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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를 통해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 자원을 알아보

고자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를 구성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총 8회기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연구자는 프로그램 종결 후 10명의 참여

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원 형성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에서 참여자가 경험한 심

리적 자원은 총 128개의 개념으로 나타났고, 9개의 심리적 자원 유형이 도출되었다. 9개의 

심리적 자원은 ‘소망/원함’, ‘도전’, ‘인내’, ‘성취감’, ‘유능감’, ‘자부심’, ‘참자기와의 만남’, 

‘용기’, ‘내적평가소재’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 과정을 통해 

위기청소년이 경험한 다양한 심리적 자원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를 통해 경험하는 참여자의 심리적 변화 과정 및 치료적 역동을 심도 

있게 탐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 심리적 자원, 위기청소년,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

*본 연구는 GS칼텍스 후원으로 실행된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2-2017-0499-001-3)
**주저자: 이화뮤직웰니스센터 연구원, 음악중재전문가(KCMT) (juriyun@naver.com)
***공동주저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교수, 이화뮤직웰니스센터 소장(hju@ewha.ac.kr)



2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제16권 제2호

Ⅰ. 서  론

인간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고 자기를 발전시키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자원이 필요하다. 심리적 자원은 인간이 경험하는 상황과 환경, 관계적 측

면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개인 내면의 힘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자원

은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형성된다(Hobfull, 2011; Ray 

& Keeney, 1993). 위기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안정적 환경과 지지자원이 결핍되어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며, 재범의 위험을 방어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Baglivio, Jackowski, Greenwald, & Howell, 2014).
위기청소년은 또래관계, 학교 및 학업수행의 문제, 가정폭력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정서․행

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에서부터 선도 및 교화를 필요로 하는 대상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Larsman, Eklöf, & Törner, 2012). 위기청소년들의 심리․행동적 특성은 불안, 우울, 주의력 

결핍 등의 정서적 측면과 폭력적, 충동적 행동, 물질 및 행위 중독, 자살, 비행 및 범죄 등의 

문제행동을 동시에 포함한다(Barrett, Katsiyannis, Zhang, & Zhang, 2013; Grunwald, Lockwood, 

Harris, & Mennis, 2010). 전문가들은 위기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을 우선으로 다루며, 자발적

인 참여를 통해 일상에서 적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힘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Aunola, Stattin, & Nurmi, 2000).
특히 위기청소년을 위한 치료적 접근에서는 치료 매체가 중요한 고려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데 이는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한 치료과정에서 내담자들이 개인의 강점과 

고유한 자원을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Peterson & Seligman, 2004; Ray & Keeney, 

1993). 이처럼 위기청소년 대상 심리치료 접근에 있어 치료 매체는 참여와 반응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도하는 친숙한 매체이면서 언어적 참여에 대한 부담이 적어야 한다(Aunola et al., 

2000). 위기청소년들은 자발적인 언어 및 감정 표현이 어렵고 의미 있는 정서반응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Aunola et al., 2000). 이러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예술매체는 청소년들의 정서 표현을 용이하도록 돕는 도구가 되며, 그 중 노래는 청소

년들이 일상에서 가장 선호하는 예술 활동이자 다양한 형태로 즐기는 매체로 알려져 있다

(McFerran, 2010).
노래를 주 치료도구로 활용하는 노래심리치료는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반응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다.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에 대처할 내적 힘과 적응적 행동 능력이 부족한 위기청소

년에게 노래의 각 요소는 치료도구로서 활용된다(Olson-McBride & Page, 2012). 노래에서 가

사는 일상에서의 문제를 상기시키고 자기 내면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생각과 관점을 전환하게 

한다(Baker & MacDonald, 2014). 선율은 개인의 감정을 이해시키고 정서적 공감을 도모할 뿐 

아니라(Baker, 2015), 정서의 풍부한 인식과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노래를 부르며 자기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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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내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타인에게 표현하는 방법으로(Austin, 2008), 비행 및 범

죄에 연루된 위기청소년들이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거나 건강한 방법으로 자기표현을 하도

록 돕는다. 

더 나아가 노래는 청소년이 가진 에너지와 감정을 리듬, 선율 및 가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하도록 돕고, 감정과 생각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강점이 있다(McFerran, Baker, 

Patton, & Sawyer, 2006). 음악작업의 과정은 안전함을 기반으로 사회적 교류를 유도할 수 있

으며, 낮은 난이도와 참여 수준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수준까지 여러 수준에서 

의사결정 및 사회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Krüger & Stige, 2015; Schwabe, 2005). 
이 중 개인이 직접 참여, 창작하는 노래만들기는 참여자의 사소한 표현과 아이디어, 자신의 

목소리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내면세계를 창의적인 음악으로 반영하는 작업이

므로 참여 청소년의 잠재력과 강점을 확인하고 심리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Kim, 2018; Krüger & Stige, 2015; Yun, 2014). 
이처럼 심리자원의 개발 및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자원지향 심리치료에서는 내담자가 가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강점과 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맥락과 환

경을 제공한다. 자원지향 심리치료는 실제 적용 가능한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

추기에(Schwabe, 2005), 환경 및 관계적 지지가 부족한 위기청소년들이 내면의 심리적 힘을 

발견하고 확장해 가도록 하는 데 적합한 접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기반으로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를 구성하여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위기청소년들이 형성한 심리적 자원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된 심리적 자원은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처하고 자신의 발전을 돕는 잠

