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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decrease aggressiveness and anger of neglected children through anger-control 

music program. In this study, 4 neglected children were provided with 15 anger-control music 

programs for 30 minutes twice a week. Based on anger-control program, song writing and music 

therapy such as playing musical instruments were applied to the children according to the objective 

of each stage of the program.

The changes in aggressiveness and anger were measured, and the behaviors of the participants 

during the musical activity were analy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data, the anger-control music program proved to be effective in 

reducing aggressiveness and anger of the neglected children. What this result means is that the 

neglected children, who lack social skills and confidence, are able to express their emotions without 

difficulty and anxiety by playing musical instruments and singing 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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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임된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를 감소시키기 하여 방임된 아동 4명을 상으

로 분노조  음악 로그램을 실시하 다. 로그램은 주 2회, 30분씩 총 15회기로 진행되었

다. 분노조  음악 로그램은 분노조  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자가 각 단계별 

목표에 따라 노래 만들기, 악기 연주 등의 음악활동으로 재구성하 다.

상자의 공격성과 분노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척도 검사를 통한 양 인 자료와 음악

활동에서 보인 상자의 행동을 분석한 질 인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

과, 분노조  음악 로그램에 참여한 방임아동의 공격성과 분노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상자들이 음악 활동에서 보인 공격성과 분노표 도 아동의 음악행동을 찰하여 

분석한 결과 정 으로 변화하 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활동을 통해 불안정도가 높고 심리 으로 축되어 있는 방임 아동들

이 자신의 분노 감정을 안 하게 표 하여 해결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핵심어 : 방임된 아동, 공격성, 분노, 분노조  음악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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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어 가면서 가정의 붕괴로 인해 많은 문제 들이 나타나고 

있다. 통 인 가치 의 변화와 개인주의의 확산, 가정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혼 

가정이 증하고 있으며 가족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아동이 가정폭력의 희생이 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국아동보호기  신고 아동학  건수

는 9천 478건으로 년 비 6.5% 증가하 으며 2001년도의 4천 133건보다 2배 이상 증가

하 다(보건복지부, 2008).

아동학 는 모든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이다. 하지만 아동학 는 가정이라

는 사 인 역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통 인 가부장  가정제도 아래에서 아동 양육에 있어 체벌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장유유서의 사회문화  특성 때문에 아동학 의 심각성에 한 인식이 

부족하 다(홍강의, 2000).

앙아동보호 문기 이 2007년도에 발생한 아동학 사례 5,581건을 분석한 결과 방임

이 2,107건(3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복학  2,087건(37.4%), 정

서학  589건(10.6%), 신체학  473건(8.5%), 성학  266건(4.8%), 유기 59건(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7년 동안의 아동학  사례 유형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방임과 복학

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40%에 가까운 압도 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이에 따라 방임에 한 보다 실 이고 근본 인 책 

마련이 시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임은 신체․정서 학 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다

(동아일보, 2005년 12월 20일). 신체  학 가 사건 이며 시간제한 인 데에 반해 방임은 

만성 이며 지속 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임에 한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

방임의 증가 추세에 비해 방임에 을 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한인 , 2000). 아동의 

방임과 련된 선행연구는 학 에 포함되어 실태를 악한 것이 부분이고 그 향 요인

을 직 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한인 , 정슬기, 김 수, 유서구, 2006). 한 방임의 

결과가 물리  학 의 경우처럼 사후에 분명히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으로 덜 심각

한 문제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방임이 아동에게 어떠한 향을 끼치며 방임된 

아동을 한 효과 인 치료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보건복지부(2008)에 따르면 아동 학 의 가해자는 81.1%가 아동의 부모로, 부분의 아동

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학 를 받기 때문에 아동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억압하

게 된다. 이 게 억압된 분노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공격 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래로부터의 거부를 당하게 되며 비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분노감정이 표

출되지 못하고 억압될 경우 우울증 등의 심리 인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방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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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상으로 치료를 할 때에는 아동의 분노 감정을 안 하게 표출하여 해소시킬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방임된 아동은 분노를 히 표 하는 방법을 가정 안에서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

노를 조 하기 한 치료  재가 필요하다. 분노를 조 하는 방법으로 집단 상담의 형태

로 진행되는 분노조 로그램이 많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들은 

부분 불안 정도가 높고 심리 으로 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직 인 언어로 

표 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진다. 따라서 언어 인 근보다 아동에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방법을 통해 안 하고 비 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이다.

이러한 에서 음악은 방임 아동에게 합한 치료  재를 제공할 수 있다. 음악  환

경은 아동에게 비 이고 친근하게 느껴져 학  아동의 불안과 방어 인 태도를 감소시

킨다. 악기연주와 노래 부르기 등과 같이 아동이 흥미 있어 하는 음악활동은 아동에게 치

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과 유사한 맥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음악활동을 통해 아동은 방임으로 인한 억압된 에 지를 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아

동의 정서를 환기시켜 치료 인 효과가 있다(정 주, 2005). 음악은 슬  감정이나, 기쁜 감

정뿐만 아니라 말로 표 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까지도 표 하게 해 주기 때문에 음악활동

을 통해 방임된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음악이 방임아동에게 효과 인 치료 환경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임아동을 

상으로 하는 음악치료 연구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매우 조하다. 최근 10년 동안 ‘Journal 

of music therapy’에 발표된 논문  방임아동을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1건도 없었으며 

다른 유형의 학  아동을 상으로 한 음악치료 연구도 발표되지 않았다. 국내 음악치료 

연구에서도 방임 아동만을 상으로 한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아동 학 와 련되어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음악치료 논문은 2건이었고(이지 , 2005; 이 림, 김 숙, 1996) 학  

논문에서는 1건만이 (이종미, 2006) 발표되었다. 국내에서 발표된 음악치료 연구는 모두 음

악치료 활동을 통해 학 아동의 자아 존 감을 향상시키기 한 것으로 아동의 사회 응에 

필수 인 공격성과 분노 감소를 한 음악치료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

라서 방임된 아동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심리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의 분노

를 조 하여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음악치료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노조  음악 로그램을 통해 방임된 아동의 분노와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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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 참여하는 상은 J 지역 아동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방임 학  아동  사회

복지사가 공격성향을 보인다고 평가하여 추천한 아동 4명이다. 상자의 연령은 10세 아동 

2명과 12세 아동 2명이며, 성별은 여아 3명, 남아 1명이다.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기 해서 과잉행동, 품행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아동으로 구성하 으며, 음악 치료 외에 다른 치료활동을 받지 않는 아동으로 선정하

다.

