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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의 부모와 음악지도 교사가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연주에 함께 참여하면서
연주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보았다. 시각장애학교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시각중복장애학
생 4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어머니와 음악교사 및 음악강사와의 면담을 실시했다. 그 내용을 분석하여 얻
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중복장애학생은 연주경험을 통하여 타인과의 만남이라는 기회에 직면하고 새로운 연주상황
에서는 다양한 응용력을 학습하기도 한다.
둘째,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연주경험 시작은 음악적 재능의 발견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시각중복장애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적 적용을 의미하였고 학생들은 그 기능을 향상시켜 성장을 보인다.
셋째, 이전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관계에서의 상향된 역할, 음악콩쿨에서의 입상, 미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 연주경험은 이들의 삶을 확장하고 다양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연주경험과 관련하여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마다 지원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소수의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연주활동임에도 적절한 교육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후속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시각중복장애학생, 음악, 연주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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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음악 활동 중 연주경험은 기보로 존재하는 작곡가의 음악작품을 연주자가 목소리나 악기를
통해 실제 소리로 구현하는 행위를 말하며 소리를 정교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교적 테크닉과
악상표현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음악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이연경, 2011). 연주
경험을 통하여 연주자는 자신을 구현하고 악곡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며 음악의
심미적 가치를 시작하고 반응하게 되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주자 개개인이 자신의 내면세계와 같은 느낌이나 감정, 정서, 심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내면
세계를 향수하고 깨닫는 일은 연주활동의 개인적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이홍수, 1990).
또한 연주경험은 근운동적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으로 실제적인 신체적 연습 없이는
학습될 수 없는 능력이므로 연습은 연주기술 발달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연습을 통하여
연주의 유연성이 획득되고, 복잡한 과제 수행 능력은 연습을 통하여 완성된다. 음악을 편성하고
조직화하도록 뇌를 활성화하는 단계를 거치게 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 운동기능의 발달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청각이 주 매개가 되는 음악활동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지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시각중복장애학생도 음악교육의 접근은 다른 교과보다
용의하다. 그 중 연주경험은 시각적 장애로 인한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다양한 가치를
생산할 수 있어 교육이나 치료, 그리고 재활현장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Codding, 2000).
더불어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교육을 통한 의사소통과 사회성의 향상에 대한 결과를 보였고
이를 전달하는 방법도 치료의 한 영역으로 음악을 통해 다양한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는 긍정
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시각중복학생의 연주경험과 관련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청각적 단서를 사용하여
다양한 연주의 형태를 제시하기도 하고(신연서 외, 2012; 이규옥, 2012; Ockelford et al, 2006;
Ockelford,

2010),

연주경험을 의사소통으로 유도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연주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Hall & Case-Smith, 2007; Rainey Perry,
2003; Rainey Perry & Ri, 2005).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각중복장애학생과 관련한
연주활동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의 다양한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치료를 위하여 연주의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연주경험의 의미

3

개념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고, 시각중복장애학생들의 연주와 관련된 단편적인 상황을 살펴 볼
수는 있지만 음악교육의 표현 영역인 연주부분에 대하여 실제 그들의 음악적 실력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했으며 음악교육전문가들의 입장에 대해 접근하지 못했다. 또한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연주경험에 대하여 그들만의 생생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탐색하고 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해 가는 과정 가운데 교육적 의미를 파악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전반적인 시각중복장애 학생의 연주 발달 양상 및 특성을 기반으로 교육적 의미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지기능과 사회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다른 교과에서는 별다른
재능을 보이지 않는 시각중복장애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시각장애학교 중ㆍ고등
학교에 재학중이고 4년 이상의 개별적은 음악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음악적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직접적인 면담이 어려우므로
이들의 연주경험 안에서 실제 활동을 하고 전반적인 발달과정과 연주경험에 있어 지지자의
역할을 하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어머니와 이 학생들을 지도한 학교 음악교사, 악기와 성악을
지도하는 음악강사들이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연주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기악과 성악을 배우게 되면서 시각중복장애학생이 교육
상황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체험에서의 연주경험 의미와 가치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연주경험이란
연주를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오르는 경험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본 연구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연주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발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의 부모와 음악지도 교사가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연주에
함께 참여하면서 연주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시각중복
장애학생의 음악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시각장애학교에 다니는 시각중복장애학생 중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4년 이상의 연주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어머니와 음악지도교사를 연구참여자로 선정
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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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어머니와 학생 인적 사항
이름

나이

직업

학력

연주경험 여부

김정희(지용 모)

51

파트타임

대졸

무

이민주(정훈 모)

47

주부

대졸

무

박경희(민정 모)

43

주부

대졸

유

이인애(인영 모)

45

주부

고졸

무

어머니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일과와 교육상황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하고 교육 상황에서 아버지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더불어 자녀의 음악교육에
관심이 높아 적극적으로 교육에 가담하는 어머니들을 선택하였다. 어머니들은 학교와 음악레슨을
받을 때 동행하고 실력향상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설명했다.
어머니와 교사들이 밝힌 학생들의 연주 경력과 인지 및 사회성, 일상생활 능력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참여 학생의 인적 사항

