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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음악활동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음악활동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지적장애 아동이 포함된 초등 5-6학년 학급을 프로그램의 대상

으로 설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실행 가능한 12회기의 프로그램을 지도안 형식으로 개

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교사전문가 집단에게 2회의 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전문가들

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

정서적 역량 증진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음악활동 프로그램의 모형 및 구성과 다양

한 활동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통합교육현장에서 음악활동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준다. 개발된 음

악활동 프로그램은 통합학급 아동들의 사회적, 정서적 역량 증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며, 장애-비장애 아동 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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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은 장애를 가진 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는 것을 의미하며, 오늘날 장애 학생의 교육적 배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반면, 일반교육환경으로 배치하는 물리적 

통합에만 중점을 둔 통합교육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사회적 

관계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Kim, Lee, Lee, & Choi, 2001). 이에 따라 통합교육

의 여러 개념 중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둔 사회적 통합은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통합은 장애 학생이 또래에게 학급의 일원으로 수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Kim & Bang, 2015). Koster와 연구진들(2009)은 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139편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한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적 참여를 포함한 사회

적 통합의 개념에서 4가지 문제를 ‘우정/관계’, ‘접촉/상호작용’, ‘장애 학생의 인식’, ‘학급 친

구들의 수용’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장애 학생의 사회적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우정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이 긍정적인 상호작

용을 할 수 있고, 장애 학생은 통합학급에 있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며, 비장애 

학생들은 장애 학생을 자신의 학급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 학생

과 비장애 학생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즉 사회정서적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 Learning, 

이하 SEL)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Hong & Park, 2014). SEL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 및 조절 능력, 타인의 관점에 대한 이해력, 다양한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정서적 역

량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ayton et al., 2000). 사회

정서적 역량이란, 자신의 정서와 강점‧약점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인식’, 자신의 정서

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인 ‘자기관리’,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인 ‘사회적 

인식’,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인 ‘관계관리’, 타인과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

하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으로 구분되며, SEL은 이를 중심으로 계획 및 실시된다(Merrell & 
Gueldner, 2011). 이러한 사회정서적 역량은 ‘자기-타인’ 차원과 ‘관리-인식’ 차원을 교차하여 

네 가지 사회정서적 능력으로 구성되며, 네 가지 사회정서적 능력을 활용하여 마지막 책임 있

는 의사결정능력을 구성할 수 있다(Shin et al., 2019).
SEL 프로그램 213개의 연구 결과를 메타 분석한 결과, SEL이 학생들의 협동심과 갈등해결, 

정서조절능력과 자기존중감, 소속감,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Durlak, Weissberg, Dymnicki, Taylor, & Schellinger, 2011), 이러한 SEL은 장애 학생이 포함된 

집단에서 실행하였을 때에도, 장애 학생의 정서인식과 사회정서적 역량 증진 및 또래관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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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Hong & Park, 2014; Nam & Park, 2019). 따라

서, SEL 프로그램의 효과는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에서도 사회정서적 

역량 증진을 통한 개인인식 및 대인관계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감상, 가창, 연주로 구분되는 음악활동은 장애 학생을 포함한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정

서적 역량 증진을 위한 치료교육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SEL의 매체가 될 수 있다(Chong, 
2011; Kim, Park, Otoonbayar, & Cheon, 201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상활동과 가창활동을 

통해 초등학생의 정서적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연주활동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감소와 자아존중감 증진 등 정서적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이 보고되었다(Kim & 
Song, 2017; Suh, 2017). 특히 연주활동의 경우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임이 보

고되었는데(Won, 2020), 이는 인지 과정에 어려움을 보이는 장애 아동에게 있어 악기연주활

동이 제공하는 다감각적 피드백과 집단 음악활동을 통한 사회적 경험이 장애 아동의 동기 

형성, 자기표현, 상호작용, 사회성 증진 과정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음악활동이 장애 학생이 속한 집단을 대상으로 SEL을 실시할 때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

음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 아동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초등학교 통합학급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행할 수 있는 SEL 기반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통합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SEL 기반 음악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을 통해 장애-비장애 아동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1. 장애-비장애 아동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정서학습(SEL) 기반 음악활동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2. 장애-비장애 아동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정서학습(SEL) 기반 음악활동 프로그램의 

편성과 내용은 타당한가?

