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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만들기 중재를 통한
인공와우이식청소년의 자기표현 능력 향상 사례

7)

윤예은*

본 연구는 노래만들기 중재가 인공와우이식청소년의 자기표현 능력 향상을 가져오는지 알아보

기 위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의 노래만들기 중재는 인공와우이식자의 음악지각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CI이식청소년의 성공적인 자기표현 경험을 위해 구성되었다. 단계적으로 

구성된 노래만들기와 음악테크놀로지(예, iPad의 GarageBand)가 활용되었다. 두 명의 CI이식청

소년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중재는 주 1회씩 총 8주간 제공되었다. 결과분석을 위해 중재 과정 

중 변화 양상이 중요함에 따라 자기표현과 관련한 언어적․비언어적 행동과 음악적 반응의 변

화를 서술하였다. 연구 결과 노래만들기 중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음악을 통한 자

기표현의 자신감 향상과 단순한 자기표현에서 자신의 정서 및 의견을 표현으로의 변화가 관찰

되어, 자기표현 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인공와우이식에 

따른 청지각적 특징을 반영한 음악 중재가 성취감 및 긍정적인 자기표현 경험을 도울 수 있음

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추후 인공와우이식자를 대상으로 노래만들기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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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이하 CI)이식은 보청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도의 청각 손실 

및 고도 혹은 심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들에게 청력 재활의 효과적인 수술로 자리 잡았다

(Song, 2007). 이에 청각장애인 및 고도의 청각 손실 환자들의 수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 학생 내 전체 청각장애학생의 63%가 CI수술을 

받았다(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2014). 이와 함께 CI이식학생이 통합학

급에 재학하는 수가 증가되었고, 한편 통합학급에서의 적응이 어려워 다시 특수학교로 역통합

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Choi & Kim, 2011; Huh, 2014; Kim & Choi, 2009; 
S.-Y. Kim, 2015). 이처럼 CI수술의 증가는 청각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의 확대 및 증가에도 영

향을 미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6).
CI이식청소년은 CI수술을 받았지만 건청 또래와 동일 수준의 청력을 갖기 어렵고 소음이 

많은 어두운 환경 등에서는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등이다(Punch & Hyde, 2011). 소음이 존재

하는 경우는 소리 지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기 때문에(Park, 2005), 학교 수업 시 교사나 또래

의 소리에 초점을 두고 구별하여 듣는 것이 어려워 학업 성취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심리

적으로 위축되기도 한다. 일반교과에 비해 음악교과에서 소리를 구분해서 듣는 것이 더 어려

울 수 있다. CI기기는 음성을 위주로 인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Drennan & Rubinstein, 2008; 
Nakata, Trehub, Mitani, Kanda, Shibasaki, & Schellenberg, 2005) 매핑을 통해 설정된 dB이상

의 소리가 발생할 경우, 소리 왜곡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Drennan & Rubinstein 2008; 
Gfeller, Olszewski, Turner, Gantz, & Oleson, 2006). 따라서 CI이식청소년은 일상적인 소리가 

아닌 음악이 제공되는 경우 그 소리가 왜곡되어 들릴 수 있는데, 건청 또래와 수업하는 학교 

음악시간에서 감상한 음악을 파악하고 음정, 박자, 리듬 등 음악 요소에 맞추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의 관련된 음악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소외감을 느끼거나 부정적 

정서가 경험되기도 한다(Lassaletta et al., 2007).

건청 또래와 구별되는 CI이식청소년의 청각적 제한은(Punch & Hyde, 2011) 또래와 동질성

을 추구하는 청소년기에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학습된 무기력 증상으로 인해 집

중력이 감소하거나 의사소통의 한계로 갈등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건청

인에 대한 적개심, 피해의식을 표현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맥락에서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

기도 한다(Kim & Choi, 2009). 이는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에서의 부적응, 심리정서적 어려움

으로 발현되며, 최근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역통합 사례(Choi & Kim, 2011; Huh, 2014; Kim 

& Choi, 2009; S.-Y. Kim, 2015)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헤드피스 및 어음처리기(speed 
processor)와 두 장치의 연결선 등 건청인과 구별되는 외적 특성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을 

경험하기도 하며, CI외부기기의 분실 및 고장이 우려되어 또래와의 격렬한 스포츠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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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거나(Wheeler, Archbold, Gregory, & Skipp, 2007), CI기기를 소거하고 신체 활동에 참

여해야 하기 때문에 청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활동의 제약으로 상호작용 위축 및 사

회적 경험이 제한될 수 있다. 

또래환경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시기에 CI이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각적 한계, 
상호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제한, 사회적 경험의 제한은 CI이식청소년의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한하고 자기표현의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인한 낮은 자기표현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자기표현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

게 자신을 표현하는 행동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기표현 방법

은 개인의 성격과 사회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Shin & Doh, 2000) CI이식청소년

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적극적인 자기표현의 향상 및 자기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재가 요구된다.

