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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수학교 음악교사의 음악수업 경험을 통해 음악교과의 운영과 음악치료적인 접근

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7명의 특

수학교 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심

층면접 결과로 4개의 대주제와 14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대주제에 대한 하위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음악교과 수업의 목표와 형태-장애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수

업, 악기 한 가지 연주하기와 노래 한곡 부를 수 있기,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음악시간, 공감과 

미적 성취감, 2) 음악교과 수업운영의 어려움-생활연령에 맞지 않는 음악교과서,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의 고요함, 물리적․심리적 시간의 부족, 음악교사로서의 자기평가, 3)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접근경험-음악치료를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 변화를 발견

하는 기쁨, 함께하는 우리, 4)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방해요소와 지원요구-안
전위주의 방어적 수업, 치료적 접근을 위한 전문지식의 부족, 관리자와 학교환경의 문제로 분

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현장에서 음악교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음악

치료적 접근의 제한점과 실천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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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음악을 이해하고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며, 과학의 발달로 인간관계가 각박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음악은 삶의 윤활유이며 활력소가 된다(Lee & Park, 2004). 
예술로서의 음악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의 음악적 수준에 상관없이 경험이 가능하며, 음악활동

은 경험과 참여를 중시하고, 놀이와 대화, 노래, 신체 표현, 악기연주 등이 통합되어 이루어져

야 한다(Kim, 2002; Rim, Hyun, Cho, Kim, & Rhee, 2010).

음악교육은 음악과 교육이 연관되어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모든 행

위라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경우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통합되어 이루어진 

수업 안에서 흥미 있는 활동을 통해 음악을 표현하고, 감상하고, 느끼면서, 소외되지 않고 참

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음악교육을 통해 음악적 능력이나 적성에 상관없이 발달영역별 기능, 

감각, 정서적인 자극을 얻고, 음악활동을 통해 심미적인 체험을 하고 즐거움, 정서적인 안정

감, 사회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Kim, 2001). 또한 특수아동들에게 있어 음악교과는 자기표현 

능력과 동심을 길러주며 정서를 밝게 해주고 타 교과에도 참여도를 높게 해주는 교과이다

(Hyun, 1999). 음악교과 교육을 통해 음악의 기능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행동 및 정서, 신체적 

기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음악을 통해 

문제행동, 감각이나 운동지체 등의 교정, 사회성 발달, 언어 능력 발달 등 음악의 기능적인 측

면 외의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결과들이 다양한 연구들(Choi, 2009; Jin & Kwon, 2006; 
Kang, 2004; Kim, 1999, 2001; Kim, 2012; Kim & Jung, 2006; Lee, 2007; Park, 2014; Park, 

2009)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음악은 장애 학생의 신체적 움직임과 운동을 통해 신체의 자각능력을 촉진시키고(Ockelford, 

Welch, & Zimmermann, 2002),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촉진시킨다. 음악교육의 목적에 기능적 향상이나 음악요소에 대한 지식 향상만 있는 것은 아

니므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기본교육과정 음악교과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같은 사회성

과 관련된 역량이 교과에서 추구하는 목적 중 하나이며 음악치료 또한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접근에 해당된다. 음악치료는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환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자신

감, 사회성, 대인관계능력, 운동력, 학습능력, 정서발달 등 사회생활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음악 외적인 목적, 즉 집중력 향상, 지속력 향상, 
자긍심 향상과 의사소통의 통로를 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Chong, 2015). 따라서 음악교과와 

음악치료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교집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 방향에 대한 고민이 특수학교에서 음악교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학교 음악

교사는 음악교과를 운영함에 있어 음악치료적 접근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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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장애아동이 가지는 신체 및 정신적 손상이나 상실로 인한 기능 저하와 그에 따른 정서 

및 행동 문제, 사회적 관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일반적인 교육과 제도만으로 해결하기에

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Sung, Ryu, & Park, 2014). 

더욱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교과적 성취에 중점을 두고 일정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의 

학습, 음악적 능력이나 이론적인 학습 등의 측면에 중점을 둔 음악수업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미 있는 참여가 어렵다(Park, 2013). 반면에 음악치료

는 과정상의 모든 행동을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장애 학생의 좌절이나 열등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성취감

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장애로 인한 동기 저하 등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음악교수 방법을 차

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학교 음악교육은 언어적ㆍ비언어적 의사소통, 인지, 정서, 행
동, 운동, 사회성, 그리고 심리적 필요에 따라 음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과제수행 능력

과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음악활동을 외부적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시킴으로써 음악적 흥미

와 관심을 높여주어야 하며(Cassity & Cassity, 1994), 특수교사는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Min, 2015). 특히 특수학교의 

기본교육과정은 일반교육과정과는 달리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교사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특수교사의 수업 역량은 

더욱 중요하며, 음악교과를 운영하는 특수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경험한 수업을 둘러싼 이야기와 음악교과 운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

도․중복장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음악교과의 음악치료적 

접근을 통한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음악교과의 목적과 연계된 음악치료적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음악치료적 접근을 통한 지도안 개발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

발에 대한 연구(Bae, 2013; Park, 2013)가 있으며, 음악치료 활동이 자폐아동의 사회적 상호작

용에 미치는 영향(Cho, 2009), 특수학급 학생의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Jung, 
2003; Lee, 2011), 특수교사의 관점에서 본 관련서비스로서의 음악치료(Lee, 2003), 초등학교 

특수학급 음악치료에 대한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의 인식 조사(Kim, 2006) 등의 연구들이 이