2. 측정도구

1) 공격성 측정 도구

공격성 측정 도구는 Buss & Durkee(1957)가 제작한 도구를 노안녕(1983)이 번안하여 4명의 

심리학자로부터 문항수정을 받아 완성한 공격성 검사를 상의 연령에 따라 문항 수와 내

용을 다르게 하여 용하 다. 본 공격성 검사는 아동의 자기 보고식 검사로서 각 문항에 

해 ‘  그 지 않다’(1 ), ‘ 체로 그 지 않다’(2 ), ‘가끔 그 다’(3 ), ‘자주 그 다’ 

(4 )의 4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  공격성, 언어  공격성, 흥분성, 의성, 

수동  공격성, 부정성의 6개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학년 아동의 공격성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이윤경(2003)이 등학교 학년 수 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꾼 것으로 평가하도록 하 으며 총 문항수는 30문항으로, 이 도구

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0.78이다. 5학년 아동의 공격성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김백

(1997)이 등학교 아동의 발달수 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 으며 검사지의 

총 문항 수는 75문항으로 15문항이 도치되어 있다. 이 도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0.83

이다.

2) 분노 측정 도구

아동의 분노의 정도를 측정하기 해 Spielberger와 그의 동료들(Spielberger, Jacobs, Russell, 

& Crane, 1983)이 12세에서 18세의 연령층에 있는 남·여 학생 2469명의 표본에서 제작한 분

노척도검사를 김백 (1997)이 아동 수 에 맞게 수정하여 문가와 6학년 담임교사 3인의 

검토를 받은 것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아동의 자기 보고식 검사로서 각 문항에 해 ‘

 그 지 않다’(1 ), ‘ 체로 그 지 않다’(2 ), ‘가끔 그 다’(3 ), ‘자주 그 다’(4 )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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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지의 총 문항수는 44문항이다.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조 의 5개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0.79이다.

3. 연구 설계  차

본 연구는 J 아동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방임학  아동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통해 총 

4명의 아동을 상으로 선정하여 음악치료 로그램을 실시하 다.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

의 감소 정도를 비교하기 해 음악치료 로그램을 실시하기 ․후에 공격성 척도, 분노 

척도 검사로 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분노조  음악 로그램은 2008년 3월 6일부

터 5월 7일까지 주 2회 30분간, 총 15회기의 개인세션으로 진행되었다. 매 회기는 인사노래

로 시작하 으며 각 회기 별 목표에 따라 구성된 활동을 실시하 다. 활동을 마친 후에는 

상자의 소감을 나 었으며 마침 노래로 마무리하 다.

4. 연구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노조  음악 로그램을 시작하기 과 종결한 후에 실시한 공격성 척

도와 분노 척도 검사를 통해 상의 공격성과 분노에 한 양 인 자료를 수집하 다. 수

집된 자료는 SPSS 12.0 K 로그램을 사용하여 t검정을 통해 분석하 다. 한 음악활동에

서 보인 상자들의 공격성과 분노표 의 변화를 측정하기 해 분노조  음악 로그램의 

매 회기를 녹화하 으며 이를 찰하여 상자들의 악기연주와 작성한 가사를 질 으로 분

석하 다.

5. 로그램 목   내용

1) 분노조  음악 로그램의 목표

본 연구는 방임된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 감소를 해 김용태, 강신덕, 박한샘(1995)이 개

발한 분노조  로그램을 본 연구자가 노래 만들기, 악기 연주의 활동으로 재구성한 로

그램을 사용하 다. 이 로그램은 인지-정서-행동을 통합한 것으로, 인간의 개인  변인으

로 간주되는 생각, 감정, 행동의 역이 포함 되어 있다. 인지  역에서는 비합리 인 신

념을 다루고, 정서 인 면에서는 감정 인 흥분 상태와 이로 인해서 생기는 신체 인 변화

의 측면을, 행동 인 면에서는 조 된 행동들을 다루었다. 특히 정서 인 면에서 감정의 흥

분된 상태를 다루기 해서 이완 기법이 도입되었다. 로그램은 도입, 개, 실행, 종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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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로 나 어지며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도입단계(1~2회기)는 치료사와의 친 감 형성  음악치료 환경에 응하기 한 단계로, 

상자들이 치료사와의 친 한 계와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에 목 을 둔다. 치료사는 

상자들에게 음악치료 로그램에 해 소개하고 음악치료에 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고 

음악활동을 통해 자신에 해 소개하여 친 감을 형성하도록 하 다.

개단계(3회기~8회기)는 상자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의 모습을 인식하기 한 단계로 

3~6회기는 상자들이 재 자신의 기분과 화가 났을 때 자신의 기분과 행동을 음악활동 

안에서 표 하도록 하여 자신에 해 인식하도록 하 으며 다른 사람이 화를 냈을 때 자신

이 경험하는 느낌을 노래 부름으로써 자기 자신에 해 인식하도록 하 다. 7~8회기는 다

른 사람을 이해하기 한 단계로 앞서 살펴본 자신의 기분을 바탕으로 자신이 화를 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 을지 생각해보고 표 해보도록 하 다.

실행단계(9~14회기)는 분노를 조 하기 한 단계로 9~10회기는 화가 났을 때 화를 조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여 화를 다루도록 하 으며 11~12회기는 상자들이 화가 

날 때 떠오르는 생각을 살펴보고 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변

화시킬 수 있도록 하 다. 13~14회기에서는 화가 났을 때 정 으로 표 할 수 있는 방법

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감정을 상 방에게 표 하도록 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하 다. 

종결단계(15회기)는 로그램을 정리하는 단계로 그동안 세션에서 행하 던 방법들을 정

리하고 소감을 나 었다.

