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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에 따라 현대인의 심리치료

에 대한 요구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심리치료 영역에서의 음악사용은 매우 오랜 역사

를 지닌다. 음악은 개인의 내적 욕구와 직간접적 관련을 가지는 정서, 기억 또는 심상을 유도

하고 정서 표출 기회를 제공하여 내적 탐색 및 통찰을 위한 심리치료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Bruscia, 2014). 감상, 연주, 노래 등과 같은 여러 음악접근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음

악심리치료는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발전되어 왔다. 
Bonny에 의해 개발된 음악심상유도기법(Guided Music and Imagery, 이하 GIM)은 심층적 

음악심리치료의 기법으로 음악을 통해 유도된 심상경험을 통해 내적 정서와 이슈를 탐색함으

로 내적 통찰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목표로 한다(Summer & 
Chong, 2006). GIM은 일반적으로 개인 세션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내면세계에 대한 전치된 의

식 상태(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수준에서의 개인의 심리적 및 내적 정서의 심상을 다룬

다(Bonny & Summer, 2002). 음악심상기법(Music and Imagery, 이하 MI)은 GIM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기법으로, 음악을 통한 의식과 무의식의 심상경험을 모두 포함한다. MI는 내담자 

개인의 이슈, 경험 및 통찰을 기반으로 하며, 치료과정에서 개인의 통찰, 발견, 성장 및 변화 

과정에 초점을 둔다(Bruscia, 2015). 
그룹 MI치료는 초기에 정신과 병동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고되며, 무의식

보다는 의식수준의 심상경험과 내적 갈등보다는 지지적 특성과 긍정적 경험에 그 초점을 둔다

(Summer, 2002; Summer & Chong, 2006). Summer(2002)는 그룹 MI에서 그룹 상호작용, 응집

력, 소속감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그룹 MI를 제공할 수 있는 치료사

의 자질로 그룹의 치료과정을 그룹이 스스로 이끌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그룹 MI에
서 그룹의 역할이 치료과정에서 치료사의 역할만큼이나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선행연구

에서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내담자에 대한 그룹 음악과 심상치료의 효과성이 지

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Moe, Roesen, & Raben, 2000; Murphy & Ziedonis, 2016; Torres, 
Pedersen, & Pérez-Fernández, 2018). 

그룹 MI는 크게 음악, 심상, 그룹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MI에서 음

악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자 다양한 소리자극의 형태와 패턴으로 구성된 복합체로써 

여러 음악 요소들을 고려하여 선곡된다. 선율, 다이내믹, 화성, 리듬, 음색 등의 요소들이 여기

에 속한다. 감상자에게 적합한 정서, 심상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감상자의 요구에 따라 세

심한 선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상은 음악을 통해 내면에서 유도되어 체험되는 것으

로 이는 감상자의 정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여기에서의 심상은 시각적 상을 포함한 

매우 넓은 범위의 감각적, 촉각적, 청각적, 운동적 심상을 포함한다(Summer & Cho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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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에서의 심상은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Summer(2002)는 그룹 MI에서 그룹 결속력(cohesion)을 위한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제안했

는데, 첫째는 음악과 심상경험이 그룹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안전감을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 심상, 셋째는 그룹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긍정

적 자원을 다루는 것, 마지막으로는 공동의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MI에서 그룹 역동의 치료적 측면을 살펴본 예는 집단심리상담 영역에서 다수 

살펴볼 수 있다. Yalom(1995)은 그룹 과정 속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그룹원의 변화와 개

선이 일어나고 이러한 경험이 개인의 성장으로 확장된다고 하였다. Dinkmeyer와 Muro(1979)
는 집단의 역동적 과정에 의해 일어나는 치료적 힘이나 집단 기제가 개인 성장의 기반이 된다

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치료적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Yalom과 Leszcz(2005)는 11개의 그룹치료의 치료적 요인들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그룹 MI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요인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보편성(universality)은 개

인이 겪는 문제를 타인들도 겪는 것을 아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가 개인만이 아닌 일반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여 위안과 지지감을 경험하는 것을 설명한다. 집단 결속력(group cohesiveness)
은 개인이 그룹 내에서 인정받고 수용된다는 소속감을 말하는데, 그 자체로 그룹의 긍정적 변

