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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이 사례는 1998년 6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30분씩 서울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한 품행장애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사례로, 그룹 음악치료에 참여한 환아들 중 가장 지속적으로 참여한 두 명의 여

자 환아(A, B)에 초점을 맞추었다. 음악치료 세션은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시작할 때 부르는 

인사노래, 다양한 음악적 활동, 그리고 마칠 때 하는 소리내기와 움직이기. 주로 사용되었던 음악치료 기술들

로는 자유로운 즉흥연주, 노래 토론, 음악 모노드라마, 그리고 소리내기와 움직이기를 들 수 있다. 자유로운 

즉흥연주는 환아들의 감정과 생각을 강화시키고, 동기유발을 하며, 연주를 통해 상징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

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노래 토론은 그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음악 모노드라마

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인 관계적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소리내기와 움직이기

는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자발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신체와 목소리를 표현

적 도구로 탐색하게끔 만들었다. 음악치료를 하는 3개월 동안 환아 A는 그룹에서 대화 기술, 사회성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에서 향상을 보였다. 그녀는 음악을 상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느낌을 그룹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환아 B는 자기표현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녀는 보다 더 자발적

으로 그룹에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언어적이고 비위협적인 수단으로서 음악은 두 

여자 환아들에게 그들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음악치료·품행장애·청소년. 

 

 

서     론 
 

1. 정신과에서 음악치료의 역사와 정의 

음악은 고대 원시부족 때부터 치료수단으로서 사용

되어 왔다. 고대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에 대해 마술-

종교적인 힘에 의한 것이거나 부족의 금기사항을 깬 것

이 원인이라 믿었고 이 당시 음악은 질병을 쫓거나 상

처를 치유할 목적으로 부족 제사장의 마술적 의식을 강

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1).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록 질

병의 근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변했음에도 불구하

고 음악은 여전히 사람들의 감정적, 신체적, 정신적 질

병을 치료하고 또 그 회복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 오고 있다. 특히 2차대전 이후, 병원에서 음악

의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갔는데,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있어 음악은 집중력을 증가시키고；기분전환에 

*본 논문은 1999년 5월 7일 제2차 아시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학술대회(ASCAPAP)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권혜경 음악치료센터  Kwon Hea-Kyung Music Therapy Center, Seoul 
***국립서울정신병원 청소년정신과  Department of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Seoul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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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고；정서조절을 도와주고；지적 자극을 주

고；내적 긴장을 덜어주고；자기표현을 촉진시켜주어 

궁극적으로 재사회화를 돕는 기능을 수행했다1). 

그렇다면 과연 음악치료란 무엇인가? Multi-discip-

linary team의 한 부분으로 음악치료는 훈련된 음악치

료사가 치료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이상상태

를 복원, 유지 향상시킬 목적으로 음악적 활동 및 언어

적 개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음악치료에서의 강조점은 

치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음악의‘과정’에 두는 것

이지 음악적 창조나 사건 등의 직접적인‘산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치료적 관계는 시간에 걸쳐 확립이 되고, 

음악은 이런 관계의 통합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음악

치료사는 말이 아닌 음악으로 내담자와 대화할 수 있어

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악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치료적 과정 동안에 발생하는 비음악적 이슈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심리치료사로서 잘 훈련

이 되어야 한다2). 
 

2. 품행장애 청소년을 위한 음악치료의 의의 

품행장애는 정신병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환

자나, 가족,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질병 중 하나이다3)4). 그러나 품행장애의 많은 부분이 

청소년 범죄와 관련되어 있어 피의자로서 아동이 수감

될 경우에는 치료가 늦어지며 만성화되기 때문에 치료

가 더욱 어려워진다3).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범하

거나 그 나이 수준에서 따르도록 기대되는 적합한 사회

적 규범과 규칙들을 침범하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나

타내는데 정신장애의 통계편람에 따르면 이런 문제되

는 행동들은 다음 4가지 기본영역 -(a) 사람과 동물에

게 신체적인 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공격적 행동 

(b)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상을 가하는 비공격적 행동 

(c) 사기나 도둑질 (d) 심각한 규칙위반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에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품행장애의 

특징 중 하나는 또래와 함께 무리를 지어 집단 비행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회적인 문제요소가 되고 있다5). 

품행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

나 아동양육에 있어서의 환경적 요인들이 주로 지적되

고 있는데, 환경적 요인 중에는 부모의 거부와 무관심, 

가혹하고 일관성 없는 훈육방식,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 지도감독의 결여, 어린 시절 수용시설에서의 생

활, 보호자의 잦은 교체, 가족의 크기들이 지적되고 있

다5)6). Patterson(1982)은 품행장애의 원인이 아이들

을 파괴적 행동으로 치닫게 하는 비효율적이고, 위압적

인 훈육방식에 있다고 하였는데 부모의 이러한 훈육 방

식은 아동의 학업 실패와 또래로부터의 거부로 치닫게 

되고 학업에서의 실패와 또래의 거부는 주로 늦은 아동

기나 초기 청소년기에 우울한 정서와 일탈의 경향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다7)8). 

품행장애 아동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범죄

의 동기에 대해서 Cussion(1983)은 약물 사용으로 스

릴(thrill)을 만끽하기, 물품의 획득, 또래로부터의 인정, 

자기와 타인에게 자신의 터프함을 입증하는 방법, 내적

인 압박을 완화시키는 방법, 불편한 상황으로부터의 도

피, 성적 욕구의 충족 등이라 하였고 이런 개인적인 동

기들은 경제적 만족, 환각에 대한 욕구, 자존감의 욕구

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 하였다7)9). 

무관심과 학대의 생물학적 영향도 품행장애의 일부

를 설명한다3). 많은 생물학적 발견이 이루어짐에 따라 

환경적 스트레스와 생물학적 기능간의 중복되는 점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아동학대(maltre-

atment)의 생물학적 영향이 구체화되었는데 해마 크기

(hippocampal size)의 감소와 신체적·성적 학대, 해리

장애(dissociative disorders),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와의 연관성；저코티

솔치(low cortisol)와 감정의 마비(emotional numbing)

와의 연관성；고코티솔치(high cortisol)와 flashbacks

와의 연관성；자동반응성의 결여(lack of autonomic 

reactivity)와 오래되고 심각한 학대간의 연관성이 여

기에 포함된다3)10). 