이름

나이

성별

시각
손상

지용

18

남

인영

19

정훈
민정

중복장애유형

배우는
악기

주당
레슨
횟수

선천성

성악

1회

0

선천성

2회

0

선천성

바이올린
바이올린
피아노
바이올린
피아노

정신
지체

자폐성
장애

광각

0

0

여

전맹

0

18

남

전맹

0

15

여

전맹

0

시각
장애
뇌병변
발병 시기
0

선천성

4회
4회

지용이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특강을 통해 성악을 시작한 후
음악강사에게 성악을 4년째 배우고 있고, 주 1회 한 시간씩 꾸준히 배우고 있었다. 시각상태는
양안 전맹이고 정신지체와 자폐성장애 및 뇌병변으로 인하여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다. 지용이의
인지 능력은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고 암기력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열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구조화한다거나 재배열하여 새로운 지식과 관련하여 함께 생각할 수는 없다.
사회성은 상황에 맞게 유연한 대화를 할 수 없으며 때문에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일상생활은 신체적 불편함이 있으나 신변처리가 가능하고 다리 근육의 이상으로 이동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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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이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초등학교
2학년 때에는 동요교실에 참여하고 4학년 때부터 방과후 교실에서 바이올린을 배웠다. 정훈이의
시각상태는 양안 전맹이고 정신지체와 자폐성장애도 수반하고 있다. 정훈이의 인지 능력은 나이,
학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필요한 상황에서 말할 수 있고, 시간 개념, 신체상을 갖고 있다.
사회성은 경미한 자폐성향으로 고집성이 있으며, 특정 단어나 물건 등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일상생활은 기본적인 신변자립 기능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민정이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민정이는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우쿠렐레와 4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고 시작했다. 민정이의 시각상태는 양안
전맹이고, 정신지체도 수반하고 있다. 인지적 능력은 일상생활대화가 가능하나, 추론�
상상�
유추를
통한 대화는 불가능하다. 일상생활 능력은 독립적인 신변자립이 가능하다.
인영이는 시각장애학교 고등학교 3학생이다. 인영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고 4학년 때에는 가야금과 사물놀이를 배웠다. 5학년 때 방과후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시작하고,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개인레슨을 8년 정도 받았다. 인영이의 시각상태는
양안 전맹이며 정신지체와 자폐성장애도 함께 수반하고 있다. 인영이의 인지 능력은 수업의
구체적인 지식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며 단순 암기의 수준으로 수업내용을 말할 수 있다. 사회성은
상황에 맞는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대답은 할 수 없다. 일상생활은 신변처리가 가능하다.
연구참여자 중 음악교사와 음악강사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3>

연구 참여 학생의 지도교사 인적 사항

이름

학생
과의 관계

김은호

음악
강사

박경민

학교
교사

심애리

음악
강사

이숙영

학교
교사

최민선

음악
강사

한아영

학교
교사

학생
이름

나이 성별

학력

음악
경력

시각중복
장애학생
교육 년 수

시각
장애
유무

성악강사(성악, 합창지휘) 박사

30

4

무

직업
(전공)

45

남

30

여

교사(작곡,특수교육)

학사

20

3

무

39

여

바이올린강사(비올라)

학사

15

14

저시력

31

여

교사(피아노,특수교육)

학사

23

3

무

30

여

바이올린강사(바이올린)

학사

24

4

무

45

여

교사(음악이론,특수교육)

석사

25

20

무

지용

정훈
민정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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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음악교사와 강사의 역할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수업시간을 통하여 포괄적인
음악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음악적 발전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 수 있다. 대부분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였고, 본 연구에 참여한 시각중복장애학생 이외의 다른 학생들을 교육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음악교육 및 시각중복장애학생교육과 관련하여 예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전공, 대학원에서 음악교육과 특수교육을 전공하였다. 오케스트라활동을
통하여 음악교육의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시각중복장애학생을 자세히 관찰하고 교육한
교육경력은 4년 이상이다. 또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에서 시각장애학생의 음악교육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연주경험의 의미를 모색하고자 어머니와 지도교사들을 대상
으로 면담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4개월 간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4명의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어머니와 음악지도교사 6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심층면담은 각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3번 진행하였으며 3번의 면담
구조는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일관성있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1차 면담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자와 친밀함을 형성하는 대화와 함께 학생의 생애사와
관련된 질문과 학생의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보았고 연주경험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했다. 음악
교육전문가에게는 시각중복장애학생과의 만남과 더불어 이들의 연주경험의 의미에 대하여
물었고 그것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했다. 2차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이 1차 면담에서 보여
주었던 연주경험의 방식과 연주경험의 의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했다. 3차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이 느낀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연주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질문함으로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연구 주제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
하도록 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과 한 명당 1회의 만남에서 최소 40분에서 55분까지 면담시간을
가졌고 면담 내용을 총 20시간의 녹음 내용을 전사하여 A4용지 89쪽을 코딩했다. 본 연구
에서는 질적분석 프로그램 중에서 개발된 Nvivo-10를 활용하여 총 4개의 상위범주를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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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료검토법을 활용하였다. 이에 전사한 자료
중 일부를 시각중복장애교육의 기간 15년 이상의 시각장애교육전공 박사과정학생과 시각장애
교육전공 박사인 두 명의 동료 연구자에게 보여주고 코딩을 하게 하여 코딩된 범주의 주제들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음악지도를 담당한 교사 2명에게 본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 받았으며 연구
결과가 자신의 경험과 거의 비슷하며 흥미롭다고 답하여 전이가능성을 확인받았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새로운 경험의 시작
1) 새로운 관계의 시작
면담을 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연주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과 관계에 노출되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시작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먼저 민정이 어머니는 연주경험의 참여로
이들의 사회와 환경의 단절적인 삶에서 넓은 세상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민정이는 음악을 하기 전에 맨날 엄마랑 붙어있고 치료실도 일대일이죠. 민정이는
세상은 한명씩만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 했을거 같아요. 학교가도 교실에서
선생님하고만 대화를 하는 거죠. 정말 사회성 발달이 안되는 거에요. 그런데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을 하면서 여러 선생님도 만나고 하면서 아이가 자극을 받으니까. 사실 애들이
학교 이외에서 다른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민정이 어머니)

