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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on the; social adjustment, 

self-image, and emotional adjustment,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I participated in this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with 7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for 3 days a week for 6 weeks(including holidays), and each 

session was 50 minutes long.

The evaluation form of this study is a social-emotional development measurement sheet of Meadow-Kendall, which the 

children’s teacher distributed to the children both pre- and post-examination. With these results, the researcher carried out 

Window SPSS 19 Version and searched for the experiment’s effect of measurement cause (I am not sure what this means.) 

through paired t-test to identify the experiment’s effects (social adjustment, self-image, emotional adjustment) as a result of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This study arrived at the following 

conclusions.

Frist, after I participated in the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the result of the comparisons of the pre-to-post 

average for social adjustment show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the 0.01 standard.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adjustment of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Second, after I participated in the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the result of the comparisons of the pre-to-post 

average forself-image development show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the 0.01 standard. Therefore, the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elf-image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Third, after 

I participated in the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the result of the comparisons of the pre-to-post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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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motional adjustment show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the 0.01 standard. Therefore, the group music therapy 

using the traditional dru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motional adjustment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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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Key Words) : 통 북을 활용한 음악 치료(group music therapy with traditional drum), 사회 응(social-adjustment), 자아상

(self-conception), 정서 응(emosion-adjustment)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청각장애는 다른 장애와는 달리 쉽게 에 띄지 않으므로 

‘숨은 장애’라고 표 되기도 한다. 청각의 손실로 인하여 듣

고, 말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아는 외모 으로는 건청 아동들

과 구분되지 않지만, 다른 장애 역의 아동보다 정서  문

제  심리 인 불안감을 많이 나타내며 사회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Lee, 1989). 

인간은 태어나기 부터 태 에서 소리를 듣기 시작하여 

혼수상태에서도 청각은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아는 태 에서부터 소리자극에 한 불리한 

수용 경험으로 건청 아동과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옹알이에 

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며 자라게 된다. 이 게 청력손실을 

갖고 자란 청각장애아들은 부가 인 언어 결함 때문에 자기

표 에서 제한된 경험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

지하고 이해함에 있어 결과 으로 지체를 갖게 된다(Lee et 

al., 2009).

청각장애아의 행동특성으로 Levine(1981)은 ‘자기 심성, 

충동성, 피 암시성’이라 하 고, Lewis(1979)는 ‘자각의 미

숙, 자기 심 , 자기 확신의 부족, 주도성의 부족, 고집스러

움’등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청각장애아의 행동특성들

은 청각장애아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

라 래와 상호작용 기회가 고 제한된 의사소통 능력 때문

에 미성숙한 사회행동을 보이며, 사회인지 능력의 결여와 사

회  규범을 학습하는데 곤란을 겪는다(Eu et al., 2010).

최근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청각장애아는 상

으로 건청 아동에 비해 더욱 고립되고 소외됨에 따라 개

인  는 사회  외  자극에 한 처능력의 하와 장 

의존  특성 등이 나타나면서 학교생활의 응능력뿐만 아

니라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부 응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Choi, 1997).

Meadow-Orleans(1985)는 흔히 청각장애인들이 망감, 

움츠림, 소외감을 표 한다고 말하 다. 한 시각  단서의 

의존도가 높은 청각장애인들은 건청인들의 얼굴, 입술, 손, 

몸짓 사용 등을 응시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청각장애인들이 

무례하다고 생각되므로 더욱 고립될 수 있다. 즉 청각장애는 

의사소통 문제를 야기하고, 의사소통 문제는 사회․행동  

어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다(Lee et al., 2009). 따라서 청각장

애아에게 사회  인지 능력을 길러 주어 상황에 맞는 처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켜 상호작

용의 기회가 증 되도록 해주어야 하며, 교육과 의사소통 환

경, 상호작용 환경을 최 한 제공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을 향

상시키게 해주어야 한다(Paul & Jackson, 1993).

이처럼 청각장애아의 사회  학교생활 응이 요한 의

미를 지닌 문제 으로 제기되고 한 사회․정서발달이 

성공 인 지역사회 통합의 조건이 된다고 하 으며 청각장

애아에 한 연구로 언어와 청능 훈련, 의사소통의 효과 연

구가 있다.

국내에서 청각장애아를 상으로 사회․정서발달과 련

된 선행연구로는 Lee(2006), Song(2005), Lee(2005)의 게임

놀이, 집단놀이 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크 이션 활동, 스

포츠 활동,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사회성  사회․정서발달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와 Sohn(2003)의 ‘청각장애 학

생의 사회․정서  발달에 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 

Seo(2001)의 ‘청각장애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에 한 연

구’등이 있다.

최근에는 미술, 음악, 무용 등의 비언어  표  수단을 교

육  혹은 심리 치료  매개로 용하는 연구들이 언어 표

에 제한 인 청각장애아의 정서  안정과 인  성장에 

하여 심을 보이고 있다(Kim & Jang, 2008).

청각장애아를 상으로 음악과 련된 국내의 선행연구

로는 Kim(1994)의 ‘청각장애아의 음악지도에 한 소고’, 

Chung(2010)의 ‘음악지각훈련 로그램이 인공와우 착용 아

동의 음악지각에 미치는 효과’, Heo(2010)의 ‘음악활동 수

행에 있어 청각장애아와 복장애아의 수행능력 비교연구’, 

Chung(2008)의 ‘인공 와우 이식 아동의 언어 향상에 한 

사례연구’, Park(2005)의 ‘짝 집단 음악활동이 청각장애아동

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사례연구’, Lee(2011)의 ‘건청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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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학생의 정서지능과 음악정서지각 계 연구’, Lee

(2010)의 ‘인공와우와 보청기 착용 청각장애아동의 음정과 

리듬 지각에 한 비교 연구’등이 있다.

이처럼 국내의 연구에서 청각장애아를 상으로 사회․

정서발달 측면을 다룬 연구와 음악과 련된 연구가 다양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최근까지 음악치료를 

용하여 사회․정서발달을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

었고, 청각장애아에게 술  근으로 사회․정서발달을 

다룬 선행연구로는 미술치료와 동작/무용교육을 통한 연구

가 부분이었다.

Kim(1987)은 청각장애아의 반 이상이 음악을 좋아하

며, 음악이 청각장애아의 일상생활과 감정 변화에 도움을 주

고 실제 인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합한 도구임에 동의

하나, 청각장애아를 한 음악교육에 한 문성 결여가 심

각한 문제라고 지 하 고, Kim(2000)은 청각장애학교의 경

우 특수학교  음악수업 활동이 가장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음악이라는 과목이 청각  비 이 매우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 로그

램으로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제시하며, 청각장

애아를 한 사회․정서발달 연구의 심도를 높이고, 소리

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음악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 으로 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은 소리 술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아의 음악활동에 한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청각장애아도 정상 청력

을 가진 건청 아동과 마찬가지로 풍부하고 다양한 감각을 지

니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Edward(1975)는 청각장애아를 한 리듬연구에서 리듬

을 통하여 몸동작, 휴식, 발음, 말(언어)의 과정을 익힐 수 있

고, 청각장애아에게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건청 아동에게 음

악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요하다고 밝히며, 청각장애아

의 리듬감각을 증진시키고 소리의 즐거움을 인식시킬 수 있

는 다양한 로그램을 연구하 다. Michel(1976)은 청각장

애인을 한 음악치료에서 음악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진동

의 사용이 주의집 에 도움이 되고, 음악의 리드미컬한 박동

은 사회 인 계형성을 하는 데 효과 이라고 하 다.

