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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상황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아동 대상 상호적 노래부르기 중

심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 4단계로 연구가 진

행되었는데, 1단계에서는 선행 문헌 고찰을 통해 상호적 노래부르기 과제의 범위를 분석하였고, 
분석된 과제를 토대로 2단계에서는 노래부르기 과제 및 반주 유형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으로 송

출되는 소리가 지각되는 수준이 다른지 비교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는 다양한 자원의 확장, 다양

한 맥락에서의 언어/노래 자원 적용, 상호적 구조 안에서의 자발적 표현 시도의 단계로 프로그램

을 구성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최종 구성된 프로그램은 4단계에서 평균 연령 9.3세의 ASD 
아동 3명에게 30분씩 주 2회, 총 4회 동안 시행되었다. 회기가 지날수록 대상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행동과 노래부르기 행동 모두 증가하였고, 보호자들은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에 긍정적으

로 평가하였다. 다만, 참여 행동의 변화 양상이나 참여 유도를 위한 전략 등에 있어서는 대상자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시간 비대면 상호적 노래부르기 프로그램이 

ASD 아동에게 실행 가능함을 보여주지만, 비대면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과제와 

음악의 유형, 보다 많은 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특성이 다를 수 있음도 시사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행 방향과 고려사항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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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대면 활동의 제한 및 축소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원격수업 시행이 보편화되고 있는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분야에서도 

원격 치료(teletherapy)의 적용 범위 및 적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원격 교육 혹은 원격 치료

는 비디오, 온라인 기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태블릿 PC 등 정보통신기기에 기반을 두고 교

육적 혹은 치료적 콘텐츠가 전달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Dahiya, DeLucia, McDonnell, & 
Scarpa, 2021).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치료사와 환자(혹은 내담자) 간에 원격으로 이루어지

는 비대면 치료(이하, 비대면 치료)의 경우, 그 전달 방식에 있어 정보통신기기 및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치료사와 내담자가 동시에 접속해 비디오 및 오디오를 쌍방향으로 연결하는 동

시적 화상 연결 방식(synchronous videoconferencing)과 전문가 혹은 치료사가 사전에 녹화하

거나 작업한 시청각 자료를 전달하여 내담자가 해당 콘텐츠를 비동시적으로(asynchronous) 활
용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된다(Baker & Krout, 2014;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2017; Knott & Blcok, 2020). 이러한 비대면 치료는 시간이나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안전 확보와 감염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가능성과 더불어 적용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는 다양한 대상군에게 실시되어온 비대면 치료의 긍정적인 적용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이하 ASD) 아동 

대상 비대면 치료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아동의 증상이나 행동 양상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Corona et al., 2020; Juárez et al., 2018; Reese et al., 2013), 관련 

연구 결과는 실시간 비대면 평가를 통한 진단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대면 평가와 실

시간 비대면 평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고 부모 만족도 역시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해당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적은 표본수를 통해 평가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결과

를 일반화하기엔 이르고 대면 절차를 완전히 대체하는 절차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

고 있다.
ASD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대면 치료 연구를 분석한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는 분석 

논문 중 교사나 부모 훈련을 원격으로 진행한 논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원격으

로 이루어진 평가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Boisvert, Lang, Andrianopoulos, & Boscardin, 
2010). 교사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훈련은 주로 아동의 기능적 의사소통 향상이나 문제 

행동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훈련을 통해 부모 주도의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

였는데, 이러한 접근은 ASD 아동에게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효과 역시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shburner, Vickerstaff, Beetge, & Copley, 2016; Boisvert et al., 2010; H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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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o, Sundarrajan, & Chen, 2021; Lindgren et al., 2020). 또한 치료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시

간이나 장소, 비용적 부담이 감소하는 장점을 보고하면서 해당 치료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ASD 아동 대상 비대면 치료는 부모 교육이나 부모가 직접 아동

의 목표 영역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 참여형 접근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아동을 

직접적으로 비대면 치료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그 적용 가능성이나 효과를 확인한 연구의 비중

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 문헌에서 비대면 치료가 적용된 동향을 살펴보면 치료 대상이 주로 퇴역군인이나 

척수손상 환자 등 성인인 경우가 많은 반면(Lightstone, Bailey, & Voros, 2015; Spooner et al., 
2019; Tamplin, Loveridge, Clarke, Li, & Berlowitz, 2019), ASD 아동을 포함한 발달장애 아동

에게 적용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발달장애 아동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한 비

대면 음악치료 연구로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확인되

었다(Baker & Krout, 2009). 해당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실시간 화상 플랫폼인 Skype를 활용해 

노래만들기에 참여한 세션과 직접 치료사를 대면하여 진행된 세션 모두에 참여하게 해 세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자들은 대면 세션과 비교했을 때, 대상자가 비대면 세션 

동안 노래만들기 과제에 참여하는 수준에 차이가 없었으며 세션에 적응하고 참여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비대면 세션에 참여하면서 대상자의 눈맞춤이나 

소리내어 웃기 등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고, 대면 세션에 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보다 많은 자신감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발달장애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의 

조사연구(S. H. Kim, 2021)에 따르면 비대면 음악치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보호자들은 아동

의 목표 행동이 대면 음악치료가 진행된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도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향후 비대면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비대면 음악치료 참여 경험이 없는 

보호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비대면 음악치료의 긍정적인 가

능성을 지지하는 반면, 연구의 범위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 소수의 대상자나 보호자의 주관

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어 비대면 음악치료의 치료적 효과가 어떠하며 어떤 적용 전략이 필

요할지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비대면 치료의 긍정적인 가능성에도 ASD 아동을 포함한 발달장애 아동을 직접적으로 중재

하는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비대면 치료 시, 발달장애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 장애 증

상으로 인해 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환경에서는 교사

나 치료사에 의한 직접적인 촉구나 지원, 대면 상호작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발달장애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20). 교사나 치료사의 직접적인 촉구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동의 측면에서는 자발적으로 주의를 유지하고 언어적 지시를 이해하는 부

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치료 콘텐츠를 전달하는 기기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 부분

적이든지 혹은 전반적으로든지 타인의 도움과 지원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Lee,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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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20). 따라서 비대면 치료의 효과는 아동 요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및 가정 요인의 영향

을 받으며, 가정의 물리적 환경, 보호자의 태도 등으로 인해 형성되는 심리적 환경, 보호자의 

지원 수준 등에 따라서도 중재의 질이나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Lee, 2020; 
Lee et al., 2020). 특히 외부 자극에 대한 주의 유지나 정보 처리에 있어 비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ASD 아동의 경우(Yoo, 2014), 정보 전달이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대면 

교육 및 치료 상황에서는 그 어려움이 더 증가하거나 대면 환경과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

다. 
시간적 구조 안에서 전달되는 음악의 매체 특성상 실시간 화상 연결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

는 음악치료 세션에서는 콘텐츠 전달의 제한점이 배가될 수 있다. 음악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음악교육이나 온라인 공연 등을 포함한 선행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기 및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오디오가 전달되는 경우 인터넷 연결의 끊김이나 소리 전달 시 발생되는 지연, 
쌍방향으로 전달되는 소리의 동기화 오류 등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라