재력과 능력 발현을 위해 필요한 개인 내적 힘을 의미한다.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음악작업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함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내재된 심리적 자원을 규명하고 이를 활

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위기청소년은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를 통해 어떠한 심리적 자원을 경험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총 25명이며 프로그램 종결 후 심층인터뷰에 자발

적으로 참여한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행하였다. 참여자는 3개 도시의 관할 지방검찰청

에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법사랑 연합회, 준법지원센터 및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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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복지공단 청소년교육센터에서 선도 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이다. 연구 참여자는 기소유

예 청소년 10명, 보호관찰 청소년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연령은 17.5세이다.
참여 청소년은 3-5명 내외로 구성된 7개의 그룹에 참여하였으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참

여자는 해당 기관에서 범죄예방교육 등과 함께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본 프로그램 이외의 타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참여자

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실행하였다

(IRB-125-14). 

2. 중재 프로그램 내용 구성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자원 형성을 목표로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구

성하여 실행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음악심리치료의 3가지 수준(Wheeler, 1983) 즉, 지지

적 수준(supportive level), 재교육적 수준(re-educative level), 재구성적 수준(reconstructive 
level) 중 지지적 심리치료(supportive psychotherapy)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지지적 수

준을 기반으로 한 심리치료는 내담자의 문제에 집중(issue-oriented)하지 않고 현재 직면한 어

려움을 이겨낼 내적 힘과 적응력에 초점을 두어 정서적 취약성을 가진 내담자를 대상으로 자

원지향(resource-oriented)적 관점에서 접근한다(Misch, 2000). 본 프로그램은 이 수준의 치료

를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과 긍정적 기능을 재발견하고, 내재된 자아의 힘(ego strength)

을 강화하여 일상의 대처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Misch, 2000; Wheeler, 1983) 구성되었

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는 앞서 소개한 자원지향 치료이론 및 치료단계(Ray & Keeney, 

1993)를 노래심리치료와 접목하여 참여자가 자기 강점과 긍정적 기능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음악경험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내적 역량을 발견하고 확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이 기존의 노래심리치료와는 치료 목표와 세션 내용이 구분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Resource-Oriented Song Psychotherapy: RoSPT)로 명명하였다. 자원

지향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와 논거는 <Table 1>과 같다.
프로그램의 1단계는 참여자가 일상에서 직면한 문제 보다는 음악을 매개로 자신의 자원들

을 탐색하며 즐거운 정서 경험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닌 새

로운 관점과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Ray & Keeney, 1993; Rolvsjord, 2010; 

Schwabe, 2005). 2단계는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며 잠재력을 발현하는 과정으로 음악적 도전

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새로운 시각은 창의적인 과정을 통해 발현되며(Mathews, 2009), 참여

자는 가사와 선율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서와 사고를 탐색한다. 3단계는 새로

운 사고 및 가치관을 표현하는 데 확장/심화하는 단계이다. 이는 기존 사고의 틀을 전환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과 관계를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는 단계이다.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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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는 참여자가 경험한 재정립된 사고의 결과물이 될 수 있다(Gardstrom, Carlini, Josefczyk, 

& Love, 2013). 마지막 4단계는 치료 과정에서의 변화에 대해 통찰하고 심리적 자원을 확인

하는 단계이다. 자신이 완성한 노래(음원)를 타인과 나눔으로써 사회적 교류를 경험하며, 이러

한 관계적 경험은 심리적 자원을 확장하게 한다(Krüger & Stige, 2015).
본 연구에서는 회기별 치료목표 및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프로그

램의 내용 타당도 확보를 위해 5명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였다. 자문단은 청소년 대상 

임상경력 9년이상 보유하고 음악치료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3명과 박사과정에 있는 2명으로, 

모두 음악심리치료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 목표 및 내

용의 심리적 자원 형성 관련성, 프로그램 단계 및 내용의 적합성, 임상현장 적용 적합성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였다. 전문가 전원은 본 프로그램이 심리적 자원 형성과 관련한 치료 목

표와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주었으며, 연구자는 그룹치료로 진행

됨을 고려할 때 그룹원의 각기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 등의 제안 사항 등을 수렴한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Appendix 1> 참조).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실행에 앞서 프로그램 내용 구성을 위한 문헌 고찰 및 프로그램 개발 및 감수가 

진행되었다. 이후 2016년 12월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IRB-125-14)을 거쳐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참여자 모집과 선정은 지역 검찰청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을 관리하는 법사랑 위원회와 보호관찰 선도프로그램 참여 기관을 통해 진행되었고 해당 기

관에서 주 1회 60분간 총 8회기 동안 본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프로그램 실행은 연구자와 

음악치료사 1인이 진행하였으며, 각 그룹은 1인의 치료사가 진행하였다. 연구 프로그램 종결 

후 참여 청소년 중 자발적으로 인터뷰 참여에 동의한 1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40-60분 동

안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였고,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반복 청취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동료 치료사 1인이 인터뷰 녹음자료 및 인터뷰 자료를 

검토하여 내용 정확성을 확인한 후 자료 분석을 실행하였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이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를 통해 어떠한 심리적 자원을 경험하

는가를 알아보고자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분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질적 내용의 의미 단위를 체계적으로 범주

화하고 주제별로 구분하여 귀납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또한 질적 자료를 양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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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전환하는 코딩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개념의 빈도를 파악한다(Rubin & Babbie, 1993).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자료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사용하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에서 참여자가 경험한 심리적 자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사한 인터뷰 자료를 문장단위로 분석하여 심리적 자원과 관련 있는 개념

