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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music therapy 

interventions for the improvement of mathematical concepts among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e researcher provides a basis of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musical activities as an effective tool 

for young children to understand and promote their mathematical concepts, and the necessity of 

practical application in the field of mathematics education is suggested. Music, as a multi-sensory 

modality, has an ability to hold and maintain one's attention, and can be used as a memory aid and 

a powerful and effective motivator and reinforcer for young children. Therefore, musical activities can 

be used to facilitate mathematical concepts in the field of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Possible 

musical activities for promoting mathematical development are suggested, and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various musical activities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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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영유아의 수학개념 발달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곽은미
*

본 연구는 지 장애 유아의 수학개념 발달을 한 음악활동의 이론  배경을 고찰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음악은 청각, 시각, 각을 자극할 수 있는 다감각  매체로써 다양

한 경로를 통해 인지능력을 향상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고, 유아의 집 을 유

도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기억하는 것을 돕는 보

조  역할  동기부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지 장애 유아 치료 교육 장에서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음악의 각 요소들과 특성들을 악하는 것은 수학개념 발달에 

사용될 수 있는 음악활동의 종류에 한 이론  배경을 제공하며, 한 음악활동을 구성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 를 마련한다. 본 연구는 지 장애 유아 수학교육

의 장에서 음악활동이 극 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며, 수학개념 발달

을 한 다양한 음악활동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 다.

핵심어 : 음악치료, 수학개념, 수 개념 발달, 지 장애 유아 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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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 장애 유아의 수학에 한 개념 발달은 신체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 역에서 지연, 

그리고 장애로 인하여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명을 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부모, 

치료사, 혹은 계자들에 의하여 간과되어지고 등학교 입학 시까지 집 인 조명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Algozzine, O'shea, & O'shea, 1998; Ansari, Donlan, Ewing, 

Karmiloff-Smith, Peen, & Thomas, 2003; Ansari, Campbell, Karmiloff-Smith,, Scerif, & Thomas, 

2006). 지 장애아동이 학령기에 이르고 수학 역에서 하게 지연을 보이는 경우 집

으로 재가 들어가고 수학 역을 보충하기 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나 실질 인 수 

개념 발달의 문제는 학령기에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악되어졌다. 

유아 수학개념의 발달은 ‘덧셈’ 혹은 ‘뺄셈’과 같이 통상 으로 이해하는 ‘수학’의 개념

이 아니라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기 한 기  개념들을 신생아 시기부터 단계 으로 쌓

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지하 6층(미취학기), 지상 12층(학령기)짜리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지하의 기 공사의 작업은 작업이 가시 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외

부에서 찰할 때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만 2세

에는 오른쪽에 20개 정도의 물건이 있고 왼쪽에 1개의 물건이 있는 경우 오른쪽에 더 많은 

물건이 있다는 양의 개념(magnitude; 양의 크기)이 형성되기 시작하여야 한다(Clements, 2004). 

그러나 시공간 지각에 문제가 있는 리엄스 증후군은 양의 개념에서 수 개념 발달이 단

되어 21세의 성인의 경우에도 6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카드와 7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카드

를 구별하지 못 하는 것도 찰되어(Kwak, 2008) 얼마나 많은 장애아동이 6세 이 에 수 개

념 발달이 단되었는지는 악되고 있지 않고 있다. 장애 유아가 가지고 있는 수학발달

의 지연은 등학교 시기까지 발견되지 않거나 다른 발달 지연에 비하여 요시 여겨지지 

않으면서 등학교 입학 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유아들의 수학  개념 발달을 살펴보면, 놀이를 통해서 혹은 형제자매, 부모, 주변의 

어른들과 함께 물건을 조작하면서 ‘수학’을 직 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며 학습해 나간다. 

수학에 한 개념의 발달은 다른 역의 발달과 달라서 어떤 특정 단계에서 겪게 되는 어

려움으로 인해 다음 발달 단계로의 발달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를 들면, 1자리 수

의 덧셈이 어려운 경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2자리 수의 덧셈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 래 아동들 간의 수학능력도 차이가 찰되는데 Dowker(2003)는 11세 

일반아동 학  안에서 가장 수학  기능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 사이의 차이는 본인의 

실제 연령보다 더 많이 발달한 아동부터 기  개념도 아직 어려워하는 학생들까지 분포되

어 최  7살까지도 차이가 날 것으로 추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수 개념 발달

