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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숲속평생교육원예술치료센터, 한음신경정신과한의원
본 연구는 군 부적응을 겪고 있는 관심사병의 군 생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고 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예비조사이다. 대상자는 육군부대에서 의뢰된 관심사병 1인으로, 총 7회기에 걸쳐 음악심리치료기법 중
하나인 지지적 음악과 심상(Supportive Music and Imagery)치료를 실시하였다. 관심사병에게는 군 생활 적응
척도와 군생활 스트레스검사를 사전, 치료 사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대상자의 군 생활 스트레스척도 점수는
감소하였으며 군 생활 적응척도 점수는 증가를 보였다. 또한 대상자의 자기보고에서 자신의 장점을 찾고, 자
신감, 적응적 행동 및 미래에 대한 긍정성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의 의미와 추후 연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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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병이란 군 복무에 부적응하는 부류를
뜻한다. 군 복무 부적응은 개인을 군의 구성원
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
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여 다른 구성원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이다(김무영,
2008). 이러한 군 부적응은 불안, 우울, 공포,
무력감, 심리적 혼란 등의 정서적 문제와 폭행,
자해, 군무이탈(탈영), 자살 등의 군기사고로
나타나게 된다(장경숙, 2008; 정윤경, 2011). 최
근 조사결과는 병사 중 25%는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YTN, 2014), 군 복무 중 자살한 사병
중 40%가 관심사병이었음을 보고하였다(경향
신문, 디지털뉴스팀, 2014). 이는 사병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
다. 현재 국방부는 관심사병을 위한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중에 있다(국방일보,
2014.07.03). 이에 관심사병의 적응을 위한 다
양한 심리치료기법 또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군부적응문제를 나타내는 요인을 군 적응의
위험요인이라 하며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특성은 원활하지
않은 부모님과의 관계와 같이 개인의 가족환경
에서의 빈곤과 역경을 의미하며 우울, 불안, 충
동성, 공격성,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의 심리 상
태를 말한다. 환경적 특성은 부대의 열악한 생
활환경이나 부대 내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가
혹행위, 명령의 복종, 통제와 같이 부대 생활에
서 겪는 군 생활스트레스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소외감을 말한다(김명중,
2000; 김윤근, 2007; 장성대, 2003).
군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
로는 내적자원과 외적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내적 자원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 것으
로 자아 존중감, 내적통제력, 문제대처능력 등
이 있다. 외적자원은 단체생활을 하는 군대에
서 중요한 심리 사회적 적응을 돕는 것인데,
간부와 동료 병사들의 지지적인 관계, 안정된
정서적 환경지각으로 타인과 환경을 긍정적으
로 인식하게 하여 행동과 태도에 변화를 가져
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구승신, 2004; 최혜란,
2009). 이에 관심사병의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은 관심사병의 군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사병의 내적, 외적 보호요인 중 내적 보호요
인의 강화는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군 내 환경은 엄격한 위계 구조 내에서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특수한 환경으로 사병의 외적
자원으로 기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항
상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하는 군 특성상 사병
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일을 해야
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성격의 동료 및 간부
들과 생활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군 환경은
사병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스
트레스는 군 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끼쳐
극단적인 범죄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박현
쳘, 2001). 그러나 같은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어
도 각 개인의 대처자원이 부족할수록 스트레스
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김효영, 2008). 따라서
사병의 내적 보호요인인 내적자원강화는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음악치료기법 중 하나인 GIM(Guided
Imagery and Music)치료는 관심사병의 내적보
호요인을 강화하기 적합한 치료기법일 수 있
다. GIM치료는 Helen Bonny가 미국 동부 메
릴랜드 주의 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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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약물중독 및 분열을 가진 내담자를 대상으
로 연구한 결과, 음악이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와 같은 환각제를 사용하였을 때
와 같은 각성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이에 착안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다(Summer,
1990). GIM치료에서 내담자는 치료사가 선곡
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고 치료사의 언어적
지시에 따라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 측면의 탐색과 통합을 하고 이를 실제 삶
에 적용하게 된다.
GIM에서 심상의 역할은 내담자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한 반영을 해주어, 심상을 통해 자신
의 내적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
라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상태와 행동 패턴에
대한 인식을 돕는다. 또한 내담자의 내적, 외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도우며 내적 평정감을 강
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치료사는 내담자의
심상을 통해 내담자의 내적 세계에 대해 공유
할 수 있게 된다(Summer, 2011).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
에게 GIM은 긍정적인 영향을 줌이 보고되었다
(이난복, 최병철, 2013; Chou & Lin, 2006; Lin
et al., 2010). 또한 만성통증환자의 심리적 지
지를 위해 GIM치료를 하였을 때 실험군은 통
제군에 비하여 대인민감성감소, 공포불안, 신경
증 영역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문정표,
2002). 그러나 GIM치료는 한 회기 당 약 두
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많은 회기 수를 필요로
하고 치료사들은 장시간의 훈련과정을 받아야
하므로 군 상담현장에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
다.
GIM치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Summer가 GIM치료를 변형하여 개발한
MI(Music and Imagery)치료는 보다 짧은 시
간과 회기 동안 내담자를 지지하거나 재교육하

