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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소   성   섭                    정   애   자

               한일장신대학교 간호학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본 연구는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반응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전북 일 지역 대학교 ‘마음챙김과 스트레

스’ 수업에 참석한 29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주 1회, 3시간, 8회기

를 하였다. 마음챙김 프로그램 전․후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평균차이분석을 위해 단일집단 

사전 사후설계로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스트레스 반응 점수에서 감소하는 효

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반

응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

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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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mindfulness)이란 기본적으로 특정한 

방식의 주의(attention)로 자기 마음의 내부를 

깊게 들여다보고 자기를 탐구하여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한 정신수련의 한 방법이다(장현

갑 외 역, 2014).

마음챙김은 순간순간의 알아차림(awareness)

으로 평소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주의를 줌으로써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삶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통제

력과 지혜를 개발하는 치료적 방법으로 이완, 

주의집중, 알아차림 및 통찰의 능력에 기초한

다(장현갑 외 역, 2014).

마음챙김이란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기 몸에 주의를 

집중하고 자기 몸이 보내고 있는 많은 메시지

에 귀를 기울이며, 병을 고치고, 건강을 유지

하며,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내면적 힘을 기

름으로써 자신의 몸에 대해 더 많이 학습하는

데 책임을 갖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촉매

제로 작용한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존재적 조건 그 자체에 

붙어 다니는 것으로서 피해야 피할 수 없는 

삶의 자연스런 부분이다(장현갑 외 역,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

스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도망가거나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되므로, 해결을 위한 방

법으로 직면하여 부딪쳐 나가야 한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명상법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자기위해와 질병치료에 있어 좋

은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장현갑 외 역, 2014).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은 존 카밧진이 1979년 메사추세트 주립대학

교 의과대학(www.massmed.edu/cfm)에서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인적으로 접근하는 보다 

통합적인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이 프로그램

을 처음에는 ‘마음챙김에 기반한 명상’이라고 

명명하였으나 곧 이어서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라고 바꾸었다(정애

자, 2015).

명상이란 의도적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순간순간 체험한 것을 느끼며, 또한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장현

갑 외 역, 2014).

Benson(1975)에 의하면 명상은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나는 반응과 반대되는 반향으로 심

신이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스트레스에 의해 

일어나는 제 증상을 줄일 수 있으며, 명상법

을 응용한 호흡에 마음을 모의는 방법은 몸과 

마음의 이완법으로 사용되어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서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추선희, 

2005).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는 급격

하고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의 진보, 

재정적 걱정, 대인관계, 가족문제, 신체적․

정신적 문제, 부적절한지지 및 대처기술로 

인해 스트레스요인이 발생한다(Ratanasiripong, 

Ratanasiripong, & Kathalae, 2012). 2011년 국민

건강통계에 따르면 만19세에서 29세 사이 청

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4.6%로, 2007년의 

28%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우울증상 경험 비

율은 9.7%에서 13.3%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

부, 2013; 손슬기 2014에서 재인용). 대학생들

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으로 이행되는 사이

의 사회적 전환기일 뿐 만 아니라, 이성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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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성 친구간 관계, 교수와의 관계, 가족 갈

등, 경제문제, 가치관 문제, 장애문제, 학업문

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전겸

구, 김교헌, 이준석, 2000). 대학생들은 심리

적․신체적으로 성인과는 달리 미성숙의 상태

이며 급격한 변화의 시기이다. 또한 급격한 

변화는 자신들의 힘으로 조절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성인과 또 다른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

하게 된다(이동엽, 2015). 과도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불안, 걱정, 

긴장, 우울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염영란 외, 

2013). 따라서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신

체적, 정신적, 안녕감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증상을 알아보고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중에서는 

가족관계, 가치관 문제, 장례문제, 학업문제를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경현, 이경

순, 2010). 한국의 젊은이들은 2014년 현재 결

혼, 취업,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로, 고학

력과 취업을 위한 오랜 기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8만원 세대’로 그려진다(손슬기, 

2014년에서 재인). 따라서 고학력성인이 진출

할 만한 일자리 부족과 과열된 경쟁사회에서 

마땅히 겪어 나가야 할 인생의 과업을 해내

기보다는 계속해서 학교에 머무르거나 일자

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

여준다.

