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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Group Music Therapy on the Social Fun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Outpatients with Schizophr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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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group music therapy on
social fun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outpatients with schizophrenia.
MethodsZZA total of 24 outpatients with schizophrenia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an experimental group (with music therapy : 12 patients) or a control group (without music therapy : 12
patients). Patients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18 sessions of group music therapy at Iksa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Twenty individuals with schizophrenia completed
a battery of measures, includ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PANSS),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GAF), Social Skill Scale, Korean-Social Functioning Scale (SFS-K), Interpersonal Functioning Scale, and the Relationship Change Scale at baseline and end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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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ZZAfter 18 sessions of group music therapy,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in the PANSS (positive, negative, general psychopathology), GAF, social skill, interpersonal relationship, some SFS-K domains (social withdrawal, recreation, independence performance), and some Relationship Change Scale domains
(communication, confidence, affection, openness, understanding).
ConclusionZZThese results suggest that group music therapy seems to be effective for treatment of psychopathology, social fun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schizophrenic patients. However, the small sample size was a limitation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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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사회적 기능은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
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적절하게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는 능

조현병은 정신장애 중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망상, 환청

력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조망능력, 맥락 파악능력, 대인관계

등의 양성 증상과 무의욕, 무쾌감, 정동의 둔마 등의 음성 증

문제해결 능력, 도덕적 판단, 의사소통과 같은 특징들에 의

상을 보인다. 이외에도 우울 등의 기분증상과 주의력이나 기

해 표현될 수 있다. 좁은 의미로는 사교적 기술 혹은 대인관

억력 저하 같은 인지장애 증상을 보이며, 사회적 기능장애를

계 기술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1)

동반하는 대표적인 만성 정신장애이다. 조현병이 만성화되

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나

면서 대인관계의 회피와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게 되고, 사회

반응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문제해결, 작업수행, 대인관계

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좌절과 실패를 겪게 되어

같은 고차원적인 사회적 기능 외에도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을 보이며, 물질남용 등의 비적응적

능인 식사나 청결 혹은 외모관리와 같은 매우 일상적인 기본

2)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조현병의 여러 증상 중에서 사회적
3)

기능장애는 특징적 증상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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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능을 의미한다.4)
조현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타인과 친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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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지 못하며,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사회에 복귀한 후 보일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측정하였다고

못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적 기능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

볼 수 없다. 또한 사회적 기능을 사회복지사 및 미술치료사에

져 있다.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

의해서만 평가한 단점이 있다. 조현병 환자의 기능을 지속적

orders, fourth edition(이하 DSM-IV)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으로 치료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면담을

기능을 조현병의 진단기준으로 사회적, 직업적 기능부전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 두고, 발병이후 상당 기간 동안 직업이나 대인관계 또는

음악치료는 음악적 경험과 내담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건

자기 관리와 같은 중요 생활영역에서의 기능 수준이 발병 이

강을 증진시키는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의

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

사소통과 표현의 한 방법으로서 음악적 상호작용이 사용되

서 사회적 기능의 손상은 가정, 직장 내 역할 수행과 같은 생

는 예술치료의 한 분야이다. 음악적 경험은 비언어적 방법으

활영역에서의 장애로 이어지고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게 되

로 환자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환자는 불안, 긴장,

6)

어 사회 적응의 문제로 이어진다.

기쁨, 즐거움, 슬픔, 아픔 등의 감정을 음악을 통해 적절하게

조현병 환자에서의 사회적 기능의 결핍은 정신병적 증상

표현하고 의사소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면서 참여도

이 발생하기 전부터 시작되고 오랫동안 계속되어 결국 조현

높이고 미적인 즐거움과 함께 자신감 향상, 음악적 상호작용,

7)

타인을 수용하고 경험하는 데 있다. 음악치료의 목적은 언어

병의 경과나 치료적 예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 기능장애가 심할수록 재발과 재입원

적 교류가 어려운 내담자와 관계성을 발전시켜 내담자의 정

율이 높고, 치료결과가 좋지 않으며, 반대로 기능상태의 호

신건강 문제를 돕는 데 있다.14)

전은 증상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8)

조현병의 음악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입원환자

그러므로 조현병 환자의 정신재활치료는 환자가 지역사회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Hayashi 등15)은 만성 정신병을 가진

내에서 보다 잘 적응하고 생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조현병과 분열정동장애를

하며, 사회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기능의 개선

묶어서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동질성의 한계가 있었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Ulrich 등16)은 급성기 입원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조현병은 사회적 기능 중에서 대인관계 능력에도 중대한
9)

결함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조현병 환자들이 약물치

선행연구를 보면 통원치료 중인 조현병 환자에 대해 음악치
료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17)가 있으나 통원치

료에 의해 양성 및 음성 증상이 호전된 후 통원치료 도중 대

료 중인 환자에게 중요한 사회적 기능 및 대인관계기능에 대

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한 연구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며 그 결과 증상이 악화되고 다시 입

음악치료가 사회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Kim12)의 연

원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또한 조현병 환자의 대인관

구는 복지센터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통제집단과의 비교

계는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대인관계의 사회적

연구가 없고, 환자의 주관적 평가가 배제된 복지센터의 정신

관계망은 조현병 환자의 주관적 혹은 객관적 삶의 질과 연관

보건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조현병

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10)