노래만들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적으로 규명하고 외적으로 표현

하는 자기표현 향상을 목표로 할 때 주로 적용되는 중재이다(Robarts, 2003). 최근 다양한 장

애대상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래만들기 중재를 통해 자기표현이 향상된 선행연구가 꾸준

히 보고되고 있으나(Jung, 2016; K.-S. Kim, 2015; Kim, 2007), CI이식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다. CI이식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표현 향상을 위해 노래만들기 중재를 제공할 

때, CI이식자는 음악을 지각하는 수준과 청각적 특성의 개인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중재가 요구되며, 음악에 대한 청지각적 특성을 고려한 중재 전략이 중요하다(Hsiao & 
Gfeller, 2012). CI이식자는 음고(pitch) 지각에 비해 리듬(Kong, Cruz, Jones, & Zeng, 2004), 

멜로디 윤곽 및 도약 진행(Galvin, Fu, & Nogaki, 2007; Looi, 2014), 음색 및 화성(Galvin et 
al., 2007; Kim, Cho, Kim, & Yoo, 2015)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파악하는 반면, 복잡한 음악 

요소 지각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Brown & Balkany, 2007; Looi, Gfeller, & Driscoll, 
2012) 단계적이고 점차적인 음악 요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음악을 만드는 과

정 안에서 긍정적인 청각적 피드백과,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의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자기표현에 대한 동기 및 성취감과 자신감의 향상을 도울 수 있다(Kokotsaki & 

Hallam, 2007).
따라서 노래만들기 중재 시 CI이식청소년이 음악 요소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고 음악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자기표현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경험하는 즉각적인 음악 피드백과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노래는 노래만들기에 대

한 부담감을 감소시키면서 긍정적인 자기표현과 함께 자신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테

크놀로지 기기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능력 및 기능수준과 상관없이 작은 조작에 비해 효과적

으로 음악을 산출하도록 도와 성취감 및 즐거움으로 인한 자기표현을 증가시킬 수 있다

(Magee & Burland, 2008). Park(2011)의 연구에서는 12세와 17세 소아암 아동청소년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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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과 자아인식 향상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노래만들기 중재를 시행하였다. 가사만들

기를 통해 자신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시각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뮤직비디오와 MIDI프
로그램 활용으로 완성도 높은 음악적 산출물을 제공하였을 때 성취감과 자기표현 능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12세와 17세로 연령의 차이가 커서 발달수

준과 사회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유병기간의 차이도 커서 치료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상자는 이미 대처능력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CI이식청

소년은 소아암 아동처럼 인지적인 어려움이 없고, 내면적인 힘의 향상이 요구됨에 따라 해당 

중재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발달수준과 또래환경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청발생시기가 유사하고 초기 청소년기에 CI를 이식받은 후 2년이 

경과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래만들기 중재를 통해 CI이식에 따른 청각적 한계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CI이식청소년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자기표현에 대한 성취감 및 긍정적 음악경험을 제공하여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CI이식청소년의 청지각적 특성을 고려하여 음악 요소가 전략적

으로 적용되고, 음악에 대한 긍정적 경험 및 성공적인 성취경험을 도와 CI이식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필요에 적절한 음악중재를 구성하고, 보다 CI 특성에 맞게 개선된 중재를 마련하는 것

에 의미가 있다. 이에 노래만들기 중재의 참여한 CI이식청소년의 세션 회기에 따른 자기표현 

변화를 언어적․비언어적․음악적 표현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자기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노래만들기 중재에 참여한 CI이식청소년은 자기표현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

1-1. 언어적․비언어적 표현과 관련해 노래만들기 중재에 참여한 CI이식청소년은 자기

표현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

1-2. 음악적 표현과 관련해 노래만들기 중재에 참여한 CI이식청소년은 자기표현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인공와우기기를 양측 혹은 일측에 이식하고 이식 수술을 받

은지 2년 이상 경과한 10-14세의 초기청소년으로, 중복장애가 없고 과다 행동 등 정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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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움이 없는 자, 구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고 음악 청취가 가능한 자이다. 대상자 

모집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의(IRB-151-4) 승인 하에, 학교 및 병원의 연구 허

가 절차를 거쳤다. 연구가 승인된 기관 내에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를 밝힌 대상

자의 보호자에 한해 면담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보호자에 한해 

서면으로 동의서를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호자의 자발적 서면 동의가 획득되

고 선정 기준에 부합한 2명의 아동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 2명은 언어발달 이

전에 CI를 이식하고, CI착용기간이 유사함에 따라 의사소통 수준이 유사할 확률이 높고, 사

전에 평가된 자아존중감 척도의 결과도 유사하여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판

단되었다. 각 대상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Participant A Participant B

Sex Female Male

Age 10 years 6 months 10 years 3 months

School attended / Grade Inclusive school / 6th grade Special school / 6th grade

Etiology of deafness Congenital Congenital

Age at cochlear implantation (R/L) 1 years 6 months / 4 years 9 months 2 years 10 months / N/A

Side of CI Bilateral R (HA in L)

Duration since CI (R/L) 10 years / 6 years 8 years 5 months / N/A

Duration of CI use (R/L) 9 years 11 months / 6 years 8 months 8 years 4 months / N/A

Device (R/L) Freedom / Nucleus 5 MED-EL / Phonak (HA)

Notes. R: right. L: left. N/A: not applicable. HA: hearing aid.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전 면담에서 설문지를 통해 음악에 대한 배경 및 정보와 다양한 내적 변

인에 따른 상태를 확인하였다. Kim과 Kim(1996)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성격적 자아, 친구관

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 등 7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뉘어 있어 대상자의 영역별 심리정서적 상

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존감 측정도구(Self-Esteem Scale)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로 구분되어 대상자의 현재 자기 평가에 대한 상태

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iPad Application인 ‘GarageBand’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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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ng Keys 마스터키보드를 사용하여 노래만들기 중재 진행 및 음악 결과물을 산출하였다. 

‘GarageBand’는 조작이 어렵지 않고 어쿠스틱 소리산출이 가능하여 노래만들기 중재 시 다양

한 음색과 자동기능을 통한 다양한 리듬의 제공이 가능하여 음악 선호 및 지각 수준이 상이한 

본 연구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완성된 노래는 Macbook pro의 ‘imovie’ 프
로그램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였다.