Cannon(1939)은 스트레스를 투쟁-도피 증후

군(fight or flight syndrome)으로 정의하였으며, 

안정상태(homeostasis)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 안

정 상태를 위협하는 사건이 스트레스이며 그 

결과 질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김성호, 

2013). 스트레스 반응은 보통 감정적 반응, 신

체적 반응, 인지적 반응, 행동적 반응으로 나

타내며, 하위영역으로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좌절 등이 나타난다.

긴장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을 다잡아 정신

을 바짝 차리거나 몸이 굳어질 정도로 켕기는 

일이나 그런 심리상태, 또는 근육이나 신경중

추의 수축, 흥분상태가 지속되는 일로(김성호 

2013), 스트레스 발생 시기에 나타나는 긴장성

은 스트레스 상황 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데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긴장에 대한 스트

레스 반응은 감소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는

데, ‘행동이 가해지는 사람을 해칠 목적을 가

진 행동’ ‘다른 대상에게 유해한 자극을 주는 

반응’ ‘타인을 상해할 의도를 가진 목표 지향

적인 반응’ 등으로 정의 할 수 있다(김성호 

2013). 요가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전․사후 실

험에서 공격성 변화는 유의미한 감소효과가 

있었다(김성호 2013).

기질적 병리나 증상을 충분히 설명 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없는 특징을 보이면서 신체

적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스트레스 발생 시기에 나타나는 신체화는 스

트레스 상황 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프

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신체화에 대한 스트레

스 반응은 감소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김지수(2009)는 10주간의 명상

호흡이 신체화 우울 편집증에 영향을 보였다.

분노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평가와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의 판단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다(최일림, 2006). 스트레스에 관

한 분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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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수가 낮을수록 분노를 잘 극복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

미하게 점수가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정서

적 불편함이며, 우울증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

장 대표적인 정신병리 중 하나이다. 또한 우

울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반응으

로 알려져 있다(김성호, 2013). 스트레스에 대

한 우울의 진행은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

한 인지적 평가와 대처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

데(Beck & Alford, 2009), 이 연구에서의 유의미

한 차이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상

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대처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피로는 ‘지친’ ‘피곤한’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노동이나 노역으로 

인해 지친 것’ 또는 ‘힘을 모두 써 버리는 것’ 

‘계속적인 사용으로 약해지는 것이다(박미숙, 

2001).’의 연구에서 피로를 잘 극복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미하게 점수가 하강하므로 Rhoten(1982)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생리적, 병리적 요소

를 잘 극복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좌절은 동기 또는 목표추구 활동이 저지를 

당하는 결과로 생긴다. 스트레스에 관한 좌절

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반응

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데(김성호, 

2013), 이것은 마음챙김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좌절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프로그램이 

좌절에 대해 비교적 독립적이거나 영향을 주

면서 반응을 강화시키는 과정으로 점수가 낮

을수록 잘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

는 데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과중하게 요

구된다. 따라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

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적인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연구 역시 그러한 하

나의 시도이다.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것은 대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이며 대학생들의 학업과 미래에 대한 불

안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다루지 못

하면 개인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나 많은 손

실을 겪게 된다(추선희, 2005).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관리를 위한 

마음챙김 부분에서는 내외적인 변화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의 미숙

은 건강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더 큰 자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성호, 2013).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 마음챙

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스트

레스 반응 변화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애자(2015)의 마음챙김에 기

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은 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매주 1회 

3시간 8주 동안 실시하였다.