아동의 기질(temperament) 또한 중요한 요소인데, 

까다로운 아동은 보다 쉽게 부모들의 노여움의 타겟

(target)이 되므로 이것이 곧바로 poor parenting으로 

연결되기도 한다3)11). 

그 외에 다른 동기들로는 상처받은 것에 대한 분노, 

다른 사람의 나쁜 의도에 의해 유발된 분노(맞기 전에 

때리기), 합리적 결정에 근거를 둔 반사회적 행동 등을 

들 수 있다7).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품행장애는 어떤 특정요

소 하나가 위험인자(risk factor)가 된다기 보다는 여

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이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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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게 내재해 있던 유전적 요소가 환경적 위험요소에 

의해 자극되고 대처 능력의 결여(poor coping skill)가 

이를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겠다3). 

품행장애 청소년들에게 언어는 공격적인 의미를 많

이 내포한다. 입을 열면 남을 비난하는 말, 욕지거리, 

농담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들은 너무나 듣기 원하는 

사랑스런 말들을 듣지 못해왔고 반면에 그런 말이 들려

왔을 때는 불안해서 그것을 거부한다. 그들에게 사용되

는 말은 그들을 학대하거나 벌하거나 비난 또는 통제하

려는 도구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들은 언어를 사용

하고 있지만 언어는 그들에게 안전한 도구가 아니다12). 

음악은 비언어적이고 따라서 종종 많은 것들이 표현

될 수 있는 비위협적인 매체로 그 속에서 신뢰감이 다

시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음악치료

의 많은 부분이 듣기에 관한 것이므로 집단 연주나 노

래부르기를 통해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표현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런 경험은 품행장애 청소년들에

게 가능한 몇 안되는 유동적이고 수용적인 자기표현의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심리치료(music psychotherapy)는 이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누구를 모욕

하지 않고서도 실제 경험하고 있는 감정들에 대해 진실

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드럼은 분노나 

다른 감정들을 해소하는데 주로 쓰이는 유용한 악기이

다. 크고, 강한 북치기를 통한 카타르시스는 품행장애

아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들의 연주는 음악

치료사의 도움으로 시끄럽거나 혼돈스럽지 않고 조직

적인 음악으로 표현될 수 있다13). 

음악치료는 치료사와 환자간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창조적 대화를 포함한다. 이는 두 사람이 다른 한 사람

과 관계없이 분리되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

께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과정이다. 학대받고, 무관심하

게 내버려졌거나 깊은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음

악치료의 과정은 깊은 고립의 감정적 문제의 깊은 뿌리

를 건드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3. 주로 사용한 음악치료 기술 
 

1) 즉흥연주 

즉흥연주에서는“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지만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있다”14).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치료실에서 즉흥 연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

타낸다. 자신들이 어떻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는데, 음악에 소질이 없는데 음악치

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그

러나 음악치료에서 악기연주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

다. 이것이 음악교육과 음악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

인데, 음악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주어진 과

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어진 악보대

로 잘 연주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명제이지만 음악치

료에서는 즉흥연주가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어떤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고 이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소리의 좋

고 나쁨은 중요하지 않다. 화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봉고드럼을 아주 정열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듣기에는 매

우 시끄럽고 비음악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음악치료에서

는 아주 적당한 방법으로 악기를 잘 이용한 예가 된다. 

초기에 내담자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불안감들은 치

료사의 무조건적인 긍정적 고려와 감정이입을 통해 완

화되며 내담자는 즉흥연주를 통한 자기 탐색을 안전하

게 할 수 있다15). 

Priestley(1994)는 즉흥연주가 연주하는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훈육(discipline)을 피하고 자발성과 자기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므로 즉흥

연주는 우리의 초상화와 같고 방어 없이 우리자신의 느

낌을 나타낸다고 말한다16). 

입원중인 품행장애 청소년들에게 악기연주는 매우 낯

설었고 자신들이 음악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 조차 하

지 않았다. 초기에 그들은 자신감이 없었고 서로를 믿

지 못했기 때문에 즉흥연주는 아주 짧고 급작스럽게 끝

나버렸다. 환아들은 자신과 다른 환우들의 음악적 능력

을 의심했고 이것은 음악이 아니라고 불평했다. 그들은 

음악에 대해 불평을 했지만 이는 곧,‘내가 당신을 믿

을 수 있을까? 내 소리가 들려요?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요?’라는 그들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심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아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소리에 조금씩 귀를 기울여 가게 되었고 자신의 

소리를 다른 사람에 맞추어가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이

해하려는 의지를 조금씩 보여나갔다. 
 

2) 노래부르기와 그에 대한 토론하기 

노래를 함께 부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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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것은 직접 그들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 안전하

다15). 노래가사는 자신의 삶이 그 가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게 하므로 비록 그들은 노래에 대해 얘기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이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노

래가사에 투사되면 보다 안전하게 느끼고 보다 덜 무력

하게 느끼게 된다. 

게다가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개인

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소리와 그 사람들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이런 쌍방적인 지지는 완전히 언어적인 맥락에서

는 불가능하다. 

노래에 관한 토론은 비위협적인 환경을 창조함으로

써 언어적 상호작용과 자기노출을 촉진시키고, 황폐화 

되어있고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려 하는 몸과 마음의 닫

혔던 느낌과 생각들이 가사를 통한 대화에 의해 동일시

되고 표현된다16). 이 과정에서 음악치료사는 노래 속에 

있는 언어적 메시지를 내담자의 내부 생각과 감정의 표

현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2). 
 

3) 소리내기와 움직이기 

세션을 끝낼 때 치료사가 사용한 활동으로, 모든 멤

버들이 원으로 둘러서서 먼저 시작하는 한 사람이 간단

한 움직임과 소리를 내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같이 따라 

하고 그 사람이 누구를 지적하면 다시 그 사람이 움직

임과 소리를 내고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 하여 모든 멤

버들이 차례를 마칠 때까지 계속된다. 

이 활동은 완전히 자발성에 관한 것이므로 아무 것이

나 될 수 있고 짧아도 무방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

러 가지 제도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자발성이 감소되어 

있으므로 처음 이 활동을 접하는 사람들은 즉흥연주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도대체 무얼 하지? 아무 생각이 

안 나네 …’하며 난감해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

각을 안 하는 것이다. 자발성이 제일 중요하다. 자발적

으로 몸과 목소리를 억압하지 않고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다. 