3. 중재 환경 및 절차

본 연구의 전체 절차는 사전검사 1회기, 회기 당 약 40-50분씩 총 6회의 중재회기, 사후검

사 1회기로 전체 총 8회기 개별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주당 회기 수는 연구대상자들이 

학기 중임을 고려하여 수업권 보장을 위해 개별적으로 방과 후에 스케줄을 조절하여 사전 면

담을 통해 대상자 모두 주 1회로 확정하였다. 중재가 진행된 장소는 서울 소재 음악치료연구

실과 교육기관 내 외부인의 방해가 없는 독립적인 공간이었다. 모든 중재는 대상자와 연구자

가 마주 보고 앉은 형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중재는 CI이식자의 음악 지각 및 산출관련 연구를 바탕으로(Cooper, Tobey, & 
Loizou, 2008; Galvin et al., 2007; Hsiao & Gfeller, 2012; Looi et al., 2012; Nakata et al., 

2005), 전체 중재를 음악 요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Figure 1> 참조).

Determining the 
theme and 
structure of 

music

Stepwise songwriting process 
Completion of the 

song and music 
videoRhythmic 

parts
Melodic 

parts

Harmonic 
and other 
musical 
elements

Lyrics 

<Figure 1> Steps of Intervention

4. 중재 전략 및 내용

1) 중재 전략

CI이식청소년이 음악을 효과적으로 경험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CI이식에 따른 청지각 특

성을 반영한 노래만들기 중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중재는 효과적인 음악지각과 산출을 위해 

CI이식에 따른 청각적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CI이식청소년의 지각 측면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노래만들기 경험을 위해 지각이 가

장 용이한 리듬요소를 강조하고, 다른 요소를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중재 초기에 리듬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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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제시하여 보다 용이한 지각을 통해 성공적인 경험을 돕고 다른 요소 중재에서도 

랩, 리드미컬한 멜로디, 리듬 반주 등 리듬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재에 대한 동기 및 

즐거움을 제공한다. 리듬 요소 이후에는 멜로디, 음색, 화성을 순차적으로 제공하여 점차적으

로 음악자원을 확보하고 능동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CI이식자의 음악지각 

기초연구에 따르면 리듬 지각능력이 가장 높고 리듬에 의존하여 음악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

으며(Kong el al., 2004), CI이식자에게는 복잡한 음악이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Gfeller, 2001) 음악의 요소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점차적으로 음악을 인식(Galvin, Eskridge, 

Oba, & Fu, 2012)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충분한 음악경험 및 성공적인 자기표현을 위해 회기마다 ‘경험-선택-산출’ 활동의 컨

투어로 세션을 진행한다. 각 요소 제시 시 빠르기, 복잡성 크기, 패턴, 컨투어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음악 요소를 경험하고, 자신의 지각 및 정서 수준에 따라 선택하고, 산출하는 과정을 통

해 성공적인 자기표현을 유도한다. 이는 다양한 음악 요소의 경험은 충분한 음악 인식을 촉진

(Galvin et al., 2012)하여 자기표현에 효과적이며, CI이식자와 관련하여 요소에 따른 선행연구

에 따르면, 멜로디 요소에서 특정 멜로디 윤곽과 도약 진행에 인식이 빠르고(Galvin, Fu, & 
Oba, 2008; Looi, 2014), 음색 및 화성에서도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Galvin et al., 2008; Kim 

et al., 2015).
셋째, 음악에 대한 성취감 및 효과적인 자기표현을 위해 음성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리듬을 사용한 랩은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음악 산출과정으로 자기표현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제공하므로 자기표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 CI이식자의 음성 산

출에 대한 두려움을 고려하여 사전에 파악한 선호곡에서 대상자가 효과적으로 지각하거나, 의
미있는 음악 요소나 특징을 부각하여 노래만들기에 차용함으로써 자기 피드백 자체에 거부감

을 갖지 않고 성공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CI이식자가 노래 부르기 시 멜로디보다 

리듬 단서에 의존(Nakata et al., 2005)하고 멜로디 패턴이나 정확한 피치의 산출의 어려움이 

있어(Nakata, Trehub, Mitani, & Kanda, 2006) 리듬이 강조된 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기표현뿐만 아니라 음악경험 내 성취감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CI이식자는 음악을 듣는 습

관 및 배경 환경에 따라 음악 지각 수준이 상이하고 악기나 음악 양식에 대해 나름의 선호도

가 있기 때문에(Gfeller, Christ, Knutson, Witt, Murray, Tyler, 2000; Nakata et al., 2005; 

Vongpaisal, Trehub, & Schellenberg, 2009) 개인의 음악 선호도를 반영할 시 음악에 대한 참

여도 및 자기표현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2) 노래만들기 단계별 프로그램의 구성

(1) 1단계(1회기): 노래의 주제 및 가사, 구조, 특징 정하기

본 단계에서는 대상자와 관계 형성 및 안정감을 목표로, ‘나’, ‘음악’에 대한 주제로 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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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만들고자 하는 노래의 주제 및 가사, 주제, 형식을 정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

고, 음악에 대한 부적 경험이 있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iPad의 GarageBand의 다양한 음색 탐

색 및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여 활동에 대한 기대감 및 참여 동기를 촉진하였다. 작은 조작

으로 큰 산출이 가능한 태블릿 PC의 사용을 첫 회기에서 경험하게 하여 음악 프로그램에 대

한 불안감을 감소하고 안정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2) 2단계(2회기): 노래의 전체 리듬관련 구조 만들기 및 연주하기

본 단계는 노래만들기를 시작하는 단계로 리듬 탐색 및 산출을 통한 자기표현 시도 향상을 

목표로 수행력이 높은 리듬을 사용하여 음악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자기표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활동에서는 GarageBand를 통해 먼저 변별적인 리

듬 패턴, 빠르기, 복잡성, 크기 등을 듣고 경험한 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리듬의 복잡성, 

음량, 패턴, 템포 등을 선택하고, 직접 산출하며 자기표현을 유도하였다. 또한 작업한 리듬형

태에 맞추어 노래 가사의 일부분을 만들거나 혹은 만든 가사를 리듬에 넣어 랩으로 불러봄으

로써 리듬을 통한 자기표현 시도를 촉진하였다.

