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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중심의 Gestalt 예술치료가
재활집단 내담자의 우울 감소에 미치는 영향*

나

해

†

숙

대구 계명문화대학

본 연구는 B 사회복지재단의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울증 내담자들에게 음악중심의 Gestalt 예술치료
프로그램 ‘즐거운 세상’을 실시하여 우울 감소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 ‘즐거운 세상’ 은 음악 중
심의 시, 미술, 동작 등의 통합된 예술치료기법으로 Gestalt 심리치료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
였다. 피험자는 정신과 퇴원 후 B 사회복지재단의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내담자 26명을 대상으로 통제집
단과 실험집단 각각 13명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종속변인 측정도구로는 Beck의 우울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검사와 13회기의 실험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우울 감소를 보였다.
주제어 : 우울 내담자, 음악중심 게슈탈트 예술치료, ‘즐거운 세상’ 예술치료 프로그램

* 2003년 6월 영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일부임.
†교신저자 : 한국예술치료연구소장, 대한음악치료학회 대구․경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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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김창겸(1987), 이현림․박연수(1995), 이

Ⅰ. 서 론

순일(1997), 김정규․정연옥․오강섭(1994), 정
최근 보도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4명 중 1명
꼴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

인과․이현수(1996), 나해숙(2001), 나해숙․임
용자(2003)의 연구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연구원, 2007), 정신과 입원환자의 자살 건 가

‘자각’(awareness)이 곧 치료인 Gestalt 심리치

운데 우울증 환자의 비율이 1/3 이상을 차지

료는 깨달음을 중시하는 동양의 도가사상(道

하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현대인들의 정신건

家思想), 선사상(禪思想)과도 일맥상통하여 한

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에 따른 대책

국인의 정서에 부합하고(유계식, 2000). 그 치

이 요구 된다.

료방법에 있어서도 음악, 문학, 동작, 미술, 놀

특히 한국인의 우울증은 미국이나 일본 등

이, 요가, 역할극, 드라마 등과 접목하여, 보다

선진국의 10%선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

창조적인 방법으로 안정과 통찰, 자각을 촉진

져 있으며, 이들은 무력감, 의사소통 및 집중

시킬 수 있다.

력 결여, 죄의식 속에서 심하면 자살위기의

이 가운데 음악을 매체로 한 치료기법은 오

위험성이 따른다.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사회

랜 역사 속에서도 전해져오고 있으며, 음악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전문적인 프로그

요소인 박자, 셈여림, 소리, 진동 등으로 뇌의

램개발이 절실할 때이다.

시상하부를 자극하여 정서안정과, 기억력, 집

우울감소를 위한 치료기법 가운데 Perls(1951)

중력을 강화시키는 비언어적인 방법이다. 또

에 의해 시작된 Gestalt 치료는 환자들의 우울

한 킆라이언트에게 적합한 소리는 의사소통

과 고립감 극복을 위한 집단훈련에서 시작되

촉진과 내면의 카타르시스, 미해결 Gestalt를

어 정신질환자, 신경증적 환자들의 전통적인

스스로 해소하는 힘을 가지게 하고 음악속의

심리치료기법으로 전해져 근래에는 직장인,

체계적이고, 수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힘은

청소년, 일반인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까지 개

신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심박동수

발되고 있다. Gestalt 치료의 핵심은 현재와 나

및 호흡변화 등 생리적 작용에도 영향을 미친

를 자각하게 하는 현상학적 -실존적 방법으로

다(Bruscia, 1987; Ellis & Brighous, 1952; Langer,

자각 촉진을 목표로 한다. ‘자각’(awareness)은

1951; Robb, 1996; Thaut, 1989). Nordoff와

곧 치료적 효과를 지니고 있어 현재에 대한

Robbins(1971)는 음악치료를 환자와 치료자의

명료한 접촉으로 ‘지금 - 여기(here and now)’의

관계 안에서 심리적․정신적․생리적인 건강

전체성과 완전성을 보고, 스스로 깨닫고, 느끼

을 회복, 유지, 증진시키고, 행동적․발달적․

도록 돕는데 그 의미를 둔다(Naranjo, 1970).

신체적․사회적 기술 습득, 재활, 유지를 위해

Harman(1989), Polster(1974), Zinker(1977) 등은

치료적 도구로서 음악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Gestalt 치료기법으로써 우울증 감소의 효과를

Steninitz는 음악이 다른 어떤 예술보다도

보고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이장호(1975), 이수

Gestalt적이며 음악의 구조와 Gestalt의 음악적

용(1984), 윤관현(1984), 고향자(1986),

사례를 들었다(Noy, 1967). 그러므로 음악은 내

김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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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각성하는 사람의 경

재활집단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음악과 미술,

험 안에서 즉각적으로 Gestalt를 형성 한다.

