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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요즘

더욱 그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경우 단순한 신체적 폭행에서부터 금품강탈, 따돌림, 괴롭힘 등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신건

강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로서 요즘 명상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정체감의

문제나 자기조절차원에서 명상의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음챙김명상프로그램을 인문계고등학

생들에게 적용하여 명상이 심리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심리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전후 설계를 이용한 실험대조군 유사실험설계(pre-post test design)이다. 본 연구는 J시에 있는 H고등학교에서

기숙하면서 명상수업을 듣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한 후 참여를 희망한 학생

을 선정하였으며 총 46명이 참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3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1회기에 100분 동안 주 1회

8주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장소는 명상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갖춘 학교 내 강당을 이용하여 정규수업이 끝난

오후 3시에서 4시 40분까지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심리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마음챙김명상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인문계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

감, 심리적 행복감에 있어서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리적 행복감에 있어서 실험군의 경

우 프로그램 후 증가하는 측면이 나타나 명상이 심리적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이끌 수 있도록 청소년에 맞는 명상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심리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마음챙김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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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청소년대상 명상프로그램의 필요성

  최근 들어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요즘 더욱 그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경우 단순한 신체적 폭

행에서부터 금품강탈, 따돌림, 괴롭힘 등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서로 배려하지 않고, 폭력이 주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신체적 피해와 우울증, 등교거부, 자살등

의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성숙을 경험하는 동시에 자율성과 독립성

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자신의 생각과 관념 속에 사로 잡혀 타인의 보편적인 세계를 이

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만큼 강한 자의식을 보이며, 청소년기 특유

의 자아중심성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관심과 집중의 대상이라고 믿고, 자신의 위신이 손

상된다고 생각되면 작은 비난에도 심한 분노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

감의 위기를 맞는 시기로서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심리적 혼란을 겪

게 되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여 사회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조현진, 2003). 청소년기의 일탈행동은 각각

의 문제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처음 문제의 발생 시 적절한 개

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다른 문제로의 발생을 막는 예방적 측면이 중요하다.

  즉 청소년기의 부적응에 대한 요인을 찾는데 있어서 청소년 개인내부의 심리적 자원을

개발,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청소년기

의 삶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조건으로 끊임없이 겪는 심리적인

불안, 갈등, 압박감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발달단계상의 과도기적 특성에서 오

는 문제 뿐 아니라, 입시위주의 사회문화적 압박으로 인하여 고등학생이 느끼는 신체적, 심

리적 및 사회적 스트레스는 상당히 심각하다. 생활스트레스가 자살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키

는 중요한 요인이며 청소년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살률은 높은 정적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광배 & 신민섭, 1991).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적응에 문제를 나타내는 것

은 아니며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간의 관계가 예상보다 낮다는 사실은 둘 사이에 조절변인들

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장정현 & 고재홍, 2010). 중고등학생 870명을 대상으로 한 스트

레스와 자살사고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지닌 자아탄력성을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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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자살사고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재홍 & 윤경란, 2007). 이러한 긍정적 특질들

은 스트레스와 같은 삶의 위험요소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존중감, 낙관성, 자기조절, 자기효능감, 등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심

리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이창호, 양미진, 2005). 자아존중감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력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거나 자신의 미래의 모습

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위기상황에 취약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

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특성에 대하여 갖고 있는 주관적인 가

치판단 또는 평가에 관련된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존경의 정도와 자기 자신을 가치있는 존

재로 여기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시키며 건

전한 성격발달의 기반이 되고 성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이 궁극적인 행복을 느끼기 위

해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아수용, 높

은 자아관용으로 성격지워지고, 높은 자아존중의 사람은 자신을 좋아한다. 또한 잠재된 능

력을 최대한으로 피어나게 하려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

른 사람을 더 존중하려고 하며 자애로움과 선한 마음으로 대하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이동자, 이효신, 2010).