(3) 3단계(3회기): 노래의 멜로디 파트 만들기 및 연주하기

본 단계에서는 자기표현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패턴으로 자기표현에 활용

할 수 있는 멜로디 요소를 제공하여 음악 요소를 확장하고 자기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촉진하

고자 하였다. 본 활동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변별적인 멜로디 윤곽

(contour) 및 지각이 용이한 도약 음정을 듣거나 혹은 연주하며 충분히 경험한 후, 작업하는 

가사 중에 멜로디로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제시된 멜로디를 변형 혹은 새롭게 만들어 

선택하고, 다양한 음색 및 악기를 통해 산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청지각적 특성을 

고려한 멜로디 윤곽, 도약, 옥타브 제시는 활용할 수 있는 음악 자원을 확장함으로써 멜로디

를 통해 구체적인 자기표현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4) 4단계(4회기): 노래의 화성 및 다양한 음악 요소 추가하기

본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음악 경험 향상 및 주도성 향상을 목표로, 대상자의 향상된 자기표

현을 바탕으로 화성 및 음악에 복잡성을 더하여 노래의 점차적인 완성도를 높여가며 긍정적

인 음악 경험 및 주도성 향상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본 활동에서는 리듬 및 멜로디작업이 완

료된 음악에 붙여진 다양한 화성 및 반주 패턴을 경험하고, GarageBand 내에 있는 현악기, 관
악기, 리듬악기, 베이스 등 다양한 악기를 선택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효과음이

나 음색 등 자신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추가하고 녹음하여 충분한 음악 인식 

및 경험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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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단계(5회기): 전체 음악 완성 및 노래/랩 녹음하기

본 단계는 자기표현에 대한 성취감 및 자신감 향상을 목표로, 음악 완성을 통한 자기표현 

및 음악 수행에 대한 성취감 제공 및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본 활

동에서는 만들어진 노래를 듣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 및 분위기에 따라 수정 및 보완

하고 이를 음원으로 추출한다. 또한 완성된 노래에 대한 느낌과 생각, 노래만들기 후에 ‘나’에 

대해 변화된 생각을 나누며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도록 촉진한다.

(6) 6단계(6회기): 완성된 음악을 바탕으로 뮤직비디오 만들기

본 단계는 성취감 강화 및 자기표현 능력 향상을 목표로, 음악에 시각적 자료를 선택 및 매

칭하는 과정에서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하고 영상 정보와 음악의 의미를 일치시켜 성취감 및 

자기표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본 활동에서 대상자는 작업된 음악과 그 음악을 통해 표현하

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직접 영상, 사진, 그림을 선택하여 뮤직비디오를 완성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최종적인 자기표현에 대한 청각적, 시각적 음악 결과물이 산출되었으며 완성된 

뮤직비디오는 일상생활에서도 자기표현의 자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중재를 통해 경험한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음악치료 중재 과정에서 연구대상자가 자기표현과 관련하여 보인 의미 있는 언

어적․비언어적 변화를 가사, 중재참여도, 자기평가, 성취감의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중재과

정에서의 음악적 표현 또한 회기 및 요소에 따라 서술하였다.

6. 중재충실도 및 사회적 타당도

1) 중재충실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표현 능력 향상을 목표로 CI이식청소년의 특징을 고려한 음악 중재가 

연구자에 의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악치료 박사학위 소지자 1인과 

CI이식자 대상 임상경력이 6년 이상인 전문가 1인이 중재충실도를 평가하였다. 중재 충실도

는 동영상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중재 영상 중 20%의 영상이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평가 척도는 각 문항 당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고, 평가된 점수를 가능한 총 점수로 나누

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중재 충실도 체크리스트 양식은 음악치료 

전문가 2인의 검토 아래 수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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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타당도

중재 종료 후에는 중재 프로그램의 사회적 적합성 및 참여자의 실제 사회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한 CI이식청소년의 보호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타당도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타당도 체크 리스트는 각 항목별로 3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총 

9문항으로 제작하였고,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이외에 프로그램 참여 소감 등을 기재할 수 있

도록 1개의 문항을 개방형으로 구성하였다.

Ⅲ. 결  과

1. 대상자 A의 자기표현 변화

대상자 A는 통합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여아로, 양이에 CI를 이식하였으며 CI 

착용기간은 오른쪽은 10년 0개월, 왼쪽은 6년 0개월이다. 사전에 측정된 자기존중감 척도에서 

총점대비 백분율이 67점이었으며, 그 중 신체외모자아가 46점, 성격적 자아가 50점으로 가장 

낮았고, 긍정적 자아보다 부정적 자아의 점수가 더 낮았다. 실제 대상자는 자신감이 없고 외

모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및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로 수동적인 참여 

형태가 관찰되었다. 이에 자기표현에 대한 성취감이 음악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참

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선호곡을 차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기표현 능력의 향상과 높은 

수준의 성취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언어적․비언어적 자기표현 변화

첫 번째, 대상자 A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위축감으로 인한 소극적인 자기

표현에서 적극적인 자기표현 변화가 관찰되었다. 중재 초기 대상자는 “못하는데”, “못하겠어

요”라고 하며 참여 및 자기표현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했고 자신의 음악적 수행에 대해 “지금