환자에서의 약물 중단 또는 용량 감소 등에 의하여 양성 및

그러므로 조현병 환자들이 증상으로 인한 취약성을 줄이

음성 증상이 악화되고 이에 의한 사회적 기능 및 대인관계

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며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공적

기능 변화의 초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Kim12)의 연구

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기술 및 능력을 향상

에서 현재 치료약물의 용량 변화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

시킬 수 있는 정신재활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11) 현재

은 점은 중요한 제한점이다.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사회기술훈련, 음악치료, 미술치료,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적 증상이 호전된 후 사회에 복귀하

숲 산책 프로그램, 주의력 향상훈련, 원예치료, 정서관리 프

여 통원치료 중인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집단음악치료가

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되고 있으며, 그
12)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 기능 및 대인관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중 예술치료 분야에서 미술치료와 음악치료가 조현병

방

환자의 사회적 기능 및 대인관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법

여 연구되고 있다.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한 Park13)의 연구에
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상이 적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 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DSM-IV의 진단기준에 의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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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퇴원 후

신과적 진단에 상관없이 정신병리, 사회적 기능 및 직업/학

통원치료 중인 익산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189명의 환자

업상의 기능을 포괄하여 한 개인의 기능을 평가하는 단일문

들 가운데, 증상의 안정기에 있으면서 기존의 정신재활프로

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효과를 판정

그램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환자는 77명이었다. 증상의

하며 결과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수집에 이용되며 정신

안정기라는 정의는 연구 참가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과 전문의에 의해서 평가하였다.

동안에 임상가의 판단에 의해서 유의한 증상의 호전이나 악
화가 없는 환자이며, 이 기간 동안 투여 받은 약물치료를 유

사회생활기술 척도(Social Skills Scale)

지하고 있는 환자이다. 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체적 질환

Park21)이 Chun22)의 자료를 참조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을 앓은 병력이 있거나 신체적 이상 소견을 보인자, 알코올

생활기술 평가를 위한 14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척도는

및 다른 약물의 남용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 심하게 퇴행

시선접촉, 자세, 거리, 제스처, 얼굴표정, 반응시간, 태도의 자

된 환자는 배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

신감 등 비언어적 내용과 말의 내용, 말의 속도, 음성의 크

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총 24명의 환자가 연구대상으로 등록

기, 억양, 말의 양, 말의 이해성, 말의 적절성 등의 언어적 내

되었다. 이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12명씩 분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서, 최소점수 14점, 최고점

류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

수 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생활기술 수준이 낮은 것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으로 채점되게 되어 있다. Cronbach’s alpha는 일반상황은
0.98, 특수상황은 0.97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등

도 구

록된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3명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로 이루어진 평가자가 평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임상적 변인

연구 대상 환자들의 성별, 나이, 학력, 결혼상태, 직업유무,
종교 등의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 자료에 대해 조사하였다.

한국어판 사회기능 척도(The Korean-Social Functioning
Scale, SFS-K)

조현병의 발병 연령, 최초 입원당시 연령, 과거 입원 횟수, 조

Birchwood 등23)이 개발하고, Lee24)가 국내에서 표준화 한

현병의 진단기준에 따른 아형 등의 임상적 변인은 병력기록

한국어판 사회기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조현병 환

지를 검토하였다.

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세부적으
로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다음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정신병리 평가

다. 1) 사회적 위축 : 혼자서 지내는 시간, 대화를 먼저 시작
하는 빈도, 사회적 상황 회피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양성 및 음성 증상 척도(The Positive and Negative

며 최저 0점에서 최고 15점 사이에서 평가된다. 2) 대인의사

Syndrome Scale, PANSS)

소통 : 친구 수, 이성과의 만남, 의사소통의 질 등 4문항으로

Kay 등18)에 의해 개발되고 조현병의 양성 및 음성 증상을
19)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0점에서 최고 9점 사이에서 평가된다.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우리나라에서 Yi 등 이 신뢰도와 타

3) 친사회성 : 스포츠와 같은 다양한 통상적인 사회활동의

당도를 검증한 설문지이다. 총 30개 3개 영역(domain)으로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0점에서 최고 66점 사이

구성되어 있는데, 양성증후군 영역(positive syndrome do-

에서 평가된다. 4) 여가활동 : 다양한 취미생활에 참여하는

main) 7개 항목, 음성증후군 영역(negative syndrome do-

것으로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0점에서 최고 45점

main) 7개 항목, 일반 정신병리 영역(general psychopathol-

사이에서 평가된다. 5) 독립성 능력 :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ogy domain) 16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데 필요한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13문항으

높을수록 정신병리 상태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신과 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0점에서 최고 39점 사이에서 평가

문의에 의해 평가하였다.