고 보고된다(Dezuanni, Arthurs, & Graham, 2015; Riley, 2009). 이러한 제한점은 비대면 치료가 

해당 대상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하고 그 확인된 바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낮출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음악치료 

분야에서도 비대면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Carvajal, 2020), 대면 상호작

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고 이를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음악의 활용이 중요

한(J. Kim, 2020) ASD 아동에게 실시간 비대면 음악치료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비대면 음악치료의 효과성을 확인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기초자

료가 마련되지 않아 본 연구의 초점은 비대면 음악치료가 ASD 아동에게 적용 가능한지 확인

하는 데 있다. 실행 가능성 연구(feasibility study)는 중재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와 달리, 중
재 구성요소의 적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연구로 연구의 핵심 과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 참여자 관리 등의 측면에서 가능성과 어려움을 평가하는 연구이다(LaGasse, 2013). 이에 

따라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반면 실행이 일반화되지 않았고 연구자나 임상가 간 합

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그 효과성을 언급하기에는 제한이 있는 비대면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가

능성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의

사소통 발달이 ASD 아동의 중요한 필요이며, 실시간 온라인 연결 시 악기 연주로 인해 발생되

는 동기화 이슈의 범위가 노래부르기에 비해 넓을 수 있음을 고려해 노래부르기 중심의 비대

면 프로그램을 구성해 그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상호적 노래부르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

이 실행 가능한지 확인하고 나아가 비대면 음악치료 세션의 방향과 실행 시 고려 사항이 무엇

인지 제안하는 데 있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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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적 노래부르기 중심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은 ASD 아동을 위해 적용 가능한가?
2. 상호적 노래부르기 중심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시, ASD 아동은 참여 행동이나 노래

부르기 행동에 있어 변화를 보이는가?
3. 상호적 노래부르기 중심 비대면 프로그램을 음악치료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실제적으로 고

려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ASD 아동의 의사소통기술에 개입하기 위해 상호적 노래부르기 중심의 실시

간 비대면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비대면 음악치료 세션의 방향과 실행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구성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보다

는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그 초점이 있으므로 중재 요인 분석 및 구성까지 체계적인 과

정을 따를 필요가 있었고 구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소수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확인하

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Figure 1> 참조).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구성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상호적 노래부르기 과제의 범위와 

실시간 화상 플랫폼을 통해 효과적으로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실행 방법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선행 논문 분석을 통해 ASD 아동에게 적용된 노래부르기 과제를 분석하였고 

또한 선행 문헌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실시간 온라인 실행 시 소리 전달 및 동기

화(synchronization)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실시간 화상 플랫폼을 통한 소리 

전달 시 상호적 노래부르기의 방법과 반주 유형에 따른 참여자가 소리에 대해 지각하는 수준

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중재를 구성하

였고, 구성된 중재는 전문가 타당도 검증 후 수정, 보완하였다. 3단계에서는 최종 구성된 프로

그램을 학령기 ASD 아동을 대상으로 30분씩 주 2회, 총 4회 동안 개별 적용되었다. 또한 적용 

결과를 토대로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1. 1단계: 비대면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 분석 

1)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ASD 아동 대상 상호적 노래부르기 과제의 범위 분석

본 연구의 첫 단계에서는 ASD 아동의 언어ㆍ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해 상호적 노래부르기

가 어떤 범위로 적용되었는지 선행 논문을 통해 분석하여 비대면 프로그램 구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ASD로 진단받은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 중재 연구 중

에서 언어ㆍ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해 노래부르기가 주요한 과제로 활용된 논문을 검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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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단계

Procedures
세부 절차

[Step 1] Analysis of 
program components

프로그램 구성
요인 분석

Analysis of singing tasks in the 
music therapy literature for 

children with ASD
ASD 아동 대상

음악치료 문헌 내
노래부르기 과제 분석

Ø

Analysis of perceived quality of the 
sound transmitted via 

videoconferencing depending on 
task and accompaniment types

실시간 화상 연결 시 노래부르기 방법과 
반주 유형에 따른 소리의 질 차이 분석

ê

[Step 2] Program 
construction
프로그램 구성

Construction of interactive 
singing-based synchronous 

videoconferencing program for 
children with ASD 

ASD 아동 대상
상호적 노래부르기 중심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 구성

Ø
Investigation of program validity

프로그램의 타당도 검증

ê

[Step 3] Program 
implementation
프로그램 실행

Implementation of program with 
school-aged children with ASD 

학령기 ASD 아동 대상
프로그램 적용

Ø
Evaluation of feasibility of 

constructed program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 평가

<Figure 1> Outline of study procedures

<그림 1> 연구 절차 개요 및 세부 단계

다. ‘노래부르기’, ‘노래’, ‘가창’, ‘singing’, ‘song’ 등의 검색어를 사용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서 국내외 논문을 분석하였고, 음악치료 관련 학술지를 수기 검색하였다. 악기 연주나 다른 음

악 활동에 보조적으로 진행된 노래부르기 과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상호적 노래부르기’가 

가장 주요한 관심사임을 고려해 아동이 혼자 부르는 형태의 노래부르기 과제는 제외하였다. 
연구자나 또래 등 두 사람 이상이 노래부르기에 참여하는 형태의 과제를 참여 방법에 따른 유

형과 사용된 노래 가사의 수준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2) 실시간 화상 연결 시 노래부르기 과제 유형과 반주 유형에 따른 소리 지각 수준

(1) 참여 대상자

실시간 화상 연결 시 전달되는 소리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 음악치료를 전공하는 석사 과정 

재학생 7명이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대상자는 음악치료 실습 경험과 실시간 비대면 음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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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진행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하였다. 각 대상자는 연구 목적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설명

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참여하였고, 대상자에게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익

명으로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Who Evaluated the Quality of Sound 

Transmission via Synchronous Videoconferencing

<표 1> 실시간 화상 연결 시 소리 질 분석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정보

Variable
변인

N = 7

Sex, Male: Female
성별, 남: 여

0 : 7

Age (years), M (SD)
연령(세), M (SD)

27.0 (2.6)

Duration of music therapy practicum (months)
음악치료실습 기간(개월), M (SD)

21.0 (7.1)

Duration of music therapy practicum via synchronous videoconferencing (months)
비대면 음악치료 세션 진행 기간(개월), M (SD)

 2.6 (1.4)

Number of music therapy practicum sessions via synchronous videoconferencing 
비대면 음악치료 세션 총 진행 횟수, M (SD)

 17.0 (15.2)

(2) 연구 도구 및 환경 구성

본 중재에서는 연구자의 목소리와 반주 악기로 사용한 키보드 소리를 온라인으로 송출하기 

위해 별도의 마이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였다. 오디오 인터페이스(2i2 3gen, Focusrite, 
England)에 마이크(NT-1A, Rode, Australia)와 키보드를 연결하였고 이를 다시 컴퓨터로 연결

