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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된다. 연구 참여자는 자기가치감이 낮아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두 명의 성인

이었으며, 각각의 연구 참여자는 주 1회, 총 6회 SMI세션에 참여하였다. 사례 분석에 있어 연

구자는 참여자들이 SMI세션과정에서 서술한 음악심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치감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자기가치감 형성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음악심상은 참여자들의 내적자

원을 인식하도록 도왔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원에 대한 가치를 통찰하며 자기가치감을 

확립해 나갈 수 있었다. 결론에서 SMI과정이 자기가치감을 형성시킬 수 있었던 추가적인 요인

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추후 연구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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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신의 개별성과 독특함을 인정하고 가치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기가치감은 삶에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자기가치감은 자기존중감의 기본으로(Rosenberg, 1965), 한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좋아하는 가이며(Harter, 1982), 실제적인 자기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

한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된다(Lee & Song, 2019). 즉, 자기가치감의 개념은 자기의 본질인 자

신의 개별성과 독특성을 알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자기가치감은 

개인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자기가치감 형성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연구에

서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자기가치감 형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자기가치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

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기수용감이 높고, 자신만의 내적기준이 있어 자신에 대한 이해도

와 만족감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다(Jeon, 2016; Satir, 2003). 또한 이들은 자신

이 환경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보고된다(Rutter, 1989). 이에 반해, 
자기가치감이 낮은 경우 우울을 비롯한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수반하며, 자기가치에 

대한 확신이 낮아 정서를 억압해 불안과 우울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enny & 
Sirin, 2006).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방어적인 행동을 하거나(Ji & Jang, 2010), 자신의 불안정

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외적인 조건이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Crocker, Luhtanen, & Sommers, 2004; Kim, 2017; Maslow, 2009).
자기가치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원을 스스로 발견하여 내면의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욱 확실히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Satir, 2003). 또
한, 내면의 가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인 동시에 변동되지 않는 안정적인 요소이

기에 스스로 이를 발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이와 같은 맥락으로 내적 가치를 통해 자기가치감을 확립한 사람은 실패하는 상황에서 자기-
무가치감(self-worthlessness)에 매몰되거나 관계적 고립으로 추락하지 않고 삶을 성장시켜나간

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내적 가치를 인식해 자기가치감을 형성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음악을 통한 자기가치감 형성은 음악경험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정서적 측면을 탐

색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특히, 음악심리치료는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수용하

는 과정에서 자기가치감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음악경험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음악은 기억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

킬 뿐만 아니라 깊은 정서적 자기자각을 의도적으로 심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속

성을 인식하고 통찰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Babani, 2009; Ruud, 1998).
특히, 음악심리치료 기법 중 하나인 음악심상기법(Music and Imagery: 이하 MI)은 심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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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을 통해 내면을 탐색하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가치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MI는 Lisa Summer가 Helen Bonny의 음악심상유도기법(Guided Imagery and Music, 이하 

GIM)을 변형하여 개발한 치료기법이다. MI는 대상자의 치료 목적에 따라 지지적 음악심상, 
재교육적 음악심상, 재구조적 음악심상의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중 첫 번째 단계인 지지적 음

악심상기법(Supportive Music and Imagery, 이하 SMI)은 내면에 존재하는 미해결된 소재들 중

에서도 다양한 갈등과 긴장을 다루는 데 필요한 내적자원에 집중하여 이를 양육하고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Summer, 2002). 내적자원의 탐색은 음악과 심상, 그리고 치료사의 지지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통해 형성된다. 음악은 개인의 정서반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상을 촉진하

고 담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Summer, 2018a). 또한 심상은 내면의 상태를 반영해주는 

개인 내면의 상(inner picture)으로 감정과 기억 그리고 사고뿐 아니라 모든 감각을 포함한다

(Goldberg, 2002; Summer & Chong, 2006). 따라서 개인은 음악으로 유도된 심상을 다차원적으

로 자각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SMI기법에서 활용되는 음악은 멜로디와 화성 전개가 비교적 단순하며 안정된 박자와 단순

한 악기 구성으로 이루어진 곡이다. 또한, 음악의 형식은 작고 단순하며 주제(theme)가 반복되

고 긴장에서 해결로 이어지는 안전한 구조의 곡을 활용한다. 이러한 음악의 특성은 내담자가 

자원을 탐색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Summer, 2018a). 또한 SMI
과정에서 활용되는 음악은 내담자가 지금-여기(here and now)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자원의 심

상에 초점을 두어 선곡되며, 선곡된 짧은 곡은 하나의 심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제시

된다(Summer, 2018b). 내담자의 긍정적 자원의 질과 동질한 음악은 내담자가 내적자원을 탐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음악의 반복은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자원에 집중하게 만듦으로써 탐

색을 촉진시킨다. 즉, SMI과정에서 활용되는 음악의 적용과정은 내담자의 내적자원의 탐색을 

지지한다.
지지적 음악심상을 통해 탐색된 내적자원을 인식하는 과정은 자기가치감 확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ummer(2002)는 SMI과정에서 음악으로 유도되어 내적자원으로 표상화되는 

심상과의 만남을 통해 개인은 자아존중감과 자기가치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내적자원에 대한 발견 및 자기자각 과정이 개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진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자각 경험이 존재로서의 자기수용 수준을 증가시켜 

자기문제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게 하고, 그 대상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Ahn, 2018). 또한 자신에 대한 자각 과정은 통합된 시각에

서 자신을 재인식하게 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새로운 느낌과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Hwang & Chung, 2010). 즉, 자기자각 과정은 자기 자신에 대

한 확신과 수용 수준을 높여 새로운 시각에서 자신을 느끼고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으며, 내적자원의 자각과정은 자기가치감 형성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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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MI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찰과 함께 진전하는(moving forward) 경험은 대상자들의 내

면의 확장 및 초월을 도모하여 더 깊은 내적자원을 자각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다. Lin 
외(2010)는 통찰의 진전 과정이 내적변화와 성장을 일으키는 전환점이 되는 순간(pivotal 
moment)임을 강조하였고, Trondalen(2016)은 음악심상 과정 속에서의 진전과 통합과정(process 
of moving along)이 자기자각 능력과 자기동인(self-agency)을 고취시켜 내적자원의 양육을 돕

는다고 하였다. SMI과정에서도 통찰의 진전은 대상자들의 내면을 확장시켜, 내면의 더 깊은 

차원의 자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 미개발된 자원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치료적 

