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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qualitative study investigated how a music therapy program was experienced by 

juvenile offenders of school violence who were under a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Six adolescents participated in 12 consecutive weeks of group music therapy 

sessions, and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based on open-ended questions addressing key 

construct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which are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Using this framework, data was deductively analyzed using a modified grounded theory. The 

analysis also investigated how such impact of music therapy transferred or expanded to their 

everyday life.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roperties of autonomy included making choices 

of songs and instruments, deciding how to play, and expressing opinions about music. 

Competence was associated with developing skills on musical instruments, creating own 

music, concentrating on their own project, and demonstrating their abilities. Relatedness were 

related to collaborating, exchanging opinions, and playing a part in musical projec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y also experienced shifts in consciousness and behavior, 

expanded self-awareness, and mutual exchange and group support. Lastly, it was revealed 

that the pos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changes they experienced in music also appeared 

in their schoo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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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음악치료 경험에 관한 연구: 자기결정성을 중심으로

*

윤주리*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로 인해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청소년이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음악치료에 참여한 6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변형된(modified) 근거이론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85개의 개념, 21개의 하위범주, 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자기결정성 이론의 

기본 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추가적으로 치료경험이 어떻게 치료외적 환경으로 

전이와 확장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자율성은 음악선곡, 악기선택, 연주방식의 선택과 음악에 대

한 의사표현의 다양한 속성으로 나타났다. 유능성은 악기연주 기법을 익히고, 자신의 생각대로 

음악작업을 완성하고 몰입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음악적 난이

도가 유능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은 그룹공동의 음악작업 안에서 의견

을 교류하고 각자 음악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나타났다. 이 때 참여자는 음악 안에서 의식과 행

동의 변화 및 내적인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룹원간의 상호교류와 지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활동에서 경험한 긍정적 정서 및 적극적인 행동 양식이 학교생활에서

도 이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개

발과 적용에 대한 제언과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자기결정성 이론, 음악치료, 변형된(modified) 근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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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문제는 1990년대 초 그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장기화, 

집단화 되어가고, 발생빈도와 강도가 극심해 지면서(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사회의 중요 문

제로 부각되어왔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법령들이 제정 및 개정되어 학교폭력 특

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감소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

고 있다(정현미, 2010).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법처리는 범죄인이라는 낙인과 함께 추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 청

소년이 성인이 되기까지 반복적으로 가해 행동이 발생하고, 성인기의 범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다(Farrington & Loeber, 2000).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을 

넘어 가해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에 개입하는 치료 분야의 활성화는 청소년

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범죄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19세 미만 소년범죄의 정도가 중하고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활용하는 제도로(조규홍, 2007), 선도 및 교육 시설에서 상담 또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검찰이 

소년피의자를 기소유예처분하게 된다(강영철, 1996; 오영근, 1995; 정현미, 2010).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어도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로 선도보호가 필

요한 경우 검사의 판단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죄

가 무겁지 않거나 초범인 소년범을 중대한 죄를 범한 소년범들로 부터 보호하고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오영근, 1995).

본 연구는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음악치료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후 변형된(modified) 근거이론 방식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근거이론 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이 삶에 대처하는 방식과 과정에 실체적으로 접근하기에 적합

하며, 개인의 생생한 경험을 알아보는데 유용하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는 자기

결정성 이론(Deci & Ryan, 1980, 2000, 2002; Ryan & Deci, 2000)의 3가지 기본 심리욕구인 자

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을 중심으로 ‘음악치료를 통해 참여자

는 자신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어떻게 경험 하는가’ 와 ‘그 경험의 속성과 차원은 무엇인

가?‘ 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술하여, 

참여자들이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그 의미를 

알아보고 추후에 보다 효과적인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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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심리정서 및 행동적 특징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정서영역의 취약기를 갖는 시기로, 특히 이 시기에 청소년들의 특징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분노와 시기와 같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조절력 결여, 계획 및 

문제해결능력 저하, 충동 및 주의력 조절력 부족, 결과에 대한 예측 부족으로 규명하였다(박상군 

외, 2005). 청소년 시기는 급속한 신체성장 및 호르몬의 변화에 반해 자기조절 및 정서조절 능력

이 저하되며, 발달상의 불균형을 겪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가해 학생들의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은 거칠고 지배적인 성격 및 반사회적인 성향으로 보고되

고 있다(강진령, 유형근, 2000; Olweus, 1994). 가해 청소년들은 공격성(박종효, 2007), 충동성(김

경집, 2005), 외현화 행동(Bosworth, Espelage, & Simon, 1999)이 일반 청소년보다 많이 표출되

며, 공감능력이 현저히 부족(Jolliffe & Farrington, 2004; Olweus, 1997)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또래, 교사 및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의사소통 문제, 또래

관계 및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를 호소하게 된다(Emslie & Mayer, 1999).

