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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사의 발달수준과 공감능력이 치료사의 치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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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음악치료사의 발달수준과 공감능력이 치료적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인관계 성향에 따라 발달수준과 공감능력, 그리고 치료적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은 음악치료전공 석사이상의 치료사 106명이며 발달수준, 공감능
력, 치료적 유대감, 대인관계 성향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 유형
은 동정적-수용적 대인관계 성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치료사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독립적-책임적 성향, 사교적-우호적 성향, 과시적-도취적 성향, 지배적-우월적 성향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인관계 성향에 따라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관
심’에서, 발달수준의 하위영역인 ‘알아차리기’와 ‘인간적․윤리적 태도’에서 집단 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 치료적 유대감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발달수준과
공감능력이 모두 치료적 유대감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달
수준이 공감능력보다 치료적 유대감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음악치료사, 대인관계성향, 공감능력, 발달수준, 치료적 유대감

음악치료는 음악적 경험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건강을 개선, 유지, 혹은 회복을 목적
으로 하는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대인 관계 과정을 의미한다(Bruscia, 1986).
이러한 정의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의 치료적 관계는 음악치료에
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치료적 관계는 목표, 과제, 유대의 세 가지 요소
의 조합으로 고려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목표는 치료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하에 나
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과제는 목표를 향해 가기위한 전략들, 그리고 유대란
치료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며 편안함, 수용, 신뢰 등
을 내포한다고 하였다(Bordin, 1979). 따라서 치료적 관계는 이러한 요소들이 긴밀히
* 이 연구는 2016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heymt@sm.ac.kr

