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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 프로그램이 ADHD 성향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과 사회적 기술향상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Program on Problem Behaviors and 

Social Skills Children with ADHD

신지혜(Shin, Ji Hye)*・윤덕순(Yoon, Duk Sun)**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에 응하지 못하는 ADHD 아동에게 음악치료를 통해 

문제행동을 개선시켜 사회기술향상 효과를 알아보았다. J시에 소재한 B 등학교

에 재학 인 1,2학년 상으로 K-CBCL로 부모의 동의를 얻은 아동 총 15명을  

실험집단 7명과 통제집단 8명으로 임으로 무선배정 하 다. 음악치료 실시 과 

후에 ADHD 아동의 문제행동과 사회기술향상을 알아보기 해 부모용 한국  

아동ㆍ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CBCL; Child Behavior Checklist-Korean)와 사회

기술평가 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교사용 래의 사회  수용도

를 실시하 다. 음악치료에 참가한 실험집단의 ADHD 아동은 문제행동의 공격

성, 주의집 력과 사회  기술의 동성, 자기주장, 자기통제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 고 사회  기술의 책임감과 자기 수용도는 유의한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

회  기술의 책임감과 자기 수용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에서 수가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장기간의 실험

을 실시하면 정 인 효과를 얻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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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의 격한 변화과정에서 생된 핵가족화는 개인주의  사고방식으로 

타인을 배려하거나 양보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가 우선시되며, 인지  발달을 강조

하는 사회  배경 속에서 아이들은 감정, 사고, 행동발달의 불균형을 이루게 되어 

정서 으로나 인 계에서 문제를 나타낸다. 이는, 아동들의 교육 장에서도 쉽게 

발견 된다. 주의가 산만하여 수업시간에 제 로 집 을 하지 못하거나, 공격 이거

나, 충동 인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이하 ADHD)는 학령기 아동의 흔

한 정신과 질환으로 학습  측면에서 주의 집 력이 짧고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며 쉽게 다른 활동으로 바꾸는 경향을 보인다. 한 행동  측면에서 주로 과

잉행동과 충동성을 보이는데 이를테면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항상 움직이

는 태도 등으로 산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94). ADHD증상을 가진 아동들은 학령 기에는 크게 에 띄지 않지만 구조화

된 생활과 규칙을 지켜야 하고 조직화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학령기 때부터 그 

증상이 두드러지게 된다(한은선, 1999). 
ADHD는 아동기에 높은 비율의 출 율을 보이는 장애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3-5%의 비율에 달한다고 한다(Lerner, 1995). 신 균과 김진숙(2000)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아정신과 외래환자의 경우 8.8%와 일반환자 7.6%가 이 장애를 

보이고 있다. 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서울 시내 4개 등학교 1,2,3학년  행동

에 문제를 지닌 아동을 조사한 결과 8.6%가 주의력결핍과 산만한 행동문제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특수교육원, 2004). 이것은 오늘날 등학교 학 인원의 평균 

3-4명의 아동이 학교에서 두드러지게 충동 이고 자신의 과잉 행동을 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교사에게 집 을 못하며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많이 발병된다고 

한다(조수철, 1990; 이상복, 이상훈, 이효신 1996; 이정은, 2000; Barkley, 1990; 
Ross & Ross, 1982; White, 1970; Wicks-Nelson & Israel, 1991).

ADHD 아동은 지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의가 쉽게 흩어지고 끈기가 없어 

한 가지 활동에서 방 다른 활동으로 옮겨가고 무엇을 할 지 몰라 당황해 한다. 
한, 사회  문제해결 능력 부족으로 때때로 래들에게 거부당하게 되며 주 로

부터 문제아라고 지 되어 낮은 자존감 형성과 장기 으로 사회부 응을 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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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 1995; 임혜숙, 송인섭, 1999; Cantwell, 1996). ADHD 아동들은 정상 

래 아동들에 비하여 공격 , 비순종 이며, 래 계의 어려움으로 사회  계에

서 부 응이 나타나 사회 , 학업, 행동 역에 있어서 낮은 수행능력이 청소년기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어 청소년기 이후 비행으로 발 할 가능성이 높다(Frankel, 
Myatt, Cantwell, & Feingerg, 1997). 아동의 부 응 행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해결하려는 경우에도 외면 으로 나타나는 표면상의 행동수정

은 용이할 수 있으나 이미 내재되어 견고해지고 습 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

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Khaleque & 
Rohner 2002). 

