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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군민 협력으로 진행된 군인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 보다 개선된 운
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육군 00부대에서 실시한 그린캠프에 참가한 정신건
강 취약 및 복무 부적응 병사 26명으로서 이들의 사전·사후 변화와 프로그램 만족도 및 부대 적응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병사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의 자아존중감, 정신적 안정, 군적응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군과 민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의 운
영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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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은 헌법 제37조와 병역법 제3조에 의해 모두 국방의 의무를 가지
고 있기에 생애의 일정기간을 군에 소속 되어 가정과 일반적인 사회적 환경을 떠나 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 국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은 군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인터넷 등 매스컴의 발달로 군내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최근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군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병사들의 군 적응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인에 대한 복지가 발달한 미군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전쟁에
참여한 병사가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군인의 적응 문제에 관심을 가지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부적응의 문제에는 약물남용, 가정폭력, 전투 스트레스, 정신건강문
제가 포함된다(Adams, 1996; Harris, 1999; 박영주·정원철; 2006). 그러나 한국은 현재 군
에 입대하는 대부분의 병사들의 의무병제도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입대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의 연령이나 성장 환경면을 고려할 때 과거 기성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신세대라
는 면을 주목해야 한다(조수묵, 1998). 군은 이런 신세대 병사들이 군 조직 구성의 높은 비
율을 차지하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즉 통제된 계급사회인 군
조직에서 상하 계급간의 갈등과 단체생활과 억압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한 군 생활 부적응,
군내 각종 부조리와 개인 신상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군무이탈, 폭행사고, 자살․자해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엔 군이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일
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군에서는 병사들이 보다 나은 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인 복지제
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새로운 병영 문화를 창출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국방부, 2005).
예를 들면 병사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관 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군인복지기본법의
도입, 의무복무자들의 여가시간 및 여가 활동여건 보장, 군 복무 중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
록 여건 보장, 기본권 전문상담관제도 등이 그것이다. 또한 입영 절차상의 정비를 통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육군훈련소 입소대대에서 3일
정도 대기하면서 신체검사와 군 인성검사 등을 통해서 1차적으로 입대 가능자를 선별한다.
또한 자대 배치 이후에도 2차적으로 부적응 병사를 선별하여 비전캠프(Vision Camp)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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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최근 10여년 동안 군내 안전사고와 군기 사
고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군의 사망사고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 2005년 사망자 124명 가운데 자살자 수는 64명 이었는데 2007년에는 121명 가운데
80명, 2008년에는 134명 가운데 75명이 자살자로서 자살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
다(국방부, 2009). 최근 수년 동안 해마다 70명 이상의 장병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데 이
는 군대 내 사망사고의 60% 수준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병사의 군복무 부적응 및 정신건강의 문제는 영동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동권은 휴전선과 해안을 인접하고 있어 전방부대, 예비사단, 해안초소, 공군부대 등
각종 군 부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이에 병사들의 복무 부적응 문제 해결
을 위한 정기적인 비전캠프를 진행하고 있지만 군 내부의 예산부족과 정신건강 및 복지분
야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역내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민간 기관에게 호소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병사들의 정신건강 및 복무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의 수립
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2010년 7월에 육군 00부대 사령부, 강릉시정신보건센터,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 협력하여 이른 바 영동지역 군사회복지사업단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
어서 8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3년간의 예산지원을 얻어 내는 것을 계기로 00부대
산하에 비전센터6)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군민 컨소시엄 형태의 정신건강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동지역 군사회복지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군인 정신건강증진 프
로그램인 그린캠프(Green Camp)와 에프터(After) 그린캠프의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 보다
개선된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 비전센터는 영동지역 군사회복지사업단의 군민 협력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부대로서 군단의 그린캠프,
에프터그린캠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센터는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의 군정신건강센터, 군
사회복지센터와 함께 2010년 8월에 개소하였다. 본 센터에는 군단의 운영인력과 군정신건강센터에서 파견된 서비스
코디네이터(사회복지사)가 상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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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병사7)의 정신건강
군에서는 정신건강보다는 정신전력이나 사기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다. 그러나 병사들의
정신건강이 더욱 악화되면서 군 복무에 적응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일탈행위가 나타나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정신건강이 곧 정신전력이나 사기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병사들은 군입대전 일정한 신체검사를 거친 후 군 복무를 시작하고
훈련소에서 한국형 육군 인성검사(KMPI)를 받도록하여 해당 부대 지휘관들의 보호관심 사
병 관리와 부대 운영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야전 부대 지휘관들은
이러한 인성검사에 대한 인식과 신뢰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조수묵, 1998).
한편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항에서는 19세에서 24세를 ‘후기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에 입대하는 장정의 약 80%가 만 21세 미만(한겨레, 2006)인 점
에서 병사들의 대부분은 후기청소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후기청소년 시기는 정
체감이 확고하지 못하고 독립경험이 부족하며 성장과 학습을 위한 다양한 양질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발달주기이다. 따라서 개성이 분명하고 개인주의 요소가 강한 신세대 병사들의
심리적 특성은 상명하복의 억압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군대와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서혜석, 2009).
군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주요 연구들은 살펴보면 군복무에 있어서 정신건강의 중요성
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군인은 정신질환과 신경증의 유병률이 높으며 자살사고가
군 사망사고의 32%를 차지하고 있다(1999, 한인영). 군 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
는 병사들은 심한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나타내거나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박호선, 1992). 또한 군대생활 중에 개성의 상실에서 오는 우울감, 생소한 직무수행
에 따른 불안감과 열등감,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입대 후
1년 이내에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심하여 자살시도가 대부분 이 시기에 행해지고 있으며,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는 경향도 복무기간 초기나 낮은 계급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된다