2) 분노조  음악 로그램의 구성

분노조  음악 로그램은 개인 세션으로 구성하여 주 2회 30분씩 총 15회기가 진행되었

으며, 상자들이 자신의 분노를 표 하고 조 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목 에 따라 활동

을 구성하 다. 원래 분노조  로그램은 집단상담의 형태로 진행되나 본 연구에서는 

상자들이 사회  기술이 부족하고 상자들의 내  문제와 신뢰, 통제감, 정체감과 같은 발

달상의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개인세션이 효과 이기 때문에(강란혜, 공계순, 도미향, 박인

, 박정윤, 송순, 이경희, 이소희, 조성연, 최 희, 한국가족복지학회, 2004) 개인 세션으로 

진행하 다. 매 세션은 상자의 안부를 묻는 인사노래로 시작하 다. 주 활동에서는 각 회

기 별 주제에 따라 본 연구자가 작곡한 곡을 바탕으로 상자들이 가사를 만들어 노래 부

르고 악기 연주를 하 다. 활동이 끝나면 소감을 나  뒤 마침노래로 세션을 마무리하 다.

본 연구의 바탕이 된 분노조 로그램은 12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5회

기의 로그램으로 수정하여 진행하 다. 로그램에 추가된 내용은 치료사와 상자간의 

친 감 형성을 한 활동 1회와 타인의 기분을 이해하는 활동 2회이다. 상자들이 심리

으로 축되어 있고 자기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안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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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분노조 로그램 분노조  음악 로그램 구성 논거

도

입

1회기: 로그램 소개

로그램의 목 , 목표, 구성 

 내용

로그램에 한 기

자기소개

1회기: 치료사와의 친 감 형성

자기소개 노래 부르기

아동에게 친숙한 노래에 맞추어 자신을 

소개하는 활동은 아동에게 흥미를 제공

하여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한 치료사와 아동은 서로를 소개함으

로써 친 해질 수 있다.

2회기: 치료사와의 친 감 형성

자신의 장  노래하기

개

2회기: 나의 느낌 알아차리기

느낌을 표정으로 만들기

신체언어

화나는 것에 한 정 인 면

과 부정 인 면의 이해

느낌 발표

3회기: 재 기분 표 하기

자신의 기분을 노래하기

자신의 기분 악기로 표 하기

아동은 자신의 기분을 노래로 부름으로

써 타인에게 표 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노래는 아동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즐거

운 정서로 환기시켜 다. 노래를 부른 

후 악기로 자신의 기분을 표 함으로써 

아동의 표  능력을 향상시키고 만족감

을 제공한다.  

3회기: 화난 상황에 한 이해

화나는 상황

느낌 발표

4회기: 화난 기분 표 하기

자신이 언제 화가 났는지 노래

하기

화나는 기분 악기로 표 하기

음악 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악기 연주형태는 모두 수용되며 정

인 활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동은 

안 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 할 수 있

다. 아동은 악기 연주를 통해 자신의 화

를 표출함으로써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

고 이를 통해 화나는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다.

4회기: 나 자신의 반응에 한 

이해 1

화가 날 때 우리 몸에 일어나

는 신체 인 변화

화가 날 때 보이는 행동들에 

한 이해

5회기: 화날 때 나의 모습 표

하기

자신이 화날 때 말하는 모습과 

행동을 노래하기

화를 내는 모습을 악기로 표

하기

5회기: 나 자신의 반응에 한 

이해 2

내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행동

하는가?

화를 내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

기는가?

느낌발표

6회기: 나 자신의 반응에 한 

이해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자신의 

느낌을 노래하기

악기로 표 하기

노래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에게 비

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동이 자

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표 할 수 있도

록 해 다.  아동에게 억압되어있던 

감정을 악기로 연주함으로써 표출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감정의 정화를 경

험하게 한다.

7회기: 타인 이해하기 1

자신이 화를 낼 때 다른 사람이 

느 을 감정을 노래로 부르기

아동은 상 방의 기분을 노래로 불러 

으로써 그의 기분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음악활동 안에서 표 된 타인

의 감정은 아동에게 거부감 없이 수용

되며 이를 통해 상 방을 이해하게 된

다. 한 아동은 상 방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악기로 표 함으로써 언어로 

직  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방어

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

을 드러낼 수 있다. 악기로 먼  연주한 

후에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게 되고 

표 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어 언어

로 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8회기: 타인 이해하기 2

화를 냈던 친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

<표 1> 분노조  로그램과 분노조  음악 로그램의 구성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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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분노조 로그램 분노조  음악 로그램 구성 논거

실

행

6회기: 화 다루기 1

지연작 (심호흡, 천천히 구구

단 외기)

9회기: 화 다루기 1

화가 났을 때 조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래로 

부르기

아동은 화를 조 하는 방법들 에 자

신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는 방법을 선택하여 노래로 부름으로써 

이를 인식하게 된다. 노래 부르기를 통

해 경험하는 정 인 정서는 아동은 

화가 났을 때 이러한 방법을 용해 보

려는 동기를 제공한다.

7회기: 화 다루기 2

화난 감정 들여다보기

화난 이유 생각하기

느낌 발표

10회기: 화 다루기 2

구나 화가 날 수 있음을 인식

하고 자신의 화난 감정을 살펴

보기

화난 이유 노래 부르기

구나 화가 날 수 있다는 노래가사를 

반복 으로 부름으로써 아동은 자신의 

화나는 감정이 부정 인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되며 화를 억 르거나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 노래를 통해 아

동은 자신의 분노를 의식하게 되며 이

는 분노를 조 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

공한다.

8회기: 생각 변화시키기 1

생각이 우리 행동에 미치는 

향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 이지 

못한 생각들

11회기: 생각 변화시키기 1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 이지 

못한 생각들을 바꾸어서 노래 

부르기

노래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고 

표 하는 것은 아동에게 흥미를 제공하

여 언어 으로 근했을 때 아동이 경

험할 수 있는 지루함을 방지해주고 참

여 동기를 유발하며. 집 할 수 있도록 

해 다. 이 활동을 통해 아동은 생각의 

변화로 인해 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하게 된다.