요인이 된다. Summer(2018b)는 SMI기법이 내담자의 무제한적인 자원들이 있는 내적 세계로 

주의를 옮김으로써 그의 내적 실제의 한계를 초월하도록 돕는다고 강조하였다. 요약하면,  
SMI과정의 음악심상의 경험을 통해 안전하게 자기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각하지 못했

던 내적자원을 발견하도록 하여 자기가치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SMI를 통한 자기가치감에 대한 국내 SMI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군생활 적응 능력 증

진에 관한 연구(Cho, Lee, & Yoo, 2014), 모성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연구(Choi, 2019), 우울 감

소에 대한 연구(Song, 2008)가 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SMI경험이 자기가치감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SMI기법을 적

용한 자기가치감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제시하였듯이 내담자들의 자기

가치감을 증진시키는 동인은 음악심상을 통해 양육된 내적자원의 자각과 통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과정을 사례를 통해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자기가치감의 형성과정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가치감이 낮아 불안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에게 SMI를 

적용하고자 하며, 적용된 과정 속에서 내담자가 어떻게 자기가치감을 확립해 나가는지를 탐구

하고자 하는 바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1) 참여자 A
참여자 A는 장애아동 복지관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 31세 여성으로, 음악심리치료 및 상

담을 받아본 경험은 없었다. 참여자 A는 낮은 가치감으로 인해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호소하였

으며,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또한, 본인이 존중받

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지고, 타인에게 불만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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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참고 있다 갑자기 폭발한다’라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A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주지 않았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표현했으며, ‘SMI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싶고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하였다.

2) 참여자 B
참여자 B는 51세 여성 전업주부로, 음악심리치료 및 상담에 대한 경험은 없었다. B는 실패

와 좌절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거나 관계를 철수하는 등 낮은 자기가치감의 특성을 보였다. B
는 과거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던 경험이 많아 자신에게 자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

였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지만,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 무력감

과 우울감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B는 자신의 아이가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받았을 

때,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 스스로를 비난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철회하였다고 

하였다. B는 SMI를 통해 ‘남편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
고 하였다.

2. 치료 전개 및 구성

SMI세션은 연구자의 치료센터에서 이루어졌다. 두 내담자 모두 주 1회, 총 6회 참여하였으

며, 두 내담자 모두 주 1회씩, 총 6회 참여하였으며, 각 회기는 1시간 내외로 진행되었다. SMI
는 음악을 통해 내적자원을 탐색하고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 치료방법으로, 세션의 전개는 

<Table 1>과 같다(Summer, 2018a).

<Table 1> Main Process and Its Therapeutic Role in Supportive Music and Imagery Session

<표 1> SMI세션 구성 및 주 진행과정의 치료적 기능

Stage

단계

Time

시간

Main process

주 진행과정

Therapeutic role of the process

치료적 기능

Prelude

들어가기

15min ㆍDetermining goals of the session by 
discussing on the client’s current 
issues, feeling, and situations

ㆍ현재의 감정, 상황을 탐색하며 세션의 
방향성을 정함

ㆍEnabling the client to explore the client’s 
positive experiences in general

ㆍ내담자의 긍정적 경험을 전반적으로 탐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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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표 1> 계속

Stage

단계

Time

시간

Main process

주 진행과정

Therapeutic role of the process

치료적 기능

Transition

연결하기

10min ㆍSpecifying the imagery of positive 
resources related to the client’s needs 

ㆍSelecting music that reflects the 
client’s psychological state and 
emotions

ㆍ내적 필요에 따른 긍정적 자원을 구체화함
ㆍ내담자의 심리적, 정서의 질(quality)에 

맞는 음악을 선곡함

ㆍSpecifying the imagery of by recognizing 
and experiencing it with senses

ㆍGuiding the client to select the music that 
best reflects the client’s emotion among 
music selections related to the quality of 
image and suggested by the therapist 

ㆍ이 단계에서 심상이 떠오른 경우, 이를 
감각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구체화함

ㆍ치료사는 심상의 질에 맞는 여러 곡의 음악을 
제시하고 내담자는 자신의 심리적 질(quality)에 
맞는 한 곡을 선택함

Induction

도입

5min ㆍFocusing on the inner side of the 
client while breathing and relaxing 
himself/herself

ㆍ호흡 및 이완하며 내면에 집중함 

ㆍLeading the client to focus on inner states 
and to work on the internal issue 

ㆍ내담자가 내면의 상태에 집중하여, 내적 세계를 
작업할 수 있도록 안내함

Music 
listening & 
imagery work

음악감상과 
심상작업

10min ㆍDrawing the imagery that comes up 
after listening to a single piece more 
than twice

ㆍ한 곡을 두 번 이상 감상하고, 떠오르는 
심상을 그림으로 표현함 

ㆍStrengthening the client’s positive imagery 
through music

ㆍExperiencing deepened imagery as emotions 
felt with imagery are connected with music

ㆍ음악을 통해 내면의 긍정적 심상이 강화됨
ㆍ심상을 통해 느껴진 감정은 음악과 연결되어 더 

깊은 심상을 체험할 수 있음 

Postlude

맺음

20min ㆍGoing through verbal process with a 
therapist based on music and imagery 
experience and visualized imagery

ㆍ음악심상 과정에서의 체험 및 시각화된 
심상을 바탕으로 치료사와 언어화 과정을 
거침

ㆍHelping the client to newly discover 
positive resources from insight

ㆍAllowing the client to apply his/her positive 
resources to daily life and therefore to 
integrate them into him/herself 

ㆍ통찰을 통해 자각하지 못했던 긍정적 자원을 
발견하도록 도움

ㆍ내담자의 긍정적 자원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내적자원을 활용 및 통합할 수 
있도록 함

Note. Summer(2018a). Music & Imagery Training Level 1. Institute for Music &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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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1) 윤리적 고려

연구의 대상자 모집은 치료센터 게시판 공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

힌 총 2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자는 SMI세션 참여 및 연구절차를 설명한 

후 동의서를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익명성과 참여철회 의사의 권리를 설명

했으며, 세션과정이 녹음된다는 점과 수퍼비전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알렸다. 

