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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a creative musical play program affected peer 

relational skills of children in a community child center. The creative musical play program was 

implemented with six children in K Community Child Center for twenty (20) sessions. To investigate 

quantitative change, the Peer Relational Skills Scale and the Revised Social Skills Scale (for teachers) 

were filled out by children and teacher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Also, to investigate musical 

and behavior changes related with peer relational skills in the creative musical program, the responses 

of children were categorized from the data of the children's responses according to previously 

identified sub-factors of peer relational skills. The results show that the participants’ average scores 

presented an improvement in peer relational skills. Qualitative analysis of session logs presented that 

negative factors which had appeared in early sessions changed to positive traits as the sessions went 

on. In conclusion, the creative musical play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peer relational skills 

of children in the community chil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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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 증진을 위한

창작 음악극 프로그램 효과 연구

허혜진
*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래 계 기술 증진을 목표로 하는 창작 음악극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래 계 기술의 하 요인과 련한 단계별 목표로 구성된 

음악극 만들기 로그램을 K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 6명에게 10주간 주 2회 총 20회기 

제공하 다. 상자의 래 계 기술에 한 변화를 알아보고자 로그램 실시 후에 

상아동과 기  담당교사에게 각각 래 계 기술 척도와 수정된 사회  기술 척도(교사용)

를 실시하 다. 한 세션 회기별 아동의 음악 ․언어  반응에 한 기록 자료를 바탕으

로 래 계 기술의 하 요인에 따라 범주화하여 제시하 다. 상 아동들이 기록한 래 

계 기술 척도  하 요인인 주도성과 공감/ 동 요인의 평균 수에서 상승을 나타냈으

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p < .05). 기  아동복지교사에 의해 작성된 사회  기술 척도

의 사 ․사후 검사 수와 하  요인인 력, 자아통제와 자아주장 요인의 평균 수 모

두 상승되었다. 세션 찰 분석 결과에서는, 반에 나타나던 비주도성, 자기주장성 결여, 

비공감, 비 동 등의 부정  요인이 세션의 진행에 따라 차 정 인 요인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작 음악극 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래 계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 인 재도구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핵심어 : 음악극, 창작 음악극 로그램, 래 계 기술, 지역아동센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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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의 가정은 통 인 가정에 비해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여성

의 사회진출 증가를 비롯한 출산,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등의 사회 분 기 변화로 인해 

자녀의 양육  돌 은 더 이상 가정 고유의 역할이 아닌 공  역이 되었다. 이 게 아

동보호  양육에 한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과거 유아로 한정되어 있

었던 보육서비스를 학령기 아동으로 확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서 숙, 오 주, 허정경, 

2003).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2004년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가 생겨났으

며, 이후 지속 인 성장을 거쳐 표 인 방과 후 아동 보육  교육 시설로서 자리매김하

게 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의 보완 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 인 아동복지시

설로서, 아동의 안 한 보호는 물론 학교생활 응력 강화, 문화  지지, 심리․정서  안

정, 발생할 수 있는 아동문제의 사  방과 사후 연계 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었다. 그러

나 실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 되고 있는 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교과학습 심으로 치

되어 있어, 아동의 실질  필요와 흥미를 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 련 시설에서 제

공되는 방과 후 로그램과 다를 바 없어, 지역사회 종합복지서비스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 을 받고 있다(박사라, 2000; 윤향미, 2007; 이경림, 2007). 따라서 

일방 인 교과학습 지도보다는 다양한 특기교육  사회정서 지원, 체험 심의 특화된 

로그램이 편성되어 아동의 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령기 아동에게 가장 요한 

발달과업  하나는 래집단에서의 성공 인 응이다(윤승이, 2007). Shaffer(2000)에 의하

면 아동기에 형성되는 래집단에는 그들만의 고유한 행동 기 이 있어서, 래집단에 의

해 가치 있다고 단되는 행동 특성을 지닌 아동은 쉽게 집단에 수용되는 반면 그 지 못

한 아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기술의 습득  사회화의 기능이 주

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을 고려해볼 때,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다수인 지

역아동센터 아동들은 더욱이 이러한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래 계 기술의 증진과 성공

인 래 계 형성을 한 개입이 실히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은 지역아동

센터에서 하루 평균 4~6시간 이상 머물며 래집단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집단 내의 

응집력이 크며, 사회경제  지 와 물리  활동 범 가 비슷하다는 에서 더욱 래 계

가 지니는 의미가 크다. 반 로 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갈등을 겪는 경험이 더욱 치명

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사회  기술, 특히 래 계 기술 향상을 

한 양질의 로그램 개발과 도입이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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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래 계 개선  사회성 기술 향상을 한 재 로그램의 연구는 1930년 부

터 시작되어 근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용되어 왔다. 래 계 기술 훈련에 주

로 사용된 기법으로는 ‘코칭’과 ‘모델링’, ‘강화’ 등의 략이 있는데, 과거 직 교수와 연습

을 통해 아동의 사회성 능력을 훈련시키는 유형의 개입이 부분이었다면 근래에는 다양한 

매체와 치료기법을 사용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황주 (2007)과 박성희(2007)의 연구에서

는 사회  기술 훈련에 놀이의 치료  요인을 도입하여 축아동과 소득층아동의 래 

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경은(2005)과 지창완(2009)은 집단 미술치료 로그램

이 아동의 래 계 기술 향상에 효과 인 도구임을 밝힌 바 있다. 

한, 아동의 자발  동기와 능동  참여 유발을 한 치료매체로서 음악의 효과성을 입

증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윤지 (2004)의 연구에서는 노래 부르기와 동작, 송라

이  등의 활동을 통해 혼자 노는 아동의 래 상호작용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신정선

(2005)은 음악  요소를 도입한 집단음악상담 로그램이 등학생의 교우 계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김선 (2009)과 류진 (2009), 박주 (2009)의 연구에서

도 각각 음악교과서를 활용한 집단 상담 로그램과 즉흥연주  난타, 바이올린 교습을 

통해 래 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특히 음악 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장르  

하나로서 음악극은 아동의 래 계 기술 증진을 한 효과 인 매개체로 주목해 볼 필요

가 있다.