청각장애아를 한 음악교육에서는 청각과 시각 이외에 

각, 진동감각 그리고 움직임을 통한 근육운동  감각훈련 

방법을 주로 이용하여 음악 안에서 음악의 리듬을 지각하고 

자신의 몸동작이나 수화를 통해서 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다면 음악치료가 효과 일 수 있다.

Kim(2004)은 북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오래된 악기  하

나로 그 소리는 공명과 울림 이 큰 퉁김의 소리 미학이 있

고, 음계가 없는 이 원시 인 타악기 북의 반복 인 소리는 

신명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고 하 다. Lee(2007)은 진동을 

이용한 북 연주는 스트 스 해소와 역동 인 에 지를 분출

하는 기능으로 말로 표 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의 내

인 심리를 표 시키고 자아의 힘을 키우는 효과 인 근방

법이라고 하 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각장애아를 한 사회․정서발달 

로그램으로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제시하며, 청

각장애아가 자신에 한 정 인 생각과 태도를 갖고 개인

의 욕구를 한 방법으로 표 하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서 타인과 조화로운 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

가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사회 응․자아상․정서

응)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

애아들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

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1-1]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

아의 사회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1-2]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

아의 자아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1-3]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

아의 정서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  배경

1. 청각장애아와 사회․정서발달 

1)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 특성

청각장애아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

에 한 미숙하고 과잉행동 인 반응을 보이며, 원만한 인

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자기 심 인 경향을 보인다(Moors, 

1978; Meadow, 1980). 한 청각장애아는 건청 아동에 비해 

정서 으로 불안정하고, 충동 이며, 혼돈된 자아개념을 가

지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Lee, 2006).

그런데 이러한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 특성은 청

각장애아의 행동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경

향성’일 뿐, 청각장애아가 고유하게 혹은 두드러지게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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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서발달의 형 (typial)특성이 특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청각장애이기 때문에 필연

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그 부분은 양육과 교육의 

과정에서 부모  가족들과 어떤 상호 계를 유지하며, 학교

에서 어떤 학습/학교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상

당히 극복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Kim et al., 2008).

이처럼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 특성은 사회  상

호작용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향을 받는다. 특히 언어의 습

득  발달 정도와 사회성 발달은 깊은 계가 있다. 언어의 

발달이 지체된 아동들은 사회  상호작용의 기회가 어지

며 그로 인하여 좌 감을 느끼기도 한다(Gu et al., 2004).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향은 비교  

최근에 와서 검토되기 시작하여 이에 련된 연구들이 그

게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 Erikson의 심리사회  발달단

계 이론은 청각장애가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향을 설

명하기 해 청각장애교육 분야에서도 Schlesinger and Ken-

nedy(1972) 등에 의해 청각장애아의 문제에 용되어 논의

되고 있다. 

2. 청각장애와 음악치료 

1) 사회․정서 응을 한 음악치료

음악치료는 사회  상호작용 기술을 연습하기 한 기회

를 제공하고, 리드미컬한 진동으로 많은 활동을 즐기게 하며 

음악  활동의 구조에 따라 지시된 수행을 할 때, 성공에 

한 인정이 강화되며, 안 하고 격려하는 환경에서 다른 사람

과 교류하는 정 인 경험은 괴 인 사회태도를 방할 

수 있다(Choi et al., 2009).

청각장애아는 음악치료에 참여하는 동안 자기 조 감과 

구체화된 감정 인 배출구를 얻게 되고, 말로 표 하기 힘들

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느낌들이 음악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비언어  행동 혹은 ‘몸짓 언어’ 등으로 드러나므로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Chung & Park 2009).

청각장애아는 미성숙한 행동이나 부정 인 행동으로 주

의 심을 끌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아동에게는 

청능 훈련, 언어이해능력, 사회  기술능력 향상을 한 치

료목표로 차례 지키기, 지시 따르기, 서로나 기, 동하여 

연주하기, 주의집 하기, 자기감정 표 하기 등으로 정한다

(Lee, 2010).

청각장애아에게 음악치료는 듣기 능력 외에도 사회 , 정

서 , 신체  성장을 꾀할 수 있으며 단순한 음악  리듬과 

련된 게임이나 신체활동을 통하여 응성과 자기표   

학습능률을 증진시켜 다(Kim, 2005). 음악치료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과 심의 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이 연주하지 않는 동안 자신의 부분을 연주함으로써 충동 

조 을 증진시킬 수 있고, 악기의 사용은 훈련과 통제를 학

습하기 한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며, 리더의 경험은 아동

의 통솔력을 기르도록 도와 다(Choi et al., 2009).

이처럼 음악치료의 경험은 성인과 아동의 교류뿐만 아니

라 구성원과의 교류 등 사회․정서 응에 도움이 되는 안정

이고 지속 인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 인 사회  교류는 

정 인 자아상과 많은 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 북을 활용하여 차례 지키며 북 연주하기, 지시 따르기, 

북 연주로 타인의 감정 공감하기, 동하여 북 연주하기, 주

의집 하기, 순발력 기르기, 타인을 배려하며 리듬 달하기, 

손짓신호로 지휘하기, 손짓과 몸짓표 으로 연주유도하기, 

북 이동하며 징검다리 연주하기 등 사회․정서 응을 한 

집단음악치료를 제시하 다.

2) 자아상을 한 음악치료

청력손실을 가진 아동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 상 다르게 보이는 문제 때문에 부정  피드백과 반응을 

받으며, 비교  낮은 자아상을 형성시킬 수 있다(Lee et al., 

2009).

Gaston(1968)은 음악이 비경쟁  성취를 허용하므로 안

정된 상황 속에서 자신에 한 바람직한 자아상을 갖도록 도

와 다고 하 고, Lathom(1980)은 자신이 집단에서 필요하

고 기여할 수 있으며 환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신에 

해 정 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 다고 하 다.

Sears(1968)는 음악은 성공 인 경험을 제공하고 다른 사

람들이 필요로 하는 느낌을 제공하고, 함께 참여하는 구성원

에 의해 자 심이 확 되는 기회와 더 나아가 음악을 통해 

자아를 각성시키며 감정의 정 인 배출구룰 제공한다고 

하 다.

