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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된 심리기술훈련 효과

국방 정신력 강화의 필요성

스포츠선수와 군인은 유사점이 많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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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er (2013)

보여야 하며, 실패했을 시 중대한 손실이 초래된다. 임무성공 즉, 최고 수

Navy SEAL 대원들의 인터뷰와 연구결과들은 심리기술훈련을 통하여

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신력과 심리기술은 이제 군에서 중요한 요소를

심리적 조절 능력이 향상됨을 입증해 주었고, 실제로 임무 수행에 큰 효

넘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히고 있다.

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Navy SEAL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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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목표설정, 심상, 자기암시, 감정조절이다(Drag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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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89년 최초로 스포츠심리학을 군에 적용시켰으며, 현재 수행강화
센터(Center Enhancement Performance, CEP), 육군수행강화센터(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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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적용 사례

Center Enhancement Performance, ACEP)기관들이 설립되어 있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

ACEP에서 미 육군을 대상으로 종합장병체력 수행 및 회복력강화프로그램

군의 임무는 매우 중요

(Comprehensive Soldier Fitness Performance and Resilience Enhancement
Program, CSF-PREP)을 개발하였다. 스포츠심리기술훈련의 효과를 본 미

군은 CSF를 응용한 개인수행플랜(Personal Performance Plan, PPP)을 개
발하여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는 자기암시, 주의 집중, 에
너지 수준 관리, 재집중 계획, 목표설정, 심상, 등의 내용을 다룬다. 이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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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BIG 4 심리기술을 기초교육과정(BUD-S)에 적용한 결과 임무 수행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었다(Drager, 2013).

로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심리기술'이라는 단행본(김병준, 2020)을 발
행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 스포츠심리학 적용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여
기에는 다음 주제가 포함 되어있다.
- 스포츠에서 최고 수행과 연관된 심리

Planning

Pre-Task Execution

Execution

Recovery

Tools
Goal-Setting
Imagery

Tools

Tools
Cue Words
Re-focus Technique

Tools
Relaxation
Imagery

ABC Routine
Energy Management
Self-Talk

DeWiggins, S., Hite, B., & Alston, V. (2010). Personal performance plan: Application of mental
skills training to real-world military task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2(4), 458-473.

논의

- 장병 전투 의지를 결정하는 심리전략
- 전투수행에 적용하는 심리기법
앞으로 군 교육과정에 심리훈련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실제 상황에 대비
할 수 있는 정신적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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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대의 중요성에 비해 군인을 위한 심리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이다.
스포츠심리학의 확장에 발맞춰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특수부대원들을 위한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