화에 영향을 미친다. 정화(catharsis)는 안전한 그룹 내에서 그룹원이 억압된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다. 이타주의(altruism)는 그룹원들의 상호 위로, 지지, 제안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다. 
자신이 다른 그룹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은 자존감을 높여주며 개인 성장을 위한 요인

이 될 수 있다. 대인관계 학습의 맥락 내에서 Yalom과 Leszcz(2005)는 교정적 정서체험의 중

요성 또한 강조하였다. 교정적 정서체험은 그룹 환경에서 솔직한 감정을 환기시키고 표현하고, 
긍정적인 상호간 소통을 통해 변화된 정서체험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룹의 

일원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장으로 그룹을 경험해야 하며, 그룹의 충

분한 참여와 솔직한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저자들은 상기의 요인들이 상호의존적이

며 유기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치료적인 그룹 과정에서 필수적인 치료적 요인으로 

제안하였다(Yalom & Leszcz, 2005).
앞서 언급하였듯 MI는 과정 중심의 음악심리치료 접근법으로 치료과정에서 개인의 통찰, 

발견, 성장 및 변화 과정에 치료초점을 둔다. 최근 양적 연구로는 제공할 수 없는 MI 내의 중

요한 치료적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MI세션에 참여하는 내담자의 경험과 의미에 대한 다양

한 질적 해석이 시도되고 있으나(Kim, 2018), 그룹경험의 과정을 다룬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

다. 많은 음악치료사들은 그룹 MI를 통해 자기 성장을 경험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

에서도 그룹 MI세션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MI기법이 개인 세션의 형태로 제공되고, 그
룹경험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 MI세션에서의 임상기법에 근거하여 그

룹 세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룹 역동이 개인의 성장을 위한 큰 치료적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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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Dinkmeyer & Muro, 1979; Yalom, 1995). 더 나은 

그룹 MI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MI그룹 내에서 특수하게 일어나는 그룹 역동에 대한 이해가 필

수적이다. 특히,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그룹 내에서의 MI경험과 그 과정적 측면을 제시한 연구

는 미비했다(Moe et al., 2000; Murphy & Ziedonis, 2016; Torres, Pedersen, & Pérez-Fernández,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룹 MI경험에서 그룹이 가지는 특수한 치료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치료사 없이 그룹 내에서 음악 선정, 심상경험 및 경험 공유를 진행하는 동료(peer) MI그
룹에 참여한 그룹 일원이 그룹 MI를 어떻게 경험하고, 그 경험이 어떤 주관적 의미를 가지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그룹 MI에 참여한 그룹원의 주관적 경험은 어떠한가?
2. 그룹 MI에 참여한 그룹원이 인식한 그룹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그룹 MI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심층탐구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

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그룹 MI경험을 어떤 현상이나 경험의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아닌, 특정 사례의 특수한 경험을 전체 맥락으로 통합하여 살펴보는 질적 연구접근이다

(Creswell, 2014; Guba & Lincoln, 1981). 그룹 MI경험에서 그룹이 가지는 특수한 치료적 요인

을 살펴보기 위해, 치료사가 배제된 동료 그룹 MI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을 사례로 선정하여 참

여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그룹 MI경험을 탐구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MI훈련과정에 있는 전문 음악치료사 4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시행하

였다. 참여자 4명은 30-44세 여성이며, 2016년 1월부터 1주일간 MI치료사 훈련을 위한 집중 

MI세미나에 참여한 후, 훈련과정과 병행하여 동료 MI그룹에 자발적, 비정기적으로 참여하였

다.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은 <Table 1>과 같다. 동료 MI그룹은 치료사 없이 일반적 MI경험

의 단계에 따라 그룹 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그룹원 각자의 지금-여기에서의 상