본 수업 ‘마음챙김과 스트레스’는 교양교과

로 교과를 선택한 대학생들로 구성하였으며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반

응 감소’를 위한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고 가

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마음챙

김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은 스트레스 반

응 감소 효과를 보일 것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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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상

전라북도 소재 H대학교 교양선택 과목 ‘마

음챙김과 스트레스’ 수업에 참가한 신학, 심리

학, 사회복지학, NGO학과 1학년에서 4학년 학

생으로, 나이는 19세에서 58세까지이며 평균

27(27.17±11.73)세이다. 평균연령이 높은 것은 

신학교 특성상 신학과에 만학도가 많기 때문

이며, 남학생 11명, 여학생 18명 총 29명을 대

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수

업 전․후 설문지에 응했으며 프로그램 8회기

를 참여 한 학생이다.

측정도구

스트레스 반응 척도

고경봉, 박중규, 김찬영(2000)이 개발한 스트

레스 반응척도(Stress Response Inventory)로서 심

리적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반응

을 감정적,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으로 구성

되었다. 스트레스 반응 영역은 39문항으로 구

성 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

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

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척도는 긴장(ᶐ=.93), 공격성(ᶐ=.87), 신체화(ᶐ
=.81), 분노(ᶐ=.83), 우울(ᶐ=.91), 피로(ᶐ=.88), 

좌절(ᶐ=.90)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ᶐ
= .96로 나타났다.

차

참여자들은 본 연구자가 강의하고 있는 

‘마음챙김과 스트레스’ 수업에 참여 한 학생

들이다. 정애자(2015)의 프로그램 메뉴얼인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자는 2014년부터 책 저자가 운영하는 마음챙

김(Mindfuleness-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

에 매주 1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MBSR 기

본과정을 수료하였고,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교도소에서 MBSR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

으며, 4학기에 걸쳐 대학에서 한주에 1일 3시

간 수업으로 8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 2016년 3월7일부터 5월 30일 까지 진

행되었다. 수업 1회기 시작 전 설문지를 작성

하였으며, 8회기 수업을 마치고 설문지를 작

성하였다. 수업 진행은 정애자(2015)의 마음챙

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기본

으로 한 명상, 호흡, 근육이완을 적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소감을 나누는 시간

도 가졌다.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할 

내용과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구체화 하였다

(김가연, 조옥경, 2015; 김지연, 2015; 김진희, 

2011; 박은하, 김완석, 2015). 프로그램 실시 

장소는 기도실을 이용하여 눕거나 앉는데 편

안한 장소였고, PPT를 이용한 이론식 수업보

다 책을 이용한 이론과 기록, 실기위주 수업

으로 진행되었다.

마음챙김(Mindfulness)은 순간순간 ‘주의의장’

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및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현재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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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목표 일정 활동 비고

1주차
수업을

시작하는 날

 동의서 작성

 프로그램소개

 오리엔테이션

 명상효과 설명(매체)

 마음챙김 건포도 먹기

 소감나누기

설문지

2주차
몸과 함께

존재하기

 몸과 함께 존

재하기

 지각과 창의적

인 반응

 호흡의 중요성

 호흡

 신체감각과 몸 전체 집중

한 정좌명상

 바디스캔 (몸 훑기) 

 소감나누기

3주차

요가

(현재라는 순간의

기쁨)

 하타요가

 명상하기

 하타요가Ⅰ

 하타요가Ⅱ

 소감나누기

4주차
스트레스 반응

(신체 감각)
 스트레스 이론

 호흡

 정좌 명상

 걷기 명상Ⅰ(산 명상)

 소감나누기

 과제 점검

5주차
중간점검 및

스트레스 대응

 스트레스 반응

과 대응

 명상

 호흡확장 지시문

 걷기 명상Ⅱ

 소감나누기

6주차 스트레스 극복
 스트레스 받는 

대화

 30~45분간 명상

   (선택 없이 깨어 있기)