9회기: 생각 변화시키기 2

이분법  생각, 극단  생각

합리  사고로 바꾸기

느낌 발표

12회기: 생각 변화시키기 2

화가 나게 한 잘못된 생각을 살

펴보고 이를 바꾸어서 노래 부

르기

10회기: 행동 변화시키기 1

나의 행동 변화시키기

나만의 처 방안

13회기: 행동 변화시키기 1

화가 났을 때 정 으로 표

할 수 있는 행동에 해 노래 

부르기

행동을 바꾼 뒤의 기분을 악기

로 연주하기

아동은 자신의 행동을 직  바꾸어 노

래 부름으로써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있다. 한 아동은 행동

을 바꾸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악기

로 표 함으로써 자신의 기분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다.

11회기: 행동 변화시키기 2

화난 감정 달하는 방법

상 방의 입장 들어보기

상 방의 입장 듣는 방법

느낌 발표

14회기: 행동 변화시키기 2

두 가지 화법을 듣고 난 느낌 

악기로 연주하기

화난 감정을 상 방에게 노래로 

표 하기 

아동은 각각의 표  방법을 듣고 느껴

지는 감정을 악기로 연주해 으로써 

객 으로 자신의 기분을 인식할 수 

있다. 한 치료사가 제시하는 상황을 

‘나’로 표 하여 노래 부름으로써 이러

한 표  방법을 즐겁게 익힐 수 있다.

종

결

12회기: 정리하기

어려웠던 

나에게 새로웠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촛불의식

15회기: 정리하기

지 까지의 활동  화를 조

하는 방법, 화났을 때의 행동, 

자신의 감정 표 하는 방법을 

노래로 부르고 용하기

소감 나 기

아동은 그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실

제로 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노래로 

불러 으로써 즐겁게 기억하게 된다. 노

래 만들기는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변

화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해주며 아동은 

이를 노래로 부름으로써 자신의 정

인 변화를 인식하게 된다.

<표 1> 분노조  로그램과 분노조  음악 로그램의 구성  논거                                       (계속)



26  음악치료교육연구, 제5권 제2호

표 할 수 있도록 치료사에 한 신뢰와 친 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하 다.  

상자가 자신이 화를 냈을 때 상 방이 느낀 기분을 생각해보도록 하여 자신의 화를 조

하고자 하는 동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해 타인을 이해하는 활동을 추가하 다. 분노

조 로그램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음악치료 로그램의 구성  논거는 <표 1>과 같다.

Ⅲ. 연구 결과

1. 척도검사결과

1) 공격성 척도 사 ․사후검사 결과 비교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방임학  아동에게 실시한 공격성 척도 사 ․사후 검사의 총 수 결

과는 <표 2>와 같다.

상자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사 검사 S(M) 226(3.01) 186(2.48) 67(2.23) 99(3.3)

사후검사 S(M) 203(2.71) 167(2.23) 63(2.1) 82(2.73)

*S=총 , M=총 /문항수

<표 2> 공격성 척도 사 ․사후 검사 총 수

 

음악치료 로그램이 종결된 후 실시한 사후검사와 사 검사의 수를 비교한 결과 상

자들의 공격성 수 이 모두 감소하 다. A는 사  검사에서 226 이었으나 사후 검사에서

는 23 이 감소한 203 으로 나타났다. B는 사  검사에서 186 의 공격성 수 을 보 는

데 사후 검사에서는 167 으로 19 이 감소하 다. C는 67 에서 4 이 감소하여 63 을 

나타내었으며 D는 99 에서 17  감소하여 82 을 나타냈다.

상자 간의 수를 비교하기 해 상자들의 수를 문항수로 나 어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사 검사에서 가장 높은 공격성 수 을 보인 상자는 D 고, 그 다음으로 상자 A

의 공격성이 높았다. 음악치료 로그램을 실시한 후 가장 큰 폭의 공격성 감소를 보인 

상자는 사  검사에서 가장 높은 수를 보 던 상자 D와 상자 A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자들의 공격성 척도 사 ․사후 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인지 알아보기 

해 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 다. 음악치료 로그램을 실시하기  상자들의 공격성 척

도 평균 수는 144.5 이었고 로그램 종결 후에 실시한 검사에서는 평균 128.75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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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사 검사 109 80 107 104

사후검사 81 68 88 89

<표 4> 분노 척도 사 ․사후 검사 총 수

15.75  감소하 다. 분석 결과 상자들의 공격성은p=.031로 p< .05 수 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척도의 하  요인별 사 ․사후 검사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신체 공격성 언어 공격성 흥분성 의성 수동 공격성 부정성

사 검사 S(M) 110(2.62) 93(2.58) 97(3.46) 94(2.47) 116(3.05) 68(2.43)

사후검사 S(M) 103(2.45) 93(2.58) 78(2.79) 85(2.24) 95(2.5) 61(2.18)

*S=총 , M=총 /문항수

<표 3> 공격성 척도 하  요인별 사 ․사후 검사 결과

각 하 요인별 문항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  요인별 수를 비교하기 해 하 요

인의 평균값을 비교하 다. 그 결과 로그램을 실시하기 에 상자들은 흥분성과 수동

 공격성에서 높은 수를 보 으며, 부정성과 죄의식에서는 낮은 수를 보 다. 로그

램의 재가 있은 후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인 하 요인은 사 검사에서 가장 높은 수

의 결과를 보인 흥분성과 수동  공격성이었다. 그 밖에 신체  공격성과 의성, 부정성

의 수도 음악치료 로그램 재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어  공격성은 

사  검사와 사후 검사의 수가 동일하 다. 

흥분성과 수동  공격성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인 것은 로그램에서 상자들이 화

를 억압하지 않고 한 방법으로 표 하도록 하 고 자신의 감정 로 행동하기 에 미

리 생각하고 조 하여 행동하도록 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자들의 언어  

공격성은 로그램 종결 후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언어 표  자체를 로그램에서 다루지 

않았고 아동에게 습 화된 언어 표  방식을 15회기의 기간 동안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분노 척도 사  사후 결과 비교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방임학  아동에게 실시한 분노 척도 사 ․사후 검사의 총 수 결과

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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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척도의 사 ․사후 검사 수를 비교한 결과 상자들의 분노 수 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검사에서 가장 높은 분노 수 을 보인 상자는 A 고 상자 C와 

D도 높은 수를 보 다.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인 상자는 사 검사에서 가장 높은 수

의 분노를 보 던 A 다. A는 사후 검사에서 28 이 감소하여 81 을 나타냈고 B는 사  

검사에서 가장 낮은 수인 80 에서 가장 작게 감소하여 사후 검사에서 68 을 나타냈다. 