고 새로운 통찰을 돕는다. MI치료는 치료 목표
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뉘는데, 이
는 지지적, 재교육적, 재구성적 수준이다.
이에 지지적 수준의 음악과 심상은
Supportive Music and Imagery(SMI)로 이야
기하며, 음악을 통해 심상을 유도함으로써 내
담자가 가진 내적 또는 외적 환경에 존재하는
지지적 자원을 인식하고 확인하는데 초점을 준
다(정현주, 김동민, 2010). 이 수준에서의 치료
목표는 내담자의 자존감 및 정체성 강화, 대처
기술 강화, 자기 자신을 돌보기,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끼기 등이 있으며 내담자의 창의력을 증진시
키고, 내담자가 즐거움, 만족감, 자유로움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mmer, 2011).
이처럼 SMI치료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내면을
경험하게 하며, 안정감을 증진하고 자긍심 고
양시키는 기능을 한다(정현주 외, 2006,
Summer, 2002). SMI에서 치료사는 내담자의
내적 자원을 음악을 통해 찾고 재경험하게 한
후, 일상에 적용하도록 지지하여 내담자가 자
신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도
록 돕는다.
이러한 SMI치료의 특성은 사병이 군복무 기
간 동안 보다 짧은 시간과 회기 동안 자신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군 적응을 할 수 있게
도울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서 우울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 연구들은 지지적 수준의
MI치료(SMI)가 안정감과 자신의 내재된 힘을
발견하도록 도왔음이 보고된 바 있다(송인령,
2008; Summer, L. & Chong, H., 2006).
이에 따라 본 연구는 SMI치료가 관심사병을
위한 심리치료기법 중 하나로 쓰일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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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과정

군생활적응척도
치료사전사후에 군생활적응척도를 통해 내담
자의 군생활적응정도를 실시하한 후 그 점수를
비교분석하였다. 군 생활적응 척도는 군 업무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Stauffer(1956)가 제작한
척도를 구승신(2004)이 수정보안한 척도로, 신
뢰도는 Cronbach .95를 나타내고 있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의 총
26문항으로 심신의 상태, 임무수행의지, 직책과
직무만족,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로 4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다고 해석한다.

참여자
내담자 L은 관심사병으로 간부에 의해 음악
치료에 의뢰되었다. L은 만 23세로 편모가정의
외아들로서 군대 내에서 자살시도를 1회 하였
으며 신체적 고통은 있으나 의사는 이상이 없
다고 하는 신체화 증상을 보였다. L의 군생활
적응척도는 70점으로 군대 내 평균인 72점 보
다 하위점수를 나타내었고, 군생활적응척도 하
위요인인 심신의 상태, 임무수행의지, 직책과
직무만족,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중 임무
수행의지 요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L의 군 생활 스트레스척도점수는 군대 내 평
균인 67점 보다 낮은 점수인 56점이었고, 역할
스트레스, 관계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외부스
트레스 중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았다.
객관적 심리검사와 면담을 통한 진단 결과, 내
담자의 심리적 이슈는 관계스트레스, 스트레스
통제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군 임무 수행에
대한 어려움이었으며 내담자의 내적 자원은 과
거에 어린 나이에 국가고시에 합격한 것과 자
신의 암기능력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군생활스트레스척도
군생활스트레스검사를 치료사전사후에 실시
하여 내담자의 군생활스트레스 정도를 수집하
고 사전 사후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군생활스
트레스척도는 박현철(200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개 문항으로, 각 하위 척도는
역할 스트레스, 외부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관계스트레스로 나뉘며 신뢰도는 Cronbach .94
이었다. 점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낮다고
해석한다.
심상작업기록 및 언어적 보고
매회기 내담자가 치료사의 안내에 따라 음악
감상한 후 작성한 심상기록과 내담자의 언어적
보고를 수집하였다. 내담자의 언어적 보고는
녹취 후 기록하였으며 음악치료교수 1인의 지
도에 따라 각 치료회기에서의 변화와 전체 회