2) 도구로서의 연구자

본 연구자는 음악치료사로서 2018년 8월에 Lisa Summer가 진행한 MI치료훈련 1단계인 

SMI를 훈련받았다. SMI훈련의 일환으로 자기반영 작업을 하며 SMI가 내적 경험에 어떻게 도

움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GIM 전문 수퍼바이저 감독 하에 두 번의 MI치료사례를 진행

하였다. 또한, 박사학위과정에 개설된 질적연구방법을 수강하여 사례연구에 대한 개념을 숙지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질적연구를 수행하며 출판한 이력이 있다. 

3) 분석방법 

연구의 분석자료는 MI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이 경험한 음악심상에 관한 언어적 보

고이며, 녹음을 통해 수집된 언어 자료를 모두 필사한 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탐색

하고자 하는 자기가치감에 대해 정의를 내린 후, 연구 참여자가 서술한 내용 중 자기가치감에 

부합하는 내용을 추출하고, 자기가치감 경험에 영향을 끼친 전후 맥락을 탐구하여 자기가치감 

경험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자기가치감 영역 및 범주 구분

음악심상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보고한 내용은 자기가치감 정의 및 특성을 토대로 분석하였

으며, 자기가치감의 내용은 주제의미가 비슷한 것으로 범주화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가치감은 

3가지 영역인 자기가치 확인, 자기수용, 자기확신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를 참고한 

조작적 정의 및 하위범주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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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omain and Sub-category of Self-worth 

<표 2> 자기가치감 영역 및 하위범주

Term

용어

Operational definition and concept 

조작적 정의 및 개념 

Sub-category

하위범주

Self
-affirmation

자기
가치
확인

ㆍHaving openness to threats by identifying important value of the self 
by expressing and discovering attributes of one’s inner self (Armitage 
& Rowe, 2011) 

ㆍExperiencing self-worth by identifying inner resources that was not 
uncovered

ㆍ개인의 고유한 내적자질의 표현 및 발견을 통해 자신의 중요한 가치를 확인함
으로써 자기 위협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Armitage & Rowe, 2011)

ㆍ미개발된 내적자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는 경험

ㆍIdentifying inner resources 
ㆍExpression of self-worth
ㆍBuilding self-worth
ㆍImportance of self-worth
ㆍRecognition of self-worth

ㆍ내적자원 확인
ㆍ자기가치 표현
ㆍ자기가치 부여
ㆍ자기가치의 중요성
ㆍ자기가치 인식

Self
-acceptance

자기
수용

ㆍAn attitude to accept not only one’s state of being positive and 
strengths, but also the weaknesses and negative feelings toward 
himself/herself (Chu & Lee, 2014; Macinnes, 2006) 

ㆍSelf-love to recognize one’s own attributes and ability as positive 
through identified inner resources (Taylor & Brown, 1988)

ㆍAn attitude to acknowledge positive feelings about the uncovered 
inner resources as belonging to the self and to acknowledge and 
appreciat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self though inner 
resources

ㆍ자신의 긍정성, 강점뿐 아니라 단점, 자신에 대한 부정적 느낌까지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Chu & Lee, 2014; Macinnes, 2006) 

ㆍ내적자원을 통해 자신의 특질 혹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성을 부여하는 
자기사랑(Taylor & Brown, 1988) 

ㆍ발견한 내적자원에 대한 긍정적 느낌을 자기의 일부로 인정하는 태도 및 
내적자원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수용하고 긍정하는 태도

ㆍPossess positive resources
ㆍSelf-love
ㆍPositive self-image
ㆍAcceptance of negative 

perspectives
ㆍSelf-recognition

ㆍ긍정적 자원 소유
ㆍ자기사랑
ㆍ긍정적 자아상
ㆍ부정적 측면 수용
ㆍ자기인정

Self-
confidence

자기
확신

ㆍDeterminant attitude and confidence toward the self and one’s own 
abilities (Kim, 2001).

ㆍSelf-confidence of one’s own judgement and action and perceived 
ability (Bearden et al, 2001) 

ㆍSelf-trust as one’s belief and confidence in oneself (Ku & Park, 2007)
ㆍSubjectivity as the ability to make one’s own decision, take an 

independent action and control own behaviors (González Rey, 2017)
ㆍA sense of control as the belief that an individual can exert influence 

over the environment surrounding him/her (Pearlin & Schooler, 1978)
ㆍSelf-determination as an experience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with 

which an individual to make an decision based on one’s perspective 
and preference (Kim, 2014)

ㆍ자기와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및 결단성(Kim, 2001) 
ㆍ의사결정이나 개인적 행동에 대한 확신과 역량감 정도(Bearden et al, 2001).
ㆍ자기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을 뜻하는 자기신뢰(Ku & Park, 2007)
ㆍ자기자신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의사로 자유롭게 행동하며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주체성(González Rey, 2017)
ㆍ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인 통제감

(Pearlin & Schooler, 1978)
ㆍ가치와 기호에 알맞게 선택하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지각된 

내적 인과소재의 경험인 자기결정(Kim, 2014)

ㆍSelf-trust
ㆍSubjectivity
ㆍSense of control
ㆍSelf-directed choice making
ㆍSelf-determination

ㆍ자기신뢰
ㆍ주체성
ㆍ통제감
ㆍ자기선택
ㆍ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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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가치감 관련 분석

SMI세션을 통해 두 참여자가 자기가치감을 형성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 A의 

경우 세션 전 타인의 평가 및 승인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는 

A의 외부의 평가 및 반응에 대한 예민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참

여자가 스스로 자기가치감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세션을 전개하였다. 첫 1-2회기에서 연구

자는 참여자의 자기안정감 결여 원인이 의미 있는 타자에게 의존하려는 욕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3-4회기 세션 과정에서는 참여자가 자신의 내면에 내재해 있는 에너지, 용기 

등의 다양한 긍정성을 발견하기 시작하였으며, 참여자는 이러한 세션 내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확신을 보였다. 5회기에서 참여자는 긍정적 자원이 내재해있는 자신의 특성과 함께 부정

적인 에너지도 내재해있음을 수용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6회기에서 참여자는 자신 안에 있는 다양한 자원에 대해 확신함으로써 자기가치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였다.
참여자 B의 경우, 타인의 평가 및 승인의 욕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참여자 스스로 자기가치감을 증진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세션을 전개하였다. 
1-2회기에서 연구자는 참여자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높아, 그것을 억압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회기 세션 과정에서는 참여자는 자기가치에 대한 독특성 및 만족감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자기존재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었고, 자기가치감 

또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5회기에서 참여자는 자기가치감이 회복됨에 따라, 회복된 시각에