7) 본 연구에서 ‘병사’는 병장이하의 계급에 속하는 군인을 말하며 ‘장병’ 혹은 ‘군인’은 간부급 계급까지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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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1982; 김황년·석재호, 1987). 병사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요인으로 김성식(2003)
은

자아존중감과 군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입대전 과도한

음주를 빈번하게 했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 병사의 복무 부적응
Shauffer(1956)는 적응이란 개체의 요구와 사회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개인의 생리적, 심
리적 욕구를 저해하는 환경적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환경 변화의 조건에 잘 맞추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한편 군에서의 적응이란 개개인이 군대생활에 행복감을 느끼고 임무
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며, 직무와 직위에 만족하여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Stauffer, 1949). 이러한 군에서의 적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즉 복무 부적응의
상태는 곧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이른바 총기탈취, 군무이탈, 자살사고 등 치명적인 군기사
고의 원인이 된다. 군기사고는 군 조직에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투력 향상에 악영향을 끼
친다. 또한 군 조직에서의 부적응 경험은 전역하여 사회로 나간 이후에도 사회 부적응으로
지속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06)에서 육군 병사 9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중 103
명(10.9%)이 군 복무 부적응자로 나타났고, 육군 사고 통계(2006)에서는 1085건의 군무 이
탈 사고 가운데 697건(64.2%)이 군 복무 부적응이 원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병사들의 복
무 부적응과 관련된 요인은 입대 전 부적응 행동유형, 자아정체감, 근무기간(신태수, 1981),
내적 통제성(심정자, 2002), 종교의 유무, 최종학력(박선하, 1998)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3. 영동지역 병사의 자살사고 실태
00부대의 예하부대로 구성되어있는 영동지역 육군의 자살사고 실태는 〔표 1〕과 같다.
최근 4년간 육군에서 일어난 자살사고는 평균 63건으로서 이중에 영동지역 육군에서 일어
난 사고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6건이 있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2건으로서 현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2010년의 자살사고 2건은 00부대의 비전센터가 개
소하기 이전 발생된 사고로서 개소 이후에는 한건의 자살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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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2011년에 발생한 자살사고는 2건으로서 이는 비전센터의 그린캠프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병사의 사고였기에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병사의 자살사고는 현재까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1〕 영동지역 육군 장병의 자살사고 실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말 기준)

육군

68

60

64

30

00부대

6

6

2

2

출처: 육군본부(2011)