최근의 연구에서는 가해행동의 원인을 또래 관계 안에서 우월성을 확인하고, 상하관계를 형성

하여 관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기도 함을 보고하였다(이희연, 2013). 이는 청

소년 또래 관계 안에서 상대적으로 자기주장과 결정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지배성과 공격성이 강

한 또래 친구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여 복종해야 하는 경우에 처하거나, 또래 집단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채 학교 폭력에 가담하여 가해자가 됨을 알 수 있다(이희연, 2013). 또한 또

래 관계 안에서 공격성과 지배력을 확인 한 이후에는 가해행동이 강화되고 유지됨을 보고하였다

(김규태, 2013).

선행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행동의 심리. 정서적 특성요인 및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김경집, 2005; 이상균, 2005; Hoover, Oliver, & Hazler, 1992; Ireland 

& Archer, 2004; Salmivalli & Nieminen, 2002), 부정적 심리적 특성 및 행동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도기봉, 2006; 도기봉, 오주, 신정인, 2011; 양미진, 김은영, 이상

희, 2009; 양야기, 이정숙, 2009; 이정숙 외, 2008). 최근의 학교폭력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이

들의 부정적인 신념, 인지적 왜곡, 및 합리화를 다루는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하거나(도기봉, 

2008; Young, 2007), 부정적이거나 병리적인 측면만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개인이 지

닌 강점과 자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긍정심리학 기반의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다

(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학교 폭력 가해 청소년은 또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타의에 의해 폭력 행동에 동참하거나, 부정적 행동을 지휘하고 통제

하는 지배성으로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유능감을 확인하고, 관계안에서 부적절한 통제와 

강화를 통해 내적 만족 경험을 얻고자 하는 비합리적 사고와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자기결정이론은 인간의 성장 지향적 관점을 바탕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심리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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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의 만족과 내적 동기를 강조하는 이론으로 청소년이 실현 가능한 목표를 기대하고, 계획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동기를 강화하고 도전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들의 음악치료 경험을 자기결정성에 근거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3. 자기 결정성 이론

개인의 행동을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자율성 혹은 자기 결정적 기능을 발휘

하는 정도에 따라 행동이 조절된다(Deci & Ryan, 1980, 2000, 2002; Ryan & Deci, 2000). 그 조

절의 수준에 따라 내재동기와 외재동기로 나눌 수 있으며, 내재동기가 보다 강하게 유발되는 경

우는 행동의 원인이 자기 결정적일 때이다(Deci & Ryan, 1980, 2000, 2002; Ryan & Deci, 

2000). 자기 결정성 이론은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을 기본 

심리 욕구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욕구는 인간의 심리적 발달과 성장을 촉진하거나 저해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하고 있다(Deci & Ryan, 1980, 2000, 2002; Ryan & Deci, 2000). 즉, 

이 세 가지 심리적 기본 욕구를 다루는 자기 결정성 이론은 인간의 성격발달과 행동에 있어 적절

한 또는 부적절한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Deci & Ryan, 1980, 2000, 2002; 

Ryan & Deci, 2000).

1) 자율성 욕구

자율성 욕구는 자신이 행동에 대한 주체가 되어 그 행동을 결정하고, 조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적 자원의 관여나 영향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관심과 가치에 근거하여 행동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Deci & Ryan, 1980, 2000, 2002; Ryan & Deci, 2000). 자율성이 확보된 이후에 유능감

이 실현될 수 있으며, 세 가지 기본 욕구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안하였다(Deci & Ryan, 1980, 

2000, 2002; Ryan & Deci, 2000).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자율성은 개인내적(interpersonal)인 것

으로 의지와 선택에 대한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율성의 반대 개념은 조종당하고 통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타율성(heteronomy)이며(Ryan & Lynch, 1989), 자율성의 장해는 정신 장애의 특

징으로 보고되었다(Reeve, 2005).