음악극은 아동의 비언어 인 매개체인 음악을 통해 아동의 자유로운 표 을 진하는 한

편, 이야기의 극 인 요소를 이용해 아동의 실  문제와 이슈들을 다루어  수 있다. 음

악극 활동 안에서 아동은 내재된 자신의 감정과, 함께 그룹에 참여하는 타인과, 이야기 속

의 외부 세계와의 만남을 이루게 된다(정 주, 김동민, 2005).

이러한 과정에서 음악을 통한 감정 인 소통과 공감이 일어나게 될 뿐 아니라(McCaslim, 

2000; Rossi, 1997),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동 작업을 경험하게 되는데 주도 으

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타인과, 음악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경험하

며 래 계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과 연습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한 

Upitis(1990)와 Wingall(1988)은 음악극의 개인의 경험과 하게 구성되고 자신의 경험한 세

계와 연 이 있는 방법으로 표 될 때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 으며, 

따라서 음악극은 아동의 흥미와 발달수 , 이 의 경험과 계있는 내용을 선정해야한다

(Hower, 1999). 이러한 에서 아동들은 음악극을 직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경험했

던, 혹은 심 있는 주제를 그룹과 공유하고, 자신의 정서  선호가 반 된 음악을 경험하

여 극 화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창작 음악극 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기주장과 주도  역할 수행을 

도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 활동을 통한 래와의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게 되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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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공감과 수용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창작 음악극 로그램이 가지는 이러한 치료  

가능성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래 계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효과 으로 작용할 수 있

을 것이라 사료되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창작 음악극 로그

램을 제공하여 래 계 기술과 련된 양 , 질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K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등학교 3~6학년 6명이다. 지역아동센터

의 아동복지교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신체․정신 

병리  장애가 없고 지속 인 참여가 가능한 아동을 추천받아 선정하 으며, 참여 아동의 

기본 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상자 학년 특징

A 등 6학년 소극 이고 내성 이며 래와 어울리기보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음

B 등 6학년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며 주도 인 역할을 하나 지나치게 래를 자신의 

뜻 로 통제하려고 함

C 등 4학년 활발하고 극 이나 기  내 동갑내기 친구가 없어 외로움을 호소함

D 등 3학년 소극 이고 얼굴을 자주 붉히며 언니(C)에 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

E 등 3학년 나이에 비해 체구가 작고 유아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음

F 등 3학년 활동 인 놀이를 즐기며 래와 다투는 모습이 종종 발견되기도 함

<표 1> 참여 상자 정보

2. 측정도구

1) 래 계 기술 척도

아동이 래 계에서 사용하는 래 계 기술을 알아보기 해 양윤란과 오경자(2005)

가 제작한 래 계 기술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주도성 9문항과 

동/공감 10문항의 두 요인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주도성 문항은 래와 상호작용을 시작

하거나 계를 주도 으로 이끌어나가는 행동을 기술하는 주도성을 측정하는 문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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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감 문항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래와 물건을 공유하거나 규칙을 따르는 행동 등

을 포함하는 동 문항과, 래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 하는 행동을 기술한 공감을 측정하

는 문항이다.

이 척도는 그 지 않다(1 ), 그 지 않은편이다(2 ), 그런편이다(3 ), 그 다(4 )의 4  

리커트 척도로, 가능한 문항 평균 수의 범 는 1 에서 4 이고 수가 높을수록 래 

계 기술이 정 임을 의미한다. 등학생 집단의 체 척도의 내 합치도 계수 

Cronbach ɑ= .81, 주도성 요인의 내  합치도는 .77, 동/공감 요인의 내  합치도는 .74로 

산출되었다.

2) 사회  기술 평정척도(Social Skill Rating System: SSRS) - 교사용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래 계에서 나타나는 사회  기술을 

알아보기 해 교사용 사회  기술평정척도를 사용하 다. Elliot과 Gresham(1990)이 개발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에 의한 타당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척도는 사회  기술 척도, 문제행동 척도, 학업 능력 척도로 구성되며, 그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사회  기술 척도는 력, 자기주장, 자기통제를 측정할 수 있는 30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있다. 력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물건을 함께 사용하거나 규칙, 지시에 따

르는 행동을 포함하며, 자기주장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등의 행동, 자기통제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친구의 괴롭힘에 참

는 등의 행동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래가 아닌 교사와의 계 는 타 역을 측정

하는 4개의 문항을 제외한 26개의 문항을 사용하 다.

3. 연구 설계  차

본 연구는 개발된 창작 음악극 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래 계 

기술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단일집단 사 사후검사설계를 하 다. 창작 

음악극 로그램을 시작하기 에 아동의 래 계 기술을 측정하는 사 검사를 실시하

으며 음악  요소의 탐색, 음악극 제작  실행, 공연 을 포함하는 20회기의 창작 음악극 

로그램 종결 후 사 검사와 동일하게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 한 아동의 래 계 기

술 증진을 해서는 래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동 작업을 하는 

가운데 습득한 래 계 기술을 연습할 기회가 필요가 있음에 따라 6명으로 구성된 그룹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서울 K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등학생 아동 6명을 상으로 하여 1주일에 2회씩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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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총 20회기의 창작 음악 로그램을 실시하 다. 창작 음악극 로그램은 매회기마다 

인사 노래로 시작하 고, 각 회기별 목표에 따라 음악극 창작을 한 요소 탐색, 음악극 창

작, 창작된 음악극 연주 등의 구성된 활동을 실시하 다. 활동을 마친 후에는 마침노래로 

마무리하 다.

4. 연구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양  분석과 질  분석으로 나 어 실시하 다. 창작 음악극 

로그램을 실시하기 이 과 종결한 후에 실시한 자기보고형 래 계 기술 척도와 사회  

기술 평정척도(교사용)를 통해 아동의 래 계 기술에 한 양 인 정보를 수집하 고, 

자료에 한 분석은 SPSS 15.0 for Windows 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룹별 사 ․사후 검사 

평균 수 차이를 비교하 다. 