민정이 어머니는 민정이는 연주하기 이전에의 삶은 둘만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사회적 관계로만 형성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시각중복장애학생-어머니, 시각중복
장애학생-교사, 시각중복장애학생-치료실 교사와의 만남이 전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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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며 다양한 음악교사들과의 ‘만남’ 자체가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풍성
하고 다채롭게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석된다. 또한 학생들에게 음악적인 역량이 쌓이
면서 이들은 시각장애학교의 구성원 이외 일반학생들과의 연주도 함께 할 수 있었다. 인영이
어머니는 마찬가지로 일반학생과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복지관에서 일반 애들이랑 같이 연주 하는데요 좋던데요. 일반학생들이랑 있으니까요.
학교 공부는 같이 하기 어려운데요. 음악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감을
주기도 하구요. 같이 연주하는 일반아이들도.(인영이 어머니)

인영이 어머니는 중복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같이 연주할 수 있다는것에 매우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설명했다. 물론 일반학생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연주라는 한계는 있지만 인영이
스스로에게도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된다고 보고 분명 시각중복장애학생에게만 형성
되는 가치가 아니라 일반학생에게도 긍정적인 교육적 경험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것은 연주경험을 통한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일반학생과의 만남은 사회적인 수용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이 말하는 일반학생과의 만남의 의미는 ‘새로운 친구의 만남’
으로 설명했다. 시각중복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만남의 내포하는 특징을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
‘이전에는 만날 수 없던 관계’였지만 ‘같이 연주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Hargreaves과 North(1999), 최병철(2006)의 연구에서 음악은 사회적 관계측면에서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동기 유발시키며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
하는 음악적 경험은 역동성을 가지고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유도한다고 말한 것은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요컨대, 연구참여자들은 앞서 시각중복장애학생이 단조롭고 주어진 환경의 틀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깊은 고립감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각중복장애학생은 음악강사와의 만남과
일반학생의 만남을 통하여 타인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회들이 생기면서 연주
경험은 ‘새로운 관계’라는 개념을 생성하고 있었다.

2) 음악을 통한 세상 경험
연주경험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의 감정 분화가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세상을
만나게 된다고 김은호 교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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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이 레슨 할 때, 이게 아리아(aria)니까 사랑하는 것, 이별하는 것, 이런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애가 장애가 있더라도 분명히 사춘기가 있을 텐데... 애들이 다 이성에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노래하면서 가사도 듣고 하면 이런게 사랑의 감정이구나.
이별의 감정이구나. 이런 걸 느꼈으면 하거든요. 애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우지 않겠어요?(지용 성악 강사 김은호)

김은호 교사는 이들에게도 분명히 사춘기가 지나갈 것이고, 그 기간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길 것이라고 하면서 오페라의 아리아(aria)를 통하여 다양한 감정들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학생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많은 현상과 상황에서의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된다. 한아영 교사는 연주 무대에 서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고 했다.

일단 연주를 한번 나가면 버스도 타고, 내려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의자에도
앉아보고, 옷도 단복으로 갈아입기도 하고, 선생님들은 긴장한 음성으로 소리치기도
하고, 연주를 하다보면 다양한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것 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환경을 겪게 되면
애들이 알아서 깨우쳐 지는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응용력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맨날 학교, 집 인
애들이 뭘 그렇게 많이 경험할 수 있겠어요.(인영 학교교사 한아영)