을 개방코딩으로 추출한 후 의미를 분류하여 명명화(labeling)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연구

자는 명명화된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구축하고, 문장과 개념 간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비

교하며 개념을 확정하였다. 개방코딩의 범주화 과정은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음악치료학 박

사 1인의 자문을 받아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내용분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음악치료 

박사과정생 1인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연구자와 검증자간 91.4%의 일치도를 확보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 부분에서는 도출된 심리적 자원의 유형 및 각각

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규명하여 기술하였으며, 이를 양적 자료로 전환하여 빈도로 제

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에서 참여자가 경험한 심리적 자원은 총 128개의 개념, 9개의 심리

적 자원의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심리적 자원은 각각의 조작적 정의에 부합하는 개념을 바탕

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망/원함’, ‘도전’, ‘인내’, ‘성취감’, ‘유능감’, ‘자부심’, ‘참자기와의 만

남’, ‘용기’, ‘내적평가소재’이다(<Table 2> 참조).
연구자는 앞서 제시된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참여자가 인식한 심리적 자원을 분석하였

다. 참여자가 경험한 심리적 자원 유형은 총 9개로 ‘소망/원함(38.3%)’, ‘도전(14.1%)’, ‘인내

(10.9%)’, ‘성취감(9.4%)’, ‘유능감(8.6%)’, ‘자부심(7.0%)’, ‘참자기와의 만남(5.5%)’, ‘용기(3.9%)’, 

‘내적평가소재(2.3%)’로 나타났다.

1) 소망/원함

소망/원함은 발전적인 방향을 향한 내적 욕구, 자신의 미래 또는 대인관계에 대한 소망, 하

고 싶은 것, 원하는 바에 대한 표현이다(Chamodraka et al., 2017). 참여청소년들은 이전에 인

식하지 못했던 소망 또는 성취의 욕구를 표현하였으며, 정서적 지지와 소통과 같은 관계적 욕

구를 나타냈다. ‘소망/원함’에 해당하는 개념은 49개로 전체의 38.3%이며, 개방코딩의 내용은 

<Table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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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유형

Operational definitions

조작적 정의

References

참고문헌

Hopes/
desires

소망/원함

Wishes for improvement, hopes for future or relationships, desired 
activity or action and expressed desires

발전적인 방향을 향한 마음속의 욕구, 미래나 관계에 대한 소망, 하고 싶은 것, 
원하는 바를 표현

Chamodraka, 
Fitspartrick, & 
Janzen, 2017

Challenge

도전

Try even new or unfamiliar things and make effort to achieve goals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도 시도하며 목표를 향해 노력함

Miller & 
Rollnick, 2002

Endurance

인내

Endure and persist difficult moments, strive to pursue something 
continuously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을 참고 견딤, 끈기 있게 어떠한 것을 지속함

Gloria, Kurpius, 
Hamilton, & 
Willson, 1999

Sense of 
achievement

성취감

Self-evaluation and contentment from effort made with a sense of 
purpose

목적의식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와 만족감

Peterson & 
Seligman, 2004

Sense of 
efficacy

유능감

Believing ‘I can do it’ or ‘can do it well’ when performing something. 
Trust in one’s ability to perform well and have a positive anticipation 
for future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다’ 또는 ‘잘한다’라고 느끼는 자신의 역량
에 대한 신뢰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 예측을 포함

Rashid, 2015; 
Peterson & 
Seligman, 2004

Pride

자부심

Belief in one’s ability and value, and have a positive feelings about self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믿고 그것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
Lazarus, 1991

Discovering 
true-self

참자기와의
만남

Identify with a part of self (genuine, unique or special aspect) or 
projected self-object

자기내면의 일부(진정성 있는 자신의 모습, 고유한 모습, 특별한 모습)와 동일시/
자기대상을 투사함

Pörtner, 2002; 
Rogers, 1959 

Courage

용기

Internal motivation and strength needed to overcome life hardships and 
adversity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여 도전하는데 필요한 내면의 동기와 정서

Miller & 
Rollnick, 2002;

Internal locus 
of evaluation

내적평가소재

Attribute value to own experience and set evaluation standards based on 
one’s internal aspect

자기경험에 대한 가치부여와 평가 기준이 자기 내면에 기인함

Mearns, Thorne, 
& McLeod, 2013 

<Table 2> Types and Operational Definitions of Inner-resources Experienced by the Participants

<표 2>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에서 참여자가 경험한 심리적 자원 유형과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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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원함’
이 노래 만들어서 엄마한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엄마가 내 마음을 좀 알

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었어요(참여자 S). 

행복한 내용의 노래를 만들고 싶다. 밝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

다고 생각했어요(참여자 M).

나도 이렇게 찌질하게만 있지 말고 힘내고 싶고, 희망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참여자 Q).