해 외장 연결된 키보드 소리와 연구자의 목소리가 동시에 마이크로 입력되어 컴퓨터로 오디오 

신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2> 참조). 또한 마이크 앞에 팝필터(SM6-Pop Filter, 
Rode, Australia)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소음을 최소화하고 오디오 품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
한 반주 유형 중 하나로 적용된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Digital Audio Workstation, DAS)
에 내장된 피아노 음색의 가상악기 사용을 위해 DAW 소프트웨어 로직(Rogic Pro X)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화상 플랫폼으로 줌(Zoom)을 사용하였다. 줌의 경우, 그림 및 음원 

등의 파일 공유와 말하는 사람(발표자)의 화면만 확인하거나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

의 화면을 갤러리 형태로 확인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화면 선택, 자신의 의견을 직접 작성할 



36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제18권 제1호

<Figure 2> Examples of mic and keyboard settings (left) and
videoconferencing implementation (right)

<그림 2> 마이크와 키보드 연결 환경 및 실시간 화상 연결 예시

수 있는 채팅이나 화이트보드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원격 교육 현장에서 자주 활용

되는 플랫폼 중 하나이다(Correia, Liu, & Xu, 2020). 또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녹

화하는 데 있어 공유된 화면을 포함하여 녹화하기, 참여자 화면만 갤러리 형태로 녹화하기, 오
디오 파일 녹화하기 등 다양한 녹화 방식을 동시에 채택할 수 있어 비대면 치료 현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이 진행된 전체 상황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얼굴을 확대하거나 음성만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여 프로그램에 따른 대상자 변화를 다양하게 확인 및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품질의 음악 신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음질의 손상이나 동기

화 문제가 제한점으로 지적되며 새로운 플랫폼의 활용이 제안되기도 하는데(Redman, 2020), 
측정 모델이나 문헌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지만 다른 보편적인 플랫폼에 비해 

비디오 및 오디오의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Pal, Vanijja, & 
Patra, 2020), 대상자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줌을 선택하였다. 

세부적인 오디오 신호의 입출력 관련 설정에 있어서는 사용 기기와 플랫폼의 설정 상태에 

따라 전달되는 소리의 크기 및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사전 점검을 통해 가장 적절한 

전달 방식을 결정하였다. 줌 내부에서의 출력은 노트북 내장 스피커로 설정하고 입력은 마이

크가 연결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설정하였으며, 오디오 원음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달

하기 위해 볼륨 자동 조정 기능은 선택하지 않고, 배경 소음억제 기능은 ‘낮음’의 항목으로 선

택하였다. 또한 마이크로 입력된 소리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디오 인터페이스 세팅에서

는 전체 음량(Gain)을 줄이는 대신, 줌의 마이크 입력 수준은 최대로 설정하였다. 실제 실험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소리 전달 여부를 확인하여 키보드 및 오디오 인터페이스별로 가장 

적합한 음량 수준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사전 점검을 통해 확인된 설정 상태와 조건을 매회기 

프로그램에서 일관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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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적 노래부르기 과제

상호적 노래부르기 과제는 4개 과제 유형과 3개 반주 유형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과제는 

대상자 혼자부르기, 연구자 혼자부르기, 연구자와 대상자가 동시에 함께 부르기, 연구자와 대

상자가 순차적으로 부르기를 포함하였고, 반주 유형은 무반주, 라이브 키보드 반주, DAW 내
장 미디 악기를 사용한 반주(이하, 미디 반주)로 구분하였다. 키보드는 세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반주 악기라는 점을 고려해 선택되었고, DAW는 실시간 비대면 음악교육 및 공연 

관련 연구에서 라이브 어쿠스틱 악기에 비해 소리 송출 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일 수 있었다는 

선행연구(Riley, 2009)를 바탕으로 키보드 사용과 비교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각 과제별로 3개 

반주 형태가 적용되어 총 12개의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순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대상

자별로 무작위로 생성된 숫자에 따라 과제 제시 순서가 다르게 결정되었다. 각 대상자는 제시

된 과제에 참여한 후 전달된 목소리(연구자 혹은 대상자, 혹은 순차적으로나 동시에 노래부르

기에 참여한 경우에는 연구자와 대상자 각각의 목소리)가 명료하게 들리는 정도, 소리가 끊기

지 않게 들리는 정도, 소리 만족도, 노래부르기 시 줌 환경이 방해된다고 느끼는 정도의 4개 

항목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10점(매우 그렇다)까지의 10점 척도에 평정하였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각 조건별로 대상자들이 명료도, 연결성, 만족도, 방해 정도의 측면에서 소리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평정한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과제 유형과 반주 유형에 따라 평정값이 

달라지는지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서열척도에 평정한 값이고 표

본수가 7명이어서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없음을 고려해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과제 유형과 반주 유형의 주효과와 과제 유형과 반주 유형 

간 교호 작용이 분석되었다. 각 과제별로 반주 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모수 

검정인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2. 2단계: 프로그램 구성 

1) 상호적 노래부르기 중심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 구성

본 프로그램은 ASD로 진단받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1:1 개별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프
로그램의 방향은 기본적인 의사소통기술에 개입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시각적 자료로 제시된 

사물, 사람 등을 호명하기(tact)와 질문에 대답하기(intraverbal communication)를 주요 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를 노래부르기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1단계 선행연구 분석 결과와 2단계 실

시간 화상 연결 시 전달되는 소리에 대한 지각 수준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과제 및 반주 방법

을 결정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구성되었는데(<Figure 3> 참조), 1단계에서는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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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확장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사용한 단어를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

해보며, 3단계에서는 1ㆍ2단계에서 습득ㆍ확장한 단어를 활용하여 자발적 표현을 시도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노래부르기 중심의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알아보는 데 그 초점이 

있어 악기 연주 등 다른 유형의 활동은 적용하지 않았다. 
ASD 아동의 경우, 추가적인 자극이나 촉구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 자극에만 주의

를 기울이는 데 제한이 있음을 고려해 노래부르기 시도를 유도하는 데 있어 시각 자료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였다. 노래의 주제나 노래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 노래 가사를 구성하기 위한 선

택지로 제시되는 단어, 전체 노래 구조 등을 그림 자료로 제시하였다. 모든 시각 자료는 

Powerpoint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하여 제시하였고, 특히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하여 대상자

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자극의 수를 순차적,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움직임이 있는 형태로 

자극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 대상자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Stage 1 
1단계

Stage 2 
2단계

Stage 3 
3단계

Expansion of resources 
for 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자원 확장

è

Application of resources to various 
contexts for communication

다양한 맥락에서의
언어/노래 자원 적용

è

Spontaneous verbalization in 
a communicative context

상호적 구조 안에서의
자발적 표현 시도 유도

<Figure 3> Construction of interactive singing-based synchronous videoconferencing program

<그림 3> 상호적 노래부르기 중심 비대면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

2) 타당도 검증

구성된 프로그램의 타당도는 3명의 음악치료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였다. 타당도 검증에는 

음악치료학 석사 학위 및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 임상경력이 평균 5년, ASD 아동 

대상 임상 경력이 평균 4.7년인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의 목표 적

절성, 대상자의 연령과 필요 적합성,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의 구성 적절성, 적용 가능성의 