상자 C는 107 에서 88 으로 19  감소하 으며 상자 D는 104 에서 89 으로 15  

감소하 다.

상자들의 분노 척도 사 ․사후 수에 한 응표본 t검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노조  로그램을 음악 치료 기법을 용하여 실시한 결과 상자들의 분노척도 수는 

평균 100 에서 81.5 으로 18.5  감소하 으며 p=.013로 이는 p< .05에서 유의미한 감소

로 나타났다.

분노 척도의 하 요인 별 사 ․사후 검사 결과는 <표 5>와 같다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통제

사 검사 S(M) 86(2.15) 100(2.5) 69(2.16) 82(2.56) 63(1.97)

사후검사 S(M) 55(1.38) 72(1.8) 63(1.97) 69(2.16) 67((2.09)

*S=총 , M=총 /문항수

<표 5> 분노 척도 하  요인별 사 ․사후 검사 결과

하  요인의 문항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 요인 간의 사 ․사후 검사 수의 차

이를 비교하기 해서 평균 수를 산출한 결과, 사  수에서 가장 높은 수 을 보인 하

 요인은 분노표출과 특성분노 다. 반면 분노통제는 가장 낮은 수 의 수를 보 다. 음

악치료 로그램 실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하 요인은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로 나

타났으며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의 수도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치료 로그램에

서 상자가 화가 난 이유를 생각해 보고 화가 나게 한 생각을 바꾸어 보는 등의 활동과 

화가 나는 감정이 부정 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이를 억압하지 않고 하

게 표 할 수 있도록 하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분노통제는 사후검사에서 오히

려 수가 증가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화를 조 하는 방법에 한 활동을 구성하여 실

시하 기 때문에 상자가 화가 났을 때 이 보다 화를 통제하는 경향이 증가하 기 때문

인 것으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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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기 13회기

노래

가사

나는 화가 나면 (때려버려요)

나는 화가 나면 (욕을 해요)

(굵고 크게 날카롭게) 

나는 화가 나면 (소리 질러요)

나는 화가 나면 

(부드럽고)

(작은 목소리로 설득해요) 

(자리를 피하고 다른 친구와)

나는 화가 나면 (놀아요)

해석

노래를 통한 근은 화가 났을 때 자신의 행동

을 자연스럽게 표 하도록 해주었다. 노래는 A

가 자신의 부정 인 모습을 이야기할 때 느낄 수 

있는 부끄러움이나 창피스러운 감정을 정 인 

정서로 환기시켜 주었다.

노래가사를 통해 A가 화가 났을 때 공격 으로 

행동함을 알 수 있었다. A는 자신이 화가 났을 

때 때리거나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말하

는데 이러한 자신의 부정 인 모습을 숨기거나 

방어 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편안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 다. 

A는 ‘화가 나면 때리고 욕을 한다’고 작성한 

5회기의 내용을 ‘부드럽게 설득하고 화를 

그러뜨리기 해 자리를 피한다’고 바꾸었다. 

이는 공격 인 행동을 조 하기 한 방법

을 사용한 것으로 정 인 변화가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악기

연주

버팔로 드럼과 패들드럼을 규칙 인 리듬으로 매

우 세게 연주하 으며 패들드럼을 연주할 때에는 

무 세게 연주하여 말렛이 튕겨져 나갔다. 

오션드럼과 리듬스틱을 연주하 으며 리듬스틱을 

연주할 때에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깨물고 세게 

연주하 다. 

심벌을 손잡이 높이까지 흔들릴 정도로 세게 연

주하 고 연주를 마치고 나서 A는 무 세게 연

주해서 손이 렸다고 말했다.

리듬스틱을 문지르며 연주하 고 간에 두드

려서 연주하기도 하 으나 작은 소리로 연주

하 다. 

패들드럼을 연주하 는데 말렛을 손목만 움직

여서 매우 작게 연주하 다.

<표 6> 음악치료활동에서 보인 상자 A의 공격성의 변화

2. 음악활동 분석 

1) 음악활동에서 보인 공격성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 표 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서 분노조 로그램

의 재가 이루어지기  단계인 5회기와 로그램을 통한 재가 이루어진 후인 13회기를 

분석하 다. 5회기에서는 아동이 화가 났을 때의 행동을 노래가사로 표 하여 부르고 악기

로 연주하 으며 13회기에서는 로그램 재 이후 아동이 화날 때 보이고자 하는 행동을 

노래로 부르고 악기로 표 하 다. 아동이 작성한 가사의 내용과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찰하여 분석하 으며 음악이 아동의 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서술하 다.

(1) 상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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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악기 연주는 A에게 내재된 에 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악기를 연주하고 나서 J는 시

원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여 악기 연주를 통해 

감정의 정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악

기를 연주할 때 J는 활짝 웃으며 흥미를 보 는

데 이로 인해 부정 으로 여겨지는 공격 인 에

지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는 악기를 굉장히 세게 연주하여 말렛을 놓치고 

악기가 심하게 움직 는데 이는 A에게 내재된 

공격에 지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내 

다.

A는 5회기 때보다 훨씬 작아진 세기로 악기

를 연주하 다. 5회기 때 말렛을 놓칠 정도로 

세게 연주하던 것과 달리 손목만을 이용하여 

작게 연주하 다. 

이 활동에서 먼  자신의 행동을 노래로 불러

으로써 어떠한 느낌이 들지 인지할 수 있었

다. 한 이러한 느낌을 악기로 연주함으로써 

아동은 자신의 기분을 객 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5회기 13회기

노래

가사

나는 화가 나면 (때려 버려요)

나는 화가 나면 (말을 안해요)

( 무 화가 나 참기 어렵죠)

나는 화가 나면 (때려요)

나는 화가 나면 (공을 차요)

나는 화가 나면 (TV를 요)

(공을 차면 생각 안나요)

나는 화가 나면 (공을 차요)

해석

노래를 통한 근은 자기 표 력이 낮은 B가 

자신의 모습과 생각을 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평소 B는 치료사의 질문에 부분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하 으나 노래로 질문할 

때에는 자신의 모습과 생각을 표 하 다. 이를 

통해 노래 활동이 B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방

어 인 태도를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노래 가사에서 보인 B의 모습은 화가 날 때 때

리는 등의 공격 인 행동으로 표출하거나 이와 

반 로 말을 하지 않고 억압해버리는 등 부정

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는 ‘화가 날 때 때리거나 말을 안한다’던 모

습에서 ‘공을 차거나 TV를 본다’는 행동으로 

바 었다. 에는 화를 공격 으로 표출하거

나 억 러버리는 등의 부정 인 행동을 보

었는데 이것을 공을 차면서 표출하거나 정

인 정서로 환기시키기 해 TV를 보는 것

으로 바 었다. 