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특수학생에 대한 음악치료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로서 특수학교 음악

교과에 대한 치료적 접근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조사연구만으로는 특수학

교 음악교과의 운영에 대한 경험과 어려움, 그리고 효과적인 음악교과 운영을 위한 음악치료

적 접근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수학교 음악교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통해 특수학교 음악교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의 실천적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

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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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특수학교 음악교사의 음악교과 운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특수학교 음악교과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효과적인 음악교과 운영을 위한 특수학교 음악교사의 음악치료적 접근에 대한 인식을 연구

하기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에

게 이해와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를 선정하기 위해 준거적 선택방법(criterion-based 

selection)으로 표집하였다(Padgett, 1998). FGI의 참여자는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특수교육 음악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의 특수학교 음악교과 수업경력을 지닌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특수학교 음악교과 운영에 대한 연구이므로 특수학급을 제외한 특수학교 중․고등부

에 근무 중인 교사로 제한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연구주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교사들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7명의 교사가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Pt Age
Experience teach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s, years

School in 
charge

Diagnosis of 
students Type of licence

Number of students 
with special needs 

in charge

T1 40s 15 M ASD, ID SM(Lv 1), GM(Lv 2) 30

T2 30s 11 M VI SM(Lv 1), GM(Lv 2) 6

T3 30s 3 M ASD, ID, PD SM(Lv 2), GM(Lv 2) 27

T4 20s 5 M/H HI SM(Lv 1) 17

T5 40s 8 H ASD, ID, PD SM(Lv 1) 80

T6 30s 5 M PD SM(Lv 1) 35

T7 30s 5 M PD SM(Lv 1) 35

Note. M: middle school; H: high school; ASD: autism spectrum disorder; ID: intellectual disability; VI: visual 
impairment; PD: physical disability; HI: hearing impairment; SM: music teacher for special education; GM: general 
music teacher; Lv: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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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FGI 질문지 개발, 면담 일정의 계획 및 진행, 전사본 작성, 자료분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 음악교과의 운영에 대한 경험과 어려움, 그리고 효과

적인 음악교과 운영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특수교

사 FGI를 위한 질문지는 연구목적과 관련된 선행연구(Choi & Kang, 2016; Hwang, Lee, & 

Lee, 2015; Park, 2013)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특수교사의 음악수업 경험을 중심으로 음악교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과목표를 어떻게 이루고 있으며 어려움은 없는지, 음악교과 수

업 운영에서 어떤 치료적 경험을 하였는지, 음악치료적 접근이 음악교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지, 음악치료적 접근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요구는 무엇인지에 대한 반구

조화된 질문지로 작성하였다. 작성된 질문지는 특수교육과 교수 1인, 특수학교 음악교사 1인, 
특수교육 전공 박사 1인이 내용의 타당성과 이해 가능 정도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Table 2>와 같고, 국문 자료는 <Appendix 1>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 Questions for Focus Group Interview (FGI)

Category Question

Implemen-
tation of 

music class

1. How are you currently running your music class? 

2. What is the goals of music classes and to what extent do you think you have 
accomplished the goals?

3. What interferes with accomplishment of goals for music classes?

Therapeutic 
approach to 
music class 

4. Have you experienced the therapeutic effectiveness of your music class?

5. Do you agree with that you should target therapeutic goals for your music class?

6. What interferes with effective implementation of your music class with therapeutic 
goals?

7. What kinds of support do you need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music class?

면담일정을 계획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뒤, 구성원들의 일정을 

조율하여 특수교사 7인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7일과 9일에 2회에 걸쳐서 독립된 외부공간

을 대여하여 약 1시간 40분 정도씩 FGI를 진행하였다. 질문의 내용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참

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화와 이메일로 연구의 목적과 질문 내용을 알려주고 연구 참여 동의

서와 관련된 안내를 하였다. 면담을 실시하기 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읽고 서명하였으며 전

사본 작성을 위해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되며, 자료의 정확한 의미전달과 해석을 위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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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자료는 귀납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Asmussen과 Creswell(1995)의 사례

연구에서 사용했던 자료 분석 절차를 참고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수집한 모든 자료를 

연구자의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본 연구와 무관한 속기사 1인이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통하

여 전사하였다. 둘째, 수집된 전사 자료를 연구자들이 면밀히 읽고 인터뷰 과정에 작성된 연

구노트를 읽으면서 얼마나 빈번하게 언급되었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내용이 제공되었는지, 참

여교사들의 감정이 잘 표현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참여교사들이 언급하였는지를 분석하여 의

미 단위를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공통적인 속성을 갖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셋

째, 의미 단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추출하였고, 내용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터뷰 참여

자에게 이메일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과 의미 단위의 범주가 일치하는지를 연속적 

비교법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확인하였다(Kim, 2016).