질  분석에서는 창작 음악극 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래 계 기술 증진에 

미치는 효과에 해 알아보고자 세션 의 아동들이 보인 언어 ․음악  반응을 서술하

다. 한 래 계 기술 척도와 사회 기술 척도(교사용)의 하 요인을 바탕으로 동, 

자기주장  주도성, 공감, 자기통제  자기조 의 네 가지 범주를 구성하여 세션 내에서 

아동들이 보인 음악 , 언어  반응의 의미를 논의 부분에서 함께 다루고자 하 다(<표 

2> 참조).

항목 내용

동

규칙  약속 지키기

래와 자료(악기, 기타 자료)의 교환  공유하기

도움이 필요한 래를 도와주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수행하기

자기주장/주도성

자신의 생각  의견 발표  제안하기

래에게 요청하기

래와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공감(감정표 )
래의 이야기, 연주 경청하기

래의 감정과 의견을 존 하기

자아통제/자기조
래와의 갈등상황에서 히 처하기

래와 타 하기

<표 2> 세션 분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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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래 계 기술 증진을 한 목표 음악  목표

탐색 1~6

․치료사  상자 간 친 감 형성

․ 래와의 상호작용 기회 제공 

․규칙  약속의 인식 

․음악  요소 탐색․인식

․다양한 음악  경험

창작 7~13
․자기표 , 경청  타  과정 경험

․ 래 계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

․창작과정에 능동  참여

․음악  결과물 생산

  (음악극 창작)

실행 

평가
14~20

․갈등 상황 처

․다양한 역할에 한 이해  수행

․음악극의 맡은 역할 수행 

․음악  성취감 부여

<표 3> 창작 음악극 로그램의 단계별 목표 

5. 래 계 기술 증진을 한 창작 음악극 로그램 구성

1) 창작음악극 로그램의 목표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창작 음악극 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래 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총 20회기의 창작 음악극 로그램을 탐색 단계(1~6회기), 창작 

단계(7~13회기), 실행  평가 단계(14~20회기)로 나 어 구성하 다. 단계별 목표는 다음

과 같다(<표 3> 참조).

탐색 단계(1~6회기)는 로그램 환경에의 응과 치료사와 상자 간, 는 상자 상호

간의 친 감을 형성하며, 나아가 음악극 창작 단계에서 사용하게 될 리듬, 선율, 가사, 악기 

등의 음악  요소 탐색을 통해 보다 친숙하게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가창, 악기 연주 

등의 활동을 통해 각 회기별 목표로 제시된 특정 음악  요소를 집 으로 경험하게 되

며, 이는 이후 단계에서 아동들의 능동 인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탐색 단계에서 아

동들은 음악  요소를 탐색함과 동시에 그룹 안의 래들을 탐색하게 되며, 음악  요소의 

다양성은 곧 래 개개인의 다양한 특징  개성과 연결될 수 있다. 

창작 단계(7~13회기)는 탐색 단계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음악  요소 탐색을 바탕으로, 

음악극의 소재  주제, 이야기의 개, 심선율  배경음악, 노래 가사 등을 창작하는 

과정이다. 아동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음악극을 완성하기 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주도

성, 자기주장)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공감), 한 이를 조율하여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 동)에서 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습득

된 기술을 연습하는 과정에 능동 으로 참여하게 된다.

실행  평가 단계(14~20회기)에서는 공동으로 창작한 음악극을 직  실행해보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며, 각자의 역할을 정하여 공연을 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 아

동들은 완성된 음악  결과물을 통한 보상을 느낄 수 있으며, 역할을 배정하고 맡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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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창작 음악극 로그램 구성 치료  논거

탐색

(6)

1 자기소개 노래

․가사의 빈 칸을 채

워 자기소개 노래 

완성하여 부르기

․자기소개 노래를 부르고 친구의 소개 노래를 들으며 아동들은 

그룹 내에서의 자신  타인, 음악을 인식하고 계를 맺게 된

다. 이러한 과정은 로그램 참여를 한 동기 유발과 그룹 내 

활발한 상호작용을 한 친 감 형성에 도움을  수 있다.

2
주제에 알맞은

노래 만들기

․음악 시간에 함께 

지켜야할 약속에 

해 생각해보고 노래

로 불러보기

․ 래 계 기술 하  요인  하나인 ‘ 동’의 가장 기본 인 

요소는 규칙  약속을 인식하고 따르는 것이다. 약속을 함께 

정하는 작업은 아동이 자연스럽게 규칙에 동의하고 자발 으

로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한 치료사가 제시하는 노래의 구

조에 가사를 채워 부르는 활동은 음악극에 필요한 노래와 가

사를 만드는 작업을 한 탐색  연습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

진다. 

3
그림악보

표 하기

․한 아동의 연주를 

듣고 연상되는 그림

카드를 골라 맞히기

․그림 카드를 보고 

어울리는 음악을 만

들어 연주해보기

․같은 그림에 해 아동들이 각각 다르게 표 하는 과정에서 아

동들은 ‘다양성’에 해 인식하게 되며 ‘틀림’이 아닌 ‘다름’을 

수용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 한 타인의 연주를 경청하며 기

다리고 자신의 차례에 자유롭게 표 하는 경험을 통해 기본

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 선, 여러 가지 색깔

로 이루어진 추상 인 악보를 악기로 표 하는 활동을 통해 

악기 탐색의 기회  아동들의 악기 선호도 악이 가능하며, 

‘정답이 없는 과제’로서 아동들에게 안 한 음악  환경을 제

공하여 독창 이고 창의 인 표 을 가능하게 한다.

4
배경음악

만들기

․이야기의 분 기와 

어울리는 악기연주

를 구성하여, 이야기 

낭독에 맞추어 연주

해보기

․이야기의 개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만드는 작업은 아동들에

게 배경 분 기, 등장인물의 특징, 기분 등에 한 공감  이

해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언어  매체(이야기)를 술  매

체(음악, 그림악보)로 변환하는 작업을 통해 이야기와 악기의 

특성을 보다 구체 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각자 역할을 나

어 활동을 한 후 체가 모여 하나의 이야기 음악이 완성됨

에 따라 동 작업에 한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다. 