음악치료에서 악기 사용은 특별한 기술 없이 성공 인 연

주가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경험은 구성원의 만족감을 높이

고 정 인 자아상 형성에 도움을 다(Boxill, 198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아에게 집단 구성원 속에서 

통 북을 활용한 성공 인 악기 연주, 노래 만들기, 자유즉

흥연주, 작은 발표회, 장단연주하기 등 정  자아상 형성

을 한 집단음악치료를 제시하 다.

3) 의사소통을 한 음악치료

청각장애아는 언어 지체 때문에 자기표 의 제한을 갖고 

있으며, 기 인 감정을 표 하는 정서 인 단어를 잘 이해

하지 못하여 자기이해 부족을 래하고 자신의 감정뿐만 아

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표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Paul & Jackson, 1993). 한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 지체 

때문에 의사소통을 지배하는 사회  규칙을 학습하기 어렵

게 되어, 래와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게 가지게 된다(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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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9).

청각 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한 음악치료에서는 

아동 자신의 소리를 생성하고 모방을 격려하는 소리의 요소

를 만들기 한 흥겨운 리듬과 음악  주 수의 체 인 스

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다. 음악은 정서 인 면을 의사소통하

기 한 수단으로 필요하고, 타악기는 의사소통을 한 유용

한 수단이 되어 다른 사람이 만드는 소리를 이해할 뿐만 아

니라, 느낌을 표 하기 해 소리를 만드는 것과 소리(혹은 

진동)에 반응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높은 강

도, 지속 인 시간, 각을 통해 지각될 수 있고 진동을 만들

어 내는 악기는 더욱 바람직하다(Choi et al.,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동이 크고 강한 리듬감으로 음악  

자극 요소가 달될 수 있는 통 북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북 연주로 표 하기, 타인의 북 연

주소리를 듣고 감정카드 찾아내기, 자신이 만들어 낸 리듬을 

북 연주로 표 하기, 타인에게 리듬 달하기 등의 활동을 

제시하 다. 이는 청각장애아에게 비언어 인 자기표 의 

기회와 정 인 성취감 경험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기회

와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환경을 제공하여 청각장애아의 사

회․정서발달에 향을 주고자 한다.

3. 통 북 활용과 집단음악치료

북은 꾸 새가 간단한 까닭으로 그 역사가 오래되고 세계 

어디에서나 그 발생을 볼 수 있으며 각 민족의 특성을 지니

며 발달해 왔다. 북은 곳과 쓰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사물놀이의 악기 가운데에서 북은 

가장 오래된 악기이다. 그 까닭은 청동기시  이 의 목축시

에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악기이기 때문이다(Choi, 

2001). 북의 기원은 원시음악과 한 계가 있다. 사냥을 

하고 집단 노동의 강화와 공동체의 결속을 해, 는 사

기진작과 종교  의식의 필요에 의해서 북이 기원했을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Kim, 2004).

북의 형태는 국에서 래되어 그 로 사용되는 형태와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량되어 발 된 형태로 나 어 볼 수 

있는데(Seong, 2003 Recite), 북을 제작할 때에는 통나무로 

된 오동나무나 미루나무의 앙부분을 내어 여기에 소가

죽이나 말가죽을 고 을 엮고 조여서 만든다. 이때 양 북

면을 잡아당기는  에 기를 넣어 을 팽팽하게 한다. 

이것은 북의 소리가 보다 알차게 나게 하기 해서 하는 조

치이다(National Gugak Center, 1998).

북은 소리와 문식에서 태양의 상징물이다. 모든 타악기는 

둥그런 모양이 기본 형태인데, 원은 로부터 가장 완 한 

형태로서 하늘이나 태양, 원 의 완 함과 신성함, 무한, 

원 등을 의미한다. 태양의 상징물인 북이 의기(儀器)로서 신

화와 종교 속에 들어가 신과의 소통언어로서 신비하고 

인 북소리를 하늘에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북의 문화인 

것이다. 즉, 북소리로 신의 뜻을 헤아리고 북소리로 자신의 

뜻을 신에게 하는 신비성을 부여하여 신과 사람을 소통시

키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Kim, 2004).

북은 시 에 따라 다양한 이름과 모습을 가진 많은 북이 

해지고 있으나 재 개량되어 보편 으로 연주되는 모듬

북은 1987년 앙 국악 악단 타악 연주자 던 김규형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국악 악으로 편성된 형태의 연주

에 기존의 통 타악기인 장구나 북장단만으로 효과를 내기

가 어려워 새롭게 개량해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eong, 

2003 Recite). 

모듬북 활동은 특수학교 음악교육에서 양손의 상하 동작

만으로 소리를 낼 수 있어서 자신감과 흥미를 갖게 하고, 반

복 인 리듬패턴은 집 력과 연주기능의 향상을 기 하며, 

신체동작을 동반할 수 있어 재미있고 활동 인 연주가 가능

하다. 한 집단 연주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행동과 

소리를 의식해야 참여가 가능하므로 사회  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다양한 교육  효과를 기 할 수 있다(Kim, 2011 

Recite).

여러 타악기 에서 북은 사물놀이 악기의 하나로서 장구

와 함께 장애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악기이며, 음악치료 

분야에서 정 인 리듬 경험, 신체 기능의 활성, 표 력과 

긴장 이완, 집단 활동을 통한 그룹 정체감  소속감의 형성 

등에 심을 갖고, 근래 다양한 문화권에서 통 타악기 북

의 사용이 차 확 되고 있다(Lee, 2004 Recite).

최근 모듬북과 난타를 용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데, 선행되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yeon(2011)는 모듬북을 심으로 학습부진학생들의 자

아존 감과 학업성취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안한 타

악기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 학생들의 자아존

감 하 요인  학업  자아존 감에 가장 큰 변화를 보

고, 학습부진학생들에게 국악 타악기를 이용한 수업은 부담

을 갖지 않게 하며, 타악기의 소리를 귀로 듣고 자연스럽게 

몸으로 움직이면서 연주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교육 장이 되

어야 한다고 보고하 다.

Kwak(2008)은 모듬북을 통한 통합리듬 연주와 동작퍼포

먼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국악장단과 ‘북’이라는 악기에 더욱 

친숙해지고 리듬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고, 

Kim(2006)는 난타를 이용한 리듬지도 방안 연구결과 박자와 

리듬에 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4분 음표 기본 박, 분할 

박, 으로 표치기 등의 기능과 난타기본 리듬치기, 리듬 즉

흥연주하기 등을 통한 리듬창작 능력이 향상되었고, 리듬감, 

창의력, 발표력, 자신감 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하 다.