한아영 교사는 이들의 연주경험은 단순히 연주무대에서 서고, 연주자체에 대한 의미만이
아닌 무대를 위한 많은 준비과정에서 이들에게 교육이 된다고 했다. 연주경험의 이면에는
이들의 집과 학교로 이루어진 단순한 생활반경에서 벗어나 돌발 상황과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스스로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계기가 시작되었다.
연주경험은 음악을 통해 감정을 배우기도하고, 연주경험 자체로 인하여 새로운 환경에 부딪
치면서 스스로 배우는 것들이 생긴다. 이러한 결과는, Gabrielsson(2010), Hallam(2010),
Saarikallio와 Erkkilä (2007)의 연구에서 음악은 사람들로 하여금 강한 정서 및 환경에 대한
경험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결과에 의존하여 설명할 수 있다. 또한
Mike(2002), Kern과 David(2006)의 연구에서 장애학생의 연주경험으로 인한 정서적인
변화와 사회적 학습에 대한 강화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과 일치한다. 연주경험은
대상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과 사고를 촉진하는 감정을 생성

10

視覺障碍硏究(2016) 32卷 2號

시키고 음악에서 느끼는 정서와 그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사회와의 접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음악적 재능의 발현
1) 음악적 능력 발견의 의미
본 연구에 참여한 시각중복장애학생은 절대음정을 바탕으로 연주와 관련된 교육활동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들이 기초적인 악기 연주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 갈 수
있었던 것은 절대음정이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적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민선 교사는 이들이 다양한 화성의 진행을 어려워
하지 않는다고 덧붙여 설명한 것을 통해 음악적 능력이 더욱 잘 드러났다.

보통 다른 애들은 그런거 모르고(pitch) 그냥 짚으면서 하잖아. 얘들은 그게 조금
틀려도 한번 두번 틀려도 다시하면 잘해. 다음 음정이랑 연결을 아는 것 같기도하고,
자기가 듣고 몇 번해보면 다 알아. 그래서 반음 같은 경우에도 구분이 가서 레슨 할 때
좀 쉽지. 증으로 음이 움직일 때 있잖아. 어려운거. 쌍쌍 앞부분 같은 게. 한번 들으면
그냥 하더라고. 우리 입시봤잖아. 앞부분에서 다 망하잖아. 이럴 때 좀 그래
내가.(웃음)(인영 바이올린 강사 최민선)

최민선 교사는 인영이가 최근 배우고 있는 생상 바이올린 협주곡 3번(C. Saint-Saens,
op. 61. Violin Concerto No.3 in B Minor)의 제시부를 언급하여 설명했다. 이 협주곡의
도입부는 증음정으로 연결되어 있어 대부분의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경우 화성이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최민선 교사의 말대로 인영이는 어렵지 않게 연주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증 음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화성에 대한 거부감이나 복잡한 화성의 음정을
단번에 기억함에 따라 다양한 악곡에 접근이 가능하여 그 실력을 키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음악적 능력의 발견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연주경험을 이어 간다는 것은 다양한
것을 원활하게 배울 수 없는 시각중복장애학생들에게 ‘마지막 희망’과 같다고 말했다. 민정이
어머니는 연주경험을 시작하면서 배우는 것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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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얘가 피아노 안쳤으면...뭘 할까...다른 맹학교 엄마들처럼 이것저것 프로그램
참여하고 사회성 기른다 어쩌고 하면서 몰려만 다녔을 꺼예요. 그래도 얘가 듣고 치는건
하니깐 배울 수 있는게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치료실이나 다니는건데 이건 배우는
거잖아요. 정말 기쁘죠. 감사하고요.(민정이 어머니)

민정이 어머니는 피아노를 배울 수 없었다면 다른 학부모들처럼 여러 프로그램을 전전하고,
사회성이 길러질까 전전긍긍하며 민정이를 보살피는 것이 전부였을 거라고 말했다. 단순히 시각
중복장애학생이라고 치료실만 다니면서 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생겨 연구자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했다.
민정이 어머니 표현 그대로 이 학생들이 ‘뭘 할까?’ 라고 고민한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이 연주경험 속에 포함된 것만으로 이들에게 새로운 가치가 형성되고 희망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영이 어머니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의 부모라면 연주와 관련된 교육을
먼저 시켜본다고 했다.

다른 엄마들도 중복장애가 있다고 했을 때 음악적으로 재능을 보이면 다들 거기에
교육을 많이 투자를 해요. 중복장애가 심해도 음악은 다 가르치려고 해요. 아무리 뭐
다른 거 해도 나아지는게 안보이는데 이건 애들이 소리 들으면 일단 좋아하고 계속
배우면 소리도 나고 연주하는 것 같으니까요.(인영이 어머니)

인영이어머니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음악에 소질’이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적
도전을 가지고 온다고 설명했다. 연주경험은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연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중복장애가 중증의 장애가 있다고 해도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의미한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통하여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보면 대화를 통해서 그것은 일반학생이나 단순시각장애학생이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절대적인 의미로 비춰진다. 마치 사막에서 귀한 보배를 찾은 것과
같은 교육에 대한 희망을 발견한 것이다. 교육과 관련하여 이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가치들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본 것이다. 많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음악적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바탕
으로 소질을 개발하고자 하는 교육적인 꿈을 꾸게 되는 시각중복장애학생 교육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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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의 발전
시각중복장애학생은 연주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이들은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 영역은 연주 이외의 것들에서도 계속된 발전을
이끌어 갔다. 시각중복장애학생은 시각의 결여 때문에 모방이나 관찰 기회의 부족으로 인하여
운동발달에 지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용이 어머니는 연주경험이 오래될수록 연주와
관련하여 신체를 사용하고,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을 설명했다.