을 유추해 보면 같은 연령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발달의 격차가 일반학 의 경우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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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로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 유아기의 음악활동과 수학개념 발달에 한 지 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음악은 다

감각 학습도구로써 다른 교과목과의 통합과정이 상 으로 용이하며, 학습에 참여하는 

유아가 ‘공부’의 개념보다는 ‘놀이’의 개념으로 활동을 이해하여 매우 정 인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김숙자, 이인원, 2006; Arnold, Dobbs, Doctoroff, & Fisher, 2002), 구체

으로 음악치료 재활동들이 개발이 되어있는 상태는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음악이 가

지는 고유한 특성과 유아의 행동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여 음악활동이 지 장애 유아

수학개념 발달에 어떠한 근거로 효과 으로 사용 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고 이러한 이론  

근거를 토 로 효과 인 재 활동을 개발할 수 있는 발 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Ⅱ. 유아의 수학개념 발달의 특성

유아들의 수학  사고발달은 기질 , 신체 , 인지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방법

과 단계를 거쳐서 발달된다. 지 장애 유아 수 개념 발달 지연은 심각성이 등학교 입학 

이후에 부각되기 시작하나, 실질 인 어려움들은 그 이  발달 단계인 2~3세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악되었다(Kwak, 2008). 등학교입학 후 기본 인 덧셈수행의 어려움이 발견될 경

우 많은 경우가 덧셈을 반복 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시도하나 보다 

근본 인 해결은 아동의 수학개념의 발달 단계를 악하여 아직 습득하지 못한 개념에서부

터 단계별 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Kwak, 2008). Clements(2004)가 제시한 2세부터 

7세의 수학발달단계를 살펴보면, 수학을 5개의 역, 수와 수의 조작개념, 수,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로 나 어서 발달이정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수 개념 발달의 문제

을 단할 기 을 제공한다. 그들의 발달이정표에 의하면 단순한 ‘한자리 수의 덧셈’을 

하여서도 아동은 ‘수와 수의 조작’ 개념 안에서 6가지의 세부 역(숫자 세기, 비교와 순

서, 더하기와 빼기의 개념, 체와 부분, 자릿수 개념, 배분하기)에 걸쳐서 100여개가 과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 때 ‘한자리 수의 덧셈’을 성공 으로,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

는 것으로 서술하 다. 유아 수 개념 발달을 해서 최근의 연구들은 ‘정신  수직선’개

념,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놀이’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신  수직선(mental number line)’이란 1, 2, 3, 4라는 수의 개념이 마치 하나의 ‘직선 자’

처럼 선형  표상으로 형성되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각각의 숫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신 기, 이소림, 2007; 이소림, 2007; Bachot, Fias, Gevers, & Roeyers 

2005; Dehaene, Dupoux, & Mehler, 1990; Priftis, Umilta, & Zorzi, 2002). 문자를 서술하는 방식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방식인 문화권에서도 숫자에 한 개념은 왼쪽에서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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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찰되어서 이와 같은 상은 교육이나 학습으로 인한 것이 아니

라 태어나면서 내재되어 있는 심리  상 에 하나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Bossini, 

Dehaene, & Giraux, 1993; Cohen, Dehaene, Piazza, & Pinel, 2003; Priftis et al., 2002). 이것을 효

과 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은 유아 수학개념발달에 있어 매우 요한 요소로 인식되

고 있으며(신 기, 이소림, 2007; 이소림, 2007; Berch, 2005; Gersten et al., 2005), ‘정신  수

직선’ 개념의 소유가 등학교 학년 단계의 수학능력에 있어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보고되고 있다(Booth & Siegler, 2004; Booth & Siegler, 2006). 이에 반하여 일부 지 장

애 유아, 특히 시공간 지각력(visuospatial skills)이 하된 아동에게서는 ‘정신  수직선’ 개

념의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악되고 있어서(Bull, 2007; Kwak, 2008; Rivera & Simon, 2007) 

지 장애인의 경우 이 개념을 정립해주거나 아직 불확실하게 개념이 성립되어 있다면 재정

립 해주는 과정이 다른 어떤 재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지 장애 유아의 수학개념발달을 찰하면서 느낀 상 에 하나는 자가 ‘병목 상’

이라 명명한 발달 상태로 수학개념발달에서 어떤 발달단계를 통과하지 못하여 발달이 지연

되거나 그 나이 래의 발달에서 ‘수 개념’ 발달이 단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답답해하며 좌 하고 포기하고 치료사의 얼굴만을 쳐다보고 있는 내담자

들과 함께 세션을 진행하면서 아동이 수학발달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정보와 개념

에 둘러 싸여서 좁은 출구를 통과하지 못하여서 지체되고 있는 것과 같이 연상되어서 명명

하게 되었다(<그림 1> 참조). 앞에 설명한 리엄스 증후군 성인과 같이 만 2세에 발달이 

되어야 하는 양의 개념이 발달하지 않을 경우 2세 이후 수 개념 발달이 사실상 단되어 2

세의 수 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상을 ‘병목 상’이라 명명하 다.