5
노래로

이야기하기

․제시된 2~3음을 구

성하여 선율을 만들

고, 선율에 하고 싶

은 이야기를 얹어 

불러보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구조에 맞게 다듬어서 정확하게 

달할 수 있는 자기표 의 훈련이 가능하다. 2~3음을 제시하고 

해당음의 반복되는 형태로 멜로디를 구성하게 해보고, 하고 싶

은 이야기를 그 선율에 얹어서 표 하도록 세분화된 과제분석

을 통해 성공 인 수행을 돕는다.   

6
릴 이

노래만들기

․자유로운 즉흥 선율

로 자신이 꾸민 이

야기를 노래 부르면, 

다음 사람이 계속해

서 이어나가기

․앞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 수용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

기를 만들어 부르는 작업을 통해 주도성과 공감  자아통제

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릴 이로 이야기를 완성하는 작업

은 이야기 창작에 해 아동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와 동등

한 책임이 부여되는 활동이다. 그룹 내 지 나 본래의 성향과 

계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주도 으로 자기표 을 하고, 타인

을 수용할 수 있다. 

창작

(8)

7

8

이야기의 주제,

소재 선정 

구성하기

․음악극에 쓰일 이야

기의 주제와 소재를 

함께 논의하여 정하

기

․아동들이 가장 심을 보이는 주제를 함께 정하여, 이후의 창

작 과정에서 아동의 심사와 주요 이슈가 다루어질 수 있다. 

한 노래이야기를 통해 릴 이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합한 방식으로 표 하고 조율하

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의사소통의 기본기술을 체

득하게 된다.

<표 4> 단계별 창작 음악극 로그램 구성  치료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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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창작 음악극 로그램 구성 치료  논거

창작

(8)

9

10

선율 창작,

수정 

배치하기

․오선종이에 스티커를 

붙여 선율을 만들어 

본 후, 선율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부분을 

찾아 배치하기

․만들어진 선율을 한 곳에 배치하기 해서는 아동들 각자

가 만든 멜로디와 이야기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하므로 타

인  환경에 한 인식과 공감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자신

이 만든 선율이 타인에게 수용되는 경험  공동 수정작업을 

통하여 음악 으로 완성되는 경험을 통해 완성감과 지지감을 

얻을 수 있다.

11
노래 가사

만들기

․구성된 이야기를 바

탕으로 등장인물의 

화를 노래가사로 

재구성해보기

․등장인물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상

황에 한 한 처  표 력을 학습하게 된다. 선율이라

는 주어진 조건에 알맞게 가사를 구성하고 표 하면서 조 감

과 논리  표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각자의 의견을 종

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가사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동 작업

의 기 가 되는 타 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12
악기

구성하기

․이야기 나래이션과 

노래에 가장 잘 어

울릴 수 있는 악기

를 구성해보기

․이야기의 배경을 가장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는 악기를 찾아

보고 히 배치함으로써 이야기의 개와 배경을 내면화하

게 되며,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생각과 느낌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한 악기만의 고유한 특성과 쓰임새에 

해 이해하는 과정을 래 계에서의 각각의 개성과 역할과 

견주어 이해할 수 있다.  

13 악보 만들기

․구성된 악기 연주를 

효과 인 그림으로 

나타내어 그림 악보 

완성하기

․앞의 과정에서 완성된 음악극을 효과 인 방법으로 기록하여 

아동들의 성취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한 하나의 음악극

을 해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음악  요소와 다양한 특성의 

악기들이 어우러지는 과정은 아동들 개인의 다양성을 바탕으

로 한 동 작품의 완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행

평가

(7)

14
연주해보기

(수정하기)

․완성된 음악극을 연

주해보고 수정이 필

요한 부분을 찾아 

고치기

․완성된 음악극의 다양한 역할을 경험해보면서 다양한 입장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 연주에 한 

피드백과 수정 작업을 한 자기주장과 타 의 과정을 통해 

질 으로 더욱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15 역할정하기 

․연주회 때 맡을 음

악극 내의 배역을 

정해보기

․음악극에서 각 배역( 는 역할)의 특성과, 아동들 개개인의 특

성  선호를 고려하여 모두가 합의하는 역할을 분담하게 된

다. 역할을 정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상황에 한 

한 처기술과 효과 인 방안을 습득하고 실행할 수 있다. 

16

17

18

음악회 연습

․자신이 맡은 역할을 

심으로 음악극을 

연주하며 음악회 

비하기

․자신의 역할을 주도 으로 수행하고, 다른 역할들과 어우러지

며 그동안의 음악극 제작  실행 과정을 통해 얻어진 주도성

과 공감, 자기조 의 다양한 사회  기술을 용할 수 있게 된

다. 창작 과정에 직  참여하여 그룹이 공동으로 만든 작품을 

연주한다는 에서 보상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19

20

음악회 

평가회

․가족과 친구들을 

해 작은 음악회를 

열고, 마친 후 피드

백하기 

․완성된 작품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음악  성취감

을 극 화할 수 있다. 한 세션 과정에서의 자기 자신과 래 

각각의 역할과 계에 해 정리해보고 서로의 장 을 칭찬하

며 본 세션 안에서 경험했던 래와의 성공 인 상호작용이 

일상 인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생활에까지 이될 수 있도록 

돕는다.

<표 4> 단계별 창작 음악극 로그램 구성  치료  논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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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상황에 한 한 처기술(자기조 , 자아통제)을 습득하게 된다. 

한 이  단계들을 통해 완성된 음악극을 발표회를 통해 선보이고, 그 동안의 과정을 정

리하며 소감을 나 고 서로를 칭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아동들은 그룹 내에서 래와의 

극 인 소속감과 일체감을 경험하게 되며, 음악극 창작 과정은 물론 래 계에서의 성취

감을 느낄 수 있다.

2) 창작 음악극 로그램의 구성  내용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래 계 기술 증진을 한 재 도구로 사용된 창작 음악극 로

그램은 각 단계별 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표 4> 참조).