서 더 많은 내면의 자원을 보게 되었다. 이후 6회기에서는 참여자는 다양한 긍정적 자원이 자

신의 것임을 충분히 체험하고 수용(owning)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스스

로 더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자각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두 내

담자는 음악심상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자원을 자각함으로써 자기가치감을 탐색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1) 참여자 A 
(1) 2회기: 알지 못했던 나에 대한 자유로운 탐색

참여자 A는 음악심상을 통해 자신만의 놀이공간 속에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였다. A는 구름 위에서 날아다니는 자신의 모습과 관련한 심상을 표현하였는데, “지지

대가 있기에 자신이 날 수 있었다”고 표현하였다. A는 구름을 발판 삼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놀이공간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놀이공간에서 자신은 짖궂은 사람이었고 

신나게 놀고 있었다고 하였다. A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모습에 고무되었다. 1회기에서 

A는 자유와 관련된 긍정적 경험에 관심을 두었다. 음악은 「Hisaish Joe-기쿠지로의 여름 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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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Summer」이었다. 이 곡은 악기 및 음역 변화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 주제가 반복되어 안정감

을 경험하면서도 탐색을 지지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곡은 AB 형식으로 A는 전경리듬으

로 이루어져 ‘자유’와 관련된 탐색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B는 긴 프레이즈의 펼친 음으로 

전개되어 탐색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주는 특징을 갖는다. 참여자 A는 음악이 자신의 

내면의 심상을 촉진시켰음을 보고하였다.

현악기가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땐, 같이 날아줄게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더 

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후략) (참여자 A)

참여자 A는 음악심상을 경험하며 내면에 대한 자기감각을 인식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원 탐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원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2) 3회기: 나는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어

참여자 A는 음악심상을 통해 자연이라는 자원과 일체되는 체험을 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자

원을 탐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A는 자기선택과 거절과 관련된 심리적 힘에 대하여 표현하였

다. A는 넓은 돌산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돌산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를 

경험하였다. 또한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자신 안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3회기 세션에서 A는 ‘자유’와 관련된 긍정적 경험에 관심을 두었다. 이에 

세션에서 적용된 음악은 「Mark Isham-A River Through It」이었다. 이 곡의 전경리듬과 악센트

의 리듬적 특징은 에너지의 추동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올린의 상행하는 선율은 에너지

를 고조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높은 음고의 현악기와 저음부 관악기의 넓은 음역

은 심리적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A는 음악을 통해 자연과 일치할 수 있었으며, 그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음악은 제가 그 자연 속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었어요. 자연과 하나되

는…(중략)… 그럴 수 있도록 음악이 도와줬어요 (참여자 A)

(3) 4회기: 다채로운 나와의 만남, 나에 대한 확신

참여자 A는 음악심상을 통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다채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자

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용기와 자기가치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였다. A는 자신이 어린

아이가 되어 많은 종류의 새들과 다양한 모양의 열매들을 보며 호기심 있게 이리저리 다녔음

을 표현하였다. 그 과정에서 A는 자신의 다채로운 면을 발견하였고 다양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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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그냥 딱 떠오르는 게 동그라미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음악이 호기심을 자극

했고. 정답이 없는 건 항상 불안했었는데, 음악이 용기를 주었고, 다양한 모양으로. 
내가 그리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잖아요 (참여자 A)

4회기에서 A는 자유와 관련된 긍정적 경험에 관심을 두었고, 적용된 음악은 「Shizuko Mori- 
Yellow Season」이었다. 이 곡의 전경리듬과 당김음의 리듬적 특징은 추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

다. 그리고 반음계 전조로 멜로디가 전개되는 선율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탐색을 지지해줄 수 

있다. 이 곡은 화음으로 이루어진 A의 주제와 펼친 음으로 상행하는 선율의 움직임이 있는 B 
주제의 형식을 통해 자유에 대한 심상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참여자 A는 특

별히 음악이 자신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게 하였다고 말했다.

부점 리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리듬이 더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아요 (참여자 A)

(4) 5회기: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A는 음악심상을 통해 마음대로 움직여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였

고 심상 속에 표현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A는 자신이 

“꿈틀이가 되어 바다 속에서 다양한 모양과 색깔로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는 움직임을 경험하

였다”고 하였으며, 자신은 하고 싶은 대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안전한 꿈틀이’라고 하였다. 
또한 바다 속에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해초와 불가사리가 있어서 위안이 되

고 지지가 된다고 하였으며, 바다에 대해 자신과 연관지어 표현하였다. 

차가운 바다. 보기에는 차갑고 거칠게 보이지만 바다가 없으면 꿈틀이도 없어요. 인
정하고 싶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나오게 될까 항상 꾹꾹 눌러 

왔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런데 이게 나왔으니

깐. 내가 더 나를 사랑해야겠다. 나의 모난 부분도 나니깐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참여자 A)

5회기에서 A는 자유와 관련된 긍정적 경험에 관심을 두었고, 적용된 음악은 「양방언- Free 
as the Wind」이었다. 3박자의 계열의 리듬과 전경리듬의 특징은 에너지의 추동과 탐색을 지지

해준다. 또한 선율의 움직임 역시 탐색을 지지한다. 살펴보면, 높은 음역대에서 빠르게 상승하

는 멜로디는 호기심을 갖고 자유롭게 움직이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특징이 있다. 그
리고 넓은 음역대로 상승하며 연주되는 선율은 탐색의 범위를 확장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특

징이 있다. A는 음악이 자신의 다양한 측면을 표현하게 해주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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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재미있는 느낌을 받아서 뭔가 간질간질하고 재미있는 뭔

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는 그러한 느낌 (참여자 A)

A는 세션 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억제하고 노력했던 

모습이 아닌 “내면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 세션을 통해 자신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가야겠다고 하였다.

(5) 6회기: 수없이 많은 보물은 내 안에 있어

참여자 A는 음악심상을 통해 자신 내면에 수많은 보물들이 있었음을 발견하며 자기가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었다. A는 음악과 바람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을 

경험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바람을 통해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A
는 “두려움 없이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움직이는 바람에 따라 다양한 공간을 움직이다 보니,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름다워요. 다양한 빛깔이 있어요. 여기 잘 보이지 않는 흰색처럼, 지금 보이지 않

는 것처럼 마치 되게 오래된 창고 안에서 보물을 발견한 느낌 (참여자 A)

6회기에서 A는 자유와 관련된 긍정적 경험에 관심을 두었고, 음악은 「Bamboo Flute Orchestra- 
Another Day of Sun」이었다. 이 곡은 당김음과 빠른 템포의 분할박이 추동을 허용하고 촉진시

키는 리듬 중심의 곡이다. 선율은 높은 음역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선율 및 멜로디 윤곽의 다양

한 변화가 에너지 추동의 방향을 변화시켜 내면의 다양한 면을 탐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A는 음악이 역동적이었음을 표현하였다.