<그림 1> 병목 상의 도식화

이와 같은 상은 학교 1학년 리엄스 증후군 청소년이 9단까지의 구구단을 모두 외

우고 있으나 3 더하기 21을 가로방향 즉, 3 + 21로 기록하여 문제를 출제 했을 때 답을 51

로 기술하고, 문제를 세로방향으로 어주었을 때에는 24로 기술하는 상이 찰되었던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병목 상은 이후 배수의 개념을 이해해야하는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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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음에 한 번 더 발생하는 것과 같이 찰되었고 덧셈과 뺄셈을 이해해야하는 학령기에 

다시 한 번 더 발생하는 것이 찰되었으며 수 개념 발달에 있어 이와 같은 상은 아동

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따라 다양한 역과 발달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하

다.

유아의 수학개념발달을 한 교육방식은 구체 인 사물을 조작하면서 다감각 으로 

근하는 수학 련 활동이 교사 심 교수방법보다 더 효과 이었다는 결과가 보고되면서 과

거 성인 주도방식들 보다는 유아가 주도 , 능동 으로 학습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구조와 형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것을 극 권장하고 있다(이길동, 2009; 

정주선, 최미숙, 2006; 황정숙, 1997). 수학 련 동화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 수학개념의 

체 인 수와 보존  서수, 공간, 집합 등의 하  요인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 으며(정

주선, 최미숙, 2006), 동작을 통한 수학교육의 경우 비교집단에 비해 수학개념  분류, 서

열, 측정, 패턴, 수 개념, 공간/시간 역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주었고 수학을 하는 태

도에서 정 인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자연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에서도 분류, 서열

화, 수, 공간, 측정개념이 정 인 변화를 보 고 태도 한 정 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이길동, 2009).

유아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부모나 성인들과의 놀이 활동들을 살펴보면 에 제시한 여

러 가지 학술 인 근거가 제시되기 이 부터, 수학개념의 발달을 하여 다양한 놀이가 시

행되고 있어, 놀이를 통하여 유아는 직․간 으로 ‘수 개념’을 발달시키고 있는 를 

찾아 볼 수 있다. 아동의 나이를 물어보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상호작용

은 아이가 본인의 나이를 기억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아이가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자

신의 신체의 일부로 표 함으로써 직  시각 으로 보고 각 으로 느끼고 청각 으로 듣

게 되는 다감각학습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 둘, 셋, 뛰어” 혹은 “하나, 둘, 셋, 

던져”와 같이 어떤 동작을 하기 해 하나, 둘, 셋 하고 수 세기를 하는 것은 반복 인 놀

이를 통해서 유아가 수의 개념을 익히는 한 기회를 제공한다. 기수학은 고등수학

과는 달리 추상 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체 이고 실질 인 개념으로 과자의 개수를 세면

서 수의 개념을 익히고 피자와 식빵의 모양을 비교하면서 도형의 기 개념을 익히고 좁고 

긴 컵과 넓고 키가 작은 컵으로 물놀이를 하면서 길이와 부피의 개념을 직  경험하면서 

생활 속에서 다감각학습을 통하여 느끼고 학습하게 된다. 

2007년에 개정 고시되고 2009년에 실행되고 있는 제 7차 유치원 교육과정(교육인 자원

부, 2007)에 의하면 1) 수 감각 기르기, 2) 공간  도형에 해 알아보기, 3) 기 인 측정

해보기, 4) 규칙성 이해하기, 5) 자료 정리  결과 나타내기의 5개의 역에 걸쳐 지 장애

유아의 수학  탐구활동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지 장애

유아가 주변의 사물을 탐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논리 , 수학 , 자주 으로 해결해나



곽은미 / 지 장애 유아의 수학개념 발달을 한 음악치료 활동에 한 이론  고찰  7

가면서 수학개념을 발달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 으로 탐구하고, 창의

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험을 

통한 수학교육의 요성 측면에서 볼 때 음악활동은 놀이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감

각에 추가하여 아동들이 선호하는 음악자극이 더하여져서 수학  개념을 제공할 수 있는 

매체로 한 음악활동이 개발되고 용될 경우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다음 장에서는 음악이 에 제시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론에 한 

구체  이론  근거를 제시한다. 