4. 비전·그린캠프
육군의 사고예방 노력으로 2003년 비전캠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2003년 11월 첫 시행
되었다. 비전캠프는 자살 우려자 및 복무 부적응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집단 프로그램이
다. 육군은 비전캠프를 통하여 병사들의 건강한 자아상 회복과 왜곡된 인식체계의 전환 그
리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도록 하여 복무 적응을 유도하고 자살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있
다. 그러나 3박 4일의 캠프는 두 달에 한 번, 연 6회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전캠프 기간
이 아닐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고우려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다는
점, 비전캠프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오해, 비전캠프를 운영하는 군종장교들의 표준교안
미준수 내지 타 프로그램으로의 대체, 무분별한 입소대상자 선정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육
군본부(2007)에서는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여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2008년 12월부터는 1군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자살우려자 및 복무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
로 상시비전캠프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2009년 6월 이후 육군 전체에 확대 시행되어졌
다. 이 상시비전캠프는 그린캠프, 사랑의 캠프, 희망의 캠프 등의 이름으로 사고우려자 발
생 시 즉각적인 조치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소기간의 제한 없이 상시
로 운영되어졌다. 이 때 처음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진행하였고 입소기간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우려자를 즉각 조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시비전캠프 또한 자살우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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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복무 부적응 병사들이 상시 입소함에 따라 점차로 치료의 개념이 아닌 수용의 개념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졌고,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졌
다(육군본부, 2007). 또한 운영인력이 잠정 편성되거나 파견으로 운영되어짐으로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소속감이 결여됨은 물론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사·여단급 지휘
부의 운영비 혹은 복지기금으로 운영되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2월 MBC방송사의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 ‘어느 병사의 죽음, 그는 왜 죽음을 택했는가?’ 편에서
상시비전캠프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떠오르게 되었다.

➜ 2003년 11월 육군 시행.
연6회, 군종부에 의해 진행.

비전캠프

➜ 2009년 6월 이후 육군 전체 시행.
연중상시 진행, 치료의 개념 도입.
(그린캠프, 사랑의 캠프, 희망의 캠프 등)

상시비전캠프

비전캠프

그린캠프

➜ 2010년 8월 00부대에서 처음으로
상시비전캠프에서 비전캠프와 그린캠프를 분리.
2011년 7월부터 전육군에 권장.

〔그림 1〕 00부대 그린캠프 변화과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신건강 취약 및 복무 부적응 상태에 있는 병사들이다. 본 연구에
서는 ‘정신건강 취약’이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서 구체적인 정신과 진단이 내
려지지 않더라도 부대 내 대인관계 및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서부터 우울증 및
정신분열병과 같은 정신질환의 상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내린다. 아울러 ‘복
무 부적응’이란 군 생활에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군 조직 내에서 맡은 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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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직무에 불만족하고 군 조직의 여러 규범과 질서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8).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구체적인 대상자는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육군 00부대에서
실시한 그린캠프에 참가한 정신건강 취약 및 복무 부적응 병사 26명이다.

2. 연구모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육군 00부대 소속의 병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그린캠프와 에프터 그린캠프 프
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군조직의 특성상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을 모두 설정하는데 한계점이 있고 실험집단도 매월 기수별로 실시되는 그린
캠프에 참가하는 병사의 수가 10~15명 수준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5
월과 6월에 의뢰되었던 그린캠프 2개 기수의 병사 26명을 실험집단으로 표집하였다. 이들
을 대상으로 2주간의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들 중 24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
감, 정신건강, 군적응의 수준을 사전과 사후로 측정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참가한 26명
을 대상으로 그린캠프 퇴소 시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린캠프를 퇴소한
이후에는 각 병사의 복무부대(자대)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에프터 그린캠
프)를 실시하였고, 퇴소 4주후에 다시 이들의 부대 적응도를 조사하였다.

에프터

그린캠프 X1

그린캠프 X2

·사후측정 O2

·사전측정 O1

·적응도측정 O4

·만족도측정 O3

2주

4주
〔그림 2〕연구모형

8) 정신건강 취약병사와 복무 부적응 병사는 각각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호 공통된 특성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軍民협력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107

3.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측정은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안한 자아 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개인의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것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문항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 5문항으로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응답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장경숙(2007)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 α) .83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값이 .803으로 양호하였다.
2) 정신건강

정신장애 수준의 측정은 신선인(2001)이 개발한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를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의 위험군에 속하는 대상자들을 일차적으로 선별
하고 이들의 정신장애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쓰여지는 도구이다. 본 척도는 불안요인, 우울
요인, 사회적 부적응, 외출빈도의 4가지 하위요인을 묻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 문항의 응답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신선인(200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501명, 227명, 정신질환자 87명 등 세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한 집단별 Cronbach’ α 값은 .89~.91 수준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값이 .947로 양호하였다.
3) 군 적응

군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Stauffer(1949)가 제작한 군 생활 적응검사를 신태수(1981)가
재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심신의 상태 3문항, 임무수행 의지 4문항, 직책과
직무만족 7문항,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12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
구에서 문항의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군 적응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최혜란(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값이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값이 .934로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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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린캠프 만족도