2) 유능성 욕구

유능성 욕구는 행동을 통해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능력을 발

휘할 수 있는 조건인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할 때 충족된다(Deci & 

Ryan, 1980, 2000, 2002; Ryan & Deci, 2000). 유능성의 욕구는 특정한 기술과 능력을 획득하고

자 하는 욕구와는 구별된다. 유능감에 대한 관심과 격려는 동기의 내재화를 촉진하며,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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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행동 조절의 내재화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Deci & Ryan, 1980, 2000, 

2002; Ryan & Deci, 2000).

3) 관계성 욕구

관계성 욕구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이 배려 받음을 느끼고, 소속된 사회에서의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를 가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Deci & Ryan, 1980, 2000, 2002; Ryan & Deci, 2000). 이는 타인과 관계 

안에서 안정과 조화로움을 지각하는 심리적 만족에 관한 것이다(Deci & Ryan, 1980, 2000, 

2002; Ryan & Deci, 2000). 관계성 욕구의 충족은 내재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요소이며, 외적 원

인을 내재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타인에 의해 외재화된 행동을 수행하는 경우 행동에 

대한 동기수준과 참여도가 낮지만, 동기부여를 하는 타인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인 경우 행

동은 쉽게 시작될 수 있다(Ryan, Stiller & Lynch, 1994).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관계성 욕구

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경희, 

2011; 김아영, 2010; 김아영, 이명희, 전혜원 이다솜, 임인혜, 2007; 이명희, 김아영, 2008; 

Patrick, Knee, Canevello, & Lonsbary, 2007; Ryan & Deci, 2000).

4. 학교폭력 청소년과 음악심리치료

학교 폭력 청소년의 대표적인 정서. 행동문제에 개입하는 음악심리치료에서는 자기인식, 자기

표현, 유능감의 경험을 통한 자존감 증진, 음악적 관계 안에서의 적절한 관계성의 경험을 목표로 

둔다(정현주, 김동민, 2010). 음악심리치료에서는 음악그룹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타인 및 음악과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내적 이슈와 심리적 

자원의 탐색, 개인내적 문제와 관계적인 문제 등을 다루며 내적 자원과 힘을 발현하는데 그 목표

를 둔다(정현주, 김동민, 2010).

청소년기에 이들이 경험하는 음악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개인의 가치와 태도, 의견, 표현의 도구 및 의사소통의 역할을 한다(McFerran, 2010). 청소년들은 

감상과 연주를 통해 감정표출, 자기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활용하며, 자신이 느끼는 정서

와 일치하는 음악을 의도적으로 찾으며 자기관리 및 스트레스 대처방안으로 음악을 사용한다

(Laiho, 2004). 따라서 음악치료 그룹 안에서 자신의 원하는 음악, 악기, 연주방식을 선택하고 음

악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율성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감정과 정서, 내적인 필요와 문제를 파악하고,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매체로서 음악심

리치료에서는 음악선곡, 감상, 치료적 악기연주와 노래 만들기를 주요 활동으로 적용할 수 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유능감은 환경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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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조절하는 가운데 습득되므로, 음악활동 내 이루어지는 다양한 음악경험은 자신의 자율성

을 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여 자신의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발휘하

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집단에서의 공동작업을 통한 음악 결과물 생성 작업은 창의적 사고와 함

께 문제해결력, 긍정적인 관계향상 등을 유도하므로(Cross, 2008), 음악치료에 참여한 기소유예 

청소년의 개인적 경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치료환경 내에서 개인의 내적 변화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첫째, 음악치료를 통해 참여자는 자신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어떻게 경험 하는가?