자발성은 과시적이거나 극적일 필요도 없고 평범한 것

일 수도 있다. 자발성은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에 존재

한다. 자발적 행동의 본질은 혁신적인 행동을 취할 의

지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우리의 내적 욕구와 

외적 욕구의 통합이다17)18). 우리가 잃어버린 자발성을 

연습하여 획득한다면 문제해결 능력과 내적인 요구와 

외적인 요구의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활동의 목적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와 신체

를 표현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만드는 움직임과 소리를 따라 하는 것, 즉 있는 

그대로의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과정을 통해 수용의 경

험과 자신의 모습을 제3자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객관성을 기르고 자신감을 길러주는 것이다. 

 

사 례 연 구 
 

1998년 6월 부터 9월까지 국립서울정신병원 소아 청

소년 입원병동에 입원한 환자 중 DSM-Ⅳ(APA 1994)

에 의거해 품행장애로 진단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잦은 외박과 퇴원

으로 음악치료에 참여하는 환아들이 매주 바뀌어 동질

의 그룹형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가장 꾸준히 참여한 

두 여자 환아를 대상으로 음악치료의 효과를 분석하고

자 한다. 
 

1. 치료 대상자의 인적사항 
 

1) 사  례 1 

환아A는 음악치료 시작당시 15세로 중학교 2학년 

휴학 중이었다. 입원 이유는 중학교 1학년 경부터 잦은 

가출과 학교 무단결석, 흡입제 남용과 흡연, 가족에 대

한 공격적 행동과 함께 또래와 어울려 혼숙, 도둑질, 강

탈 등의 행동이 지속되어 부모에 의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환아는 자기중심적이긴 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별 문제없이 지

냈다. 그러나 이사하면서 전학간 학교에서 또래들에게

서 따돌림을 당하면서 적응하기 힘들어 했고 우울한 기

분이 지속되었다. 중 1때부터 소위‘일진회’남학생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비행 청소년들과 무리지어 다니

며 남학생들과 혼숙을 하기도 하고 흡입제를 남용하기

도 했다. 2학년때 수차례 가출을 하였고 그때마다 아버

지가 가출 신고를 한 후 강제로 귀가시켰다. 가출 끝에

는 아버지가 야단치고 매를 때리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잘못했다고 빌지만 다음날에는 다시 가출하는 식이었

다. 환아의 요청에 따라 전학시켰지만 지속적인 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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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숙, 흡입제 남용, 집단강탈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부

모에게 더 공격적으로 되어 병원을 방문 입원하게 되었

다. 눈이 크고 귀엽게 생긴 얼굴에 양쪽 볼을 머리카락

으로 덮어 얼굴을 작게 보이려 하는 등 스타일에 신경

을 매우 쓴 외모였다. 
 

2) 사  례 2 

환아B는 음악치료당시 14세로 중학교 1학년 중퇴 

중이었다. 1세 이후부터 seizure가 있었고 초등학교 들

어가기 전부터 도벽의 문제가 있었으며 초등학교 3학

년 때부터 잦은 가출을 하였고 가출 중 수차례에 걸쳐 

성학대를 당하였다. 잦은 경련발작으로 또래들에게 놀

림을 당하고 외톨이로 지냈다고 한다. 가출의 이유는 

아버지와의 심한 갈등이라 하는데 아버지가 음주 후 환

아를 다른 아이들과 심하게 비교해 갈등이 잦았다 한다. 

환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도벽으로 경찰서에서 훈

방조치 되기도 했다. 환아는 가출할 때마다 거의 대부

분 성학대를 당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임신이 되어 

유산을 한 경험이 있었다. 본원에 입원하기 전 가출로 

인한 정신과 입원경력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몇 차

례 더 있었다. 

현 부모는 자식이 없어 15개월된 환아를 데려다 키

웠는데 생부는 어부였다고 한다. 양부모가 아이를 데려

왔을 당시 아이는 무관심으로 방치된 상태에 있었고, 

생부는 환자를 심하게 구타하고 팽개쳤으며 잠깐 동안 

환아를 맡아 키운 여자는 환아만 방에 둔 채 문을 잠그

고 일을 하러 나가는 등 환아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상태에 있었다. 환아는 고집이 세고 사소한 일에 분노

발작을 보였고 매우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학교에

서의 성적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환아로 인해 양모가 

고생하는 것과 도벽 때문에 친척들이 환아를 싫어하고 

꺼리는데도 환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와 방문

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환아는 자신이 입양된 사실

을 모르나 환아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양부가 친딸이 아

니라는 말을 했지만 환아는 믿지 않는다고 한다. 

환아는 나이에 비해 신체적으로 숙성하고 비만한 편

이며 양볼에는 adenoma sebaceum이 있었다. 양부와

의 갈등으로 가출을 하고 가출을 하면 돈이 필요해 훔

친다는 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었

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품행장애와 경련성 장애이며, 입

원기간 동안 또래의 환아들과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다

투는 편이며 치료자에게 다른 환아들의 잘못을 고자질

하여 환아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었으며 소

아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외모에 대한 놀림을 많이 받고 

소외되어 있었다. 
 

3. 음악치료 환경 

음악치료의 시행기간은 1998년 6월부터 1998년 9

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매주 진행되었으며 총 13번의 

세션을 가졌다. 

입원병실에 특별히 마련된 음악치료실이 없어 환아

들의 학습치료실을 음악치료실로 사용하였다. 10평 남

짓한 사각형의 방 한 쪽에는 장난감들이 쌓여있고 반대

편에는 학습을 할 때 사용되는 큰 테이블과 의자들이 

있었다. 그 방에는 장난감과 인형 등 시각적으로 자극

이 되는 물건들이 많았으므로 환아들이 주의가 산만해

질 때도 많이 있었다. 

음악치료를 위한 악기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

았으므로 음악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치료여건은 

충분치 않았다. 
 

4. 음악치료의 진행 
 

1) Session 1, 2 

다수의 환아들이 들어왔으나 자신들은 자의로 들어

온 것이 아니라며 적극적 참여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자발적으로 참여한 음악치료에 대한 동기가 있는 환아 

4명이 최종적으로 남았다. 그러나 이들은‘인사노래’ 

부르기를 거부하고 즉흥연주를 위해 악기선택을 하

는 것조차도 거부했다. 치료사가 악기를 하나하나 들

어서 이름을 설명해주고 연주하는 방법을 가리켜주는 

동안 서로 관심 없는 척 했지만 Rainstick이나 Cabasa, 

Woodblock같은 낯선 악기들을 연주할 때는 악기를 쳐

다보고 치료사와 눈이 마주쳤을 때는 쑥스러운 듯 웃기

도 하였다. 