상담절차
치료는 Prelude라고 부르는 단계에서 내담자
의 현재 일상에서의 생활과 심리적 문제, 그리
고 지난 회기 이후의 변화 등의 이야기를 나누
면서 내담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세션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면서 시작한다.
Transition의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내담자
가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내담자가 가장 중요
한 지지적 자원을 선택하도록 한다. 치료사는

- 31 -

조현아 · 이정민 · 유종호 / 음악과 심상을 통한 관심사병의 군적응 능력 향상 사례

내담자의 이미지에 적절한 음악들을 예시로 소
개한 후, 내담자가 선택한 자원의 이미지에 맞
는 음악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Image/Induction
의 단계에서는 점진적 근육이완법 등의 다양한
긴장이완방법을 사용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신
체와 호흡에 집중하게 하고 전 단계에서 규명
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상(Image)을 떠올린 후

음악과 관련지을 수 있도록 돕는다. Music &
Imagery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선택된 음악을
감상하며 이를 그림, 동작, 들 등으로 표현하도
록 돕는다. Postlude에서는 위의 과정을 통해
표현하였던 글, 그림, 동작들을 언어적 작업을
통해 내담자 자신과 연결하고 일상과 연결하도
록 돕는다.

표 1. SMI구조(백수미, 2012; 정현주, 김동민, 2010).
전개
내용
Prelude
내담자의 감정상태 파악과 세션 목표 정하기
Transition
지지적 자원 선택과 음악선택
Image/Induction
심상과 음악의 연결
Music Imagery
음악감상과 심상표현
Postlude
심상과 일상의 연결

연구결과
군생활 스트레스척도

군생활적응척도

내담자의 군생활스트레스정도를 치료 사전
사후의 점수로 비교한 결과, 다른 요인에서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지만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서의 감소를 보였다.

군생활적응척도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증가를
보임으로서 군생활 적응력이 높아졌음을 나타
내었다.

표 2. 군생활 스트레스척도 사전 사후검사결과
요인
역할스트레스
관계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외부스트레스

사전
12
13
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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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군생활 적응척도 사전 사후검사결과
요인
심신의 상태
임무수행의지
직책과 직무만족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사전
9
8
18
3

사후
10
12
27
40

표 4. 군 생활 적응과 군 생활 스트레스의 사전 사후 변화 비교
척도
사전
사후
군 생활 스트레스
56
52
군 생활 적응
70
89

분석
군 생활 스트레스 감소
군 생활 적응력 강화

그림 1. 군 생활 적응과 군생활 스트레스의 사전 사후 변화 비교

심상작업기록 및 언어적 보고
매회기 내담자가 치료사의 안내에 따라 음악
을 감상한 후 작성한 심상기록과 내담자의 언
어적 보고를 수집하였다. 내담자의 언어적 보
고에 따르며, 내담자는 1회기에서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였으며 세션 안에
서 시험에서 합격한 경험을 다시 느끼고 싶다
고 보고하였다. 이에 치료사가 제시한 음악 중

내담자가 선택한 음악은 ‘Alan silverstri’의
‘Forest gump’였고, 음악 후 그린 심상작업에
대해서는 탄탄대로와 같이 뻥 뚫린 앞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자신의 앞길이 이 그림처럼
뻥 뚫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언급하였고,
치료사는 이러한 이미지를 내담자가 일상에서
필요한 순간에 생각하도록 격려하였다.
2회기에 내담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외적 상
황과 사람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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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는 느낌을 가지고 싶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내담자가 선택한 곡은 ‘마룬 파이브’의 ‘페이푼’
이었고, 감상 후 자신의 긍정적 음악 경험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이에 치료사는 치료 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번 시간의 음악경험을 떠올리도록 격려하였다.
3회기에 내담자는 선임의 괴롭힘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현재 외부
상황으로 인한 괴로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음악을 통해 실컷 욕했을 때의 느낌을 경험하
고 싶다고 보고하였다. 내담자가 선택한 곡은
‘국카스텐’의 ‘나혼자’였고, 감상 후 자신은 다
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야간 복무 시에
산책하는 것을 즐기며, 군대 내에서 현재 자신
이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이야
기하였다. 치료사는 내담자가 일상에서 자신이
즐기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다양한 즐길 거
리를 찾는 것을 격려하였다.
4회기 치료 도입부에서 내담자는 몸이 아프
나 병원에 내원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진단
내려지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내
담자는 세션 안에서 밝은 미래를 경험하고 싶
다고 하였다. 이는 이전까지 세션에서 내담자
가 자신의 부정적 상황과 감정을 표현했을 때
의 느낌을 경험하고 싶다고 원한 것과 차이가
있었다. 내담자는 음악 감상 후, 자신이 생각하
는 밝은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치료사와
함께 그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치료사는 이에 따라 내담자가
현실에서 미래의 목표를 위해 할 수 있는 구체
적인 행동을 실천하도록 격려하였다.
5회기에서 내담자는 불안감과 무기력감을 호
소하였다. 세션을 위해 내담자가 선택한 곡은
‘Sweet people’의 ‘Wonderful day’었다. 내담자
는 음악을 감상하면서 어린 시절에 가족과 함