된다. 6) 독립성 수행 :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을 수행하는 것으로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0점

사회적 기능 평가

에서 최고 39점 사이에서 평가된다. 7) 직업 : 정식취업이나
학생은 10점, 부분 취업 혹은 어머니는 9점, 실직한지 6개월
20)

이내이며 현재 구직중인 경우는 8점, 직업재활을 받고 있는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기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

경우는 7점, 6점 이하는 취업가능성을 알아보는 2개 질문을

전반적 기능평가(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G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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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평가하며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 사이이며 6문항으로

음악 감상 관련 프로그램으로 음악 감상 후 글쓰기, 이야기하

구성되어 있다. 7개 영역에서 얻어진 각 점수는 비중 면에서

기, 이미지 떠올리기, 그림 그리기, 시나리오로 그려보기, 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 100점, 표준편차 15점의 T 전환을

으로 표현하기, 토의하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

통해 표준점수화 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채점할 때는 채

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함으로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심리

점표에 원점수를 기록하고 그 다음 채점표의 뒷부분에 첨부

적 이슈를 탐색하고 확인하며 표현하는 작업으로 구성하였

되어 있는 전환표를 이용하여 표준점수로 전환하였다. Cron-

다. 셋째, 재창조 악기연주와 즉흥연주 관련 프로그램으로 악

bach’s alpha는 0.93이다.

기탐색, 내안의 리듬 찾기, 연주로 이야기하기, 현재의 나의
감정 표현하기, 주인공을 위한 음악 만들어 주기, 지휘자 놀

대인관계 평가

이, 응답과 모방, 타인과의 교류, 음악적 대화, 그룹연주를 통
한 자아와 타인, 환경에 대한 통찰력 향상, 그룹 구성원과의

대인관계기능 척도(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음악적 교류를 통한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에서의 적절한 대

Wallace25)의 독립생활기능 조사지(Independent Living

응 방법 통찰을 위해 구성하였다. 넷째, 음악과 연관된 예술

Skill Survey)를 기초하여 Kim과 Han26)이 번안하고 수정한

활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몸으로 표현하기, 그림 그리기, 시낭

독립생활기능 조사지의 대인관계기능 척도 23문항을 사용

송, 영화 주인공 되기, 각본 만들기, 역할극을 통하여 사고와

하였다. 본래 이 척도는 조현병 환자의 일상생활기능, 대인관

감정 표현을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표현함으로서 개인적으

계기능, 작업 성취를 관찰하여 5점 척도에 평정하는 척도이

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대인관계의 대처능력을

다. Cronbach’s alpha는 0.96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구성하였다.

기능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

내담자들에게는 매회기별로 과제물이 있어 다음 프로그

가 등록된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3명의 정신보건 사회복

램에 대한 준비와 실천을 하도록 하였고 음악치료프로그램

지사로 이루어진 평가자가 평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은 직접 연구자가 구성하였으며 1명의 음악치료사와 1명의
보조치료사가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와 본 활

대인관계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27)

동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22)

Moon 이 번안하고 Chun 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문항은 전체 25개 문항으로 된 5점 척도이며 하위영

사전-사후 검사

역으로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와

이해성 등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대인관계

주관적 평가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실시하였다.

가 좋다고 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평가하였으며 Cronbach’s

객관적 평가는 연구대상자들의 치료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alpha는 0.88이다.

모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3

방 법

후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The

인이 연구 시작 전후 각각 5일간의 평가기간 동안에 사전-사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이하 PANSS)와
집단음악치료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이하 GAF)를, 정신보건

연구에 동의한 조현병 환자들에게 2010년 8월 5일부터

사회복지사는 사회생활기술 척도와 대인관계기능 척도를

2010년 10월 25일까지 1회기에 90분씩 주 2회를 전체 12주

측정하였다. 주관적 평가를 위해 사회기능척도, 대인관계변

동안 진행하였고, 음악진단프로그램 2회기와 음악치료프로

화 척도를 연구대상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그램 16회기로 총 18회기를 시행하였다. 음악프로그램은 음
악적 교류를 통한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적 기능 향상을 목적
으로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통계처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2×2 반복측정

프로그램의 내용은 첫째, 언어와 음악의 결합으로 이루어

설계로 혼합 변량분석을 통하여 집단 간의 차이, 측정시기 간

진 노래 관련 프로그램으로 노래 부르기, 노래 토의, 노래 대

의 차이, 집단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

화하기, 노래 회상하기, 노래 즉흥연주, 가사토의, 노래 만들

였다. 또한 집단음악치료의 시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

기를 통해 자기표현과 성취감 향상으로 구성원 간의 긍정적

험집단의 사전과 사후의 검사결과를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하

관계형성과 긍정적 사고 전환을 위함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였다.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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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전-사후의 비교(t=8.39, p＜0.001)가 모두 유의하였다. 단 양
성증상과 음성 증상에서 집단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임상적 변인

(표 2).

실험집단에서는 2명이 프로그램을 중단하였고 통제집단에
서는 사전 평가에 참여했던 12명 중 2명이 사후 평가에 거부

집단음악치료가 GAF에 미치는 영향

하여, 최종 분석에는 실험집단 10명, 연구집단 10명이 포함되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는 집단의 주 효과[F(1,

었다. 연구 참여자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두 집단의 인구

18)=54.30, p＜0.001], 측정 시기의 주효과[F(1, 18)=238.65,

통계학적 특성 및 임상적 변인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p＜0.001], 집단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F(1, 18)=

실시하지 못했다(표 1).

258.91, p＜0.001]가 모두 유의하였다(표 2).