태와 정서를 나누는 들어가기 단계에서 시작하여, 그룹에 적합한 음악을 함께 선곡하고 함께 

음악을 감상하는 심상경험을 한 후, 심상경험에 대하여 그룹 내에서 나누는 단계로 진행되었

다. 표집된 참여자들의 경우, 치료사의 개입 없이 동료 그룹 MI에 참여하였으므로 치료사의 

치료적 의도가 반영되지 않아 MI의 그룹경험만을 살펴보기에 가장 적합한 소수사례로 사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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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참여자로 목적 표집하였다. 본 연구자 또한 상기의 동료 MI그룹의 일원이었기에, 참여자들

이 최대한 진정성이 담보된 면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사례의 내부자로서 연구에 참여하

였다.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Participant

대상자

Gender

성별

Age

나이

Length of MT 
practice(years)

전문음악치료 경력(년)

Participation in peer 
MI groups

동료 MI그룹 참여 횟수

A F 30 < 1 4 

B F 30  1 4 

C F 44 > 2 4 

D F 33 > 7 4 

Notes. MT: music therapy; F: female.

2.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면담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의 정의

는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춘 조직적인 그룹 토의’이며(Kim, 2010; Krueger, 1986), 이는 특

정 주제에 대하여 그룹이 자유롭게 토의하며 그룹 내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더욱 깊은 통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참여자 모두 동일한 그룹 

내에서 함께한 경험에 대하여 논하는 만큼, 동일한 현상에 대한 각자의 같은 또는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룹 역동성을 통해 개개인의 의견을 확장, 발전시킬 수 있어 심층적인 탐색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Gelula & Sandlow, 1998). 
면담은 2016년 4월 그룹 MI진행 후 약 70분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핵심 질문을 

개방형 질문으로 <Table 2>와 같이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각 주제별로 구조적 질문을 제시한 

후, 그룹 상호작용을 통해 질문과 관련된 자유로운 토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 참

여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OO 선생님도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OO 선생님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와 같은 질문을 제시하여, 모든 참여자가 고르게 

토의에 참여하고 경험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참여자 입장에서의 연구자는 

각 질문에 대하여 최대한 간결한 형태로 의견을 제시하여, 연구자의 의도대로 토의 내용이 진

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녹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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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view Questions

<표 2> 면담 질문

Subject

주제

Question

질문

Perception of the group

그룹에 대한 인식

ㆍWhat kind of meaning does this group have to you?
ㆍWhy do you participate in this peer MI group?

ㆍ이 그룹이 본인에게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ㆍ이 그룹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Differences between 
group and individual 
MI experiences

개인과 그룹 MI경험의 
차이

ㆍWhat differences did you experience during group MI experiences compared to 
MI experiences alone?

ㆍWere there differences in music experiences or music selection processes?
ㆍWere there differences in imageries? 

ㆍ그룹과 함께한 MI는 혼자 MI를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ㆍ음악경험 및 선곡과정에서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ㆍ심상경험에서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Role of the group 

그룹의 역할

ㆍWhat kind of role did the group play in your MI experiences?

ㆍ그룹이 MI경험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3.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Creswell(2014)이 제시한 질적 사례 자료분석 절차에 따라 자료의 조직화, 읽
기와 메모하기, 자료를 코드와 주제로 기술, 분류, 해석하기, 자료의 제시와 시각화 네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자료의 조직화 단계에서 녹음된 자료를 모두 전사한 후, 면담 내

용을 통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으며, 떠오르는 핵심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메모하

며 전체 및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료코딩과 주제 기술, 분류, 해석 단계에서

는 분석단위를 그룹으로 정하고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먼저, 세그멘팅(segmenting) 작업을 

통해 밑줄을 그어 자료 내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고, 다시 추출된 문장을 읽으며 각 문장 

내 주제어를 중심으로 한 진술 그대로의 코드(in vivo codes)를 사용하여 초기 코딩을 진행하

였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 연구 목적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며 분석과 

검토를 반복하여 불필요한 자료를 줄여나갔다. 초기 코딩한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

제를 범주화하여 심층코딩을 진행하였다. 심층코드를 통해 도출된 범주는 초기코드 모두를 포

괄할 수 있는 요약적 또는 은유적 단어를 사용하였다. 셋째, 자료해석 과정에서는 원자료 내 

참여자들이 언급한 주제간 인과관계 및 맥락적 특성을 파악하여, 범주간 관련짓기를 통해 주

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 단계의 자료의 제시와 시각화 과정에서는 도출된 주제들의 관련성과 