만 잘하는 거에요”라고 말하거나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귀를 막고 “안 들을 건데

요”라고 하는 등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조작이 

쉬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상자가 성공적인 경험을 하여 수행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선호곡의 멜로디의 컨투어 및 도약을 바꾸어가며 제시함으로써 자기표현의 동기를 부여하고 

청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하였다. 이후 대상자는 멜로디 만들기 작업 시 직접 연주하기를 시도

할 뿐만 아니라 “멜로디 적어야겠다”, “잠깐만요(연습)”, “조금만 연습하고요”라고 말하는 등 

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정말 발매할 만한 곡이군요, JYS(자신의 

이름 이니셜)에서 발매할 만한”, “기분이 좋아요”라고 표현하는 등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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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도 확인되었다. “동생과 우리집 개(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음악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피아노 악기로 한 멜로디(자신이 직접 연주한 전주)가 가장 좋아요”, “사이다(노래제목) 같아

요”, “제 노래에요”, “유튜브에 올릴 거에요”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변화에는 자기표

현의 성공적인 경험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뮤직비디오 작업 시에도 “작곡 000(자신이

름), 작사000(자신이름)”라고 넣어줄 것을 자발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마지막 회기에서는 자신

이 만든 가사를 모두 외우고 음악에 맞추어 리듬에 따라 몸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관찰되어 자기표현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과 함께 긍정적인 음악경험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대상자 A는 수동적이고 단순한 수준에서 표현하던 것에서 나아가 자발적으로 자

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서를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대상자는 중재 초기 노래 주제

를 정하거나 노래를 구상할 때, “몰라요”, “선생님이 해요” 라고 하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

고, 질문에 간단한 대답을 시도하는 정도로만 자기표현이 시도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에 연

구자는 만들고 싶은 노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고, 대상자의 대답에 따라 리듬 요소를 빠

르게-느리게 혹은 복잡하게-단순하게 제시하며 음악으로 피드백을 주고 대상자가 직접 연주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점차적인 자기표현을 촉진하였다. 실제로 중재가 진행될수록 점차적

으로 대상자의 자기표현 수준이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다. 대상자는 음악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노래 제목을 ‘핵사이다’로 스스로 정하였고, 중재 후반에는 

강조하고 싶은 ‘우리 힘들잖아’ 가사에 리듬 및 음색 요소를 추가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
를 통해 대상자가 자기표현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하고, 음악 자원을 사용해 자신을 표현하는 

데까지 자기표현의 수준이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음악적 표현 변화

1회기 전체 구성 계획에서, 대상자 A는 “처음에는 잔잔했다가 확 커지는 거”, “스트레스 푸

는 것 같은”이라고 표현하며, A-B의 구조로 음악 구조 및 노래 주제를 구성하였다. 
2회기 리듬요소 중심의 ‘경험-선택-산출’ 과정에서, 대상자 A는 간단한 수준에서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리듬 활동을 경험하거나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소극적인 태도가 관찰되어, 가
사를 먼저 만들고 랩 부분을 함께 불러 보며 랩을 통해 리듬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유도하였

다. 랩 부분을 만든 후에 점차적으로 참여도가 향상되었으며, “막 치는 것보단 단순하게 가사

에 맞추어 (리듬을) 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며 랩에 맞추어 단순한 리듬(♬♬♬)을 연주하여 

음악적 산출을 시도하였다.
3회기 멜로디요소 중심의 ‘경험-선택-산출’ 과정에서, 대상자 A의 참여도 향상과 효과적인 

음악 지각을 위해 선호곡의 멜로디 진행의 한 부분을 응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Lenka의 The Show의 한 부분의 멜로디를 대상자가 만든 가사에 차용하여 들려주었을 때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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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차용된 멜로디의 리듬, 음폭을 대상자와 함께 수정해가며 멜로

디를 완성하였다(<Figure 2> 참조). 중재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던 대상자 B에게 선호곡은 긍정

적인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참여동기를 유도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참여도

가 증가함이 확인되었다.

<Figure 2> Example of the melodic part of the song borrowed from

Participant A’s preferred song “The Show” by Lenka

대상자 A는 멜로디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경험한 후, 자발적으로 전주 만들기를 제안하였

고, 전주 멜로디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요”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Figure 3> 참조). 이는 다양한 멜로디 윤곽을 경험하고 선택하고 산출한 전략이 

대상자에게 풍부한 음악적 자원을 제공하여 원하는 음악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산

출까지 유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Figure 3> Introductory part of the song that participant A herself suggested. The lyrics include

“Let go of stress! Let’s make things cool like coke! Let’s do it on weekends!”

4회기 화성 및 기타 음악요소 중심의 ‘경험-선택-산출’ 과정에서, 대상자 A는 음악요소를 

추가하도록 제안했을 때, “리코더 있어요?”, “리코더 넣어요”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리코더

를 연습하고 멜로디를 연주하여 추가하였다. 대상자는 사전면담 시, 학교에서 리코더연주가 

어렵다고 표현했었음에도 해당 회기에서는 추가하고 싶은 악기에 리코더를 자발적으로 제안

하였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음색 선택 시 베이스 음역대의 드럼과 

어택이 짧고 강한 일렉트로닉 건반, 호른, 벨 소리를 선호하였다. 

5회기에 음악의 전체 템포를 수정함에 따라 랩을 재녹음할 때, 대상자 A는 랩을 적극적으

로 부르고 마지막 부분 녹음 시 “호!”라고 추임새를 넣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아니에요. 