측면에서 각 하위 범주별로 3문항씩, 총 12문항이 제공되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3. 3단계: 프로그램 실행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학령기 대상 ASD 아
동을 모집하고 2단계에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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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서울 소재 음악치료센터에서 모집되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ASD로 진단받은 만 6-11세의 학령기 아동 중 기본적인 구두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이다. 연구목적과 기간,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

자의 보호자에게 개별 면담이 실시되었다. 본 프로그램이 실시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면담을 통해 정보통신기기의 사용 및 연결 등을 위해 프로그램 진행 시 보호자의 지원

이 필요한 점을 설명하였고, 이를 포함한 세부 연구절차 및 방법,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 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보호자에게 서면 동의를 획득하였다.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획득된 총 3
명의 대상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고, 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3명의 

대상자 모두 K-CARS-2 점수 30-36점으로 경도 수준의 ASD 증상을 보였다. SRS 점수 역시 

유사한 범위에서 나타나 ASD 증상이나 전반적인 사회적 행동 수준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SCQ 점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사소통 수준에 있어서는 대상자별 차이가 있었다. 

<Table 2>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표 2> 대상자 기본 정보

Variable 변인
Participant 

1
Participant 

2
Participant 

3

Sex 성별 Female Male Male

Age (years) 나이(세) 8.0 11.3 9.2

K-CARS-2 28 31 31.5

SRS-2 85 85 82

SCQ 23 19 27

Total duration of remote education, years
비대면 정규 교과목 수업 총 참여 기간(년)

1 1.2 1.1

Frequency of remote education in the last 6 months
최근 6개월 간 주 평균 비대면 정규 교과목 수업 참여 빈도

3 
times/week

2 
times/week

2 
times/week

Total duration of in-person music therapy sessions, years
대면 음악치료 총 참여 기간(년)

2 NA 2

Total duration of videoconferencing music therapy sessions. 
months 비대면 음악치료 총 참여 기간(개월)

3 NA 2

Frequency of videoconferencing music therapy sessions in the 
last 6 months 최근 6개월 간 비대면 음악치료 참여 빈도

Once/week NA 1-2 
times/week

Note. K-CARS: Korean Childhood Autism Rating Scales; SRS-2: Social Responsiveness Scale; SCQ: Social Communication 
Questionnaire; NA: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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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은 기본적인 문장 구사가 가능하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기가 가능하였다. 대상자 2
은 자발적으로 대화를 개시하거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가능했고, 제시된 주제에 대해 자신

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2-3 문장의 범위 안에서는 가능했다. 반면, 대상자 3의 경우 질문이 제

시되면 질문에 포함된 단어를 따라 말하거나 단순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수준에서 반응

할 수 있었다.

2) 연구 도구 및 환경 구성

본 단계에서 실행된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은 상호적 노래부르기 과제가 중점적으로 진행

되는 프로그램으로 악기 연주 등 다른 유형의 음악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용한 마이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 키보드 등은 2단계에서 사용한 것과 같으며 환경 

구성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3) 상호적 노래부르기 중심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 

본 단계에서는 2단계를 통해 구성되고 그 타당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주요 노

래부르기 과제는 순차적으로 부르기로, 정해진 가사를 채워 부르기, 정해진 구조 안에서 단어

를 바꾸거나 새로운 단어로 채워 부르기, 질문-대답의 구조 안에서 자신이 구성한 가사를 사용

하여 부르기 등이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다. 자세한 중재 과제 및 활동 예시 등은 <Appendix 1>
에 제시되어 있다. 대상자는 개별로 진행된 프로그램에 30분씩 주 2회, 총 4회 참여하였다. 프
로그램은 음악치료학 박사 학위 및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였고, ASD 아동 대상 음악

치료 임상 경력이 12년인 제1 저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4) 측정 도구

(1) 사회 반응성 척도 

사회 반응성 척도(Social Responsiveness Scale Second Edition, SRS-2)는 ASD 아동이 보이는 

사회적 행동의 결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도구(Bruni, 2014)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

자의 사회적 의사소통 수준을 선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검사 문항은 총 65개로 사회적 통찰, 
사회적 의사소통, 사회 인지, 사회적 동기, 제한된 흥미와 반복적인 행동의 하위범주로 분류된

다. 산출된 T-검정 점수가 76점 이상인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의사소통 설문지 

사회적 의사소통 질문지(Social Communication Questionnaire, SCQ)는 ADI-R(Autism Diagnostic 
Interview-Revised)과 함께 ASD의 1차 선별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검사도구로, 한글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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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구 역시 타당도가 검증되었다(Yoo, 2008). SCQ에는 ‘일생’과 ‘현재’ 양식이 있는데, ‘일생’ 
양식은 ASD 증상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고 ‘현재’ 양식은 치료적 개입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

는 데도 사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양식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상동적인 행

동, 사회적 행동, 비정상적 언어의 하위범주로 분류되고 총 4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본 검사도

구의 경우 측정 점수가 15점 이상인 경우 ASD 위험군으로 분류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ASD 
증상 및 의사소통 기술의 결함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행동 관찰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녹화된 영상을 통해 과제 참여 행동과 노래부르기 

행동의 2가지 목표 행동을 관찰ㆍ측정하였다. 과제 참여 행동은 화면에 주의를 유지하며 지시

된 과제를 수행하거나 제시된 맥락과 적절한 반응이나 행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측
정 구간(각 회기별 프로그램이 시작된 5분 후부터 20분 동안)을 10초 간격으로 나누었을 때, 
각 구간에서 주의가 분산되는 행동이나 과제 외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해당 구간 동안 프로그

램 참여가 유지되는 경우에 목표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녹화된 화면 상에서 아동

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나 화면이 아닌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경우, 아동이 정면을 보고 있더라도 

화면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구 등을 조작하는 행동이 나타나면 주의 분산 행동 혹은 

과제 외 행동으로 간주하고 해당 구간에서는 참여 행동이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렇게 10초 단위로 목표 행동의 발생 여부가 평가된 이후에는 5분 구간의 평균 발생률을 산

출하여 총 4개의 구간(즉, 5-9분, 10-14분, 15-19분, 20-24분 구간)에서의 목표 행동 발생 추이

를 분석하였다.
참여 행동과 함께 측정된 노래부르기 행동은 제시된 맥락과 관련된 단어나 구, 문장 등을 

포함하여 발화하거나 특정한 음고가 산출되는 형태로 노래부르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무의미

한 발성이나 제시된 맥락과 상관없는 발화 시도는 목표 행동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연구자가 

제시한 맥락 혹은 노래의 주제, 질문과 관련된 단어나 문장이 사용된 경우에만 목표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온라인 연결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상

황임을 고려해 입이나 입술의 움직임만으로는 시도된 발화의 적절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소

리가 충분히 산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노래부르기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

로 판단하였다. 프로그램의 앞 활동에서는 제시된 노래에서 일부 단어 채우기, 연구자를 모방

하거나 연구자와 주고받는 형태로 노래부르기 등이 주요 과제여서 대상자가 짧은 음절의 단어

를 발화하는 것으로도 성공적인 과제 수행으로 간주될 수 있어 노래부르기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중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질문에 대답하는 형

식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연구자의 잦은 개입 없이 연속적으로 노래부르기가 유도되는 마지막 

활동에서 목표 행동을 관찰ㆍ측정하였다. 즉, 프로그램이 진행된 후 20-25분의 5분 구간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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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간격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서의 목표 행동 발생 여부를 측정하였고, 전체 5분 구간의 평균 

행동 발생률을 산출하여 회기별로 비교하였다. 