일단 음악이 날아다니는 느낌이었어요. 멜로디가 되게 많아서…(중략)…그리고 첫 

박에 강박이 있었던 부분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바뀔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참여자 A)

본 세션을 통해 A는 “내가 발견한 보물들을 누군가에게 알아달라고 하지 않고, 온전히 느끼

고 즐길 것이다”라고 하였다. A는 “누군가에게 나의 보물을 알아달라고 하면 또 자신은 누군

가에게 의존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자신이 자원을 더 많이 느낀 후에 “이젠 보여줄 

때가 되었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타인들에게 자신의 자원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였다. 참여

자 A는 1회기에 예측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며 모의 승인여부에 따라 안정감이 

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단계에서의 SMI는 A에게 내면의 안정감을 접촉하고 경험하도록 중

점을 두었다. 2회기에 A는 지지대(Base camp)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내면의 중심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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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하늘 위라는 자신의 공간을 확인하였으며 자유롭게 움직이는 새로운 모습의 ‘자기’를 

발견하였다. 이후 3회기에서 A는 내면의 자유와 공간이라는 긍정적 자원과 일체되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선택의 감각을 경험하였다. 이후 4회기에 참여자 A는 내면의 꿈틀거리는 어떠한 

움직임에 호기심을 보였다. 4회기는 변화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참여자가 4회기에 

내적자원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다채로운 자원과 연결됨으로써 자

기확신과 같은 내적인 힘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A의 내적성장은 5회기에 부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후 6회기에서 A는 예측할 수 

없음에도 안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심상에서 촉발되는 다양한 감정과 느

낌을 온전히 수용함으로써 자기가치감을 증대해나갔다. 결론적으로, A는 자신만의 보물을 만

남으로써 자기가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인식하고 통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된 자기가치감의 증진은 A에게 의존에서 독립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을 마련

해주었다고 판단된다.

<Table 3> Analysis of Participant A’s Experience in Relation to Factors for Self-worth

<표 3> 참여자 A의 음악심상 경험에 따른 자기가치감 요소 분석

Session

회기

Major musical elements and content of imagery experience

주요음악요소와 심상경험 내용

Relation to sense of 
self-worth

자기가치감 연계성

2*

Timbre

음색

ㆍWhen a string instrument comes outs, that sound makes me free 
and fly more

ㆍUp above the sky is my own playground
ㆍA new self playing freely in the playground

ㆍ현악기가 나올 땐 내가 더 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롭게 해줌
ㆍ날아오른 하늘 위는 나만의 놀이 공간임
ㆍ놀이공간에서 자유롭게 노는 새로운 나

ㆍExperience of one’s 
personal space

ㆍNew perspectives on 
the self

ㆍ나만의 공간 확인
ㆍ새로운 자기 인식

3

Pitch 
range and 

timbre

음역과 
음색

ㆍWide pitch range and sounds of string instruments make me feel 
like I am inside the nature, and I am revolving around the nature 
making a circle

ㆍFeeling of being connected and joined as one thing with endless 
plain

ㆍ넓은 음역과 현악의 소리는 자연속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며, 내가 그 자연을 360도 돌아가며 있는 것 같음

ㆍ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연과의 일체감

ㆍConnectedness with 
resources

ㆍSelf-directed choice 
making

ㆍSelf-determination

ㆍ자원과 하나됨
ㆍ자기선택
ㆍ자기결정

Pitch 
range and 

rhythm

음역과 
리듬

ㆍWide pitch range and rhythm make me move around freely in 
rocky mountains (imagery) and I am able to see whatever I want 
to see and refuse to see whatever I do not want to see

ㆍ넓은 음역과 리듬이 돌산(심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거절하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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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표 3> 계속

Session

회기

Major musical elements and content of imagery experience

주요음악요소와 심상경험 내용

Relation to sense of 
self-worth

자기가치감 연계성

4

Rhythm 
and 

change of 
mode

리듬과 
조성의 변화

ㆍIt stimulates my curiosity, which leads me to meet many 
different fruits inside me

ㆍFeeing diverse changes in music helps me to have a courage 
to be free from standardized world

ㆍI can be the correct answer

ㆍ호기심을 자극하였고 내 안의 다양한 열매를 발견함
ㆍ음악의 다양한 변화는 획일화에서 그런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용기를 줌
ㆍ내가 정답이 될 수 있음

ㆍObtaining of various 
resources

ㆍSelf-trust

ㆍ다채로운 자원 소유
ㆍ자기신뢰

5

Rhythm

리듬

ㆍDiverse changes in rhythm enables the ‘wriggle’ (me) move all 
around in the way it wants to move in the sea

ㆍThe ‘wriggle’ (I) can make a variety of shapes
ㆍI am free, but I’m still safe. The freedom that the ‘wriggle’ has 

does not harm anybody

ㆍ다양한 리듬의 변화는 바다 속에 있는 꿈틀이(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줌

ㆍ꿈틀이는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음
ㆍ나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꿈틀이

ㆍSubjectivity
ㆍPositive self-image
ㆍAccept negative 

perspectives

ㆍ주체성
ㆍ긍정적 자아상
ㆍ부정적인 측면 수용

Dynamic

다이나믹

ㆍThe climax in the music leads me to meet jellyfishes and 
starfishes that encourage me

ㆍ음악의 고조는 나를 응원해주는 해파리와 불가사리를 만나게 함

Change in 
music-indu
ced mood

음악의 
분위기 변화

ㆍChange in the mood of music makes me feel the cold sea
ㆍThe cold sea reflects the negative aspects of myself but the 

‘wriggle’ (I) cannot live without the cold sea

ㆍ음악의 분위기 변화는 차가운 바다를 느끼게 해줌.
ㆍ차가운 바다는 부정적인 나의 모습이지만 차가운 바다가 있어야 

꿈틀이도 살아갈 수 있음

6

Melody

멜로디

ㆍThere are many changes to the melody and the melody creates 
many different winds to helps me move