지 까지 ADHD 아동의 일반 인 치료법은 약물치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웰

트린, 페니드, 로비질, 올트릴 등의 약물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부 한 

행동인 부주의, 충동성, 과잉행동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약물치료는 공격 이고 산

만한 행동을 단기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정 인 사회  행동은 완화 시키지 못

하고 부 한 행동의 감소도 장기간 지속시키지 못했다(Barkley, 1990). 그 외의 

치료법에는 심리 내성  근, 행동의 의학  모델링, 치료 효과의 평가를 통해 아

동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다양한 행동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행동수정 근

이 있고, 자지행동 근과 자기 지시훈련, 인지  모델링  문제해결훈련으로 아동

들은 자기조 을 하게 되고 ,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인

지행동 근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재 방법역시 ADHD 아동들의 부 응 문제 

행동을 완 히 감소시키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치료법은 ADHD 부 응 행

동을 개선하기 한 방법일 뿐 사회  계에서 한 행동 처 양식과 사회  기

술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Hinshaw & Erhardt, 1993; 박난숙, 1992; 이정은, 
2000). 

ADHD 아동들은 문제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기술 부족이 학교나 사회생활

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사회 기술부족은 래와 다른 사회집단과

의 계 맺음을 어렵게 하여 사회 으로 고립이 되거나 사회 으로 비행 등을 야기 

시킨다. 그러나 지 까지의 연구들은 부분 ADHD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에 

을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약물치료와 행동 근으로 문제행동의 증상완화와 사회부

응의 기술 인 문제를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효율 인 사회 기술 훈련이 필요하

다. 이에 사회 기술  훈련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ADHD 아동에게 행동, 심리  정

서 치료의 방법으로 음악, 미술, 동작, 연극 등의 다양한 술활동을 이용하여 치료

에 활용하고 있다(김미숙, 2003). 특히, 음악을 활용한 음악치료는 우리나라의 여

러 분야에 도입되어 정서장애, 정신지체, 신체장애, 감각장애를 포함한 재활 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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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뿐만 아니라 교육, 특수교육, 노인문제, 아동문제,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역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음악은 소리의 자극으로서 능력이나 상태에 상 없이 신체  ∙ 정서  반응을 유

발하는 힘이 되어 실패로 인한 좌 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 주고, 사회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한, 상호의사소통의 기회를 갖게 해주어 새롭게 받

아들이는 외부세계에 한 자신감과 흥미를 유지시키는 활동으로 격려해 주고 타인

과의 교류기회를 제공해 으로 사회성 기 기능의 향상과 안정감, 만족감을  수 

있다. 이는 교사와 래 집단과의 유 감을 강화시켜 원만한 인 계를 한 사회

성을 길러주는 등의 많은 장 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느낌과 감정은 언어를 통해

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활용하여 언어로써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혼자 노래를 부르거나 부모와 함께, 는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고,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고,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노래에 맞추어 손

을 치고, 소리 나는 장난감을 두드리기도 하면서 아동들은 여러 가지 음악  경험

을 하면서 자란다. 이 듯 아동은 이미 훨씬 부터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주변의 소리와 음악을 쉽게 할 수 있다. 음악을 통하여 단순하게나마 자

기의 느낌과 감정을 분출하고 타인의 감정을 수용함으로써 아동은 느낌과 감정하는 

연습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이 곧 정서  안정과 만족을 느끼게 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음악치료가 그 심의 상이 되고 있다(이선순, 2002).
ADHD 아동의 문제행동과 사회  계를 개선하기 한 재방법으로 가장 최근

에는 음악  기법을 사용한 음악치료가 두되고 있다. 음악치료는 정신과 신체건

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키기 한 치료 인 목 을 해 음악을 사용하는 과정

이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욕구충족과 감정의 순화 자아기능의 증진 등의 

각종 기능과 더불어 비언어  달이라는 특수기능은 실패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

고 활동에 참여시켜 비언어  의사소통에 효과 인 매개체가 될 수 있기에 이를 이

용하여 인간의 퇴행성의 회복과 달성의 개선  사회성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

다. 즉, 가창, 합창, 음악감상, 기악연주, 작사, 개사 등의 음악활동으로 아동들의 성

격, 행동특성  응정도에 따라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ADHD 아동의 충동성을 자

연스럽게 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최방희, 2001). 한 성취감을 갖게 

해 주고 다양한 소재를 제공하여 아동의 흥미를 끌 수 있다(Hinshaw, 1994). 그래

서 타인과의 상호 인 계를 가지게 되면서 상호작용 기술을 익히게 되고 타인과

의 계 속에서 자신의 욕구 통제능력의 조 을 배우게 된다(최순연, 2007). 그 외

에도 음악치료는 심리 으로나 정서, 생리 인 건강을 회복  유지․증진토록 하고 

음악치료를 통해 아동들의 참여를 높이고 동기를 유발하며 래와 함께 음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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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정 인 효과에 한 많은 연