3. 타당성 평정

질적 연구의 연구과정과 결과분석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간 분석이 주를 이루기 때문

에, 연구자들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1차적으로 독립적 코딩 후 연구자간 논의를 거쳐서 최

종 의미 단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한 의미 단위 범주의 구체적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해 보는 

것으로 의미 단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중요한 분석 도구

가 된다(Padgett, 2016). 따라서 연구자가 민감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며 다루고 있

는 주제에 대한 민감성 겸비 여부에 따라 자료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현상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념화를 구성할 때 그 깊이와 폭이 달라질 수 있다(Hong, Kwon, Jang, Lee, & 

Woo, 2008). 2차적으로 이전에 논의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특수교육학 박사 2인이 분석된 결과를 평정하였다. 평정을 통해 의미범주와 구체적인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합의된 의미 단위 범주로 수정 보완하여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으며, 문항

별 해석은 전체 자료의 질적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하였으나 결과의 보고에서는 대표적 응답

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음악교과의 수업경험과 음악치료적 접근에 대한 인식을 특수교사

의 진술을 중심으로 음악교과 수업의 형태와 수업목표, 음악교과 수업운영의 어려움, 음악교

과 수업의 치료적 경험,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방해요소와 지원 요구를 바탕으

로 향후 특수학교 음악교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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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4개의 대주제와 14개의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다. 각 주제별 코딩 

범주는 <Table 3>과 같고, 국문 자료는 <Appendix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3> Category of Coding

Theme Sub-theme

Goals of music classes 
and type of applied 

activities

∙A variety of application considering the diagnosis and needs of students

∙To be able to play at least one instrument; to be able to sing at least 
one song 

∙Enjoyable and delightful music class

∙Empathy and aesthetic fulfillment 

Difficulty in implementing 
the music curriculum

∙Lack of fit between textbook and students’ chronological ages

∙Unresponsiveness of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Lack of time and focus 

∙Self-evaluation of performance as a music teacher

Therapeutic experiences 
during music classes

∙Expectation for positive effects through music therapy

∙Joy of witnessing changes in students 

∙Sense of togetherness

Obstacles to therapeutic 
approach of music classes 

and need for support

∙Limitation in active approach to students due to consideration of safety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regarding therapeutic approaches

∙Issues related to administrators and school environment

1. 음악교과 수업의 목표와 형태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의 수업경험에서 도출된 음악교과 수업의 형태와 수업의 목표는 특수

교사들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합주, 악기연주, 가창, 음악감상 등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었으며, 수업의 목표는 특수교사 개인의 음악철학과 수업경험에 따라 악기 한 가

지 연주하기, 노래 한곡 부를 수 있기,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음악시간, 공감과 미적 성취감 등

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1) 장애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수업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음악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학생들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합주, 

악기연주, 가창, 음악감상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었으며, 학생수준에 맞춘 수업방업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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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고 시도하고 있었다. 이는 특수교사들이 장애특성에 따라 음악교육의 목표와 지원이 다를 

수 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저희 학교는 지적, 자폐, 지체장애 학생들이 섞여 있고요, 저희는 교과서 위주로 표

현이나 감상, 생활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다 가르치고자 하고 있는데 

보통 타악기 하고 선율악기, 목관악기도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보통 지체학

생들은 움직이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관절범위 내에서는 터치벨

이랑 장고를 양쪽 손 사용하기, 한쪽 손 사용하기 식으로 해서 관절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악보 보기도 안되고 노래가 부르기 어렵다 하더라도 가창부

분에서는 음정이 안 맞아도 좋아하는 노래를 이용해서 발화를 유도하는 그런 수업, 
가사내용을 먼저 이해시키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 뒤 따라 부르기를 여러 

번 하면서 익히게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T3).

우리는 청각장애 학생들이라 감상은 좀 힘들구요. 진동을 이용해서 드럼 같은 타악

기, 우크렐레 같은 현악기도 해봤어요.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이 필요한 학생

들이 섞여 있어서 조금 힘들죠(T4)

우린 시각장애 학생들인데 발달장애중복, 지체장애중복 학생들도 많고 언어가 안되

는 학생들도 많아요. 단순시각일 경우에는 공통교육과정에 준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다 수업하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원래 지향하는 것은 가창, 
기악을 통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노래를 가지고 있으면 우선 가창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악기, 건반이라든지 리코더라든지 그걸로 다 표현하게 하는 걸 기

본으로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감상영역 같은 경우는 자폐가 중복되어 있어도 듣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요나 클래식을 혼합해서 들려주고 악기

소리도 들려주면서 감상목표를 좀 낮춰서 접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창작영역 같은 

경우는 단순시각일 경우에는 점자악보로 교육해서 거기에서 간단한 창작까지도 시

도해본 적이 있었고 요새는 중도 실명된 아이들은 점자도 못하고 초등학교 때 악기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계이름을 써서 주고. 계
속 들려주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고 악보보기도 어려운 아이들은 또 녹음을 해서 

줘요. 제가 이렇게 계명을 녹음을 해서 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익혀서 악기를 부른다

든지 해서 학생들 수준에 따라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T2).

저희도 지적, 자폐, 중복장애 학생들이 있고요, 수업방식은 비슷한데 저희 학교 학

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 6년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계획을 1학기는 성

악, 2학기는 기악, 수업시간도 20분은 서양음악, 이후 국악 등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성악은 발성을 위주로 교육하고, 가창이 안되는 학생들은 ‘라라라’, ‘음음음’으로 하

면서 몸으로 움직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쓰는 음악도 동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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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낮은 음악보다는 베토벤의 ‘운명’ 같은 곡을 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관심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T1).

2) 악기 한 가지 연주하기, 노래 한곡 부를 수 있기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학생들이 음악수업을 통해서 악보를 볼 수 있고, 리듬을 이해하며, 

졸업 후에 취미로 한 가지 악기를 연주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 한곡 정도는 

부를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들을 위한 음

악교육이 음악적 지식의 학습만이 아닌 언어, 인지, 협응, 생활기능, 여가생활 기능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결과이다.