그린캠프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
다. 설문지는 참여경로 및 동기, 그린캠프의 환경, 운영인력, 상담인력, 프로그램, 민간전문
가의 참여, 그린캠프의 성과, 기타 건의 및 의견 등을 묻는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도(1: 매우불만족, 5: 매우만족)와 주관식 기술방법을
사용하였다.
5) 자대 적응도

그린캠프 퇴소 후 자대의 적응도 역시 본 연구자가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설문지는 자대에서의 전반적인 적응사항과 어려움을 묻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Likert 척도(1: 전혀도움안됨, 4: 매우도움됨)와 주관식 기술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2〕측정도구
측정영역

측정도구(출처)

문항수

신뢰도(Cronbach' α)

자아존중감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국승희, 2001)

10문항

.803

정신건강

일반 정신건강 척도(KGHQ)
(신선인, 2001)

30문항

.947

군 적응

Stauffer(1949)의 군 생활적응 척도
(신태수, 1981)

26문항

.934

그린캠프 만족도

그린캠프 프로그램 만족도 문항

40문항

-

자대 적응도

그린캠프 퇴소 후 자대 적응도 문항

7문항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그린캠프 만족도, 자대 적응도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軍民협력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109

둘째, 연구 대상자의 그린캠프 프로그램 전·후의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군적응의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프로그램 내용

1. 군민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본 프로그램은 2010년 8월까지 00부대의 산하에 있는 사단급 부대에서 운영되어지던 상
시비전캠프에서 군단 주도형 그린캠프를 분리한 것으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구
조화된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사단급 프로그램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군단에서
의뢰받아서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도
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기존의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정신보건센터의 연구팀에서 에프터 그린캠프와 같은 사례관리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서,
세부 프로그램은 군단 사령부 지휘관을 포함한 운영인력과 정신보건센터의 연구팀이 매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의뢰된 병사들은
입소 후 2주 동안 자대와는 분리되어 비전센터에서 입소생활을 하게 되며, 이곳에서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민간전문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예술치료사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2주
의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입소자 전원 퇴소가 원칙인데 혹 재입소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기수 그린캠프 재 입소일까지는 자대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이는 입소자의 자대 소
속감을 잃지 않게 해 주기 위함과 입소자의 문제를 자대와 비전센터가 상호 협력하여 접근
하기 위함이다.

2. 그린캠프 프로그램의 내용
비전센터에서의 그린캠프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2주간의 입소생활을 하면서 진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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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별상담, 정신건강 예방교육, 예술치료(음악, 웃음, 미술), 사회봉사활동 등의 하위 프
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개별상담은 상담관 3명9)에 의해 기본적인 상담이 1주차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2주차부터
는 입소생에게 상담관 선택권을 부여하여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지휘
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입소생들과 1회 이상 개별적인 지휘관 상담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하여 정신과적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군병원과 민간 정신과 병원을 연계하
여 치료를 받도록 관리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도 지원하였다. 아울러 입소 대상자에
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비전센터 상담관과 운영인력이 함께
사례회의와 퇴소심의를 진행하였고 상담 및 프로그램 기록과 사정자료를 보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입소생 개별 차트도 도입하였다.
개별상담이외에 예술치료, 정신건강 예방교육, 사회봉사활동 등의 집단 프로그램이 심리
적 안정을 도모하고 인간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찜질방 대화,
유적지견학 등의 여가 프로그램이 입소생들에게 휴식의 시간이 되도록 제공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2주간의 입소기간 동안 각 예하부대에서 차출된 모범 선임병 8명이 분대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들 분대장 1명은 입소생 2명의 멘터로서 입소생의 안전 및 내무반
적응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표 3〕그린캠프 프로그램 내용
오

1주
차

전

오

후

월

• 입소 등록 / 입소식
• 자기소개서 작성

• 개별상담
• 개인정비

화

• 개별상담(기본)
• 미술치료

• 개별상담
• 음식만들기
• 인권생명 동영상 시청

수

• 개별상담(기본)

• 웃음치료
• 영화감상

목

• 개별상담(기본)

• 음악치료
• 개인정비

금

• 개별상담(기본)

• 정신건강: 합리·정서적 자기관리

9) 상담관은 군정신건강센터 파견 사회복지사 1명, 민간 성직자 1명(자원봉사자), 군단 병영생활상담관 1명 등 3명이
전담으로 배치되었고 그 외에 군종참모와 국군병원 간호장교 등이 지원인력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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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극장 시청