Lee(2004)는 모듬북을 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집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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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성별 남 남 남 남 남 남 남

연령

(만)
9세 10세 10세 11세 11세 13세 13세

청력정도

(dB)

107 100 95 100 100 95 100

교정

80
*

교정

45

교정

50

교정

60

교정

80

교정

80

보조기구 보청기 * 보청기
인공

와우
보청기 보청기 보청기

청력 손실시기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의사소통
수화

구화

수화

구화

구화

몸짓

수화

구화

수화

구화

수화

구화

수화

구화

부모 청력 농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형제자매 *

건청

형제

1명

건청

형제

1명

건청

여동생

1명

농

형제

1명

농 

형제

1명

*

생활 가정 가정 가정 가정 가정 가정 가정

Table 1. Individual Characteristic

악치료 로그램이 우울경향 학생의 우울과 불안을 감소

시키는데 효과 이었으며, 자아존 감의 하  요인  자기

주장과 확신에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 다.

Kim(2011)은 특수학교( 등)학생들을 상에게 교육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악기로 모듬북을 선정하고, 모듬북 

장단을 지도한 결과 능력별 연주 과제의 단계  제시는 상

자들의 사회, 인지, 언어, 운동, 연주 기능의 향상에 효과 이

었고, 모듬북 연주는 장애학생들이 국악장단의 과제분석과 

국악에 한 흥미와 심을 갖게 하는데 효과 이었음을 보

고하 다.

Han(2010)는 다양한 음악에 목시켜 만든 창작 로그램

을 통해 공연 곡에 이르기까지 학교 장에서 실제 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모듬북을 활용한 창작난타 로그램을 제시하

다. 연구결과 교육  효과로는 활동 심의 수업으로 자발

인 참여 의지와 모둠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기회 제공과 

강한 소속감을 조성시키며, 반복훈련을 통한 집 력과 기억

력을 높이게 되었다고 보고하 다. 

Kim(2009)은 등학교 6학년을 상으로 난타의 리듬을 

활용한 국악장단지도 방안 연구에서 난타리듬 활용은 음악

을 쉽고 즐겁게 익히고 더 심을 갖게 하는데 효과 이었다

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악기구입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고, 악기이

동이 간편한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북과 북 받침 를 활용하

여 집단형태의 음악치료를 제시하 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소도시에 있는 ○○청각장애특수학

교에 재학 인 학생 에서 청각장애 이외의 감각  혹은 

기능  결손이 없는 7명의 청각장애아를 선정하 다. 한 

이들은 문화  수 이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기숙

사 생활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동으로 집단

음악치료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부모가 동의한 아동들이다.

본 연구 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아를 상으로 사회․정서발달의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Meadow-Kendall의 청각장애학생

용 사회․정서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이 측정도구는 Mea-

dow(1980)교수가 청각장애학생을 상으로 사회․정서  

평가를 해 개발한 것으로 사회 응, 자아상, 정서 응 등

에 걸친 하 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검사는 아동의 행동

을 최소한 8주 이상 직  찰한 경험이 있는 교사와 부모에 

의해 각 행동목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본 검사의 규

은 7~15세까지의 남녀와 16~21세까지의 남녀로 나뉘어 각

각 제시되고 있으며, 각 척도의 소 은 퍼센트로 각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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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목 수
사

Cronbach's α

사회 응

자아상

정서 응

23

23

13

.684

.885

.469

체 59 .871

Table 2. Meadow-Kendall Social and Emotional Measurement Tools of Reliability Analysis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Kim et al., 2008).

본 연구에서 사용된 Meadow-Kendall의 사회․정서 측

정 검사 도구는 김병하가 한국 언어와 실정에 알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설문지는 59문항  사회 응을 측정하는 

문항이 23문항, 자아상을 측정하는 문항이 23문항, 정서 

응을 측정하는 문항이 13문항으로 되어 있다. 설문지의 평정 

척도 방법으로는 0 (맞는지 틀리는지 알쏭달쏭하다), 1

(  틀린다. 어떤 경우이든 결코 이 학생의 행동특성이 되

지 않는다), 2 (틀린다. 이학생의 행동에 한 한 진술

이 아니다), 3 (맞다. 때때로 이 학생의 행동에 해당된다), 

4 (꼭 맞다. 부분의 이 학생의 행동 특성을 아주 히 

진술한다)이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사는 검사 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문항 내  합치도를 구하는 신뢰도 검사 방법 의 하

나인 SPSS 19버 을 사용하 으며, Cronbach's alpha 계수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3. 음악치료 로그램

1) 목표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 로그램은 청각장애아

의 사회 응․자아상․정서 응의 변화를 통한 사회․정서

발달을 돕는다.

2) 활용되는 악기와 도구

집단음악치료의 주요 악기로는 통 북을 활용하여 비언

어 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타인의 감정이해와 음악  자

기표 의 도구로 사용하 다. 통 북은 북 받침 를 이용하

여 청각장애아가 서서 자유로운 동작활동과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하 고, 사물 북채 2개를 이용하여 양손 연주가 가능

하게 하 다. 심벌즈는 자유즉흥연주에서 연주의 끝을 알리

는 표  수단으로 활용하 고, 치료사는 피아노로 즉흥연주

의 기본 박을 연주하여 주었다. 악기이외의 도구로는 집단음

악치료의 시각  정보자료로 노래의 가사내용을 달하

고, 말 리듬악보를 제시하여 음악의 장단(리듬)을 달하는

데 활용하 다.

3) 사용된 음악

아름다운 선율을 지닌 노래나 음악보다는 북 연주에 동기

유발을 자극할 수 있는 곡으로 창작동요 <북소리>, <연날리

기>와 래동요 <꼬부랑 할머니>를 선택하 고, 북 연주와 

함께 동작활동을 유도하기 한 곡으로 음악의 흐름이 역동

인 <로  태권V>를 선택하 다.

음악소리를 들려  때 음향이 체 구성원들에게 달될 

수 있도록 카세트의 방향과 소리의 크기를 구성원들의 청력

수 에 맞추어 조 하 다.

4) 집단음악치료의 활동구성

음악치료의 형태는 집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단구

성원들이 북을 연주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

을 마련하 다. 주 3회기 50분으로 진행된 집단음악치료의 

활동구성은 만남의 시간으로 인사장단을 연주하며 구성원들

과 인사 나 고,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 등을 개별 즉흥연주

를 통해 표 하도록 하 다. 활동의 제목을 은 카드를 보

여주며 오늘의 활동을 소개하고, 계획된 음악치료 활동을 실

시하 다. 활동의 마무리에는 얼굴표정을 그림으로 표 하

며 오늘 활동의 느낌을 이야기 나 고, 감사장단을 연주하며 

활동을 마무리 하 다.

5) 집단음악치료의 활동내용

본 연구는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

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목 에 

따라 청각장애아의 언어․정서․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Kim(2005)의 ‘행복을 주는 음악치료’와 Go and Chae(2008)

의 ‘청각장애아와 언어장애아동을 한 이완놀이’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도입단계(1~3회기), 기단계(4~7회기), 기단

계(8~11회기), 종결단계(12~15회기)로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의 활동내용

은 <Table 3>과 같다.