- 101 -

한국음악치료학회지(제18권 1호, 2016)
상호작용하며 이렇게 형성된 관계의 질은 치료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이정화, 연문희, 2009).
이에 대해 Safran과 Muran(2000)은 치료적 관계가 긍정적인 치료 결과를 예상하게
하는 요인이라 했으며, Wolfe와 Goldfried(1988)는 ‘가장 핵심적인 통합변수(quintessential
integrative variables)'라고 하였다. 또한 Martin, Garsk과 Davis(2000)는 치료적 관계
와 치료성과에 관한 79개의 논문을 메타분석 한 결과, 치료의 유형이나 다양한 변수들
에 관계없이 치료적 관계와 치료성과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 외에
도 많은 연구들은 긍정적인 치료관계가 치료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고
있다(Gaston, 1990; Henry, Strupp, Schacht, & Gaston, 1994; Martin, Garske, &
Davis, 2000).
이러한 치료적 관계에서도 특히 정서적인 부분이 강조되었는데, Gelso와 Carter(1985)
는 이를 정서적 동맹(emotional alliance)이라고 하며 목표에 대한 합의, 감정적 유대,
과제에 대한 합의를 강조하였다. 또한 Gelso와 Carter(1985)는 치료적 관계에서 정서
적 측면이 강조된 관계와, 전이관계, 실제관계로 구분하였으며 이중 정서적 측면의 유
대관계가 가장 치료적 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치료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를 신뢰하고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치료를 위해 상호협력 하는 정서적 상태를 치료적 유대감
이라고 한다.
Greenson(1965)과 Teyber(1992)는 이러한 치료적 유대감은 치료사의 해석, 클라
이언트가 강한 정서를 경험하도록 돕기, 교정적 정서 제공하기 등의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질 때, 안전한 환경이 되어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불안을 감소 시켜준다고 하였
다. Bordin(1980)역시 이러한 유대감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치료사에게 신뢰감을 갖
도록 하여, 치료사가 어떠한 중재를 했을 때 수월하게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다양한
치료적 기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유대감은 치료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Gaston, 1990; Horvath & Greenberg, 1989; Marmar, Horowitz,
Weiss, & Marziali, 1986).
연구자들은 치료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치료사 요인에 주목하기 시
작했다(Mallinckrodt & Nelson, 1991). 치료사 요인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치료
사의 전문성이나 외적인 상태보다 치료사의 정서적 안녕, 태도, 가치 등의 내적특성과
관계형성능력 등이 치료적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utler, Malik,
Alimohamed, Harwood, Talebi, Noble, & Wong, 2004). 또한 Bennun과 Schindler(1988)
는 치료의 기법보다 치료사의 인격적 특성과 대인관계특성이 치료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Dunkle과 Friedlander(1996)는 치료사가 타인에 대한 적대감수준이
낮을수록, 대인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낄수록 클라이언트와 정서적 유대를 잘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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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이처럼 치료사의 대인관계능력이나 성향은 치료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건강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타인의 요구와 인식을 잘 살펴서 적절히 반응하
는 능력이 필요하다(Shure & Spivack, 1972). 이는 공감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감
능력은 상대방의 심리상태를 인지하는 인지적 요소와 상대방의 정서적 상태를 대리경
험 하도록 하는 정서적 요소의 결합이며(Davis, 1980), 이러한 공감능력 역시 치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Davis(1980)는 공감능력을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분리하였는데 ‘관점취
하기’, ‘상상하기’는 인지적 차원으로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은 정서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관점취하기’는 타인의 관점을 자발적으로 취하려는 경향성이
며 ‘상상하기’는 책, 영화, 연극 등의 허구적인 등장인물의 감정과 행동을 상상하여 자
신에게 대입해보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인 공감의 하위차원인 ‘공감적 관심’은 타인의
불행을 보고 연민을 느끼며 관심 갖는 것을 말하며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고통을 자
신과 분리하지 못하고 불안, 불편감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치료사의 발달수준이 치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사 발달수준이란 한 사람이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하는 것과 같이(Erikson, 1963),
치료사도 전문인으로서 발달단계를 거쳐 성장해 나간다고 보는 개념이다(심흥섭,
1998). 치료사 발달수준의 구성 개념에 대해 심흥섭(1998)은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치료대화기술’은 경청, 요약, 반영, 구체화, 질문, 공감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뜻하며 클라이언트의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고 감지하는 것과 클라이언트에게 치료사
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이해’는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
제와 치료 받고자 하는 이유, 클라이언트의 감정양식, 표현양식, 대응양식, 대인관계양
식, 문제를 지속시키는 내적외적역동, 스트레스 등을 파악하고 클라이언트의 핵심문
제, 결점, 강점, 사회적 심리적 자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알아차리기’는 클라
이언트의 말 내용뿐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 의도, 의문, 기타감각 등을 알아차리며,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그 의미를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 ‘치료계획’은 사례이해를 기초로 합리적 치료목표
를 설정하고 적절한 기법을 선택하는 등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치료사의 인간적․윤리적 태도’는 클라이언트를 인간으로 존중, 사랑, 수용하
는 태도를 말하며 치료사의 솔직성, 자신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내심, 인간에 대한
긍정적 시각.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 가치판단 보류, 윤리적인 태도, 치료에 대한
신념 등이 해당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치료사 발달수준에 관한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 하였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모방과 의존단계에서 시작한 치료자가 숙련을 통해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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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율성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탐구와 도전이 일어나며 후기에 개별화와 통합에
이르러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식을 갖추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민지, 2011). 더
불어 치료사 발달수준에 관한 연구들은 치료사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치료적 관계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고 있다(박정해, 2006; 정희선, 2010).
이처럼 대인관계 성향, 공감능력, 치료사 발달수준은 모두 치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먼저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이 발달수준과 공감능력 그리고 치료적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 다음으로 발달수준과 공감능력이 치료적 유대감 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치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치료사요인들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를 높여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가 효과적인 치료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은 어떠한가?
1-1)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에 따라 발달수준, 공감능력, 치료적 유대감에
차이가 있는가?
2. 음악치료사의 발달수준과 공감능력이 치료사의 치료적 유대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방법
연구대상 및 과정
이 연구는 대학원에서 음악치료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했
으며 음악치료전공 S대, H대 졸업생 435명에게 이메일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
다. 그 결과 201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107부가 회수(24.6%)되었으며
불충분한 답변을 한 1부를 제외하고 106부가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의 연령, 성별, 학력, 경력,
근무기관, 근무형태(풀타임, 파트타임), 주요세션 대상,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둘째, 대인관계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안범희(1985)의 대인관계이론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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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윤상매(1993)의 <대인관계성향검사>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주요영
역과 14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유사한 하위영역이 둘씩 짝지어져 총 7개
의 영역 4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성향이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하위 척도 문항의 구성과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대인관계 성향척도의 하위문항 구성과 신뢰도
영역