Ⅲ. 수학개념 발달을 한 음악활동의 이론  근거

인간의 행동과 음악과의 계를 고찰한 논문들에서 인간은 본능 으로 심미 인 경험을 

하기 원하며 표 하고 싶어 하며 음악은 감정을 자극하여 생리  변화를 유도하고 이러한 

변화는 심리에까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oyle & Radocy, 2003; Davis, 1999; 

Gaston, 1968; Gfeller, 1999; Peters, 2000). 한 음악은 청각과 진동에 의한 각을 경험하는 

유아가 선호하는 다감각경험으로 집 과 학습을 효율 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되고 있다(Standley, 2008). 음악은 아동의 여러 가지 발달 역에서 다양한 경험과 자극을 제

공할 수 있는 매개체로 다른 교과와의 통합이 용이하며 지 장애 유아의 수학개념 발달을 

한 음악활동의 효율성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다(박찬옥, 이효숙, 2001; 송옥

경, 2003; 황인주, 2008; McCarthy 1985; Standley, 2008). 언어발달을 한 음악활동은 언어 안

에 내재되어 있는 음악  요소인 운율, 높낮이, 리듬 패턴 등을 음악 으로 재해석하고 작

곡에 반 하여 멜로디, 리듬, 빠르기, 강약, 음의 고 가 단어나 문장의 형식을 모방하여 흥

미로운 경험 속에서 언어습득을 진한다. 언어발달이 지연된 지 장애 유아나 자폐아동

의 경우도 음악활동을 통하여 의사소통기술과 언어발달을 진할 수 있음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고되었고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곽은미, 2006; 송옥경, 2003; Adamek, 

Furman, & Thaut, 2008; Edgerton, 1994; Gold & Wigram, 2006).

음악활동은 청각자극 외에도 그림이나 실제 사물 등을 통하여 가사의 의미를 달하고 

음악을 통한 동작활동을 통하여 동사나 형용사의 의미를 청각 , 시각 , 각  자극으로 

달하는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음악을 활용한 언어습득의 진은 다감각 자극의 좋은 방법

이 된다. 를 들어, “ 에, 에, 으로” 하는 노래의 경우 스카 나 보자기, 리본 등의 소

도구나 신체를 직  으로 움직이면서 그 언어의 의미를 청각 , 시각 , 각 으로 달

할 수 있다.

유아를 한 동요는 부분 단순하고 반복 인 리듬과 간결한 멜로디, 반복되는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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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고 많은 경우 율동이 함께 첨가되어있어 음악의 언어  부분이 동작과 연결되어

있다. 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선호하는 학습의 매체가 있고 시각 인 자극을 좋아해서 그

림이나 도표 등으로 더 이해가 잘 되는 사람, 청각 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강의

나 미디어를 통한 학습이 더 유용한 사람 등이 있는데 한 가지 개념을 여러 감각으로 제공

하는 일은 유아가 선호하는 자극의 매체를 아직 분명하게 표 할 수 없는 나이에 같은 

개념이 여러 자극을 통해서 제공되면서 활동참여자가 선호하는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

여 선택 으로 수용함에 따라 학습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다(Clarke, Fawcett, Nicolson, & 

Overy, 2003; Peters, 2000). 

지 장애 유아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하나인 ‘정신  수직선’의 개념발달을 해서 

<그림 2>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사방치기(hopscotch)와 같은 동작활동을 수평방향으로 진

행하여 수 개념을 발달시키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체활동을 음악활동과 더

불어 시행하면 한 칸씩 걸어가면서 숫자의 순차진행과 한 개의 칸이 하나의 숫자를 의미하

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칸씩 뛰어 넘으면서는 2의 배수를 배우고 

더하기는 오른쪽으로, 빼기는 왼쪽으로의 개념 등을 각 , 시각 , 청각 으로 자극 받으

면서 개념을 익힐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0”의 개념은 제자리 뛰기로 학습하는 등,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하다. 수평구조의 사방치기는 실로폰과 같은 음률악기를 이용하여 

연주하면 신체 으로 진행된 활동을 다시 음률악기를 이용하여 재확인되고 여러 가지 다양

한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

8

7

65

4

32

10

9

1 2 3 4 5 6 7 8 9 10

<그림 2> 수직 구조의 사방치기(hopscotch)와 수정된 수평 구조(hopscotch)