둘째, 참여자가 경험하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포함한 내용들의 속성과 차원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학교폭력 가해로 인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판결 받고 음악치료에 참여한 5

명의 청소년이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2013년 8월7일부터 11월 18일까지 그룹의 형태로 주1회, 

70분씩 12회기동안 이루어 졌다. 참여인원은 총 6명이며 남자 5명, 여자 1명이다. 연령은 14-19

세로 평균연령은 16.4세 이며 2명은 자퇴, 4명은 재학 중이다.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2명의 대

상자는 또래의 압력으로 인해 학교 폭력 사건에 가담하였으며, 1명의 대상자는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다. 참여자 모두 선 음악치료 경험은 없었으며, 참여자는 3개의 각기 다른 그룹

에 속하여 음악치료 경험을 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경험한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음악치료 전공 박사과정생 3인이 계획하고 전공교수 1인의 자문과 검증으로 진행되었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도입, 전개, 종결의 3단계로 구성되었다. 도입 단계의 치료 목표는 관계형성 및 음악참

여의 확장, 전개 단계에서는 내적 이슈 및 심리적 자원의 확인,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관계 안에서

의 행동 문제의 실제적 대안 찾기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종결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긍정적 자원,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자신의 변화되는 생각과 행동을 격려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활동은 치료적 노래 부르기, 재창조적 그룹 연주로 계획 및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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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노래 부르기 활동은 노래 안에서 자신의 정서와 일치하는 부분의 탐색, 또래의 공통적으

로 경험을 다루고 목소리를 사용하여 자기를 표현하며 변화하는 자아를 경험할 수 있다(정현주, 

김동민, 2010; McFerran, 2010). 특히 치료적 노래 부르기에서 새로운 노래 및 랩 만들기를 시도

하여 적극적인 창작 작업을 통해 자율성과 유능성의 경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적 정서와 공격

적인 언어 표현을 음악적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재창조적 그룹 연주하기에서는 기존

의 곡을 사용하여 대상자 스스로 악기를 선택하여 음악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연주 안에서 관계성 및 유능성을 경험하고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스스로 다루

며 자율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12회기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종결된 직후 1주일 이내에 5명의 

참여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및 질적 연구 절차 및 세부 

내용은 연구윤리위원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인터뷰 실시에 참여한 동료 연구자는 모두 3명이며, 학

교 폭력 청소년 대상 경험이 5년 이상인 음악중재전문가로 참여자와는 치료적 관계가 없는 동료 

연구자가 실행하였다. 인터뷰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토대로 

반구조화 형태의 심층면접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지의 내용은 참여자들의 연령, 인지 및 언어 수

준을 고려하여 그들의 경험을 생생히 이끌기에 적합하며,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부합하는 내

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명의 동료 연구자 및 음악치료학과 교수 1인의 검토 및 수정 작업 

후 완성되었다.

3. 자료 수집 방법

연구자는 2013년 10월 29일 부터 11월 29일까지 참여자를 직접 만나 심층 면담을 하였으며, 

각 면담은 30-50분이 소요되었다. 질문지에 명시된 질문 이외에 실제 면담 도중 보다 중요한 부

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경험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질문지는 <표 1>과 같다.

연구자는 모든 면담의 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자료를 반복하여 들으며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또한 연구자 외 동료연구자 1명이 함께 녹음자료를 반복하여 들으며 전사된 인터뷰 내용의 정확

성을 확인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연구 자료는 변형된(modified) 근거이론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이는 근거이론 방법의 

하나로써, 수집된 원 자료를 의미단위로 분류 및 분석하는 코딩과정을 통해 형성된 범주의 속성

을 규명하고 기술하는 방법이다(Strauss & Corbi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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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질문지

욕구 질 문 내 용 

도입 1. 음악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것을 기대했나요?

자율성 

자발적 

선택과 

결정

1. 악기들 중 관심 있었던 악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2. 악기를 선택/연주 하고, 원하는 악기를 연주할 때 어땠나요? 

3. 악기연주 또는 노래 부르기에서 시도해 보고 싶었던 소리나 느낌, 연주방법들이 

있었나요? 그것을 시도 할 때 어땠나요? 

4. 해보고 싶었던 노래는 어떤 것 이었나요? 

5. 그 노래를 선택하고 할 수 있었나요? 

6. 그룹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었나요? 그 역할을 할 때 어땠나요?

7. 음악활동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의 아이디어가 있었나요? 

유능성

자신의 

결정을 

실행

1. 자신의 아이디어를 포함한 연주를 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곡을 연주 할 수 있었

다면, 그 경험은 어떠했나요? 

2. 자신이 선택한 곡이 그룹에서 연주되고/ 연주했다면 그때의 기분이나 느낌은 

어떠했나요?

3. 내 아이디어가 포함된 음악활동을 하는 것이 어떠했나요? 

4. 내 의견을 표현, 행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했나요? 