역할
성향

사회적
관계
성향

표현
성향

하위요인

내용

지배적

영향력행사, 지시, 충고, 복종요구, 자기주장

우월적

독단적, 자만, 지나친 자존감, 권위적

독립적

자기판단적, 독자적수행, 자립, 자족적

책임적

책임의식 철저, 과업 지향적, 자기권리주장

동정적

허용적, 관용적, 민감, 약자 보호적

수용적

타인의 장점 존중, 성심성의, 포용력

사교적

개방적, 활동적, 친밀, 소속감, 낙천적

우호적

온화, 친절, 친애적, 동조적, 협조적

경쟁적

간섭 싫어함, 지기 싫어함

공격적

비판적, 논쟁적

과시적

자기 노출적, 과정적, 전시적, 흥분 잘함

도취적

지나치게 낙천적, 도취적, 즉흥적

반항적

불평, 불만, 권위에 도전, 배타적

불신적

의심, 경계적, 왜곡, 고립적

번호

신뢰도

1, 8, 15, 22, 29, 36

.43

2, 9, 16, 23, 30, 37

.34

3, 10, 17, 24, 31, 38

.69

4, 11, 18, 25, 32, 39

.70

5, 12, 19, 26, 33, 40

.48

6, 13, 20, 27, 34, 41

.50

7, 14, 21, 28, 35, 42

.46

셋째, 음악치료사 발달수준은 심흥섭(1998)이 개발한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naire: KCLQ)의 개념을 토대로 이경숙(2014)의 연구에서
5명의 음악치료전문가들이 음악치료영역에 맞게 수정한 음악치료사 발달수준 척도
(Music Therapist Level Questionnaire: KMTLQ)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음악치료기
술 10문항과 사례이해 11문항, 알아차리기 9문항, 치료계획 11문항, 인간적․윤리적
태도 9문항이며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다(1
점)부터 상당히 일치한다(4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총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88 이며 하위 척도문항의 구성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 105 -

한국음악치료학회지(제18권 1호, 2016)
<표 2> 음악치료사 발달수준 척도의 하위문항 구성과 신뢰도
영역

문항 번호

신뢰도

음악치료기술

1, 12, 20, 22, 25, 28, 29, 37, 42, 44

.90

사례이해

4, 7, 10, 14, 15, 18, 23, 38, 41, 49, 50

.89

알아차리기

5, 6, 9, 13, 19, 33, 35, 43, 48

.89

치료계획

2, 16, 24, 26, 30, 31, 32, 34, 40, 45, 46

.88

인간적 윤리적 태도

3, 8, 11, 17, 21, 27, 36, 39, 47

.85

넷째,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Davis(1980)가 개발한 공감능력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되
어 있다. 인지적인 공감은 다시 관점취하기, 상상하기로, 정서적 공감은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관점 취하기’는 상대방의 심리적인 관점이
나 태도를 자발적으로 취하려는 경향성을 말하고 ‘상상하기’는 책, 영화, 연극 등의 허구
적인 등장인물의 감정과 행동을 상상하여 자신에게 대입해 보려는 경향이다. ‘공감적
관심’은 타인의 불행을 보고 연민을 느끼며 관심 갖는 것을 말하고 ‘개인적 고통’은 타인
의 고통을 자신과 분리하지 못하고 불안, 불편감등을 갖는 것을 말한다.
각 하위척도는 7문항씩 총 28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
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점수가 높은 공감능력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 공감능력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63 이며 하위척도문항의
구성과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공감능력 척도의 하위 문항구성과 신뢰도
변수구분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하위 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관점취하기