지용이가 뇌병변이라 일단 서는 것 자체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약하게 태어나서
호흡도 딸리는 것 같고, 일단 성악하는 사람들은 체격이 좋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지용이는 좀 많이 외소하죠. 선생님이 복식호흡 연습해오라고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더 걸으려고 하고 어쨌든 재활치료 받으러 잘가고 그래요. 그리고
배우는 노래가 예전보다는 길어졌거든요. 아리아도 몇 개하고, 그러니까 노래가 좀 더
어렵고 길어지니까 그것에 맞게 얘도 하게 되더라구요.(지용이 어머니)

지용이 어머니는 지용이가 뇌병변으로 인하여 성악을 위한 발성을 하는 자세를 위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량의 풍부함을 나타내는 체격이 아닌 왜소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 발성할 때 호흡이 어렵다고 하면서 지용이의 중복장애 정도를 말했다.
신체적으로 성악을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지용이 스스로 복식호흡을 하기 위하여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으러 가기도 하고, 평소보다 더 걷는 것을 통하여 체력을 쌓아가는 기간이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용이가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많아지고 긴 곡도
연주를 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가며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이라 해석된다.
시각중복장애학생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 연주자세의 변화에 대하여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최민선 교사의 이야기는 이를 더 잘 드러내어 준다.

내 생각에는 얘네가 근육을 이렇게 세세하고 자세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되겠나 싶어. 우리가 활을 쓸 때 오른손의 작은 근육들을 진짜 많이 조절해나가면서
써야 하잖아. 그게 사실 연습이라는게 근육운동이잖아.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음에
맞춰서 소리를 낼 수 있는게 중요한데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힘을 빼기도하고
넣기도 하고 천천히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 이건 단시간에 되는게
아니라 진짜 몇 년이 걸려야 가능하잖아.(인영 바이올린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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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선 교사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실제 운동량이 적은 것을 강조하고, 또한 집중해서
근육을 사용하는 훈련이 연주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최민선 교사는 연구자가
바이올린 전공이라는 배경을 알고 있어 동의를 구하며 확신에 찬 어조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오른손 으로 활을 쓰면서 다양한 음색을 표현하기 위하여 근육의 사용에 집중하여 힘을
조절해야하는 과정을 말했다. 최민선 교사가 다양한 활쓰기 연습은 단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일반학생들도 많은 시간이 걸려 완성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각중복장애학생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음악에 따라 연주할 수 있는
근육운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 과정이 일반학생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오랜 시간’ 흐르면서 ‘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오랜
시간을 통하여 발성을 위한 체력단련을 하기도 하고, 연습을 통하여 활을 쓰는 다양한 기법
등을 구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말한다. 위에서 나열한 오랜 시간을 통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이들이 천천히 나아가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3. 찬란한 순간
1) 역할의 변화
연구참여자들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이들의 발달상의 문제를 바탕으로 이들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존재로만 여겨졌으나 연주를 함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역할은 학교와 레슨시간 및 가정에서
폭넓게 변화를 주고 있었다. 먼저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친구’에서 연주경험은 ‘음악을 이끄는
친구’로 그 역할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최민선 교사가 설명했다.

인영이가 합주할 때 악장이잖아. 좀 웃긴데 다른 애들은 뒤에 앉잖아. 일반 애들이든 또
시각만 있는 애들이건 그래서 지들끼리 좀 기분 나쁜 게 있었나봐. 애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상해보이지. 맹 학교 애들은 어릴때부터 봤으니까 일단 무시. 그런데
바이올린은 지들보다 잘하니까. 사실 인영이 없으면 합주단이 돌아가겠어? 앞에서
소리를 내주니까 자기들이 따라가는걸 알거든. 아니면 혼자 소리내면 음정 틀리는 게 더
들리니까 인영이가 있어야 그나마 자기들도 저 음정이구나 저 박자구나 하면서
따라가지. 아무리 내가 해도 사실 힘들거든 이정도 합주단 크기면.(인영 바이올린 강사
최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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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이의 경우 일반학생과 시각장애학생이 함께 연주하는 합주단에 속해있다. 이전에
인영이는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없고, 어린 시절부터 학교생활을 같이하면서 혼자 수행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친구, 또는 무시당하는 친구라고 했다. 그러나 바이올린 연주
에서는 인영이가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 인영이를 의지하고 있고, 인영이가 음악을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악장으로 활약하게 되는 예를 들어 그 역할이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음악시간에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숙영 교사가 설명했다.