세션을 끝맺을 때 하는‘움직임에 맞춰 소리내기’ 부

분에서는 자발적으로 동작을 만들고 소리를 낸다는 것

에 대해 매우 어색해 하며 특히 소리 내는 것을 부끄러

워했다. 자신들이 하기 싫다고 할 때의 움직임과 소리를 

포착해 치료사가 동작과 소리를 만드는 것을 보고 재미

있어 했다. 자신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타인에 

의해 반영되는 자신의 모습에 보다 더 안전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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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ssion 3, 4 

환아들이 인사노래를 이상하다며 부르기를 거부했으

므로 치료사가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이름이 명명되었

을 때는 4마디 동안 자신이 가진 악기를 연주하는 형

태로 대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아들은 서로 다른 환

아들의 눈치와 반응을 살폈으며 환아B는 자신의 차례

에 연주를 하려고 악기를 흔들었으나 다른 환아의 핀잔

에 민감히 반응하며 그만 두었다. 

치료사의 제안에 따라 트리오로 연주를 하는데 대부

분 15초 이상 연주를 하지 못했고 그 이상 지속될 때

는“그만”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모두 조용히 자

신을 주시하고 평가한다는 사실이 두려운 듯 했다. 자

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연주를 오래 지속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소리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런 판단기준을 자신이 아

닌 다른 사람에게 두기 때문이다. 

환아들에게 자신과 같이 연주할 사람을 두 사람 선택

하라고 했는데‘누가 시키면 하고, 다같이 하는 거라면 

하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여기서 이 아이들에게 팽배해 있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과,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을 피하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병원생활에 대한 집단연주는 병원에서 그들이 따라

야 하는 일정한 스케줄을 나타내는 규칙적인 리듬, 병

원에 갇혀있는 신세와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

로 빠르고 정열적인 봉고연주 등 제각기 병원생활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해냈다. 이 과정에서 치료사는 각

각의 환아들이 만드는 파편같은 소리와 생각들을 수용 

할 수 있게 개개인 모두의 연주와 느낌을 인정해 주고 그

들의 연주와 느낌을 결부시켜 종합해서 얘기해 주었다. 

그러나 악기의 특성과 사람의 성격을 연관시켜 연주

해보자는 치료사의 제안에 환아들은 심하게 반발을 했

다. 사람에 대해, 사람들에 대한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연주하는 것은 너무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3) Session 5 

새로 온 보조치료사에게 한 환아가“조수는 왜 데려

왔어요?”하자 나머지 환아들도“조수”“조수”하며 놀

렸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따돌림의 문화를 잠깐 엿볼 

수 있었는데 이는 집단 내 결속을 다지는 차원에서 서

로 뭉쳐 한 사람을 놀림감 또는 적으로 삼는 형식이었다. 

환아 중 한명이‘파란나라’를 부르자고 제안해 노래

를 불렀다. 왜 이 노래를 제안했냐고 묻자 이 노래 가

사 중‘어린이 손에 주세요. 손’ 하는 부분이 좋다고 얘

기했다. 치료사는 이 노래가 희망에 대한 노래라고 하

면서 환아들에게“우리 친구들 손에는 무엇을 주면 좋

을까? ”하고 묻자 환아 하나가“본드”라고 대답해 모두

가 웃었다. 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흡입제 얘기가 나

오고 여자 환아들 중에서는 누가 흡입경험이 있냐고 묻

자 환아들이 일제히 환아A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지적

된 환아는 웃으며 자기는 안했다고 부인했다. 자신들에

게 익숙한 흡입제 얘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

워져서인지‘움직임에 맞춰 소리내기’활동에서도 자

발적으로 참여하는 환아의 숫자가 늘었다. 
 

4) Session 6, 7 

보조 치료사가‘나의 꿈’에 관한 노래(fill in song)

를 준비하여 환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에게는 아름다운 꿈이 있어요. 소중한 꿈이 있어요. 

사랑스런 나의 모습 더욱 빛나게 해줄 나의 소중한 소

망 있어요. 

(자상한 간호사가) 되는 것, (빨리 병원에서 퇴원하

는)것 

(비디오 가게 주인)되는 것, 정말 소중한 소망입니다. 

그래요 반드시 이룰 거예요 반드시 해낼 거예요. 

98년 올해에 내가 결심하는 일 나는 정말 자신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꿈에 대해 얘기하는 환아들도 있었고 

본인이 말을 안 할 때는 다른 환아들이“얘는 여자친구

랑 결혼하는게 꿈이래요.” 하는 식으로 간섭을 해오기

도 했다. 오랜만에 아이들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오

고 갔다. 환아B의 차례가 오자“제가 말하면 애들이 웃

을 거예요 …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애들이 제 

얼굴 때문에 간호사가 못될거라고 그래도 … 저는 혼자

서 자랐기 때문에 보살핌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보살펴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

했다. 자신이 깊은 외로움에 빠져봤기 때문에 다른 사

람의 외로움에 민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려는 생

각이 많은 것 같았다. 치료사는 이런 환아B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해 주었고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

을거라 격려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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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ssion 8 

환아B가 빨리 퇴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먼저 말

을 꺼냈다. 그 동안 그룹에 참석했던 환아들 대부분이 

퇴원해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우연히 생일 얘기가 나와 환아들에게 생일에 무얼 하

고 싶냐고 묻자 환아B는 그냥 엄마, 아빠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치료사

는 이런 환아B의 감정을 충분히 인정해 주었다. 

환아A는 지난 생일에 술 마시고 신나게 두들겨 맞았

다고 했다.‘생일빵’이라고 친구들이 술에 가래침, 담

뱃재 등을 넣어 마시게 하고 생일을 맞은 아이를 심하

게 때린다고 한다. 그러면 생일을 맞는게 싫지 않냐고 

묻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은 재미있다고 말했다. 내

년 생일에는 무엇을 하고싶냐고 묻자“결혼이오”하고 대

답했다. 아직 이르지 않냐는 치료사의 물음에 선배 중

에 결혼해 임신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면서“근데 두들

겨 맞아요. 남자가 깡패예요. 그런데 멋있어요. 일 당했

을 때 가서 다 패주고 …”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하지 않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의 힘을 빌어 해결하는 

방식이 여기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소속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즉,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귀속하고 싶은 마음을 나

타내었다. 