이건 제 음악인데요, 선생님은 영화에 보면 카메오처럼”, “음악 다 만들면 유튜브에 올릴 거예

요”라고 표현하여, 대상자가 성취감을 느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래가 완성된 후(<Figure 

4> 참조), 대상자는 노래 중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을 자신이 연습하고 직접 연주한 리코더라



윤예은 / 노래만들기 중재를 통한 인공와우이식청소년의 자기표현 능력 향상 사례  81

고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본 중재가 대상자에게 새로운 과제 도전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음악적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제공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음악에 대해 “음악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노래할 때 음도 음악에 잘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선생님이랑 노래도 

만들고 부르고 쉬운 거라고 깨달았죠”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음악 경험이 긍정적으로 변화

하고 성공적인 수행으로 지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4> The GarageBand screen of the song completed by Participant A.

A is the part where A made a rap and B is the song part

6회기 완성된 음악을 바탕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과정 동안 대상자 A는 자신이 만든 음

악을 흥얼거리며 가사에 따라 많은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완성된 뮤직비디오와 음악을 

들은 후, “그냥, 동생한테 그냥 너한테도 이런 거 해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동생도 음악에 대

한 생각이 바뀌게”라고 표현하여 노래만들기를 중재를 통해 음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경험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대상자 B의 자기표현 변화

대상자 B는 청각장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남아로, 오른쪽에만 CI를 이식

하였다. 왼쪽에는 보청기를 착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소리는 CI로
만 지각하고 있다. CI 착용기간은 8년 5개월이다. 사전에 측정된 자기존중감 척도에서 총점대

비 백분율이 65점이었으며, 그 중 전반적 자아와 성격적 자아의 점수가 62.5점으로 비교적 낮

았다. 실제 대상자는 타인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자신감이 낮으며,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는 태도가 관찰되었다. 이에 중재 시, 자기표현에 대해 음악적 강화와 언어적인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자기표현의 시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대상자에게 성공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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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시를 이용해 가사에 차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억양을 반영하여 멜로디를 만들어 긍

정적인 음악 경험과 자기표현을 시도할 수 있도록 중재를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기표현 

능력의 향상과 높은 수준의 성취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언어적․비언어적 자기표현 변화

첫 번째, 대상자 B는 초기에는 타인의 평가 및 시선을 의식하고 무조건적인 수용과 소극적 

자기표현을 보이던 모습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정서를 표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

다. 대상자가 중재 초기 곡의 주제를 정할 때 “모르겠어요”, “대화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다시 말해야 되니까 답답해요” 라고 표현하는 모습에서 대상자가 낮은 말 명료도로 인해 타인

과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대상자가 직접 

만들어 발표했었던 시를 차용하여 리듬을 사용한 랩을 먼저 만들어 본 후, 가사를 추가 창작

하여 노래를 만듦으로써 언어적 표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더 적극적인 자기표현 

시도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였다. 이후 대상자는 노래 녹음 시, 중재 초기의 노래 목소리보다 

음량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할 때 자발적으로 “한 번 더”라고 표

현하며 적극적인 자기표현 변화가 관찰되었다. 또한 자신이 만든 노래에 대해 “좋아요”, “(목

소리가) 커졌어요. 우와”, “피아노 좋고, 북 치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학교에서는 계이름만 

배우는데, 여기서는 피아노를 직접 치니까요”라고 하는 등 자신이 시도한 자기표현에 대해 음

악적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대상자 B에게서는 수동적이고 단순한 자기표현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기표

현으로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중재 초기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네” 혹은 “아니오”와 

같은 한 단어 수준의 대답 정도에 한해 자기표현이 관찰됨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다 

쉽게 산출되는 음악을 경험함으로써 자기표현의 동기를 부여하며, 대상자의 수준에 맞춘 음악

요소를 제공하며 직접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상자는 “어려운데 

재밌어요”라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거나, “북”, “(호른 소리를 가리키며) 선생님 이거요!”, 
“기타소리 하고 싶어요”라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게 되었다. 또한 “나중에 0점 맞았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거 들으면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거나 완성된 결과

물을 공유하고 싶은 대상을 질문했을 때 “담임선생님이랑 가족”, “담임선생님은 좋아할 것 같

아요, 가족은 감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표현하는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대상과 해당 산출

물을 공유하고 싶을 만큼 자기표현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음악적 표현 변화

1회기 전체 구성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B는 “노래를 불러본 적은 없고, 시를 써서 

무대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좋았어요”라고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노래만들기 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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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B가 직접 쓴 시를 A-B의 노래 구조에 일부 사용하여 음악을 통한 긍정적 경험을 강화하고

자 하였다.
2회기 리듬요소 중심의 ‘경험-선택-산출’ 과정에서, 대상자 B의 소극적 태도를 고려하여 대

상자가 만든 시로 랩의 리듬을 구성하는 활동을 먼저 진행하였으며,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만 

억양을 넣게 함으로써 구성 과정을 단시간에 완료하였다. 초기 랩을 녹음 시에는 목소리가 작

고 “혼자서 노래해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리듬을 활

용해 표현하는 시도가 많아졌다. 또한 연구자가 GarageBand 내 기능을 활용하여 복잡성, 크기

의 요소를 바꾸어가며 다양한 리듬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자, 즉각적으로 다양한 리듬 만들

기를 시도했으며 이 때 산출된 리듬 패턴은 주로 빠르고, 복잡하고, 음량이 큰 리듬이었다.