께 했던 긍정적 추억을 회상하였다고 하였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암기능력이 뛰어나다는
칭찬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내담자는
자신의 능력을 잘 살리면 앞으로 걱정 없을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치료사는 현실에서
불안하고 무기력할 때 내담자가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고 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도
록 격려하였다.
5회기 이후 내담자는 군대 내에서 시험을 보
았는데, 좋은 시험 성적 결과를 받을 수 있었
다. 이에 내담자는 6회기 세션에서 현실에서
경험했던 자신감을 재경험하고 싶다고 하였다.
내담자는 세션 안에서 자신감 있었던 상황을
재경험하면서 자신감을 경험했던 또 다른 경험
을 회상할 수 있었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6회
기 작업을 통해, 내담자는 외부 상황에 대해
자신이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발
견하였는데, 첫째는 시험과 같이 기회가 주어
졌을 때 열심히 할 것, 둘째는 간부와 상의하
여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할
것이었다. 치료사는 내담자가 이와 같이 언급
한 것을 현실에서 실천하도록 격려하였고, 실
제 내담자는 간부와 상의하여 부서를 옮기게
되었다.
7회기는 마지막 세션으로, 치료사는 내담자
가 그 동안의 치료 작업을 돌아보면서 정리하
도록 도왔다. 그는 지금까지 치료를 통해 얻은
것 중 자신감이 가장 간직하고 싶은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마지막 세션에서 재경험하고 싶
다고 하였다. 작업 후 내담자는 자신을 괴롭히
는 선임이 없는 부서로 옮기게 된 현재 상황이
자신이 직접 부딪혀서 도움을 청한 결과라고
이야기하였다. 내담자는 자신이 잘 하는 것은
지도외우기로 이번에 지도를 외워서 어머니와
강원도 드라이브 여향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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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이 지도를 잘 외우기에 도로공사 같
은 곳에 취직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내담자는 지도외우기와 같은 자신의 능력
을 이야기하면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대
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내담자는 지금까
지의 음악치료를 통해 과거의 추억, 미래의 희
표 5. 심상작업 및 언어적 보고
Prelude Chosen Image

Music

망을 떠올려 보면서 괴로움을 잊을 수 있는 시
간이었다고 하였다. 치료사는 내담자와 앞으로
현실에서 이러한 자신감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
지 탐색하며 내담자가 자신감이 필요한 상황에
서 이번 치료를 통해 발견하였던 그의 능력을
생각하도록 격려하였다.
Drawing: Imagery and Feelings

Postlude

Alan
자신의 시험에 합격했을 Silverstri,
1 모습 대한 때의 느낌
Forest
괴로움
Gump

필요한 순간에
이미지 회상하기

외적
상황과
해소 Maroon
2 사람에 의한 스트레스
느낌
5, Payphon
괴로움

스트레스
상황에 음악경험
떠올리기

선임을 욕했을 국카스텐,
때의 느낌
나혼자

치료에서
탐색한 취미
재탐색, 새로운
취미 탐색하기

3

선임의
괴롭힘

4

답답함 밝은 미래의 느낌

러브홀릭
스,
버터플라이

미래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실천

5

불안감과
무기력

Sweet
people, A
wonderful
day

불안하고
무기력할 때
자신의 장점
생각하기

쉼, 평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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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6 시험결과

A,
자신감 재경험 Miss
Touch

시험공부실천하
기와 간부와
상의하기

7

Stanldy
자신감 재경험 Myers,
Cavanita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기