4. 자료 분석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통하여 청각장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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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련 목 활동주제 활동내용

도입

1
계

형성

표 력

타인

인식

집 력

나는 최고야  자기이름을 북 연주로 소개하기

2 그림자 소리  리더의 움직임을 북 연주로 공감하기

3 나는 지휘자  리더의 지시에 따라 북 연주하기

기

4 표 력

의사

소통

자 심

사회

교류

내 마음의 청진기  감정카드를 보고 북 연주하기

5 움직이는 소리  북 연주로 리듬 달하기

6 손짓소리  리더의 손짓에 따라 3․3․7장단 연주하기

7 내가 만든 리듬이야기  말 리듬을 만들고 북 연주하기

기

8

민첩성

자존감

지속성

표 력

바람개비 연주  신호에 따라 이동하며 북 연주하기

9 도  북소리  노래<북소리>에 맞추어 난타동작 익히기

10 북 즉흥연주  모듬 북 즉흥연주

11 연날리기  노래 부르기와 북 연주하기

종결

12 사회

기술

의사

소통

자 심

성취감

징검다리 연주  박에 맞추어 북 이동하며 연주하기 

13 도연주  리듬을 북 연주로 연결하기

14 나만의 향기  노래<친구에게> 노랫말 완성하기

15 작은 발표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기

Table 3. Group Music Therapy Activities

사회․정서발달의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자료를 분석하 다.

본 연구는 Meadow-Kendall 청각장애학생 사회․정서 

측정도구를 이용해 집단음악치료 실시 사 ․사후에 학교환

경에서 상자를 찰한 담임교사에게 측정하고, 평균을 측

정변수 값으로 하여 집단음악치료 사 ․사후의 차이를 비

교하 다.

자료 분석은 통계처리 로그램 Window SPSS 19버 을 

이용하여 산 처리하 고, 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한 

유의성 검증은 동일집단에서 두 번의 반복된 측정이므로 

별-t검증(Paired- Sample t-test)를 실시하 다.

Paired T-test를 통한 각 하 요인별 사 ․사후의 평균

에 한 비교에서 유의수 을 사회 응과 정서 응은 0.01

을 기 으로, 자아상은 0.001을 기 으로 하 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

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검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음악치료가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향

1) 사회 응에 미치는 향

(1) 사회 응에 한 체 인 변화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사회

응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사 ․사후 변화를 비교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집단음악치료를 경험한 청각장애아의 사회 응에 해서 

사 ․사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유의수  0.01을 기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따라서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는 청각장애아의 

사회 응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각장애아

의 사회․정서발달을 한 사회 응에 정 인 향을 주

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 응에 한 개인 인 변화

사회 응에 한 개인별 상의 사 ․사후 검사의 변화

는 <Table 5>와 같다.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용한 후 사회 응에 

한 측정문항  체 상자들에게서 가장 정 으로 변

화된 내용은 ‘<3> 우들의 것을 모방하려 하지 않고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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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N M SD t 유의확률

자아상
사 7 2.76 .43

-7.071*** .000
사후 7 3.01 .37

***p < .001

Table 6. Self-Image Compared Pre-and Post-

하 요인　 N M SD t 유의확률

사회 응
사 7 2.95 .26

-6.431** .001
사후 7 3.17 .23

**p < .01

Table 4. Comparing Pre-and Post-Social Adaptation

상 사 사후 변화량

A 2.87 3.04 0.17

B 3.04 3.43 0.39

C 3.00 3.17 0.17

D 2.48 2.78 0.30

E 2.87 3.09 0.22

F 3.30 3.43 0.13

G 3.09 3.26 0.17

Total 2.95 3.17 0.22

Table 5. Social Adaptation for Individual Change

물건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14> 다른 학생과 싸우거나 

때리는 행동, 동물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을 한다.’로 나

타났다. 한 사회 응에 한 개인별 변화를 살펴보면 사후

검사에서 가장 정 인 변화를 나타낸 상은 B아동이었

다. 이는 의사소통 방법  수화와 구화를 병용하여 사용할

수록 자아존 감이 높고 교우와 교사와의 계가 좋아 사

회․정서 응 면이 높다는 Park(1988), Sohn(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2) 자아상에 미치는 향

(1) 자아상에 한 체 인 변화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자아상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사 ․사후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집단음악치료를 경험한 청각장애아의 자아상에 한 사

․ 사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유의수  0.001을 기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따라서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는 청각장애아의 

자아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한 자아상에 정 인 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 자아상에 한 개인 인 변화

자아상에 한 개인별 상의 사 ․사후 검사의 변화는 

<Table 7>과 같다.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용한 후 자아상에 

한 측정문항  체 상자들에게서 가장 정 으로 변화

된 내용은 ‘<14>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지를 나타

내 보인다.( : 인종 , 언어 , 종교 으로 동일시한다.)’, 

‘<8> 학업이나 여가놀이 활동에서 창의력을 보인다.’, ‘<10> 

다른 학생들이 이 학생을 리더로 생각한다.’, ‘<15> 자신의 

체격이나 용모나 개인 인 능력에 자신감을 갖는다. 어도 

자신은 보통 이상으로 아름답거나 날씬하다고 생각한다.’로 

나타났다. 한 자아상에 한 개인별 변화를 살펴보면, 사

후검사에서 체 상자들이 향상되었는데, 특히 가장 정

인 변화를 나타낸 상은 C와 D아동이었다.

이는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은 양육과 교육과정에

서 부모  가족들과 어떻게 유지하며, 학습/학교 문화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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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 (M) 사후(M) 변화량

A 3.31 3.92 0.61

B 3.23 3.62 0.39

C 2.38 2.77 0.39

D 2.92 3.38 0.46

E 2.92 3.31 0.39

F 3 3.54 0.54

G 3 3.38 0.38

Total 2.97 3.42 0.45

Table 9. Emotional Adaptation to Individual Change

하 요인　 N M SD t 유의확률

정서

응

사 7 2.97 .30
-12.755*** .000

사후 7 3.42 .35

*p < .05, **p < .01, ***p < .001

Table 8. Comparing Pre-and Post-Emotional Adaptation

상 사 사후 변화량

A 3.43 3.56 0.13

B 3.17 3.43 0.26

C 2.17 2.52 0.35

D 2.43 2.78 0.35

E 2.56 2.87 0.31

F 2.87 3.00 0.13

G 2.70 2.91 0.21

Total 2.76 3.01 0.25

Table 7. For Individual Changes in Self-Concept

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상당히 극복될 수 있음을 밝

힌 Kim et al.(2000) 여러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

3) 정서 응에 미치는 향

(1) 정서 응에 한 체 인 변화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정서

응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사 ․사후 변화를 비교

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집단음악치료를 경험한 청각장애아의 정서 응에 한 

사 ․사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유의수  0.001을 기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따라서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는 청각장애아의 

정서 응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한 정서 응에 정 인 향을 주었음

을 알 수 있다.