집단음악치료가 PANSS에 미치는 영향

집단음악치료가 사회생활기술 척도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 정신병리는 집단의 주 효과[F(1, 18)=6.10, p＜

사회생활기술은 측정 시기의 주 효과[F(1, 18)=19.03, p＜

0.05], 측정 시기의 주 효과[F(1, 18)=23.57, p＜0.001], 집단

0.001], 집단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F(1, 18)=40.53,

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F(1, 18)=45.88, p＜0.001]

p＜0.001], 실험 집단의 사전-사후의 비교(t=11.45, p＜0.001)가

가 모두 유의하였다. 양성 증상은 측정 시기의 주 효과[F(1,

모두 유의하였다. 단 집단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2).

18)=21.00, p＜0.001], 집단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
[F(1, 18)=17.19, p＜0.001],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의 비교

집단음악치료가 사회기능 척도에 미치는 영향

(t=9.49, p＜0.001)가 모두 유의하였다. 음성 증상은 측정 시

사회적 위축에서 측정 시기의 주 효과[F(1, 18)=9.64, p＜

기의 주 효과[F(1, 18)=45.23, p＜0.001], 집단과 측정시기 간

0.01], 집단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F(1, 18)=16.69,

의 상호작용 효과[F(1, 18)=59.07, p＜0.001], 실험 집단의 사

p＜0.01], 실험 집단 사전-사후의 비교(t=-5.28, p＜0.01)는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Age (SD)
Sex (%)

Male

Education (%)

Female
Elementry
Middle school

Marriage (%)

Control (n=10)

43.8 (9.79)
7 (63.6)

37.3 (8.55)
8 (72.7)

3 (27.3)
0 (0.0)
0 (0.0)

2 (18.2)
1 (9.1)
1 (9.1)

High school

7 (63.6)

6 (54.5)

University
Unmarried

3 (27.3)
10 (100)
0 (0.0)

2 (18.2)
6 (54.5)
1 (9.1)

0 (0.0)
1 (9.1)
9 (81.8)
3 (27.3)

3 (27.3)
0 (0.0)
10 (100.0)
4 (36.4)

Married
Job (%)

Divorced
Present

Religion (%)

None
Protestantism
None

6 (54.5)

6 (54.5)

Catholic

0 (0.0)
1 (9.1)
1 (9.1)

0 (0.0)
0 (0.0)
1 (9.1)

Onset of illness (%)

Others
≤19

First hospitalized age (%)

20-29
≥30
≤19

Frequency of hospitalization (%)

20-29
≥30
1-9

Subtypes of schizophrenia (%)

>10
Paranoid

6 (54.5)

7 (63.6)

3 (27.3)
1 (9.1)
5 (45.5)

2 (18.2)
1 (9.1)
5 (45.5)

4 (36.4)
8 (72.7)
2 (18.2)
6 (54.5)

4 (36.4)
7 (63.6)
3 (27.3)
7 (63.6)

Undifferentiated

1 (9.1)

1 (9.1)

Residual

3 (27.3)

2 (18.2)

GMT : Group music therapy group,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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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유의하였다. 여가활동과 독립수행은 집단과 측정시기

0.001], 측정 시기의 주 효과[F(1, 18)=50.44, p＜0.001],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F(1, 18)=23.31, p＜0.001], [F(1, 18)=

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F(1, 18)=78.65, p＜0.001]

10.12, p＜0.01], [F(1, 18)=10.12, p＜0.01]는 유의하였다. 단

가 모두 유의하였다(표 4).

대인의사소통, 친사회성, 독립능력, 직업에서는 모두 유의하
지 않았다(표 3).

집단음악치료가 대인관계변화 척도에 미치는 영향

집단음악치료가 대인관계기능 척도에 미치는 영향

23.63, p＜0.001], [F(1, 18)=4.12, p＜0.05], 집단과 측정시기

의사소통과 개방성은 측정 시기의 주 효과에서[F(1, 18)=
대인관계기능에서 집단의 주 효과[F(1, 18)=18.01, p＜

간의 상호작용 효과[F(1, 18)=21.21, p＜0.001], [F(1, 18)=

Table 2. Comparisons of PANSS, GAF, social skills before and after group music therapy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Before MT

After MT

Group

Time

Mean±SD

Mean±SD

F

F

GMT

21.80±7.35

19.80±7.11

0.003

21.00***

17.19***

Control

20.70±5.21

20.60±4.72

GMT

23.50±4.88

17.50±4.17

2.64

45.23***

59.07***

Control

22.90±2.69

23.30±2.50

GMT

49.90±6.90

40.20±6.58

6.10*

23.57***

45.88***

Control

50.20±4.29

51.80±3.64

GMT

42.90±3.84

57.60±3.74

54.30***

238.65***

258.91***

Control

41.10±1.91

40.80±1.93

GMT

47.50±8.18

38.40±7.01

19.03***

40.53***

Control

46.60±5.72

48.30±3.44

Group

Group×time

PANSS
Positive
Negative
General
GAF
Social skills

2.77

* : p<0.05, *** : p<0.001. PANSS :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GAF :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MT : Music therapy, SD : Standard deviation, GMT : Group music therapy group

Table 3. Comparisons of SFS-K before and after group music therapy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Group
Withdrawal