동작, 시 등 예술의 창조적 활동이 통합된 음

Tancre(1987)는 유도된 심상(guided Imagery)과

악 중심의 Gestalt 예술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

음악이완기법이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검

여, 내담자들의 우울 감소를 검증하려는데 목

증하였고, Hamer(1985)는 노래만들기 기법의 음

적을 두었다.

악치료로써 청소년들의 우울증 감소를, Williams
와 Dorrow(1983)는 만성우울증 환자들에게 음

Ⅱ. 방 법

악 감상을 시도한 결과 우울이 감소되었음을
밢표하였다.
국내에서는 유석진(1952), 정영조(1990)가 우

1. 연구 대상

울증 환자에게 음악치료와 약물치료를 병용함
으로써 우울감소 효과가 높았다는 결과를 내

대구광역시 소재 B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

놓았다. 김군자(2002)는 음악을 활용한 Gestalt

귀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적인 우울집단 30

치료로 알콜 중독자들의 우울감소를, 음악과

명을 대상으로 재활실험집단과 재활통제집단

접목된 춤/동작치료가 내담자의 기분 환기와

에 각각 15명씩 배치하였다. 음악중심의 Gestalt

대인관계를 향상하며(나해숙․임용자, 2002), 나

집단예술치료 실시 기간 중 재입원한 1명과

해숙(나숙),(1999)은 가사와 선율이 조화된 노

중도 탈락자로 인하여 최종 분석 대상은 재활

래치료기법으로 아동이나 일반인에게도 폐활

실험집단 13명, 재활통제집단 13명 총 26명으

량의 증대, 사회성 향상, 청각․지각의 발달,

로 남여 혼성집단으로 구성하였다.

표현력이 향상되었다 하였으며 유계식(2000)은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은 표정이 어둡고, 슬

신체자각 중심의 Gestalt기법으로 상담교육생

픔과 불안감, 수면조절의 어려움, 의사소통이

들의 체험수준, 접촉경계 장애 등에서 긍정적

원활하지 못한 발병 3년 이상의 퇴원 내담자

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들이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Gestalt 치료 연구 가운데
많은 영역에서 Gestalt 치료의 효과를 보고하

2. 도구

고 있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이
다수였으며, 또한 전통적인 언어적 의사소통

1) 우울 척도(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을 통해서 내담자의 자각을 촉진시키는데 초

음악중심의 Gestalt 집단예술치료에 참여한

점을 둔 바 있으나, 본 연구의 음악중심의 예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우울 감소의 효

술표현적인 Gestalt 치료에 관한 연구는 거의

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Beck의 우울 척

전무하다.

도를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는 Beck(1967)이 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퇴원 후, 사

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능수준이 낮은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 보고형 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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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N(%)

집단

재활실험집단

재활통제집단

전체

20대

6( 60.00)

4(40.00)

10(100.00)

30대

6( 46.15)

7(53.85)

13(100.00)

40대

1( 33.33)

2(66.67)

3(100.00)

50대

0( 0.00)

0( 0.00)

0( 0.00)

남

10( 52.63)

9(47.37)

19(100.00)

여

3( 42.86)

4(57.14)

7(100.00)

중졸이하

2(100.00)

0( 0.00)

2(100.00)

나이

성별

학력

고졸

6( 50.00)

6(50.00)

12(100.00)

대재/졸이상

5( 41.67)

7(58.33)

12(100.00)

미혼

12( 48.00)

13(52.00)

25(100.00)

기혼

1(100.00)

0( 0.00)

1(100.00)

혼인여부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하여 한국판 우

도(0-3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

울 척도로 표준화한 검사이다. 21문항, 4점 척

를 합산하여 우울 점수로 사용하였다. 총점은

<표 2> ‘즐거운 세상’ 예술치료프로그램
단계 회기 프로그램명

사전검사

1회 음악치료란?

목

적

사전검사
참여도 향상

친밀감형성

초

내

용

① B D I
② 음악 감상

① 자기소개와 애칭 갖기
② 강의
① 명상음악감상

2회

나는
누구일까?