실행과정의 

개인적 

감정경험

5. 음악활동 안에서 큰 어려움 없이 음악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

나요? 어려웠다면/쉬웠다면 어떤 것이었는지요? 

6.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활동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었다면, 그 경험은 어

떠했나요?

관계성

그룹안정감 

및 

관계신뢰

1. 그룹 참여시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떠했나요? 

2. 개인적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 연주/ 노래하는 것이 어떠했나요? 

3. 그룹안의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와 음악을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 들

었나요? 

4. 그룹원이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 연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어떠했나요?

5.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치료사와 대하는 것은 어떠했나요? 

그룹 

소속감 및 

공감대 

6. 그룹원이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 연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어떠했나요?

7. 이 작업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었나요?

개인의 

변화와 

적용

경험의 

전이

1. 음악활동에서 다룬 것들을 생활 속에서도 생각해 보거나, 음악 경험을 해 본적

이 있나요? 언제/ 어떤 상황/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예: 음악을 더 듣거나, 음악을 찾아보거나, 연주. 노래하거나, 음악 감상 중 특

정 생각. 기분이 떠오른 경험, 생각이나 행동이 변화한 경험) 

새로운 
음악적 

관계형성의 
가능성 

2. 좀 더 하고 싶었던 음악이 있었나요? 앞으로 또 음악활동을 한다면 어떤 것을 

더 해보고 싶나요?

(음악 치료세션이 아닌 기타 여러 형태의 음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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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료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는 참여자의 자료로부터 본 연구의 주제인 

자기결정성의 하위개념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관련한 현상의 의미단위를 지속적인 비교를 

거치면서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후 개방코딩을 통해 하위범주를 형성하고 각 범주의 속성을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범위에서 참여자가 경험한 내용, 양상, 정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지 그 수준을 차원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연구자 외 1인의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음악치료학 박사 과정생이 

함께 자료를 분석 한 후 의견이 불일치는 부분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1인의 음악치료학과의 교수에게 연구과정 전반과 연구 결과에 대해 자문과 검증

을 거쳤다. 또한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을 배제하는 노력을 위해 연구자는 어떤 이론적 지향 

없이 근거이론 방법론의 연구절차 및 분석과정에 충실하여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이 음악치료에

서 경험하는 자기결정성을 사실대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자료 분석 결과 85개의 개념, 21개의 하위범주, 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다시 자기결

정성 이론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치료경험의 전이와 확장의 영역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1. 자료 코딩

<표 2> 개방 코딩 및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영역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었음 

의견이 잘 떠오르지 않아 제안하지 않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수용함

개인적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이야기만 함 

의사표현

자기 생각의

실행
자율성악기선택 한 적 없음

내가 관심 있는 악기를 선택함

힘들거나 원하지 않는 악기는 교체함

내가 원하는 악기가 아닐 때 집중이 어려웠음

악기선택

내 생각대로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았음 연주방식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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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영역

노래 부르는 내 목소리를 들으면 어색함

솔로연주는 부담이 되었음 

연주가 잘 안되면 내가 답답하게 느껴짐 

음악내

자기 인식

개인 자원의

활용 및 확인
유능감

내 음악을 보여주고 싶었음

나만의 일상적 이야기를 가사로 만드는 것이 좋았음
자기표현

음악이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게 완성되는 것이 좋음 

내가 원하는 악기는 더 쉽게 느껴짐 

가사 만드는 것이 쉽게 느껴졌음 음악적 난이도 

더 어려운 음악을 시도해 보고 싶어짐 

연주가 어려울 때 답답함을 느낌 

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좋았음

내 이야기를 가사로 만드는 것이 좋았음 

내 생각대로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았음

개사, 작곡할 때 시간가는 줄 몰랐음 

가사와 노래 만든 후에 뿌듯했음

노래를 부를 때 좋았음 

여러 악기를 다룬 것이 신기하고 좋았음 

내가 원했던 악기, 음향장비가 없을 때 실망

아이패드의 음향은 만족감이 없었음

음악적 만족감 

개사. 작곡할 때 시간가는 줄 몰랐음

모든 연주 역할에 열심히 참여함 
적극적 참여 

내가 만든 곡을 들을 때 어색함 

음악그룹에 집중하는 시간이 행복함 

음악 작업 후에 행복하게 느껴짐 

지각, 결석 없이 성실히 수행한 것이 뿌듯함 

활동 중 몰입하고 안 좋은 기억을 잊을 수 있었음 

가사와 연주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었음 

정서적 경험 

개인내적 경험 

(intrapersonal) 