우리는 단순시각장애 학생들 목표를 항상 취미생활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악기 

하나를 자기가 할 줄 알아서 그걸 대학교를 혹시 가더라도 동아리나 이런 데서 함

께 어울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취미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로 하

고 있는데 지금 중복장애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점점 어려워져요. 
언어가 되고 가요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한곡씩 준비해서 노래방 반주를 

틀어주면 그걸 한곡씩 불러봅니다. 나중에 누군가와 노래방에 놀러갔을 때 부를 수 

있도록(T2).

3)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음악시간

특수교사들은 음악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즐기는 태도가 목표이며, 음악을 통해 웃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특수교사가 음악수업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사고를 경험

하게 하고, 언어로 표현하게 하여 자신의 감정 인식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는 음악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목표로 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이제 수업시간에 녹여내

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어떤 것을 음악으로 접목시키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노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타악기를 연주하

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춤을 추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

니까 그런 특성들을 이 수업 안에 녹여내서 어떻게든 학습목표를 이루고자, 학생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가사를 숙지하지 못하지만 선율을 흥얼거릴 수 있는 정도의 

친구라면 학습목표는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선율을 흥얼거리는 정도가 되구요. 
아예 발화가 안 되고 노래가 안 되는 친구인데 흔드는 거를 좋아한다면 이런 악기

를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다른 친구가 노래 부를 동안에는 악기를 연주한다던지. 이
런 식으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음악시간에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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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고 함께 음악수업을 하는 학생들도 음악을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다. 그러

면서 애들이 막 웃고, 즐거워하고 한 번 더 웃고 그런 거.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음악을 전공하지 않을 거라면 화성학이나 이론은 몰라도 된다고 봐

요. 또 손을 쓸 수 없거나 힘들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할 수도 없다면, 내가 필요할 

때 음악이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또는 나한테 우울함을 좀 달래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웃음을 음악시간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T6).

4) 공감과 미적 성취감

특수교사들은 음악수업의 경험을 통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음악의 아름다움

을 만들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협동심, 
상호작용, 성취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을 듣고 반응을, 감정선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슬픈 음악이 나올 

때 슬플 수 있고 기쁜 음악이 나올 때 기뻐할 수 있고,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

가 반응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제 좀 더 나가서는 그걸 느낄 때 극단적인 감정이

나 기복이 있는 가요나 그런 음악이 아니고 클래식이나 아니면 국악을 통해서 그걸 

공감하는 거. 그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명곡이 끝났을 때 와하고 박수를 

칠 때, 훈련된 박수가 아니고. 그 순간이 수업목표이죠(T1).

저는 우리학생들이 느끼기 힘든 성취감을 음악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지체장애 학교에 있을 때 근이양증을 앓고 있는 

학생이 합주시간에 계속 못한다고 울었는데 어떻게든 칠 수 있게 밑에 받쳐주고 도

와서 무대에서 합주를 했을 때, 이 순간을 학교 다닐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라고. 
그래서 대학갈 때 원서에 쓸 게 그거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또, 왜소증이 있는 

학생이 피아노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쉬우면서

도 감성적인 음악 소재를 주고 연습해서 연주했을 때 그 성취감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모니카 잘 부는 친구와 합주를 연습해서 무대에서 연주를 완성했

을 때 그 성취감을 졸업 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제게 연락이 와요(T5).

2. 음악교과 수업운영의 어려움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의 수업경험에서 도출된 음악수업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생활연령

에 맞지 않는 수준의 제재곡이 있는 교과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고요함, 물리적․심리

적 시간과 여유 부족, 음악교사로서의 자기 평가의 4개 하위 주제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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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연령에 맞지 않는 음악교과서

타인의 감정에 대한 관심과 감성 표현이 부족한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학생들에게는 맞지 

않은 수준의 음악교과서의 제재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생활연령을 고려해 같은 연령

대 비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곡을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곡을 사용하였다. 이
러한 곡들은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해 편곡을 하거나 정서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곡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의 단원 간의 체계성, 연관성이 부족하여 교과서를 그대

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적장

애와 자폐성장애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곡목을 선택해서 가창과 합주를 위한 편곡

을 한다든지, 계절이나 트랜드에 맞는 음악들을 학생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해서 악기연주를 위

한 편곡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음악시간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학생들과 합주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고등학

교 음악교과서에 동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우리 장애 학생들도 음악을 많이 

들어서 듣는 수준이 높은데 만약에 교과서에 있는 곡을 하잖아요? 그럼 반응이 없

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어떤 곡은 쉬운데 합주하기에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오

히려 비장애 학생들의 일반고교 교과의 어려운 곡을 단순하고 흥미롭게 편곡해서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더라구요(T5).

교과서에 가을주제에 맞는 노래 모음들이 있는데 전혀 가을과 어울리지 않는 곡들

이 섞여 있으면 당황스럽죠. 뮤지컬에서 가요에서 가을관련 음악들을 막 가져다 놨

는데, 차라리 가을노래 하나로 관련된 활동하고, 다음에 또 다른 가을노래로 활동하

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번 2015에 개정된 음악교과에서는 화음을 배우

다가 뒷부분에서는 갑자기 다른 내용이 나온다던가 하는 구성의 문제도 있어서 그

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T6).