2주
차

토

• 지역사회 유적지 견학

• 체육활동
• 개인정비

일

• 종교행사

• 이발
• 개인정비

월

• 개별상담(심층)
• 미술치료

• 웃음치료
• 인간극장 시청

화

• 개별상담(심층)
• 군종장교 상담

• 정신건강: 스트레스 관리
• 지휘관 상담

수

• 개별상담(심층)

• 사회봉사활동
• 개인정비

목

• 찜질방 대화

• 음악치료
• 영화감상

금

• 미래비전/자대생활 계획 및 발표
• 마음나누기

• 퇴소심의
• 퇴소/복귀

3. 에프터 그린캠프 프로그램의 내용
에프터 그린캠프는 그린캠프를 퇴소한 병사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이다. 퇴소한 병사
들의 자대를 대상으로 민간 상담관과 비전센터 교육대장이 전화 및 방문을 실시하였다. 민
간 상담관은 병사를 면회하는 형식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고 교육대장은 병사의 담당
간부를 만나서 자대 적응상태를 확인하고 자대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병사는 자대의 협조를 구하여 지속적으로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비전센터 측에서의 방문 서비스 외에도 자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 스스로 비
전센터 민간상담관이나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아울러 사이버 매체를 통하여 복무 중에 겪는 애로사항을 토로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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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프터 그린캠프 서비스 내용
자대방문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치료지원

42회

53건

3건

4명

Ⅴ.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사전·사후 측정에 참가한 연구대상자 24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5〕
와 같다. 먼저 연령은 평균 20.7세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54.2%가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
력을 가지고 있었다. 종교는 무교와 기독교가 각각 33.3%를 차지하였다. 계급은 이병이
45.8%, 일병이 37.5%였으며 복무기간은 평균 7.87개월로서 그린캠프의 입소 대상자가 주로
입대 초년병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입대 전과 후의 자살시도 경험을
알아보았는데 입대 후 자살시도가 있었던 병사가 5명으로 전체의 19.1%에 해당하였다.
〔표 5〕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연령

범주

사례수(N=24)

백분율(%)

19세

4

16.7

20세

6

25.0

21세

9

37.5

22세

4

16.7

23세

0

0

24세

1

4.2

평균: 20.70년(표준편차 1.19년)

학력

중학교

3

12.5

고등학교

4

16.7

전문대

4

16.7

4년제 대학교

13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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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계급

복무기간

무교

8

33.3

천주교

4

16.7

기독교

8

33.3

불교

3

12.5

기타

1

4.2

이병

11

45.8

일병

9

37.5

상병

3

12.5

병장

1

4.2

1~5개월

9

37.5

6~10개월

9

37.5

11~15개월

4

16.7

16~20개월

2

8.3

평균: 7.87개월(표준편차 4.66개월)

자살시도
경험
(N=26)

(입대전)

입대후

백분율(%)

없음

(22)

21

80.7

1회

(3)

3

11.5

2회

(1)

1

3.8

3회 이상

(0)

1

3.8

2. 그린캠프 효과성
1) 그린캠프 사전·사후 비교
그린캠프에 참가한 병사 24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군적응의 수준을 사전·
사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 가지 측정 변수 모두에서 사
전점수와 사후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은 그린캠프 실
시 전에 21.91이었고 그린캠프 실시 후에는 21.41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신건강은 사전점수가 61.91이었는데 그린캠프 실시 후에 63.12로 다소 향상되었지
만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적응 역시 사전점수가 62.41이었고
사후점수가 62.37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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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사전, 사후 비교
N=24

평균

표준편차

사전

21.91

5.38

사후

21.41

4.90

사전

61.91

14.50

사후

63.12

15.10

사전

62.41

17.04

사후

62.37

18.08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군 적응

t

P

.771

.448

-.456

.652

.027

.978

* p<0.05

2) 그린캠프 만족도 조사

2주간의 그린캠프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참가 병사 26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40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도(5점 만점)와 주관식 기술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그린캠프 참여 경로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휘관 및 간부의 추천이 80.77%로 가장
높았으며, 동료나 고참의 권유(3.85%), 자발적 참여(7.69%)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병사들이 본인의사가 아닌 부대의 권유를 통해 그린캠프에 입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그린캠프 참여경로
참여경로

응답자수(명)

백분율(%)

지휘관 및 간부의 추천

21

80.77

본인이 자발적으로

2

7.69

기타

2

7.69

동료나 고참의 권유

1

3.85

둘째, 입소생이 표현하는 그린캠프 입소동기는 대인관계의 문제가 21.79%로 가장 높았으
며,

내무반 생활의 어려움(19.23%),

(1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부적응(14.1%),

정신질환(11.54%),

자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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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그린캠프 입소동기
입소동기