곽은미 / 지 장애 유아의 수학개념 발달을 한 음악치료 활동에 한 이론  고찰  9

<그림 3> 음률 악기의 수 개념 발달을 한 활동의 

<그림 3> 같이 1 부터 10까지를 C부터 한 옥타  높은 E 까지 표시하고 악기를 숫자로 

연주하거나 “1, 2, 3, 4, .... 10”까지의 숫자를 지정된 음가로 부르거나 노래를 숫자로 부르

는 등의 음악활동을 통해 수 개념의 발달을 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를 들

면 “작은 별” 노래의 경우 “1 1 5 5 6 6 5”의 숫자 악보(<그림 4> 참조)를 제공할 경우, 

작은 별 노래의 첫 부분을 연주 할 수 있다.

<그림 4> 작은 별 노래의 숫자 악보

숫자 노래의 경우 다장조로 4분음표에 한음씩, 상향과 하향으로 연주하면서 혹은 리듬패

턴을 바꾸어 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하며 노래하고, 음이 상향으로 이동하면서 숫자

가 증가되며 하향으로 이동하면서 숫자가 감소되는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기존의 

Dalcroze나 Kodaly에서 사용되는 음계를 계명 신 숫자로 부르는 방법들은 한 옥타 가 높은 

C를 다시 1로 표기하거나 노래로 부르는 것과는 다르게 1부터 10의 개념을 수평 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돕기 해, 한 옥타  의 C를 8, D를 9, E를 10으로 표기하는 것이 기존

의 개념과의 차이를 보인다. <그림 5>는 보수개념을 음율 악기와 함께 연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음악의 패턴을 보여 주고 있는데 1과 9는 ‘짝꿍’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악기를 연

주하면서 보수를 암기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보수를 이용한 덧셈, 보수를 이용한 뺄셈을 학

습 할 수 있는 기 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림 5> 보수개념 발달을 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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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기억술(mnemonic)로써의 역할은 학술 인  이 에 이미 일반 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데 다량의 정보를 효율 으로 기억하기 해서 쓰여지고 있는 표 인 실례는 

어 알 벳 순서를 암기하기 해서 작은 별 노래의 가사를 a, b, c로 부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은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한 계를 맺고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수많은 자극 에서 선택 으로 수용하고, 정보를 기억하는 지에 한 경로는 아직 정확하

게 밝 져 있지 않지만 이  기억 이론(습득된 정보는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으로 분류되어 

장된다는 이론; a dual-store memory model)이  시 에서 가장 보편 으로 받아 들여 지

고 있다(Ormord, 2003). 뇌의 효율 인 이용을 해서, 주어진 자극 에 가장 심을 유

도하는 자극만이 단기기억으로 달되고, 단기기억에 장된 정보들도 장기기억으로 장

되기 해서는 일정시간 그 자극에 ‘집 ’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집 력이 입력된 자극

을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환하는 것에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집 력을 좌우하는 

6가지 요소로는 자극의 크기, 강도, 새로운 것, 부조화, 감정, 개인의 선호도가 제시 되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U.S.), 2000; Ormrod, 2003). 의 요소  개인의 선호도는 여러 사

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에서도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다. 음악은 이와 같은 집 력을 좌우하는 6가지 요소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아가 선호하는 매체라는 요한 강 을 지니고 있다. 학습은 학습자가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 을 유지하고, 진행되고 있는 활동에 심을 보이고 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효율 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다(Aldridge, 1996; Ormrod, 2003). 음악이 가지는 멜로디의 

변화, 음량의 변화, 단조, 장조 등의 분 기, 종류가 다른 악기의 음색의 변화, 개인의 선호

도에 따른 음악에 선택 등 음악의 사용은 무궁무진하여 집 력이 짧고 이해력에서 지연되

는 지 장애 유아를 학습활동에 계속 으로 참여 시킬 수 있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

는 기 인 토 를 제공한다(Gfeller, 1999; Kwak, 2008; Ormord, 2003; Thaut, 2005). 음악 활

동은 학습에 필요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수학-음악 활동은 활동 참여자의 

반응을 통해서 참가자가 활동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즉각 으로 확인할 수 

있어, 즉각 으로 활동을 수정, 단순화시켜서 참여자의 수 에 맞는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

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ABC 노래’와 같이 리듬이 단순하고 멜로디가 한두 번의 청취 후에 따라 부르기가 쉬운 