2)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고요함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음악수업 경험을 통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다양한 수업을 시도하고 노력하였으나, 학생들이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수업 시 나타나

는 불확실한 반응들로 무기력감과 함께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특수교사로서의 자괴감, 특수교육에 대한 회의감, 고독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어떤 학생은 음악을 들으면 슬픈 음악엔 조금씩, 신나는 음악엔 마구 몸을 흔드는

데, 어느 날 그냥 다른 학생이랑 얘기하면서도 흔들고 해서 음악에 대한 반응이 맞

았는지 의구심이 일었죠. 그런데 더구나 이런 반응조차도 없는 학생들은 너무 궁금

해서 어머니께 여쭤보면 또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웃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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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어머니들은 보인다고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린 그 학생만 보고 있을 수도 없

고 반응의 변화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 때 교사가 주는 자

극 때문인지 그냥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건지도 알기 힘들고, 아이들은 관심도 없는

데 계속 저 혼자 분주히 뭔가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T7).

처음에는 저도 적극적이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수업을 했는데 요즘은 

좀 무기력해지고 수업준비도 의욕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

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언어나 신체동작이 안 되는 학생들이 약 80-90%, 나머지 약 

5-10% 정도 학생들이 그나마 이제 되는데,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처음에는 악기를 

가지고 시도도 많이 해봤는데 요새는 학생들 반응도 없고 좀 지치는 것 같아서 악

기도 많이 안 다루는 거 같아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손을 잡아주고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고, 하다가 보니 이렇게 해도 될지 라는 의문도 많이 들면서도 어

느 순간 저도 그게 힘들었는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아무리 해도 전혀 반응을 보

이지 않고 표정변화도 없는 아이에게 정말 학교 교육이 필요할까, 병원이 낫지 않을

까라는 고민도 들어요(T6).

어떻게 보면 특수학교의 현실이지만, 정말 너무 반응이 없고요, 특수교육 실무원 선

생님이 대신 반응해 주시기도 해서 혼자 노래하고 혼자 따라 부르고, 어떨 땐 정말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T3).

3) 물리적․심리적 시간의 부족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수업보다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으며, 수업

목표를 방해하는 주요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학급 내 개별화교육을 수업계획대로 실행하기에

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는 제 음악수업의 목표를 실행하기에는 40분이라는 수업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요.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개별화수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애초에 계획한 대로 차시별 수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니까 진도

를 나갈 수 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T3).

선생님들이 퇴근도 늦게 하고 일찍 학교에 와서 수업을 연구하는 열정적인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밀려오는 행정 일 때문에 어떨 

때는 수업할 때도 일 생각을 하거나, 수업 마치면 일하러 가야지 하고 움직이고 있

어요. 행정업무만 좀 줄여진다면 수업에 더 열중할 수 있을 텐데(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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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악교사로서의 자기평가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자신들이 세운 목표에 대해 스스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하였으나,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특수학교 음악교사로서 행복함과 만족감을 나타

내고 있었다. 교사들이 음악을 매개체로 학생들과 교감하고 더불어 교사로서의 존재감을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초기교사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수업목표에 대해 제 자신이 너무 

낮은 성취를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도 떨어졌고요. 그렇지만 전 

음악교사라서 너무 좋아요. 학생들하고 우리하고 이어줄 매개체의 역할이 음악이 

하는 거고요. 어떤 음악이 됐든 뭘 하건 저로 인해 학생도 똑같은 음악을 듣고 부르

고 하면서 서로 신뢰가 쌓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 말도 더 잘 들어주는 거고, 음
악이 학생들하고 우리하고의 계속 교감할 수 있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T6).

저는 제 수업목표 달성도가 한 60점 정도. 그렇지만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노래 부르

고 악기연주하며 즐거워할 때 행복해져요. 그리고 수학시간이나 국어시간에 하는 

문제행동을 음악시간엔 별로 안해서 좋고, 특수학교 학생들이 또 음악시간을 제일 

좋아하고 음악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좋아해요(T5).

3.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접근경험

특수학교 음악교사는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경험을 신체, 언어, 정서 영역에서 다양하게 

시도하고 경험하고 있었으며, 효과적인 음악수업을 위해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음

악교과 수업 시 치료적 접근이 미치는 학생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1) 음악치료를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음악교과의 수업운영에 음악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음악치료를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로 앞으로의 음악수업에도 음

악치료적인 접근을 계획하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제 수업이 치료와 관련된 생각은 못 했는데 제가 개별화를 짤 때는 저도 의

식하지 못했는데 치료적인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수업할 때 어떤 

친구는 이 가사를 발음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만약에 이 가사의 발음을 똑바로 내고

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활동들을 수업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저도 모르

게 음악수업을 할 때 이렇게 교과안에서 치료적인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것들을 선생

님들이 잘 접목시켜서 하면 음악수업의 목표를 좀 더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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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가 특수교육이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들도 너무 

바깥에서 치료실을 많이 가니까 학교에서 이런 치료적인 것들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고 요구도 하시고요. 특수교육에서 음악수업에 음악치료를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어

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막연히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면이 구체적으로 지침서나 연수내용에서 

나오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T4).

2) 변화를 발견하는 기쁨

특수학교 음악교과 수업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의 반응변화를 발견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음

악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신체운동능력, 언어능력, 정서능력 등의 작은 변화를 발견하는 기

쁨에 대해 언급하였다.

지적장애 학생들이 겉으로 보기에 신체는 괜찮아 보이지만 미세운동 협응능력이 많

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건반을 바로 치지 않고 공중에 연습하고 책상

에 하고 다음에 건반에 하기도 하고, 제가 반주를 하고 두세 개의 음만 치도록 하기

도해요. 손가락 힘도 좋아지고 이제 도, 레, 미하면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리고 주의

력도 많이 떨어지는데, 협주를 할 때 기다리게 하는 연습을 하고 자기 차례에 소리

를 내게 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정말 주의집중을 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게 되

더라구요(T4).

