우는 밀림을 걷고 있는 원주민이 되어 리듬에 따라 소리를 지

르면서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였고, 밀림을 헤치고 걸어가는 모습을 창의적으로 표

현하였다. 유아의 창의적인 동작표현은 교사의 질문과 이야기 상황 속에서 자연스

럽게 나타난다. 또한 창의적인 동작표현을 위한 주제는 유아가 나타내는 표현에 

의미를 갖게 한다. 여기에 동작의 흐름에 맞는 음악이 첨가될 때 유아의 동작표현

은 더욱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결국 오디 음악활동은 성우에게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였다. 

결 론

 

  본 연구는 오디 음악활동을 통해 유아의 반응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관찰하고

자 수행되었다. 이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디 음악활동의 교수-학습 관정의 음악적 변화가 관찰 되었다. 자발적인 

노래 부르기가 활동 중반이후 빈도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초기에 유아들은 교사

가 육성으로 불러주는 ‘밤’, ‘바’ 등의 가사 없는 노래의 음절들을 외워서 노래하려 

하였으나 점차 음의 흐름과 리듬의 모양새에 중점을 두고 자연스러운 음절로 노래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스로 노래하는 즐거움을 깨닫고 있었다. 이해하면서 흐름을 

익혀 부르는 노래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내면화를 진행시켰는데 침묵시간동안

에 아이들은 교사의 노래 소리의 도움 없이도 내면의 노래를 듣고 동작을 자연스

럽게 이어가는 활동에 빠져들곤 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참여의 시간을 통해 아이들

의 음악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음악적 사고력의 향상을 꾀

하였다. 

  둘째, 오디 음악활동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행동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유아들

의 듣기 태도는 커다란 양상으로 달라졌다. 일반적인 음악활동과 달리 교사의 육성 

노래는 가사가 없어 낯설기 때문인지 초기에는 별 반응이 느껴지지 않았으나 그냥 

듣고 있는 것에서 점차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태도로 이어졌다. 나아가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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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참여가 높아졌다. 자발적인 참여는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시의 증가로 나

타났고 또한 동작활동의 단순 모방에서 더욱 창의적인 표현활동으로 나아갔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음악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가 아이들의 음악적 이해를 도모하

여 음악내적인 사고능력을 높이고 이해력의 증가가 참여의지를 발생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잘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표현할 때 아이들에게서 피어나는 밝은 표

정과 미소는 연구 결과 가운데 가장 소중한 행동의 변화이다.      

  오디 음악활동의 행동적, 음악적 변화는 구성 집단의 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들에게 강압적인 수단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교육적 처치를 대

집단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

야 한다.  비록 본 연구의 관찰 대상은 의학적인 장애판단을 받은 유아는 아니었으

나 본 연구가 나아가 발달적인 장애, 혹은 사회성이나 언어 등 특정한 영역에서의 

장애나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소중한 유아들에게 그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정서적, 행동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의 가능성

을 열어 놓을 수 있다면 오디의 음악활동이 필요한 적소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나

아가 더욱 적극적인 교육, 즉 치료에 있어서도 원활한 상호작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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