(4) 관찰자 간 신뢰도

본 연구에서 시도된 관찰 행동의 분석과 관련해 관찰의 주관성 및 오류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찰자 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전체 비디오 녹화 영상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영상을 선택하였고 음악치료학과 석사 과정에 있고 ASD 아동과 실습 경험이 7개월 이상인 제

3 저자가 해당 영상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제1 저자와 제3 저자가 각 구간에

서의 목표 행동의 발생 여부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Cohen’s Kappa 계수를 산출

하였을 때, 계수값 .93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사회적 타당도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참여 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적용 가능

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타당도를 실시하였다. 타당도 문항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환경구성

의 용이성, 아동의 반응에 대한 인식, 적용 가능성의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각 영역별로 4문항

씩 총 16문항이 제작되었다. 보호자들은 각 문항별로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

렇다)까지 체크할 수 있는 5점 척도에 평정하였다. 이 외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

하는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어려웠던 부분, 프로그

램에 대한 제안 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ASD 아동에게 적용 가능한 상호적 노래부르기 중심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

램을 구성하고 그 실행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4단계로 연구가 진행되었

고, 각 단계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프로그램 구성 요인 분석 결과

1)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ASD 아동 대상 상호적 노래부르기 과제의 범위 분석 

ASD 아동을 대상으로 노래부르기 적용된 선행 문헌을 분석한 결과, 상호적 노래부르기는 

연구자(혹은 다른 대상자 등)와 대상자가 순차적으로나 동시에 부르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순
차적으로 부르기와 동시에 부르기는 가사의 속성(정해진 가사나 동일한 가사, 혹은 새로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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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사 산출 방법(따라부르기나 기억하여 부르기, 제시된 선택지에서 선택하여 부르기, 새롭

게 가사를 구성하여 부르기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사의 수준 역시 무의미 음절에서부터 문장 수준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였다. 분석된 세

부 과제의 내용은 <Appendix 2>에 제시되어 있다. 

2) 실시간 화상 연결 시 상호적 노래부르기의 방법과 반주 유형에 따른 소리 지각 차이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환경에서 효과적인 소리 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 유형과 반

주 유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에 노래부르기의 과제 유형(즉, 연구자 혼

자부르기, 대상자 혼자부르기, 연구자와 대상자가 순차적으로 부르기, 연구자와 대상자가 동시

에 부르기)과 반주 유형(무반주, 키보드 반주, 미디 반주)에 따른 소리에 대한 지각 수준을 대

상자에게 평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과제 및 반

주 유형에 따른 차이 비교를 위해서는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실시하였다(<Table 4> 참

조). 과제 유형의 주 효과는 소리의 연결성 지각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에 반해, 
반주 유형의 주 효과는 대상자 목소리를 명료하게 지각하는 정도에서만 유의하지 않았고, 그 

외의 4개 지표에 있어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유형과 반주 유형 간 교호작용에 있

어서도 연결성 지표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소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들리는지에 있어 과

제 유형별로 지각 수준이 달라지는 양상이 반주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지표에 대해서는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과제 유형에 따라 연결성 지각이 달라지는지 확인한 결과, 순차적으로 부르기

(p = .010)와 동시에 부르기(p = .020)가 모두 연구자 혼자부르기보다 유의하게 연결성이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주 유형에 따른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분석이 실시되지 않은 대

상자 목소리의 명료도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미디 반주 조건이 다른 두 조건(무반주 및 키보

드 반주)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구자 목소리가 명료하게 들리는 정도(무반주 > 미디 

반주: p < .001, 키보드 반주 > 미디 반주: p < .001)가 낮고, 연결성이 떨어지며(무반주 > 미디 

반주: p = .001, 키보드 반주 > 미디 반주: p < .001), 만족도도 낮은 반면(무반주 > 미디 반주: 
p = .010, 키보드 반주 > 미디 반주: p = .004), 줌 환경이 방해된다고 지각하는 수준은 높은 것

(무반주 < 미디 반주: p = .011, 키보드 반주 < 미디 반주: p = .018)으로 나타났다. 연결성 지표

에 있어 과제 유형 및 반주 유형에 따른 차이는 <Figure 4>에 제시되었다.
연결성 지표에서 나타난 과제 유형과 반주 유형 간 유의한 교호작용을 통해 살펴본 흥미로

운 결과는 연구자 혼자부르기나 연구자와 대상자가 동시에 부르기 과제에서는 미디 반주에서 

연결성이 현저하게 낮게 지각되고 무반주와 키보드 반주 조건에서는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반

면, 연구자와 대상자가 순차적으로 부르기 과제에서는 키보드 반주에서의 연결성이 가장 높게 

지각되고 무반주 조건에서의 연결성이 낮게 지각된 점이다. 전체적인 결과의 양상은 미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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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GLM for Effects of Task and Accompaniment Types on Sound Perception

<표 4> 과제 유형 및 반주 유형에 따른 소리 지각 차이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 분석 결과

Response variable
반응 변수

Task
과제유형

Accompaniment
반주유형

Task
*Accompaniment

과제*반주유형

Wald χ2 df p Wald χ2 df p Wald χ2 df p
Clarity of investigator’s voice
연구자 목소리가 명료하게 들리는 정도

2.412 2 .299 24.319 2 < .000***  0.752 4 .945

Clarity of participant’s voice
대상자 목소리가 명료하게 들리는 정도

1.977 2 .372 4.031 2  .133  1.188 4 .880

Smoothness of sound transmission
소리가 끊기지 않게 들리는 정도

8.686 2 .034* 26.276 2 < .000*** 14.180 4 .028*

Satisfaction
소리에 대한 만족도

5.068 2 .167 17.927 2  .000** 11.356 4 .078

Interference
노래부르기 시 줌 환경이 방해된다고 
느끼는 정도

7.379 2 .061 11.817 2  .003** 10.180 4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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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Differences in perceived smoothness of sound transmission depending on 
task type and accompaniment type

<그림 4> 과제 유형 및 반주 유형에 따른 연결성 지각 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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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여러 조건에 걸쳐 연결성이 가장 낮게 지각되는 반면, 무반주가 연결성의 문제를 가장 

덜 지각되도록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순차적으로 부르기 시에는 무반주보다 키보드 반

주 조건 시 오히려 소리가 연결되는 것으로 지각되는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

으로 배제할 수는 없었던 쌍방향 소리 송출 간 지연에 대한 인식이 반주가 제공되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2단계: 프로그램 구성

2단계에서는 ASD 아동 대상 상호적 노래부르기 중심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