관계성

노래한곡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함 

노래가 삶을 담을 수 있다고 느낌

활동에 참여하며 시간을 의미있게 보냈다고 느낌 

통찰적 경험

여기에서는 항상 웃었음

음악그룹에 참여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짐 

부정적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것에 기분이 좋아짐 

그룹이 함께 악기 연주하는 것이 기분을 좋게 함 

정서적 경험 

개인간 경험

(interpersonal)
초기엔 새로운 환경에 대해 불안했음 

초기엔 그룹원들 관계가 좀 어색했음

초기엔 함께 음악을 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했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어렵기도 했음

곡 선택 아이디어가 수용되면 좋았음

다른 그룹원과 연주 수준을 비교하고 위축됨

신뢰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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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영역

치료사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함

다른 그룹원의 선곡으로 곡 작업은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수용할 수 있었음 

치료사의 말투, 표정, 수용에 존중받는다고 느낌

신뢰적 경험

개인간 경험

(interpersonal)
관계성

타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됨 

그룹원의 이야기에 동질감을 느낌

그룹에서 공감대를 형성함 

공감적 경험

선곡에 관계없이 함께 작업을 함에 만족감을 느낌

음악치료 시간이 친숙해 지면서 이 시간이 기다려짐 

의견을 맞춰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음 

그룹원이 함께 음악연주를 하는 것이 좋았음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를 하나의 곡으로 노래하는 것이 

의미있음

그룹이 하나 되는 느낌이 행복함

소속감과 

공동체의식 

그룹원이 한 소절씩 나누어 노래할 때 재미있었음

그룹원이 있어 더 열심히 하게 됨 

그룹원간 의견을 교류하며 음악을 완성할 때 좋았음 

잡념 없이 집중하는 시간이 힐링이 되는 시간이라고 느껴짐

그룹에서 느낀 즐거움이 학교에서도 연결된 듯 느낌 

치유

경험
정서의 변화

전이와 

확장

음악그룹 하기 전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본적이 없었던 

것 같음

나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 

생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하게 됨 

음악표현이 감정표현의 기회라고 생각됨

자기

인식

의식(사고)의 

변화 

공부도 음악처럼 열심히 하면 잘 될거라 생각함

포기하지 않을 의지가 커짐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나에 대한 확신이 생김

뭐든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함

동기

강화 

앞으로는 좀 더 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함 

음악치료 하기 전엔 지금보다 난폭하고 욕을 많이 했다고 

생각됨

자기

조절

열심히 하고자 하는 태도로 변함 

음악치료에서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생겼지만 실제 

행동변화는 어렵게 느껴짐 

행동의 변화

음악적 자원의 

획득
일상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게 됨 

일상에서 함께 만든 곡을 듣고 불러봄 

음악표현이 감정표현의 기회라고 생각이 됨 

기회가 있다면 악기연주/작곡을 하고 싶음 

기회가 있다면 합창을 해보고 싶음

음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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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

코딩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범주가 각고 있는 속성과 차원을 규명하는 방법을 통해 범주들 간

의 연합관계를 재조합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규명된 속성의 차원은 각 범주 내 속성 별로 그 

내용의 차원과 범주를 <표 3>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3> 자기결정성 경험의 속성과 차원

영역 속성 차원

자율성

언어적 의사표현

하지않음 자유롭게 함

폐쇄적 개방적

피상적 구체적

곡목 및 악기의 선택 비선호 선호

연주 방식의 선택 타의적 자의적

유능감 

음악적 난이도 

어려움 쉬움 

흥미없음 흥미로움

포기함 도전함 

음악적 만족감 

의사 반영 안됨 의사반영

집중하지 못함 집중함

비선호악기 선호악기

자기 표현 소극적 적극적

관계성 

정서적 경험

어색함 행복함

아쉬움 뿌듯함

적은 감정표현 많은 감정표현

통찰적 경험 표면적 심층적

신뢰적 경험 

불안, 어색함 편안함

자기 방어 자기 개방

거절감 수용감

위축감 존중감

공감적 경험 
이질감 동질감

공감대 없음 공감대 형성

소속감, 공동체 의식 낮음 높음

전이와 확장 

정서의 변화 적음 많음

의식의 변화 적음 많음

행동의 변화 소극적 적극적

음악의 변화 적음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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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 청소년이 음악치료에 참여하며 경험하는 자기결정성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따라서 범주를 중심으로 도출된 속성과 차원을 3가지 기본 심리욕구의 내용을 기술

하였다. 