Ⅱ. 연구 방법

1. 프로그램의 목적 및 대상자 설정

본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 학생을 포함한 통합학급 학생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

는 것으로, 목적 성취를 위해 통합학급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 증진을 장기목표로 설정하

였다. 이를 위해 비교과 수업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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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대상은 장애 아동이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초등학교에 재학 중

인 5-6학년 통합학급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특히 고학년의 경우 현행 교육과정 교육편제상 

장애 학생이 가장 많이 통합되고 있는 예체능 교과의 시수가 24.1%로 줄어듦에 따라 물리적 

통합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고자 함이다(Seung, 2012). 또한, 통합

된 장애 학생의 유형은 지적장애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지적장애가 통합된 장애 학생의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통합교육 지원프로그램의 필요가 큰 그룹임을 고려한 것이

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교사는 음악치료 및 음악교육을 전공하

였거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어 음악활용에 능숙한 교사로 설정하였다.

2. 프로그램의 개발

1) 고찰 단계

고찰 단계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음악활

동을 추출한 후,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구성틀을 설정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선행연구 분

석은 기존의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과 초등학생 대상 SEL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목적은 기존 SEL 프로그램의 주 구성요소가 사회정서적 역량으로만 구성된 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접목하여 장애-비장애 아동이 통합된 대상자의 특수성에 

더 적합한 구성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구성요소 추출을 위해 선정된 논문은 2010-2019년 KCI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으로 

장애-비장애 아동의 사회적 통합의 핵심문제와 관련된 종속변인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구성요

소가 명시된 논문 9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EL 프로그램 9편이다. 선행연구분석을 통

해 구성요소들을 확인한 후, ‘자기-타인’의 차원과 ‘인식-관리’의 차원을 교차하여 구성된 네 

가지 영역과 종합 영역으로 구성요소들을 분류하였다. 공통된 차원에 놓인 구성요소들에서 공

통되거나 대표되는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는데, ‘자기존중, 자기표현의 이해’, ‘자기관리기술, 자
기표현능력’, ‘다양성 존중, 경청, 공감’, ‘의사소통기술, 사회적 기술(관계형성 기술)’, ‘긍정적 

학급분위기, 갈등해결능력’으로 정리된다(Kim, 2020).
이후 음악활동 추출을 위해 선정된 음악활동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2010-2019년 KCI등재 

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으로, 이들 논문에서 SEL 기반 음악치료 및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논문은 초등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음악교육적 접근 7편, 음
악치료적 접근 2편이다. 문헌고찰을 통해 수집된 SEL 기반 음악활동은 ‘자기소개 노래하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연주로 표현‧해소하기’, ‘다른 친구의 강점을 가사로 한 음악 만들어 선물

하기’ 등 총 22개의 음악활동이 있다(Ki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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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추출된 구성요소와 음악활동을 토대로 프로그램 구성틀을 <Figure 1>
과 같이 설정하였다. ‘자기존중’의 구성요소의 경우, 자기(나) 차원과 인식(이해) 차원에 위치

하고 있으므로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용적(감상/가사중심) 음악활동이며 개인음악활동에 해

당되는 음악활동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의 음악활동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구

성요소에 대해 적절한 음악활동을 수집된 활동목록에서 선정하고 수정 보완하여 전체 프로그

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틀이 설정되었다.

2) 개발 단계

프로그램 개발은 프로그램의 단계 및 구성요소 설정, 회기 및 목표 설정, 목표에 상응하는 

음악적 행동 및 활동 배치로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단계는 ‘자기인식 및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적 기술증진’, ‘관계를 위한 의사결정’의 네 단계로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

정서학습의 5가지 내용 구성요소 중 자기인식과 자기관리를 통합하였는데, 이는 유사한 학년

의 통합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Hong & Park, 2014)에서 정서인식을 바탕으로 정서

관리와 자기관리에 초점을 두어 단계를 설정한 문헌조사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구성요소는 선행 프로그램 연구를 분석한 후,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과 SEL의 공통요소를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이에 결정된 구성요소는 자기인식 및 관리단계에서 자기 존중, 자기 표

현능력이며 사회적 인식단계에서는 타인존중이다. 관계적 기술단계에서는 관계형성기술을 구

성요소로 정하였으며,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서는 긍정적 학급 분위기를 단계의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음악활동의 회기 수는 각 구성요소가 충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3회 이상의 회기가 

