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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드믹스 리듬요소를 적용한
장애 청소년 융합학습지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nvergence learning guidance Method for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applying the Eurhythmics rhythm element

송미영*, 남상문**

Mi Young Song*, Sang Moon Nam**

요 약 장애 청소년은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언어를 가지고 있어 부드럽고 유연한 언어와 행동이 어렵고, 학습의 경험

이 부족하여 성숙한 행동과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장애 청소년은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편안하고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생각을 하도록 유리드믹스 음악적 리듬 요소를 시간과 공간, 힘과 무게 그리고 균형과 유동성으

로 구분하여 교수학습에 반영하였다. 유리드믹스 리듬 요소를 적용한 학습지도안은 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의사

소통, 창의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관찰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에 융

합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인터뷰 질문지를 토대로 장애 청소년의 연구에 적합한 관찰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

구 결과, 음악, 미술, 체육(라인댄스, 플레이타임)을 융합하여 유리드믹스 리듬요소인 시간과 공간, 힘과 무게, 균형과

유동성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결과 장애 청소년 교육효과가 향상된 것을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 학습 과정에서

한계점을 보완하고 장애 청소년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안과 유리드믹스의 신체 놀이를 통한 교육이

반영될 수 있는 지원제도, 그리고 다양한 학습 도구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장애 청소년, 유리드믹스 리듬요소, 융합교육,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창의성

Abstract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have unnatural behavior and languag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use soft 
and flexible language and behavior, and lack of learning experience has limitations in not being free in mature 
behavioral communication. Eurhythmics musical rhythm elements were divided into time and space, power and 
weight, and balance and fluidity and reflected in teaching and learning so that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could 
have comfortable, creative, and original thoughts that bring about changes in thawing.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in the direction of observing the effect of improving self-esteem, communication, and 
creativity of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the study guide applying the Eurhythmics rhythm element was fused 
with music education, art education, and physical education, and interviewed by selecting research participants. 
Based on the questionnaire, an observation method suitable for the study of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observed that the educational effect of the disabled youth was 
improved as a result of conducting the class by applying the Eurhythmics rhythm elements time and space, 
force and weight, balance and fluidity by integrating music, art, and physical education(line dance, playtime). 
Therefore,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in this learning process, various educational methods applicable to the 
education of youth with disabilities, a support system that can reflect Eurhythmics education through physical 
play, and a method to properly compose various learning tools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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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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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리드믹스 교수학습 방법은 예술적 미적 가치를 통

찰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활동 경험이다. 음악은 인간

이 태어나기 전부터 출발하여 울음소리를 내면서 태어

나고, 소리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적 예술의 교육으로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장애 청소년은 집중력 부족하여 효과적인 행동 개선

의 전략으로 음악을 적용하여 교정하고 발달시키는 것

이 중요하며.[1] 유리드믹스 리듬 요소는 신체를 통한

움직임과 미적 감수성, 예술성의 적절한 활동 경험을

통하여 자기 표현력의 신장에 요한 요소이다.[2]

장애 청소년은 경험의 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

으로 음악, 미술, 라인댄스, 플레이타임을 융합하여 신

체적 움직임의 리듬을 접하는 유리드믹스 교수학습의

기회가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 청소년이 유리드

믹스 리듬 요소를 적용한 수업을 통한 교육효과를 관찰

하여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Ⅱ. 유리드믹스의 리듬 요소

리듬은 음악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예술의 기초

이며 원동력으로 유리드믹스의 기본원리를 전제하고

있다. 리듬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변화

하는 움직임의 흐름이며, 마음과 느낌 사이의 흐름의

균형을 의미하며 의식적⸱무의식적 움직임 사이에서 형
성된다.

리듬에서 시간은 소리의 빠르기, 공간은 소리의 길이

를 의미하며, 힘은 소리의 다이나믹⸱강약, 무게는 화성
과 성부 그리고 중량의 차이를 말한다. 그리고 균형은

소리의 균형감, 유동성은 박의 긴장과 유지, 그리고 이

완을 음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존재하며 형성된다.[3] 이

연구는 유리드믹스 음악적 리듬 요소를 시간과 공간,

힘과 무게 그리고 균형과 유동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

였다.