Ⅲ. 연구 결과

1. 척도 검사 결과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상으로 창작 음악극 로그램을 실시하여 본 로그램

이 아동의 래 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20회기의 창

작 음악극 로그램을 시작하기 과 종결한 후 상 아동과 교사에게 각각 아동에 한 

래 계 척도와 사회성 기술 척도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SPSS 15.0 통계 로그램의 

Wilcoxon 비모수 검정으로 분석하여 p < .05에서 통계  의미를 살펴보았다. 

1) 래 계 기술 척도 사 ․사후 검사 결과 비교 분석

창작 음악극 로그램에 참여한 6명의 상자에게 실시한 래 계 기술 척도 사 ․사

후 검사 수에 한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로그램에 참여하기  상자들의 사  래 계 기술 척도를 살펴보면 상자 B와 

D가 가장 높은 65 을 기록하고 상자 A가 60 , 상자 C가 53 , 상자 E가 54 , 

상자 F가 58 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자들의 래 계 기술에 

한 사  검사 수는 창작 음악극 로그램 재 이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자 C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16  상승한 69 을 기록하 으며, 상자 A는 69 , 

상자 B는 72 , 상자 D는 74 , 상자 E와 F는 각각 69 과 67 을 나타냈다. 

창작 음악극 로그램을 실시하기 이  상자들의 래 계 기술 척도 평균 수는 

59.16 이었고 로그램 종결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는 평균 70.00 으로 10.84  상승하

다. 상자들의 래 계 기술 척도 사 ․사후 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인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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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후
M SD

z p
사 사후 사 사후

상자A 60 69

59.16 70.00 5.19 2.52 -2.226 .026*

상자B 65 72

상자C 53 69

상자D 65 74

상자E 54 69

상자F 58 67

*p < .05

<표 5> 래 계 기술 척도 사 ․사후 수결과

하 요인 사 사후
M SD

z p
사 사후 사 사후

주도성

상자A 26 31

27.5 32.3 3.61 1.50 -2.214 .027*

상자B 31 32

상자C 25 33

상자D 33 35

상자E 24 32

상자F 26 31

공감

/

동

상자A 34 38

31.7 37.7 2.34 1.63 -2.214 .027*

상자B 34 40

상자C 28 36

상자D 32 39

상자E 30 37

상자F 32 36

*p < .05

<표 6> 래 계 기술 척도 하 요인별 사 ․사후 수결과

아보기 해 Wilcoxon 비모수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상자들의 래 계 기술 척도는 유

의수  .026(p < .05)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 래 계 기술 척도의 두 가지 하 역인 주도성과 동/공감의 사 ․사후 검사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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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계 기술 척도  주도성의 로그램 재 이  수는 24 에서 33 까지의 수 

분포를 보이며 평균 27.5 을 기록하고 있다. 20회기의 창작 음악극 로그램 재 이후의 

수는 상자 C와 상자 E가 각각 8 이 상승된 것을 비롯하여 평균 4.8 이 상승한 32.3

의 평균 수를 나타내고 있다. 공감/ 동의 경우 로그램 재 이  검사 수는 상

자 C가 제일 낮아 28 을 기록하고 상자 B가 가장 높은 34 을 기록하여 여섯 명의 

상자 평균이 31.7 을 나타내고 있으며, 창작 음악극 로그램 실시 이후 상자에 따라 

게는 4 에서 많게는 8 까지 상승하여 평균 37.7 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도성과 공감/

동은 유의확률 .027(p < .001)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다. 

2) 사회  기술 척도(교사용) 사 ․사후 검사 결과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 창작 음악극 로그램에 참여한 6명의 상자에 해 K지역아동센터의 아

동복지 담당교사가 작성한 사회  기술 척도(교사용) 사 ․사후 검사 수  비교검증 결

과는 <표 7>과 같다.

사 사후
M SD

z p
사 사후 사 사후

상자A 89 101

79.33 92.50 11.02 10.09 -2.201 .028*

상자B 88 96

상자C 79 96

상자D 88 98

상자E 68 91

상자F 64 73

*p< .05.

<표 7> 사회  기술 척도(교사용) 사 ․사후 수결과

  아동복지 담당교사에게 실시한 사회  기술 척도 수에 따르면 창작 음악극 로그램이 

실시되기 이  상자들의 사회  기술 척도 수는 상자 A가 89 으로 제일 높았으며, 

상자 F가 64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자 B는 88 , 상자 C는 79

, 상자 D는 88 , 상자 E는 68 으로 기록되었다. 이들 상자에게 20회기의 창작 음

악극 로그램이 제공된 이후, 아동복지 담당교사에게 동일한 사회  기술 척도 검사를 실

시한 결과, 상자 A는 12 이 상승하여 101 을 기록하 고, 상자 B는 8 이 상승된 96

, 상자 C는 상승폭이 가장 커 17 이 상승된 96 , 상자 D는 10 이 상승된 98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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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사 사후
M SD

t p
사 사후 사 사후

력

상자A 25 28

22.00 26.50 3.16 2.81 -2.207 .027*

상자B 26 28

상자C 19 28

상자D 22 28

상자E 22 26

상자F 18 21

자기

주장

상자A 29 34

27.17 31.17 6.40 3.19 -1.483 .138

상자B 35 35

상자C 23 31

상자D 33 31

상자E 18 30

상자F 25 26

자아

통제

상자A 35 39

30.67 35.33 5.75 4.84 -1.490 .136

상자B 30 36

상자C 37 37

상자D 33 39

상자E 28 35

상자F 31 26

*p< .05

<표 8> 사회  기술 척도(교사용) 하 요인별 사 ․사후 수결과

상자 E와 상자 F는 각각 13 과 9 이 상승된 91 과 73 으로 나타났다. 상자들의 

평균 수는 로그램 재 이  79.33 에서 20회기의 로그램 이후 92.50 으로 13.17

이 상승된 수가 나타났다. 상자들의 사회  기술 척도 사 ․사후 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인지 알아보기 해 Wilcoxon 비모수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상자들의 사회

 기술 척도는 유의확률 .028(p < .05)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 창작 음악극 로그램 재 이 과 이후 사회  기술 척도(교사용) 검사의 하 요인

인 력, 자기주장, 자아통제의 각 역별 수는 <표 8>과 같다.