1) 자율성

연구 참여자가 음악 그룹 안에서 다루는 곡, 악기, 연주 역할의 선택 및 언어표현을 얼마나 자

유롭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율성의 경험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룹원

들과의 의견교류, 언어적 자기표현에 있어서의 적극성 및 개방적 태도, 의견 반영에 따른 대처방

식에 의해 의사표현의 속성이 결정되었다. 자율성에 해당하는 두 번째 범주는 음악 및 악기 선택

이다. 선호하는 악기 선택의 여부에 따라 참여도 및 집중도가 달라지며, 활동의 난이도에 대한 

개인적 경험도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음악적 결과물이 완

성되는 경험을 통해 음악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가 강화되고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능감

참여자는 음악적 난이도가 적당하거나 쉽다고 느껴지면 활동을 더 흥미롭게 인식하며, 더 수준 

높은 음악에 도전하고 싶은 동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악기연주가 너무 어렵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더 이상 시도해 보지 않고 다른 악기로 교체하거나 집중하지 못

하며 자신감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생각대로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자신의 이야기로 

가사를 만들어 노래하는 것, 여러 악기를 다루어 보는 것 등을 통해 참여자는 내적 만족감을 느

끼며 보다 더 음악활동의 몰입하고 음악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자신의 선호 악기가 없거나 음향장비가 미흡할 때 음악치료 시간에 대해 실망하고 동기가 저

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관계성

참여자는 자신이 만든 음악을 듣거나, 부르게 될 때, 또는 그룹이 함께 의견을 나누어 음악을 

완성할 때, 부정적 생각을 잊고 활동에 몰입하며 긍정적인 정서로의 전환을 경험하며, 관계 안에

서의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와 연주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룹 안

에서 정서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래가 삶의 모습들을 반영하며, 의식과 행동의 변

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내적인 통찰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는 음악

그룹에서 초기에는 어색함과 불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치료

사의 말투, 표정, 수용적 태도에 존중감을 느끼고, 그룹원간에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룹관

계를 신뢰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그룹신뢰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

고, 그룹에서 다루어진 주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선곡에 상관없이 그룹이 함께 음악작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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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자체에 대해 만족감과 소속감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룹원간에 서로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상호교류를 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음악을 완성하는 것에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음악치료 외적인 전이와 확장

참여자는 음악활동에 몰입하는 동안 치유의 경험을 하고, 그룹에서 느낀 즐거움이 학교생활로

도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그룹에 참여하기 이전과 생각의 깊이나 자기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생각을 보다 긍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활동에 참여할 

때와 같은 적극성을 공부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인식과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좀 더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음악치료에 참여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욕, 폭력적인 언어 사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폭

력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교우관계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의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

으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참여자는 음악치료 과정을 통해 의지와 생각의 전환이 일

어남을 경험하였으나, 그것과 관련한 행동 변화로 연결 짓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는 일상에서의 개인적 음악 경험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의도적으로 음

악을 선곡하거나 그룹에서 함께 만든 음악을 감상하거나, 불러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음악활동의 기회가 있다면, 악기연주, 작곡, 합창 등의 적극적인 음악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이 음악치료를 통해 자기결정력을 어떻게 경험하며, 그 경험의 

차원과 속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는 의사표현을 위한 사고의 유무, 사고한 내용의 언어 표현,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써 악기, 연주방법 및 곡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함으로써 자율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청소년이 선택하고 즐기는 음악이 곧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체성의 실행을 

의미한다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Ruud, 1997). 본 연구에서는 여러 참여자가 함께 음악과정

을 실행하며, 모든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악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참여자의 적절

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수용이 함께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학교 폭력 청소년들이 또래 관계 안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우월성을 확인하고 상하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징(이희연, 2013)의 변화로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사회적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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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절한 행동 기술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노래 부르기, 작곡, 작사, 녹음을 통한 치료적 음악 만들기 및 