1. 시간과 공간

시간은 소리의 빠른 속도의 음악을 들으면서 크게

둔하게 걷는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빠르기의 개념을 알도록 도와준다.[4] 유리드믹스 리듬

은 제자리에서 빨리 뛰기, 육지 수영인 스피드, 지점토

반죽의 속도를 정한 수업에 음악과 연계하여 운용한다.

공간은 소리에 구성되고 있는 리듬 화성 및 모든 요소

가 인간의 청각 기관을 통하여 대뇌에 전달되면 인간

내면에 감동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유리드믹스 리듬은

다양한 동물의 울음소리를 사용하고 색의 표현 놀이,

상상, 손동작 신호 등을 다양하게 적용한다. 장애 청소

년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고 듣고 신체로 표현하는

수업을 통하여 호기심을 유발하며 창의력 발달이 향상

된다.

2. 힘과 무게

힘은 음악의 강하고 약한 것을 표현하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음악의 표현력을 높이는 중요한 음악적 개념

으로 악센트, 복식호흡, 발성하는 입 모양 등 유리드믹

스 리듬의 강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무게에서 화성은

화음을 통해 보고 듣는 기본 음정이다. 성부는 멜로디

파트 하모니 파트와 같이 선율과 화음을 이루는 라인을

말한다. 그리고 중량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로

물체를 지탱시키는 데 필요한 힘을 의미한다. 장애 청

소년들은 힘과 무게를 통해 소리의 크고 작음을 표현하

며 셈여림이 있고 신체의 변화를 위해 음, 테누토, 스포

르찬도 등 악센트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향상된다.

3. 균형과 유동성

균형은 선율이나 화성 진행이 같은 음도를 지키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않고 평형을 이

룬 상태를 의미한다. 균형은 아티큘레이션, 패턴, 쉼, 당

김음 푸가 등으로 동작과 연결하여 손가락 튕기기, 미

끄러지기, 밀기로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한다. 유동성은

규칙적인 일정한 박의 시간적 간격을 가진 맥박이며,

그 간격의 길이에 따라서 유연성의 속도가 정해진다.

유리드믹스 리듬은 다이나믹, 빠르기, 곡의 느낌을 정확

히 듣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시계를 이용한 시계와 손

을 사용한 손 블록 쌓기를 통해 음악에 규칙적인 박이

존재함을 인식하여 신체 표현력을 발달시킨다.

Ⅲ. 장애 청소년 교육의 효과

유리드믹스 프로그램 교육은 예술적 미적 가치를 통

찰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활동 경험이다. 유리드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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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체를 통한 움직임과 미적 감수성, 예술성의 적절

한 활동 경험을 통하여 자기 표현력의 신장에 도움을

주어[5] 장애 청소년 교육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여기

서는 장애 청소년의 교육효과를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창의성 향상으로 구분하였다.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6] 자신에 대한 주

관적인 평가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

되며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

하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7]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

신에 대해 만족감과 문제를 인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

려 한다. 활동 안에서 인식되는 자기 성찰의 과정과 경

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신뢰와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가치와 유능성에 대해 확신하며 자신의 가치 형성을 인

식하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을 중요시한

다.[8] 자아존중감은 인간에 있어 힘의 원천이며 삶의

성공적인 적응에 대한 잠재력을 강화하게 한다.[9] 장애

청소년은 유리드믹스 리듬요소 학습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가치를 느끼며 부자연스러운 신체의 사용이 자신

감을 회복하여 사고와 자아실현이 자아존중감을 느끼

게 한다.