설정되도록 하였으며, 통합학급을 대상으로 실행된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12회

기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여 12회기로 설정하였다. 결정된 회기에 따라 구성요소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 목표를 설정하였다. 설정된 회기별 목표는 <Table 1>과 같이 음악적 행동으로 변환

되었다. 음악적 행동은 고찰단계에서 추출된 음악활동을 통합학급이라는 대상군의 특성에 맞

게 수정ㆍ보완하여 설정되었다. 특히, 장애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복합적 음악활

동은 단순화하고, 악기연주 활동은 주로 타악기 위주로 수정하였으며, 음악만들기 활동은 주어

진 일부 구간에만 가사를 채우는 활동으로 단순화하였다. 이후, 각 회기 목표에 적합한 음악활

동을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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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bjectives and Target Non-musical and Musical Behaviors in Each Session

<표 1> 회기별 목표, 목표 행동 및 상응하는 음악적 행동

Component 

구성
요소

Sess
-ion

회기

Goals and target musical behaviors

회기별 목표 및 목표 음악 행동

Self-
respectㆍ
Self-
expression

자기
존중ㆍ
자기
표현 능력

1

ㆍStudents will explore one’s own attributes and identify their strengths
⇒ Creating lyrics on his/her strength and selecting an instrument that reflects his/her 
attributes

ㆍ학생들은 자신의 특성을 탐색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한다.
⇒ 자신의 강점을 가사로 만들고, 자신을 반영한 악기로 선택하기

2

ㆍStudents will understand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nd recognize their emotions
⇒ Listening musical pieces that express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nd recognizing 
one’s own emotions

ㆍ학생들은 긍정과 부정의 정서를 살펴보고 자신의 정서를 인식한다.
⇒ 긍정과 부정의 정서를 나타내는 음악을 감상하고, 자신의 정서 인식하기

3

ㆍStudents will express their stress-related feelings in an appropriate way
⇒ Playing percussion instruments to express his/her stress-related feelings

ㆍ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스트레스에 대한 표현을 타악기로 연주하기

Respect for 
others

타인
존중

4

ㆍStudents will look into their friends’ attributes and identify their strengths
⇒ Listening to the song that his/her friend creates on his/her own attributes, and 
identifying the friend’s strengths from the song

ㆍ학생들은 다른 친구의 특성을 살펴보고 강점을 발견한다.
⇒ 다른 친구의 자기소개 노래를 감상하고 가사에서 친구의 강점 찾기

5

ㆍStudents will listen to their friends carefully and recognize emotions expressed by them 
⇒ Listening to his/her friend’s playing and recognizing emotions expressed from the 
playing

ㆍ학생들은 다른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친구의 감정을 인식한다.
⇒ 타인의 연주를 경청하고, 표현하는 감정 인식하기 

6

ㆍStudents will show their respect for diversity between them and their friends
⇒ Creating lyrics on others’ individuality and strengths

ㆍ학생들은 다른 친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표현을 할 수 있다.
⇒ 타인의 개성과 강점을 가사로 만들어 노래로 표현하기

Relation-
ship skills

관계 형성 
기술

7

ㆍStudents will understand the way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their friends
⇒ Listening to and understanding the lyrics on how to make friends

ㆍ학생들은 친구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관계 형성 방법과 관련된 노래를 감상하고 가사 내용 이해하기

8

ㆍStudents will show an attitude to accept others’ opinions different their own
⇒ Following others’ opinion on music in group music activities

ㆍ학생들은 나와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 그룹 음악활동에서 타인이 제시한 음악적 의견에 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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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표 1> 계속

Component 

구성
요소

Sess
-ion

회기

Goals and target musical behaviors

회기별 목표 및 목표 음악 행동

Relation-
ship skills 

관계 형성 
기술

9 

ㆍStudents will show empathic responses and then express their opinions
⇒ Participating in call-and-response group playing (taking a turn of playing with his/her 
group after playing in response to other group’s playing) 

ㆍ학생들은 다른 친구의 의견에 공감의 표현을 한 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 다른 모둠의 리듬을 듣고 응답연주를 한 후, 자기 모둠의 리듬 연주하기

Positive 
class 
climate

긍정적
학급
분위기

10

ㆍStudents will search for the way to avoid conflict with peers
⇒ Creating lyrics on the rules needed for avoiding conflict with peers