맥락을 추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각적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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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그룹 MI경험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총 19개의 개념,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그 연구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를 기반으로 그룹 MI의 주관적 경험은 ‘초기 성공적 

그룹경험을 통한 그룹에 대한 신뢰감 형성’과 ‘신뢰감을 기반으로 한 음악, 정서, 심상, 관계의 

확장과 새로운 통찰경험’, 그룹 MI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지지

적 기반으로써의 그룹’ 총 3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Table 3> Results on Subjective Group MI experiences 

<표 3> 그룹 MI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

Category

범주

Concept

개념

Successful group 
experiences in early 
stages

초기 성공적
그룹경험

ㆍSuccessful music experiences
ㆍAwareness of group influence
ㆍExperiences of feeling accepted by group
ㆍExperiences of group support by sense of kinship
ㆍExperiences of positive emotions

ㆍ성공적 음악경험

ㆍ그룹의 영향에 대한 알아차림 경험

ㆍ그룹에게 수용받은 경험

ㆍ동질감 경험을 통한 지지경험

ㆍ긍정적 정서경험

Trust

신뢰감

ㆍTrust towards group
ㆍTrust towards music

ㆍ그룹에 대한 신뢰감

ㆍ음악에 대한 신뢰감

Expansive experiences 
and new insights

확장경험 및 
새로운 통찰

ㆍBeing open to new music
ㆍAmplifications and deepening of emotions
ㆍNew emotional experiences
ㆍImage developments
ㆍOpening boundaries towards others

ㆍ새로운 음악에 대한 개방

ㆍ정서의 증폭 및 깊이의 확장

ㆍ새로운 정서경험

ㆍ심상의 발전

ㆍ관계 내 개인경계의 확장

Restricted experiences 
during individual MI 

개인 MI경험의 제한성

ㆍRestricted emotional experiences
ㆍRestricted music selection
ㆍRestricted imageries

ㆍ제한적 정서경험

ㆍ제한적 음악 선곡

ㆍ제한적 심상경험

Perceptions of supportive 
characteristics of group

그룹의 지지적 특성에 
대한 인식

ㆍAllowing individuality
ㆍEmbracing diversity
ㆍIdentifying group with supportive music and 

imageries

ㆍ개인성의 허용

ㆍ다양성의 수용

ㆍ지지적 특성의 음악과 심상을 
그룹과 동일시

1. 초기 성공적 그룹경험을 통한 그룹에 대한 신뢰감 형성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MI경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그 기반을 그룹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

에서의 성공적 그룹경험으로 꼽았고, 이 같은 경험이 그룹에 대한 신뢰감으로 발전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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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성공적 그룹경험의 범주는 성공적인 음악경험, 그룹의 영향을 알아차린 경험, 그룹

에게 수용 받은 경험, 보편성 경험을 통한 지지경험, 긍정적 정서경험을 포함하였다. 참여자들

은 공통적으로 그룹이 형성된 시기에서 집중 세미나 때의 초기 MI경험들을 성공적인 음악경

험으로 꼽았다. 위 과정에서 서로 같은 음악을 공유한 경험, 그룹이 함께 선곡한 음악이 지지

감을 제공한 경험들이 언급되었다. 다음은 이 같은 관점이 잘 나타난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우리가 세미나에서 음악을 같이 고민해서 골라보고 그것을 작업했을 때 되게 놀라

운, 생각보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작업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에 대한 

trust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A)

음악을 함께 감상하고 (심상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같이 몰두하는, 같이 공유를 한다

는 느낌이 특별했어요 (참여자 D)

어느 순간 자신이 그룹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아차린 경험도 성공적인 과거 그룹경험의 

하나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그룹원이 느끼는 감정이 자신에게 전이가 되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 자신의 심상에서 다른 사람의 심상이 나타나는 것을 느끼는 것, 그룹 내 다양한 감정들이 

나에게 들어와 합쳐지는 느낌으로 경험을 표현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예시이다.