기악 수업을 하면요. 민정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악기든 빨리 배우는 편이에요. 기타나
우쿨렐레 수업을 해도 애들은 며칠씩 걸리는 걸 하루 만에 다하고 음감이 일단
있으니까... 애들이 다른 애들 기다리고, 먼저 다른거 배우고 다른 애들 들려주고 그럴
때가 많아요. 학급에서랑 정반대죠. 하하하.(정훈, 민정 학교 음악교사 이숙영)

이숙영 교사는 음악시간에 민정이가 기악영역의 경우 독보적으로 빠른 학습능력을 보이고
있어 이미 진도를 나가 다른 학생들이 학습 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것을
학급의 수업상황과 비교하면서 단순시각장애학생들이 항상 민정이를 도와주거나 기다려 줘야
했는데 음악시간에서 기악수업만큼은 민정이의 역할이 변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친구들 사이에서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역할의 변화와 교사들에게 영감을 주는 변화를
살펴봤다면 이들은 가족 간에도 다른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고 어머니들이 설명했다. 이들의
연주경험에서 파생되는 연주무대의 경험은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이들을 규정짓는 ‘답답한 누나’,
‘불쌍한 언니’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고 민정이 어머니는 설명했다.

남동생이 있지만 남동생이 5학년이라서 한참 사춘기에요 어쩔 때는 누나가 너무
이뻤다가 어쩔 때는 누나가 너무 안쓰럽다가 어쩔 때는 누나가 미운거에요 너무. 자기도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이해는 되죠. 걔도 어린데 어릴적 부터 엄마랑 누나랑
하는걸 보고 자라고 해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도 누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잔소리를 막 해대요.
연말에도 연주가 있어서 그 날같이 가게 됐었는데 좀 큰 무대고 사람들도 많고 했어요.
집에 들어오는 길에 ‘누나 무대위에서 참 잘하던 걸’ 자기가 본인이 나름 칭찬을
해주더라구요. 그러면서 좀 누나를 대하는게 달라지더라구요, 여전히 화내고 할 때도
있는데 연주가서 아들이 더 많이 배워왔어요.(민정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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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이 어머니는 민정이를 바라보는 사춘기인 남동생이 민정이를 부정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민정이를 대하는 태도가 버릇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주회에서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민정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예로 들어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연주경험을 통하여 가족간의 학생의 역할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
으로 긍정적으로 투영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2) 찬란한 연주의 순간
시각중복장애학생은 일반학생들이 참여하는 음악콩쿨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콩쿨에 참여하여 연주하고 공정하게 콩쿨심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가능성을 화려하게 알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이들이 음악콩쿨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정훈이는 어릴 때부터 음악콩쿨에서 입상했다고 했다.

일반학생들이랑 했을 때 걔들도 아직 미숙하니까 초등학교 5,6학년 때 바이올린을
배운지는 2년밖에 안됐잖아요. 그런데 가서 상받았어요. 3등상이요. 피아노도 금상
받았어요. 아 그래서 정훈이가 그런쪽으로는 감정표현은 안되지만 기교나 이런 건
일반학교 아이들과 그런 건 별로 차이가 없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요. 중1때 어디서
하는 거지? 거기는 학원생들 안하고 전공하겠다고 예고 가겠다고 오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금상 받았어요.(정훈이 어머니)

정훈이 어머니는 정훈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음악콩쿨에 참여했을 때는 일반학생들도
미숙한 실력이라 상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중학생 때 참여한 콩쿨은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오는 전공예비학생들과 경연하여 입상하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음악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콩쿨에서 감정표현은 미숙하지만 테크닉 완성도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
음악콩쿨의 참여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지금까지 해온 연주경험을 확인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진다. 민정이 어머니는 민정이의 입상 목록을 설명하면서 일등을 지키는 것에 부담스럽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2년 전에는 제가 갑자기 아퍼서 수술을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누워
있어서 이번 콩쿨은 포기해야 할 거 같다고 했더니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아빠하고 셋이서 가서 그건 은상받았어요. 그건 00대 콩쿨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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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음대가는 애들 나오는 거거든요. 은상을 받았다고 하길래 감사하고.
작년에 2010년에 그땐 제가 저도 컨디션이 좋았고 민정이도 컨디션이 좋았구요. 같은
대회 00대에서 하는 중등부에서 일등 했어요. 그게 일등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올해도 콩쿨을 준비하자고 하시는데 안하고 싶더라구요. 민정이가 일등이라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해서요.(민정이 어머니)

민정이 어머니는 대학에서 주최하는 음악콩쿨은 권위가 높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대회에서
민정이가 입상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먼저 참여한 자신이 아퍼 민정이가 실력발휘를 못해
은상을 탄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하고, 그 다음해는 어머니의 응원 속에서 1등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민정이의 연주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다. 지용이는 콩쿨 이후에 많은 연주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콩쿨에서 입상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게 신기하더라구요. 큰
음악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지용이가 가서 코엑스에서도 연주하고, 오케스트라랑
협연하고. 또 작년인가 00 청소년문화원인가 초청되서 하고 00대에서 또 한번 하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느라 제가 바빠요. 하하하. 성악가들이 참 여기저기서 불러주니까
좋을 것 같더라구요. (중략)선생님 얘가 이거라도 안했으면...어디서 얘를 불러주겠어요.
맞죠?(지용이 어머니)

지용이 어머니는 음악콩쿨 입상 후에 달라진 지용이의 일상을 전했다. 먼저 많은 연주
무대에 초대 받아 서게 되고, 피아노 반주로만 연주를 했다면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의 기회도
가지게 되었다. 중복장애로 인해 부족한 것만 보았던 어머니는 연주경험을 통하여 지용이가
연주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인영이 어머니는 인영이가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해외로 연주여행을 가는 기회도 생겼다고 했다.

