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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 음악치료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서 표현 및 사회성 기술 향상
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는 정서표현과 사회성 기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1.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보다 참여한 후 정서표현이 유의하게
향상 될 것이다.
1-1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보다 참여한 후 감정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1-2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보다 참여한 후 감정이입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1-3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보다 참여한 후 감정조절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보다 참여한 후 사회성 기술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1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보다 참여한 후 내외통제성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2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보다 참여한 후 자기통제 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3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보다 참여한 후 사회적 바람직성이 유의
하게 향상될 것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청주시 소재 청소년 OOOOO에서 중학생으로 같은 또래의 집단
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대상자들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게임 등에 중독으로 일상생활
의 어려움 및 부모의 요청과 상담이 필요로 하는 남자 20명으로 정동둔마, 정서표현, 사회성
기술 등에 문제가 있는 대상을 선발 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들은 사전 척도검사, 인터뷰를 통해 관찰한 결과 정서 표현 및 사회성 기술

요인들의 점수가 낮게 보이는 사람들이다.
대상자들의 음악적 반응의 내용을 매 회기마다 관찰 분석하였다. 또 세션 중 동영상 촬영
후 판독하여 대상자들이 집단 음악치료를 통해 경험한 자신 및 타인과의 정서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표현 향상을 위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사전, 사후에 측정한 대상자들의 정
서표현과 관련된 부정적 표현에서 긍정적 표현으로 변화 된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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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음악적 반응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들은 사회성 기술과 관련된 음악적 반응에서 긍정적인 변화 가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종결 후 실시한 사후 인터뷰 결과 대상자들은 자신 및 타인에게 정서와 관
련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음을 말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정서표현과 사회성 기술 증진을 위해 실시한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
램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서표현과 사회성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
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낮은 정서표현과 사회
성 기술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치료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group music therapy as a emotional expression of the
Internet addiction of youth and social skill’s provide a way to have that affect.
This study follows the emotional expression and social skills in relation to the
research hypothesis.
Hypothesis 1. Group music therapy program participants than before to participate in,
and then it will be better to note that emotional expression.
1-1 Group music therapy program after appraisal than before to participate in
awareness will be improved to make sense.
1-2 Group music therapy program after joining than before to participate in
empathy will be improved to make sense out of this.
1-3 Group music therapy program after joining than before to participate in the
appraisal will be improved to make sense to adjust
Hypothesis 2.

Group music therapy program after joining than before to participate in

social skill’s will be improved to make sense.
2-1 Group music therapy program after joining than before to participate in the
Lords will be improved to make sense out of control sex.
2-2 Group music therapy program after joining than before to participate in the
sense of self control will be improved to make sense.
2-3 Group music therapy program after joining than before to participate in
socially desirable sex will be improved to make sense.
Researchers in this study with junior high youth welfare agency-material for the same
age groups for recruitment. Target those who are addicted to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such as the difficulty of the game, etc., everyday life and parental
requests and counseling needs of men as Dong put 20 people, emotions, social skills,
etc., there is a problem with the destination details.
And target those who advance the yardstick as a result of observing emotions
through interviews with attorneys, representation and social skills factors a score of low
visible people.
For every every session the contents of their musical reactions observed and
analyzed. After shooting videos of readings by another session for experienced through
their group music therapy for themselves and other people's emotions, so we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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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eaningful chan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emotional expressed for improving group music therapy program is a
measure