저도 자폐 학생들과 합주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집중해서 정확하게 자

기가 들어갈 때를 알고 자기 악보는 잘 보지만 친구들 소리는 듣지 않거든요. 그런

데 자기 소리만 내면 합주가 안 되니까 다른 친구들 소리를 듣고 다른 친구가 틀려

도 그 상황에 맞추게 되는 거에요(T2).

지적장애 학생들과 자폐 학생들은 정말 감정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서양민요나 오페라 곡 같은 곡들을 선별해서 감상하고, 노래하고 연주하게 

하니까 이제 어떤 음악은 좋다, 싫다를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되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10분 정도 듣고, 수업 시작하고 

반복 가창하고, 관악기 수업하고 또 그 노래를 반복하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익숙해져서 2부 합창으로 가고, 합창을 하면서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뭔가 

이루고 있다는 음악적 성취감도 느끼더라구요(T5).

저희는 시각장애 학생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청각

장애를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한 학생이 보청기를 끼고 있지만 청음이 안되는 아이

가 있었는데, 물론 발화도 안되구요. 다른 아이들이 계속 곰 세 마리 노래를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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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주를 같이 하다 보니 어느 날 고고똘똘이라고 계이름을 부르면서 건반을 치고 자

꾸 이 음악만 틀어 달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아이들이 노래하면 그냥 자기혼자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합주를 하면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T2).

3) 함께하는 우리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음악수업에서 같은 활동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함께 음악으로 공감하고 교류했다는 우리의식을 가지게 된다

고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합창이나 합주를 했을 때 나타난다고 밝혔다.

특수학교에서 반별 무슨 합창이나 합주발표나 대회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엄청 학

급결속력이 좋아져요. 특히 학교에서 학예회를 한 영상을 1년 전 건데도 심심하면 

보여 달라고 하구요, 심지어는 졸업생들도 집에서 학교 홈피의 영상을 찾아본다고, 
학부모들이 다른 영상도 올려달라고 전화하기도 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친구도 

찾고 선생님도 찾고, 그때 같이 했는데 하면서 함께 발표하는 영상을 자꾸 돌려본답

니다(T1).

저는 아이들과 협주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폭력적인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었

는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저랑 악기수업이나 음악수업을 할 때 제 말

을 잘 들어요. 어떤 음악적인 소통이 있으니까 같은 구성원이라는 생각, 친구들이

랑 나랑, 선생님이랑 나랑은 음악적으로 일치가 되어봤으니까 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T1).

4.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지원에 대한 방해요소와 지원요구

특수학교 음악교사는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방해요소와 지원에 대한 요구를 

안전위주의 방어적 수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치료적 접근을 위한 전문지식의 부족을 음악교과

의 치료적 접근과 관련된 치료사나 의료전문가들에게서 실질적인 방법을 연수받길 원했으며, 

자율적인 교사 학습공동체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그리고 방해요소인 관리자와 학교환경의 문

제를 음악수업 시 학생들의 기능수준에 따른 학급 재배치와 학교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요구

하였다.

1) 안전위주의 방어적 수업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몇몇 학교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고들이 교사들의 적극적인 치료적 접근을 위축시키고, 학습자보다 안전을 우

선시하는 수업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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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특수학교에서 사건사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전수조사도 나오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다가 보니 방어적인 수업이 되는 거죠. 적극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체육선생님이 물리치료라기보단 좀 관심 있으셔서 애들 보조기를 벗기고 뭔가 도움

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수업을 좀 하시는데 그럼 보조기 채우다보면 조금 

잘못 채울 수도 있는데 학부모한테 돌아오는 건 보조기도 채울 줄도 모르냐고 하는 

말이었어요(T1).

저희도 수업시간에 채를 잡고 흔들다가 부딪쳐서 다치고, 어떤 학생은 이로 씹어서 

이가 다 나가고. 그래서 북도 두 번 할 것 한 번 하고, 돌아가면서 두 명씩 케어 가능

한 숫자만큼만 악기 수업을 해요 학생들만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T1).

2) 치료적 접근을 위한 전문지식의 부족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이 음악수업 운영을 위해 음악치료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자신들이 부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료전문가나 음악치료사들과 같

은 관련전문가에게서 실질적인 방법들을 연수받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특수학교 음악교사들

이 자율적으로 교사연구모임이나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학생들을 위한 음악수업에 음악치료적

인 접근을 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저희 특수학교 음악교사는 자격증은 있지만 표시과목을 위해 음악전공과목울 이수

했다는 것이지, 실질적인 지식이나 실기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음악치료적인 접

근을 하고 싶어도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음악교과의 음악치료적인 접근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말 실제 적용 가능한 

실기들을 배우면 좋겠어요(T4).

저는 지체학교에 있는데, 다른 장애보다 더 의료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기도 하지만, 교사연수 때 강의를 

듣고 학생들을 좀 더 의료적으로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T6).

저는 다른 교과 선생님들처럼 자율적으로 교사연구모임이나 학습공동체를 만들었으

면 좋겠어요. 사실 다들 원하고는 있는데. 누가 만들어서 참여하라고 하면 적극적으

로 하고 싶어요. 거창한 무언가가 나온다기보다는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

다보면 음악치료적인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

지 않을까요(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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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자와 학교환경의 문제

특수학교 관리자들의 인식과 학교환경에 따라 음악치료적 접근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특
수교사들의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음악수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을 가능

하게하기 위해 음악수업 시 학생들의 운동능력, 언어능력 등에 따라 수준별 학급을 재배치해

서 수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 혁신학교에서 담임은 행정 업무를 안 하고,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해서 

학생한테만 오로지 집중하게 했다고 해서 많이 부러웠어요. 사실 행정업무는 교사

에게 음악치료적 접근을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거든요. 학생들 문제가 발생하면 교

사들이 의논하고 고민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이 가능하니, 진정한 개별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T7).