7

(3), 8, 11, (15), 21, 25, 28

.55

상상하기

7

1, 5, (7), (12), 16, 23, 26

.75

공감적 관심

7

2, (4), 9, (18), (19), 20, 22

.51

개인적 고통

7

6, 10, (13), (14), 17, 24, 27

.72

* ()는 역채점 문항

마지막으로 치료사가 지각한 치료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Bordin(1979)의 이론
을 바탕으로 Horvath와 Greenberg(1989)가 제작한 작업동맹 설문지(Working Alliance
Inventory : WAI)를 사용하였다. WAI는 총 36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목표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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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agreement), 과제동의(Task agreement), 유대(Bond)의 세 가지 요인이 각 12
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대상자들의 각기 다른 신체․정신적
기능수준과 견고한 동맹관계 형성이 어려운 치료환경 등을 감안하여 유대척도 12문항
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료적 유대감이 높은 것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79 이며 문항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치료적 유대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유대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79
* ()은 역채점 문항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2.0 프로그램을 사용해 통계처리 되었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에 따라 발달
수준, 공감능력, 치료적 유대감의 수준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
고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음악치료사의 발달수준, 공감능력, 치료적
유대감 사이에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과 일반적 특성
이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106명중 연령은 30대가 58.5%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22.6%), 20대(15.1%), 50대 이상 (3.8%)순이었으며
근무형태는 파트타임(78.3%)이 풀타임(21.7%)보다 많았다.
대인관계 성향을 알아보면 동정적-수용적 성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
가 50.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독립적-책임적(21.6%), 사교적-우호적(18.8%),
과시적-도취적(6.6%), 지배적-우월적(2.8%) 순이었다. 그러나 경쟁적-공격적 성향,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가장 높게나온 대상자는 한명도 없었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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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일반적 특성
지배적
-우월적

독립적
-책임적

동정적
-수용적

사교적
-우호적

과시적
-도취적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

4(17)

8(15)

3(15)

1(14)

30대

3(100)

12(52)

29(55)

13(65)

5(71)

40대

-

5(22)

14(26)

4(20)

1(14)

50대 이상

-

2(9)

2(4)

-

-

23(22)

53(50)

20(19)

7(7)

일반적 특성

연령 20대

전체

3(3)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공감능력, 발달수준, 치료적
유대감 분석결과
1)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공감능력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공감능력은 사교적-우호적 성향의 집단이 평균
102.75점(SD = 10.78)으로 가장 높았고 동정적-수용적(102.13), 과시적-도취적(100.86),
독립적-책임적(98.70), 지배적-우월적(92.00)순이었다. 또한 공감의 하위척도중 인지적
공감에 관해서는 동정적-수용적 집단(53.17)이 가장 높았으며, 과시적-도취적(52.57),
사교적-우호적(52.30), 독립적-책임적(50.57), 지배적-우월적(46.67)순이었고, 정서적
공감에서는 사교적-우호적 집단이(50.4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동정적-수용
적(48.96), 과시적-도취적(48.29), 독립적-책임적(48.13), 지배적-우월적(45.33)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감능력의 수준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인지적 공감의 하위척도인 ‘관점취하기’(F = 4.44, p < .01)와 정서적 공감의
하위척도인 ‘공감적 관심’(F = 3.95, p < .01)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한 결과 ‘관점취하기’에서는 사교적-우호적 집단과 동정적 수용
적 집단이 지배적-우월적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공감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p < .05), ‘공감적 관심’에서는 지배적-우월적 집단이 다른 모든 집단들보다 유의
하게 낮은 공감능력(p < .0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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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공감능력
영역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인지적공감합