for

the

dictionary,

after

their

emotional

expression

and

a

positive

representation of a negative representation associated with seemed to have changed.
Secondly, social skills for enhancing the group music therapy programs for people as
a result of the social and musical response analysis technology, there was a positive
change in the musical response.
The results of post-mortem interviews conducted after the program concluded people
themselves an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action to the emotions and related to
others.
Research results are promote emotional expression and social skill’s was carried out
' collective music therapy for Internet addiction of youth emotional expression and the '
program social skill’s promoting effective prove that.
Therefore, this study group music therapy program, Internet addiction and low
sentiment of youth representation and to promote the positive social skills can affect
the therapeutic tool can b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의 거대한 체제와 구조를 통하여 빚어지는 산물인 인
간의 단순화와 고립화란 그 자체가 인간성을 무시하고 무조건의 성적 및 성공 등, 이와 같이
사회에서 낙오 되는 현실적 사회 체제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심신의 건강을 회복, 증진, 변화 또는 수정 치료를 하는 음악치료는 더 많은
관심 가운데 연구되어지고 있다.
음악치료는 치료현장에서 보이는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발달
과 이를 통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음악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심리적 감정을 인지하고 정서적 문제를 탐색 하며 자
신의 심리적 변화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는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둘째. 집단 음악치료를 통해 좌절감에 대한 극복의 의지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완성하여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주고 사회성 기술 및 긍정적인 정서가 필요하기 때
문이다.
셋째. 집단 음악치료를 통해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에게 생활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음악
적 도구 등을 사용한 활동으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최소화함으로써 인
터넷 중독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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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음악치료를 통하여 정서표현을 향상 시킨다.
둘째, 집단 음악치료를 통하여 사회성 기술을 향상 시킨다.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정서표현과 사회성 기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1.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보다 참여한 후 정서표현이 유의하게 향상
될 것이다.
1-1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보다 참여한 후 감정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1-2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보다 참여한 후 감정이입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1-3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보다 참여한 후 감정조절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보다 참여한 후 사회성 기술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1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보다 참여한 후 내외통제성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2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보다 참여한 후 자기통제성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3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보다 참여한 후 사회적 바람직성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1) 집단 음악치료
집단 음악치료란 1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소사회로 말할 수 있다.(이정실, 2004)
음악치료는 음악 또는 음악적 요소인 멜로디, 화성, 리듬(박),셈여림, 형식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재활하고 유지하고 촉진하는 치료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 사용, 적용
하는 것이며, 피 치료자들은 치료환경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
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2)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이란 컴퓨터 사용 및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과도한 집착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고 이로 인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증, 사회적 고립, 충
동 조절 장애와 약물 남용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3) 정서 표현
정서에서 감정을 좋아함/싫어함, 긍정적/부정적, 찬성/반대 등과 같이 양극성 있는 단일차원
의(Undimensional Bipolar) 개념으로 본 반면 정서는 사랑스러움, 증오, 공포, 분노 등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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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많은 수의 느낌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안광호, 2006).
4) 사회성 기술
사회성 기술(Social Skills)이란

타인과의 관계를 행하는 협동, 준법, 자주 등 사회 활동을

하는 데 필요로 하는 요소 말하며 사회생활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집단에서의 과제
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집단의 공유된 신념이
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 지역의 청소년 중 표본 20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
과를 청소년 모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6.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갖게 한다.
첫째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서 표현 향상(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인식, 감정표현)을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사회성 기술(대인관계)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치료과정에서 나타난 정서표현과 사회성 기술의 질적인 변화를 보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1.정서
1) 긍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는 환경적 자극에 대해 부정적 정서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정신적, 신체적, 주관
적 반응을 일으킨다.(Fredrickson, 1998, 2001, 2008). 또한 라자루스(Lazarus, 1991)는 구
체적인 행동 성향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상태까지 그
행동 성향에 맞춰 준비된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긍정적 정서로 인해 유발되는 표정은 주로

웃음이나 미소인데 만족할 때의 미소, 기쁠 때의 미소, 행복할 때의 미소를 보고 개별적 정서
를 해석해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박양규, 2013)
2)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란 대표적으로