음악을 듣고 그린 그 이미지를 공유하는 데서 제 이미지에서 선생님들의 이미지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신기한 동시에 아, 내가 되게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근데 

그 영향이 뭔가 나에게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나를 침범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느낀 감정들이 나한테 또는 좀 다른 감정을 다른 닮아있는 형태로 나올 

수가 있구나 (참여자 A)

저도 모르게 저의 이미지에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 사람이 썼던 색이 나

오고. 난 그 색깔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방울의 색깔이 살짝 나

에게 들어오면서 내가 갑자기 약간 무지개처럼 됐다가. 그게 사람 사이의 영향이라

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몰랐는데 다른 분 말씀처럼 그림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참여자 C)

그룹에게 개인의 취약함, 의견, 경계를 수용 받는 경험과 동질감 및 보편적 음악사용과 같은 

그룹 내 보편성의 경험, 공유경험을 통한 지지감 경험 또한 성공적 그룹경험을 구성하는 요인

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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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과정에서 같이 그룹을 진행하면서 뭔가 자기의 취약한 부분이 드러났잖아

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게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도 그룹의 특성이 약간 있

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B)

‘정말로 이해를 하는구나’ 왜 그런 것 있잖아요, ‘아’하면 ‘아’하고 알아듣는 그러니

까 굳이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참여자 C)

그룹에 대한 신뢰감은 그룹이 자신을 이해해줄 것이라는 신뢰, 자신을 수용해줄 것이라는 

신뢰, 음악에 대한 신뢰, 내면작업에 대한 신뢰와 같이 나타났다. 신뢰와 관련된 의견은 그룹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험에 전제되었다고 참여자들은 진술하였다.

이렇게 이미지만으로 음악만으로 우리가 더 뭔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그냥 내 

언어로 이야기했을 때 저쪽에서도 ‘내 언어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라는, 약간의 이

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그걸 나누고 그런 어떤 상황 

그 안에서 느꼈던 느낌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

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친구의 느낌? 내면의 친구 (참여자 A)

2. 신뢰감을 기반으로 한 음악, 정서, 심상, 관계의 확장 및 새로운 통찰경험

앞서 설명한 초기 단계의 성공적인 그룹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뢰감은 확장경험과 새로운 통

찰경험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음악영역, 정서영역, 심상, 관계영역에서 모두 나타났다. 음악영

역에서 참여자들은 그룹으로 인해 자신에게는 매우 도전적이거나, 선호하지 않는, 또는 평소 

같으면 듣지 않았을 새로운 음악에 자신을 개방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모든 참여자에게 나타났

다. 이 같은 음악영역의 확장은 그룹에 대한 신뢰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과거 경

험에서도 원치 않는 음악이었지만, 새로운 통찰과 지지감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기에 그룹을 

믿고 한 번 도전해보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정서영역과 관련하여서는 혼자였다면 실제 느꼈을 감정이 증폭하거나 깊어지는 느낌이 든

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다. 실제 경험해보지 못하던 감정을 경험하는 현상도 있었다. 심상의 확

장경험도 언급이 되었는데, 이는 특정 심상이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경험을 이야기한다. 즉, 음
악에 의해 유도된 감각적 현상인 심상의 폭이 넓어지며 감각의 폭 또한 넓어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관계영역 내에서의 확장경험도 모든 참여자에게서 자신의 개인영역이 점차 흐려지거나, 개

방된다는 의견, 그룹 내에서 상호작용을 원하게 된다는 의견 등으로 나타났다. 각기 다른 영역

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확장은 새로운 



110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제17권 제2호

시각, 관점을 경험하게 하여 새로운 통찰을 가지고 오는 데 기여하였다. 다음은 이와 같은 확

장경험을 가장 잘 드러낸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저는 ‘이 그룹이 없었다면 (감정이) 이렇게 확장됐을까?’ 아니면 ‘확장되기까지 되게 

많이 필요했겠다’ 생각했어요 (참여자 A)

이만큼 이미지가 더 확장되거나, 내가 좀 더 내 내면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수용한

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었어요. 그룹 지지경험을 받으면서 제 심상은 점점 이미지로 

봤을 때는 더 뭔가 추상적인 게 여과 없이 나온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전에