공감적관심

개인적고통

집단(N)

M(SD)

지배적-우월적(3)

23.00(1.00)

독립적-책임적(23)

24.48(2.66)

동정적-수용적(53)

26.85(2.68)

사교적-우호적(20)

26.30(2.96)

과시적-도취적(7)

25.14(1.68)

지배적-우월적(3)

23.67(2.08)

독립적-책임적(23)

26.09(3.13)

동정적-수용적(53)

26.32(4.02)

사교적-우호적(20)

26.00(4.38)

과시적-도취적(7)

27.43(3.60)

지배적-우월적(3)

46.67(3.06)

독립적-책임적(23)

50.57(4.52)

동정적-수용적(53)

53.17(5.17)

사교적-우호적(20)

52.30(6.06)

과시적-도취적(7)

52.57(4.11)

지배적-우월적(3)

23.00(3.00)

독립적-책임적(23)

25.65(2.82)

동정적-수용적(53)

27.19(2.55)

사교적-우호적(20)

27.65(2.56)

과시적-도취적(7)

25.71(1.11)

지배적-우월적(3)

22.33(4.04)

독립적-책임적(23)

22.48(3.42)

동정적-수용적(53)

21.77(4.00)

사교적-우호적(20)

22.80(5.15)

과시적-도취적(7)

22.57(1.99)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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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44

.00**

0.53

.71

1.94

.11

3.95

.00**

0.3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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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영역

정서적공감합

전체

집단(N)

M(SD)

지배적-우월적(3)

45.33(6.35)

독립적-책임적(23)

48.13(5.29)

동정적-수용적(53)

48.96(5.30)

사교적-우호적(20)

50.45(6.51)

과시적-도취적(7)

48.29(2.36)

지배적-우월적(3)

92.00(7.55)

독립적-책임적(23)

98.70(8.04)

동정적-수용적(53)

102.13(8.41)

사교적-우호적(20)

102.75(10.78)

과시적-도취적(7)

100.86(4.10)

F

p

0.87

.49

1.65

.17

2)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발달 수준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발달수준은 동정적-수용적 성향의 집단이 평균
165.58(SD = 19.18)로 가장 높은 발달수준을 보였고, 그 다음 사교적-우호적(164.15),
지배적-우월적(164.00), 과시적-도취적(159.00), 독립적-책임적(152.65)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달수준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발달수준의 하위영역인 ‘알아차리기’(F = 2.79, p < .05)와 ‘인간적․윤리
적 태도’(F = 2.54, p < .05)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7 참조).
<표 7>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발달수준
영역

음악치료기술

집단(N)

M(SD)

지배적-우월적(3)

32.67(3.06)

독립적-책임적(23)

30.65(3.81)

동정적-수용적(53)

32.91(4.43)

사교적-우호적(20)

33.60(4.25)

과시적-도취적(7)

31.8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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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

1.5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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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영역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치료계획

인간적․윤리적
태도

전체

*

집단(N)

M(SD)

지배적-우월적(3)

36.67(2.89)

독립적-책임적(23)

32.96(3.83)

동정적-수용적(53)

35.98(4.53)

사교적-우호적(20)

35.00(5.61)

과시적-도취적(7)

34.14(4.41)

지배적-우월적(3)

31.33(1.53)

독립적-책임적(23)

27.43(3.60)

동정적-수용적(53)

30.15(3.81)

사교적-우호적(20)

30.55(3.65)

과시적-도취적(7)

30.14(3.81)

지배적-우월적(3)

34.67(1.16)

독립적-책임적(23)

32.96(4.60)

동정적-수용적(53)

35.34(4.69)

사교적-우호적(20)

34.15(5.18)

과시적-도취적(7)

34.14(6.23)

지배적-우월적(3)

28.67(2.31)

독립적-책임적(23)

28.65(3.42)

동정적-수용적(53)