응답자수(명, 중복응답)

백분율(%)

대인관계 문제

17

21.79

내무반 생활이 힘들어서

15

19.23

업무 부적응

11

14.10

정신질환 때문에

9

11.54

자살시도 문제

9

11.54

신체적 건강 때문에

6

7.69

쉬고 싶어서

5

6.41

전역이나 자대변경을 희망

5

6.41

기타

1

1.28

셋째, 비전센터의 환경에 대한 질문에서는 평균 3.79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 점수
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식사메뉴에 대한 질문에서는 평균 4.08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상담인력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는
데 민간상담관에 대한 만족도가 4.12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9〕상담인력에 대한 만족도
상담인력

응답자 수(명)

만족도 평균
(5점 만점)

민간상담관

25

4.12

민간성직자

26

3.19

병영생활상담관

22

3.59

다섯째, 상담인력을 제외한 그린캠프의 운영인력에 대한 질문에서도 중간 이상의 점수가
나왔으며, ‘나를 지나치게 감시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행할 때가 있다’ 문항에 대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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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3.91점으로 다소 높게 나왔는데 이는 운영인력이 입소생을 통제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편감 때문이라 보여진다.
〔표 10〕운영인력에 대한 만족도
운영인력

응답자 수(명)

만족도 평균(5점 만점)

내가 도움을 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26

3.54

용기를 찾을 수 있도록 격려와 배려를 한다

26

3.50

지나치게 감시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행할 때가 있다

26

3.91

여섯째, 프로그램 별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다. 음악치료, 유적지 견학, 사회봉사활동, 음
식만들기, 개별상담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주로 입소생들이 편하게 쉴 수 있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웃음치료와 같이 적
극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왔다. 전체적으로 그
린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56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11〕프로그램별 만족도
프로그램 명

응답자 수(명)

만족도 평균(5점 만점)

음악치료

26

3.96

유적지 견학

25

3.88

사회봉사활동

26

3.81

음식만들기

25

3.80

개별상담

26

3.73

미술치료

26

3.73

찜질방대화

19

3.53

영화, 인간극장 시청

26

3.38

정신건강

26

3.35

분대장 멘토링

24

3.13

웃음치료

26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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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신설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기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
률이 26.08%로 가장 높았으며, 의사소통·대인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15.94%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입소생들이 낮은 자존감과 자아 정체감의 혼란 상태에 처해 있으
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체육활동이나 명상
과 같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도 있었다. 한편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이 많아 일정이 힘들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12〕신설을 원하는 프로그램
희망 프로그램

응답자 수(명, 중복 응답)

백분율(%)

자기탐색

18

26.08

의사소통·대인관계

11

15.94

명상

9

13.04

체육활동

9

13.04

분노조절

8

11.59

자살예방

6

8.69

종교행사

4

5.7

프로그램이 너무 많음

4

5.7

여덟째, 그린캠프의 성과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 복무의욕이 최초 입소시보다 증진된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평균 만족도
는 2.73점으로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입소 중에 여전히 자살충동을 자주 느끼
고 있느냐는 질문에 3.46점으로 긍정하였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결과로 보여진다. 에프터
그린캠프와 같이 사후관리에 대하여 평균 4.00점으로 대부분의 병사들이 필요하다고 의사
를 표현하였다. 또한 본인이 참여한 그린캠프를 어려움을 느끼는 동료에게 권유하겠냐는 질
문에 3.88점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것을 통해서 본 그린캠프에 대한 성과를 간접적으
로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간 전문가의 참여에 대해 평균 만족도 4.31점으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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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의 참여에 대한 주관식 응답으로 “민간 전문가가 좀 더 전문적이
고, 긍정적으로 행동한다,” “입소생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기 때문에 좋다,” “관련 분야
에 대해 더욱 전문가니까 긍정적이다” 라는 의견들을 기술하였다.
〔표 13〕그린캠프의 성과
그린캠프의 성과

응답자 수

만족도 평균(5점 만점)

자대생활과 비교했을 때 그린캠프의 생활은 어떠한가?

26

3.69

최초 입소시보다 군 복무의욕이 증진되었는가?

26

2.73

심리상태는 안정된 것 같은가?

26

3.19

자살충동을 느꼈는가?