Resource

자원

Open coding

개방코딩
N (%)

Hopes/
desires

소망/원함

Ÿ Wanted to write lyrics that strengthen me 
Ÿ Wanted to write a bright song that will support me 
Ÿ Wanted to hear ‘You’re doing well,’ ‘It’s okay,’ ‘Good effort!’ 
Ÿ Want to live a good life too. 
Ÿ Wish to cease all worries and troubles 
Ÿ Wanted to stop regretting and write a song about new-me 
Ÿ Want to become someone who’s skillful in something 
Ÿ Want to express appreciation and apologies to parents 
Ÿ Want my song to console someone who’s in a similar situation like me 
Ÿ Wish the song will shed a light to those who are struggling 
Ÿ Want to fly away all the depressive and anxious feelings 
Ÿ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like all others 
Ÿ Want to overcome the insignificant self

Ÿ 나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가사를 만들고 싶었음
Ÿ 힘을 얻을 수 있는 밝은 노래를 만들고 싶음
Ÿ ‘잘하고 있어, 괜찮아, 수고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음
Ÿ 나도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음 
Ÿ 걱정이나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음 
Ÿ 후회만 하지 말고 달라진 나에 대해 노래를 만들고 싶었음
Ÿ 나도 무엇인가를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음 
Ÿ 부모님께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음
Ÿ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가 되면 좋겠음 
Ÿ 우울과 불안을 날려버리고 싶음
Ÿ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함
Ÿ 내 초라한 모습을 이겨내고 싶음

49(38.3%)

<Table 3> Inner Resource: Open Coding of ‘Hopes/desires’

<표 3> 심리적 자원 유형: 소망/원함의 개방코딩

2) 도전

도전은 익숙하지 않아 새로운 것이라도 시도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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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r & Rollnick, 2002). 참여청소년은 사전 경험이 없는 악기연주나 노래창작을 시도하여 

연주 기술을 익혀 곡을 연주하거나, 직접 가사와 선율을 만들어 창작곡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중 익히게 된 악기연주와 노래만들기를 완성하

기 위해 혼자 골똘히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집에서 노래를 연습하는 

등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도전’에 해당하는 개념은 18개로 전체의 14.1%이

며, 개방코딩의 내용은 <Table 4>와 같다. 

‘도전’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런 거를 정말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평소에는 그런 거

를 해 볼 일도 없고, 내가 직접 뭔가를 한다는 게 좀 어려웠어요. 여기서 노래를 만

든다고 할 때도 잘 생각도 안 나고, 어렵고 그랬는데, 점점 어떻게 해볼까 고민해 

보고, 집에서도 생각해보고 노래 연습도 해보고 그랬어요(참여자 P).

Resource

자원

Open coding

개방코딩
N (%)

Challenge

도전

Ÿ Tried to better express from the heart
Ÿ Tried to find answers while writing lyrics
Ÿ Expressed through the lyrics of the things that could not be discussed in 

words
Ÿ Listening to the songs and writing the lyrics were in fact a new undertaking 

for me
Ÿ Tried to write a song that everyone in the group could identify with
Ÿ Thought of ways to improve the song even when I was alone
Ÿ Thinking deeply and specifically about something was actually a new 

undertaking
Ÿ Worked hard because I had an idea that the song will last forever in my life
Ÿ Singing, composing and playing instruments were awkward in the beginning 

but worked hard as everyone was in it together
Ÿ Realized that it’s possible as the time passed

Ÿ 마음속의 이야기를 어떻게 더 잘 표현할지 고민하며 노력했음
Ÿ 노래 가사를 만들며 내 스스로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음
Ÿ 말로 못했던 것을 가사로 표현해 보고자 했음 
Ÿ 노래듣고, 가사 쓰고 한 것 자체가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음 
Ÿ 그룹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려고 노력했음 
Ÿ 혼자 있을 때도 노래에 대해서 생각하며 잘 해 보려고 노력했음
Ÿ 노래 가사 만들면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본 것이 새로운 시도였음 
Ÿ 이 노래가 나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란 생각에 잘 해보려 노력함 
Ÿ 처음엔 노래하고 작곡 하는 것, 악기도 다 어색하고 부끄러웠는데 다 같이 한다는 것

에 조금씩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함
Ÿ 해 보니까 된다는 것을 여기 참여해 보면서 알게 됨

18(14.1%)

<Table 4> Inner Resource: Open Coding of ‘Challenge’

<표 4> 심리적 자원 유형: 도전의 개방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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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내

인내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을 참고 견디며 끈기를 가지고 어떤 것을 지속하는 것

이다(Gloria et al., 1999).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은 늘 즐겁거나 편안한 과정만

은 아니었다. 악기를 익히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거나, 노래를 만들 때 자기탐색이나 

과거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막연하고 지루하게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순간을 참고 견

뎌내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내’에 해당하는 개념은 14개이며, 전체의 10.9%이다

(<Table 5> 참조). 

‘인내’
뭐를 열심히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조금 힘들면 그냥 관두고, 짜증내고, 그랬었는

데, 이거 하면서는 좀 참아보자 했던 거 같아요. 선생님이 엄청 친절하시고, 또 잘 

안 될 때도 칭찬해 주시니까, 좀 참으면서 해보자 했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O). 