 “그 언니는 임신했는데두요 남편하고 담배피고 술 마

시고 그래요.”라며 고자질하듯 치료사에게 얘기를 했다. 

음주와 흡연의 폐해를 얘기해 주고 임신 중에는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얘기하자“근데 힘들어요”하고 

솔직한 심정을 얘기했다. 그러나 이걸 참지 않았을 때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크고 그들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술 담배, 흡입제를 해서 자신들이 기형아로 태어났

다면 어떨까? 하고 묻자“안살아요”하며 내뱉듯이 대

답을 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

각하려 들지 않고 순간, 순간의 쾌락에 따라 행동하는 

전형적인 품행장애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6) Session 9 

환아A가 심기가 불편한지 계속 짜증난다는 말을 하

고 환아B의 연주를 시끄럽다고 못하게 막았다. 둘이 티

격태격하다가 결국은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환아A는 

치료사에게 고자질하듯이 환아 B가 학교에 다닐 때도 

따돌림을 당했다고 일러주었다. 치료사가 환아A에게 환

아B를 따돌리는 이유를 묻자 환아B의 성격적인 결함이

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듣고 있던 환아B가“그렇다고 

때리냐? ” 하면서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환아들의 자신

에 대한 따돌림에 대해 따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환아

A는 구타 행위가 별다른 뜻이 없는 장난이었다고 말하

고 이런 식의 장난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일반적이라

고 얘기했다. 게다가 환아B는 때릴 가치도 없다고 덧붙

여 얘기하면서 환아 B를 무시했다. 

이 대화를 통해 환아A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이 잘 나타난다. 같은 품행장애 

아동이라도 환아A는 가해자의 입장이고 환아B는 피해

자의 입장이다. 또래 그룹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

문에 환아B는 주로 나이가 어린 아동들과 어울리는데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들 속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소속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지금의 감정을 음악으로 연주해보자는 치료사의 제

안에 환아B가 트라이앵글을 집었는데 처음에는 느리고 

규칙적인 연주가 점점 빨라지고 음량도 커지며 나중에

는 아주 급작스럽게 끝나버렸다. 감정이입을 훈련하기 

위해 환아A에게 어떤 감정일 때 저런 소리가 날까?하

고 묻자“혼자 꼴값하는 거죠 뭐. 돌았을 때요.” 하고 

대답해서 치료자의 의도가 무산되었다. 환아B에게 감

상을 묻자 환아A에게 주눅이 들어서인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치료사에게는 환아B의 트라이앵글 소리가 심장

에 바늘이 박히는 소리처럼 아렸다. 소속되고 싶어 하는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의 기분이 이런 것일까? 

환아 A에게는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아이들을 구타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연주해보도록 했다. 환아 A

는 우드블럭을 들고 조금 두드려 보다가“에이 이걸로 

못해요.”하고 연주를 멈췄다. 다른 악기로 해도 괜찮다

고 하자 카바사를 오른 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문지르다 

아주 짧게 끝냈다. 아주 짧다는 치료사의 말에“축소시

켰어요. 웃음이 나와요. 재미있어요. 열받을 때 사람을 

때리면 속이 시원해요.”하고 대답했다. 집단 구타의 대

상 선정에 대해 치료사가 묻자 환아A는“때릴 대상요? 

눈에 거슬리는 애. (신나서) 내가 말하는데 씹거나, 막 

나를 얕보거나, 내 말 지질나게 안듣는 애.”하고 대답했

다. 그러나 여기서 선배는 예외가 되며 후배가 잘못을 

하면 후배교육 못시켰다고 선배한테 기합을 받는다고 

한다. 이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치료사의 물음에 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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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자기도 선배가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참는다고 말했

다. 집단 구타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는 치료

사의 말에 환아A는 자신이 봤을 때 집단 구타는 좋은 

행동이고 그 이유는‘열받은게’ 풀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열 받은거 푸는 데는 때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

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치료사가 얘기하자“그게 제

일 좋아요 다른걸 했을 때는 하고 나서 더 열 받을 수

가 있어요.”라고 말했다. 

Cruz는 자신의 자녀를 구타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원

인에서 기인하는 높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

이라고 말한다19). Cruz는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부모에 

대해 기술했지만 이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다른 아동

들이나 사람들을 구타하는 품행장애 아동들에게도 마찬

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은 낮은 자

존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신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피

해자에게 투사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수가 자신이 폭행의 직접 혹은 간접

적 피해자 였음이 밝혀지는데 환아A와 B도 그런 의미

에서 보면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다고 할 수 있다. 정직

하고, 존경받고, 사랑이 가득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욱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20). 

화제를 그룹으로 돌리기 위해 치료사는 다른 환아들

에게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 물었다. 환아

B는 음악을 크게 들으며 노래를 따라 불러 스트레스를 

푼다고 했다. 그러자 환아A는 자신은 수면시간동안 시

끄러운 음악을 들어야 편안하고 잠이 잘 온다고 말했다. 

침묵이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것이다. 외부

로 향해있던 에너지를 자신의 내부로 향할 때이기 때문

이다. 자존감이 낮고 자기 자신이 싫은 사람들은 이런 

침묵들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수면시간 조

차 시끄럽게 음악을 들으며 자는 환아A에게서 극심하

게 외로운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7) Session 10 

오늘은 환아A가 노래부르기를 제안했다. 자신이 입

원하기 전 좋아했던 노래라며 김현정의‘그녀와의 이

별’을 제안해 다같이 불렀다. 항상 시키는 것도 마지못

해 하던 환아A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발전이라고 생각되었다. 노래가 끝난 후 환아A

는 입원 전 아이들과 노래방에 가던 기억을 더듬어 얘

기했다. 

치료사가 환아B에게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고 묻자 

환아A가 나서서“쟤는 오래된 노래 좋아해요.‘질투’

같은 거.” 자신에 대한 환아A의 관심표명에 고개를 숙

이고 있던 환아B가 웃었다. 다 같이 노래를 부를 때 지

금까지 조용히 있던 환아B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

다. 왜 이 노래가 좋으냐고 묻자‘질투’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최수종의 화끈한 성격이 좋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

었다. 