 자애명상

 소감나누기

 의사소통

질문지

7주차 먹기 명상  섭식과 건강

 명상

 먹기 명상

 소감나누기

8주차 본인 명상계획  전 코스 복습

 명상

 스트레스 줄이기 21가지

 바디스캔

 소감나누기

 과제

 점검

 설문지

표 1. 마음챙김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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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후

t df ρ
M±SD M±SD

스트레스전체 2.64 ± 0.60 2.41 ± 0.79 2.58 28 .015

긴장 2.49 ± 0.59 2.32 ± 0.79 2.00 28 .056

공격성 2.08 ± 0.79 1.85 ± 1.04 1.92 28 .065

신체화 2.47 ± 0.85 2.56 ± 1.13 -0.29 26 .777

분노 2.66 ± 0.70 2.45 ± 0.89 2.30 28 .029

우울 2.65 ± 0.74 2.38 ± 0.83 2.34 28 .026

피로 3.10 ± 0.69 2.76 ± 0.87 2.35 28 .026

좌절 2.80 ± 0.80 2.45 ± 0.90 2.80 28 .009

표 2. 로그램 ․후 스트 스반응 검사 수 차이 분석                                        (N=29)

로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 한다

(Kabat-Zinn, 1996; 김지연, 2015년에서 재인용). 

마음챙김을 통하여 우리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내적 요인들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차

리게 하며, 관리를 실행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소멸하도록 하였다(김정호, 2001; 

김지연, 2015년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

소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반응 변화에 어떠

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일집

단 사전․사후 유사 실험연구이며, 프로그램 

전․후 스트레스 반응 변화에 대한 평균 분석

을 위해 모수 검정법인 Paired t-test를 실시하

였으며 표 1에 자세한 사항을 표시했다.

결  과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

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스트레스 반응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대

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 반응 감소에 유의미한 변화

가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 긴장, 공격성, 신

체화는 유의미하지 않은 변화를 나타내나, 분

노, 우울, 피로, 좌절은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처치 조건의 평균과 표

준편차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2에 제시하

였다.

스트 스 반응

제1가설인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반

응 효과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스트레스 반응 

효과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

석한 결과 표 2와 같다.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

램’을 실시하기 전의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차

이는 실험 전 2.64±0.60이고, 실험 후는 2.41± 

0.79로 프로그램 실시 전후 스트레스 반응 효

과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t=2.58, p<.001). 따라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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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트 스반응의 변화 추이

그림 2. 긴장 변화 추이

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반응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실시 후 스트레스 반응 점수의 평균

값은 표 2, 그림 1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제1가설인 ‘마음챙김프로그램에 

기반한 스트레스 반응 효과는 프로그램 실시 

전․후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 되었다.

긴장

스트레스 발생 시기에 나타나는 긴장은 스

트레스 상황 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프

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긴장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 점수의 평균값은 실험 전 2.49±0.59 이

고, 실험 후는 2.32±0.79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후 스트레스 반응 효과 차이는 보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2.00, p>.001). 

따라서 긴장은 프로그램 효과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

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은 긴장 반응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하위목록 평균값은 표 2, 그림 2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1-1 가설인 ‘프로그램 실시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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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체화 변화 추이

그림 3. 공격성 변화 추이

긴장 변화 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

지되지 않았다.

공격성

스트레스 발생 시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은 

스트레스 상황 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공격에 대한 점수의 

평균차이는 실험 전 2.08±0.79이고, 실험 후는 

1.85±1.04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후 공격성 

반응 점수의 차이는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t=1.92, p>.001). 따라서 공격

성 효과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공격성 점수 평균값

은 표 2, 그림 3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1-2 

가설인 ‘프로그램 실시 전․후 공격성 반응 

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

았다.

신체화

스트레스 발생 시기에 나타나는 신체화는 

스트레스 상황 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신체화 점수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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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분노 변화 추이

값 차이는 실험 전 2.47±0.85이고, 실험 후는 

2.56±1.13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후 신체화 

반응 효과는 약간 높게 나와 차이를 보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0.29, 

p>.001). 따라서 신체화 반응 효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신체화 점수 평균값은 표 2, 그림 4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1-3 가설인 ‘프로그램 실

시 전․후 신체화 변화 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분노

스트레스 발생 시기에 나타나는 분노는 스

트레스 상황 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프

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분노 반응 효과의 평

균값은 실험 전 2.66±0.70이고, 실험 후는 

2.45±0.89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후 분노 반

응 효과에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t=2.30, p<.001). 따라서 분노 반응 효과 