분노, 슬픔, 죄책감, 상처와 같이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

게 하는 정서를 말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스트레스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정적 정서는 결국
마음의 상처가 되어 심신의 고통으로 작용한다.
부정적 정서는 마음의 상처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상처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
의식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박양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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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성 기술
사회성 기술 평정척도 (Social Skills Rating System ; SSRS학생용사회성 기술사용 )이란
타인과의 관계를 행하는 협동, 준법, 자주 등 사회 활동을 하는 데 필요로 하는 요소 말하며
사회생활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기술을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로 보고 자기탐색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하고 능동적 수행의 동기를 찾게 하는 치료적 집단 음
악치료 프로그램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느끼는 자기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신뢰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집단음악치료와 정서 표현
음악은 정서적인 행동과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음악 안에서 집단 역동의 자극제로서 감정적이 표현에 극대화를 가져 올수 있다고 본다. 즉
음악 자극으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다.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에서 음악의 유일한 자극 속성들과 다른 과정에 입
각해서 행동학습과 변화에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사려 되는 정서변형의 임상적 상황에서 변형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서반응을 일으킨다는 것. 즉 CNS에서 의미있는 (Affect) 정서반응
(감정변형, 의미 있는 감정반응, 행동, 학습, 행동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김군자, 2009).
4. 집단음악치료와 사회성 기술
사회성 기술과 관련하여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
정되며 환경적 정보는 인지적 매개과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변형되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Bandura, 1977). 그리고 음악치료의 기반이 되는 철학 중 인지적 모델은 개인의 감정은 대
면한 삶과 환경에 대한 반응, 받아들이는 시각, 판단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어 일어난다고 하며
(정현주, 2006: 이다은, 2010),
들을

그리고 음악 안에서의 사회성 기술을 통해, 치료사와 그룹원

언어적 설득이 가능하게 하며 그룹원의 성공적 수행을 보며 대리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사회성 기술 증진을 위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청주시 소재 청소년 OOOOO에서 중학생으로 같은 또래의 집단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대상자들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게임 등에 중독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 및 부모의 요청과
상담이 필요로 하는 남자 20명으로 정동둔마, 정서표현, 사회성 기술 등에 문제가 있는 대상
을 선발 하였고 담당자 및 대상자들의 협의와 동의를 얻어 보조치료사 1명, 관찰자 1명과 봉
사자 10명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였으며 검사로 관찰, 동영상 판독 등을 참고하여 진단 평가
및 사정을 하였다.
2. 연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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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서표현 평가 척도
본 연구의 검사 도구는 실험과정 동안 나타나는 정서표현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찰자 및 동
영상으로 판독하였으며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문항은 MAACL(Gotlib & Meyer, 1986)과 Greenberg 및 Alloy(1989)등이 사용한 우울 및
불안과

연관된

긍정적

및

부정적

형용사와

John(1988)이

수집한

정서평가문항,

Strauman(1989)이 사용한 정서평가문항 등을 참고하여서 이은영(1991)이 제작 한 것을 사용
하였다.
2) 사회성 기술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기술 평정척도 (Social Skills Rating System ; SSRS학생용사회성 기
술사용 )이란 타인관의 관계를 행하는 협동, 준법, 자주 등 사회 활동을 하는 데 필요로 하는
요소 말하며 사회생활의 기술척도를 관찰자 및 동영상 판독을 하여 평가하였다.
3) 관찰기록
관찰 기록은 관찰자, 보조치료사 동영상등을 매회기 실시하는 임상의 상황을 각 영역(정서,
사회성 기술)등의 하위 영역을 중점으로 하여 서면으로 관찰 기록 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 본 실험, 동영상 촬영, 관찰기록, 축어록 등으로 진행 되었다.
1) 대상자 선정검사
청주시 소재 청소년 OOOOO에서 중학생으로 같은 또래의 집단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대상자들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게임 등에 중독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 및 부모의 요청과
상담이 필요로 하는 남자 20명으로 정동둔마, 정서표현, 사회성 기술 등에 문제가 있는 대상
을 선발 하였다.
2)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본 연구는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여 정서표현과 사회성 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 관찰자의 기록, 동영상 촬영 등으로 사정을
하였다.
연구 기간은 매일 오후 19:00 ~ 19:50 분까지 50분씩