사실 우리 학생들이 중복화되고 장애유형이나 능력이 다른 학생들이 한 학급에 섞

여있는 게 음악치료적인 접근을 어렵게 하거든요. 같은 중복이 있는 아이들끼리 반

을 만들거나, 언어능력이나 신체능력별로 음악수업 시 반을 재구성한다면 개별화가 

포함된 집단 음악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요(T2).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특수학교 음악교사의 FGI를 통해 음악교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수교사의 

음악교과 운영과 음악수업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음악수업 목표를 효과적으

로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이다.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도

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 음악교사는 음악교과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교과 수업의 형태와 수업의 목표, 그리고 음악교과 수업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음악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학생들의 장애유

형과 특성에 따라 합주, 악기연주, 가창, 음악감상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었으며, 학생수

준에 맞춘 수업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의 목표는 특수교사 개인의 음악

철학과 수업경험에 따라 학생들이 음악수업을 통해서 악보를 볼 수 있고, 리듬을 이해하며, 

졸업 후에 취미로 한 가지 악기를 연주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 한곡 정도는 

부를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특수교사들은 음악수업을 통해서 

음악을 즐기는 태도가 목표이며, 음악을 통해 웃을 수 있고 즐거운 감정을 느끼고, 아름다움

을 만들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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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음악교수법을 정립한 음악교육자인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

프, 고든은 또한 음악을 단순히 기능적인 개발이 아니라 음악적인 기능 향상과 더불어 사회

성, 정서적 안정, 신체적 기능의 향상 등을 함께 추구하는 전인적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교사 또한 기능적으로 뛰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심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Lee, 2013). 연구에 참여한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이러한 심성을 바탕으로 음악교육이 인간

의 행복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학생이 즐거움을 찾고 행복함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철학적인 수업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예술로서의 음악을 이

해하는 것은 학생의 음악적 수준에 상관없이 가능하며(Kim, 2002), 음악의 발생 자체가 인간

의 행복추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인간은 음악을 들으며 행복해하고, 음악을 하며 행복해하고, 

음악에 대해 논하며 행복해한다(Jang, 2019)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의 음악교과 수업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관심과 감

성 표현이 부족한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학생들에게는 맞지 않은 수준의 음악교과서의 제재

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생활연령을 고려해 같은 연령대 비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곡을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곡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곡들은 관심이나 주

의를 끌기 위해 편곡을 하거나 정서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곡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그

리고 교과서의 단원 간의 체계성, 연관성이 부족하여 교과서를 그대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특수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수업 실행 과정에서는 현실적 요인, 즉 장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에 기초한 구성과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서 수업 실행이 다양한 유형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이는 음악교사의 실

천적 지식의 형성에서 음악교사의 음악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Chung, 
2016), 교사들은 음악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주로 학생들의 흥미와 인지능력보다는 생활연령

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기초학습능력이나 음악의 생활화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

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Hwang et al., 2015)는 결과와 일치하며, Lee와 Jeon(2015)의 연구 

결과에서 제기한 기본교육과정 음악교과의 적합성 재고의 필요성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2015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중 음악교과의 

현장 재검토와 내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음악수업 경험을 통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다양한 수업을 시도하고 노력하였으나,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고요한 반응이나 수업 

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오는 무기력감과 함께 수업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호

소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의 개발과 다양한 교수법의 적용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학생들의 음악발달단계 검사도구와 음악교육에 효

과적인 교수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들(Choi & Kang, 2016; Lee, 2013; 
Lee, 2018)과 맥을 같이하며, 중도․중복장애 학생들과 같이 의사 표현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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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

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수업보다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으며, 

수업목표를 방해하는 주요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학급 내 개별화교육을 수업계획대로 실행하

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자신들이 세운 목표에 대해 스스로 비교적 낮

은 평가를 하였으나 학생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특수학교 음악교사로서 행복함

과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특수학교 음악교과 수업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음악교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 지지로 나타나는 행복감과 만족감이 효과

적인 음악교과 운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특수음악교사들이 

자신들의 음악수업에 대한 성취나 자신감에 낮은 자기평가를 하는 것은 ‘좋은 수업’에 대한 

스스로의 목표 기준에 따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좋은 수업의 의미는 개인, 사회, 문화 및 시

대에 따라 재해석되어 왔으며(Seo, 2004; Seo & Yoo, 2004), 사회․문화적 집단의 인식에 따

라 달리 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수업은 교실에 존재는 하지만 좋은 수업에 대한 정의나 

사회적 합의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Cho, Kim, & Kim, 2011).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특수교

육 음악교과의 좋은 수업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또한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특수학교 음악교과에 있어서 치료적 접근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교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치료를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방해요소와 지원요구를 결과로 도출하였다. 특수학교 음

악교사는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경험을 신체, 언어, 정서 영역에서 다양하게 시도하고 경험

하고 있었으며, 음악교과의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음악치료를 통해 나타나는 긍

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로 앞으로의 음악수업에도 음악치료적인 접근을 계획하고 싶다는 의

견을 나타냈다. 그리고 특수학교 음악교과 수업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의 반응변화를 발견하기