구가 있다(김미경, 1996; 김유미, 2000; 심혜숙 ∙ 박정미, 2003; 유 숙 ∙ 최종옥, 
2003; Altschuler, 1981; Lathom, 1983; Minskoff, 1980; Nordoff & Robbins, 
1971; Hanser, 1999; Zimmerman & Zimmerman, 1962). 아동이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음악을 경험하는 것과 음악을 통해 신체의 움직임을 경험하는 것은 주의집 , 
기억, 공간과 신체의 지각, 타인과의 , 사회  상호작용, 행동 , 발달 , 신체

, 사회  기술의 습득과 재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최병철, 2006).
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음악치료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지 까지 많은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김옥란, 1993; 엄혜지, 
2007; 이재숙, 1999, 은숙, 2001). 문장원과 홍화진(2001)은 음악치료가 아동의 

스트 스를 해소시키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 고 

Hinrich(1998)은 음악치료가 아동의 과제 수용 능력  집 력과 정서에 효과가 

있다고 하 다. 그래서 집단활동으로 음악치료 로그램을 가창활동, 악기 연주활

동, 음악 만들기 활동, 감상활동으로 구성하여 ADHD 성향 아동들의 심 역과 

도구, 악기를 고려하여 흥미를 이끌 수 있다. 이는 직 인 훈련보다 음악을 통한 

간 인 방안으로 아동의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을 수 있어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 
ADHD 성향을 가진 아동에게 음악치료를 활용해서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사회  

기술을 수정, 강화시켜 실제상황에서 사회  기술을 통해 문제행동과 함께 사회  

부 응의 기술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용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에 응하지 못하는 ADHD 아동에게 음악치

료를 실시하여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부주의와 공격성을 개선시키고 나아가 사

회기술향상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 로그램이 ADHD 성향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가?
둘째, 음악치료 로그램이 ADHD 성향 아동의 사회  기술향상에 어떠한 효과

가 있는가?
셋째, 음악치료 로그램이 ADHD 성향 아동의 래의 사회  수용 증진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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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상은 J시에 소재한 B 등학교에 재학 인 아동을 상으로 하 다. 
ADHD가 문제시되기 시작하는 등학령기 기 시기의 1,2학년을 상으로 교장에

게 이 연구의 취지를 알린 후 담임교사로부터 행동 상에 문제가 있다고 의뢰된 아

동 21명을 일차 으로 선정하 다. 그리고 선정된 아동  ADHD와 련한 개별  

인지행동치료나 심리치료를 받거나 약물치료를 받은 아동을 제외하고 부모의 동의

를 얻어 한국  아동 ∙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CBCL)로 선별검사를 실시하 다. 
이 게 선정된 아동 총 15명을 실험집단은 여아2명, 남아5명으로 총 7명과 통제집

단은 여아3명, 남아5명으로 총 8명을 임으로 무선배정 하 다.  
 

2. 연구도구

  
(가) 한국  아동 ∙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CBCL; Child Behavior 

Checklist-Korean)
Ahenbach와 Edelbrock(1983)이 제작한 아동 ∙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를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1991)가 한국으로 표 화 하 다. 이는 아동행동평가 척도로 사회

능력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1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문항마다 아동의 문제가 ‘  없다’가 0 , ‘가끔 

보이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가 1 , ‘자주 있거나 심한 편이다’가 2 으로 3
 Likert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 수를 표 화 된 T 수로 환산하여, 

사회능력 수 33T이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 63T이상이면 임상범  안에 해당하

는 것으로 평가 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ˊ α .62에서 .86이다. 본 연구에서

는 도구의 하 척도인 문제행동, 주의집 , 공격성을 측정하 으며 부모에 의해 평

가 되었다. 
문제행동 척도는 내면화 증상에 한 척도(정신분열증, 우울증, 의사소통의 어려

움, 강박 충동성, 신체화 증상)와 외면화 증상에 한 척도(과잉 활동성, 공격성, 
비행)로 구분하고 총 117개 문항의 합으로 가능한 원 수는 0-234 이다.

주의집  문제척도는 주의집 문제와 이에 따른 행동상의 문제를 평가하는 총 

11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원 수의 범 는 0-2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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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 척도는 공격성, 싸움, 반항행동 등을 평가하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원 수의 범 는 0-40 이다.