소속감

과

② 국악(대금, 해금 연주)듣고 명상 후
느낌 그리기, 제목 붙이기,
그림 바꾸어 느낌 나누기,
③ 마침노래 만들기 - 키보드연주

정

검사지

③ 연구자 외 8명 참여 검사를 도움

- 호흡 및 자세교정
기

준비 물

비디오촬영동의
자연의 소리 녹음자료
도화지, 크레파스
명상음악,
마침노래
가사생각하기,
키보드

① 명상
- 이완, 악기별 그룹연주 후 느낌
3회 기억 더듬기

의사소통능력
강화

나누기

명상음악(해금)
북, 장고,

② 단전에 손을 대고 소리내기, 바다

징, 꽹과리 등

들, 산, 연상하기 후 느낌 나누기

국악기, 소고

③ 마침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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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 속
단계 회기 프로그램명

목

적

내

용

① 명상,
- 꽃을 누구에게 줄까?
4회

꽃과 나

감정 느끼기

복식 호흡 후 자세교정
② 편지 쓰기, 가사토의, 노래만들기
③ 마침노래

준비 물
꽃, 편지지, 카드,
우표, 반주기, 차임,
키보드, 드럼, 봉고,
조각실로폰

① 음악에 맞추어 노젓기, 손목 발목

5회

우울
벗어나기

신체자각

돌리면서 대중가요 합창하기

마라카스, 카바사,

(이 풍진 세상을…)

귀로, 트라이앵글,

② 줄서서 돌며 반주기 코드 맞추어
노래 부르기
③ 소고에 맞추어 만든 노래 부르기,
자기노래 나누어주기

소고, 리듬막대
egg shake,
익숙한 선율
앰프 반주기

④ 마침노래

중

① 명상
기

- 이완하기, 태어날 때
모습 나타내기

과
정

② 호두를 비비며 반주에 맞추어
6회

자연

갈등

속으로

해소하기

동작 및 노래하며 돌기
③ 자연의 소리 맞추어 학 되어 보기,
타조 되어보기 등, 콩, 모래 등을

호두, 깡통마라카스,
요구르트 빈통, 콩,
팥, 쌀, 모래

플라스틱통에 담아 흔들고 소리를
동작으로 나타내기
④ 마침노래
① 기존 노래에 가사 넣어 불러보기,
노래에 맞추어 악기 흔들기
② 전지에 자기의 손발 그린 후 느리게
7회

박수치기

집중력 향상

→빠르게→ 매우 빠르게 메트로놈에
맞추어 손뼉치기 캐스터네츠 반복
③ 트라이앵글 연주 강→약, 약→강,
팀 나누어 연주
④ 마침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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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 속
단계 회기 프로그램명

목

적

내

용

준비 물

① 명상
② 얼굴표현 및 서로보고 웃기, 리듬
중

8회

내 얼굴
어때요?

자존감 향상,

맞추어 눈, 안면운동
③ 감정, 느낌을 표현으로 나타내기

녹음자료, 북
마라카스, 카바사

④ 아기, 천사, 임금 되어보기
기

⑤ 마침노래

과

① 플룻 감상 후 시 감상 좋은 부분에 밑줄 긋기, 희망자 낭독

정

9회

나도 시인

감정알기

② 내 마음을 - 글로 나타내기,
북으로 나타내기.
③ 시를 누구에게 읽어 줄까? 녹

원고지, 필기도구,
녹음기, 시 (부록)
플룻, 북

④ 마침노래
① 명상(가사 없는 음악)- 이완, 호흡
② 사계절 경치 여행을 읊고 사진을
10회

사계절
여행하기

보여 준다.
표현력 향상

③ 함께 가고 싶은 사람과 전지를 깔고
앉아 여행의 느낌을 그린다.
④ 형용사로 느낌 말하기

클래식 음악
키보드,
사계절경치사진,
키보드

⑤ 마침노래
후
11회
기

그리운
노래

즐거움 만들기

추첨 후 당첨자 장기자랑
② 마침노래

가장 즐거웠던 ① 키보드에 맞추어 동작, 노래 등

과
정

① 악기, 반주기에 맞추어 노래 부르고

12회

마음의

일, 가장

일기

싫었던 일

그룹별, 개인별 실습 후 작은 발표회
② 하고 싶은 말, 동작 자유롭게 하기

이야기 나누기 ③ 마침노래

헨드벨, 차임,
마라카스, 북,
반주기,
트라이앵글 등
키보드, 반주기,
메트로놈
총 실습자료
키보드

① 악기 연주, 노래부르기, 박수치기,
13회

나! 이제

총 연습과 나

즐거워요

돌아보기

춤, 노래, 시, 편지 등의 프로그램
내용들을 종합하여 느낌 나누고
반복 할 것을 약속함.