는 이미지를 딱 제한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 ‘오늘은 이래’ 그대로 얘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고유영역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바운더리가 다 있는데 그게 좀 이 그룹에서 세미

나를 할 때 그런 게 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B)

혼자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거기까지 해서 그냥 

아, 그랬구나 이거였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냥 한 단어라도, 아니면 그냥 (심상

을) 보여주기만이라도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게 왠지 다시 한번 더 지지받는 느낌도 

들고, 암튼 그런 게 조금 더 확! 이렇게 하면서 요만했던 감정을 크게 부풀리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3.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지지적 기반으로써의 그룹

참여자들은 앞서 제시된 새로운 확장경험과 새로운 음악적 시도들을 가능하게 한 지지기반

으로 그룹을 인식하였다. 이는 먼저 그룹경험과 대비하여 개인경험이 가지는 제한성을 통해 

표현되었으며, 정서영역, 음악영역, 심상 모두에서 나타났는데, 정서영역에서의 제한성은 깊이

가 없거나, 본질적이지 않고 표면적인 정서 또는 늘 경험하던 익숙한 정서로 표현되었다. 음악

영역에서의 제한성은 음악 레퍼토리, 장르의 다양성과 관련된 의견이 있었다. 심상의 제한성은 

음악감상 이전에 이미 하나의 고정된 심상을 염두에 둔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나타났다. 제한

성과 더불어 나타난 다른 범주는 음악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이는 새로운 또는 도

전적인 음악은 신뢰하지 않아 금방 실망하여 만족스럽지 않았던 경험과 불만족스러움으로 인

해 감상을 중단하는 등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저는 혼자서 할 때는 제가 음악을 담아놓은 폴더 안에서 원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음악을 계속 찾아요. 많이 찾고 음악경험을 하고, 그것을 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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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는데, 하다가 마음에 안들 때가 있어요. 마무리가. 그럼 되게 찝찝하게 끝나는 경

우가 있어요 (참여자 B)

음악을 듣다가 중간에 정말 다른, 너무 아닌 방향으로 막 가면 전 사실 그때 배신감, 
짜증이 느껴져요. 실망감 같은 것도 아닌 정말 배신감을 느끼는데 (참여자 C)

저는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엄청 세팅하는 거예요, 음
악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난 잘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고. 음악을 듣다가 ‘어? 이건 

아냐’하는 생각이 들면 저는 중단하고, 심상 그리는 것을 멈춰요 (참여자 D)

이러한 개인 MI경험에서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앞서 제시된 새로운 통찰과 확장경험 즉, 새
로운 시도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로 참여자들은 그룹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이 그룹이랑 음악을 선택한다면 웬만하면 (웃음) 점수 먹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조금 도전적인 음악이라도 한 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

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누가 가지고 온 음악을 가지고 하다가, ‘썩 100프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나쁘지도 

않고’ 그냥 해보자 했어요. 그래도 마무리가 찝찝한, 하고나서 ‘아 이거 아닌데, 뭔가 

아닌데’ 그런 느낌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B)

그룹 안에서 같이 고른 음악은 뭔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배신감보다는 기대감이 

돼요. 일단 부정적인 것이 훨씬 없어지고. ‘어? 이게 아니잖아!’ 근데 이게 혼자 있을 

때는 배신감이었으면, 같이 고른 음악은 기대감으로 바뀌어서, ‘어? 뭐지? 다음은 뭘

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C)

여기서는 아니어도 그냥 좀 밀고 가게 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

처럼 ‘이건 아닐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믿고 가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이러한 새로운 시도의 기반은 그룹의 다양한 지지적 특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룹 내에서의 개인성의 허용과 다양성의 수용, 지지적 음악과 심상과 그룹

을 동일시하는 3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인 개인성의 허용과 관련하여서는 심상작업에 있어 그룹의 방향성에 강요받지 

않는 느낌과 자유가 허용되는 느낌이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되었다. 두 번째 범주인 다양성의 

수용과 관련해서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여러 그룹원들이 모여 있는 그룹에 대한 인식과 이 