사회  기술척도(교사용)의 첫 번째 하 요인인 력에 한 로그램 재 이 의 수

는 상자 C의 19 으로부터 상자 B의 26 까지 분포되어 평균 22 의 수를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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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련요인 해석

탐색

단계

․자기소개 노래를 만들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침묵함. ․비주도성 ․세션 반에는 자

발  참여가 거의 

없었고, 만족할 만

한 성취가 나타나

지 않으면 침묵하

기도 함.

․음악 인 자극을 

통해 차 활동에 

극성을 드러냄. 

․타인의 말에 한 

경청과 수용은 

체로 잘 이루어짐.

․퀴즈 형식의 활동에서 정답을 잘 모르겠다고 하며 

참여하지 않음.

․비주도성

․비 동

․자신이 맡은 부분의 배경음악 그림 악보를 꼼꼼하게 

그려놓고, 연주  미리 악기를 진열해두어 연주를 

완성함.

․주도성

․치료사의 모델링에 따라 두 음을 이용한 한마디 선

율을 창작하여 노래로 부름. 
․주도성

․이야기 노래를 만드는 작업에서 자신의 차례가 되자, 

선율과 이야기를 창작하여 노래로 부를 수 있었음.
․주도성

<표 9-1> 상자 A의 언어 ․음악  반응 내용분석

있으며, 로그램 재 이후에는 상자 C가 가장 많이 상승하여 28 을 기록하는 등 21

에서 28 으로 평균 26.5 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 주장 수는 로그램 실시 이  상자 

E가 가장 낮은 18 을 기록하 고 상자 B가 가장 높은 35 을 기록하여 평균 27.17 을 

나타냈으나, 20회기 로그램 이후 평균 4 이 상승한 31.17 을 기록하 다. 마지막으로 

자아통제 요인의 로그램 실시 이  수는 28 에서 37 까지로 평균 30.67 을 기록하

고, 로그램 실시 이후에 상자 A, B, D, E는 수가 상승하 고 상자 C는 그 로 유

지되었으며, 상자 F는 감소하여 평균 35.33 을 기록하 다. 

사회  기술의 각 하 역에서 력은 유의확률 .027(p < .05)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자아통제와 자기주장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창작 음악극 로그램에서 나타난 래 계 기술 변화 분석

본 연구에서는 창작 음악극 로그램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음악  경험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고 로그램 과정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래 계 기술과 련된 내용을 분

석하고자, 상 아동들의 언어 ․음악  반응을 래 계 기술 련요인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 다.

1) 상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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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련요인 해석

탐색

단계

․치료사의 모델링을 보고 자기 소개 노래를 부름. ․주도성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

견을 정확하게 이야

기함.

․다른 아동의 이야기

와 연주를 집 하여 

들으나, 수용하지 못

하거나 자신의 주장

을 내세우기도 함.

․세션 도  핸드폰이 울리자 “죄송합니다”라고 이야

기하고 원을 끈 후, “핸드폰은 가방에 넣어요” 

라는 규칙을 제안함.

․ 동

․그림악보를 연주하고 알아맞히는 활동에서 다른 

아동들에게 그 게 연주한 이유를 말해야한다고 

주장함.  

․비공감

․릴 이 노래를 만드는 활동에서 앞의 아동이 “강

아지가 살고 있었네”라고 이야기한 것과 상 없이 

“그곳엔 허약한 다람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네”라

고 부름.

․비공감

창작

단계

․음악극에 사용될 이야기의 주제와 소재를 먼  제

안함.
․주도성 ․공동 작업에 필요한 

의견을 주도 으로 

제안하며 그룹의 리

더 역할을 함.

․책임감 있게 활동에 

참여함.

․세션 시간을 체로 수하 으며, 학교 행사 등이 

있을 때는 늦게라도 와서 활동에 참여함.
․ 동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다음 순서의 아동을 

알려주는 등 그룹을 리드하는 역할을 함. 
․주도성

<표 9-2> 상자 B의 언어․음악  반응 내용분석

․릴 이 이야기에서 “다람쥐가 무 허약해서 친구들

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노래로 부름. 
․주도성

창작

단계

․세션 시간 이  다른 아동들을 독려하여 이야기를 

창작하도록 함.

․주도성

․ 동

․그룹원과의 상호작

용을 시도하고 공

동 작업에도 성실

히 참여함.
․선율에 어울리는 가사를 만드는 작업에서 자신이 생

각한 가사를 이야기하고, 수정 작업을 제안하기도 함.
․주도성

실행 

평가

단계

․해설 역할을 맡겠다고 먼  이야기함. ․주도성
․자신이 맡은 역할

을 능동 으로 하

여 동 작업을 완

성해냄. 

․해설을 맡은 C와 부분을 나 어 악보에 표기하고 함

께 연습함. 
․ 동

․음악회 당일 몸이 아 지만 연주 에 도착하여 참

여함. 
․ 동

2) 상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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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평가

단계

․자신이 하고 싶은 ‘해설’ 역 신 다른 아동들이 

하기 싫어하는 ‘꿈돌이’ 역할을 맡아 책임감 있게 

수행함.

․공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래를 도와주고 

정 인 피드백을 제

공함.

․그룹을 해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기도 

함.

․다른 그룹원들에게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필

요한 도움을 제공함.
․공감

․음악회를 마치고 E에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이 아름다웠어”라고 말함.
․공감

단계 내용 련요인 해석

탐색

단계

․ 반 세션 시간에 30분가량 지각한 후 다음부터 일

 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함.

․비 동

․통제성결여 ․규칙과 약속의 의미

와 요성을 잘 인

식하지 못함.

․자신의 차례를 기다

리며 타인의 이야기

를 경청하는 것을 

어려워함.

․탐색 단계  두 회기 세션을 결석함. ․비 동

․다른 아동들 특히 동생인 D가 활동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경우 참견하거나 끼어들어 자신이 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비공감

․다른 아동들이 이야기할 때 손으로 종잇조각 등을 

부스럭 거리거나 잡담하는 횟수가 많아 지 받음.