나) 사회기술평가 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사회기술평가 척도는 Gresham 과 Elliott(1990)가 3세에서 18세 아동의 사회  

행동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질문지 형식으로 개발한 도구로 김향지(1996)가 우

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한, 수정한 것을 사용하 다. 본 척도는 3  Likert 척도로 

부모가 직  표기하도록 하며 ‘  그 지 않다’가 0 , ‘가끔 그 다’가 1 , ‘자
주 그 다’가 2 으로 표기되며 수가 높을수록 사회능력이 우수한 것이다. 총 38
개의 사회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동성, 자기주장, 책임감, 자기통제로 분류되

어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68이며  하 역에서 동성 .69, 자기

주장 .63, 책임감 .73, 자기통제 .61로 나타났다.

다) 래의 사회  수용도

본 연구에서는 마송희(1991)가 아동들이 동성 혹은 이성의 래들과 잘 어울리

는지, 다른 아동들로부터 수용 는 거부되는지에 하여  교사들이 평정하도록 고

안한 총 5문항과 김자경(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Social Status Rating Scale 
에서 무시되는 아동에 한 내용을 첨가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을 교사들

이 평정하도록 하 다. 각 문항에 하여 ‘아주 많이 그 다’ 5 , ‘그런 편이다’ 4
, ‘보통이다’ 3 , ‘안 그런 편이다’ 2 , ‘  그 지 않다’ 1 의 5  척도로 평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평가자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2로 나타

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 보조자 훈련실시, 비연구, 사 검사, 음악치료 로그램 용, 
사후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가) 연구 보조자 훈련

음악치료를 공하고 음악치료 경력이 있는 학원 학생 1명을 선정하 다. 연구 

보조자은훈련기간은 2008년 5월22일에서 23일까지 이틀간 이루어 졌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기본 취지, 목 , 사용할 도구와 내용, 운 에 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하고 실험일정에 하여 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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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연구

본 실험을 실시하기 에 실험처치 차상의 문제, 로그램상의 문제, 도구의 

합성과  과정상의 문제를 검토하기 해서 비연구를 실시하 다. 비연구는 

본 연구의 상이 아닌 같은 지역에 치한 B 등학교 2학년 ADHD 아동 3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비연구를 통해 아동의 반응과 흥미를 찰 수정하 으며 

각 단계별 로그램의 구성을 재정리하 다. 한 검사방법과 시간 등을 검, 확

정하 다.
비연구기간은 2008년 5월 26일에서 6월 20일까지 4주간 4회를 실시하 고 내

용은 본 로그램 4개를 선택하여 방과 후에 1학년 교실에서 실시하 다. 이 기간 

동안 음악치료 로그램을 용하여 연구도구의 성과 검사 차, 기간, 방법을 

악하고자 비연구를 실시하 다.

다) 사 -사후검사

사 검사는 아동 변인을 측정하는 부모용, 교사용 평정척도로 실시하 다. 2008
년 6월 26일 방과 후 빈 교실에서 부모는 사회기술평가 척도와 한국  아동 ∙ 청

소년 행동평가 척도검사를 실시하 고 교사는 래의 사회  수용도 검사를 실시하

다. 사후검사는 사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2008년 8월 8일에 실시하 다.

라) 실험처치

실험기간은 2008년 6월 30일에서 8월 6일까지 7주간 일주일에 2회씩 13회기로 

시간은 35-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실험집단은 방과 후에 음악치료 로그램을  실

시하고 이 시간에 통제집단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수업을 참석하 다.  

마) 음악치료 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 아동에게 음악치료 로그램을 용함으로써 사회기술이 

향상하는데 목 을 두고 있으며, ADHD 아동에게 음악치료를 실시하여 효과를 증

명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상아동들의 특성에 맞는 합한 내용을 발췌하 으

며, 비연구 실시 후 연구의 목 과 기간에 맞게 계형성 단계, 자기⋅타인인식

단계, 문제해결 ⋅사회기술 습득단계, 종결단계로 구분하여 재구성 하 다. 본 로

그램은  Hello song과 약속 송, 즉흥노래를 친숙한 환경에서 반복 으로 부름으로

써 라포형성과 래 계의 상호교류에 을 맞추었다. 강화 인 피드백을 주는 

노래를 통해 사회  기술을 증가시켜 아동의 정 인 계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하 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이야기를 로 어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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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주제 활동내용 기 효과

계형성

단계
1 열린 마음으로 

노래 부르기

음악치료 로그램성격과 내용을 알리고 집

단원에 한 서먹함을 푼다. 라포 형성 

자기⋅타인

인식단계

2 가사 바꾸어 

노래 부르기

가창을 통해 나와 타인의 계를 자연스럽

게 표 해 본다. 집 력 향상

사회성증진

공격성 감소

충동성 감소
3 리듬 모방  

리듬 만들기

여러 박자의 리듬 모방하기 치료사를 따라 

하고 친구들 간에 서로의 박자를 표 해 보

고 신체를 이용하여 리듬을 만들어 본다. 그

런 다음 이야기를 통해 느낌을 나 어 본다.