는 매우 힘들지만, 음악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치료적인 접근을 통한 신체운동능력, 언어능

력, 정서능력 등의 작은 변화를 발견하는 기쁨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는 중도․중복장애 학생

의 신체 자각과 운동,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그리고 개인적 정체성을 촉

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Ockelford와 동료들(200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음악수업

에서 같은 활동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음

악으로 공감하고 교류했다는 우리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합창이나 합

주를 했을 때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는 음악수업에서의 집단 음악치료적 접근이 비경쟁적인 

과정 속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줄 수 있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음악적 관

계와 대인 관계적 상호 교류를 통해서 작은 사회적 구조로 기능하게 된다(Morgenstern, 1982)

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특수학교 음악교사는 효율적인 음악교과 운영을 위한 치료적 접근에 대한 방해요소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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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요구를 몇몇 학교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고들이 교사들의 적극적인 치료적 접근을 위축시키고, 학습자보다 안전을 우선시 하는 

수업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안전위주의 방어적 수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음악수업 운영을 위해 음악치료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자신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료전문가나 음악치료적 접근과 관련된 치

료사들에게서 실질적인 방법들을 연수받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이 자율

적으로 교사연구모임이나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학생들을 위해 효과적인 음악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음악치료적인 다양한 지식과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의 경우, 특히 교육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교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교

육내용이나 방법들에 대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특수성 때문에 교사의 능력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Seo, 2008).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이 있지만, 특히 정보의 급증으로 인한 동료 교사 간 전문적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Mercer & Mercer, 2005; Pugach & Johnson, 1990). 또한 특수학교 관리자들의 인식과 

학교환경에 따라 음악교과 운영 시에 치료적 접근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사들의 과중

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효율적인 음악치료적 접근을 위해 음악수업 시 학생들의 운동능력, 언

어능력 등에 따라 수준별 학급을 재배치해서 수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집중적으

로 음악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집중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방해

가 되지 않게 이원배치해서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Nordoff와 Robbins(2011)는 음악활동에서 아동이 얻는 행복, 흥미, 자율성, 그리고 자신감 

등이 음악치료에서 기본이 되는 정서적인, 신체적인 모든 발달요소들과 관련이 있으며, 신체

장애 학생들이 활발한 음악활동에서 느끼는 생명력과 따뜻함이 표현, 참여, 혹은 발견 등 자

신의 몸에 대한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을 생성하고 자극하면서 신체에 대한 치료적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음악교과는 효율적

인 음악치료적 접근과 더불어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음악교육이 되어

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실제적 정당성(practical justification)은 이 연구가 실제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이며, 사회적 정당성(social justification)은 이 연구가 이론적 이해를 

확장하거나 사회적으로 좀 더 정의로운 상황을 만드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다(Clandinin, 2015). 따라서 본 연구가 특수학교 음악교육의 음악치료적인 운영방향과 효

율적 운영을 위한 실제적인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로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경험을 알아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상호 주관성을 가지는 

상황들에 대해 논의하고, 특수학교 음악교육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 대안 

및 자료를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례와 경험을 포함하지 못했음에 한계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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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이루어질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학급유형에 따른 음악교과 운영에 있어서 치료적 접근을 포

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통합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도안을 마련하고 공

유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학생의 장애특성에 따른 음악교과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음

악교과 수업 시 모델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

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제기된 효과적인 음악교과 운영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을 방해하는 요

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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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Teachers’ Perceptions of the Music Therapy 
Curriculum in Special Education Schools*

10)

Gu, Sin-Sil**, Hwang, Soo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better understand special education music 

teachers’ perceptions of their music curriculum.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seven special education music teachers. During the interview, four major 

themes and 14 sub-themes were identified. The main themes were the following: (a) types of 
applied activities and the goals of music classes (e.g., activities to be appli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ility and intended outcome), (b) difficulty in 
implementing the music curriculum (e.g., lack of fit between textbook and students’ 

chronological ages, lack of time and focus, self-evaluation of performance as a music teacher, 
(c) therapeutic experiences during music classes (e.g., expectation for positive effects through 

music therapy, joy of witnessing changes in students, and sense of togetherness), and (d) 
obstacles to the therapeutic approach of music classes and need for support (e.g.,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regarding therapeutic approaches and problems with administrators and 
school environment). Based on these results,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music therapy 

approach as part of the music curriculum in special education schools are discussed and 
practical solutions for educators are offered.

Keywords : special education schools, music curriculum, music therapy, special education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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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내용

구분 질문내용

음악교과의 

운영

1. 현재 선생님의 음악수업은 주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2. 음악수업에서 선생님의 목표는 무엇이며,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3. 수업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악교과의 

음악치료적 

접근

4. 음악수업의 치료적 효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나요?

5. 음악수업의 치료적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6. 음악수업의 치료적 목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요소는 무엇입니까?

7. 음악수업의 효과적인 치료적 실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Appendix 2> 코딩 범주

대주제 하위주제

음악교과 수업의 

목표와 형태

∙장애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수업

∙악기 한 가지 연주하기, 노래 한곡 부를 수 있기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음악시간

∙공감과 미적 성취감

음악교과 수업

운영의 어려움

∙생활연령에 맞지 않는 음악교과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고요함 

∙물리적, 심리적 시간의 부족

∙음악교사로서의 자기평가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경험

∙음악치료를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

∙변화를 발견하는 기쁨

∙함께하는 우리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방해요소와 

지원요구

∙안전위주의 방어적 수업

∙치료적 접근을 위한 전문지식의 부족

∙관리자와 학교환경의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