총 실습자료 모음
키 보드

② 마침노래.
사후검사

①B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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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점으로 0-9점은 정상, 10-15점은 가벼운 우

2) 본 실험

울증, 16-23점은 중정도의 우울증, 24-63점은

Gestalt 집단예술치료 프로그램은 B 사회복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법인의 사회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활

우울 성향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Cronbach의 신

집단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

뢰도 계수(α)는 .84이었다.

시하였다.
집단의 실험은 4월 24일부터 5월 30일 사이

2) 음악 중심의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

주 2～3회씩 총 1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구성은 크게 친밀감과 소속감

한 회기를 90분으로 하여 실시하고 환자들의

형성기인 초기 과정, 자아인식과 신뢰감 형성

동의를 얻어 비디오 촬영과 축어록을 분석하

기인 중기 과정, 자기변화 대처능력형성기인

였다.

후기과정의 3단계로 구분하고 사전, 사후검사
를 제외한 13회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통제집단은 사회복지재단의
기존 프로그램인 꽃꽂이, 운동, 견학 등에만

각 회기의 프로그램은 명상, 즉흥연주, 노래

참여하고 실험집단은 사회복지재단의 기존 프

부르기, 시, 춤/동작 등으로 전개하였으며 명

로그램과 본 연구의 프로그램 ‘즐거운 세상’을

상은 동질성의 원리로 협화음이 많은 진정성

병행하였다.

음악을 사용하여 심리적 긴장의 이완과 안정
에 초점을 두었고 즉흥연주는 연주능력이 없

3) 사후 검사

어도 참여할 수 있는 타악기 연주와 소리로써

13회기의 Gestalt 집단예술치료를 실시한 직

억압된 감정을 분출할 수 있게 하였다. 노래

후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모두에게 사후검사

만들기에서 가사와 선율의 통합으로 언어발달

로 우울 척도(BDI) 검사를 실시하였다.

과 의사소통을 도왔으며, 시는 낭독․감상을
통하여 내적 심리 발산과 어눌한 발음을 반복

4. 자료 분석

하게 도왔다. 동작표현으로 억압된 신체 활동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8.03 프로

의 내적 갈등을 분출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
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우울 척도(BDI)의

3. 연구 절차

사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집단간
1) 사전검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제

2001년 4월 23일 사회복지법인 B 산하의 사

집단과의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 내담자를 대

위해 우울 척도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

상으로 본 연구자와 사회복지사 3명, 작업치

로 하고 이들 척도의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

료 실습생 1명의 보조로 실시하였다.

인으로 한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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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울증 득점에 대한 차이 검증

Ⅲ. 결 과
Gestalt 집단예술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1) BDI 척도의 차이 검증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과의 사후검사 점수의

우울 척도 점수에서 집단 및 시기 간에 차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우울 척도(BDI)의 사전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척도의 집단

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이들 척도의

및 검사 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공변인에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공변량분석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의 평균 및 표준오차를

(ANC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러한 결과가 각 집단의 평균치 간에 통계

1. 사전 검사의 차이 검증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먼저 집단 간 우울 척도의 사전검사 점수에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울 척도의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
사 점수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우울 척도의 사전검사 점수에서 집단간 주

차이가 나타났다(F(1,23)=11.73, p<.01). 즉 실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사

집단의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평균은

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간에 우

14.62로서 통제집단의 평균인 22.78보다 낮은

울 척도의 점수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estalt 집단예슬치료를

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하다는 것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우울 척도가 ‘즐거운 세상’

의미한다.

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낮게 나타나

<표 3> 우울 척도 사전검사 변량분석
종속변인

우울(BDI)

변량원

자유도

전체자승화

평균자승화

집단

1

0.35

0.35

오차

24

3060.62

127.53

전체

25

3060.96

F
0.00

<표 4> 집단별 우울 척도의 사전,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의 평균 및 표준오차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

(N=1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오차

실험집단

22.85

12.71

15.23

7.80

14.62

1.97

통제집단

23.08

9.66

23.54

8.77

22.78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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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재활집단의 우울 척도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전체자승화

평균자승화

F

집단

1

435.92

435.92

11.73**

공변인

1

799.14

799.14

21.51**

오차

23

854.40

37.15

전체

25

2089.46

** p<.01

BDI 척도
30
25
재활실험집단
재활통제집단

20
15
10
사전검사

사후검사

[그림 1] 우울에 대한 집단별 사전 및 사후검사 평균

Gestalt 집단예술치료가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에서 퇴원하여 복지재
단의 사회복귀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활내담자

각 집단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치를

를 대상으로 음악 중심의 Gestalt 집단 예술치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료 프로그램 ‘즐거운 세상’을 개발하여 실험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전검사에서는 집단간 차

후 우울 감소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가 없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

고독감, 무력감,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으로

이 통제집단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울 내담자에게 음악

므로 Gestalt 집단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재활집

과, 동작, 시, 그림 등을 통합한 음악 중심의

단 내담자의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알

Gestalt 예술치료를 실시하고 Beck의 우울 척도

수 있다.