악기

연주

버팔로 드럼, 리듬스틱을 짧게 보통강도로 연주

하 고 노래를 부른 뒤에는 패들드럼과 리듬스

틱을 처음보다는 조  더 길게 연주하 으나 강

도는 처음과 같았다. 

오션드럼을 연주하기 에 소리가 무 크다고 

말했으며 치료사가 B의 기분보다 큰 건지 여기

에서 연주하기에 소리가 큰 건지 묻자 소리가 

울려서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된다고 말

하 고 소리가 큰 것이 싫다고 하 다.

말렛으로 심벌, 버팔로 드럼, 패들드럼을 번갈

아 가며 연주하 다. 강도는 크지 않았고 경쾌

한 리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연주하 다. 

이어서 공차는 소리가 나는 악기로 버팔로 드

럼을 선택하여 말렛으로 연주하 는데 보통정

도의 강도 다. 

<표 7> 음악치료활동에서 보인 상자 B의 공격성의 변화

(2) 상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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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악기연주의 지속시간은 짧은 편이었으며 강도도 

강하지 않고 보통 정도 다. 악기연주에서는 강

한 공격 에 지의 표출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

은 B가 자신감이 부족하여 자기표 을 자유롭

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염려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B가 말한 

것처럼 큰 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작게 연주한 

것으로 보인다. B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악기를 선택할 때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치료

사에게 묻거나 말렛을 돌려 말렛이 멈춘 악기를 

택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악기를 작게 연주하기는 하 지만 B는 연주를 

마치고 나서 화나는 기분을 표 할 수 있었다고 

하 고 재미있었다고 말하 다. 이를 통해 악기

연주가 B의 감정을 표출시키는 흥미 있는 활

동임을 알 수 있었다.

B는 기보다 세션환경이 편안해진 모습이었

다. 악기를 선택할 때에도 5회기 때에는 말렛

을 돌려서 멈춘 악기를 선택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악기를 선택하 고 연주하는 

방법도 다양하 다. 자신의 기분을 하게 

표 할 수 있었는데 공을 차면서 느껴지는 즐

거운 기분을 표 하기 해 악기를 번갈아가

며 즐겁게 연주하 다. 

연주를 마치고 나서 짜증났던 기분이 풀렸다

고 말함으로써 악기 연주를 통해 즐거운 정

서로 환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5회기 13회기

노래

가사

나는 화가 나면 (노려 요)

나는 화가 나면 (화를 내요)

(말을 안 하고 짜증부리죠)

나는 화가 나면 (노려 요)

나는 화가 나면 (방에 가서)

(잠을 자며 화를 가라 앉 요)

(피아노 치면 풀어져요)

나는 화가 나면 (방에 가요)

해석

노래를 통한 근은 C가 자신의 부정 인 모

습들을 자연스럽게 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

다. C는 노래 만들기를 하면서 화가 날 때 자

신의 모습을 웃으면서 노래 불 는데 노래활동

을 통해 경험한 정 인 정서가 다른 사람

에게 보이기 꺼려지는 모습까지 거부감 없이 

표 할 수 있게 해  것으로 생각된다.

C는 가사를 작성한 후 자주 노려본다고 말하며 

노려보는 행동도 해보 는데 가사와 행동을 통

해 C가 타인에 한 원망과 의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는 5회기에서 ‘화가 나면 노려보고 짜증을 부

린다‘고 했던 것에서 화를 조 하기 한 행동

으로 바꾸어 노래하 다. 즉각 으로 자신의 화

를 조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잠을 자고, 정서를 

환기시키기 해 자신이 좋아하는 피아노를 치

는 정 인 행동으로 변화하 다. 

악기

연주

심벌을 택하여 치료사에게 세게 쳐도 되는지 

물은 뒤, 불규칙한 리듬으로 크게 연주하 으며 

마지막에는 팔을 휘둘러 세게 친 뒤 책상 에 

소리 나게 내려놓고 어버렸다. 

버팔로 드럼을 천천히 연주하 으며 보통 강도

로 연주하 다.

오션드럼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하 는데 미

소를 지으며 연주하 다. 

<표 8> 음악치료활동에서 보인 상자 C의 공격성의 변화

(3) 상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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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에게 말렛으로 카바사를 쳐도 되는지 물

었고 치료사가 말렛보다는 손바닥으로 연주하

는 것이 소리가 더 잘 난다고 말하 으나 C는 

말렛으로 카바사를 치거나 손바닥으로 구슬을 

굴리며 연주하 다.

심벌을 연주하 는데 강도는 보통 강도 고 손

목만을 이용하여 연주하 다.

해석

각 악기의 연주시간은 짧았으나 C는 불규칙한 

리듬으로 악기를 매우 세게 연주하 으며 카바

사를 연주할 때에도 말렛으로 두드려 연주하

다. 이를 통해 C에게 내재된 공격 인 에 지

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악기 연주를 마친 후에 C는 자신의 기분이 상

쾌해졌다고 표 함으로써 악기 연주가 C의 부

정 인 감정을 표출하게 하여 정화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화가 날 때 기분을 악기로 표 할 때 C는 웃으

면서 연주하 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하며 

즐거워하 다. 이는 가사에 작성한 피아노를 칠 

때 느껴지는 자신의 기분을 표 한 것으로 보

인다. 악기 연주는 기분을 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C의 기분을 한층 더 즐겁게 변화

시켰다. 이러한 정서는 앞으로 화가 날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며 화를 조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 다.