ㆍ학생들은 친구 관계에서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을 탐색한다.
⇒ 친구와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할 규칙을 가사로 만들기

11

ㆍStudents will cooperatively participate in group activities
⇒ Participating in group music activities by taking his/her own role in music

ㆍ학생들은 학급의 단체활동에 협동적인 태도로 참여한다.
⇒ 자신의 음악적 역할을 준수하여 대집단 음악활동에 참여하기

12

ㆍStudents will make a decision on the class issues through discussion with classmates and 
follow the decision
⇒ Making a decision on the role of each member in music and perform the music task 
by taking his/her own role in it

ㆍ학생들은 학급의 결정사항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다.
⇒ 구성원의 음악적 역할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정해진 역할을 준수하여 대집단 음악활동 
수행하기

3.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SEL 기반 음악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4명의 전

문가를 선정하여 두 차례의 검증을 의뢰하였다. 전문가집단을 선정한 조건은 첫째, 학교 현장

에서 근무하는 초등특수교사와 일반초등교사로 음악치료, 음악교육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

으며, 둘째, 초등학교 통합교육 현장 지도 경력이 있으며, 셋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였다. 이
에 따라 전문가 선정 분야를 초등특수교사/일반초등교사 및 음악치료사 자격 취득자/음악 관

련 교육프로그램 연구 경험자로 구분하여 4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사용된 문항지는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집단 동아리의 인성과 창의성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Park, 2012)에서 사용된 전문가 타당도 검증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목표 적합성에 대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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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타당도 평

정 결과는 평가 문항별로 전문가집단의 평균을 산출하여 1차 검증결과와 2차 검증결과를 비교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세부적 회기에 대한 세부 검토 및 수정 제안 내용 및 프로그램 전체

에 대한 종합적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프로그램의 실제

1) 프로그램의 구성

본 프로그램의 전반적 구성은 <Table 2>와 같다. 본 프로그램은 4단계 12회기로 구성되었으

며, 각 단계를 구성하는 회기는 구성요소 성취 및 선행연구의 회기 수를 고려하여 각 3회기로 

세분화했다. 각 회기는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반영하여 40분 수업으로 구성하였으나, 12회기는 

파트별 연습이 필요한 합창활동이라는 특성상 블록타임으로 설정하여 80분간 진행되는 회기로 

구성하였다. 회기별 활동들은 학교현장에서 활용에 용이하도록 교수-학습 지도안의 틀을 참고

하여 도입, 전개, 정리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교사와 학생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Table 2> Construction of the Program

<표 2> 프로그램의 구성

Stage/Type

단계/활동형태

Intervention 
component

구성요소

Music activity

음악활동

Self-recognition and 
management/
Individual task
(Sessions 1-3)

자기인식 및 관리/
개인음악활동
(1-3회기)

Self-respect,
self-management

자기존중, 
자기표현능력

ㆍCreating a song on introduction of himself/herself
ㆍPlaying with an instrument that reflects his/her own attributes

ㆍ자기소개 노래 만들기
ㆍ자신을 반영하는 악기를 선택하여 연주하기

ㆍSelecting music that reflects his/her emotion among the musical 
pieces that he/she listened to

ㆍExpressing his/her emotions by playing instruments after listening to 
music that expresses specific emotions

ㆍ음악감상 후 자기정서를 나타내는 음악을 선택하기
ㆍ음악감상 후 자신의 감정을 악기로 표현하기

ㆍPlaying stress-related feelings with percussion instruments

ㆍ스트레스를 타악기 연주로 표현 및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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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표 2> 계속

Stage/Type

단계/활동형태

Intervention 
component

구성요소

Music activity

음악활동

Social awareness/
Paired task 
(Sessions 4-6)

사회적 인식/
짝음악활동
(4-6회기)

Respect for 
others

타인존중

ㆍIdentifying the partner’s strength from the song that he/she introduces 
himself/herself with 

ㆍSinging the song of the partner and playing the instrument that the 
partner selects

ㆍ짝 친구의 자기소개 노래를 듣고 친구의 강점 찾기
ㆍ짝 친구의 자기소개 노래를 노래하고, 짝의 악기로 연주하기

ㆍImitate the playing thorough which the partner expresses his/her 
emotions related to the script on a specific situation