Before MT

After MT

Group

Time

Mean±SD

Mean±SD

F

F

2.31

9.64**

0.51

1.40

2.38

0.75

2.01

4.16

1.88

3.09

23.31***

1.53

0.33

10.12**

0.002

2.19

1.18

0.22

0.79

2.71

GMT

9.40±2.50

11.60±1.96

Control

9.30±1.83

9.00±2.05

Interpersonal behavior

GMT

4.10±1.37

7.90±7.87

5.40±1.17

4.90±1.52

Prosocial activity

GMT

12.90±5.76

19.00±7.64

Control

13.00±13.17

11.90±11.13

GMT

14.60±5.42

20.40±6.20

Control

15.00±8.27

12.40±5.83

GMT

24.30±6.77

26.80±7.00

Control

23.20±8.23

19.60±8.99

GMT

30.90±5.99

33.50±6.99

Control

31.90±6.28

32.30±2.75

GMT

11.60±1.90

12.60±2.22

Control

11.90±1.73

11.60±1.71

Control

Recreation
Independence performance
Independence competence
Occupation

Group×time
16.69**

** : p<0.01, *** : p<0.001. SFS-K : Korean-Social Functioning Scale, MT : Music therapy, SD : Standard deviation, GMT : Group music
therapy group

Table 4. Comparis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before and after group music therapy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Before MT

After MT

Group

Time

Mean±SD

Mean±SD

F

F

GMT

59.00±10.56

81.60±9.07

18.01***

50.44***

Control

56.10±6.74

53.60±8.10

Group
Interpersonal relationship

Group×time
78.65***

*** : p<0.001. MT : Music therapy, SD : Standard deviation, GMT : Group music therap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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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p＜0.01], 실험 집단 사전-사후의 비교(t=-7.15, p＜

이다. 또한 조절, 우울, 긴장 등의 증상이 포함되어 있는 일

0.001), (t=-3.35, p＜0.01)가 모두 유의하였다. 신뢰감, 친근감

반 정신병리 영역에서 통제집단에 비하여 모두 유의한 효과

이해성은 집단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F(1, 18)=

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음악치료가 불안성과 충동성

9.42, p＜0.01], [F(1, 18)=11.29, p＜0.01], [F(1, 18)=7.73, p＜

을 감소시킨다는 연구30)와 일치하고, 음악치료는 조현병 환

0.05]가 모두 유의하였다. 단 만족감과 민감성에서는 모두 유

자의 전반적 상태, 정신상태 및 사회기능을 호전시키는 데

의하지 않았다(표 5).

전형적인 치료에 더하는 부가적인 치료로서 그 유용성이 있
다는 연구32)와도 일치하므로 집단음악치료가 양성 및 음성

고

찰

증상과 일반 정신병리에서 일반적인 치료에 더하여 부가적
인 재활치료로서 적용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집단음악치료가 통원치료 중인 조현병 환자의

집단음악치료 군에서는 GAF가 통제집단에 비하여 모두

사회적 기능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조현병

유의하게 호전을 보였고, 사회생활기술 척도는 측정시기의

환자의 재활치료로서의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 효과와 집단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였으나

연구 결과 집단음악치료 군에서는 PANSS의 망상, 환청

집단 간의 주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

등의 양성 증상과 무의욕, 무쾌감, 둔마된 표정 등의 음성 증

구의 집단음악치료가 양성 및 음성 증상뿐만 아니라 일반 정

상에서 측정시기의 주 효과와 집단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

신병리 영역까지 호전시켰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런 호전

용은 유의하였으나 집단 간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죄

은 일반적인 집단치료의 치료 인자에 더하여 음악치료가 자

책감과 우울 등의 일반 정신병리에서는 모두 유의한 호전을

기표현을 촉진시켜 재사회화를 돕는 기능을 하였기 때문으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자가 급성기 정신병적 상태에서 호전

로 여겨진다. 그러나 GAF와 사회생활기술의 효과와는 달리

되어 안정기에 이른 환자로 통원치료 중이었고, 현재 항정신

환자 자신이 평가한 사회기능척도에서는 사회적 철회, 여가

병 약물을 투여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현병의 핵심적 증상인

활동, 독립수행 영역에서만 일부 유의하게 호전되었다. 이는

양성 및 음성 증상에서는 일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집단음악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 기능이 신경인지기능 및 사회인지기

치료를 수행한 경우 치료 전에 비하여 양성 및 음성 증상이

능과 연관이 많고32,33) 정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결

유의하게 호전되었으며, 특히 음성 증상의 호전이 더욱 저명

함이 사회적 기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32) 따라서 사회적 기

하였다. 이는 집단음악치료가 환청 및 음성 증상에 효과가 있

능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재활치료에 사회기술훈련 등 정

다는 이전의 연구28,29)와 일치하며, 음악치료가 비언어적 표

신사회적 치료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기술훈련, 인지

현으로 자기표현이 어려운 조현병 환자에게 정서표현을 촉

행동치료, 사회인지 훈련 등이 사회 기능에 호전을 보인다는

30,31)

진시키고, 음성 증상이 감소한 연구

와도 일치하는 부분

연구33)는 향후 집단음악치료에 정신사회적 치료를 접목할 필

Table 5. Comparisons of Relationship Change Scale before and after group music therapy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Group
Satisfaction
Communication
Confidence
Affection
Sensitiveness