Resource

자원

Open coding

개방코딩
N (%)

Endurance

인내

Ÿ Learned that withstanding and enduring in difficult times eventually make 
things work

Ÿ Learning to play musical instrument was difficult at first, but when 
persisted, it got better and I was able to complete it

Ÿ Feel like I have gained patience that I never had
Ÿ Kept thinking that I can not give up
Ÿ Doing something with strangers was difficult at first, but things became 

comfortable as I did not give in
Ÿ It was a bit boring and annoying as I couldn’t do it well in the beginning, 

but as I kept trying, I learned how to endure.
Ÿ It was my first time trying out something steadily

Ÿ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힘들 때 참고 견디니까 결국 된다는 것을 알게 됨
Ÿ 악기 배우고 연주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참고 하니 연주가 늘고 끝까지 할 수 있었음 
Ÿ 전에는 없었던 참을성이 생겼다고 느껴짐 
Ÿ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였음
Ÿ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이 어려웠는데 포기하지 않으니 편하게 잘 

끝냈다고 생각됨 
Ÿ 처음엔 좀 지루하고 잘 안 되는 것이 싫었는데 하다 보니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생각됨
Ÿ 처음으로 무엇인가 꾸준히 해 본 경험을 함

14(10.9%)

<Table 5> Inner Resource: Open Coding of ‘Endurance’

<표 5> 심리적 자원 유형: 인내의 개방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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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취감

성취감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만족

감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Peterson & Seligman, 2004). 참여자들은 세션 초기, 활동에 대

한 기대나 뚜렷한 목표 없이 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며, 음악창작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만의 음악을 완성함으로써 성공했다는 생각과 만족스러움을 경험하

였다. ‘성취감’에 해당하는 개념은 12개로 전체의 9.4%이다(<Table 6> 참조). 

‘성취감’
여기 참여하는 동안 정말 많이 배우고, 못 해봤던 거 해본 거 같아요. 악기배우거나 

노래 만드는 거를 배운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봤고, 처음엔 아예 하나도 할 줄 몰랐

는데 끝날 때가 되니 웬만한 곡은 기타연주도 할 수 있고, 내가 자작곡을 했다는 게 

정말 뭔가 좀 이룬 것 같다는 느낌, 성공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참여자 H).

Resource

자원

Open coding

개방코딩
N (%)

Sense of 
achievement

성취감

Ÿ Think the biggest benefit is that I gained the ability to write songs and 
play instruments.

Ÿ Love the fact that I completed and created something on my own
Ÿ Thought ‘Now, I do have a skill’ as I was writing songs and playing 

music
Ÿ The best part was that I learned something new
Ÿ Think (the program) help us to attain skills
Ÿ The best part is that we really completed songs, although we doubted its 

possibility at first
Ÿ Gained performing skills that can be useful elsewhere

Ÿ 노래 작곡과 연주 능력이 생긴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됨 
Ÿ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완성했다는 것이 가장 좋음 
Ÿ 노래를 만들고 연주하며 나에게 능력이 생겼구나 생각함 
Ÿ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이 가장 좋았음 
Ÿ 기술을 얻어가는 것이라 생각을 함
Ÿ 정말 될까 의심했는데 노래를 완성했다는 것이 가장 좋음
Ÿ 다른 어딘가에 활용할 수 있는 연주 능력이 생김

12(9.4%)

<Table 6> Inner Resource: Open Coding of ‘Sense of Achievement’

<표 6> 심리적 자원 유형: 성취감의 개방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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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능감

유능감은 어떤 일의 수행에 있어 스스로 ‘잘 할 수 있다’ 또는 ‘나는 잘한다’라고 자신의 

역량에 대해 신뢰하는 것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다(Peterson & Seligman, 

2004; Rashid, 2015).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과정에서 연주 기술이 향상되고 노래를 창작한 것

에 대해 자신이 잘 하는 것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유능감’에 해당하는 개념은 11개로 전체의 

8.6%이다(<Table 7> 참조). 

‘유능감’
제가 전에는 뭐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노래 만들

고 하다보니까 아. 나도 재능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하다보니까 다 되네! 나
도 잘하는 게 있네. 그렇게 느낀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참여자 U).

Resource

자원

Open coding

개방코딩
N (%)

Sense of 
competence

유능감

Ÿ Realized that I can get things done too as we created songs and played 
music

Ÿ Gained a confidence that I can actually do it even though I did not think 
it was possible in the beginning

Ÿ Obtained ability to stand in front of others
Ÿ Realized I can do things well with effort
Ÿ Gained a confidence that I can try almost anything from now on

Ÿ 노래 만들고 연주하면서 나도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낌 
Ÿ 처음엔 정말 될까 생각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낌
Ÿ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생김 
Ÿ 나도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 
Ÿ 여기 경험이 뭐든 해 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음

11(8.6%)

<Table 7> Inner Resource: Open Coding of ‘Sense of Competence’

<표 7> 심리적 자원 유형: 유능감의 개방코딩

6) 자부심

자부심은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신뢰하고 이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

(Lazarus, 1991). 참여자들은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끝까지 해낸 내가 대견하다’ 등 자신의 

행동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랑스럽게 느끼며 자기 행동을 격려하는 등 참여 과정에서 발휘된 

능력과 성취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부심의 개념은 총 9개로 전

체의 9.0%이다(<Table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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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심’
아. 내가 노래를 만들었구나. 정말 좀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끝까지 잘 했구나.대견

하다. 그러면서도 내가 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H).