같은 다양성이 그룹 내에서 수용되고, 각자 다른 역할을 하며 그룹을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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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작업을 하면 할수록 각자 너무 다르게 생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다르

게 생긴 사람이 계속 다르게 생긴 대로 있어도 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본인의 색깔을 내고 있는 것 자체가 뭐랄까 자연스럽고 편

안하면서 그거 자체가 이 그룹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그냥 나인 채로 있어도 

되고, 약간 그게 저 사람이 저 사람인 그대로 있는 게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

쁘지 않은 (참여자 A)

저도 되게 경계를 딱 두는 편이거든요, 되게 많이. 그래서 그게 합쳐지는 거였다면 

전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합쳐져서 같이 뭔가를 했다면 저는 거기에 

거부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거랑 다르게 그냥 이렇게 딱 열어, 터지는, 뭔가 없

어지는 느낌이 (참여자 B)

저 같은 경우는 풀어도 되는 곳. 그런데 내가 꼭 들어가지는 않아도 돼. 그러니까 그

게 내 자유인 거예요 (참여자 D)

세 번째 범주는 음악과 심상의 지지적 특성을 그룹과 동일시한다는 인식이었다. 참여자들은 

그룹과 음악 그리고 그룹과 심상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개체로 본다는 의견을 주었다.

음악이, 지지적인 음악이 그룹의 느낌과 일치가 되어있어요. 평소에 이런 음악을 자

주 듣지는 않는데. Supportive(지지적) 음악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 그룹을 떠올렸을 

때 받는 느낌과 매우 닮아있어요 (참여자 A)

저에게는 그룹 따로 음악 따로가 아니에요. 전 이 그룹을 생각하면 이 그룹은 음악

인 거고, 저는 분리는 못하겠어요 (참여자 C)

저도 이 사람들이 이미지로 기억이 되면서 (참여자 C)

성공적인 음악경험, 그룹의 지지감 경험과 같은 초기의 성공적 그룹경험은 그룹과 음악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개인 MI경험과 대비하여 그룹과 

그룹 환경에 대하여 지지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신뢰와 그룹의 지지적 특

성에 대한 인식은 음악, 정서, 심상, 관계영역에서의 확장된 경험과 새로운 통찰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도출된 연구 결과의 상호관련성과 그 과정적 순서에 따라 조직화

하여 도출한 그룹 MI경험과정의 시각적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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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group experiences
in early stages

⦁Successful music experiences
⦁Awareness of group influence
⦁Experiences of group support

by sense of kinship
⦁Experiences of positive

emotions

초기 성공적 그룹경험

⦁성공적 음악경험
⦁그룹의 영향에 대한 알아차림

경험
⦁그룹에게 수용받는 경험
⦁동질감 경험을 통한 지지경험
⦁긍정적 정서경험

Trust

⦁Trust towards group
⦁Trust towards music

신뢰감
⦁그룹에 대한 신뢰감
⦁음악에 대한 신뢰감

Expansive experiences
and new insights

⦁Being open to new music
⦁Amplifications and deepening 

of emotion
⦁New emotional experiences
⦁Image developments
⦁Opening boundaries towards 

others

확장경험 및 새로운 통찰

⦁새로운 음악에 대한 개방
⦁정서의 증폭 및 깊이의 확장
⦁새로운 정서경험
⦁심상의 발전
⦁관계 내 개인경계의 확장

Perceptions of supportive 
characteristics of group

⦁Allowing individuality
⦁Embracing diversity
⦁Identifying group with 

supportive music and imageries

그룹의 지지적
특성에 대한 인식

⦁개인성의 허용
⦁다양성의 수용
⦁지지적 특성의 음악과 심상을 

그룹과 동일시

Restricted experiences during 
individual MI

⦁Limitatinos in emotional 
experiences

⦁Limitations in music selection
⦁Limitations in imageries

개인 MI경험의 제한성

⦁제한적 정서경험
⦁제한적 음악 선곡
⦁제한적 심상경험

<Figure 1> Visual representation of group MI process

<그림 1> 그룹 MI경험과정의 시각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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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그룹 MI경험을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동료 MI그룹 

일원이 그룹 MI를 어떻게 경험하고, 그 경험이 어떤 주관적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포커