다. 비대면 상황에서는 아동 측면의 환경이나 아동이 만지거나 조작할 수 있는 자극을 직접적

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아동의 의사소통 시도에 따른 결과물 혹은 강화제로 제공할 수 있는 

자극이 청각적/언어적 자극에 제한됨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 제시된 사

물이나 경험을 호명하거나 질문에 대답하기 등을 주요 과제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사물이나 경험, 원하는 활동 등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OO을 좋아해요”, “OO을 

하고 싶어요” 등으로 대답하기)가 주 과제로 활용되었다. 또한 상호적 노래부르기의 방식 및 

반주 유형은 1단계에서 도출된 결과에 근거를 두고 결정하였다. 실시간 화상 연결 시 연결성

과 만족도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보고된 순차적으로 부르기가 주요한 노래

부르기 형태로 결정되었고, 라이브 키보드 반주가 활용되었다. <Figure 5>는 프로그램에서 사

용된 노래의 예시이다. 구성된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음악치료 전문가 3인에 의해 검증한 결과, 
각 항목별로 평균 4.6점(목표 적절성), 4.6점(연령과 필요 적합성), 4점(비대면 프로그램의 구성 

적절성), 4.3점(적용 가능성)으로 평가되어 본 프로그램이 ASD 아동의 필요에 적합하며 실제

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3. 3단계: 프로그램 실행

1) 참여 행동 및 노래부르기 행동에서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회기별 프로그램 전반에 거쳐 주의를 유지하고 프로그램에 적절하

게 참여하는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전후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나 시간 등에 차이가 날 수 있는 프로그램 초반과 후반 5분씩을 제외한 중간 

20분에서 참여 행동을 관찰, 측정하였다. 20분을 10초 단위로 나누어 목표 행동의 발생 여부를 

측정하고 이를 5분 단위로 묶어 평균값을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는 <Figure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행동에 있어 세 대상자 모두 1회기에 비해 4회기에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이 증가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 참여 행동 수준을 살펴보면 회기 내에서 세션 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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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갈수록 참여 행동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난 반면 개별 대상자가 보인 참여 행

동 양상에 있어서는 대상자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 1의 경우, 1-2회기에서는 세션 

15분 경에 참여 행동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가 이후 증가하는 데 반해, 3-4회기에서는 세션 

전체에 걸쳐 높은 수준의 참여 행동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2의 경우에는 1회기

에 비해 2-4회기의 참여 행동 수준이 큰 폭으로 증가한 양상이 관찰되었고, 2-3회기에서는 대

상자 1과 마찬가지로 15분 경 참여 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4회기에서는 참여 행

동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변화를 보였다. 대상자 3의 경우에는 1-3회기 동안 세션 후반

에 참여 행동이 감소되는 추이가 나타난 반면, 4회기에는 오히려 세션 후반으로 갈수록 참여 

행동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A timepoint to provide musical cues to time the initiation of the next target word 
다음 단어를 발화하기 전 준비할 수 있는 음악적 큐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 Possibility to place pause or prolongation for anticipation or preparation for the next word
다음 단어를 발화하기 전 쉼표나 늘임표 등을 넣을 수 있는 공간 

 ⓒ Use of complex chords or diversified rhythm patterns for the section to reinforce verbalization 
이전 섹션에서 시도된 발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활용된 다양한 화성과 반주 주법

<Figure 5> Example of the song used in the program. The lyrics include the phrase 
“What I like is a sweet strawberry and a sweet watermelon” and 

“Doo-Bee-Doo-Bee Doo-Bop-Ba”(for the chorus).

<그림 5>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실제 음악 악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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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6> Changes in engagement over time within sessions (Panel A) and changes 
in the mean rate of engagement over sessions (Panel B)

<그림 6> 각 세션 내 시점에 따른 참여 행동의 변화(A) 및 평균 참여율의 회기별 변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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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후반부 5분 동안 관찰, 측정된 노래부르기 행동에서의 변화는 <Figure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대상자의 노래부르기 행동 발생 비율과 모든 대상자의 평균값을 통해 모든 

대상자들이 회기가 지날수록 노래부르기 행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을 확인할 있었다. 
반면, 구체적인 변화 추이에서는 대상자 간 차이가 있었는데, 대상자 1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

로 노래부르기 행동이 관찰된 반면, 그 변화의 폭은 적었다. 대상자 2의 경우 1회기 세션에서 

4회기 세션으로 가면서 노래부르기 행동이 증가한 폭이 가장 컸으며, 대상자 3은 1회기에 비

해 4회기에 목표 행동이 증가하긴 했으나 2회기와 3회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회기별로 노

래부르기 행동이 나타나는 비율이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7> Changes in the occurrence of the target singing behavior. The top panel showed 
changes in individual participant and the bottom represented the mean changes over time.

<그림 7> 회기에 따른 노래부르기 행동의 변화. 그림 위는 회기에 따른 각 개별 대상자의 노래부르기
행동 발생률 변화를 보여주고, 그림 아래는 세 대상자의 평균 발생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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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타당도 검정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3명의 아동 보호자 모두 5점으로 평정해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각 4개 문항씩 구성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비대면 환경 구성의 

용이성, 아동 반응에 대한 인식, 적용 가능성의 측면에서 평정하도록 하였을 때, 프로그램 효

과성과 아동 반응에 대한 인식이 평균 4.4점으로, 비대면 환경 구성의 용이성과 적용 가능성이 

평균 4.8점으로 평정되었다. 
프로그램에서 만족스러웠던 부분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서 보호자들은 “음악을 통해 어휘나 

감정을 배우는 게 그냥 배우는 것보다 즐겁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 듯했다”, “아동의 주의 집중

력이 증진되고 언어 표현이 증가되며 창의력 및 행복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보였다”, “혼자 참

여가 가능했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코로나 등으로 외출이 어려운 시기에 비대

면으로 참여할 수 있어 위험 부담이 없었고, 이동 시간 감소와 가정 내 활동 가능으로 인한 

편안함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프로그램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2명의 보호자는 없

었다고 보고하였고, 1명의 보호자는 “노래부르기 외 시간에 응시를 안하는 등 이탈 행동을 보

이거나 숨으려는 행동을 보여 해당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을 주시하고 있어야 했으나 어

려움이 크진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ASD 아동의 의사소통기술에 개입할 수 있는 상호적 노래부르기 중심 실시

간 비대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문헌 

고찰을 통한 상호적 노래부르기 과제 분석(1단계), 실시간 화상 연결 시, 노래부르기 과제 유형

과 반주 유형에 따른 소리에 대한 지각 수준 비교(2단계), 상호적 노래부르기 중심 실시간 비

대면 프로그램 구성 및 타당도 검증(3단계), 학령기 ASD 아동 대상 프로그램 적용 및 프로그

램의 실행 가능성 평가(4단계)로 나누어 연구를 시행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선행 문헌을 통해 분석된 상호적 노래부르기 과제의 범위를 토대로 2단계에

서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상호적 노래부르기를 진행하였을 때, 과제의 유형과 반주 유형