진행하며, 2015년 8월 5일 ~ 8월

7일까지 12회기를 진행 하였다.
4.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 구성
1) 목적
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정서표현 향상 프로그램은 집단 역동을 위한 활동과 사
회성기술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타인과 협력하여 악기연주, 율동하기, 노래부르기, 등으로 실
시하여 정서표현 및 사회성 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위하여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
으로 총 12회기를 실시하였다.
2) 구성 단계
본 연구의 단계는 2가지 영역으로 정서표현,
분화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사회성 기술을 구성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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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정서표현의 향상( 감정, 느낌, 신체 )그룹 참여를 통해 협동적이고 대인관계를 형성->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를 통해 이해적 감정을 수용하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
는 사회적 참여 및 표현하는 방법을 향상 시켜 준다.
(2) 사회성 기술 (타인과 협응 하여 악기연주하기, 즉흥연주 하기, 신체활동)이들의 대인관
계형성과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3)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표 2>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내용
프로그램 회별 활동 계획
회기
1회기
~
1
단
계

2회기

단
계

영 역

정서표
현
향상

라포
형성

- 자기소개하기, 자기마음열기, 친밀감 갖기
- 자기신체 익히고 신체 표현하기
- 음악 감상 후 느낌, 감정 악기로 표현하기
표현하기

사회성

상호작용

기술

능력향상

5회기

정서

표현

- 음악노랫말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하기
- 자기감정 표현(악기로 표현하기)

~

표현

능력

- 음악게임 (노래제목 맞추고 노래 부르기)

6회기

향상

향상

- 리듬악기연주 모방하여 따라 하기
- 악기로 자신이 작곡한 곡 연주하기.

~

7회기
~
8회기
9회기
~
10회기

사회성
기술

정서의
향상

3
단 계

활동 내용

- 악기연주활동 타인 소리 듣고 인지하여 따라 모방
3회기
4회기

2

목 표

11회기
~
12회기

- Music Movement
- 음악노랫말에 맞추어 움직임과 멈춤

대인관계 - Improvisation(구조화)/팬탁토닉
능력향상 - Songwriting(할수있어)
표현

- Improvisation(재창조)/캐치더비트
- 음악 감상과 타인과 자신의 감정교류하기

능력

- 음악에 맞추어 몸으로 자신의 감정표현하기

향상

- 타악기연주하며 그룹원과 교류하기
- 타악기즉흥연주, 핸드벨, 톤차임 연주

사회성
사회성

능력

기술

향상

- 음악을 통한 자유로운 표현 및 해방감 갖기
- 서로에 대한 경려와 지지로 마무리하기
- 자기감정 및 활동 느낌 표현하고 긍정적 사고 및 자
신감 갖기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정서표현평가와 사회성 기술 척도지를 바탕으로 관찰기록 및 동영
상 판독하여 질적 연구로 실시하였다.
Ⅳ. 결과
1. 관찰기록
(1) 1회기 : 주제 : 만남을 주제로 하여 첫 만남의 느낌을 표현 하고 이야기 나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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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별로 밀양아리랑을 모티브로 하여 인사노래 작사를 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A조 : 집단상담 사륜바이크 디스크골프 저녁에는 음악치료 힘들어 죽겠네~~~
B조 : Hi H~i ni~ce meet you~~ Have nice day have good day byebyebye
C조 : 안녕하세요 헬로크로캅 니하오 봉주르 알로하 여러분 만나서 겁니좋소~
D조 : 니하오마 곤니찌와 앗 쌀라아말라이쿰 봉쥬르 다 다르지만 안녕하세요~
등으로 각 조별로 작업을 하였으나 대상자들 보다는 봉사가 나서서 작업을 한
경향이 더 많았으며 각 조별 인사노래를 부를 때에도 대상자들보다는 봉사의 목
소리가 더 크게 나와 시간을 메우는 식으로 하였으며 치료사의 질문과 지시에도
무반응이 80~90% 이상이고 정서적 표현 능력과 사회성 기술 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었으며 거부나 저항이 60~70% 정도가 보임을 알 수 있었다.
(2) 6회기 : 주제 : 상호작용하며 감정 표현하기로 진행 하였으며 조별로 팀원들이 나와
음악 노래를 신체로 표현 하고 팀원들이 노래 제목을 알아 마 추는 음악 게임을
실시하였다.
노래곡목은 전 시간에 미리 설문지를 주어 자신이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노래
제목 5가지를 적게 하여 게임에 사용하였다.
각 조별로 가장 적게 맞추는 팀 혹은 노래를 다 부르는 팀이 이기는 것으로 모
르면 통과를 외치거나 팀원를 바꾸어 가며 진행 게임이다.
A조 : 애국가, 곰세마리, 비행기, 작은별, 자장가, 양화대교,