 자아효능감은 행동에 대한 자기 신념으로 위험을 극복하고, 사회적 유능성을 높이는데 중

요한 개인적 요인이다. 이처럼 자아효능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수행능력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아효능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심리적 행복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한 개인의 심리상태를 측정해주는 지표로서 생

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생활에서의 만족과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으

며,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가치가 있고 성공적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주관적

복리를 경험하는 상태로도 규정할 수 있다.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있어서

다음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상향적 접근으로 행복은 즐겁고 괴로운 시간과 경험을 모두 종합함으로서 나타나

는 주관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 이론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순간을 많이 간직한 사람

으로 본다. 이 이론은 생활속에서 얻어지는 재정적 여유와 결혼생활, 주거환경의 만족감에

대한 합이라고 했다.

  둘째, 하향적 접근은 칸트의 이상론에서 비롯되었는데, 심리적 행복감이 주어진 특성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행복은 행복한 느낌자체라기 보다는 행복한 방식으로 반응하

는 경향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건강이나 주거, 재정적 만족의 수준은 부분적으로 이

러한 심리적 행복감에 의해 결정된다. 즉, 심리적 행복감이 본질적으로 행복한 감정이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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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행복한 쪽으로의 성향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상황을 중시하는 입장은 행복한 순간

의 경험이 많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이 크다고 주장한다.

  셋째, 성취적 접근으로 이 모델은 행복에 필요한 조건 혹은 최종목표를 제안하는데, 만약

행복이 전체적인 정도와 만족된 바람의 함수로 나타난다면 행복은 바램의 수를 감소시키거

나 많은 바램을 만족함으로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판단적 접근으로 행복은 현재조건과 기준조건간의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

는 입장으로 실제조건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행복을 느낀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심리적

행복감이란 현재의 상황, 살아온 삶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주관하는 감정으로 말하는 것

이다.

  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로서 요즘 명상이 중요하게 부

각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정체감의 문제나 자기조절차원에서 명상의 유용성

이 입증되고 있다(장현갑, 김정모, 김흥원, 안성훈, 2006).

  명상은 라틴어로 ‘meditatio’라고 하며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되는데 하나는 서구적 명상

으로 ‘Meditation’이란 말이 가리키는 의미는 ‘깊이 생각한다’, ‘계획한다’, ‘묵묵히 생각한다’

등으로 여기지고 있다. 또 하나는 인도적 명상으로 마음을 한결같이 한 곳아 모아 고요히

생각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끊는데까지 심화시켜 보다 높은 경지를 얻는 것

으로 생명활동의 균형을 유지하여 심신을 안정시키고 유한한 인간의 능력을 개발해서 무한

성과 결합하여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한 경지, 즉 신아일치경(新我一致境)을 추구하는

것이다.

  마음챙김수련법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대상에만 마음을 모으지 않고 “지금 이순간 이곳

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다. 따라서 지금 이순간 이곳에서 행하고 있는 그것

에 마음을 챙기는 것으로서 호흡을 할 때, 식사를 할 때, 걸을 때, 말할 때, 차를 마실 때, 

누워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청소를 할 때, 쇼핑을 할 때 등등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행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챙겨나가는 생활명상인 것으로 이를 관법, 또는 위빠사나(Vippassana)라고

부르기도 한다.

  명상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으

며, 자기 스스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방법으로 사용하므로 일상 생

활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하고 자기치유를 할 수 있는 마음다스리는 방법으

로 유용하다고 본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는 마음챙김명상프로그램을 인문계고등학생들에게 적용하

여 명상이 심리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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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우리는 개인적인 가정이나 학교생활에서 무수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삶을 살

아가면서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 

깨어있는 마음, 마음챙김(mindfullness)명상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나 자신을 100%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 줌으로서 나를 매순간 온전히 살아 있게 해 주는 힘이 되는 방법

이다.