환아 B가“저는 생긴 건 따지지 않아요.”라고 말하자 

환아A가“저는 무조건 잘나가야 되요, 잘 놀구요, 쌈잘

하고, 그 바닥에서 인정받는거 학교면 일진회에 꼈든지, 

아니면 짱이라든지, 생긴거는요 옛날에는 잘생기지 않

으면 안됐거든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실증만 안나면 되

요. 그런데 저는 실증을 엄청 잘내요. 처음봤을 때는요 

너무 잘생겨서 막 사귀잖아요. 그러면 딱 사귀는 순간

부터 싫어져요. 막 짜증이 나요. 내가 어떻게든 사귀고 

나면 싫어져요.”(경계성급 인격장애가 의심되는 부분이

다)라고 말했다. 

환아B는 남자친구를 사귄 것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회피하였지만 환아A는 자신있게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

는 사람을 골라 그 자리에서 바로 여관으로도 같이 간

다고 말했다. 낯선 사람하고 바로 사귀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는 치료사의 말에 환아A는 자신이 나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겁이 안난다고 말했다. 듣고 있던 환

아B가 자신은 순진한 사람이 좋다고 하자 환아A가 B

를 가로막으며 모범생은 짜증난다고 말했다. 

환아A에게 싫어하는 모범생을 표현할 악기를 골라 

연주해 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환아A는 케스터네츠

를 양손에 쥐고 아주 작게 규칙적으로“딱딱딱”소리를 

냈다. 아주 왜소하고 약한 사람이 걸어가는 듯한 이미

지였다. 제일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을 연주하라고 하자 

심벌즈를 들고 아주 세게 3번 쳤다. 환아A는 이 연주

가 힘이 센 것을 표현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도 자

신을 못 건드리게 막아준다고 말했다. 앞에서도 말했듯

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타인에

게 의존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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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B는 좋아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심벌즈를 들고 

한번 아주 크게 쳤다. 말로 설명은 안했지만 그 소리로 

화끈하고 굵고 짧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

었다. 싫어 하는 사람부분에서는 기로를 들고 앞뒤로 

박박 긁었다. 기로의 울퉁불퉁한 면이 빨래판을 연상시

켰고 빨래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리는 장면이 연상되었

다. 이것으로 환아B는 남을 때리는 사람을 표현했다고 

한다. 주위에 누가 때리는 사람이 있냐고 묻자 환아A

가“쟤네 아버지가 때린대요.”하고 고자질하듯 말했다. 

환아B는“7살 때부터 아빠가 술 먹고 오면 때려요.” 하

고 말했다. 왜 7살 때냐고 묻자 아버지가 자신이 7살 

때 사고로 머리를 다치셨고 그 이후로 술만 드시면 때

린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구타를 전적으로 아버지의 탓 

그것도 뇌 이상으로 돌리고 아버지의 속마음은 안 그런

데 뇌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을 때리

게 된다는 듯이 말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환아의 마음이 나타났다. 

환아A의 아버지도 환아가 가출해서 사고 치거나 집

에 안들어올 때 때린다고 말했다. 환아B가 구타당하는 

이유를 자신이 아닌 아버지의 음주 습관으로 돌리는 것

에 반해 환아A는 아버지의 구타를 자신의 문제되는 행

동에 돌리고 있다. 이 부분에서 환아A는 나름대로 아

버지의 구타를 합리화하고 있었다. 환아A는“아무 이

유없이 맞으면 못 참아요 난.”하며 자신의 처지가 환아

B의 처지보다 낫고 매맞는 상황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

는 상황이라는 듯 얘기했다. 

환아 A와 B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내적 성찰을 

하는 능력이 낮고 입원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

는 경향이 강했다. 자신들이 여기 들어온 이유는 사고 

치지 말라고 부모들이 넣은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에 대한 환아들의 생각은 달랐다.“여기서 10년을 있

다 가도 걔들은 기다려요. 같이 자다가 하나가 소년원

에 잡혀 가잖아요? 걔를 몇 년 동안 기다려요. 나오기

를. 여기 몇 개월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녜요.”하고 환

아A가 말했다. 치료사는 환아들의 부모님이 입원을 시

킨 이유는 아이들을 유해한 환경과 분리시키고 자신

들의 행동에 대해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갖는 기회를 갖

게 하는 것이라고 하자“친구들이 안 기다린다면서야 

뭐 …”하며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떠넘

기려 했다. 
 

8) Session 11 

환아들이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환아B는 입원중인 

소아와 싸움을 했고 환아A는 담배 피다 들켜 외박을 

못 나간 상태였다. 그러나 한 환아는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 이유를 묻자 그 동안 아버지가 면회를 오셨

는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자상한 면을 보게 되고 아빠

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어 매우 기쁘다

고 말했다.“아빠가 저한테 사과도 깎아 주구요 되게 자

상하게요 막 돌봐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자 환아

A가“사과 깎아주는 게 뭐 대수라고.”하며 찬물을 끼얹

었다. 환아A에게 아빠의 사랑을 못느끼느냐고 묻자“그

래요 난 못느껴요. 친구들 놀러와서 아빠가 먹을거 주면 

막 짜증이 나요. 자상한 척 하는거예요.”하며 자신의 왜

곡된 사고를 보였다. 환아B는 아빠가 붓글씨 가르쳐 줄 

때 사랑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대화의 방향이 아빠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치료사는 아

빠에 대한 감정을 악기로 연주해 보자고 제안했다. 치

료사가 아빠와 닮은 악기와 자신을 제일 닮은 악기를 

골라보라고 제안하자 환아A는 봉고를 집어 들어 봉고의 

큰 부분은 아빠, 작은 부분은 자기라고 대답했다. 봉고

라는 악기는 크기가 다른 북 두 개가 나무판 하나로 연

결되어있다. 두 개의 다른 개체가 분리되지 못하고 매

여있는 것이다. 이는 상징적으로 비록 환아A가 아버지

에게 반항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크지만 감정적으는 아

버지와 분리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치

료사는 환아A에게 이 악기를 이용해 음악 모노드라마

를 하자고 제안 했다. 
 

 음악 모노드라마 

(아빠와 환아 A의 대사 전에는 환아A의 봉고연주가 

있었다) 

아빠：아무말 안해? 

환아A：아무말 안해. 