ㆍRecognizing the emotion of the partner expressed by instrument playing

ㆍ상황 카드를 보고 친구의 감정연주 모방하기
ㆍ친구의 연주를 듣고 친구가 표현한 감정 알아보기

ㆍGive a friend in a class a song that writes about the friend’s own 
attributes and strengths

ㆍ학급 친구 고유의 개성과 강점을 가사로 하는 노래를 만들어 노래 선물하기

Relationship skills 
development/
Small group task
(Sessions 7-9)

관계적 기술증진/
모둠음악활동
(7-9회기)

Relationship
skills

관계 형성
기술

ㆍListening to a song with lyrics about making friends
ㆍSinging a song in relays with group members after drawing with music

ㆍ친구와 관계를 형성하는 메시지의 노래 감상하기
ㆍ노래 그림 그리기 후 모둠끼리 릴레이 노래 부르기 

ㆍFollowing a group member’s lead to determine melody, tempo, and other 
musical elements while playing the identical rhythm patterns together 
with the group 

ㆍ모둠원 중 한 명이 제시한 선율, 빠르기 및 음악적 역할을 따라 동일한 리듬꼴 
연주하기

ㆍCreating rhythm patterns for the group after discussion with group members
ㆍPlaying rhythms in a call-and-response pattern 

ㆍ모둠원의 의견을 수합하여 모둠의 리듬꼴 만들기
ㆍ리듬 대화 주고받기

Decision making for 
relationship/
Large group task
(Sessions 10-12)

관계를 위한 의사
결정단계/
학급음악활동
(10-12회기)

Positive 
class climate

긍정적
학급
분위기

ㆍCreating lyrics on the rules for maintaining peer relationship with group 
members

ㆍ모둠별로 함께 또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가사로 만들어 발표하기

ㆍGroup tonechime playing (playing a single tone at his/her turn)

ㆍ톤차임 합주하기(학생별로 톤차임 단음을 나눠 갖고, 선율에서 자신의 음이 나올 
때 연주하기)

ㆍDeciding how to perform the choir through group discussion 
ㆍPracticing and performing a choir with each member taking a different 

part

ㆍ학급구성원의 회의를 통해 합창 파트 결정하기
ㆍ자신의 음악적 역할을 준수하여 연습 및 합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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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지도안

프로그램은 총 12회기의 지도안으로 구성되었으나, 본문에서는 사회적 인식 단계 중 타인 

존중을 표현하는 목표를 위해 노래만들기 활동으로 구성된 6회기의 지도안을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전체의 지도안 및 활동자료는 Kim(2020)에 제시되어 있다.

2. 타당도 검증결과

전문가별 타당도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특수교사 2명은 본 프로그램에 대해 1차 검증 

시 4.4점을 배점하였고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에 대한 2차 검증에서는 4.7점을 배점하였다. 1
차 검증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받은 문항은 자료준비와 관련된 문항이었고, 가장 낮은 배점을 

받은 문항은 대상자의 수준과 흥미 반영, 활동의 구조화, 목적 성취 가능성과 관련된 문항이었

으나, 2차 검증 시 수정, 보완을 통해 점수가 상승되었다. 일반초등교사 2명은 1차 검증 시 4.3
점을 배점하였고, 2차 검증 시 4.8점을 배점하였다. 1차 검증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받은 문항

은 자료준비, 모형의 구성, 회기 구성과 관련된 문항이었고, 대상자의 수준 반영 및 활동의 구

조화와 관련된 문항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프로그램

의 2차 검증 점수가 향상되어 타당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초등특수교사의 경우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으

로 적용 가능한 활동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장애 학생이 동등하게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일부 활동에서 장애 학생 목표성취를 위해 활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수정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여, 장애 학생을 위해 수정된 활

동자료를 제시하였다(Kim, 2020). 일반초등교사의 의견은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의견에서는 일

부활동의 난이도 조절 및 장애 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과 회

기 내 활동별 시간배당 제시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에 수정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여 최종프

로그램은 활동별 장애 학생 지원방안 안내 및 유의점에 상세히 제시하였고, 회기 내 활동배당

을 제시하도록 수정하였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사회정서적 역량 

증진을 통해 장애-비장애 아동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음악활동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

시하였다. 본 모형은 다양한 음악활동이 제공하는 다감각적 피드백과 개인-집단으로 확장되는 

음악활동의 형태가 개인-타인 및 인식-관리의 차원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통합의 요인에 영향