  마음챙김명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첫째, 깨어있는 마음은 자신을 깊게 들여다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깨어있는

마음은 가족을 깊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주며 자신과 마찬가지로 가족도 고통을 겪고 있

다는 것을 알게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깨어있는 마음은 자신

을 둘러싼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부여해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

음챙김명상은 자신의 심신건강을 도모하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주어 스스로 스트

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길러나가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다. 또한 명상의 부수적인

결과로 자신의 감정조절, 학습에 대한 집중력향상, 불안이 감소된다. 본 프로그램은 마음챙

김명상프로그램이 인문계고등학교학생의 심리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주체가 되며, 자기 자

신을 조절함으로서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심리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전후 설계를 이용한 실험대조군 유사실험설계(pre-post test 

desig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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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O1 X O2

대조군 O1 O2

O1: 사전조사 O2: 사후조사 X: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2. 프로그램 참가 대상자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J시에 있는 H고등학교에서 기숙하면서 명상수업을 듣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한 후 참여를 희망한 학생을 선정하였으며 총 46명이

참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3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1회기에 100분 동안 주 1회 8주

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장소는 명상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갖춘 학교 내 강당을 이용하

여 정규수업이 끝난 오후 3시에서 4시 40분까지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심리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3. 연구도구

  1) 심리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은 Waterman(1993)의 PEAQ(Personality Expressive Activities Questionnaire)와 Ryff 

(1989)의 심리적 행복감 척도를 참고로 양명환(1998)이 제작한 심리적 행복감척도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에서 신뢰도 a=.781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척도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에서 신뢰도 a=.788이었다.

  3)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은 유인애(2011)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자아효능감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에서 신뢰도 a=.6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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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내용

  마음챙김명상의 기본 태도는 판단하지 말라, 인내심을 갖는다, 초심을 유지하라,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다, 수용하라 등 7가지 태도를 유지하며 프로그

램을 구성하고 있다. 마음챙김명상프로그램은 8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좌 명상, 호흡명상, 

보디 스캔, 요가로 된 공식 명상과 걷기. 먹기 등과 같은 다양한 일상 활동 중의 마음챙김

수련이라는 비공식 명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가자들은 집단 명상시간에 보디스캔과 정좌

명상, 하타요가와 같은 명상법의 훈련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명상법을 배울 때에 참가자들

은 먼저 자신의 집중을 주요관찰 대상, 예를 들어 호흡이나, 생각, 신체 감각등에 가져와서

단지 이러한 것을 순간순간 자각하고 집중이 생각과 기억, 망상 등으로 방황할 때마다 판

단이나 평가 없이 그러한 방황을 관찰하고 다시 주요 대상의 현재 순간을 관찰하도록 지시

를 받는다. 두려움이나 불안, 통증 같은 강력한 감정이나 정서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 감

정에 바로 집중하고, 함께 존재하고 관찰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그러한 경험 자체의 관찰과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해석을 구별하게 하여 생각의 내용에 관여함이 없이 사고과정을

관찰하도록 한다(장현갑, 2005).

  본 프로그램에서는 MBSR을 고등학생에게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1회기 : 오리엔테이션, mbsr은 무엇인가?

  강의, 사전설문지 작성, 강사소개, 요가의 시작을 알리는 몸풀기 ‘수리야 나마스까’ 시범

을 보고 따라하고, 연상을 해서 다시 한 번 동작해보기, 허리를 쭉펴고 정좌자세를 하고 두

눈을 감고, 손은 가지런히 놓은 후 자신의 호흡에 귀기울이는 시간. 집중명상의 시작이다. 

수업을 끝내고 명상일지를 적어본다.

  2회기 : 나는 누구인가?

  요가니드라, 몸을 송장자세로 눕히고,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본다. 수리야 나마스

까를 한후, 허리강화에 도움을 주는 손과 발바닥을 땅에 대본다. 모두 둘러앉아 ‘나는 누구

인가?(서로 확인하기)이야기 한다.

  ‘나는 누구인가?에 나의 이름에 포함된 나의 성격, 장점, 이름에 의해서 나의 인생은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적어본다.

  머리가 맑아지는 물구나무서기를 배워보고, 실습해보기, 팔힘강화에 도움되는 돌핀자세까

지, 마지막 수리야 나마스까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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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기 : 오른손은 가슴에 왼손은 배에 얹고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스스로가 관찰

한다(집중의 필요성을 듣는다.).