저번에는 미국도 다녀오고 중국도 가서 연주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내년에는 또 어디도
간데요. 인영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저도 안가봤는데. 다른 나라 사람 앞에서 연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다 되겠어요.(인영이 어머니)

인영이 어머니는 다양한 나라에 초청되어 연주여행을 가는 기회가 생긴 것이 기쁘다고
설명했다. 인영이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다양한 곳에서 연주를 하면서 연주경험은 계속해서 발전
되고 더 넓게 확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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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시각중복장애학생은 연주활동을 통하여 음악콩쿨의 입상과 연주회의 초대를
받으면서 주목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연습을 통하여 지금까지 자신들의 가능성을 타인이
‘경계 짓기’로 인한 규정된 채 살아온 이들의 부정적인 관점을 해체하고 기대이상의 연주활동을
통하여 ‘경계 넘기’ 지평을 넓혀갔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이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연주경험은 이들의 잠재성의 지평, 또는 가능세계를 열어
나가고 있는 최고의 순간을 발견한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연서(2014)의 연구에서 시각장애학생의 음악활동 경험의 참여가 일반
학생과 비교하여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특징을 발견하고, 또한 김선희(2011)의 연구에서는
시각장애학생의 연주활동을 통하여 이들의 학업과 자신감, 자기성취감, 행복감이 향상되었다고
말한 결과와 유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장애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음악
연주활동을 통하여 시각장애학생 뿐 아니라 시각중복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관련 활동
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반학생들이 나가는 음악콩쿨에서 이들이 입상을 하게
된 것을 포착한 것이다. 이것을 찬란한 연주의 순간이라 표현하였고 자신들의 가능성을 타인에
의하여 경계짓기로 규정된 채 살아온 이들의 부정적인 관점을 해제하고 경계를 넘어서 찬란한
순간을 발견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들은 음악콩쿨에서 일반학생과 경쟁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가능성을 화려하게 알리기도 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하면서
자신들의 경계를 실제로 확장해나가기도 했다. 일반학생과 이들의 인지능력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연주실력에서는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김동일 외(2007)은 최근 언론을 통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술영역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학생들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장애예술영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이들의 재능만을 한번 선보이는 것이고, 이들의 재능에 감탄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이들의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고,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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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쉬운 현실
1) 답답함과 낙담
연구참여자들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연주경험을 하는 동안 매번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은 상황들을 겪어가며 좌초했던 점들이 많았다고 답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연주경험이 느리게 수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연주경험을 시작하고 많은 사건들 가운데 언제나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과정을 겪어야 했었다.
민정이 어머니는 새로운 곳에서 민정이의 새로운 선생님을 찾기가 힘겨웠다고 지친 기색으로
설명했다.

민정이가 00시로 이사오면서 민정이한테 맞는 피아노 선생님을 못 찾았어요.
음악학원을 지나가면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민정이가 보이지도 않는 아이가 소리를
찾아서 2층까지 올라가서 문을 열고 피아노를 찾아서 막 쳤어요. 선생님이 받아주시면
전 얼마든지 가르칠 마음이 있다고 부탁했는데 다른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민정이
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치료실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치료실은 대기자 순서가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2~3년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거에요. 누군가가 나와야지 민정이가 들어가는거죠.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봐도 하면
할수록 민정이의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줄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 제가 해줄 수도 없고...(민정이 어머니)

민정이 어머니는 민정이가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를 따라 학원으로 들어갔다는 일화를
설명해 주면서 정말 피아노를 치고 싶어 했다고 강조했다. 민정이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 원장
에게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하고 음악을 느낄 수 있는 치료실에서의 활동도 대기만 해야 했던
일들을 설명했다. 어머니가 판단했을 때 음악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그것을 책임지고 전문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교사들을 찾는 것에 답답하고 무력함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민정이는 대학 강사에게 레슨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나 처음에는 무조건 거절당한 일을 울먹이며
설명했다.