아빠：착한 딸로 돌아와라. 

환아A：웃기지마. 

아빠：아빠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냐? 

환아A：새삼스럽게 뭘. 원래 그래. 

아빠：침묵(그러면 아무말 안해요) 

치료사：그러면 아빠가 속으로는 무슨 말을 하고 싶

을 것 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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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저 썩을 년. 

환아A：아빠도 썩을 놈이야. 

아빠：관두자. 

… 침묵 … 

치：아빠가 말로는 관두자 그러지만 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빠：저게 어떻게 내 속에서 나왔을까? 

환아A：누가 낳으래? 

아빠：저런 딸 낳을 줄 알았으면 아예 안 낳았지. 

환아A：나도 그런 아빤 줄 알았으면 안 나왔어. 

…… 침묵 …… 

아빠：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환아A：죽을 때까지 기다려. 

 “이제 그만 끝낼래요. ” 환아A가 얘기 했다. 자기로부

터 듣는 아빠의 진심에 마음이 조금 동요된 것 같았다. 

다른 아동이 이 대화를 듣고 환아A와 아버지 사이에

는 감정이 식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환아B는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비교해 자신은 아버지가 관심을 안

가져 주면 화가 나는데 환아A는 아빠가 관심을 가지면 

화를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아B가 만약 환아A의 아

빠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냐고 묻자 딸이 아빠가 관심

을 가져 주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니 마음이 아플거라

고 말했다. 환아A에게 만약 자신이 아빠라면 어떨 것 

같냐고 묻자“내가 아빠라면요? 벌써 옛날에 니 맘대로 

해라하고 포기하겠어요.”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제가 생각해도 아빠한테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요. 그런데 아빠를 속상하게 만드는 게 재미있어요.”하

고 말했다. 환아A의 아빠가 환아를 속상하게 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거짓말을 많이 했어

요. 다른 애들 아빠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 

치료사가“아빠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환아A가 많이 

속상했구나. 그래서 지금 되돌려 주는거니? 아빠한테?”

라고 묻자 환아A는“저는 장래희망이 없었어요. 아빠 때

문에. 아빠가 워낙 어렸을적부터 너는 의사가 되야 한

다고 해서” 원망스럽다는 듯이 말했다.“아빠가 이미 

결정을 해 놨구나.”라고 치료사가 말하자“그리구 90

점 안 넘으면 때리구요 …”“아빠가 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이 컸었나 보다.”라고 치료사가 말하자 환아A

는“아빠가 점수 안 나오면 때리는데요, 때리면 정말 심

하게 때려요. 나중에 아빠 늙으면 줘 패 줄거구, 아빠는 

나중에 엄마랑 같이 병으로 늙어 죽을거예요.”라고 했

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지 않은 아빠

에 대한 감정에 복받치는 것 같았다. 치료사는 환아A

의 이런 감정들을 인정해주고 다음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얘기하자고 말하면 세션을 끝냈다. 
 

9) Session 12, 13 

환아A가 병원에서 행동을 잘해 외박을 나간 관계로 

마지막 두 번 다 음악치료에 불참하게 되어 환아B 혼

자만 음악치료에 오게 되었다. 평소와는 다르게 머리를 

묶고 기분이 좋아보였다. 이유를 묻자 외박을 다녀왔다

고 했다. 환아A 얘기도 하면서 환아A가 병원에서 행동

도 잘하고 자신에게도 잘해준다고 말했다. 오늘은 혼자

라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전에 없던 자발적인 

모습으로 음악치료에 임했다.‘사랑으로’라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자신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노래 

가사가 자신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사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부탁하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건강

하게 사는 것 

- 바람부는 벌판에 서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친

구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 얘기했다. 

-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낙엽이 떨어지면 쓸쓸하고 눈물이 나요. 가을만 되면 

슬퍼져요.”라며 사춘기 소녀의 감수성을 나타냈다. 

- 우리 사는 가슴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낼 수 있다. 그

러면서 자신이 간호사가 되고 싶은 소망을 얘기하면서 

제법 구체적인 계획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치료사는 환

아 B가 간호사가 되면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

을거라고 격려해 주었다. 

-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

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

도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냐고 

묻자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되는 것, 

예를 들면 아픈 것, 아빠와 싸워 집나가는 것들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빠랑 

싸워도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빠랑 주로 어

떤 일로 싸우냐고 묻자“저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

는데 아빠는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속상해

요.”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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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마칠 시간이 다되어 환아B는“선생님 마지막 만나

는 날이 저 외박나가는 날이예요.”라며 치료사만 병원

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떠난다는, 마치 서로의 

공통점을 찾았다는 듯이 얘기했다. 우리는 서로 3개월

동안 함께한 음악치료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얘

기하고 서로의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며 세션

을 마감했다. 

 

고     찰 
 

창조적 음악치료의 창시자인 Paul Nordoff는 세상에

서 가장 신비로운 일은 우리가 음악으로 만들어진 것이

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리듬과 음조(tonality)가 있는 

존재라고 했다14). 음악은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서 

시작하므로 음악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말에 대한 우리

의 관계보다는 원초적인 것이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음

악을 만들고 그것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박자(심장박동, 맥박, 혈압 등)와 음(목소리)이 있고, 

근육적·심리적 긴장과 이완, 행동 구조(phrasing of 

actions)가 있고, 긴장의 폭발(burst of intensity), 반

복과 발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은 우리에게 경

험(신체적, 감정적, 지적 그리고 사회적)의 총체적 세계

로 다가갈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총체적 유기체(orga-

nism)에 보다 본질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14).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방법 

즉, 모자(motherbaby)간의 대화를 원초적 의사소통

(basic communication)14)21)이라고 한다면 이 원초적 

의사소통의 목적은 사실적인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감

정의 소통이고, 이는 본질적으로 음악적이다. 여기에서 

두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는 충분한 

감정의 표현이 있다. 엄마와 유아의 원초적 의사소통 

양식과 창조적 음악치료 상황과는 유사점이 많다. 첫째

로, 둘 다 비 언어적 형태의 대화이고, 순수하고 단순하

다. 둘째로, 이런 대화는 새로운 정보 전달이나 의식적

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에 본래의 의도가 있는 것

이 아니다. 셋째로, 모두 다 두 사람간의 기술 부조화가 

있다. 유아보다는 엄마가, 내담자보다는 치료사가 기술

적으로 더 우수하다. 이에 불구하고 서로 좋은 상호관

계를 수립할 수 있는 이유는 두 사람간의 공유된 근본

적 이해의 바탕이 있기 때문이다14). 