자신감

논의
연구의 객관적, 주관적 보고는 지지적 수준
의 MI치료 후 내담자의 군생활 적응력이 강화
되었으며 군생활 스트레스가 감소되었음을 나
타내었다.
첫째, 내담자가 군생활 스트레스 척도로 군
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 결과, 치료 후
역할, 관계, 직무, 외부 스트레스의 네 요인 중
직무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군인의 심리적 건강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군인의 직무스트레스는 군
인의 우울, 무망감, 그리고 자살생각과 상관이
있었기 때문이다(박승일, 이동귀, 2014).
둘째, 군생활 적응척도에서는 심신의 상태,
임무수행의지, 직책과 직무만족, 군 조직 환경
에 대한 태도요인이 모두 치료 이전 보다 증가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내담자의 심상 작업과 언어적 보고는
내담자가 치료 초기에는 관계 스트레스와 스트
레스 관리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군 임무 수
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치료 중기에
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발견하였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 언급하였음을 나타내었다.
치료 후기에서는 내담자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상황을 재 경험하였고, 자신감을 가지
게 된 원인인 자신의 능력을 탐색하고 확인하
였음을 보여주었다. 내담자는 자신감이 향상되
었음을 언급하였고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외
부상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보다는 신체
적 학대를 당할 때 동료나 간부에게 도움을 청
하기, 공부를 하여 군대 내에서 치러지는 시험
을 잘 봄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등을 언급하며 군적응의
의지를 나타내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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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였고 치료를 통해 과
거의 추억과 미래의 희망을 떠올려 보면서 괴
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내담자의 그림과 언어적 보고는 음악을 통한
내담자의 심상 작업 결과는 치료 후 내담자가
높은 자아해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아
해석은 개인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자신
의 독특한 특성, 능력, 기술, 목적이나 경험들
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독립성과 자
아실현에 초점을 두는 독립적 자아해석과 의미
있는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를 중시하고
사고, 감정, 소망 등이 주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으로 나뉜다(김옥란,
김완일, 2013). 이러한 자아해석은 적응 및 심
리적 건강과 관련이 있다(Du & King, 2012;
Woltin, Yzerbt, & Comeille, 2010; 현경자,
2010; 양명순, 2007). 이 두 가지가 상호보완적
으로 발달할 때 심리적으로 더 적응적일 수 있
다(김동직, 한성열, 1998). 박선영(2005)의 연구
는 두 가지 자아해석이 모두 높은 유형이 정서
적 안녕과 삶의 만족이 높고 우울감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군생활적응과 관련해서도 독립, 관
계적 자아해석이 높을수록 군생활 적응이 높았
으며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은 낮았다(김옥란,
김완일, 2013). 또한 독립적 자아해석과 연관
있는 개별성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관련있
는 관계성이 높을수록 군생활 적응 수준이 높
았다(송경재, 2007). 이에 사병의 언어적 보고
는 MI의 전체치료과정이 사병의 독립적 자아
해석을 도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음악은 사병
이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치료
사는 이러한 경험을 지지해 주었는데, 이는 음
악과 치료사가 사병의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도왔음을 알 수 있다.
치료세션 외에서 보인 내담자의 변화로, 내

담자는 군대 내에서 긍정적인 관계 맺기의 시
도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
료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적응적
행동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내담자
는 간부에게 직접 도움을 청해서 적성에 맞지
않는 운전업무가 아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컴
퓨터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괴롭히는 선임
이 없는 타부서로 이동할 수 있었다. 또한 내
담자의 목표 지향적 행동의 증가로 세션 내에
서 이야기하였던 군 내 시험공부를 실천하였
고, 두 번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
었다. 가족 관계에서는 이전과 달리 아버지와
긍정적 대화를 시도하고 나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내담자는 치료 과정 중에 치료 내
외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치료사는 이
러한 내담자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으로 남지
않도록 군 간부들의 관심과 추후 관리차원의
상담을 받기를 추천하였고, 그룹 치료를 통해
군대 내 타인과의 관계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하였다.
위의 사례는 한 명의 관심사병을 대상으로
지지적 수준에서의 음악과 심상치료가 군부
적응병사의 군적응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
을 시사하였다. 사병의 심상기록과 언어기
록은 사병이 매 회기 동안 음악을 통해 자
신의 내적 긍정성과 욕구를 발견하였고, 이
러한 심상을 그림으로써 확인하였으며, 치
료사와 공유하고 지지받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음악과 심상치
료를 다양한 대상에게 실시하였을 때의 효
과를 분석함으로써 치료의 효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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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Improving Soldiers`s Military
Adaptation through Music and Images.
Cho, Hyunah., Lee, Jungmin., Yoo, Jongho
Ddore art therapy center, Haneum oriental neuropsychiatric clinic

This study i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to reduce stress and improve military adaptation of a
soldier with stress and maladjustment. Subject was referred by the Army, the seven sessions
was Supportive Music and Imagery, one of the music psychotherapy techniques. To determine
the therapeutic effect, the military adjustment scale and military stress scale was used. As a
result, military stress scale scores of subjects was reduced and military adjustment scale
scores showed an increase. According to self-report of soldier, he could found his strengths
and confident. And his adaptive behavior and positive perspective for the future were
increased. Finally,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potential future research.
Key words : military adjustment, military stress, music therapy, music and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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