악기를 연주하는 강도는 5회기보다 작아졌으며 

템포도 느렸는데 이를 통해 C가 자신의 감정

을 조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회기 13회기

노래

가사

나는 화가 나면 (짜증나서)

(혼자서만 몰래 욕을 해요)

(입을 깨물어 피가 났죠)

나는 화가 나면 (참아요)

나는 화가 나면 (기도를 해요)

나는 화가 나면 (사과해요)

(다른 친구와 놀면서 잊어요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해줘요)

해석

치료사가 욕을 상 방에 직  하지는 않는지 

묻자 D는 그 다고 답하며 ‘그러면 를 싫

어해요’라고 말했다. 작성한 가사를 통해 D는 

자신의 감정을 표 하지 않고 억 르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화를 표출하

지 못하고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D에게 내재

된 분노 수 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5회기에서 화가 나면 이를 억 르고 혼자서 욕을 

하는 등의 부정 인 방법으로 응하던 것에서 

정 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 다. 감정을 다스

리기 해 기도를 하거나 다른 친구와 놀면서 즐

거운 정서로 환기시키는 것은 분노를 조 하는 

방법이다. 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거나 자신

이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

지 않고 한 방법으로 표 하는 방법이다. 

H는 5회기에 작성한 가사의 내용을 보고 이 게 

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바꾼 가사 로 행동

하면 화가 없어질 것 같다고 말하 다. 

악기

연주

버팔로 드럼, 패들 드럼, 오션 드럼, 심벌을 

리듬 스틱으로 다양한 리듬으로 연주하 으며 

보통의 강도 다. 

리듬스틱을 팔에 힘을 주지 않고 휘둘러 소리가 

작게 연주하 다. 다른 악기는 연주하지 않았다.

<표 9> 음악치료활동에서 보인 상자 D의 공격성의 변화

(4) 상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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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들드럼과 버팔로 드럼을 다시 연주할 때 말

렛을 크게 휘두르며 빠르고 세게 연주하 다.

이어서 심벌을 연주하 고, 리듬스틱을 연주

하다가 다시 모든 악기들을 리듬스틱으로 연

주하 다.

해석

D는 다양한 악기를 선택하여 연주하 으며 드

럼을 연주할 때에는 센 강도로 빠르게 연주하

다. 이러한 연주 모습을 통해 H에게 내재된 

공격 에 지의 수 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연주를 마친 후 D는 웃으면서 악기로 스트

스를 풀어서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 는데 이

를 통해 악기 연주가 D의 감정을 표출하게 

하여 정화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D는 기분을 악기로 표 해보자는 말에 리듬스틱

을 선택하여 힘없이 작게 연주하 으며 다른 악

기는 연주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주 모습은 D가 

노래를 통해 자신의 행동 변화를 인식하 고 

이를 통해 D의 공격 에 지 수 을 감소시켰음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8회기 14회기

노래

가사

는 내가 화도 내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XXX

뭐 어쩌라고

OO아 니가 그 게 얘기해서 왠지 짜증이 났어

그 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싫어할꺼야 

그러니 말투 좀 조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해석

이 활동에서 아동은 자신이 작성한 내용으로 

직  선율을 만들었는데 이는 아동에게 흥미를 

제공하여 하고 싶은 말을 그 로 표 할 수 있

도록 하 다. 

A는 상 방의 행동이 부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상 방을 책망하며 욕을 었다.(XXX 부분) 가

사를 통해 A가 분노를 조 하지 못하고 부정

으로 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는 8회기에서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에게 욕

과 상 방을 탓하는 내용을 었던 모습에서 

정 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 다. 상 방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표 하면서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하

다. 이 게 자신의 기분을 나타내는 방법은 상

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화해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0> 음악치료활동에서 보인 상자 A의 분노표 의 변화

2) 음악활동에서 보인 분노표 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분노표 의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체 세션의 반부와 로그

램의 재가 이루어지고 난 후반부의 활동 내용을 분석하 다. 분석한 회기는 상자가 화

를 냈던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른 8회기와 로그램의 재 이후 

자신의 화난 감정을 상 방에게 표 한 14회기이며, 아동이 작성한 노래가사를 바탕으로 

분석하 다. 상자 별로 각 세션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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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자 B

8회기 14회기

노래

가사
랑 말하기 싫어. 들어서

OO아 들지말렴

니가 들면 내 기분이 짜증나

니가 들지 않으면 잘해 께

해석

B는 자신을 화나게 한 아동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없다고 말하 으며 그 아이가 들어서 말

하기 싫다고 하 다. 상 아동에 한 분노는 

높은 수 이었으며 화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

다. 

B는 8회기에서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에게 말

을 하기 싫다고 말하며 회피하던 모습에서 타

이르는 말투로 자신의 기분을 표 하 다. 

이 활동에서 B는 자신이 먼  상아동에게 하

고 싶은 말을 는 등 이 보다 자신의 생각

을 자연스럽게 표 하 으며 분노를 억압하던 

모습이 감소하 다. 한 앞으로 상 방이 행

동을 변화시킬 경우 잘 해 주겠다고 하는 등 

정 인 계로 바꾸려는 의지를 보 다.

<표 11> 음악치료활동에서 보인 상자 B의 분노표 의 변화

(3) 상자 C

8회기 14회기

노래

가사

언니 내가 노려보아서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께

내가 한테 말한 비 을 

니가 소문내고 다녀서 

나는 정말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빴어

해석

C는 화를 조 하지 못하고 그 로 표출하는 

경향을 보이나 이 활동에서 망설이지 않고 미

안하다고 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이를 인정하고 사

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는 8회기에서 자신의 행동에 한 잘못만 이

야기 한 것과는 달리 자신이 화가 났던 이유

와 감정을 분명하게 표 하 다. 이 게 자신

의 화난 감정을 인식하고 표 하는 것은 분노

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정 인 모습이다. 

<표 12> 음악치료활동에서 보인 상자 C의 분노표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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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자 D

8회기 14회기

노래

가사

애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 

하지만 날 때리면 짜증이 나

애기야 우리 크면 서울랜드 가는 신 언니한테 사

과해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 

희가 불 껐다 켜서

나는 정말 무섭고 짜증이 났어

앞으로 희가 이런 장난을 치지 않고

우리 셋이 모두 사이좋게 지내자

해석

작성한 가사를 통해 D가 자신이 화를 냈던 것

에 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화가 난 이유에 해서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이나 표 하는 방식이 서투르

며 ‘언니한테 사과해’라고 말하면서 동생이 잘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 함을 알 수 있다.