․비공감

․통제성결여

창작

단계

․자신의 만든 이야기나 선율에 애착을 가지고 먼  

발표하고 싶어함.
․주도성 ․주어진 과제수행에 

극 으로 참여하

기 시작함.

․타인의 의견을 수용

하거나 타 하는 것

에 서툴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움.

․미리 정해놓은 주제와 이야기 내용이 맞지 않자 “그

건 그냥 B가 얘기했던 거 요. 같이 정한 것 아니

요”라고 말함. 

․비 동

․비공감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는 작업에서 자신이 지

은 “팡팡 백화 ” 이야기를 고집함. 
․비공감

실행 

평가

단계

․그룹원들 모두 북극곰 역할을 하기 싫어하자 “아무

도 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빼요”라고 이야기함. 

․공감

․비 동 ․그룹안에서의 자신

의 역할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능동 으

로 참여함. 

․타인의 감정을 이해

하고 도움이 필요한 

래를 도우려고 시

도함.

․다른 일이 있어서 센터에 못 나오는 날인데 음악극 

때문에 바로 왔다고 말함.
․ 동

․음악회 날 모임시간 에 동생들을 모아놓고 연습을 

도와 .

․ 동

․주도성

․음악회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도 A가 오지 않자 

“어떡해요. A가 아직 안와요”라고 말하고 A에게 필

요한 물품들을 챙김. 

․ 동

<표 9-3> 상자 C의 언어 ․음악  반응 내용분석

3) 상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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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련요인 해석

탐색

단계

․치료사의 질문에 답하는 것 이외에 래 혹은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을 거의 시도하지 않음.
․비주도성 ․ 기 세션에서 자발

으로 말을 하거나 

연주에 참여하려는 

시도가 거의 보이지 

않음.

․탐색 단계후기에서

는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주어

진 과제를 완성함. 

․주어진 과제에 해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타인

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비주도성

․배경음악 만들기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의 그

림악보를 구체 으로 표 하고, 자신의 순서에 

하게 연주를 수행함.

․주도성

․치료사의 도움에 따라 두 음을 이용한 선율을 완

성하여 노래로 부름.
․주도성

창작

단계

․앞 아동의 노래 이야기를 듣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창작하여 부름. 
․공감

․타인의 이야기와 연

주를 경청  수용

하는 태도를 보임. 

․주어진 과제에 해 

성실히 참여하며, 자

신의 감정을 히 

표 함.

․자신이 생각한 등장인물의 특징을 정성껏 그림으

로 표 하여 소개함.
․주도성

․창작한 선율을 연주해보고 스스로 평가  수정하

여 그룹원 앞에서 발표함.
․주도성

․자신의 선율을 바탕으로 치료사가 편곡한 음악을 

듣고 ‘신나고 명랑한 느낌이 떠오른다’고 말함.

․공감

․자기주장

실행 

평가

단계

․세션에 늦거나 결석하는 횟수가 고 출석률이 양

호함
․자신이 원하는 역할

을 의욕 으로 맡아 

연습하고 성공 으

로 수행함.

․ 래와 치료사로부

터 필요한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임.

․자신이 맡고 싶은 역할을 먼  주장함. ․주도성

․‘나비’ 역할을 잘 수행하기 해 집에서도 노래를 

연습하고 악보를 외워옴.

․ 동

․주도성

․ 래의 도움을 받아들일  알며 그룹 내에서 자

신이 맡은 책임을 다함.
․ 동

4) 상자 D

<표 9-4> 상자 D의 언어 ․음악  반응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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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련요인 해석

탐색

단계

․자기에 한 소개와 그룹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부르는 활동에서 가사를 ‘크크크’라고 지

어 부름.

․자기주장결여 ․자신의 의견을 정

확하게 표 하지 

못하고 의성어 등

의 유아 인 방식

으로 나타내는 경

향이 있음.

․주어진 활동을 비

교  성실하게 수

행할 수 있으나, 가

창에 부담을 느끼

고 꺼려함.

․그림 악보를 보고 창의 으로 악기 연주를 한 

후, 그림의 모양에 따라 불규칙하게 연주한 것이

라고 설명함.

․자기주장

․자신의 차례에 맞게 두 개의 음을 이용한 선율

을 창작함.
․주도성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지어 노래하는 활동과 릴

이 이야기를 만드는 활동에서 선율의 흐름이 

있는 노래 신 아기 같은 목소리와 말투로 표

하고 소리 내어 웃음. 

․자기주장결여

창작

단계

․등장인물의 특징과 이름에 해 이야기하며 자

신이 기르는 강아지 이름인 ‘ 비’로 하고 싶다

고 이야기함.

․자기주장
․맡은 역할을 능동

으로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 

작업에 참여, 제안

하기도 함.

․보다 나은 자기표

을 해 노력을 

기울임.

․F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어 온 것을 그룹원

들에게 발표함. 

․공감

․ 동

․자신이 만든 선율을 연주하고 만족감을 나타냈

으며, 느리게 연주하는 것이 더 마음에 든다고 

말함.

․주도성

․아기 같은 목소리와 말투를 개선하기 해 의식

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자기주장

실행 

평가

단계

․역할을 정하는 세션에 결석을 하 으나, 자신의 

역할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연습해옴.

․ 동

․주도성 ․음악회에서 솔로로 

노래 부르기를 성

공 으로 수행하

고 이후 노래를 통

한 음악회 소감 표

하기를 시도해 .

․치료사의 칭찬에 “B가 연습하라고 해서 연습한

거 요”라고 말함. 
․공감

․처음엔 자신 없어 했으나 치료사와 래의 격려

를 통해 음악회를 마치고 난 소감을 노래로 표

할 수 있었음.

․주도성

  5) 상자 E

<표 9-5> 상자 E의 언어 ․음악  반응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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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련요인 해석

탐색

단계

․자기소개 노래에서 이름을 이야기 한 후 “땡땡땡” 이

라며 말 임표로 표 함. 
․비주도성

․자신에게 주어진 과

제를 수행하는데 어

려움을 보이며, 특히 

자신의 의견이나 감

정을 표 하는데 서

툴러 어린아이 같은 

말투나 비언어 인 

행동으로 체하는 

경우가 많음.