2.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단어나 문법 숙달이 증가함으로 적절한

단어를 결정하여 언어로 전달한다. 학동기 아동들은 유

아기 때의 문장을 수정하고 문법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긴 문장을 구문으로 사용한다. 의사소통은 논리적으로

분석적 기술이 발달하여 문법적 규칙이나 구조를 이해

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생각하고 언어가 전하는

의미를 전달한다.[10] 따라서 의사소통은 음악을 통해

신경계를 자극하여 행진하거나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추기로 신체적 움직임을 강화하여 민감한 감정들과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비언어적 기능이 있다.[11] 장애

청소년들은 융합적 학습을 통해 리듬악기를 사용함으

로 음악이 주는 음악적 자극이 타인과 소통의 장이 되

어 활동을 활발하게 하므로 사고를 증가시키고 신체적

기능 조절을 강화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3. 창의성

창의성은 참신하고 색다른 방법으로 사고하고, 독특

한 해결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이다.[12] 창의성과

지능이 높은 집단은 자신감, 독립심, 통찰력이 있으며

통제와 자유, 행동 표출에서 지능이 높다. 이러한 창의

성이 높은 집단은 창의적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는 연상

적 사고가 있어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해 수많은 관련

목록을 끌어낼 수 있다.

음악 활동을 통한 놀이는 자유롭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이 승리를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전체적인 참여를 완성

하는 형태로 이어져 창의성을 증진시킨다.[13] 장애 청

소년들은 흥미를 자극하는 놀이를 통하여 이완된 분위

기를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태도로 문제해결에 참여하

는 자발성을 갖는다.

Ⅳ. 연구설계

이 연구에서는 유리드믹스 리듬 요소을 적용한 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여 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의사소

통, 창의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관찰하는 방향으로 설계

하였다. 유리드믹스 음악 활동은 장애 청소년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오는 소외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만

족감을 얻을 수 있다. 장애 청소년들은 안전하고 편안

한 삶을 영위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움직임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기회로 유리드믹스 음악

적 리듬을 적용한 교수학습이 적절하여 이 연구에서는

유리드믹스 리듬 요소를 음악, 미술, 체육 영역에서 융

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융합 교수학습 지도안 설정

청소년기 장애는 아동기에 발달하여 지속되며, 주의

력 결핍 및 과잉 장애를 가지고 있어 학교생활에 어려

움을 지니고 공격성이 나타내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14] 장애 청소년의 음악교육은 장애의 특성에

따라 발달과 행동 통제의 어려움으로 낮은 수행력과 부

적응 행동을 보이고 정서적으로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며,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5]

음악교육은 장애 학생의 인지, 신체, 언어, 정서, 사

회성, 자존감 등의 발달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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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음악 수업을 계획할 때 음악교

육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16]

미술교육은 고유의 탐구적 태도, 논리적 사고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과 같은 인지적 측면과 통합 교

과적 수업으로 인한 장애아동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한

다.[17] 미술교육은 유리드믹스 리듬 요소를 적용하면

상상력과 풍부한 표현력이 향상된다.

체육교육은 의사소통의 문제와 불안정한 정서장애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수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교육은 장애 학생들에게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18]

유리드믹스 리듬요소 적용한 융합 교육은 신체적 경

험과 정서적 마음, 인지적 감정의 균형을 조절하고 교

수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상상력과 표현력을 향상에 효

과가 있다. 따라서 장애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도안을

유리드믹스 음악적 리듬 요소를 미술교육과 체육교육

에 적용하여 융합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표 1과 같이 총

24차시로 구성하였다.

표 1. 융합 교수학습 지도 구성
Table 1. Convergence teaching and learning guidance
composition.
학기 교과 차시 리듬 요소 교육효과

1
음악 4

시간과 공간
힘과 무게
균형과유동성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창의성

미술 4
체육(라인댄스) 4

2

음악 3
미술 2
체육(플레이타임) 4
융합 3

2. 인터뷰 질문지 구성

유리드믹스 음악적 리듬 요소는 장애 청소년의 그룹

활동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영역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정신⸱감정적 본능적인 욕구에 동기를 경험하게 한다. 이
리듬 요소는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인식하고 이해하는