8회기에서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자연스럽게 

표 하는 모습을 보 다. H는 자신의 감정을 

억 르지 않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까닭과 함

께 표 하 으며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

하며 정 인 계로 발 하도록 하 다.

<표 13> 음악치료활동에서 보인 상자 D의 분노표 의 변화

Ⅳ. 결  론

본 연구는 방임된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를 감소시키기 하여 심리상담 분야에서 사용되

고 있는 분노조 로그램을 음악치료 기법을 용하여 실시하 다. 상자는 서울시 소재 

J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방임 학  아동 4명이었으며 음악치료 로그램은 2008년 

3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15회기의 개별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상자의 공격성과 분노 

변화의 양 인 자료를 수집하기 해 음악치료 로그램을 시작하기 에 공격성 척도와 

분노 척도 검사를 실시하 으며 로그램 종결 후 이와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수를 

비교하 다. 한 음악 활동에서 보인 상자의 모습을 찰하여 상자의 공격성과 분노 

표 의 변화를 질 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조  음악 로그램을 통해 방임된 아동의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 다. 

로그램을 실시하기 과 후에 이루어진 공격성 척도의 사 ․사후 검사 수를 분석한 

결과 상자들의 공격성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로그램에서 상자들이 악기연주를 통해 공격 인 에 지를 표출할 수 있었고 이러한 감정

의 표출이 상자들의 공격성을 감소시켰음을 의미한다. 공격성의 하 요인별 사 ․사후 

수 결과를 비교하 을 때 언어  공격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의 수가 감소하 다. 특히 

수동  공격성과 흥분성에서 높은 감소율을 보 다. 반면 언어  공격성은 사  검사와 사

후 검사의 차이가 없었다. 수동  공격성이 감소한 것은 본 로그램을 통해 상자들이 



36  음악치료교육연구, 제5권 제2호

자신의 감정을 한 방법으로 표 할 수 있도록 하 고, 분노를 조 하는 활동을 통해 

충동 으로 행동하던 모습이 변화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언어  공격성

에서는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본 로그램에서 언어 인 공격성을 직 으로 다루지 않았

고 상자들에게 습 화된 언어  태도를 15회기의 기간 동안 변화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분노조  음악 로그램을 통해 방임된 아동의 분노가 유의미하게 감소하 다. 분

노 척도의 사 ․사후 검사 수를 분석한 결과 상자들의 분노 수는 유의수  p< .005

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로그램에서 상자에게 분노를 유발

하는 생각들을 변화시켜 보고 상자들이 상 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으로써 분노를 조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분노 검사의 하  요인별 사 ․사후 검사 수를 비교

한 결과 분노통제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의 수가 감소하 으며 특히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가 큰 폭으로 감소하 다. 상태 분노가 감소한 것은 음악활동이 상자에게 즐거운 정서를 

제공하 기 때문에 상자들이 음악치료 시간에 분노 감정을 보이지 않고 정 인 정서를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성분노가 감소한 것은 본 로그램의 활동을 통해 상자들

이 분노를 유발하는 생각들을 변화시켰고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이 보다 분노를 게 경험

하게 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분노통제 수는 로그램 실시 후 오히려 증가하 는데 

이는 본 로그램 내용이 분노를 조 하는 방법에 한 것이기 때문에 상자들이 화가 날 

때 분노를 통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 것으로 단된다. 

셋째, 음악 활동을 통해 찰된 상자들의 공격성은 분노조  음악 로그램이 진행됨

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램의 반부와 후반부의 아동이 작성한 가사내용

과 악기 연주 모습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반부의 가사의 내용은 ‘때린다, 욕을 한다, 말을 

안 한다’ 등의 공격 인 행동이 주로 나타났으나 후반부에서는 화나는 감정을 조 하고 해

소시키기 해 ‘다른 친구와 논다, 공을 찬다, TV를 본다’ 등의 내용으로 바 었다.  악기 

연주에서는 여러 악기를 매우 세게 연주하여 높은 공격성을 보이던 모습에서 하나 혹은 두

개의 악기를 작은 세기로 연주하는 등의 공격성이 감소한 모습을 보 다. 이러한 모습은 

공격성 사 ․사후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상자가 분노조  음악 로그램에 참여

함으로써 자신의 공격 인 행동을 조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음악 활동을 통해 찰된 상자들의 분노 표 은 분노조  음악 로그램이 진행

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들의 분노표 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상자

가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사로 작성한 반부와 후반부 세션을 

비교 분석하 다. 그 결과 8회기에서는 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격하게 표 하거나 화난 

이유를 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 으나 14회기에서는 자신이 화난 이유와 기분을 분명하

게 표 하는 모습을 보 다. 이는 분노조  음악 로그램을 통해 상자들이 자신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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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음악활동을 통해 이를 조 하여 하게 

표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방임된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를 감소시키기 해 음악 치료 인 근

이 효과 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의 분노조  로그램은 집단 상담의 형태로 진행되

었기 때문에 심리 으로 축되어 있고 방어 인 태도를 보이는 상들에게 합하지 않았

다. 이 때문에 심리  외상을 가지고 있는 학  아동을 상으로 분노조  로그램을 

용한 사례 연구가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음악을 통한 근은 방임된 아동의 방어

인 태도를 감소시켜 자신의 감정을 표 할 수 있게 하 으며 이는 치료 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었음이 증명되었다. 한 악기 연주를 통하여 억압된 에 지를 표출시킴으로써 감정

의 정화를 경험하게 하 고 이는 상의 공격성과 분노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음악은 직 으로 표 되는 언어와는 달리 비 이며 감정을 표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치료  도구가 된다. 따라서 심리  외상을 가진 상자에게 음악을 통한 치

료  근은 매우 효과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음악치료 연구에서 학 아동을 상으로 실

시된 연구가 기 때문에 본 연구는 앞으로의 학 아동을 한 음악치료 연구의 선구자

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 방임아동만을 상으로 한 음악치료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며 학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를 감

소시키기 한 음악치료 근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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