문제해결 

⋅사회기술 

습득단계

4
구 목소리? 

가 

연주하나?

음악감상을 한 후 소감을 들어보고 아동들

은 선호하는 악기를 선택하여 을 감고 연

주해보고 연주된 음악을 소리를 내어본 후 

이야기를 통해 느낌을 나 어 본다.

집 력 향상 

자기 통제력 

증진, 성공감 

증진, 
5 추억여행

어린 시  불러보았던 동요를 통해 추억을 

되새겨 본다.
인내심 향성 

지속력 증진 

6 콰이어 챠임의 

세계속으로

간단한 이완 운동을 한 후, ‘ 같아요, 작은

별’의 콰이어 챠임을 연주하고 노래를 하며, 
연주된 음을 녹음하여 들어보면서 활동에 

한 이야기를 나 어 본다.

자기조 능력

, 충동성감소, 
집 력 향상, 

성공경험 

증진

7 music touch
즉흥 연주의 의미와 규칙에 한 설명, 주제 

없는 즉흥연주를 해 으로써 새로운 경험

의 세계로 빠져 본다. 즉흥 연주에 한 구

체 인 느낌의 이야기를 나 어 본다.

력기술 

증진, 자기 

표 기술 

향상, 
감성증진

8 한 음으로 된 

노래 부르기

아동들이 모여 가사를 생각해 내고 한 음으

로 된 악보에 흉내 내는 말이나 하고 싶은 

말 등을 넣어 표 해 으로써 음정의 정확

지속력과 

집 력 증진, 
동력 강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타인의 심을 통해서 아동 스스로 정 인 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구성을 하 으며, 분노와 흥분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이완과 

진정되는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조 능력과 정 인 피드백을 주어 자신감을 

키워나가는데 목 을 두었다. 한 악기와 음량, 음색, 동작을 통해 아동의 공격

이고 충동 인 감정과 행동패턴을 인지하여 행동을 수정하도록 구성하 다.  
음악치료 로그램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음악치료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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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언어 발달을 키워 으로서 아동들 간

의 다양한 분 기를 만들어 본다.
사회성 증진, 
만족감 형성 

9 여러 악기의 

연주

여러 악기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들어 보고 

소리의 표 을 해 보며 연주를 통해 어울림

을 배우고 자신이 가장 연주하고 싶은 악기

를 골라서 노래의 박자에 맞게 신나게 연주

해 본 후 서로의 느낌을 이야기 해 본다.

지속력과 

집 력 증진, 
사회성 강화, 

력기술, 
자기 표 력 

증진, 
감성증진  

10 감정표 을 

연주해 보자.

악기를 통해 감정에 한 이야기를 나 어 

보고 를 들어 가장 화가 났을 때를 악기

로 표 해 보고 악기의 소리로서 자신의 감

정을 조  해 본다. 한 화가 났을 때의 

처방법 등에 해 이야기 해 본다.

감정 조  

능력, 
공격성과 

충동성 감소

11
빠르기를 

조 하면서 

력하기

집단끼리 원을 만들어 패들드럼으로 속도와 

크기를 다양하게 일정한 박을 연주하면서 

움직이다 한사람씩 개더링 드럼의 소리의 

크기와 템포에 맞춰 걸음걸이로 반응하며 

소감을 이야기 해 본다.

충동, 공격성 

감소, 외부의 

환경과 

반응향상, 
동성 강화

종결단계

12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

돌림 노래를 불러보고 ‘  정말 멋져’의 주

제를 가지고 돌림편지를 써 본 후 노래 가

사로 완성 해 본다.

자신에 한 

믿음, 
자신감증진

13 미래의 나의 

모습

비된 곡들을 들려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미래의 나의 모습에 해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해 본다. 그 후 그동안

의 활동에 한 이야기를 한다.