정서 전달과 감정 조율 등 유대감의 조화를 음악의 신

체 경험으로 신경학적 접근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수학

습에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유리드믹스 리듬 요소를

적용한 융합 교육에 대하여 장애 청소년 교육효과인 자

아존중감, 의사소통, 창의성을 분석 기준으로 인터뷰 질

문을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2. 인터뷰 질문지 구성
Table 2. Composition of the interview questionnaire.
교육
효과

질문내용

자아
존중감

① 학습자는 교육을 통하여 태도로 문제를 인지하는
자신감과 자신의 신뢰에 대한 가치와 유능성의 만족
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② 학습자는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대처하고 통제하
는 능력과 윤리적으로 존중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자
신의행동을판단하는변화가얼마나일어나고있는가?

의사
소통

①학습자는교육을통하여감정과행동을함께공감
하는 능력과 정확한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
이 향상되고 있는가?

②학습자는교육을통하여자기의임무에대한책임
을 의논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공유하는 능력과 피드백 하는 능력이 향상
되고 있는가?

창의성

① 학습자는 교육을 통하여 의식적⸱무의식적 사고를
통찰하는 지적능력과 색다른 방법으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은 어떻게 향상되었는가?

② 학습자는 교육을 통하여 감상에서 벗어나 흥미를
자극해독창성을창조적인탐색과토론으로창작물을
자유롭게 재해석하는 능력은 어떻게 향상되었는가?

3. 연구 참여자 설정

이 연구의 유리드믹스 프로그램 활동 사례는 2019년

3월1일부터 2019년 12월 22일까지 서울 동작구 00단체

사랑부에서 유리드믹스 교수학습 활동 참여자들을 통

해 직접 관찰 형태의 사례 연구를 하였다. 연구 참여자

는 유리드믹스 프로그램 활동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참

여 강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표 3과 같이 선정하였다.

유리드믹스 프로그램 활동 참여자는 매주 토요일 오

전 10:30~11:20으로 수업 시간 50분을 1교시로 정하며

표 3. 연구 참여자 선정
Table 3. Research participant selection
연구
참여
자

나이 성별 직업
거주
지

학습 분야 및 경험

A 40대 여 강사 서울
000 재단법인, 성악전공,
음악치료사, 심리지도사,
교육경력 20년

B 40대 여 강사 서울
00주간보호센터서양화전공,
미술치료사 교육경력 13년

C 30대 여 강사 경기
문화센터스포츠댄스, 무용전
공, 강사경력 9년

D 30대 남 교사 경기
00중학교교사, 체육전공경력
6년

E 60대 여
학부
모

서울
미술전공 00구 여성위원회
이사, 심리상담사경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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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1:30은 쉬는 시간과 11:30~12:00는 정리와 피드

백하는 시간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은 발달장애 청

소년, 지적장애 청소년 그리고 경증 장애 청소년인 일

반고등학생 30명과 중증 장애 청소년 7명, 사고 후유장

애 청소년 3명으로 총 40명을 설정하였다.

4. 조사 방법

이 연구는 Lincoln & Guba가 제시한 타당도 준거의

내용에 의해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19]

자료 분석은 인터뷰 진행 시 녹취한 이야기의 잔사 내

용을 중심으로 자료의 코딩과 분석은 일정 비교분석을

활용하였으며,[20] 경험에 대한 변화 또는 형성에 중점

을 두고 주제별 사안에 따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재배

열하였다.[21] 타당도 준거의 내용은 사실성, 전이성, 일

관성, 중립성 등의 준거를 준수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확인, 동료 검증, 복수자료 수집 등 다각도로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윤리적 측면은 먼저 심층 인터

뷰를 하기 전에 참여자의 개인 정보나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

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 인터뷰 진행 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인터뷰 내용의 녹취 동의,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등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의사를 반영하

여 불편하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의 의견에 따라 질문지

또는 전화 인터뷰 방법으로 조정하였다.