변화를 검증하여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Gestalt 집단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Ⅳ. 논의 및 결론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우울 감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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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는 음악적 요소로써 우울증

지속되는지의 여부와 내담자의 우울 감소에

감소를 연구한 Tancre(1987), Williams와 Dorrow

미치는 자각이나 체험수준 등 내적 변화 요인

(1983), Hamer(1985)의 결과들이 지지해 주고

에 대한 연구들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있으며, 음악 및 예술 활동의 비언어적 방법
으로써 언어적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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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Music-centered Gestalt Group Arts Therapy
on Reduction of Depression of Rehabilitation Clients

RA, HAE-SOOK
Keimyung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estalt group arts therapy program on
reduction of depressive symptoms of clients who are suffering from sorrow, withdrawal, and suicidal idea.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has developed Gestalt group arts therapy program - ‘Happy Life through
Music’ - which is applying ‘music and meditation’, ‘music and Yoga’, ‘music and movement’ and
‘music and poet’ into Gestalt therapy. Twenty-six subjects were selected from depressed inpatient adults
participated in group rehabilitative therapy. And they were separated into an experimental-control group,
13 subjects in each group. After all subjects completed pre-test and counseling program for 13 times,
using Beck Rating Scale as measurements, the scores were collected for post-analysis.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the ANCOVA(pretest score as cavariation). Results indicated that in
experimental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degree of depression.
Key words : Depressive Client, Music-centered Gestalt Group Arts Therapy, Arts therapy program - ‘Happy Life
through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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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시

고백성사

평 화

김종철

나 숙(본명: 나해숙)

황강 건너 감꽃 마을은

못을 뽑습니다

날이 저물어도 어둡지 않아요

휘어진 못을 뽑는 것은

밤이 깊어 갈수록 더 화안해지는 마을이지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못이 뽑혀져 나온 자리는

이 마을 사람들은

여간 흉하지 않습니다

일등도 없고 꼴찌도 없는

오늘도 성당에서

모두가 일등이고 때론 모두가 꼴찌랍니다

아내와 함께 고백 성사를 하였습니다

욕심도 걱정도 나누어 가지지요

못자국이 유난히 많은 남편의 가슴을
아내는 못 본 체 하였습니다

가끔씩 달빛은

나는 더욱 부끄럽습니다

금싸라기 별똥별을 쏟아 붓고 *

아직도 뽑아 내지 못한 못 하나가*

나뭇가지들은 서로 팔을 뻗어

정말 어쩔 수 없이 숨겨둔 못대가리 하나가*

마을을 덮어 줍니다.

쏘옥 고개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황강 건너 감꽃 마을은
달님이 펴 놓은*
하얀 꽃 이불을 덮고 잠이 듭니다.*

※ 밑줄 친 부분은 자기가 가정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밑줄 긋기에서 Client들이 가장 많이 줄 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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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음악중심 Gestalt 예술치료 프로그램 사례
아래 제시한 사진은 프로그램 회기의 일부로 내담자가 쓴 글이 사진 상 잘 나타나지 않아 다시
그대로 옮긴 것임(오랜 병원 생활로 글을 잃어버린 흔적이 나타남)

■ 음악중심 Gestalt 예술치료 종결 후 45세 만성우울 남자의 느낌 적기.

음악치료가 좋았다.
명상음악이 좋았다.
춤추는 것도 좋았다.
어머니 은혜라는 음악이 좋았습니다.
동그라미 노래가 좋았습니다.
꽃을 들고 춤을 추던 것이 좋아습니다.
종이를 접어가지고 흔들던 것이 좋아습니다.
스포츠 마사지도 좋았습니다.
음악치료가 마지막이라서 섭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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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상음악 들은 후 그린 여자Client 그림(정신과 퇴원한지 1년 된 28세 여자)

■ 명상음악 듣고 난 후 그린 40세 전반 남자 Client의 그림(퇴원 후 8개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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