94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제17권 제2호

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모형은 음악활동이 사회정서

적 역량 증진과 사회적 통합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에 대한 음악적 행동 제시를 통해, 교육 활동에서 비음악적 목

표를 음악활동으로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구조화된 음악활동이 음악적 기술 증

진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능력 증진과 같은 비음악적 목표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며(Cho, 2015; Kim et al., 2019; Suh, 2017), 장애이해교육에서의 음

악활동의 효과성을 보여준다.
셋째, 통합학급의 장애-비장애 아동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음악활동과 다양한 

활동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이 장애 아동을 동등한 구성원으

로 표현하기보다는 배려의 대상으로만 묘사하여 오히려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점(Kim, 2014)을 본 프로그램이 보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본 프로그램은 통합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타당도 검증을 받음으로

써 학교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 프로그램이다. 교사 전문가집단이 평가한 본 

프로그램의 항목은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과 내용의 목표 적합성으로, 이는 본 프로그램의 학

교현장 활용 적합성과 내용의 타당성과 관련된 항목이다. 이러한 항목을 실제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평가받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대상자 특성, 수준, 
시간적 여건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고 사회적 통합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섯째, 타당도 검증 시 전체 전문가에게 1, 2차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점 받은 항목은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충분한 제시’ 항목이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매 회기에 필요

한 활동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악보와 활동지를 제시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가 통합학급을 위해 수정된 활동자료를 필요로 하는 현장

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교육을 위한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용된 음악에 대한 자료(악보)와 장애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

하여 수정된 활동자료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문가에 의한 타당도 검증까지 

연구의 범위가 제한되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할 시에는 예비연구를 통해 본 프

로그램이 실제 대상 학생들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이 정서교육 및 

장애이해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12차시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하며,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악기를 미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악기는 초등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악기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2회기와 같은 경우 

다양한 악기가 필요하므로 해당 악기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유사한 소리의 악기를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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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환경구성의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활동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악치료 및 음악교육

을 전공하였거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어 음악활용에 능숙한 교사를 실행자로 제한하였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사 및 초등특수교사 양성과정은 교과 과목별로 구분되어 양성되지 않

아, 수업 중 음악활용이 능숙한 교원의 수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초등 및 초등특수교사들의 음악적 역량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교사들이 현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장애 아동의 장애 정도와 유형을 경도 및 중등도의 

지적장애로 설정하였다.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의 장애 정도와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장애 유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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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emotional Learning-Based Music Program 
Development for Social Inclusion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

Kim, Eun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music program based on 
social-emotional learning (SEL) to facilitate social inclusion between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studying together in inclusive classes. For program development, the literature on 
social inclusion programs and SEL programs were analyzed. Program components were extract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based on the review activities were also selected. The participants 
were fifth- and six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cluding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the program was implemented over 12 sessions during the students’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y class. The validity of the program was evaluated by teachers and the 
specified program contents were modified and finalized reflecting the professionals’ 
recommendations. This study supports that SEL-based music program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inclusive education. The developed music program is also expected to improve the social and 
emotional capacity of children in inclusive classrooms and to increase the social inclusion 
between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Keywords: inclusive education, social inclusio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music program 
development,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is article was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2020).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Special Education Teacher, Seoul Sangwol Elementary School  
(eunaeful@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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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프로그램 6회기 지도안

사회적 통합을 위한 SEL기반 음악활동 프로그램 6회기 지도안

목적 장애-비장애 아동의 사회적 통합 장기목표 사회정서적 역량 증진

단계

□ 1. 자기인식 및 관리단계
□∨  2. 사회적 인식단계
□ 3. 관계적 기술 증진 단계
□ 4. 관계를 위한 의사결정 단계

구성요소 타인존중

대상
초 5-6학년 통합학급 1개 반

(지적장애 아동 1명 포함 약 20명)

활동명 다르니까 소중해 활동형태 짝음악활동 시간 40분

회기
목표

목표 학생들은 다른 친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표현을 할 수 있다.