(즉, 무반주, 키보드 반주, 미디 반주)에 따라 송출되는 소리가 다르게 지각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실험에 참여한 음악치료학과 전공생은 동시에 부르는 조건보다 순차적으로 부르는 

조건에서 소리의 명료도나 연결성, 만족도 등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주 

유형에 있어서는 무반주와 키보드 반주가 미디 반주에 비해 긍정적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자나 대상자 개인의 목소리를 명료하게 지각하는 것은 무반주 조건이었지만, 소리의 

연결성이나 만족도는 키보드 반주 조건에서 가장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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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해 쌍방향으로 소리가 산출되거나 여러 개

의 소리가 동시에 산출되는 경우, 소리 전달(입력 및 산출) 타이밍의 차이 및 전달 지연

(latency)의 문제가 발생하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기의 유형이나 성능에 따라 관련 문제를 줄

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Anderson 
& Northcote, 2018; Riley, 2009). 반면, 순차적으로 부르기나 키보드 반주 조건에서 소리에 대

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이 증가한 결과는 구조화된 차례지키기나 음악의 반복적 제공 등

이 소리 전달의 지연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을 상쇄시킬 수 있었다는 음악치료 선행 문헌이 

뒷받침할 수 있다(Baker & Krout, 2014). 
또한, 미디 반주가 제공되는 경우 연구자의 목소리에 대한 지각 수준이 다른 반주 유형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라이브 악기 연주로 인한 소리 지연의 문제를 DAW 
사용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는 선행연구(Riley, 2009)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의 

경우, DAW가 주요하거나 유일한 전달 매체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반주 제공은 DAW 내장 

가상악기를 통해, 목소리는 마이크를 사용해 입력, 전달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목소리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처리되어 DAW 내장 가상악

기와는 다른 신호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소리 신호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는 

경우 소리의 동기화나 처리 속도 간 차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반주 악기나 목소

리 전달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고려할 점으로 보인다. 즉, DAW 소프트웨어가 일원화된 소

리 전달 시스템이며 마이크로 입력되는 소리 역시 동일한 채널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미디 소

프트웨어나 가상악기, 가라지밴드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 목소리가 별도의 채

널로 처리된다면 미디 반주는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과제의 유형과 반주의 

유형이 있음을 제시하며,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소리가 내담자에게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자극

임을 고려할 때 과제나 반주의 유형이 제한되는 점을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3단계에서 구성된 상호적 노래부르기 중심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은 ASD 아동 대상 

임상경력이 평균 5년인 음악치료 전문가 3인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받았으며 평균 연령 9.3
세의 ASD 아동에게 적용하였을 때 모든 아동에게서 긍정적인 참여 행동과 회기에 따른 노래

부르기 행동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보호자들 역시 사회적 타당도 평가 항목 중 프로그램

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에게서 충분한 동기, 긍정적인 정서반응과 언어 표현 등을 관찰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평균 4.5점으로 평정해 대면 상호작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대상자

의 긍정적인 참여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선행 문헌을 통해 비대

면 음악치료에서 내담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해낼 수 있었다는 결과(Baker & Krout, 2009)
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원격 음악교육이나 온라인 공연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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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통해 노래와 반주가 동시에 전달되는 경우 소리 전달의 지연이나 소리의 질 등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비대면 환경에 따른 불편함이나 불만족감보다

는 비대면 음악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크다고 보고하였다(Anderson & Northcote, 
2018; Riley, 2009). 더불어 비대면 접근을 준비하는 연주자나 교사, 치료사가 환경이나 과제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거나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불편함이 상쇄될 수 있다고 강조되

었다(Knott & Blcok, 2020). 본 연구에서도 1ㆍ2단계에서 비대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

는 과제 구성, 과제 전달 및 음악 전달 방식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비대면 환경에 특화된 

전략을 사용하였는데(<Appendix 3> 참고), 이러한 체계적 시도가 긍정적인 결과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비대면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 및 보호자의 긍정적인 

반응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감염의 위험 등으로 인해 대면 음악치

료가 가질 수 있는 제한점을 비대면 음악치료가 보완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교육 및 치료 

현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Knott & Block, 2020). 본 연구에 

참여한 한 대상자의 보호자도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 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이 긍정적이었

다고 보고하였고, 선행연구에서도 비대면 일반교과수업 및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 발달장애 아동의 보호자들이 비대면 접근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감염 예방이라고 응답하

였다(S. H. Kim, 2021). 이는 변화하는 임상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비대면 음악치

료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의미 있게 살펴볼 만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 모두 경도 수준의 ASD 증상을 보인 

반면, 의사소통 수준이나 비대면 환경에 참여하는 양상이나 기기를 통한 콘텐츠 수용 양상에 

있어 개인 간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해 프로그램 동안 관찰된 참여 행동 및 노래부르기 행동의 

수준 및 변화에도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3명의 대상자 모두 자발적 착석 유지와 간단한 지

시 이행이 가능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도움 없이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였다. 
보호자는 온라인 접속이나 기기 조작 등의 차원에서만 도움을 제공하였고, 프로그램 진행 동

안에는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자와 상호작용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탈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서는 대상자가 참여하고 있는 

환경 내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화면 밖으로 움직이는 시도, 대상자 주위에 있는 도구나 화상 

플랫폼 기능을 조작하려는 시도 등 주의가 분산되는 행동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의사소통 수

준이 가장 높았던 대상자 2는 기기 내 비디오를 끄거나 화면 밖으로 움직이는 행동으로 인해 

과제 참여 행동의 비율이 오히려 다른 대상자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대상자 3의 경우에는 과

제 외 행동이 적극적으로 시도되는 경우는 적었으나 의사소통 수준이 낮아 연구자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발화나 노래부르기를 시도하는 것이 제한적이었고 이는 노래부르기 행동의 비율

이 세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결과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대면 환경에서는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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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분산되는 경우 치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촉구나 도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상자에게서 기본적인 수준의 주의 유지와 과제 이해가 요구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Lee, 2020)
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비대면 음악치료 환경에서도 다양한 음악 요소의 조정(템포나 음역대, 
주법 등의 변화)을 통한 효과적인 주의 유도 및 재유도를 위한 다양한 전략의 계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단일 자극의 제공은 주의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각 자료의 사용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증상의 정도나 의사소통 수준 외에도 기기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반응 

양상, 기기(화면)를 통해 제시되는 자극에 대해 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따라 비대면 

치료 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고 치료 시간의 길이나 치료에서 중점적으로 활용되는 과제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사전 평가나 사전 교육 등을 통해 개인의 고유

한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며 개별화된 특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프로

그램 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대면 치료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부분이지만 

비대면 치료 상황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과제나 자극 자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세부적인 과제의 유형, 보조 장치로 사용하는 시각 자료의 종류나 개수 및 전달 방식, 활용될 