26

3.46

에프터 그린캠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6

4.00

그린캠프를 동료에게 권유하겠는가?

26

3.88

그린캠프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어떠한가?

26

4.31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연구대상자들의 그린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대한 것이었다. 아울러 향후 그린캠프는 자기탐색,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 등
병사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의 조정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린캠프를
퇴소하게 되는 병사들의 에프터 그린캠프에 대한 욕구 역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에프터 그린캠프 효과성
그린캠프를 퇴소한 병사 26명을 대상으로 에프터 그린캠프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퇴소 후
4주 이내에 자대방문을 통하여 적응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26명 중에 제2보충역, 공
익근무 등으로 자대를 이동한 병사 5명과 휴가 및 훈련으로 인한 1명을 제외한 20명의 병
사가 자대 적응도 조사에 참여하였다. 총 7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Likert 척도(4점
만점)와 주관식 기술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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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 그린캠프가 자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90%
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병사들이 그린캠프가 자대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린캠프 퇴소 후 자대 생활에 적응하는 본인의 상태에 대한 질문에
는 ‘힘들지만 견딜만 하다’가 55%,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다’가 40%로 자대 적응면
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병사가 9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명의 병사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추가질문에 ‘그
린캠프 재입소’로 응답하였다.
에프터 그린캠프에 대한 기타 주관식 기술의견으로는 “상담사의 전화상담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퇴소 후 자대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최소 1~2달 간격으로
확인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대를 방문하여 그린캠프 수료 교육생들의 사기
증진을 해 주시고 주기적인 전화상담으로 사후 관리를 해주셨으면 한다”와 같이 사후관리
에 대한 적극적인 욕구를 표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그린캠프 퇴소후 자대로 복귀한 90%의 병사들이 그린캠프에서
도움을 받았음을 인지하고 있고 95%의 병사들이 긍정적인 적응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4〕그린캠프 퇴소 후 자대 적응도 조사 결과
그린캠프가 자대적응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습니까?

응답자수(명)

백분율(%)

① 전혀 도움 안됨

1

5

② 별로 도움 안됨

1

5

③ 도움 됨

14

70

④ 많이 도움 됨

4

20

응답자수(명)

백분율(%)

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

0

0

② 더 나빠졌다

1

5

③ 힘들지만 견딜만 하다

11

55

④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다

8

40

그린캠프 퇴소 후 자대 생활에 적응하는 본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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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1.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그린캠프의 효과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그린캠프의 사
전·사후 비교에서 나타난 결과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군적응의 변화 없음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사전·사후의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사후측정을 실시한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후측정을 실시한 시점은 자대복귀가 임박한 퇴소 직전으로서 2주간의 그린캠프 기간에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을 찾았던 병사들이 퇴소를 앞두고 다시 자대로 복귀해야한다는 긴
장과 불안감이 고조된 시기였다는 것이다.
둘째,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군적응 세 가지 측정변인이 2주간의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화 가능한 속성이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대상자의 심리정서적 변화는 척도를 통해서
측정되지 못한 반면,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적 만족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점수가 높게 나타
났고, 4주 후의 적응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러한 측정변인은 그 변화가
2주라는 단기간에 추적될 수 없는 속성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그린캠프에 참가했던 병사들의 사고율을 주목해야 한다. 〔표 15〕는 연구대상자
의 입소 당시의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군적응의 수준이 그린캠프에 입소하지 않은 비교집
단에 비해서 현저히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비교집단 17명은 연구설계 당시에 통제
집단으로 표집되었던 집단이었다. 이들은 군단 산하의 공병대대에서 잠재적 정신건강 취약
및 복무부적응 병사로 분류된 입대 초년 병사들로서 아직 군단의 그린캠프로 의뢰되지 않
은 병사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사전측정 치가 연구대상 집단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통제집단으로의 설정이 불가능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연구대상 집단의 정신건강 수준
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반증해주는 결과이다. 이렇듯 영동지역 육군 병사들 중에
서 정신건강이 가장 취약하고 군적응도가 가장 떨어지는 병사들이 2주간의 프로그램을 무
사히 마치고 자대로 복귀하였고 이후에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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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연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주요 변수
(평균점수)

연구대상 집단
(그린캠프 입소 병사 24명)