교회 목사님이 소개해줘서요. 처음에 그 교수님도 보고나니까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생각했던거 보다 애가... 좋은 의도로 하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시각장애아동을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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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없고 본인은 예고 출신 음대를 가기 위한 강의 음대생들을 위한 강의만 해보셨지
앞 못보는 의사표현이 안되는 이런 여자아이를 해본적이 없다 하시더라구요. 저도
준비된 장애엄마는 아니었다 하면서 부딪쳐보자. 하고 제가 정말 설득에 설득을 해서
배우게 됐죠. 다들 일단 거부감이 드는 것같고...혼자 많이 울고 그랬어요.(인영이어머니)

민정이 어머니는 지인의 추천으로 대학강사에게 레슨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갔으나 대학
강사가 민정이의 중복장애정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거부했다고 한 일화를 설명했다.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민정이 어머니의 거듭된 부탁으로 배울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로서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용이도 이사를 오게 되면서 새로운
성악강사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지용이가 처음에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고 00시로 이사를 오면서 한 학기정도 레슨을
못받았어요. 성악 선생님을 제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다행히 여기 맹학교선생님이
지용이가 노래하는걸 아시고 아는 교수님이 계시다고 찾아가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도
한 학기 이상 쉬었어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하니까...선생님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고...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전학을 괜히 한건가... 애가 뭘 배우는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써주니까...어떻게 겨우겨우 하게 된거에요.
(지용이 어머니)

지용이 어머니는 이전 학교에서 성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강사를 소개받기도 했으나
전학을 오게 되면서 학교에서 지용이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새로운 성악교사를
찾는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 학기정도 되는 시간 동안 지용이와 어머니에게 암담했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음악적인 지식과 음악가들을 알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무거운 톤으로
답답함을 표시했다. 한아영 교사도 음악적 능력을 가진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으나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했다.

정말 연주의 경험들이 이 아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잘 끌고 나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만하는거죠. 애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하려나 이런걸 혼자 많이
연구하죠. 솔직히 그냥 열심히 하는거죠. 책 같은 것도 없고 배운적도 없고 그렇죠.
(인영 학교 음악교사 한아영)

마찬가지로 한아영 교사도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고, 연주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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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들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 배운 적도 없고,
교사의 사명감에만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답답해했다.
이를 요약하면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연주경험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 이들에게 맞는
교육기관과 교사를 찾아 헤매는 과정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었다. 또한 연주
경험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조언을 바탕으로 이들의 연주경험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교사나 어머니, 그리고 시각중복장애학생의 개별적인 고투 속에만
머물고 있었다.
즉,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연주경험은 이들이 소수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앞서 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들의 연주경험은 ‘기반이
없는 구조’에 ‘답답함’과 ‘낙담’과 같은 상황을 순응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보기에 시각중복장애교육의 다양성과 다각적인 교육의 측면이 고려되지 못하고, 언제나 변방,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학생으로만 여겨질 뿐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연주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사건들이 의미 있게 펼쳐지지만 그 누구도 이를 적극적으로 또한 전문적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들의 평가와 계획으로부터 교육과정의
적용까지 구조의 부재로 인하여 오로지 부모와 교사, 학생의 의사로만 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결정해야 하는 구조 가운데 음악적 잠재능력이 있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체재 가능성과
교육의 여지를 열어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1. 결론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연주경험이 삶의 부분으로 인식되는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중복장애학생은 연주경험을 통하여 타인과의 만남이라는 기회에 직면하고 새로운
연주상황에서는 다양한 응용력을 학습하기도 한다. 연주경험의 음악교육적의 함의가 환경속
에서도 교육적 의미로 해석되는 확장된 형태를 보인다.
둘째,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연주경험 시작은 음악적 재능의 발견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시각중복장애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적 적용을 의미하였고 학생들은 그 기능을 향상시켜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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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므로 주변인들은 이들의 장점과 새로운 능력에 대하여 깊은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이전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관계에서의 상향된 역할, 음악콩쿨에서의 입상, 미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 연주경험은 이들의 삶을 확장하고 다양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연주경험과 관련하여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마다
지원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소수의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연주활동임에도 적절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의 교육대상은 중ㆍ고등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향후
음악과 관련된 진로 선택의 과정과 상급학교 진학이나 성인 이후의 연주활동의 탐색을 통하여
연주경험의 의미를 확장 시킬 수 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연주경험과 관련하여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마다
지원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소수의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연주활동임에도 적절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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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meaning of the participation of parents
and music teachers in the musical playing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and
multiple disabilities. This study can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he music
education of these types of students.
Fou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and multiple disabilities who had received
education in music playing for more than four years were chosen to participate. Thre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ach mother and teacher of the students.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interview data, and four thematic
categories were derived.
Several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e findings:
First,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and multiple disabilities chances to meet
other people through musical playing. In addition, they have opportunities to learn
various application abilities in new playing situations.
Second, starting to play music presents the challenges of a new activity. Finding a
gift for music can be a starting point for playing.
Third, these students frequently distinguish themselves in music through their
persistent experience of playing, which was not expected. They can win prize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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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ng with normal students in musical competitions. And the experience of musical
playing can expand the lives of these students and offer various challenges. Therefore,
the experience of musical playing should be vitalized.
Fourth, these students may have trouble taking on challenges relating to the
playing of music, due to the lack of a support system. Teachers cannot support them
properly because of a lack of advisors and educational materials. Systematic educational
support for learning to play should be provided for these students.

Key Words: Visual Impairments and Multiple Disabilities, Music, Music-Play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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