Ⅴ.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통한 연구를 위해 일차적으로

유리드믹스 활동 전문 강사와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 경

험이 있는 참여자, 처음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들을 대

상으로 선정하여 유리드믹스 교수학습 방법이 장애 청

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그리고 창의성을 관찰

하여 분석하였다.

1. 유리드믹스 음악적 리듬요소 분석

이 연구의 신뢰성은 연구자 자신이 해당 주제에 대

하여 전문적인 이론과 실기의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진

실한 참여도,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유리드믹스 리듬 요소를 적용한

학습지도안을 중심으로 수업 과정에서 연구 대상의 변

화와 상호작용을 연구 참여자가 직접 참여하여 관찰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유리드믹스 음악적 리듬요소 분석 요약
Table 4. Summary of analysis of Eurhythmics musical rhythm
elements

교과
학
기

차
시

시간과 공간 힘과 무게 균형과 유동성

시간 공간 힘 무게 균형
유동
성

음악
1 4 A A A A A,E
2 3 A,C A A

미술
1 4 B A,B B B
2 2 B B B B,C

체육
(라인
댄스)

2 4 C C C A,C C, E C

체육
(플레이
타임)

2 4 D B,D D D D,E

융합 2 3 A,B A,B
A,C,
D

A,B,
C

A,B,
D

B,C,D,
E

* A,B,C,D,E : 연구책임자

시간과 공간은 음악 수업에서 빠르기와 음의길이를

사용하여 활동 경험이 안정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장애

청소년은 신체 행동이 빠르지 않아 시간과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 라인댄스 수업에서 음의길이의 속도를 효율

적으로 수업이 진행하였다. 음악에서 시간과 공간은 악

보를 읽을 때나 노래를 부를 때 박자의 감각이 매우 중

요하고, 굳어 있는 근육은 복식 호흡법과 플레이타임

육지수영 스트레칭과 시간과 공간의 요소를 적절하게

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힘과 무게는 여러 가지 악센트와 무게의 음악적 보

충 리듬이다. 힘은 여러 가지 악센트와 변화된 강약 등

가사의 내용과 악기의 리듬을 많이 사용되었고, 무게는

음악적 화성법적인 정확한 음정과 미술 학습의 재료나

도구에 이용하였다. 장애 청소년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이 뛰어난 청력을 보이지만 관심이 없는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힘이 있는 강약의 리듬 기호

로 호기심을 자극해 여러 가지 악센트로 리듬악기 놀이

를 유도하도록 적절하게 구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균형과 유동성은 유리드믹스 요소의 규칙적인 박이

중요하다. 균형은 아티큘레이션과 패턴으로 악상기호

스타카토, 레가토로 사용하고 유동성은 유리드믹스 요

소로 라인댄스, 플레이타임에 활용하였다. 난타 북과의

비율을 잘 맞추어 스스로 부분 마디를 기억하고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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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적합하게 구성되었으며 특히 융합 수업으

로 이루어질 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융합 교수학습 교육효과 분석

연구자는 연구자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음악 활동

경험이 다양하며, 연구 참여자들은 유리드믹스 리듬 요

소를 중심으로 음악, 미술, 체육교육 활동에 대해 충분

한 이론과 실기적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유리드믹

스 교수학습은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탈피하여 활력을

얻고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장애 청소

년을 위한 활동으로 교육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융합교육 효과분석 요약
Table 5. Summary of analysis of Effects Convergence education

교과
학
기

차
시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 창의성

① ② ① ② ① ②

음악
1 4 A,B A C,A A

2 3 A A,B

미술
1 4 B B B,A, B

2 2 B,E

체육(라인
댄스)

1 4 C C,A C C C

체육(플레
이타임)

2 4 D,E D D D

융합 2 3 A,B A,B B,E
A,B,
D

C,E
A,D,
E

* ①, ②는 인터뷰 질문 번호, A,B,C,D,E는 연구책임자

음악교육은 1, 2학기 7차시로 구성되어 자아존중감은

연구참여자 A,B가 참여하여 자신 행동을 판단하는 능

력과 가치와 유능성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주었다. 의

사소통은 연구책임자 A,B,C가 관찰한 결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감과 공동체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창의성은 1학기에 대안 제시 능력이 향