수 있는 음악의 범위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비대면 치료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될 수 있는 목표 영역 및 기법에 대한 후속 논의 역시 필요하다.
같은 맥락으로 선행연구들은 물리적 환경과 기기적 문제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Baker & Krout, 2014; Henry, Block, Ciesla, McGowan, & Vozenilek, 2017; Knott 
& Block, 2020). 이러한 사전 점검에는 연구자와 대상자 모두의 컴퓨터 세팅과 인터넷 환경, 
대상자가 활용하는 기기의 속성에 따라 송출되는 음량의 차이나 소리의 질 등이 포함될 수 있

다. 또한 실시간 화상 플랫폼의 속성 및 플랫폼 사용 시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조작 방법 등도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줌 플랫폼의 경우, 화
면 보기의 방식(화면이 분할되는 방식)과 화면 공유하기, 주석(화면에 실시간으로 메모하거나 

표시할 수 있는 기능) 기능 등이 활용되었는데 대상자나 보호자가 이러한 기능에 익숙한 정도

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 또한 기기와 플랫

폼 사용에 대해 보호자가 지원해줄 수 있는 정도 등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과

제나 이에 따라 대상자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사전에 수집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시작 전에 보호자를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 및 기기 

체크와 기기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사전 교육이 필수적일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보호자들은 이미 줌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혹은 

비대면 치료 경험이 있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환경 조성 및 실시간 화

상 플랫폼 접근, 기기 조작 등에 큰 문제가 없었다. 또한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그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부모 대상 사전 교육에 있어서도 간단한 면담만 진행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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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했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는 비대면 일반교과 수업 참여 경험으로 인해 

많은 응답자들이 비대면 음악치료 참여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보고한 

발달장애 아동의 보호자 대상 선행 조사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S. H. Kim, 
2021). 반면 실시간 화상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 보호자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지원 방

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ASD 아동이 비대면 치료에 참여하는 경우, 
대부분은 보호자나 다른 성인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가정 환경 및 보호자나 지원자의 준비도 

등에 따라 치료 효과 역시 달라진다고 보고된다(Lee et al., 2020). 특히 기기 접근성 및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의 보유 정도, 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자신감이나 자신의 기기 사

용 능력에 대한 인식)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요인이 비대면 치료에서 연구자나 대상자

가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Archibald, Ambagtsheer, Casey, & Lawless, 
2019), 추후 연구를 통해 비대면 치료 참여를 위한 지원 및 교육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
음악치료 임상 현장에서도 치료의 전달 방식과 매체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 점을 고려할 때, 비대면 음악치료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

각적인 논의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치료 상황에서도 내담자의 필요나 목표가 치

료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인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본 연구 결과는 전달 

매체의 속성에 따라 치료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전략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면 환경에서는 내담자의 필요나 강점에 따라 과제의 유형과 수준이 결정되

지만 비대면 환경에서는 환경적 특성 자체 역시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며, 치료사와 내

담자가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Knott & Blcok, 2020; Krout, Baker, & Muhlberger, 2010) 
역시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호적 노래부르기 중심의 실시간 비대면 프

로그램이 ASD 아동에게 적용 가능한지에 초점을 두고 소수의 대상자에 짧은 회기 적용함으로

써 프로그램 실행과 실행 근거의 측면에 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설계되는 비대

면 음악치료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반면, 비대면 음악치료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는 제공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특정한 언어기능이나 의사소통기술

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해 중재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
한 비대면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ASD 아동의 필요에 개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각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음악치료의 원리와 가치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전달 매체와 

방식에 대한 적용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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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sibility of Synchronous Videoconferencing 
Interactive Singing Program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During COVID-19 

4)

Yoo, Ga Eul*, Im, Ju Yeon**, Ha, Eun Ji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an interactive singing-based synchronous 
videoconferencing program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This study was 
conducted in four stages: analysis of interactive singing tasks in the literature for children with 
ASD, examination of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sounds transmitted via synchronous 
videoconferencing platform depending on the type of singing tasks and accompaniment, 
construction of singing-based synchronous videoconferencing program and determination of its 
validity,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structed program with three children with ASD and 
confirmation of its feasibility. The results showed that different types of singing tasks and 
accompaniment affected perception of sounds transmitted online, whi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such effects when designing synchronous videoconferencing music therapy 
programs. Also, increases in program engagement and singing behaviors were observed for all 
three participants, and their caregivers reported high levels of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The 
findings support the applicability of this intervention as a tele-music alternativ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lin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discussed.

Keywords: autism spectrum disorder, remote music therapy, interactive singing, synchronous 
videoconferencing, COVID-19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Korean Certified Music Therapist(KCMT) (bbird27@ewha.ac.kr)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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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 실행 시 고려사항 및 제안점

구분 세부 내용

사전 점검
ㆍ 아동이 참여할 때 사용하는 기기나 인터넷 환경 등으로 인해 개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아동별로 적절한 음량으로 송출될 수 있는 기준(키보드 악기, 오디오 인
터페이스 및 줌 세팅의 음량 등)을 사전에 확인함

음악 구성

ㆍ 음악 구성 시 아동이 가사를 채우거나 새로운 가사로 바꾸어야 하는 부분 전후에 
충분한 공간이 포함되어도 음악적 흐름이 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성함(아동이 
부르는 단어 이전에 쉼표나 반주 부분에서의 짧은 멜로디 패턴을 넣거나 연구자의 
파트와 아동의 파트가 하위 프레이즈 단위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치
료사-아동 간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음악적 흐름이 어색하지 않도록 하고, 
아동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유도되지 않을 때 음향 효과를 줄 수 있는 음악이 용이
하게 제공되는 구조가 되도록 함

음악 전달
(반주 음량)

ㆍ 연구자가 부르는 부분에서 키보드 반주 소리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함. 반주와 목
소리가 동시에 제공될 때 송출되는 소리 신호가 일정 범위를 넘으면 오디오 부하
가 커져 두 가지(혹은 둘 중 한 가지) 소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방지함

음악 전달
(전주 혹은 음악적 

효과 활용)

ㆍ 전주나 아동의 차례 전에 제공되는 음악에는 다양한 화성과 음역대, 주법(짧은 꾸
밈음이나 글리산도, 스타카토 등) 등을 포함하도록 해 음악적 환경이 충분히 만들
어지도록 하고, 실제로 연구자나 아동이 부를 때 반주 방식과 음량 등을 최소화하
는 시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음악적 공백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함 

음악 전달
(동시 제공)

ㆍ 치료사와 아동이 동시에 부를 때 치료사와 동기화되지 않아서 생기는 아동의 소리 
피드백을 신경쓰지 않고, 처음 시작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반주하거나 노래를 
불러 아동에게 송출되는 음악에 지연이나 중단이 생기지 않도록 함

시각적
자료 활용

ㆍ 화면 공유를 통해 시각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시각적 자료가 제시될 때, 
자극의 동적인 움직임이 생기도록 해 여러 가지 자극 중 목표하는 자극이 무엇인
지 지시하거나 아동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함(예를 들
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자극이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거나 자극의 이동 경로를 삽입하는 등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활용할 수 있음)

강화

ㆍ 아동의 참여나 과제 수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경우라면 연구자와 동시에 손바닥으로 화
면을 접촉함으로써 대면 상황에서 시도되는 손을 마주치는 행동과 유사한 움직임
을 통해 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