노래 부르기를 주요 활동과정으로 다루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내적 문제와 대안들을 가사로 

표현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곡을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자기 개방 및 적절한 방식의 정

서표현과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는 가해 청소년의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인 정서 조절 능

력(Olweus, 1994, 1997) 및 문제해결력의 취약함(박상군 외, 2005)을 음악작업 과정에서의 자기 

인식과 이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유능감을 확인하며, 취약점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참여자는 음악작업 과정에서 집중과 몰입을 경험하고, 만들어진 음악을 감상하거

나, 실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노래 부름으로써 자기(Self)를 새로운 방법으로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반영과 통찰이 가능하였다. 이 과정을 참여자들은 ‘재미있었다’, ‘좋았다’, ‘뿌듯했다’ 등으로 

나타내며, 음악을 통한 성취와 만족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자신이 선호하는 악기

가 아니거나, 조작하기 어려워 집중하지 못할 때, 자신이 기대하는 음향이 아닐 때 실망감을 느

끼며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고 악기를 교체하거나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참여자에게 있어 선호악기의 유무, 연주의 난이도가 참여 동기와 유능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참여자들은 그룹원과 함께 공동의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의 조율, 타인의 의사와 

음악을 경청하고 수용을 경험하였다. 이는 집단 음악심리치료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또래 

집단에서의 공감경험과 공동체 의식을 경험을 유도하며, 또래 집단 안에서 상하관계를 형성하여 

부적절한 방식으로 우월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가해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희연, 2013)에 개입

하여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룹참여의 초기에는 참여자들이 어색함과 부끄러움, 자기개방의 어려움과 연주불안을 경험

하는데, 이때 치료사의 말투, 표정, 수용적이고 기다려 주는 태도를 통해 자신이 존중받음을 

느끼고, 그룹을 신뢰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가 그

룹과 그룹원을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자기개방, 참여도, 정서적 만족도가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음악치료 그룹에서의 경험을 일상생활로 전이하고 확장하는 경험을 하

였는데, ‘음악그룹에서 느낀 즐거움이 학교로도 연결되는 느낌’을 경험하기도 하고, ‘공부도 음악

처럼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나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 하며 정서적 측면과 더

불어 인지적인 확장이 그룹 외적으로도 경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음악을 선

곡하여 자신의 정서를 탐색하며 감상해 보거나, 그룹에서 함께 작업한 음악을 듣고, 부르며 음악

을 통한 자기 인식과 조절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반면, 의지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만큼 행동 변화로 연결 짓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적절한 행동 양식으로 수행 되는데 에는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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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현재 12회기의 음악치료 회기 구성보다 장기간의 회기 구성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미 있는 타인과의 교류는 적절한 행동을 위한 동기 부여 과정에 정적 상관이 있음

을 고려할 때(Ryan et al., 1994)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관계성이 생활에서의 관계성으로 전이되는 

것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관점에서 그들이 음악치료를 통해 경험하는 자기결정성을 깊

이 있게 살펴보았다. 특히,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의 심리적, 행동적 취약점에 개입하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가 경험하는 각기 다른 차원과 수준에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참여

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학교 폭력 가해에 대한 단순한 처벌이 아닌 회복과 발전의 경험이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가 학교 폭력 가해 청소년

의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폭력 관련 청소년들의 심리, 행동적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한 자료에 기초한 본 연구는 치료

사의 내담자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향후 학교 폭력과 관련한 청소년을 대상의 음악치료 효과 

연구 및 치료과정의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 수의 제한성이다. 근거이

론의 맥락을 갖기 위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자료의 포화가 필수적이나 기소유예처분 대상자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참여자 5명의 심층 면담을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참여인원의 양적 증가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음악치료 참여한 내담자간의 성별, 연령, 가해 특징 등 개인적 배경을 비교한 자료 분석

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음악치료 경험을 통한 자기결정성의 경험은 논

의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학교폭력의 세부적 내용과 관련한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음악치료에서는 음악을 다루는 방식으로써, 음악선곡 자료 및 악기의 종류, 연주방

법 및 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언어적 표현만

을 자료 수집의 방법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음악치료에서 사용된 음악의 종류와 내용을 구

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음악분석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소년의 특징적인 심리. 정서적 측면과 인지. 행동적 측면에 관여

하여 경험된 음악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고찰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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