31.21(3.68)

사교적-우호적(20)

30.85(3.70)

과시적-도취적(7)

28.71(4.72)

지배적-우월적(3)

164.00(3.46)

독립적-책임적(23)

152.65(16.20)

동정적-수용적(53)

165.58(19.18)

사교적-우호적(20)

164.15(19.90)

과시적-도취적(7)

159.00(23.01)

F

p

1.91

.12

2.79

.03*

1.03

.40

2.54

.04*

2.03

.10

p < .05

3)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치료적 유대감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치료적 유대감은 사교적-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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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의 집단이 평균 49.80(SD = 4.93)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정적-수용적(49.74), 과시
적-도취적(46.71), 독립적-책임적(46.57), 지배적-우월적(44.67) 집단 순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치료적 유대감 수준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F = 3.47,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배적-우월적 집단과 동정적-수용적 집단 간, 지배
적-우월적 집단과 사교적-우호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표 8>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치료적 유대감

*

영역

집단(N)

M

SD

F

p

치료적
유대감

지배적-우월적(3)
독립적-책임적(23)
동정적-수용적(53)
사교적-우호적(20)
과시적-도취적(7)

44.67
46.57
49.74
49.80
46.71

4.16
4.13
4.28
4.93
3.73

3.47

.01*

p < .05

음악치료사의 발달수준, 공감능력, 치료적 유대감의 영향관계
이 연구에서 음악치료사의 발달수준과 공감능력이 치료적 유대감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방식을 통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발달수준, 공감능력과 치료적 유대감 사이의 회귀식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F =
54.57, p < .001). 각 변인별로 영향을 살펴보면 발달수준(β = 0.16, p < .001)과 공감능
력(β = 0.09, p < .05) 모두 치료적 유대감에 유의한 결과를 미치며 발달수준이 공감능
력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발달수준과 공감능력, 치료적 유대감의 회기분석