집 력 증진, 
사회성 증진, 
만족감 형성

바)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 다. 본 연구에 참

여한 상이 특정집단으로 그 크기가 작은 것을 고려해 비모수 통계법을 사용하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문제행동의 주의집 과 공격성, 사회  기술의 동

성, 자기주장, 책임감, 자기통제 그리고 래 자기 수용도의 사  측정치에 한 동

질성과 사후차이를 알아보기 해 Mann-Whitney의 U test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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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실험집단(n=8) 통제집단(n=7) U

사 M(SD) 사 M(SD)
문제행동

주의집 70.70(1.34) 70.08(1.24) 45.00
공격성 69.40(1.65) 69.92(1.16) 48.00

 체 67.60(1.26) 68.25(0.97) 40.00

역
실험집단(n=8) 통제집단(n=7) U

사후M(SD) 사후M(SD)
문제행동

주의집 68.10(1.37) 70.07(1.16) 16.50*
공격성 68.40(1.84) 69.83(1.27) 34.10*

 체 65.70(1.42) 68.67(0.98) 6.00*

Ⅲ.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사회기술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서 문제행동의 주의집 , 공격성, 사회  기술의 동성, 자기주장, 책임감, 자기

통제와 래의 사회  수용도를 사 ⋅사후검사로 실시하고, 이를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비모수 검증의 Mann-Whitney의 U test를 

실시하 다.

1.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사 검사의 비교를 통한 동질성검증과 사후검사의 비교를 통한 효과 

검증을 비모수Mann-Whitney의 U test로 분석하 다. 그 결과는 <표 2>,<표 3>
과 같다.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문제행동의 동질성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치료에 참여한 ADHD 아동의 문제행동 사

수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로그램 제공 

 두 집단의 주요 종속변수는 동일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악 되었다.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의 비교를 통한 효과검증을 Mann-Whitney의 U test로 분

석하 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검증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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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실험집단(n=8) 통제집단(n=7) U

사 M(SD) 사 M(SD)
시회

기술

동성 16.40(0.70) 16.08(0.79) 46.50
자기주장 16.60(1.07) 16.75(0.87) 56.00
책임감 16.60(0.84) 16.50(0.90) 57.00

자기통제 15.01(0.82) 15.00(0.74) 60.00
 체 67.20(1.58) 67.16(1.34) 69.00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치료에 참여한 ADHD 아동의 체 사후검사

의 실험집단(M=65.70, SD=1.42)이고, 통제집단(M=68.67, SD=0.98)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U=6.00, P<.01). 이는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체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악치료에 참여한 

ADHD 아동은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사회기술을 개선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하 역을 살펴보면, 주의집 은 실험집단(M=68.10, SD=1.37)이고, 통제집

단(M=70.08, SD=1.16)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고(U=16.50, 
P<.01), 공격성은 실험집단(M=68.40, SD=1.84)이고, 통제집단(M=69.83, 
SD=1.27)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U=34.10, P<.01). 이는 실험집

단이 통제집단보다 주의집 과 공격성에 정 인 향을 미쳐 문제행동의 감소를 

보 다.
  

2.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사회적기술에 미치는 효과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사회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사 검사의 비교를 통한 동질성검증과 사후검사의 비교를 통한 효

과 검증을 비모수Mann-Whitney의 U test로 분석하 다. 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시회 기술의 동질성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치료에 참여한 ADHD 아동의 사회 기술 사

수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로그램 제

공  두 집단의 주요 종속변수는 동일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악 되었다.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사회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의 비교를 통한 효과검증을 Mann-Whitney의 U test로 

분석하 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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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실험집단(n=8) 통제집단(n=7) U

사후M(SD) 사후M(SD)

시회

기술

동성 17.80(0.92) 15.92(0.67) 7.50*
자기주장 17.20(0.51) 16.92(1.00) 13.00*
책임감 17.00(1.15) 16.58(0.90) 54.00

자기통제 17.30(0.48) 15.25(0.62) 6.13*
 체 68.80(0.79) 67.17(1.53) 12.00*

<표 5>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사회  기술향상에 미치는 효과 검증

* p<.01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DHD 아동의 체 사후검사의 실험집단

(M=68.80, SD=0.79)이고, 통제집단(M=67.17, SD=1.53)으로 통계 으로도 유

의미한 차이를 보 다(U=12.00, P<.01). 이는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체 사

회  기술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악치료에 참여한 ADHD 아

동은 사회  기술을 향상 시켜 사회기술을 개선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하 역을 살펴보면, 동성에서 실험집단(M=17.80, SD=0.92)이고, 통제집단

(M=15.92, SD=0.67)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고(U=7.50, P<.01), 자
기주장에서는 실험집단(M=17.20, SD=0.51)이고, 통제집단(M=16.92, SD=1.00)
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며(U=13.00, P<.01), 자기통제에서는 실

험집단(M=17.30, SD=0.48)이고, 통제집단 (M=15.25, SD=0.62)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U=6.13, P<.01). 그러나 책임감에서는 실험집단

(M=17.00, SD=1.15)이고, 통제집단(M=16.58, SD=0.90)으로 통계 으로는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책임감을 제외한 동성, 자기주장, 자기통제에 

정 인 향을 미쳐 사회 기술에 향상을 보 다.