ㆍI am flying with the wind and I gave myself to the wind even 
if I can’t predict anything

ㆍ멜로디는 변화가 많고 다양한데, 그 멜로디가 다채로운 바람으로 
움직이게 해준 것 같음

ㆍ바람과 날아다니는데,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바람에 온전히 나를 맡김

ㆍSelf-trust
ㆍAcceptance and 

recognition of 
emotion

ㆍRecognition of 
self-worth

ㆍ자기신뢰
ㆍ감정인식 및 수용
ㆍ자기가치 인식

Dynamic

다이나믹

ㆍI am feeling the ‘space’ where the wind moves around and 
emotions that the wind feels with the changes of dynamic in 
music

ㆍ다이나믹의 변화에 따라 바람이 움직이는 공간과 바람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다 느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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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표 3> 계속

Session

회기

Major musical elements and content of imagery experience

주요음악요소와 심상경험 내용

Relation to sense of 
self-worth

자기가치감 연계성

6

Variability 
in playing 
of quartet

4중주의 
다양한 변화

ㆍFound treasures inside me while I am moving all around with 
the melody with limitless leaps

ㆍThere are hundreds of treasures inside me that was not 
uncovered yet

ㆍ음의 도약이 자유로운 선율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보물 발견함

ㆍ내 안에는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보물들이 있음

ㆍSelf-trust
ㆍAcceptance and 

recognition of 
emotion

ㆍRecognition of 
self-worth

ㆍ자기신뢰
ㆍ감정인식 및 수용
ㆍ자기가치 인식

*The used songs are ‘Summer’ of Kikijiro OST(Hisaish Joe)(#2), A ‘River Though It’(Mark Isham)(#3), ‘Yellow 
Season’(Shizuko Mori)(#4), ‘Free as the Wind’(Yang, Bang Eun)(#5), ‘Another Day of Sun’(Bamboo Flute 
Orchestra)(#6).

2) 참여자 B
(1) 3회기: 나만이 연주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참여자 B는 음악심상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소리를 내는” 
자신을 경험하며 자기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B는 처음엔 자신이 잘 할 수 있을까 

하며 위축되고 염려가 되었지만 음악소리가 고조됨에 따라 자신의 연주 역시 점점 커져감을 

경험했다고 표현했으며, 자신의 연주 소리에 따라 자신도 함께 커져 나가는 것 같다고 보고하

였다. B는 SMI과정에서 용기가 생겼으며, 자신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

다고 하였다.

음악 속에서 나는 북을 치고 있어요. 남들이 낼 수 없는 소리를 내가 내고 있어. 같
은 소리이지만. 내 소리가 진짜 좋은 소리야. 내 소리가 제일 최고다 (참여자 B)

3회기에 B는 자유와 관련된 긍정적 자원에 관심을 두었고, 적용된 음악은 「캐리비안의 해적 

OST 중 Up is Down」이었다. 이 곡의 리듬적 특징은 빠른 Beat의 분할박으로 이루어져 있어 

에너지 추동을 유도한다. 또한, 강하고 짧게 연주되는 바이올린의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과 

다양한 음역에서 이루어지는 선율의 움직임은 에너지를 도약시키고 움직임의 탐색을 허용한

다. 그리고 상승하는 선율과 강약의 다이내믹은 에너지를 고조시키는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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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들었을 때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쿵덕쿵덕 소리를 들으면서, 아. 저 음악 

되게 좋다. 그러면서 자꾸 듣게 되고, 듣다 보니 제가 북을 치고, 계속 북을 치면서 

그 울림이 나의 감성을 건드린 거지 (참여자 B)

(2) 4회기: 나는 자연과 음악을 움직이는 지휘자

참여자 B는 음악심상을 통해 B가 중심이 되어 자연과 음악 모두를 지휘하는 통제감을 경험

하였다. 또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연주를 실현시켰다는 만족감을 경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였다. B는 자신이 움직이는 감각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표현했으며, “음악의 자유로

움이 나비처럼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하였다”고 하였으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북을 

연주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참여자 B는 내면에서 들려지는 소리에 깊이 몰입하는 모습을 보

였고, 그것을 신체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서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내가 음악을 리드해요. 그러니깐 파도들도 나의 소리에 맞춰서 세게 소리도 냈다가 

사라졌다가 해요. 내가 지휘자가 돼요.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하는 대로 파도가 움

직여요 (참여자 B)

4회기에서 B는 ‘자유’와 관련된 긍정적 자원에 관심을 두었고, 적용된 음악은 「이지수- 
Arirang Rhapsody」였다. 이 곡의 빠른 분할박과 악센트 그리고 전경리듬의 다양한 리듬패턴은 

응축된 에너지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높은 음역에서 강하고 짧게 움직이며 

상행하는 선율의 움직임은 추동을 고조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강약의 다이내믹의 변화는 에너

지를 도약시켜 다양한 심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B는 “음악이 내 기분을 움직이게 하였다”고 

하였다.

음악은 소리? 내가 소리를 내는 대로 같이 음악은 움직여줬어요. 자유롭게. 음악이 

막 강으로 올라갈 때, 막 단단단단단단 짝 하고 부딪히잖아요. 찌릿하면서 바로 이거

야 하는 느낌이죠. 그래 나 따라와 하는 거. 내가 리드하는 거죠 (참여자 B)

(3) 5회기: 내 안의 새로운 자원을 찾아서

참여자 B는 4회기 세션 이후, “일상생활 자체는 변화가 없으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

음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고 하였다. B는 “남편이 말을 할 때 잘난 척 한다고 느껴지거나 거

슬리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5회기에서 참여자 

B는 이전 회기와는 다르게 새로운 자원의 탐색을 원하였다. B는 세션과정에서 “나의 내면에 

부드러움이 몸과 마음에 가득 차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나의 내면에서 기대감과 차분함 그

리고 미소와 사랑을 모두 느끼며 그 모든 것을 내가 안고 있다”고 하였다. 5회기에서 B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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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운 화이팅’과 관련된 긍정적 경험에 관심을 두었고, 음악은 「Obara Takashi-무지개」였다. 
선율부의 전경리듬은 움직임과 탐색을 허용하고 반주부의 배경리듬은 안정감을 주어, 안정감 

속에서 내면의 탐색을 촉진할 수 있으며, 높은 음역대에서 연주되는 선율의 특징은 에너지의 

레벨을 상승시켜 탐색의 동기를 강화한다. B는 음악을 통해 지지감과 설렘을 경험했다고 보

고했다.