차이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의 검사 시기에 따른 분노 반응 효과 평균값

은 표 2, 그림 5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1-4 

가설인 ‘프로그램 실시 전․후 분노 반응 효

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우울

스트레스 발생 시기에 나타나는 우울은 스

트레스 상황 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프

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우울 반응 효과의 평균

값은 실험 전 2.65±0.74이고, 실험 후는 

2.38±0.83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후 우울 반

응 효과 값에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t=2.34, p<.001). 따라서 우울 반응 효

과 차이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우울 반응 효과의 

평균값은 표 2, 그림 6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1-5 가설인 ‘프로그램 실시 전․후 우울 효과

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피로

스트레스 발생 시기에 나타나는 피로는 스

트레스 상황 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프

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피로 점수의 평균은 실

험 전 3.10±0.69이고, 실험 후는 2.76±0.87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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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우울 변화 추이

그림 7. 피로 변화 추이

프로그램 실시 전․후 피로 점수에 차이를 보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t=2.35, p<.001). 

따라서 피로 반응 효과 차이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피로 반응 효과 평균값은 표 2, 그림 7에 나

와 있다. 그러므로 1-6 가설인 ‘프로그램 실시 

전․후 피로 반응 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

다.’는 지지되었다.

좌절

스트레스 발생 시기에 나타나는 좌절 반응 

효과는 스트레스 상황 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좌절 반응 효

과의 평균값은 실험 전 2.80±0.80이고, 실험 

후는 2.45±0.90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후 피

로 반응 효과에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t=2.80, p<.001). 따라서 좌절 반응 

효과 차이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좌절 반응 효과 평

균값은 표 2, 그림 8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1-7 가설인 ‘프로그램 실시 전․후 좌절 효과

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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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좌  변화 추이

논  의

본 연구는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

소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

는 효과’를 보기위한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 수업을 참여한 대학생 

29명이며, 대학생의 스트레스 반응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정애자(2015)가 개발한 ‘마음챙

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프로그램 매뉴얼’을 적

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은 한 학

기 중에 실시했으며 1일 3시간씩, 주 1회, 총 

8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는 

고경봉, 박중규, 김찬영(2000)이 개발한 스트레

스 반응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검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논의

는 대학생의 스트레스 반응 효과에 관한 연구

로 하위 영역인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좌절 등의 반응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기존의 대학생 스트레스 반응 효

과를 연구한 프로그램의 예로는 추선희(2005)

의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

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김지영(2015)의 대학생 대상의 

마음챙김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연구 등 최

근 마음챙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이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스트레

스 반응 효과의 긍정적 결과라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

레스 프로그램’을 경험한 집단의 사전․사후 

비교에서 스트레스 반응 효과를 나타냈다. 하

위요인의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좌절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에서 분노, 

우울, 피로, 조절은 유의미한 반응 효과를 나

타냈으나 긴장, 공격성 반응 효과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김성호(2013)의 요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소를 보인 것과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는 

실험 전부터 공격성이 낮았기 때문에 유의미

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신체화 반응 효과는 증가를 보이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동안 몸이 나타내는 것을 

그대로 보지 못하였으나 명상을 통하여 순간

순간 있는 그대로 사려 깊게 보고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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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 여겨진다(장현갑 역, 2014). 추선희

(2005)의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프

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취약성’에 관한 

논문에서 신체화 반응 효과에서 만 유의미한 

감소를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선행 논문인 김성호(2013)의 ‘짜끄라할성화 

요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효과’에 관한 연

구에서 스트레스 반응과 스트레스 반응의 하

위요인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

로, 좌절에서 유의한 반응 효과를 나타내 유

의성 있는 반응 효과가 나타났고, 강광순

(2010)의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유방암환

자의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방식 및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스트레스 반응 변

화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하위요인인 긴

장, 분노, 피로, 공격성, 신체화 증상, 우울, 좌

절에서 각각 유의하게 반응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강광순(2010)은 스트레스 반

응이 유의하게 감소한 이유는 마음챙김 명상

을 통한 호흡이나, 생각, 신체 감각 등에 집중

함으로써 오직 이러한 것을 순간순간 자각하

여 집중하고, 생각과 기억, 망상 등으로 방황

할 때 마다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러한 방황

을 바라봄과 동시에 주요 대상의 현재 순간을 

관찰한 결과라고 하였다. 또한 우울과 분노 

좌절과 같은 정서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

한 이유는 분노와 우울과 같은 강력한 감정이

나 정서가 일어나면 그 감정에 바로 집중하

여 바라보게 하고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해석을 구별하도록 하여 습관적이고 반복되

는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한 결과라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상통하는 내

용이다.