(2) 개인별 상에 한 정서 응 변화

정서 응에 한 개인별 상의 사 ․사후 검사의 변화

는 <Table 9>와 같다.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용한 후 정서 응에 

한 측정문항  체 상자들에게서 가장 정 으로 변

화된 내용은 ‘<2> 이상하거나 별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

다.’, ‘<8>분명한 근거도 없이 어딘가 아 다고 투덜거린다.’, 

‘<4> 응  치료를 요하는 사고나 물건의 손 등 여러 가지 

사고를 지른다.’, ‘<5> 자신의 운동 기능이나 솜씨, 에 

보이는 신체  장애 등에 해 부정 인 반응을 나타낸다.’, 

‘<9> 신체  기능의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구, 용구, 

기재 등을 다루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로 나타났다. 한 

정서 응에 한 개인별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정 인 변

화를 나타낸 상은 A아동이었다. 

이는 정서 응에 미치는 개인  요인으로 의사소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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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화와 구화를 사용 할 경우와 교사와의 계가 좋아 교

사의 지지를 받을 경우이며, 한 청력 손실이 높은 청각장

애학생이 청각장애 부모 에서 자라는 경우가 정서 응력

이 높다는 Sohn(2011), Park(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Ⅴ. 결론  논의

본 연구는 청각장애아에게 우리나라 통 타악기 북을 활

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는데 그 목 을 두고, 청각장애아에게 집단음악치료를 

용한 사 ․사후에 사회․정서발달의 사회 응․자아상․

정서 응에 각각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아에게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실시한 결과 사회․정서발달에 한 사회 응․자아상․정

서 응의 측정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집

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정 인 

향을 주었다.

1) 청각장애아에게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실

시한 결과 사회 응에 한 측정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사회 응에 

정 인 향을 주었다.

이는 Choi & Lee(2007)의 자유로운 화나 신체 을 

유도하는 활동이 청각장애학생들의 자유로운 계형성에 도

움이 된다는 연구, Kim(2011)의 음악을 통한 자기표 은 타

인과 소통으로 이어져 음악치료를 통해 성장과 변화가 이루

어졌다는 연구, Gwon(2009)의 집단음악치료 로그램이 개

방  의사소통을 늘리고, 역기능  의사소통을 이는데 효

과 이었다는 연구와 Choi et al.(2009)의 음악치료 속에서 

괴 인 사회태도를 방할 수 있다는 이론을 지지한다.

2) 청각장애아에게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실

시한 결과 자아상에 한 측정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며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자아상에 정

인 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2011)의 청각장애아들이 음악치료를 

경험하는 동안 몰입과 창의  표 , 만족과 성취로 나타났다

는 연구, Song(2005)의 집단놀이 활동이 청각장애아동의 자

아상에 정 인 향을 미쳤다는 연구, Yoon(2001), Lee

(2008)의 음악치료가 자아개념에 정 인 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3) 청각장애아에게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실

시한 결과 정서 응에 한 측정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집단음악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정서 응에 

정 인 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2011)의 청각장애아는 음악치료 경험

으로 자기생각과 느낌, 욕구를 음악 ․행동 으로 표 한

다는 연구, Kim(1987)의 청각장애아도 음악을 좋아하며 음악

이 일상생활과 감정 변화에 도움을 다는 연구, Lee(2007)

의 진동을 이용한 북 연주는 스트 스 해소와 역동 인 에

지 분출의 기능으로 청각장애인들의 내 인 심리를 표 한

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 청각장애아동의 자기표  

내용  요소는 지시 이고 구조화된 신체표  활동이 효과

이고, 자세와 제스쳐, 신체  공간지각과 같은 자기 집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청각장애아동의 자기표 에 도

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Kim & Jang(2008)의 연구를 지지

한다.

둘째,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한 집단음악치

료에 통 북은 비언어  감정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

하는데 활용되고 주 의 음역을 지닌 북 소리의 진동자극

은 음악  지식이 없는 청각장애아들의 연주를 쉽게 유도하

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달하기 한 의사소통의 수단으

로 활용 되었다. 따라서 통 북의 활용은 청각장애아의 사

회․정서발달을 한 사회 응․자아상․정서 응 능력향

상을 한 집단음악치료에 정 인 향을 주었다. 집단음

악치료에서 통 북의 활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통 북은 비언어  감정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

하는데 활용되어, 음악을 귀로 듣기보다는 진동으로 느끼고 

몸으로 감지하는 청각장애아의 감각자극을 활성화시켰으며, 

주 를 지닌 북 소리는 잔존청력을 자극하며 소리의 유무

를 구별하게 하 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리듬 인 진동은 

리듬, 강․약, 빠르기, 표정, 동작 등 다양한 표 방식을 유

도하는데 활용되었다.

2) 주 의 음역을 지닌 북 소리의 진동자극은 청각장애

아의 연주를 쉽게 유도하 고, 연주를 통해 구성원간의 계

형성  사회  상호작용을 한 차례 지키기, 지시 따르기, 

동하여 연주하기, 타인의 연주 공감하기 등을 유도하는데 

활용되었다.

3) 통 북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달하기 한 의사소

통의 수단으로 활용 되었다. 북 연주에서 질서와 구조를 지

닌 리듬은 청각장애아의 언어와 동작을 연결시키며, 창의

인 말 리듬을 만들어내고 타인에게 소리를 달하며, 의미 

있는 소리에 반응하는 소리지각능력을 활성화시키는데 활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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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

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사회 응․자아상․

정서 응)을 향상시키는데 정 인 향을 주었으며, 통 

북의 활용은 청각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한 집단음악

치료에 정 인 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통 북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청각

장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향상시키는데 정 인 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며, 청각장애아를 한 체계 이고 지속

인 집단음악치료의 활동 역과 사회․정서발달 연구의 범

를 넓히는데 참고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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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집단음악치료 회기별 내용

<1회기: 나는 최고야! - 관계형성 및 자기표현력 향상>

치료사는 선 받침 를 이용해 구성원들의 키 높이에 맞게 조정하고, 북을 반원 형으로 진열하 다. 구성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치료실로 들어서며 진열되어진 북을 두드려보며 악기(북)에 한 친근함을 표 하 다. 치료사는 구성원들과 피아노 

주변에 모여앉아 음악치료 활동의 과정을 소개하며, 음악활동에 한 기 감을 갖게 하 다. 구성원들은 북을 탐색하며 북채를 

잡는 법과 북의 가죽 면과 북의 테 부분 그리고 북채끼리 두드렸을 때의 소리를 익혔다. 치료사가 구성원들에게 북채를 나 어

주고 진열되어진 북 앞에 서게 하 다. 구성원들은 북채를 받고 자신이 원하는 북 앞에 서서 북을 자유롭게 두드렸다. 치료사가 

북채를 머리 에서 X자로 부딪히며 구성원들에게 ‘멈춤’신호를 보내자 구성원들은 치료사의 동작을 모방하며 북 연주를 멈추

었다. 치료사가 인사장단을 소개하자 구성원들은 말 리듬에 맞추어 북을 연주하려고 노력하 다. 치료사가 북채를 두 번 두드

리면 구성원들은  북으로 이동하며 인사장단을 반복하여 연주하 다.  북으로 이동하기 해서는 치료사의 신호에 집 하

여야 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호흡을 맞추어야 했다. F와 G아동은 장단에 맞추어 능숙하게 북을 이동하 고, A, B, E아동은 

자신의 연주에만 집 하느라 치료사의 신호에는 심이 없고, C와 D아동은 자신의 연주를 채 끝내지 못하고  북으로 이동하

다. 이때 구성원들은  북으로 이동하는 활동을 놀이로 받아들이며 인사장단 연주를 열심히 수행하 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 북으로 연주하기에서는 다른 구성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단순하게 연주하 는데, G아동은 특이하게 이름의 끝음 에 

한 손은 북을 두드리고 다른 한 손은 머리 에서 흔들며 북을 한 바퀴 돌았다.