Before MT

After MT

Group

Time

Mean±SD

Mean±SD

F

F

3.75

0.50

GMT

12.50±3.27

13.80±2.70

Control

10.60±4.14

10.00±3.62

GMT

10.60±1.89

14.30±2.59

Control

11.40±11.40

11.50±2.59

GMT

9.20±2.15

10.90±1.44

Control

8.40±3.30

7.60±2.91

GMT

9.00±2.62

10.00±2.71

Control

8.40±2.54

7.80±2.74

GMT

6.30±1.42

7.60±0.97

Control

6.30±1.89

6.40±1.51

13.20±3.99

16.20±3.05

Openness

GMT
Control

12.80±5.12

12.00±4.55

Understanding

GMT

11.60±3.44

14.20±1.99

Control

12.00±3.84

11.50±3.37

0.89

23.63***

3.67
21.21***

3.68

0.71

9.42**

1.45

3.46

11.29**

1.21

4.56

2.54

1.58

4.12*

13.59**

0.80

3.67

7.73*

* : p<0.05, ** : p<0.01, *** : p<0.001. MT : Music therapy, SD : Standard deviation, GMT : Group music therap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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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만의 효과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대인관계 측면에서 객관적 평가의 대인관계기능에서 집단

본 연구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통원치료 중인 환자가 정신보

음악치료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모두 유의하게 증진시켰고,

건센터에는 등록이 되어 있으나 재활치료에 전혀 참여하지

주관적 평가에서 대인관계변화에서는 의사소통과 개방성이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집단음악치료만의 효과를 검증

집단음악치료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

의해 47명의 조현병 환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작

구들은 연구자가 임의로 평가하거나 환자의 주관적 평가에

위 배정한 후 집단음악치료를 실시한 결과 집단음악치료가

의해서만 연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대인관계의 접촉을 증진시키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역사

문의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혹은 정신보건간호사를 통한

회의 사회적 환경에서 적응하는 능력을 증진시킨다고 한

객관적 평가와 환자에 의한 주관적 평가를 병행한 심층적 연

16)

Ulrich 등 의 연구와 음악치료가 조현병 환자에게 표현과
34)

구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의사소통을 증진시킨다는 4개의 무작위 비교연구 와도 모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 참여자 수가 적어 그

두 일치한다. 집단음악치료에서 대인관계가 증진되었는데

로 인해 통제집단과 집단음악치료집단 간의 사회인구학적

이는 일반적인 집단치료의 장점과 음악치료의 장점의 결과

특성과 임상변인에 대한 검증을 하지 못한 점이다. 두 집단

로 여겨진다. 집단치료는 희망을 심고, 정보를 전달하며, 초

이 연구 시작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집단이라

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과 모방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기술을

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험집단에서의 유의한 호

증진시키고, 집단 응집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학습

전이 집단음악치료의 효과라고 단정하기에는 논리적으로 한

을 통해 대인관계가 개선되게 된다.35) 음악치료는 집단 안에

계가 있다. 둘째,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환자만을 대상으로

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는 활동을 통해 참여도를

했고 사례 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전체

증진시키고, 서로 집중하기, 지시 따르기, 이야기 나누기, 협

환자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통제집단

동하기, 감정 나누기 등을 통해 집단치료의 장점을 더욱 높

의 경우 평가 외에 아무런 프로그램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여 대인관계 적응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특

이다. 향후 통제집단에도 실험집단과 동일한 시간 동안 독서

히 음악 만들기 작업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어진 음악 역할에

나 영화감상 등 다른 재활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보다 정교

순응하고, 연주과정에서 본인의 연주를 지시대로 조절하는

한 연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훈련을 하게 되며, 악보에 표시되거나 지시될 때만 본인에게

조현병 환자들의 사회적 기능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밝

주어진 악기를 연주하고, 다른 이들의 연주시에는 기다리는

혀진 사회인지손상과 신경인지기능36)을 평가하지 않았다. 다

등 타인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을 절제하고,

섯째, 본 연구에서의 사후 평가는 프로그램 종료 후 1주 이내

규율과 규칙을 이행할 수 있는 인내력을 포함하여 긍정적인

에 시행되었는데, 수개월 또는 1년 후의 결과에 대한 것은

행동들을 강화 받는 기회를 갖는다. 음악치료의 비언어적인

연구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런 점에 대한 보

환경 안에서 음악을 통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형성과 같이

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집단음악치료의 효과가 몇

음악을 만들면서 경험하는 음악적, 개인적 상호작용, 음악자

회기부터 나타나는지와 효과적인 회기의 빈도와 횟수 등에

체와의 관계형성들을 통해 대인관계가 증진된다고 생각되

대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어진다.

결

본 연구의 특징은 급성기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론

한 후 안정기에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인 조현병 환자 중 지
역사회 내에서 다른 재활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

본 연구는 통원 치료 중인 조현병 환자에게 집단음악치료

로 한 연구라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입원한 만성

를 시행한 후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환자들에게는 병원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에 있는 집단음악치료 외에도 미술치료, 사회기술훈련 등 입

었다.