하위영역의 신체화가 선행연구에서(강광순, 

2010; 김성호, 2013; 추선희, 2005) 감소 효과

를 유의하게 보인 것은, 본 연구의 점수변화

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추

선희(2005)의 논의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스트

레스 반응점수의 평균이 2.64에서 2.41, 하위 

영역의 대부분이 2.08~2.80으로 스트레스반응

과 스트레스 반응의 하위요인에서 점수가 낮

아, 스트레스가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피로의 

평균은 3.10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았으나 

프로그램 진행 후 평균점수가 2.76으로(P= 

0.29), 이는 본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비교적 

낮은 상황에서 실험이 실시되었으나 스트레스 

반응과 대부분의 하위영역이 유의미하게 나타

난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체화의 느낌이 선행연구

와 다르게 증가한 것은 신체 존재의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료되며 마음챙김 프로

그램의 효과라고 사료된다. 다만 추후 연구를 

시행하지 않아 추후 신체화의 변화 여부를 확

인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마음챙

김의 효과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반복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미리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서 스트레스 반응을 멈

추게 하거나 변화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강

광순, 2010).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반응 하위영역 중 

분노, 우울, 피로, 좌절이 각각 유의하게 감소

한 이유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호흡으로 

생각이나 신체 감각에 집중하고 순간순간 지

각하고 떠오르는 생각에 판단하지 않고 바람 

봄과 호흡을 통하여 내려놓음의 결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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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대학생에게 마음

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스트레스 

반응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정신적 스트

레스인 분노, 우울, 피로, 좌절에서도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대상자들이 마음챙김 명

상 수행을 통하여 자기 탐지 능력의 증가와 

자기조절 능력의 향상으로 스트레스의 하위영

역의 분노, 우울, 피로 좌절에 도움이 될 것으

로 본다. 이에 마음챙김 명상이 대학생의 정

신적인 면을 통합한 스트레스 관리로서 효과

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마음챙김 수업을 신청한 

대학생으로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대상자들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추후에는 사전 검

사 후 스트레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마음챙김 프로그램에 따른 호

흡, 명상 등이 기독교 학교의 분위기상 생소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에 약간의 제한점이 통

제 되지 못한 것은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체화에서 보여준 것처럼 추

후검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추후에 나타날 변

화에 대해 알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가 보통인 학생들이었으므로 추후에는 사전조

사를 통하여 스트레스가 높은 대상자를 실험

군으로 하여 효과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둘

째, 기독교 입장에서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개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셋째 추후에

는 신체화 변화에 대해 추후검사와 신체 증상

에 대한 검사도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 이

러한 제한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보완하는 추

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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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he Mindfulness Meditation-Based Stress

Reduction(MBSR) program on stress reactivity in college students

Seong-Sup So                    Ae-Ja Jung

                     Hanil University               Cheonbu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of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Mindfulness Meditation-Based Stress Reduction(MBSR) 

program on stress reactivity in college student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9 students who had 

studied the MBSR class in the college of Chonbuk. The group received the MBSR program for 3 hours/ 

session/week for 8 times. A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The deta were collected prior and 

after the intervention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 analyzed using the Paired t-test 

for examine the hypotheses. The group had lower scores for stress reactivity compared to the ed the 

MBSR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was useful for decreasing 

stress response. Therefore, this program is an effective to decrease stress in college students. Finally, we 

discuss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of this study.

Key words : Mindfulness Meditation-Based Stress Reduction, college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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