3.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사회적 수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사회  수용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검사의 비교를 통한 동질성검증과 사후검사의 비교를 통한 

효과 검증을 비모수Mann-Whitney의 U test로 분석하 다. 그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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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실험집단(n=8) 통제집단(n=7) U

사 M(SD) 사 M(SD)
사회  수용도 14.00(1.15) 14.50(1.38) 43.50

역
실험집단(n=8) 통제집단(n=7) U

사후M(SD) 사후M(SD)
사회  수용도 14.10(1.14) 14.51(1.48) 44.50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  수용도의 동질성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치료에 참여한 ADHD 아동의 사회  수용도 

사 수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로그램 

제공  두 집단의 주요 종속변수는 동일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악 되었다.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사회  수용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의 비교를 통한 효과검증을 Mann-Whitney의 U test
로 분석하 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사회  수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 검증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DHD 아동의 사회  수용 증진 사후검사의 실

험집단(M=68.80, SD=0.79)이고, 통제집단(M=67.17, SD=1.53)으로 통계 으로

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음악치료에 참여한 ADHD 아동의 사회

수용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Ⅳ. 논의

본 연구는 학교생활에 응하지 못하는 ADHD 아동에게 음악치료를 실시하여 음

악치료가 ADHD 아동의 부주의와 공격성을 개선시키고 나아가 사회기술향상에 효

과가 있음을 연구결과를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이다. 음악치료를 

용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주의집 력이 향상되고, 공격성이 감소되어 

ADHD 아동의 문제행동에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 음악치료를 통하여 ADHD 아동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인지  안정감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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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주의가 흐트러지고 끝을 맺기 힘들어 하던 

모습이 고, 스스로 행동을 자제함으로 일상 인 학교 과제에도 주의를 살피는 모

습이 나타났다는 김희수(2007)연구와 시설에 있는 ADHD 아동을 상으로 음악치

료 활동을 통하여 자존감과 주의집 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정종진과 김 화(2002)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며, ADHD 아

동을 상에게 음악치료를 실시한 결과 집 력과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홍화진(1999)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둘째,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사회  기술에 미치는 효과이다. 음악치료를 

용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책임감을 제외하고 동성, 자기주장, 자기통제

에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아동은 언어와 물리  공격행동, 
충동 인 행동, 놀이방해하기, 학습 이탈행동, 규칙어기기, 주의를 끄는 소란스러운 

행동, 쉴 세 없이 움직이는 등의 특징으로 친 사회  행동 결핍증을 보인다

(Guenremont, 1990).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ADHD 아동에게 음악치료의 구조화된 

내용, 동을 요하는 내용, 제지와 처벌을 포함한 부정  보상이 많았던 ADHD 아

동에게 치료자들이 극 인 지지와 격려로 자기 통제력에 정 인 효과가 이루어

진 결과이다. 이는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여 기분 로 행동하고 타인을 방해하고 주

의가 산만하여 공부에 집 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감소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악활동이 아동의 부주의와 충동성을 개선

시킨다(이재숙, 1999; 박옥 , 2002)는 연구가 그 맥을 같이하고, 음악치료 로그

램이 ADHD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사회  행동에 향을 주었다는 은숙

(2001)의 연구와 음악연주가 ADHD 아동의 문제행동개선에 향을 주었다는 박수

진(2003)의 연구, 음악치료로 ADHD 아동의 충동성과 자기 통제력에 정 인 효

과가 있었다는 최정혜(2004)의 연구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 외에도 음악치료가 

학교생활 부 응 아동의 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최방희(2001)의 연구, ADHD 
청소년을 상으로 즉흥음악을 함께 함으로서 치료  효과가 있었다는 이은희

(2001)의 선행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래의 사회  수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이다. 음

악치료 를 용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래의 사회  수용도가 높게 나타

났으나 정 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아동이 학교에서 래 거부

를 당하는 특성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 래 간 놀이에서도 기본 인 규칙을 지