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논의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는 그룹 MI의 초기 그룹경험이 그룹 내 개개인의 성장과 통찰에 핵심적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같은 초기의 성공적 그룹경험에 성공적 음악경험과 그에 따른 

심상과 정서의 공유와 수용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보편성 경험을 

통한 지지경험과 긍정적 정서경험 또한 이에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긍정적 정서경험, 
보편성의 경험, 공동의 음악경험에 따른 신뢰감 형성은 앞서 Summer(2002)가 제시한 그룹 MI 
내 그룹 결속력을 위한 치료적 요인과 Yalom과 Leszcz(2005)의 그룹 역동 내 치료적 요인과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그룹에게 영향을 받는 경험이 그룹의 결속력 또는 신뢰감 형성

에 중요한 요인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룹 내 감정의 전이(emotional contagion)와 관련

이 있을 수 있겠다. 그룹 내 긍정적 감정의 전이는 그룹 내 협동력과 수행력을 높인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Barsade, 2002). 이 같은 요인이 그룹 결속력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 나타났다. 
둘째, 초기 그룹경험을 기반으로 한 음악과 그룹에 대한 신뢰감은 정서, 음악, 관계, 심상영

역의 확장경험의 기반이 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 음악, 심상, 정서, 관계 네 영역에서 

동일한 경험 속성이 나타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현상은 이 네 영역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문헌에서 

제시된 GIM의 음악 장이론은 음악, 감정, 심상의 관계성을 설명하였는데, 세 영역이 긴밀히 

연결되어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음악심상경험을 구성한다는 것이다(Summer & Chong, 
2006). 본 연구의 결과에서 또한 각 영역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그룹 환경

에서는 관계적 영역까지 그 상호성이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룹의 지지적 특성은 MI경험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시도를 도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확장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의 성장과 확장경험을 촉진하는 그

룹 요인을 강조한 선행문헌을 지지하는 결과로 말할 수 있다(Dinkmeyer & Muro, 1979; Yalom, 
2005). 특히, 그룹의 지지적 특성에 대한 인식은 그룹 초기의 수용경험과 그룹에서 경험한 지

지적 음악과 심상경험과 동일시하는 인식으로 드러나, 다시금 초기의 성공적 그룹경험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 그룹경험에서의 확장과 통찰경험과 비교하여, 개인경험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지지적 수준의 심리치료에서는 그룹 MI경험이 개인 MI보다 효과적일 수 



김지혜 / 그룹 음악심상경험 질적사례  115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현재 지지적 수준의 MI경험만 시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내적 갈등 또는 부정적 이슈를 다루는 심층적 수준의 그룹에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치료사가 부재한 MI경험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추후에는 MI치료의 맥락에서 

그룹경험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과정 중심의 치료기법인 MI를 과정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연구한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개인 세션이 일반적인 MI는 그룹환경에서 더욱 확장된 정서와 통찰경험을 제공

할 수 있고, 그룹 환경에서 성장의 기반이 되는 치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룹 MI적용에 있어 과정적 모형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임상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연구자가 내부자이며, 연구 참여자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타

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후 삼각검증 또는 타 그룹 대상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통찰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고 MI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음악의 역할과 선택 및 음악에 따른 심상의 변화 등 음악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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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litative Inquiry on
Group Music and Imagery Experiences

*

Kim, Aimee Jeeha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music and imagery (MI) experiences in group settings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For this purpose,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four professional music therapists, who participated in peer MI group sessions without a 
therapist. Data collected from the interview were analyzed by qualitative data analysis 
procedures. Results demonstrated that successful group music experiences in the early stages, 
such as sharing and selecting music together within the group or experiencing group support, 
leaded to developing trust towards music and the group in participants. Moreover, the trust built 
upon such basis was shown to facilitate expansions in emotional experiences, imageries, 
relational aspects, and music resources, which led to new personal insights.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supportive nature of the group played a role of encouraging 
participants to challenge new experiences during MI experiences. The results suggest that group 
as a therapeutic factor can promote expansive emotional experiences and insights. Furthermore, 
the findings may provide implications for music psychotherapy applications in group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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