Resource

자원

Open coding

개방코딩
N (%)

Pride

자부심

Ÿ Was proud of self as I made the song on my own
Ÿ Felt proud as mother complimented me for the song
Ÿ Was shy at first, but felt positive about myself as we made music
Ÿ Felt really proud to listen to the song I recorded, my own song
Ÿ Felt gratified and proud of myself as I composed a difficult song like this
Ÿ Felt emotional and proud of completing a song based on my thoughts
Ÿ Felt proud of myself when I recorded and sang the song in front of others

Ÿ 스스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자랑스러움 
Ÿ 이 노래로 엄마한테 칭찬을 받아 뿌듯함 
Ÿ 교육받는다는 게 부끄러웠었는데, 음악을 한다는 것에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여겨짐
Ÿ 만든 노래를 녹음하고 들어볼 때 이 노래가 내 노래구나 하는 마음에 정말 뿌듯했음
Ÿ 이렇게 어려운 작곡을 했다고 생각하니 스스로가 대단하고 대견하게 느껴짐
Ÿ 내가 생각한 것이 노래로 완성되니 뿌듯하고 감동적이었음 
Ÿ 만든 노래를 녹음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렀을 때 스스로가 대견했음

9(7.0%)

<Table 8> Inner Resource: Open Coding of ‘Pride’

<표 8> 심리적 자원 유형: 자부심의 개방코딩

7) 참자기와의 만남 

참자기와의 만남은 참여자가 노래의 가사와 선율의 특정 부분에서 자신을 투영하며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거나, 자신의 고유성 또는 특별함을 경험하는 것이다(Pörtner, 2002; 
Rogers, 1959). 참여자들은 참여과정에서 다뤄지는 가사의 내용, 가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일상과 내면을 탐색하며 대화하는 과정, 노래에 자기 대상을 투사하며 지금까지 미처 인식하

지 못했던 느낌과 생각, 욕구에 대해 깨닫는 ‘참자기와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자기와의 만남’에 해당하는 개념은 7개로 전체의 5.5%이다(<Table 9> 참조). 

‘참자기와의 만남’
제가 평상시에는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고, 특
히 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노래듣고 만들고 

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좀 

힘들었었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참여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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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자원

Open coding

개방코딩
N (%)

Discovering 
true-self

참자기와의 
만남

Ÿ Became more aware of how my mind is through the song
Ÿ Thought the song is me, because I tried to express my mind through the 

song
Ÿ Song was like a window through which I could look into my heart
Ÿ Singing my own song touched my heart which felt like I was caressed
Ÿ Song is the story of my inner-mind, story about something that I really want 

to do or want to have.

Ÿ 내 마음이 어떤지 노래를 통해 조금 더 알게 되었음 
Ÿ 내 마음을 노래로 표현했기 때문에 내 노래는 나라고 생각함
Ÿ 노래는 내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 같았음 
Ÿ 내가 만든 노래를 부를 때 마음에 탁 와 닿으며, 어루만지는 느낌을 경험함
Ÿ 노래는 내 마음속의 이야기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담은 이야기임

7(5.5%)

<Table 9> Inner Resource: Open Coding of ‘Discovering True-self’

<표 9> 심리적 자원 유형: 참자기와의 만남의 개방코딩

8) 용기

용기는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 마음을 전환하여 도전하는 행동에 필요한 

내적동기와 정서를 의미한다(Miller & Rollnick, 2002). 참여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언

어로 표현하거나 노래가사 또는 선율 등의 음악요소로 표현할 때 용기가 필요했음을 보고하

였다. 또한 자기 목소리를 그룹에 들려지도록 스스로를 허용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데에 용기가 필요했음을 나타냈다. ‘용기’에 해당하는 개념은 5개로 전체의 3.9%이며 <Table 
10>과 같다. 

‘용기’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고 그런 거를 원래 잘 못해요. 그리고 음악도 잘 못하니까 여

기서 노래하고 내 생각 얘기해서 가사 만들고 그런 게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뭐
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처음엔 매 순간에 다 용기를 낸 거 같아요. 그런데 점

점 편해지더라고요(참여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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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자원

Open coding

개방코딩
N (%)

Courage

용기

Ÿ Because I was brave here, I think I can be more courageous when doing 
things in the future.

Ÿ The experience here will help us to become more courageous: people like us 
do need a lot of courage when trying new things

Ÿ Because I was able to sing in front of others here, I think it will help me 
become more courageous and try new things

Ÿ While making the songs, I needed the courage to share something about me 
with other people

Ÿ 여기서 용기를 냈던 경험이 나중에 무엇을 할 때도 용기를 낼 수 있게 할 것이라 생각함 
Ÿ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을 시도할 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데, 여기서의 경험이 큰 용기

가 될 것 같음 
Ÿ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 경험이 다른 것을 할 때도 용기를 내게 도와줄 것 같음 
Ÿ 노래 만들면서 나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데 용기가 필요했음

12(9.4%)

<Table 10> Inner Resource: Open Coding of ‘Courage’

<표 10> 심리적 자원 유형: 용기의 개방코딩

9) 내적평가소재

내적평가소재(Internal locus of evaluation)는 경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및 가치부여의 기

준이 자기 내면에 기인함을 뜻한다(Mearns et al., 2013). 타인을 만족시키거나 타인의 기준을 

염려하며 음악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음악을 만드는 것, 타인의 반응

에 연연해하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만족하는 음악을 만드는 것, 그에 대

해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내적평가소재에 해당

한다. 내적평가소재의 개념은 3개, 전체의 2.3%에 해당되며 <Table 11>과 같다. 