<2회기: 그림자 소리 - 타인 인식 및 집중력 향상>

치료사가 구성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주며 인사장단을 연주하자 구성원도 치료사를 따라 연주를 시작하 다. 이때 다른 

구성원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긴장된 표정으로  구성원의 연주에 집 하 고, 인사장단을 정확하게 연주한 구성원은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림자소리 활동에서 구성원들은 리더의 발 움직임에 시선을 고정하고 리더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마다 

북을 연주하 다. 리더는 자신이 움직일 때 마다 들려오는 북소리에 흥미를 보이며 조심스  발을 움직 다. 이때 치료사가 

더 넓은 공간의 움직임을 유도하 지만 구성원들은 제한 인 공간만을 활용하며 소극 으로 움직 다. 부분의 리더들은 

발 움직임을 구성원들이 측할 수 있도록 규칙 인 박으로 움직 는데, F와 G아동은 다른 구성원들의 집 력을 시험하듯 

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며 연주를 유도하 다. 활동을 응용하여 리더의 발 움직임에 맞추어 북을 연주하지 못한 구성원

이 다시 리더가 되는 음악게임에서 한 성격을 지닌 A아동은 리더의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는데 북을 연주하는 경우가 자주 

생겨 리더의 기회가 자주 돌아왔다.

<3회기: 나는 지휘자 - 관계형성 및 자기 인식능력 향상>

리더가 되어 구성원들에게 빛과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연주를 유도하 다. 리더의 손짓신호를 받은 구성원은 리더의 

손짓이 멈출 때 까지 계속해서 북을 연주하 다. 리더가 다른 구성원을 향해 손짓을 보내게 되면  다시 그 구성원은 리더의 

손짓에 맞추어 북을 연주하 다. 리더는 빠르기, 강․약, 소리의 길이, 멈춤과 시작의 변화를 주어가며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지시를 내렸다. 부분의 리더들은 구성원들과  맞춤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한 구성원에게 한 번씩만 손짓을 보내어 단조

로운 리듬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손짓표 을 분명하게 달하지 못하여 구성원들이 불분명한 리듬패턴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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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기: 내 마음의 청진기 - 타인 인식 및 감정표현력 향상>

감정을 표 할 수 있는 그림 을 보여주고 제시된 감정의 그림을 북으로 표 하 다. 이때 사용된 그림카드는 20종류의 

감정이 표 된 내용이다. 구성원들이 심 보 던 그림카드는 ‘가벼운 물건을 들었을 때 / 부모님께 혼났을 때 / 빠르다고 

느낄 때 / 부모님과 나들이 갈 때 / 느리다고 느낄 때 / 깜짝 놀랐을 때 / 즐거운 일이 있을 때 / 잌을 받았을 때 / 쓴 

약을 먹을 때 / 아기가 잠들었을 때 / 계단을 내려올 때 / 무서울 때’ 그림카드 다. 가벼운 물건을 표 할 때는 북을 작고 

빠르게 치고, 깜짝 놀랐을 때 표 은 북을 세게 한 번 치며 몸을 뒤로 물러섰다. 빠른 것을 표 할 때 구성원들이 가장 쉽게 

알아냈다. 그러나 무서운 감정을 표 하거나 쓴 약을 먹는 감정을 표 할 때 북은 강하고 무거운 소리를 만들어 내면서 얼굴 

표정은 연결되지 않는다. 리더가 어떤 내용을 표 하고 있는지 구성원들이 알아맞히면 리더는 매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5회기: 움직이는 소리- 집중력 및 의사소통기술 향상>

치료사가 제시하는 말 리듬카드를 보고 그 다음 구성원에게 북연주로 달할 때, 카드의 리듬패턴을 기억하기 해 서둘러 

연주를 시작하 고, 구성원에게 정확하게 달하기 해 천천히 리듬패턴을 연주하 다. 술래가 정확하게 리듬을 연주하면 

모두들 환호성을 치며 좋아하 다. 구성원들은 술래가 쉽게 알아낼 수 있도록 술래의 시선을 집 시키며 정확한 동작과 소리로 

연주하 다. 술래에게 달이 실패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술래가 정확하게 연주할 때 까지 반복하 다. 구성원들은 ‘바 

* 나 나 / * 토 마 토 / 곰 * * * / 수 * 박 *’ 과 같은 쉼이 있는 리듬표 은 정확하게 달하 다. 하지만 강박에 변화를 

주는 ‘쿵 쿵 따 리 / 해 바 라 기 / 성 심 사 랑 ’과 같은 리듬패턴은 달하는 데 어려움을 보 다.

<6회기: 한 마음의 소리 - 자긍심 및 신체표현력 향상>

구성원들은 축구경기나 야구경기에서 응원하여 보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활동을 쉽게 이해하 다. 구성원들이 리더의 표

을 보고 ‘3-3-7’장단에 맞추어 북 을 연주하 다. 리더는 구성원들을 향해 발과 팔을 이용해 장단을 표 할 때 동작표 이 

소극 이고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다가 환호성을 유도하는 동작에서는 양팔로 원을 그리며 구성원들 주변을 크게 돌았다. 작은 

연주소리를 유도할 때는 몸을 낮추고 큰 소리는 몸을 뒤로 젖히며 팔을 넓게 펼쳤다. 구성원들은 리더의 동작을 보며 북소리를 

맞추었다.

<7회기: 말 리듬이야기 - 언어표현력 및 사회교류기술 향상>

구성원들은 두 모둠으로 나 어 말 리듬패턴과 동작표 을 만들었다. 각 모둠에서 만든 리듬패턴을 보고 상 편 모둠이 

북으로 연주하 다. 이때 모둠에서 만든 말 리듬패턴은 * * 여 우 / 도 서 실 * / 수 *  장 / * 박 물  / 햄 버 * 거 

/ 돈 * 까 스 / * 배 트 맨 / * 슈 퍼 맨 / 닉 * 쿤 * / * 안 경 * / * 능 력 자 / 반 짝 반 짝 / * 귀 * * / 사 * 랑 해 

/  한 민 국 / * 거 북 * 이었고, 구성원들은 말 리듬패턴에 어울리는 동작과 함께 표 하 다.