매사에 반항적이고 거부적인 품행장애 청소년들이 음

악치료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고 음악치료에 개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자체가 

음악이고 음악치료의 형태가 원초적 의사소통의 형식

과 닮아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Tyson(1981)은 음악

이 정신과에서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리듬자극은 신체적 활동을 통해 즉각인 해소를 

구하는 근육 긴장을 구성하여 환자가 자신의 병적인 

preoccupation에서 빠져 나와 자기 주위의 사물과 사

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2) 음악의 형태들은 여러가지 정서적 반응을 불러 일

으키고 이렇게 음악에 의해 조장된 정서들은 감정적 반

응들을 자극한다. 

3) 음악은 현실에 있었던, 또는 환상적인 연상과 기억

들을 깨워 억압되고, 무의식적인 재료들의 표현을 촉진

시킨다1)(Tyson, p.8). 
 

3개월 간의 품행장애 청소년들과의 음악치료를 마치

면서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 먼저 음악치료실의 환

경적인 측면으로 음악치료만을 위한 공간이 있었더라

면 환아들이 보다 더 음악치료에 몰입할 수 있었을 텐

데 하는 것이다. 음악치료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공존 

질환으로 주의력 결핍 및 충동조절 문제가 동반되었던 

경우가 대부분 이었는데 음악치료가 학습치료실에서 진

행되어 치료적 환경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음악

치료진행에 방해요소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

째로 사용한 악기에 관한 것이다. 음악치료사에게 악기

는 의사들에게 수술도구와 같은 것이다. 악기들마다 고

유한 특색이 있고 그것은 각기 다른 감정들을 불러일으

킨다. 입원병동에 음악치료를 위한 악기가 충분히 구비

되지 않아 매 세션마다 음악치료사가 악기를 가지고 다

녔어야 했는데 운반상의 문제로 작고 무겁지 않은 악기

들이 주가 되었다. 음악치료를 실시한다고는 했지만 악

기들이 다양하게 갖춰지지 않아서 환아들이 적합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고 악기 수의 

부족으로 환아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따라

서 환아들이 효과적으로 악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감

정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같은 맥락으로, 

치료사가 주로 사용한 악기는 기타였는데 피아노를 주

로 사용하던 치료사에게 기타만으로 그룹 연주를 보다 

효과적으로 끌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때때로 피아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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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장한 음색과 섬세한 선율로 보다 나은 환아들의 참여

를 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 …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환아들의 잦은 외박과 입,퇴원으로 그룹

을 제한할 수가 없었고 거의 매번 멤버의 수와 참석자

가 달라졌다. 그룹을 유지하기 위해 나중에는 품행장애

아 뿐 아니라 다른 정신증 환아들도 섞이게 되어 동질

성의 치료대상 집단의 형성에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실제 음악치료에서는 일반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비교

적 지속적으로 참여한 환아 2명에 중점을 두어 그들의 

감정 반응과 행동에 초점을 두고 변화과정을 관찰, 분

석 하였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 

음악치료의 성과는 기대보다 컸다. 처음엔 무엇이든지 

다 거부하고 음악치료사를 마치 적인 냥 바라보던 아이

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발적으로 연주도 하고 이에 대

한 감정과 생각들을 서로 교류하기 시작했다. 악기를 상

징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해 거부감도 줄어들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에 대해 진실하게 연주하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환아A의 경우, 몇 번 더 

참석했더라면 문제 행동의 원인 제공자로 투사되었던 

아버지에 대한 환아A의 내적 갈등에 대해 보다 깊이 

탐색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된다. 

3개월동안 음악치료를 하면서 극적인 음악치료의 효

과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다. 이 아이들 상당부분에 

있어 언어라는 매개체는 긍정적인 표현의 도구가 아니

라 비난과 욕설의 수단이었기에 비언어적인 음악이라

는 매개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

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었다. 음

악치료의 많은 부분이 듣기에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이

런 과정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는 행위들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그룹 

내에서 찾고 이 속에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느꼈으면 하는 것이 치료의 

일차적 목표였다. 

치료를 하는 동안 그리고 치료가 끝난 지금까지 저자

에게 떠오르는 의문은 비록 이 아이들이 자신의 가족과 

사회에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키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

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고 우리 사회의 거울이 아

닐까 하는 생각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충족되지 않는 

억압된 욕구에 망가져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인식한 

능력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즉흥연주를 통해 치료사는 

그들의 외로움을 보았고, 사랑하던 사람들로부터의 배

신, 소속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수치

심을 보았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음악을 통해 나타났고 이렇게 자신들을 보

여준 함께한 환아들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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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THERAPY FOR ADOLESCENTS WITH CONDUCT DISORDER 
 

Hea-Kyung Kwon, M.A., Hea-Kyung Jhin, M.D., Ph.D. 
Kwon Hea-Kyung Music Therapy Center, Seoul 

 

The short-term music therapy was performed for adolescents with conduct disorder admitted to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for 3 months from Jun to September, 1998. This case study focused 
mainly on two female patients who participated regularly in the group music therapy. The music 
therapy process was divided into three phases；beginning, opening up, and closing. This music 
therapy session consisted of three parts；hello song as beginning, various musical activities, and 
sound & movement activity as closing. Free musical improvisation, song discussion, musical 
monodrama, and sound & movement were the mainly applied techniques. Free improvisation was 
used to enhance, motivate, identify and contain the adolescents’ feelings and ideas. Song discussion 
was used to convey their thoughts and to support each other. Musical monodrama was used to make 
them have insights into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ound & movement was used to enhance 
spontaneity. It made them explore their body and voice as an expressive medium. Throughout three 
months period of music therapy, patient A’s communication skill, socialization, and behavior areas 
were assessed with improvement. She could use music as a symbolic form and was able to share her 
feelings about herself and her family. Patient B’s self-expression and cognitive areas were assessed 
with improvement. She became more spontaneous and could verbalize her emotions during the group 
session. Music as a non-verbal and therefore often a non-threatening medium wherein so much can be 
expressed provided two female patients an atmosphere where a sense of trust may be regained. 
 
KEY WORDS：Music therapy·Conduct disorder·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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