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술교육은 1, 2학기 6차시로 구성되어 자아존중감은

연구참여자 B,E가 참여하여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높여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은 공감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창의성은 1

학기 수업에서 연구책임자 A,B가 지적능력과 대안제시

능력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인댄스는 1학기에 4차시로 구성하여 자아존중감은

교사가 먼저 시연하며 똑같은 Step을 따라하기로 인식

하여 기억하는 수업을 연구참여자 A와 협업하여 본인

만의 리듬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 자신감이 높아지고 자

신 행동을 판단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의사소통은 공감 능력과 피드백에 관심이 커지고, 창의

성은 대안 제시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플레이타임은 2학기에 4차시로 구성되어 자아존중감

은 연구 참여자와 놀이와 게임으로 성취감과 자신에 대

한 가치와 유능성이 높아지고, 의사소통은 공감하고 지

적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융합교육은 탐구적 태도, 논리적 사고 능력과 같은

인지적 측면과 통합 교과적 수업으로 인한 장애아동 교

육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22]내재한 가치와 체력 및 건

강 유지, 증진, 정서 준비, 정서 순환, 사회성 함양이라

는 외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효과가 있다.[23] 이

연구에서 융합 교육은 2학기에 3차시로 구성되어 연구

참여자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부드럽고 유연한 언

어와 행동으로 타인을 윤리적으로 존중하고 학습의 경

험이 많을수록 성숙해 가는 행동으로 이어져 자아존중

감, 의사소통, 창의성이 향상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Ⅵ. 결 론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 첫째, 유

리드믹스 리듬 요소는 시간과 공간은 부자연스러운 장

애 청소년의 속도의 길이를 학습에 활용하고, 힘과 무

게는 자신감이 없고 불안해하는 장애 청소년에게 확실

하고 강한 신체 리듬의 변화를 유도하고, 균형과 유동

성은 장애 청소년의 굳어 있는 수축한 근육을 이완하여

유연성을 표현하는 데 효과가 있어 장애 청소년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장애 청소년은 유리드믹스 리듬 요소를 적용한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와 유능성, 윤리적으로 대처

하고 통제하는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그룹을 통한 사

소한 감정까지 공감하고, 공동체로써 소통하는 능력이

좋아졌으며 의식적⸱무의식적 사고하는 지적 능력, 자유
로운 독창적인 생각, 보고 듣고 문제를 재해석하는 창

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음악 리듬을 중심으로 장

애 청소년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음악, 미술, 체육(라인댄스, 플레이타임)을 융합

하여 유리드믹스 리듬 요소 시간과 공간, 힘과 무게, 균

형과 유동성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결과 장애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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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교육효과 향상된 것을 관찰하였다. 장애 청소년은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내

적 감정을 탐색하고 감각과 신경 자극을 훈련하고 발전

하고 동작 표현을 자신 스스로 리듬을 익혀가는 자연스

러운 교육이 필요하므로 신체 놀이를 통한 교육이 반영

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요소는 많이

사용되었고 힘과 무게 중에서 무게의 리듬은 적게 반영

된 것으로 나타나 무게 리듬 요소를 적절하게 조직하

기 위해서 화음이 많은 곡을 사용하여 신체를 움직이도

록 화음이 다양한 곡을 찾아 연습하여 장애 청소년에게

유익한 학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리드믹스 리듬 요소를 적용한 수업은 자신감이나

기대효과를 예상하였지만, 악기와 도구를 동시에 사용

하면 의사소통이 정확한 메시지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

다양한 학습 도구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방법이 필요하

다. 그리고 장애 청소년의 창의성 학습은 연주를 완성

해야 하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독창성을 끌어낼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으로 느리고 천천히 가는 미학적

학습 과정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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