*

모형

변인

비표준화 계수

전체

상수
발달수준
공감능력

12.98
0.16
0.09

p < .05,

**

p < .01,

표준화 계수

t

p

0.68
0.18

2.99
9.89
2.63

.00**
.00***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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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이 발달수준과 공감능력 그리고 치료적 유
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발달수준과 공감능력이 치료적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 나아가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에 따라 발달수준, 공감능력, 치
료적 유대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후 회기분석을 통해 발달수준과 공감능
력, 치료적 유대감의 영향관계를 알아보았다.
첫째,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은 동정적-수용적 성향이 두드러진 치료사가 가
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독립적-책임적 성향, 사교적-우호적 성향, 과시적-도취적 성
향, 지배적-우월적 성향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쟁적-공격적 성향과 반항적-불신적 성
향이 가장 높게 나온 치료사는 없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돕고자하는 치료사집
단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모든 대인관계 성향에서 연령은 30대의 비중
이 가장 많았다.
둘째,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과 치료사 발달수준, 대인관계 성향과 공감능력,
대인관계 성향과 치료적 유대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
과 치료사 발달수준, 대인관계 성향과 공감능력은 각각의 하위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음악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과 치료적 유대감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먼저 대인관계 성향과 발달수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발달수준의 하위영역 중 ‘알아
차리기’와 ‘인간적․윤리적 태도’에서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강차연(2008)의 연구에서 알아
차리기 수준이 높을수록 지배적-우월적, 독립적-책임적, 동정적-수용적 성향이 높으
며, 인간적 윤리적 태도수준이 높을수록 독립적-책임적, 동정적-수용적 성향을 띄는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조재현(2015)의 연구에서는 발달수준이 성격5요인 특성과 유
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는데, 성격5요인이란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을 말한다(조재현, 2015, 재인용). 이들 각각의 성격요인들은 또한 대인관계 성향과
정적 혹은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조영란, 2005).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대인관계가 사회적 접촉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임혜진, 1996)
발달수준 또한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기반 한 개념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되는 두 개념들 사이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확인했다는데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알아차리기’와 ‘인간적․윤리적 태도’ 두 가지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이유는 발달수준의 다른 하위 영역인 ‘음악치료기술’, ‘사례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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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계획’은 치료사 개인의 성향이나 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발
달하는 치료사의 전문성과 더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성향과 공감능력을 살펴보면, 사교적-우호적 성향과 동정적-수
용적 성향의 음악치료사가 전반적인 공감능력이 뛰어나며 지배적-우월적 성향의 음악
치료사가 상대적으로 공감능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공감능력
의 하위영역 중 ‘관점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에서 성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
데, 이는 이타적 성향이 공감능력과 유의미한 정적관계이며 공감능력의 하위영역 중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이 이타성향에 더 기여하는 요인임을 밝힌 조효진(2006)
의 연구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성향과 치료적 유대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정적-수용적 성
향과 사교적-우호적 성향의 치료사 집단이 지배적-우월적 성향의 치료사 집단보다
치료적 유대감을 잘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인
대인관계 성향이 높은 치료사가 치료적 동맹을 잘 형성하며,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높은 치료사일수록 치료적 동맹형성에 어려움을 갖는다는 김아영(2009)의 연구, 놀이
치료자의 지배적-우월적, 반항적-불신적, 경쟁적-공격적 성향이 치료적 동맹에 유의
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사한 유미성(2006)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최종적으로, 음악치료사의 발달수준과 공감능력이 치료적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발달수준과 공감능력이 높을수
록 유의하게 치료적 유대감을 잘 형성하며, 두 가지 변인중 발달수준이 공감능력보다
치료적 유대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발달수준이 치료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정해, 2006; 정희
선, 2010), 공감능력이 치료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강애스더, 2013; 한현주,
2003), 대인관계 성향이 치료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아영, 2009; 유미성, 2006)
들을 토대로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치료사의 전문적인 측면과 개인적 측면은 분리될 수 없으며 통합된 한사람으로서의 발
달과 성장이 치료관계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더불어 치
료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한 공감을 제공하고 수용적이며 온화
한 태도를 취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음악치료사로서 전체적인 발달을 위해 노력하
는 것이 더 효과적 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대인관계 성향에 따른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가 대인관계 성향 검사결과에서 가장 높은 점
수를 보인 성향을 대상자의 대인관계 성향으로 규정했다. 때문에 한사람의 가장 높은
성향 이외 나머지 성향들의 정도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한사람이 가진 성향 중 가장 높은 점수의 성향뿐 아니라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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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들의 수준도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모든 검사는 자기 보고식 설문이므로 자신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일 수 없으며,
설문에 응할 당시의 상황이나 대상자의 방어기제로 인해 응답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성향에 따라 같은 상황을 과대 혹은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동료나 슈퍼바이저의 관찰에 의한 보고형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셋째, 치료사의 대인관계성향에 따라 발달수준과 공감능력이 치료적 유대감에 미
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각 성향의 집단을 구분하여 회기분석
하기에는 인원이 충분치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여 각각의 대인
관계성향에 대한 집단별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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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ffect of Emotional Bond by Development Level and
Empathic Ability: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s
Jun, Jung-min
Hwang, Eu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ve effect of developmental level and
empathic ability on emotional bond and the difference of effect induced by tend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s. Developmental level, empathic ability, emotional bond, and tend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measured from 106 music therapists who have master’s or
higher level of degree in music therap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considerable
number of music therapists marked high scores in the sympathetic-acceptable tendency.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groups in ‘prospect taking’
and ‘empathic concern’ which are subordinate domains of empathic ability and ‘awareness’
and ‘humane and ethical attitude’ which are subordinate domains of developmental level,
and emotional bond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Third, developmental
level and empathic ability had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emotional bond, showing
bigger influence of developmental level on emotional bond than empathic ability.
key words: music therapist, emotional bond, development level, empathic ability, tend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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