‘내적평가소재’
가수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노래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래를 할 텐데, 여기서 저희는 정말 우리 좋으라고, 내 만족을 위해서 노래를 만든 

거니까, 저는 제가 만든 노래가 누가 뭐라고 해도 잘 했다는 생각 들고 좋아요(참여

자 E) 

여기서는 누구 눈치 보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들게 한 

것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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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자원

Open coding

개방코딩
N (%)

Internal locus 
of evaluation

내적평가소재

Ÿ It was important to remember ‘the value of what we were doing here’ 
instead of focusing on ‘doing things well’

Ÿ My song was not about showing off or trying to make a good impression 
on others. What was important was that I make me satisfied. What is 
good for m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Ÿ 잘하는 것보다 내가 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서 음
악 하는 동안 중요했음 

Ÿ 내가 만든 노래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것, 나에게 좋
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3(2.3%)

<Table 11> Inner Resource: Open Coding of ‘Internal Locus of Evaluation’

<표 11> 심리적 자원 유형: 내적평가소재의 개방코딩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심리적 자원 유형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의 내용으로 심리

적 자원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는 노래를 창작하고 연주하며 노래에 대해 대

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향한 마음속의 욕구, 미래나 관계에 대한 소망,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에 대한 욕구인 ‘소망/원함’을 경험하였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

을 시도하며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도전’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는 이러한 도전의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을 참고 견디며 끈기 있게 활동을 지속하는 ‘인내’, 어렵거나 두

렵게 느껴지는 것을 극복하여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를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소

리가 외부로 들려지는 것을 허용하거나,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듣고 인정하며, 자기 경험을 

외부로 표현하고 가사로 전달하는 데 용기가 필요하였음을 나타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지각되는 사고와 정서를 자신의 일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였는데, 이는 외부가 아닌 자기 내면의 기준과 가치에 의한 평가였으며, 

자기 주체성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는 음악 경험에서 자기 능력과 가치를 스스

로 신뢰하였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나 내적 만족감을 경험하였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에서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 자원을 규명하

고 참여자들이 자원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심리적 

자원은 소망/원함, 도전, 인내, 성취감, 유능감, 자부심, 참자기와의 만남, 용기, 내적소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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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참여자가 경험한 심리적 자원 가운데 용기, 도전, 인내는 다른 심리적 자원 경험

에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들은 치료 과정 초기에 치료사의 제안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이런 거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와 같이 새로운 시도에 대해 의욕 없는 

모습, 잘 할 수 없고 실패할 것 같은 불안을 느꼈다. 이후 음악 자체로부터 경험한 정서적 공

감, 치료사로부터 받은 지지와 격려를 통해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다’, ‘나에게 힘내라고 하

는 것 같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등과 같은 지지 경험을 수용하고 불안과 낙심을 

이겨내고 자신을 격려하며 도전과 인내의 긍정적 행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는 창의적인 음

악과정이 정서전환과 긍정적 동기부여(Baker & Ballantyne, 2013), 감정적 정화경험(O’Grady, 
2009)을 유도한다는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 과정은 참여자가 가사를 창작하고 선

율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소망과 욕구 등을 새롭게 발견하고, 음악 작업과 같은 

새로운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도전하고자 하는 힘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은 참여자가 자기 내면의 진실한 모습을 인식하고 내적 필요를 충족하며, 성취감과 유능감, 
자부심 등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Baker, 2015; 

Baker & Ballantyne, 2013). 위기청소년들은 치료환경에서 대체로 낮은 동기수준과 사회적 교

류, 그리고 자기 개방과 표현의 어려움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자원지향적 접근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긍정화하고 새롭게 인식된 자신에 대한 표현과 교류를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참여 청소년들이 치료 초기 참여에 대한 욕구와 관심의 결여를 보였음에도 가장 빈번

하게 도출된 자원은 ‘소망/원함’이었다. 참여자들은 치료 과정 초기에 치료사의 참여 촉진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이런 거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등 치료 참여에 대한 무관심

과 의욕 없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도출된 자원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소망/원
함’으로 38.3%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내면의 ‘소망/원함’은 ‘내적 욕구의 인식’으로도 해석

될 수 있다.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에서는 참여자들의 강점을 기반으로 접근하기 위해 참여 

청소년들에게 희망하는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먼저 음악적 욕구의 인

식을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정서적 욕구

에서 부모님과의 정서적 교감을 원하는 관계적인 욕구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이

는 창의적인 노래만들기 과정이 감정적 정화경험 및 정서전환을 유도하며 내적 동기를 불러

일으킨다(Baker & Ballantyne, 2013; O’Grady, 2009)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셋째,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가 참여자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는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서 통찰력을 탐색 및 강화해주는 기

회를 제공하였다. 참여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리적 및 관계적 욕구를 인식한 후 노래

만들기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가까운 관계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변화에 

대한 욕구를 다루며 생각과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창의적으로 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참여자가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취약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기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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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고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인간

이 자신의 필요와 잠재력을 음악을 통해 인식하며 그러한 부분을 음악으로 충족할 수 있는 

통찰과 지혜를 갖고 있다는 Montello(2003)의 ‘EMI(Essential Music Intelligence)’ 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깊이 있는 내적 성찰이나 심리적 작업이 어려운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음악을 통해 

통찰과 치유적 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치료사는 내담자의 이러한 내재된 능력을 신뢰하고 중

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참여자의 자원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세션에서 체험한 여러 내적 자원 중 인내하는 심

리적인 힘이 다른 심리적 자원에 선행됨을 볼 수 있었다.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심리적 자

원인 ‘소망/원함’도 참여자가 음악작업 내 직면하는 어려움을 인내하고 역량을 발전시키며 음

악경험에 끝까지 참여하였을 때 경험할 수 있었으며, 인내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성취감과 유능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치료사의 역할과 태도는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친절하시고, 잘 안 될 때도 칭찬해 주시니까, 참으면서 해보