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반 재활치료가 제공되고 있었기

집단음악치료 후 PANSS 일반 정신병리 영역, GAF, 대인

때문에 집단음악치료만의 효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관계기능은 집단의 주 효과, 측정 시기의 주 효과, 집단과 측

있다. 또한 통원치료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정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하였고 PANSS 양성

복지관이나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약물치료와 더불어 재

및 음성 증상, 사회생활기술, 사회기능의 위축과 대인관계

활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단

변화의 의사소통, 개방성에서는 측정 시기의 주 효과, 집단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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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비
교는 유의하였으나 집단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기능의 여가활동, 독립수행과 대인관계 변화의 신뢰감,
친근감, 이해성에서는 집단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에서
만 유의하였고 사회기능의 의사소통, 친사회성, 독립능력,
직업과 대인관계 변화에서 만족감, 민감성에서는 모두 유의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통원치료 중인 조현병 환자에게
집단음악치료를 시행한 경우 통제집단에 비하여 양성 및 음
성 증상은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사회적 기능을 유의하게 증
가시켰으며 GAF 및 대인관계기능을 유의하게 호전시켰다.
따라서 집단음악치료가 통원치료 중인 조현병 환자의 사회
적 기능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활치료로 유용하
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심 단어 : 집단음악치료·사회적 기능·대인관계·
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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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Contents of Group Music Therapy (GMT) Sessions
회 기

주 제

진단 1

음악

본 활동
집단치료의 규범

회 기

주 제

진단 2

노래
악기연주

만들기 나의 소개 - 음악 만들어 나의 소개
음악
감상
노래

본 활동
나의 애창곡 소개 - 애창곡 속에
담겨있는 나의 이야기

즉흥연주 나의 마음속의 버리고 싶은

첫 만남 - 시작하는 마음·변화하고
싶은 마음

생각·가지고 싶은 생각

새로운 악기 탐색

악기 탐색 - 다양한 악기 중 나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닮은 악기 선택 후 연주
악기연주 : ‘미래 소년 코난’ 노래와

감상·노래·나눔·악기연주
부탁 말씀

리듬에 맞는 연주
‘넌 할 수 있어’ 노래와 함께
악기연주 → 즉흥연주 발전

초기 1

음악과 긴장이완 - 음악 ‘봉숭아’ 감상,
교제

마음의 소리 몸으로 표현
시작하는 마음·교제하는 마음
- 지금의 나 이야기하기
음악과 만남 - 신체악기·목소리
다양한 표현 : 소리 조절하기
노래 - 우리가 선택한 노래 베스트 3
(사랑의 노래 메들리)
나의 개성 나타내는 별칭·불리고
싶은 애칭 짓기-나누기
즉흥악기 연주 - ‘꿈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음악과 함께 연주

초기 2

친구
만들기

다음 프로그램을 위한 과제물
긴장이완 - 음악 감상 몸으로 표현,
내가 지휘자

모방과 소고연주와 함께 - 노래와 함께
응답

(신청곡)
신체가 악기 - 내안의 리듬 찾기
- 자신의 감정표현 타인과 함께
공유
악기탐색
- 신체 악기와 비교, 악기선택 연주
서로 돌아가면서 모방·경청·
기다림
- 듀엣으로 드럼연주 : 동시하기
- 4명으로 드럼연주 : 동시하기
→ 상대방 음악에 응답하면서
음악적 만남 시도
‘넌 할 수 있어’ 즉흥연주
- 함께 연주하고 변화하기
→ 비구조적 : 규범에서 벗어나
자유로움, 새로움, 즐거움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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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주 제

초기 3

슬픔과 긴장이완 - Andre Gagnon
행복

본 활동

회 기

주 제

초기 4

나의

(첫날처럼)음악 - 몸으로 표현

표정

내가 힘들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본 활동
긴장이완 - 음악 ‘크레용’ 몸으로
그림 그리기
다양한 표정의 스티커를 보고 표정
만들어 보고 도형으로 악보 만들어

- ‘꿍따리 사바라’ 음악과 함께

보기 (도형 작곡) 악기로 표현

가사 토의, 노래
어린 시절의 표현과 지금의 표현의

(화남, 슬픔, 시무룩함, 놀람,

차이

귀여움, 기쁨, 행복)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 나에게

어린 시절 노래 메들리 - 카바사와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마라카스와 함께

- ‘행복의 순간의 나’ 다양한 악기

- ‘반달’, ‘고기잡이’, ‘나뭇잎 배’,

즉흥연주 표현

‘퐁당퐁당’

- 앙상블을 통한 행복한 순간

- ‘오빠생각’, ‘퐁당퐁당’, ‘노을’,

지금 감정 음악으로 표현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마무리 노래 - ‘네 박자’ 악기연주와

- ‘등대지기’, ‘도레미 송’, ‘목장길

함께

따라’
우리들의 어린 시절 재미있게 놀던
놀이 동작으로 표현
악기로 대화하기 - 다양한 표정
악기연주와 함께 동작으로
본인이 선택한 악기로 들려주는

중기 5

사랑 1

비와 사랑 - ‘봄비’, ‘유리창엔 비’,

(표현)

‘빗속을 둘이서’, ‘비와 당신의

중기 6

사랑 2

음악에 맞추어 연주
긴장이완 - 음악 감상 ‘옛사랑’

(고백)

이전 시간 자기가 얘기했던 사랑,

이야기’, ‘비오는 날의 수채화’,

추억으로 가기

‘비오는 거리’

- ‘고백’ 음악 노래 - 같은 나의

- 기타와 피아노 반주
비, 음악, 예술, 그리운 사람, 소중한

마음 찾기
- ‘둘이 하나’(실천 음악) 감상, 노래

사람, 사랑, 나의 사랑 표현을 어떤

- Part 나누어 부르기

방식으로 하나요?