음악
행동

타인의 개성과 강점을 가사로 만들어 노래로 표현하기

자료
음악

곡
인사노래, 마침노래(김은애 작사/곡), 다르니까 소중해(김은애 작사/이윤솔 작곡) 
(Kim, 2020)

악기 기타

비음악 가사지(포스트잇), 가사 카드, 라벨지(장애 아동 추가 지원 필요 시)

환경구성
학생들은 2명씩 함께 앉으며 모둠별로 분단을 구성하여 앉는다. 교실 앞에는 책상 3개가 
있고 그 위에 리듬악기들이 놓여있다.

장애 아동 
지원방안

[활동1] 장애 아동은 수업 시작 전 쉬는 시간에 미리 짝에 대한 생각을 묻고, 가사에 작성
될 내용을 교사가 적어둔 뒤, 내용을 보고 따라 쓸 수 있도록 한다.

활동
단계

프로그램 내용
 자료
 유의점

도입

전개

▣ 인사 및 학습문제 제시하기 (3분)
1) 교사와 주고받는 구조로 인사노래하기
2) 자신의 짝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노래 하기
3) 학습문제 제시하기

- ‘다른 친구의 개성과 좋은 점을 노래로 표현해 보자’

▣ 활동1: 다양한 친구의 장점을 가사로 만들기 (10분)
1) 활동곡 ‘다르니까 소중해’ 부르기

- 선생님이 먼저 한번 부르고, 한 소절씩 따라 부르며 배워봅시다.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를 선창한다.)

2) 친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을 가사로 만들기
- 노래 가사에 선생님이 ‘다르니까 소중해, 너는 정말 최고야’로 부른 부

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의 가사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 (장애 아동을 지목하며) 우리 OO만 가지고 있는 개성과 좋은점은 무엇

이었죠? 지난 시간에 OO이 짝을 했던 친구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기타

 기타, PPT화면

 가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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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계속

활동
단계

프로그램 내용
 자료
 유의점

정리

- (학생의 대답 예시: ‘OO이는 항상 잘 웃고, 노래를 크게 잘 불러요.’)
- OO이는 항상 잘 웃는 친구죠. 그러면 ‘너는 웃음이 멋져, 너는 씩씩

하게 노래해’ 하고 가사를 만들면 됩니다.
- 내가 지금까지 알아본 내 짝의 개성, 좋은점을 가사를 만들어 주세요.

3) 만든 가사를 가사 카드에 적기
- 가사 카드에 짝의 강점을 적은 내 노래를 예쁜 글씨로 적어보겠습니다.

▣ 활동2: ‘다르니까 소중해’ 노래 가사 선물하기 (25분)
1) 가사 카드를 칠판에 부착하고 모두 함께 감상하기

- 짝 끼리 한 팀씩 나와서 짝의 개성과 좋은점을 적은 가사를 칠판의 
하트 모양안에 붙여보겠습니다.

- (모두의 가사지가 다 부착된 후) 이제 모두 한줄로 서서 칠판에 있는 
우리반 친구들 전체의 가사 카드의 내용을 감상해보겠습니다.

- (기타로 활동 곡을 연주 한다.)
2) 학생들이 만든 가사대로 노래 부르고 가사 선물하기

- 이제 짝끼리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 칠판에 있는 가사 카드를 떼어서 서로에게 노래 부른 후, 가사 카드

를 선물하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 (짝끼리 나와서 자신이 만든 가사의 노래를 부르고, 짝에게 가사 카드

를 선물한다.) 
3) 소감 나누기

- 우리 반 친구들의 다양한 장점들을 노래 만들고 선물하니 어땠나요? 
- 어떤 점이 좋았는지,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말해볼까요?

4) 강화 및 활동 정리

▣ 마침 노래 후 세션 종료 (2분)

 장애 아동은 
수업 시작 전 
쉬는 시간에 미리 
짝에 대한 생각을 
묻고, 가사에 
작성될 내용을 
교사가 적어둔 
뒤, 내용을 보고 
따라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타

활동 논거

본 활동은 다른 친구의 다양한 특성에서 강점을 찾아 이를 노래로 만드는 노래 만들기 활동으로 구성되
었다. 노래 만들기(Song writing)를 활동에서 만들어진 가사는 변화된 학생들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Baker, Wigram, Stott, & McFerran, 2008). 따라서 친구의 강점을 찾고 이를 노래
로 만드는 활동은 학생들이 다른 친구에 대해 느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확인시켜 주며, 이를 행동으
로 표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노래 만들기를 통해 비장애 아동이 장애 아동의 특성을 개성과 강점으
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타인 존중에 대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