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라는 내담자의 표현은 치료사의 수용적인 태도와 정서적 지지

가 청소년 참여자에게 치료과정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 내담자가 치료과정을 인내하고 도전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치료사가 참여 청소

년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강화하며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를 통해 참여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 과정을 심도 있게 탐색하고, 위기청소년 대상의 음악심리치료 현장에서 발견되는 

이론을 근거이론의 방법으로 탐구할 것을 제안한다. 치료적 과정은 개인의 고유성과 주관성에 

영향을 받으며,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요소와 역동이 존재하므로, 청소년들이 치료를 

통해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임상현장에 보다 

깊은 이해와 세부적인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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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isk Adolescents’ Inner Resource Through 
Resource-Oriented Song Psychotherapy*

2)

Yun, Juri**, Chong, Hyun 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inner resources of at-risk adolescents 

evolved through resource-oriented song psychotherapy (RoSPT). For this study, an RoSPT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Eight weekly group sessions of the 

RoSPT program were conducted with 25 adolescents who were under probation of 
prosecution. After completion of the program, 10 of the adolescents participated in individual 

interviews about the experience of RoSPT. Transcriptions of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via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identified nine types of inner resources that were utilized by the 

participants: hope/desires, challenge, endurance, sense of achievement, sense of competence, 
pride, discovering true self, courage, and internal locus of evaluation. The study supports that 

RoSPT can be applied to enhance inner strength of at-risk adolescents who often lack 
contextual and relational support. Further studies on qualitative exploration of resource 

formation can be helpful.

Keywords: inner resources, at-risk adolescents, resource-orientation, song psych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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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리·정현주 /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자원 형성  25

단계
/회기

치료목표 및 활동내용

1
단계
/1~2
회기

치료
목표

음악적 환경에서의 자원 탐색 
- 새로운 맥락으로써 음악환경에서 몰입하는 경험을 하며 자원을 탐색하기

활동
목표

노래 안에서 자신의 자원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선호하는 노래, 연주를 원하는 노래, 자신에게 의미 
있는 노래를 선택하여 감상하고 연주하기 

활
동
내
용

가
사

- 자신이 선택한 노래, 자신에게 의미 있는 노래, 원하는 노래를 연주하고 대화하기
- 선택한 곡에서 정서적 공감, 즐거움, 긍정성, 의미를 발견하고 나누기

선
율

- 자신이 선호하거나, 원하는 노래의 선율이 갖는 느낌, 감정을 인식 
- 선율을 연주하는 가수의 음색, 악기의 음색과 특징 등에서 느껴지는 정서에 대해 표현 
-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노래하기
- 자기 목소리를 그룹에 들려지게 하고 스스로 들어 봄
- 스스로의 목소리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

2
단계
/3~4
회기

치료
목표

음악적 도전을 향한 잠재력 발현 
- 도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서와 사고를 규명하고 다루기
- 경험에서의 의미부여

활동
목표

도전하기에 필요한 정서와 사고를 노래의 가사와 선율로 표현하기

활
동
내
용

가
사

- 심리적인 도전과 사고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서적 지지와 요소들을 가사로 다루기 
- 새로운 경험에서의 의미탐색과 가치부여 하기 
-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역량을 발견하기 

선
율

- 정서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선율과 음색, 노래의 분위기에 대해 탐색해 보기 
- 특별하게 느껴지거나, 정서적으로 공감되는 선율 부분, 전달되는 느낌에 대해 표현
- 선곡한 선율의 목소리, 특정 악기의 음색에 대해 느껴지는 정서를 규명하기: 부적정서/힘이 되는 정서

3
단계
/5~6
회기

치료
목표

새로운 사고와 가치관의 표현/확장과 심화
-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한 나의 강점, 자원을 찾아보기(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바꾸기)
- 자신의 강점과 필요를 다루기: 자기에게 필요한 메시지, 정서적 욕구를 다루기

활동
목표

새로운 가치관, 강점에 초점을 둔 노래 만들기: 대안적 목표 설정하기

활
동
내
용

가
사

-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극복하고 이겨낸 것을 가사로 다루기 
-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원하고 계획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필요한 것, 필요한 

정서와 메시지를 가사로 다루기 
- 노래 가사창작을 통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표현하기, 노래 창작 자체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됨을 인식하기

선
율

- 새로운 사고와 가치관을 담아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정서가 느껴지는 선율을 표현/노래만들기
- 가사 내용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선율을 결합하여 노래 할 때 자신이 실제 느끼는 정서에 대해 

나누기 

4
단계
/7~8
회기

치료
목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자원의 확인 
-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자신의 내적 자원임을 확인하기 
- 자원을 통해 주도적인 자기(Self)가 되기 

활동
목표

노래 완성물을 통해 확장된 자기(Self)를 통해 인식하는 심리적 자원을 확인하고 수용하기 

활
동
내
용

가
사

- 노래 만들기 과정에서 의미 있게 여겨진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 가사를 통해 경험한 정서, 가치, 힘(에너지), 강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적 자원으로 규명

하기
- 이러한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의 지지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상황,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나누기 

선
율

- 완성된 곡을 감상/가창할 때 노래의 내용가사를 전달하는 선율을 통해 느껴지는 정서를 인식하고 
나누기 

- 선율을 노래할 때 느껴지는 정서에 대해 나누기 

<Appendix 1>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치료 목표 및 활동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