키지 못하고 언어 으로나 공격 으로 살스러운 행동을 보이며, 학업 으로 낮은 

수행능력 때문에 래들에게 부정 인 평가와 따돌림을 받게 된다(Hinshaw, 1994) 
이러한 래 수용도가 낮은 ADHD 아동에게 음악치료 로그램의 역할놀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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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 등의 구조화된 내용을 용 하 지만 짧은 실험기간 동안에 사회  기술이나 

문제행동에서의 변화가 래의 지 의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결과는 ADHD 아동에게 사회기술 훈련을 시킨 김인홍(2007)과 한은선⋅
안동 ⋅이양희(2001)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ADHD 아동들의 문제

행동의 공격성, 주의집 력과 사회  기술의 동성, 자기주장, 자기통제에는 정

인 효과를 보 다. 그러나 사회  기술의 책임감과 래 수용도는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에서 수가 높게 나타났음으로 긴 실험기간동

안 실험을 실시하면 정 인 효과를 얻을 것이라 본다. 한 ADHD로 학교에서 

부 응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에게 문제행동과 사회  기술습득, 인 계에 을 

둔 음악치료를 실시하여 부 응 행동을 감소시키고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정 인 

사회인으로서 성장 할 수 있게 도움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악치료가 ADHD 아동의 사회기술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 J시에 소재한 B 등학교에 재학 인 아동 1,2학년을 상으로 담임교사로부터 

행동 상에 문제가 있다고 의뢰된 아동21명  개별  인지행동치료나 심리치료를 

받거나 약물치료를 받은 아동을 제외하고 부모의 동의를 얻은 아동 총 15명을  실

험집단 7명과 통제집단 8명을 상으로 하 다. 실험기간은 7주간 일주일에 2회씩 

13회기실시 하 으며, 소요시간은 35-40분으로 방과 후에 실험집단은 음악치료를 

실시하고 통제집단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수업에 참석하 다. 연구도구는 

한국  아동 ∙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사회  기술평정척도, 래의 사회  수용도

를 사용 하여 수집한 자료는 비모수 검증의 Mann-Whitney U검증을 실시하 다. 
이 결과를 토 로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를 실시한 ADHD 아동의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문제행동에 효

과 이다. 즉 음악치료는 생각보다 행동과 말이 앞서는 ADHD 아동의 감정을 안정

시키고 인지  안정감을 향상시켜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집 력을 향상 시켜 통제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둘째, 음악치료를 실시한 ADHD 아동의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사회  행동에 

효과 이다. 즉 ADHD 아동은 사회  결핍을 보이기 때문에 치료사와 래의 정

 지지와 격려로 사회  행동인 동성, 자기주장, 자기통제능력을 향상시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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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나 책임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음악치료를 실시한 ADHD 아동의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래의 사

회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정 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7주간의 음악치료가 학교생활에 응하지 못하는 ADHD 아동에 

있어 부주의와 공격성을 개선시키고 나아가 사회기술향상에 정 인 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심화하고 발 시키기 해서 향후 ADHD 아동에 한 

음악치료 연구의 방향에 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상이 한 학교의 ADHD 아동 1,2학년을 상으로 실험처

치 효과를 검증하 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는 다양

한 지역과 많은 사례수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7주간 13회기로 음악치료를 실시하 으나 ADHD 아동이 내면화 

내지 습 화하기에는 연구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장기간의 실험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도구에서 래 사회  수용도를 교사들이 평정하도록 하

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래 사회  수용도를 래 아동들이 평정하는 실험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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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usic therapy Program on 

Problem Behaviors and Social Skills Children with ADHD.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first and second graders in B elementary school in J 

city. They were observed in unsuitable behavioral patterns in school life by 

their homeroom teachers. Fifteen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The control group was eight and the experimental 

group was seven. Group music therapy was conducted two times a week 

for seven-week period. It took 35-40 minutes per therapy after school. 

Child Behavior Checklist-Korean, Social Skills Rating System, Social 

Acceptance were administered in pre- and post-stages.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Mann-Whitney U test was used. The findings from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xperimental group who was treated in 

music therapy showed a positive effect on problem behaviors. That is to 

say, the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improved in emotional and 

cognitive stability while they significantly decreased attack behaviors; 2) 

The experimental group statistically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ir social behavior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music therapy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social skills such as cooperation, 

self-assertion, and self-control. However, they did not improve 

responsibility as social skills in a significant manner; and 3)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higher degree of social acceptance than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 result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conclusion, the study proved positive effects of 

music therapy on ADHD children's uncarefulness, attack behaviors, and 

social skills for seven-week experiment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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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roblem Behaviors, Social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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