(4) 6회기: 상처 없는 나와의 만남. 나는 당당할 수 있어

참여자 B는 차분하지만 기분 좋은 들뜸이 지난주와 같이 계속 느껴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
한 이전에는 주위 눈치에 휘둘려서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현재는 타인의 말에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게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참여

자 B는 음악심상을 통해 ‘상처 없는 자신’을 만났고 표정의 다양함을 통해 ‘여유가 자신의 내

면에 있음’을 통찰하였다. B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던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

하였고, 스스로가 당당할 수 있음에 대해 표현하며 자기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음을 드러내었다. B는 세션과정에서 넓고 넓은 초원위에서 피아노와 북을 치고, 또한 춤을 추

고 있는 자신을 경험하였고, 자신의 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여유롭다고 하였다.

아주 부드러운 풀이에요. 초원인데. 그 위를 내가 막 춤을 추고 마구 뛰어다녀도 발

바닥이 하나도 안 아파요. 하루 종일 굴러도 안 아프고. 아무리 구르고 뛰어도 상처

가 없어요 (참여자 B)

편안해. 급한 게 없어. 모두 다 여유가 있네. 다 똑같이 그린 것 같은데. 다 다르네. 
표정이 여유 있어 보여요 (참여자 B)

6회기에 B는 ‘지지감’과 관련된 긍정적 경험에 관심을 두었고, 음악은 「Green Diary-Happy 
Day」이었다. 선율부의 전경리듬은 움직임과 탐색을 허용하고 반주부의 배경리듬은 안정감을 

주어 그 속에서 내면의 탐색을 촉진한다. 또한 반복되는 모티브와 종지음에 악센트가 제시되

며 흐르는 선율은 안전하게 탐색을 지지해줌과 동시에 내면의 힘(strength)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B는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심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피아노의 그 통통 튀는 그 소리가 살짝 웃음 짓게 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좋게 들

렸고. 그냥 들으면서 초원이 그려졌고 그 위에 내가 누워있고, 내가 북도 치고, 내가 

뭔가 소리를 내고 있는.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참여자 B)

본 세션을 통해 B는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였다. B는 세션을 통해 자신의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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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유로움이 많아지고 상대방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있기에, 자신의 삶은 자연스럽게 달

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B는 자신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것 같다”고 하였다. B는 자기 아이에 대해 스스로 편견이 많았던 것 같았

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눈치를 보거나 혹은 더 나서지 못했었던 것 같다

고 하였다.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여유로움이 있으니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도 없어질 같다”고 

하였다. B는 “내가 당당해짐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도 버려질 것이고 그렇게 좀 더 당당

해진다면 나도, 가족도 행복해질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 B는 1회기와 2회기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갈등을 느끼며 여유가 없음을 보

고하는 등 낮은 가치감과 관련된 특성을 보였다. 이후 3, 4회기에서 B가 경험한 음악심상은 

B의 내적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3회기에서 B는 자기가치에 대해 표현하며 가치에 대한 중요

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4회기에서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환경을 조절하는 통제감을 획득

함으로써 자기가치에 대해 만족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기가치

감 회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참여자 B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싶었으나 좌절했었던 경험

(할 수 있을까 위축되었던 모습)을 북 연주 심상에 투사하였고, 음악에서 들려지는 역동적인 

북 연주를 동일시했다. B는 동일시 과정에서 완벽하게 연주 혹은 지휘하며 자기가치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내사과정을 거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동일시 과정은 B로 하여금 열등감으로 인해 매 순간 긴장하거나 위축되었던 모습

에서 벗어나 자기가치감을 회복하는 과정으로의 변화를 일으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Analysis of Participant B’s Experience in Relation to Factors for Self-worth

<표 4> 참여자 B의 음악심상 경험에 따른 자기가치감 요소 분석

Session

회기

Major musical elements and content of imagery experience

주요음악요소와 심상경험 내용

Relation to sense of 
self-worth

자기가치감 연계성

3*

Grandiose 
music

음악의 
웅장함

ㆍI am playing drums in music, everyone loves my sounds, and 
I’m making sounds that others can’t make

ㆍAs the music builds toward the climax, ‘can I do it?’ changes 
to ‘I can do it’

ㆍVibration of music gives me courage and hope and I can play 
by my plans without thinking of others

ㆍ음악 속에서 북을 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소리를 좋아하며, 나는 
남들이 낼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음

ㆍ음악이 고조되면서 할 수 있을까에서 해 볼 용기로 바뀜
ㆍ음악의 울림은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남들 생각에 구애받지 않고 

내 계획대로 연주해나갈 수 있음

ㆍGrant self-worth
ㆍSelf-determination
ㆍSelf-trust

ㆍ자기가치 부여
ㆍ자기결정
ㆍ자기신뢰



박지은 / 지지적 음악심상 자기가치감 증진 사례  75

<Table 4> Continued

<표 4> 계속

Session

회기

Major musical elements and content of imagery experience

주요음악요소와 심상경험 내용

Relation to sense of 
self-worth

자기가치감 연계성

4

Music-ind
uced mood

음악의 
분위기

ㆍI’m flying in the sky. My body moves in the way I want to 
move

ㆍI’m the conductor, I’m at the center, and I lead the sounds, 
waves, all of them and everyone follows me

ㆍFeel thrilled about music perfectly following my directing

ㆍ나는 하늘을 날고 있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고 있어서 좋음 
ㆍ나는 지휘자이며,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소리와 파도, 그 모든 것들을 

리드하고 있고 모두가 나를 따라옴
ㆍ내가 지휘하는 대로 음악이 딱 맞아떨어지는 짜릿함

ㆍSubjectivity
ㆍSense of control
ㆍSelf-trust

ㆍ주체성
ㆍ통제감
ㆍ자기신뢰

5

Music-ind
uced mood

음악의 
분위기

ㆍMusic that make me feel the excitement
ㆍMy body and heart are full of excitement
ㆍI’m embracing feeling of excitement, smiles, and love 