․다소 경직되고 이분

법 인 사고로 사고

의 유연성이 부족함

하고과도한 자기 통

제를 보임

․타인의 말이나 연주

에 한 경청  공

감을 어려워함.

․소개 노래를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완성하고 난 후, 

E를 가리키며 “얘가 비웃어”라고 말함.
․비공감

․E가 노래할 차례에 “띠리리리리”라고 큰소리로 부르

고는 소리 내어 웃음.
․비공감

․약속 노래 만드는 활동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꼭 참

아요.”라고 가사를 만듦.

․과잉통제

․비공감

․그림악보 알아맞히기 퀴즈에서 A의 연주를 다른 아

동들이 방 알아맞히자 “완  한 번에 알아맞혔어.” 

라고 말하고 웃음.

․비공감

․배경음악 만들기에 사용한 이와 툴툴이의 이야

기를 듣고 난 후, “그럼 툴툴이가 나쁜거네요” 라고 

이야기함.

․통제성결여

․노래 이야기 만드는 활동에서 자신의 차례가 오자 

고개를 떨구고 물을 흘림.
․비주도성

․릴 이 이야기를 만들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자 “못 

잇는데...”라고 말하며 망설임.
․비공감

창작

단계

․등장인물의 특징을 그려보고 발표하는 활동에서 가

장 먼  완성하여 발표함.
․주도성

․활동에 있어 차 

자신의 생각과 의견

을 표 하기 시작함.

․자신에게 주어진 역

할을 수행해내며, 필

요시 래와의 공동

작업을 시도함.

․아동 E와 함께 이야기를 구상하여 어온 것을 발표

함

․ 동

․주도성

․노래가사를 만드는 활동에서 “천사 강아지라고 해요”

라고 가사 수정을 제안함.
․주도성

․축배의 노래 연주에서 자신이 스네어 드럼과 심벌을 

연주하겠다고 함. 
․주도성

실행 

평가

단계

․슬라이드 휘슬과 카바사가 무 자주 나와 힘들지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함.
․ 동 ․그룹 내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완수함.

․상 의 의견을 수용

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달할 수 

있음.

․치료사에게서 을 떼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완수함. 
․ 동

․자신의 역할과 소품이 맘에 들지 않아 했으나 치료사

가 지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다음에는 

음악극에서 해설 역할을 시켜달라고 요구함.

․주도성

<표 9-6> 상자 F의 언어 ․음악  반응 내용분석

6) 상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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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창작 음악극 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래 계 기술 증진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서울 K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6명의 상자에게 

주 2회, 총 20회기의 창작 음악극 로그램을 실시하 다. 상자의 래 계 기술 변화의 

양 인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창작 음악극 로그램 재 이 과 로그램 종결 후 상

자들에게는 래 계 기술 척도를, 기 의 아동복지교사에게는 수정된 사회  기술 척도

(교사용) 검사를 실시하여 그 수를 비교하 다. 한 창작 음악극 로그램에서 보인 

상자들의 언어 ․음악  반응을 찰하여 래 계 기술과 련된 요소를 질 으로 분석

하 다.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그램 실시 이 과 종결 후에 상 아동에게 실시한 래 계 기술 척도에서 

상자들의 평균 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나타냈다. 이는 창작 음악극 로그

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래 계 기술 증진에 정 인 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한, 래 계 기술의 하 요인인 주도성 요인과 동/공감 요인의 수도 모두 상승하 으

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창작 음악극 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주도 인 의사 표   역할 수행, 타인에 한 공감과 공동의 목표 성취를 한 동작업

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래 계 기술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래 계 기술 증진에 한 보다 객 인 평가  로그

램 이외 상황으로의 이 양상을 알아보기 해 로그램 실시 이 과 종결 후에 지역아동

센터의 아동복지 담당교사에게 실시한 수정된 사회  기술 척도(교사용) 검사에서 상자들

의 평균 수가 모두 상승하 다. 사회  기술의 하  요인 평균 수 한 모두 상승하

는데, 력 요인의 수 상승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지만, 자아통제, 자기주장 요인의 경

우 통계 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각 상자의 사 ․사후 

검사 수를 비교해볼 때, 자기주장과 자아통제 요인에서 수의 유지 는 소폭 감소를 

기록한 상자도 존재했다. 이 듯 하 요인 수의 상승여부와 상승폭이 상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력, 자기주장, 자아통제 등 사회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인의 

과잉이나 결핍이 로그램 안에서 각 아동의 특성  래 계 유형에 따라 개별 으로 작

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셋째, 창작 음악극 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래 계 기술 변화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질 인 측면을 살펴본 결과, 세션 기에는 상자들이 약속시간과 규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수동 이고 소극 인 모습으로 그룹원들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고, 자

신의 의사를 표 하는 방법이 부 하거나 서툴며,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 하기 

어려워하는 등 래 계 기술  하 요인과 련된 부정 인 반응이 많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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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창작 음악극 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음악

극의 창작과 실행  평가단계에서는 모든 상자들이 주도 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공 으로 동 작업을 완성해낼 수 있었다. 이

게 찰된 상 아동의 질 인 변화는 척도 검사 분석 결과와 함께 래 계 기술 증진을 

한 창작 음악극 로그램의 정 인 작용을 나타낸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양 , 질  분석 결과 창작 음악극 로그램은 상자들

의 반 인 래 계 기술  자기주장, 자아통제, 공감, 동 등의 련 하  요인들에 

정 인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자들의 반응을 통해 이때의 음

악이 표   창작 동기를 한 자극제로서, 언어를 통해 쉽게 표 할 수 없는 감정과 생

각의 표 을 돕는 감정의 달자로서, 그리고 감정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통의 매개체로

서 핵심 인 역할을 담당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작 음악극 로

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래 계 기술 증진을 한 효과 인 재 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목  실 을 

해 본 로그램의 도입 가능성을 제안한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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