<8회기: 바람개비 연주- 민첩성 및 자존감 향상>

북을 원 형으로 구성원의 수 보다 하나 게 진열하고, 구성원들은 기차장단을 연주하다가 치료사가 소리 신호를 보내면 

오른쪽에 있는 북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기차장단을 연주하 다. 반복 인 기차장단은 구성원들이 쉽게 연주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기에 합하 다. 술래는 원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를 듣고 북을 차지하기 해 원 형에 합류하 다. 

순발력이 늦은 술래는 북을 차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술래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사는 소리신호에 변화를 주어 남아

있는 술래를 지지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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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기: 도전 북소리 - 지속적 주의력 향상>

창작동요 <북소리>의 노랫말은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북을 연주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원들이 노래를 따라 하기에 어렵

지 않았다. 음정은 맞지 않지만 노랫말은 최 한의 발음으로 표 하며 노래를 불 다. 치료사는 노랫말이 힌 시각  자료를 

천천히 짚어가며 구성원들의 노래를 지지해주었다. 구성원들은 노랫말 에서 ‘슬  일은 사라지고 / 기쁜 일은 솟아나라 

/ 기분이 후련하다 / 새마음 밝아온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 다. <북소리>노래에 맞게 치료사가 제시한 간단한 

장단과 동작표 을 익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여 연주하 다. 노래의 구성이 주고받는 형식이라서 구성원들은 노래의 

‘덩 따따 궁 따 궁’부분에는 모둠을 나 어 장단을 주고받았다.

<10회기: 북 즉흥연주 - 자기표현력 및 자긍심 향상>

북3개를 모둠으로 진열한 북의 가운데 서서 연주자는 좌․우 북까지 활용하여 자유롭게 연주하 다. 북을 모둠으로 진열하

더니  보다 연주자의 공간  범 가 넓어지며 리듬패턴이 다양하고 활발해졌다. 치료사가 구성원들의 연주소리에 맞추어 

피아노로 공감해주었더니 구성원들은 연주에 흥미를 보이며 연주를 오래도록 지속했다. 연주의 끝 부분에는 심벌즈를 한 번 

연주하여 자신의 연주를 마무리하 다. 다른 구성원들은 연주자의 연주를 보고 자신들의 느낌을 이야기하 는데, 연주자의 

표정, 북 소리의 크기, 빠르기, 연주자의 동작 표  등을 평가하며 자신의 연주소감을 이야기하 다. 구성원들은 치료사도 공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주자에 한 객 인 평가를 하 다.

<11회기: 연날리기 - 언어표현력 향상>

창작동요 <연날리기>의 노랫말은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동기유발에 도움을 주었다. 노랫말 에서 ‘무지개 

옷을 입고 /  하늘 높이 / 모두 다 어울려서 / 우리의 꿈을 싣고’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표 하 다. 구성원들이 새롭게 

만든 노랫말은 ‘에헤야 디야 바람 분다. 연을 날려보자.  아 트 높이 난다. 호랑무늬 옷을 입고  아 트에 나무를 흔들며 

모두 다 어울려서 단짝 된다. 덩더쿵 노래 부른다.’, ‘에헤야 디야 바람 분다. 풍선을 날려보자.  우주 높이 난다. 나비무늬 

옷을 입고  우주에 불을 뿜으며 모두 다 어울려서 날아간다. 두둥실 춤을 춘다.’ 이다.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새 노랫말에 

어울리는 장단과 동작을 넣어 북을 연주하 다. 한 손은 북을 두드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천천히 머리 로 올리며 하늘 높이 

날아가는 모습을 표 하 다.

<12회기: 징검다리 연주 - 사회 기술능력 향상>

구성원들은 북을 양손으로 들고 일렬로 서고, 술래는 구성원들의 맨 앞에 서서 ‘꼬부랑 할머니’노래에 장단(두둥 두둥)을 

맞추어 가며 반환  돌아오기를 하 다. 구성원들은 술래가 자신의 북을 연주하고 나면  다시 열의 끝에 가서 북을 내 고 

서서 술래의 연주가 연결될 수 있도록 기다렸다. 술래가 반환 을 돌아오면 그 다음 구성원이 술래가 되어 출발하 는데, 술래

는 박자에 맞추기보다는 성 하게 반환  돌아오는 일에만 집 하여 활동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치료사는 구성원들에게 정확한 장단이 연주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술래가 정확하게 장단을 연주하며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 다. 응용활동에서는 북을 들고 이동하는데 북이 무거워서 북 신 소고를 활용하고 두 모둠으로 나 어 게임형식으로 

활동을 진행하 다. 

<13회기: 파도연주 - 의사소통능력 향상>

리더는 치료사가 제시한 숫자악보를 보고 연주를 시작하면 그 다음 구성원은 리더의 연주를 모방하여 장단을 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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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구성원에게 넘겼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차례에 집 하여 장단을 연주하 다. 치료사는 피아노 연주로 구성원들의 연주

를 지지해주고 장단의 시작과 끝에 신호를 주었다. 도연주는 A-E까지 성공 으로 수행하 다. 응용활동에서는 구성원들이 

리더가 만들어 낸 장단을 모방하기를 하 는데, 무 까다롭고 불규칙 인 장단을 연주하여 다른 구성원들이 따라하는데 어려

워하 다. 그러나 리더는 구성원 에서 자신의 연주를 같이 모방한 구성원을 찾아냈다.

<14회기: 나만의 향기 - 자긍심 및 언어표현력 향상>

<친구에게>라는 노래의 빈 칸 부분에 리더의 장 을 넣어 노랫말을 완성하 다. 구성원들은 ‘멋지고, 착하고, 잘 웃고, 게임 

잘 하고, 귀엽고, 유도 잘 하고, 축구 잘 하고, 재미있고, 씩씩하고, 하고, 잘 생기고, 친구 많고, 수  잘 하고, 활발하고, 

그림 잘 그린다.’라는 표 을 하 다. 부분의 리더들은 칭찬을 받는 일에 부끄러워하며 구성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북으로 

연주하 다. 북소리는 강하고 규칙 인 박으로 연주되었다.

<15회기: 작은 발표회 - 자신감 및 성취감 향상>

구성원들의 어머니와 선생님들 앞에서 그동안의 활동 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발표회를 가졌다. 자유즉흥연주가 

끝나면 객들은 연주자에게 칭찬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구성원들이 말 리듬을 연주하면 객들은 그 리듬을 모방하여 

손 으로 소리를 내주었다. 구성원들의 감정표 을 보고 감정카드 찾아내기에서는 연주자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보다 빠르

게 알아내어 연주자를 기쁘게 하 다. <로  태권 V>와 <북소리>음악에 맞추어 북을 연주할 때 객들은 손 을 치며 장단을 

맞추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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