ㆍ설레임을 느끼게 해주는 음악
ㆍ설레임은 나의 몸과 마음에 가득차 있게 함
ㆍ기대감과 설레임, 미소, 사랑을 내가 다 안고 있음

ㆍPossess positive 
resources

ㆍSelf-loving

ㆍ긍정성 소유
ㆍ자기 사랑

6

Music-ind
uced mood

음악의 
분위기

ㆍMusic that reminds me of the meadow
- No scars in my feet even after I run across the meadow

  - Everywhere I step on is an open meadow
ㆍCheerful Music

- The cheerful feeling of music makes me look relaxed 

ㆍ초원을 연상케 하는 음악
- 초원 위에서 아무리 뛰어도 발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음
- 내가 발 딛는 곳이 모두 초원이야

ㆍ경쾌한 음악
- 음악의 경쾌한 느낌은 여유로운 표정을 느끼게 함

ㆍRecovered 
self-resource

ㆍSelf-trust
ㆍPositive possession

ㆍ회복된 자기 자원
ㆍ자기신뢰
ㆍ긍정성 소유

*The used songs are ‘Up is Down’ from ‘Pirates of Caribbean’ OST(#3), ‘Arirang Rhapsody’(Lee, Jisoo)(#4), ‘Rainbow’ 
(Obara Takashi)(#5), ‘Happy Day(Green Diary)’(#6).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SMI세션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기가치감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음악심상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내적자원을 탐색할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자기자각을 고취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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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스스로 탐색한 내적자원의 가치를 확인하고 통찰함으로써 자기가치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참여자 A의 경우, 내면의 중심에 대한 감각을 충분히 경험함으로써 내적자원에 대

한 탐색동기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의 탐색을 통해 다양한 내적자원의 가치를 자각함으로

써 자기가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 B의 경우, 음악심상의 동일시 과정

에서 자기가치감이 회복되었으며, 그로 인해 또 다른 차원의 긍정적 자원을 소유하며 자기가

치감을 확장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자기가치

감 형성 과정은 외부의 승인이나 강화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내적자원의 탐색을 통해 이루어

졌다. 또한, 내적자원의 탐색은 언어적 대화가 아닌 음악심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요인

이 어떻게 자기가치감 형성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Baumgardner(1990)는 자신의 

속성에 대한 확신은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는 통제감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러한 통제감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자기확신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즉 자신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신

이 자기가치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내적자원의 탐색은 

음악심상의 경험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심상 경험은 참여자들이 다감각적으로 자신

이 보유한 자원을 경험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음악에 몰입하면서 정서적 

감각을 포함한 다양한 감각을 통해 심상을 체험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에게 자기가치에 대한 

확신을 증폭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승인에 초점을 두어 자신의 의견과 생

각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인 두 참여자들은 세션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주체성(예: “내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있고 움직

일 수 있어, 내가 지휘를 하고 있어”)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감각의 체험은 참여자들에게 자신

의 가치에 대해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다. 나아가, 내적자원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통찰하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참여자들에게 내면의 가

치에 대한 확신을 촉진시켜 자기가치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음악심상을 통해 이전에 자각하지 못했던 내적자원과 연결되

었고 이것은 곧 자기가치감의 증진으로 이어졌다. 본 SMI세션 과정의 어떠한 요인이 자각하지 

못한 내적자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살펴보면, 첫째, 음악은 감정적 용기(container)로
써, 참여자들의 내적자원과 연결되어 심상을 촉진, 내적자원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

다. 특히, 참여자들의 필요(need)에 맞는 음악은 그들의 정서와 교감함으로써 내적자원을 더욱 

활성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음악을 통한 정서교감(affect attunement)의 과정은 통찰의 진

전을 도모하여 자각하지 못했던 내적자원을 연결시켰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자기와 

통합할 수 있게 도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참여자들의 동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SMI세
션에서 두 참여자 모두는 자유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이 자유와 관련된 자원을 

만나고자 한 욕구는 참여자들의 의식 및 경계를 확장시켜 깊은 내적자원과 연결해 준 동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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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악심상에 대한 몰입을 고려할 수 있다. 두 참여자들은 내적자원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음악심상에 몰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두 참여자 모두 자

신이 자각하지 못한 더 깊은 차원의 내적자원과 연결되었다. 특히 참여자 B의 경우 이러한 측

면이 두드러졌다. B는 음악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차원의 확장 및 더 깊은 차원으로의 이동을 

경험하였고 그 속에서 내면의 거듭나기(inner transformation)를 하며 자기가치감 회복이라는 

내적성장을 경험하였다. 정리하면, 참여자들을 내적자원과 깊이 연결시켜준 요인은 참여자들

의 필요(요구)에 맞는 음악과 참여자들의 심리적 동기, 그리고 음악심상에 대한 몰입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가치감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두 명의 참여자 

모두 지지적 음악심상을 통해 자기가치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

들은 6회기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자기가치감을 형성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자기가치감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지만, 상보적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등 비교적 건강한 내담자였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내적자원을 통해 현실의 

적응을 돕는 단기치료 접근이 적절했었다. 특히 SMI기법은 건강한 내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단기간에 돕는다. 이는 SMI기법이 내적자원의 연결을 도와 스트레스로 고갈된 에너지를 즉각

적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Burns, Meadows, Althouse, Perkins, & Cripe, 2018). 이러한 요

인으로 인해 본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들이 SMI과정을 통해 짧은 기간 안에 자기가치감을 형

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SMI기법이 단기간 안에 내담자들의 정신 건강을 회

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주목할 

점은 SMI기법이 스트레스로 경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들의 정신 건강 회복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외 연구에 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SMI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추후 여러 연구자들

이 다양한 측면에서 성인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SMI기법 연구를 수행하여 임상가 혹은 내

담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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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f Supportive Music Imagery
for Enhancing Self-Worth

*

Park, Jieun*

As a case study of the application of supportive music and imagery (SMI),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SMI in helping clients establish greater self-worth. Sense of self-worth was defined 
as trust and respect for the self as evidenced by understanding of one’s individuality and 
uniqueness.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two adults in need of help with psychological 
challenges arising from low self-worth. Each of them participated in SMI sessions once a week, 
for a total of 6 weeks. Participants’ statements on the imagery drawn by them during SMI 
sessions were analyzed in relation to components of the sense of self-worth.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MI sessions helped both clients recognize their internal resources and 
gaining insight into the value of their internal resources increased their evaluation of their own 
self-worth. Specific factors of SMI sessions that impacted the clients’ self-worth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also discussed.

Keywords: supportive music and imagery, sense of self-worth, internal resource,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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