비교 집단
(그린캠프 비 입소 병사 17명

자아존중감

21.91

31.05

정신건강

61.91

92.35

군적응

62.41

82.88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본 연구에서 실시된 그린캠프와 에프
터 그린캠프는 병사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높은 성과를 보
이고 있지만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군 적응력을 배양시키는데 있
어서는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에프
터 그린캠프 프로그램의 중요성이다. 부대 외부로의 왕래가 쉽지 않은 폐쇄적인 군의 특성
과 인력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비전센터에서의 에프터 그린캠프서비스는 질적 양적으로 제
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한적인 서비스에 대한 단편적인 적응도 조사를 통해서 에
프터 그린캠프의 효과성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른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나 사후관리에 대한 욕구는 향후 군 정신건강사업에 있어서 에프터 그린캠
프와 같은 집중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2. 군민협력 그린캠프의 운영방안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군복무 시기는 취약한 생애 발달주기와 스트레스적 환
경의 접합점으로서 한국인 남자에게 있어서 정신건강의 서비스가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 또
한 본 연구자의 실천경험에 근거해 보았을 때, 민간인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보건
센터를 중심으로 점차로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문제가 심각한 클라이언트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고 사업의 성과도 단기간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군인을 대상으로하는 정신건강사업은 군의 조직 특성상 클
라이언트를 보다 쉽게 선별해 낼 수 있고 그 성과도 비교적 명확하리라 예측한다. 따라서
향후 의욕적인 군 정신건강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린캠프 운영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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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다.
첫째, 그린캠프의 성과를 위해서는 부대의 지휘관과 관련 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
수적이다. 그린캠프의 운영 주체는 군이며 그린캠프를 퇴소한 병사는 다시 부대로 되돌아
가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대의 지휘관과 관련 간부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지 본 연구에서도 지휘관의 적극적인 관심
과 사업 참여가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둘째, 그린캠프 프로그램의 전문성 증대가 필요하다. 이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민간에서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대상
군에게 사례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린캠프는 단순히 힘든 병사를 보호하는 차원의 집단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며
병사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울러 퇴소 후에도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프터 그린캠프와 같은 사례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시킨 이른바 ‘비전센터 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셋째, 그린캠프는 병사들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이들의 욕구에 근거해서 운영되
어져야 한다. 우선 병사들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위해서는 사단별로 이루어진 비전
캠프에서의 사정자료가 그린캠프로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신세대 병사 개인의 입장
에서는 매우 극심한 고통과 다양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사정을
통한 프로그램의 개별화를 중요시해야 할 것이며 자칫 집단 프로그램 중심으로 캠프가 진
행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대신, 병사들이 제안했던 자기탐색 및 정체감 확립, 의사
소통 및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은 새롭게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병사들의 낙인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대에서

그린

캠프로 입소하는 동료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므로 자대 복귀 후에 병사는 동료들
의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받을 소지가 많다. 그 예로 00부대의 초기
그린캠프에서는 입소생 통제를 위하여 노란색 견장을 착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낙인문
제는 군집단 내에서 더욱 영향력이 큰 만큼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내적·외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임병을 멘터로서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 지역사회 내에서 군의 경험이
많은 전역자나 모성애를 발휘할 수 있는 여성 자원봉사자를 멘터로서 활용하는 방안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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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잠재된 정신건강 취약 및 복무 부적응 병사를 위한 예방사업의 확대가 필요하
다. 자살예방의 제일선에 있는 사람은 옆에서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는 전우가 될 것이다.
00부대의 그린캠프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대상군에 대한 전문가의 개입 프로그램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지만, 향후 비전센터에서는 지역내 일반 병사와 간부를 대상으로 gate-keeper
양성사업과 같은 예방사업을 그린캠프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현실화된 예산의 확보와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00부대의 그린캠프는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비와 부대의 예산이 함께 투입
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대다수 부대를 위해서는 군
에서 보다 현실적인 예산지원과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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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sic study for development of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 which is executed by collaboration of the military and
the civilian

Hwang jung woo, Lee yong ok, Jun yun ju, Sim you hwa, Gun chang ho
(Youngdong Community Military Social Welfare Consortium)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soldiers in yongdong area. This program was executed by collaboration of the military
and the civilian. Data was collected for 26 soldiers who were participating in green
camp. Green camp was mental health program for soldiers who is on the crisis of
mental health and inadequacy of military life. The data of difference between
fre-execution and post-execution,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service and adaptation of
military life after a month was analyzed. The result was that green camp contributed
to keep security and reduce suicide accident but could not advance self-esteem,
psychiatric stabilization and adaptation of military life of their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suggestions for advancing mental health of soldiers are given.
Key words: Soldier, Military social welfare, Mental health, Green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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