3회기 멜로디요소 중심의 ‘경험-선택-산출’ 과정에서, 대상자 B는 “어려워요”라고 말하며 

제시된 건반에서 손을 떼는 행동을 보였다. 이에 연주자는 대상자의 특징적인 목소리 억양에 

따라 7, 5, 3도 정도 차이가 있는 멜로디들을 제시했을 때, 3도 연주 시 “그거요”라고 대답하

였으며 이후 자신이 써놓은 가사에 해당 멜로디를 사용해 작은 목소리로 노래부르기를 시도

하였다. 이 때 대상자가 부른 멜로디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연주한 패턴은 <Figure 5>에 제시

되어 있다. 이러한 참여의 변화는 자신이 지각하기 용이한 음정을 바탕으로 멜로디 만들기를 

유도했을 때 충분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노래부르기를 시도

하였을 때 음악 산출의 시도가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표현에 대한 지지와 수용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igure 5> Example of the melodic part of the song that Participant B himself made

for the lyrics after exploring various melodic patterns

대상자 B는 첫 멜로디 작업 이후 적극적으로 멜로디를 만들기 시작했고, 강조하고자 하는 

가사에 높은 음정(D5)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에 연구자가 반영하여 멜로디를 

제시하자 웃으며 “좋아요”라고 대답하였다.
4회기 화성 및 기타 음악요소 중심의 ‘경험-선택-산출’ 과정에서, 대상자 B는 1-3회기 동안 

작업된 자신의 음악을 듣고, 자신의 음악에서 랩에서 노래로 넘어가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

리켰다. 이에 해당 부분의 요소를 추가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피아노요”, .“북”, 

“(호른 소리를 가리키며) 선생님 이거요!”, “기타소리 하고 싶어요”, “피아노 좋고, 북 치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라고 구체적으로 추가하고 싶은 악기 및 음색을 주도적으로 표현하였으

며, 악기 음색은 어택이 짧고 날카로운 소리와 리듬 악기를 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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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기 노래 녹음 시, 대상자에게서는 소리 지르듯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행동이 관찰

되었으며, 대상자의 억양을 반영한 노래를 부른 후 “처음에 부를 때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부르기 편해요”라고 말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녹음 후 함께 노래를 전체를 

듣던 대상자도“(랩에 비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라고 말하여 스스로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인지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6회기에서는 완성된 음악을 바탕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으며, 대상자 B는 사진 자료 매

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관찰되었으며 음악과 영상을 완성한 후(<Figure 6> 참조) 

박수를 치며 음악 산출물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성공적인 경험이 자

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6> The GarageBand screen of the song completed by Participant B.

A is the part where A made a rap and B is the song part

3. 중재충실도 및 사회적 타당도

본 연구의 중재 충실도는 인공와우 세션 경험이 최소 4년 이상인 음악치료중재 전문가 2인

에 시행되었으며, 항목별로 도출된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한 결과 최종 96%였다. 사회적 타

당도의 경우 CI이식청소년의 보호자를 포함한 주 양육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중재참

여에 따른 CI이식청소년의 변화된 행동이 어떻게 중재 이외의 환경에서 관찰되는지를 알아보

았다. 사회적 타당도는 총 2명의 보호자, 1명의 교사에게 받았으며, 도출된 점수의 평균은 92

점이다. 대상자 A의 보호자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전체적인 부분들을 경험해

봄으로써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보고하였고 대상자 B의 담당 교사는 ‘성취감

을 느끼는 것 같다’, ‘자신의 음악 결과물을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하면서 자신감을 갖는 것 

같다’라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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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CI이식자의 음악 지각 특성, 효과적인 산출, 성공적인 음악 경험을 고려하여 노

래만들기 중재를 구성하고, 해당 중재에 참여한 CI이식청소년이 자기표현에 있어 변화를 보

이는지 확인하고자 한 사례연구이다. 중재 동안 자기표현과 관련하여 대상자들이 보인 의미 

있는 언어적․비언어적․음악적 변화를 토대로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CI이식청소년이 자기표현으로써의 노래만들기 과제에 참여하는 수준이 

향상된 결과는 적용된 노래부르기 중재가 CI이식으로 인한 청지각적 특성 및 음악 지각 기초

연구(Galvin et al., 2012; Gfeller, 2001; Kong et al., 2004) 결과를 고려하여 회기에 따라 단계

적 음악요소를 활용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노래만들기 중

재에서는 CI이식자들이 가장 용이하게 지각하는 리듬요소가 강조되었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음악요소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전략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초반에는 리듬 요소

를 중심으로 노래만들기에 참여하도록 해 과제 자체에 대한 수행력을 향상시키고, 점차적으로 

높은 지각수준을 요구하는 요소를 제공하며 음악을 완성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

해 소리라는 매체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에 참

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리듬을 활용한 초기 활동 시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어 과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대상자 역시 자발적으로 중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점차적으로 음악 경험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언어적 표현이 증가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더불어 CI이식청소년이 지각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는 음악요소, 즉 멜로

디, 화성 등을 활용한 노래만들기가 유도되었을 때에도 해당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사와 정서 경험을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 결과, 노래만들기 중재에 참여한 CI이식청소년은 자기표현과 관련하여 표현

의 자발성, 적극성이 증가하고, 표현의 구체성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래만들

기 중재가 각 단계별로 ‘경험-선택-산출’의 구조로 진행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CI이식자의 특성상 음악요소를 활용하고 산출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음을 고려

해, 단계별 초기 과정으로 각 개별 음악요소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자신에게 긍정적으

로 경험되는 요소를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별 청지각적 수준에 맞게 음악적 

정보를 처리하고 대상자 스스로도 자신의 반응과 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

정을 기반으로 노래만들기에 활용되는 요소나 패턴을 선택하고, 스스로 산출하는 과정을 진행

했던 전략은 CI이식청소년이 자기표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도에 맞게 음악을 구성하고 확장하는 틀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음악을 적극적으로, 능
동적으로 경험하는 기회가 음악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하여 타인과 경험을 공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있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Hsiao & Gfell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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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초반에는 노래만들기 혹은 자기표현과 관련해 간단한 수준에