- 자기가 좋아하는 가사

음악 감상 - ‘그 사람’, ‘둘이 하나’

시낭송하고 노래

나의 사랑 추억이야기 나누어 보기

즉흥연주(악기 정해주기)

친구가 되고 싶어요. 지금의 마음을

옛사랑 반주에 맞추어 연주 -

악기로 표현
‘그 사람’ 노래

지금의 마음이야기
나는 행복한 사람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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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주 제

본 활동

중기 7

사랑 3

긴장이완 - 음악 ‘사랑의 기도’

(칭찬)

몸으로 표현 - 모방과 연출
사랑스런 마음 - 즉흥연주
(끼어들기, 빠지기)
친구의 장점, 나의 장점이야기
- 마음에 드는 장점 찾기
‘친구여’ 노래에 맞추어 친구장점
노래해주기
친구에게 칭찬받는 마음을 나누어
보며 나의 장점 찾기
노래 - ‘그래서 좋다’ 음악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을 느낌 표현
친구의 소중함 나눔

회 기

주 제

중기 8

나눔과 긴장이완 - ‘어느 아침’ 음악과 함께
믿음

본 활동
명상
악기연주와 함께 노래 : 사랑의
노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 ‘해피데이’, ‘꿈’, ‘넌 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
장애우 체험 - 외부에서 눈과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서로 도와가며
장애물 체험 제자리로 오는 체험
(도와줄 수 있는 악기 - 북 장단
소리)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마음
으로 인도자와 지시에 따라하는
사람 역할 바꾸기

중기 9

일

긴장이완 체조 - ‘오래된 일기장’
음악 감상, 이완, 나누기
노래 - ‘인생은 미완성’(피아노와
기타반주)
가사토의
- 내가 가장 되어보고 싶었던 꿈
(언제)
- 내가 가지고 싶은 일

감상
노래와 핸드벨 연주
- ‘도레미 송’, ‘등대지기’, ‘섬집
아기’, ‘엄마야 누나야’, ‘아름다운
것들’
- ‘성자의 행진’ - CD연주와 함께
합주

- 나의 꿈과 일을 위해 나의 도전

내가 지휘자 되어 연주

- 나의 생활 패턴은?

내가 지휘할 때의 마음

- 나의 도전 방식은?

‘아름다운 것들’ 악기연주와 함께

- 일의 도전에 가장 어려운 점은?
성악 즉흥연주
- 나의 소중함 표현(화음연주와
함께)
-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
- 미완성인 나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싶은가?
-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은?(론도 형식 후렴구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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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아’ 노래하며 나눔
중기 10 성취감 긴장이완 - ‘내 어린 날의 학교’

노래 발표

집단음악치료가 조현병의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HJ Lee, et al.

회 기
중기 11

주 제
도전
(시인이
되어)

본 활동
긴장이완 - 가을의 분위기 ‘추억’

회 기

주 제

본 활동

중기 12 개방성 긴장이완 - ‘다행이다’ 감상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 →

노래 몸으로 표현
가을노래 부르기 - ‘옛 시인의 노래’

원하는 연기

직접 시인이 되어 작사 해보기 -

- 배역 정해서 각본 만들기+배경

‘내일을 기다려’, ‘가을이 오면’ 변화

음악 선택

내가 지은 가사 나의 목소리로 시낭송

직접 연출

나의 곡을 노래에 맞추어 부르기

사이코드라마 - 현재 나의 어려움

(마라카스와 함께)

- 집단의 목표, 문제점 논의, 갈등

시인이 된 마음 나누어보기

사례 재구성
- 지금 그리고 여기 상황
- 주인공, 보조자아, 이중자아,

중기 13 의사소통 긴장이완체조 - ‘당신의 마음’
‘눈으로 말해요’ 노래
사물과 이야기하기, 편지 써 보기
말 전하기

말기 14

낯선

청중 연기
긴장이완 - ‘소풍에서’ 감상과 토의

세상

영화와 음악 ‘마리이야기’

속으로
친구

2명씩 짝을 지어 음악으로 대화

- ‘세상 속으로’ 음악에 맞추어
연주(템포 변화, 쉼)
- 드럼류 악기만(북2, 패들드럼,

- 하고 싶은 이야기하기

봉고, 드럼류)

침묵, 악기연주, 대화 - 이야기 나눔

- ‘친구’ 노래

장점, 단점 이야기

- 내가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
- 스카프 퍼포먼스 ‘출발’ 음악과

말기 15

소망

함께
긴장이완 - ‘소원’ 음악 몸으로 표현 말기 16 행복을 긴장이완 - 음악 ‘너 나 좋아해

희망

즉흥연주 - 다양한 연주

찾아서/

나 너 좋아해’ 표현

- 따라 하기, 동시에 하기

새로운 나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 편지

- 보조 맞추기, 끼어들기

세상을

- 동시에 하기, 반영하기

찾아서 노래 - ‘나는 문제없어’, ‘난 행복한

시가 있는 노래+그림 표현+

- 격려의 힘, 사랑의 화살
사람’, ‘친구’

언어화하기

나의 변화와 타인의 변화

- ‘희망’, ‘희망가’, ‘새로운 세상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는가?

속으로’
성우가 되어 배경음악과 함께
시낭송 노래 연출

당부의 말씀 - 주간 프로그램에
참여 부탁
마지막 노래
- ‘넌 할 수 있어’, ‘친구’
-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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