6곡

B조 : 위잉위잉, 플라워 댄스, 와리가리, 사랑비, 맨정신,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
서부터, 아리랑, 7곡
C조 : 징글벨, come and det it, 만약에 말야, chasing ghost, 바람의 기억,
사랑에 빠지고 싶다, color, 7곡
D조 : 가질 수 없는 너, 비오는 날엔, welcome to the club now, 서쪽 하는,
나는 나비, Angel with a shotgun, 벚꽃 엔딩, 잠시안녕, 8곡
전체 회기의 중반으로 처음 시작 시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를 하였으
며 자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함. 밝은 모습 및 목소리
가 커짐. 팀원 중에 간헐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보이는 대상자가 2명적도로 처음
시간 보다는 많이 감소하였음 알 수 있었다.
(3) 12회기 : 주제 : 자신감 갖기 및 서로에게 지지하기, 미래 목표 세우기.
달 타령 가사 채우기로 자신의 연중 미래 세우고 타인들 앞에서 표현하고
노래 부르기로 마무리하기.
처음 시작회기에는 머뭇거리거나 타인에게 미루는 경향을 보였으나 마지막 회
기에서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들을 보이며 집단적 역동성을 보이며
활동을 하는 것이 보였으며 악기와 노래로 자신감 있게 자신의 감정적 정서를
충분히 표현 하며 밝은 모습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보임.
타인에게 의존하는 의존도가 낮아졌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이 보
임.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정서표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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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회성 기술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15년 8월5일부터 8월17
일까지 집단 음악치료를 실시했고 대상자들의 활동 관찰 및 동영상 판독으로 20명의 정서표
현평가 척도와 사회성 기술척도로 진행 중 관찰자의 기록을 참고 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논의 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의 정서표현평가의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정서평가의 하위영역에서도 긍정적정서와 부정적 정서에서도 관찰기록에서 자신의 정
서적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서표현 향상에 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둘째,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의 사회성 기술의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이 연구의 집단 음악치료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사회성 기술에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관찰 기록지의 분석에서 보여준 질적 변화를 보
면 초기에는 정서의 감정이나 사회성 기술의 소극적이거나 치료사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
거나 머뭇거림의 자신감 결여가 보였으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진행 중반 이후 자신의
정서적 감정 및 표현, 자신감의 향상 등을 보이면 적극적인 표현 및 구체적인 답을 하는 모
습으로 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12회기 동안
실험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 정서에 유의미하게 향상되어진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 하였
다. 이는 집단 음악치료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서표현과 사회성 기술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데, 특히 긍정서와 부정적 정서, 사회성 기술의 변화에 치료적 효
과를 가져왔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서의 표현과 사회성
기술에 뚜렷한 향상을 보여 주었다. 이는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양한 음악적, 청각적
자극으로 정서표현을 향상시키고 타인과 상호작용 및 역동적 카타르시스를 일으켜 정서표현
과 사회성 기술의 향상을 가져왔다.
셋째, 본 연구의 회기별 관찰기록의 분석에서 보여 지듯이 행동의 변화와 표현의 빈도와 소
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변화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12회의 실험연구로서 정서표현과 사회성 기술에 효과를 가져 왔다.
하지만 정서표현과 사회성 기술에 유의미한 관찰결과가 나왔으나 선행 연구나 많은 연구
자료의 부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으며 후속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서표현과 사회성 기술의 향
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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