서만 의사를 표현한 데 비해, 점차적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고, 후반으로 

갈수록 음악경험과 관련된 정서표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들은 ‘경험’ 

단계에서 스스로 느끼거나 지각했던 부분을 ‘산출’ 단계에 활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음악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자기표현이 충분히 반영

된 음악이 완성되었을 때 음악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표현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셋째, 자신의 목소리 혹은 음악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표현에 대한 평가가 변화한 결과는 

랩과 노래를 통한 음성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전략에 기반한 것으로 사료된다. CI이식자

가 멜로디나 정확한 음고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Nakata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리듬적인 요소가 강조된 랩과 사전에 조사된 선호곡의 음악요소를 차용하여 

각 대상자가 산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된 노래 및 랩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

이 지각하는 음악과제에 대한 두려움과 의사소통 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인한 위축감을 완

화시키고자 하였다. 실제로 대상자들은 초기에 음악을 통한 음성 산출에 거부감을 보이거나 

마주 보고 있는 타인에게만 들릴 정도의 크기로 음성을 산출하였으나, 후기에는 목소리의 크

기 변화가 눈에 띄게 관찰되었고 자발적으로 노래 및 랩에 음성적 추임새를 넣는 모습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음성 산출 경험은 모든 중재과정에서 이루어진 음악과제와 음

악을 통한 자기표현을 쉽고 즐거운 것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자신의 음성에 대해 긍정적인 피

드백을 경험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기표현의 증가와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외에도 대상자들은 노래만들기 중재 참

여 후 자신이 완성한 음악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청각적 심미감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였

는데 이는 테크놀로지의 활용 전략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음악 테크놀

로지는 청소년에게 익숙한 매체일 뿐만 아니라 산출자의 시도에 따라 완성도가 결정되는 라

이브 연주와 달리 기기에 내장된 자원이나 자동화된 기능을 활용하여 일부 산출 과정을 기기

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agee & Burland, 2008). 이러한 장점은 소리 산출 

및 노래만들기 과정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CI이식청소년에게 안전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기기에 내장된 다양한 음색, 자동화된 기능을 통해 재생되는 다양한 범위의 리듬 패턴 등은 

음악 지각 수준 및 선호에 있어 상이한 CI이식청소년이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

시킬 수 있었다. 또한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창작 및 수정, 응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대상자들이 완성도 있는 음악을 경험하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실제로 초반에는 대상자

들이 음악 작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관련된 자기 평가가 부정적이었던 데 비해, 
음악완성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자신이 의도한 음악적 결과물을 위해 다양한 산출 

시도를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완성도 있는 음악으로 인한 긍정적 피드백은 대상자들의 자기

표현 향상 및 성취감, 긍정적인 자기평가로 이어졌고, 이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 사회적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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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가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학부모 및 담당 교사의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CI이식자의 청각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노래만들기 중재가 CI이식청소년의 자

기표현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중재 참여를 통한 단계

적 노래만들기 경험은 CI이식청소년이 의사표현의 제한으로 경험했던 부정적 정서와 자기표

현 시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소리 매체를 통한 완성도 있는 표현을 경험하는 데 기

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자들이 최종적으로 완성한 노래와 후속 작업으로 진행된 뮤직

비디오는 대상자들의 자기표현 능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음악

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적 산출물은 모든 치료적 여정의 기록으로(Baker & 
Wigram, 2008), 대상자들은 자신의 음악 결과물을 자신에게 의미 있는 또래 및 교사, 보호자

와 함께 공유하였으며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지지로 성취감을 강화하였고, 완성된 음악 

결과물이 스스로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확인된 중재 효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이 있어 추후 연구를 

위한 고려 사항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 중재인 노래만들기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CI이식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초기 사전 검사에서 실시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청각

장애와 CI이식으로 인해 겪는 심리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는 제한이 있었다. 때문에 청각장애학교와 통합교육 환경에서 수학하는 CI이식 청각장애 학

생 당사자를 대상으로 자기표현 능력 및 심리사회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CI이식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

들을 통제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학습 환경, 양측 혹은 일측 이식여부, 언어/의사소통 발달 

수준 등의 변인들을 고려하여 CI이식자에게 청각적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노래만들기 중

재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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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d Self-Expression of Adolescents With 
Cochlear Implants After a Songwriting 

Intervention: A Case Study

8)

Yun, Ye 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a songwriting intervention would improve 

self-expression of adolescents with cochlear implants (CI). In this study, the songwriting 
intervention was designed to incorporate previous research findings on music perception of 

individuals with CIs and to provide musical experiences in which adolescents with CIs could be 
successful in using music resources for their self-expression. Accordingly, stepwise songwriting 

procedures were constructed and music technology (i.e., GarageBand as an iPad application) 
was used. Two adolescents with CIs participated in the intervention once a week for 8 weeks. 

Changes in level of participation in songwriting tasks, verbal expression, self-reports about the 
songwriting process were examined.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participants showed 

increased attempts to express themselves via music making. It was also shown that their 
negative perception of their ability to verbally express themselves decreased. They were 

observed as becoming more competent in creating music by deciding how various musical 
elements should be played and making rhythm or melodic patterns by themselv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songwriting intervention can facilitate self-expression of adolescents with CIs. 
Further implications in terms of the psychosocial needs of individuals with CIs are presented.

Keywords : cochlear implants, adolescents, songwriting, self-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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