경우에 단순한 암기가 필요한 개념  지식을 배우고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학  상황

을 해결하기 해서는 개념  지식(knowledge, 혹은 conceptual knowledge)과 차  지식

(strategy, 혹은 procedure knowledge)이 모두 필요한데(김숙령, 2001; Alibali & Rittle-Johnson, 

1999) 음악은 이러한 지식들을 학습하고, 수학-음악 활동을 통하여 직 으로 체험하여 이

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진시킬 수 있다. 멜로디나 리듬이 단순하여 모방하기에 

합한 곡들이 기억보조도구로서 효율 으로 쓰일 수 있다. 음악의 구조는 정보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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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공하고 조직화하여서 음악  맥락 안에서 순차 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차  지식을 제공하는 일에 매우 효율 으로 쓰일 수 있다. Peters(2000)는 음악의 순서는 자

칫 혼란을 느끼기 쉬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측할 가능한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질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서술하 고 이와 같은 음악의 순서와 구조는 참여자들의 수학 과제를 돕

는 구성 체제를 제공할 수 있다. 를 들어, 한자리 덧셈에서 큰 수와 작은 수의 덧셈( ; 7 

+ 2)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나, 같은 두 수의 덧셈이지만 작은 수가 먼  있는 경우에(즉, 

2 + 7), 반복 으로 오답을 제공하는 참여자를 해서는 두 숫자  큰 수를 먼  찾고 그 

수에서 작은 수를 더하는 2단계의 과정을 설명해  수 있고, 이러한 설명을 노래로 만들

어서 제공할 때 참여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노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수학 문제

를 해결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지 장애 유아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것,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활동에 참

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아무리 잘 구성되고 교육 으로 우수한 

로그램이라도 지 장애 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없고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로그

램 자체의 가치와 계없이 효용성이 없는 로그램으로 락한다. 지 장애 유아의 인지

발달 과정 에서 ‘반복’은 지 장애 유아들이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는 일에 필수 인 과

정으로써 음악은 지 장애 유아가 지루함을 동반하거나 강제성을 내포한 교수자 심의 

‘반복’이 아닌 지 장애 유아가 자원해서 활동에 반복 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Gfeller 

(1999)는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 하고 즐거운 사회  사건이기 때문에,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하나의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 고 음악 활동

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동기’가 참여자가 비 선호하는 활동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수 있다고 지 하 다. 수학과제가 음악활동과 합쳐졌을 때, 수학개념 발달에 문

제를 보이고 있어서 반복 인 실패의 경험이 있는 리엄스 증후군 아동의 경우에 수학과 

음악이 결합된 활동을 수학과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음악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찰되었

다(Kwak, 2008).

Ⅳ. 결  론

유아기의 수학발달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는데 지 장애 유아의 경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따라 여러 단계에 걸친 ‘병목 상’을 통과 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단순한 암기에 의한 기계 인 습득은 9단까지 암기하는 15세 리엄스 증후군 남학생의 경

우, 4 더하기 8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기형 인 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수

학  개념은 단순한 암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 이고 능동 인 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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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개념을 직 으로 그리고 실생활에서 용하면서 이해했을 때 진정한 개념발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Carpenter, Empson, Fennema, Franke, & Levi, 1999). 음악활동을 통한 

수 개념 발달의 가장 큰 장 은 수학개념 자체를 이해하도록 돕는 측면과 함께 지 장애

유아가 활동에 능동 , 극 으로 참여하여 ‘공부’, ‘어려움’, ‘혼동’ 등과 같은 부정  경

험이 아닌, 정 인 경험을 하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측면일 것이다. 지 장애 유아의 발달 특성상 성인기의 수학개념 교육은 강제 , 강압 , 

주입식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음악과 수학활동을 결합하여 유아 시기부터 집 을 

유도하고 이해할 때까지 지속 으로 반복할 수 있으며 동기를 유발하여 그들의 학습을 돕

는다면 수학에 한 근태도를 정 으로 유지하면서 효과 인 수 개념 발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기존의 숫자노래를 부르거나 악기의 수를 세는 등의 단

순한 수학개념 발달을 한 음악치료 재 활동에서 확장되어 지 장애 유아가 가지고 있

는 발달상의 지체된 부분을 통과할 수 있는 집 이고 체계 인 수학발달을 한 음악치

료 재 활동 개발에 치료사들의 극 인 노력이 개입되어야 하는 시 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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