  척추측만증에 효과가 있는 요가를 한 후 선생님의 세심한 지도하에 어깨로 서기, 머리로

서기를 해본다. 발목잡고 엉덩이 들어올리기, 물고기 자세 후 좌선명상의 자세를 잡고, 지

금 현재에서 과거의 모습까지 떠올리고, 10년 후의 나의 모습, 30살, 중년의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만약, 일주일밖에 살수 없다면 어떻게 이생을 정리할 것인가?를 떠올려 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를 적어본다. 명상 후 친구들과 느낀 점을 이야기 해본다.

  4회기 : 누워서 호흡 바라보기를 한다. 2인 1조가 되어 수리야 12회, 돌핀자세 10회, 머리

서기 도전, 어깨서기 호흡 20회, 명상자세 유지하기를 해서, 상대방 친구에게 점수로 확인

받는다.

  상대 친구들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나에게 몰입의 기술이 있는 분야 5가지를 써본다. 작

성된 평가표를 각자 본인에게 주어서 스로의 만족도를 평가해 본다. 호흡명상으로 마무리

한다.

  10분간 눈을 감고 호흡바라보기 명상을 한다. 매 차시 학습했던 수리야 나마스까로 몸풀

기를 한다.

  5회기 : 전굴자세와 비틀기하고 점등후 좌선명상, 누워서 하는 니드라를 한다.

  선생님께 평소의 허리와 어깨 통증, 대변횟수 등을 질문 받고, 누워서 손바닥은 바닥에

두고 다리올리기를 하여 허리근육강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배운다. 또한 어깨가 아플때

는 양팔을 기억자로 벌이고 모으기 반복한다. 이때 팔의 수평유지가 관건이다. 또한 두 팔

을 앞뒤 비틀기도 효과가 있다. 원활한 배변에는 들이쉬고 내쉬는 복식호흡 반복하면 효과

적이다.

  6회기 : 학습이란 무엇인가?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시간의 노력과 연습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만시간

의 법칙’과 함께 효과적인 학습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2인 1조가 되어 a. 발바닥 밟아주기, b. 엉덩이 밟아주기, c. 등을 위에서 아래로(아래에서

위로) 척추를 사이에 두고 양 사이드 면을 잡아주기 해준다. 소등후 오른손은 명치(가슴), 

왼손은 배꼽밑에 놓고 배의 움직임(호흡)을 본다. 잠시 후 두팔을 몸옆에 내려놓고 코끝의

숨을 본다(요가 니드라)

  7회기 : 좌선명상과 니드라를 한 후, 가계도 조사 발표를 한다. 각각 1명씩 선생님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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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학생의 답변으로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A, 부모님의 직업을 묻는다.

  B, 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C, 아버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d, 어머니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E,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는,

    또 한 본인과 그분들과의 관계는

  F, 아버지와 어머니의 꿈은 무엇이었고,

    현재의 직업과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일치하는가

  G, 본인이 느끼는 외가와 친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 가계도를 통해 미래를 내다본다.

  8회기 : 양손과 다리를 바닥에 두고 걷기를 한다(척추측만증에 효과). 자신의 코끝을 들고

나는 호흡을 바라보는 좌선명상을 하고, 엄지발가락 100개 치기, 수리야 나마스까를 자기주

도적으로 실시한다. 돌핀자세, 머리서기, 쟁기자세, 다리자세, 물고기 자세, 아치자세 등 요

가 동작을 하고, 진정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직업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으려면 어떻

게 해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 해본다.

5. 마음챙김명상프로그램의 치유 원리

  마음챙김명상에서는 동기와 인지뿐만 아니라 감각, 정서, 느낌 등에 대해서도 마음챙김을

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잘 알게 해 주는 효과를 갖는다. 마음챙김명상의 이러한

특징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스트레스 반응을 좀 더 잘 알아차리게 해 줌으로써 스트레

스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행 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스트레스 반응 자체의 소멸에도 도

움을 준다. 이러한 마음챙김명상의 훈련을 통해 ‘바라봄의 힘’, 즉 ‘마음챙김의 힘’이 강해

지게 되면 이상의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마음챙김명상의 치유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마음챙김명상의 치유원리는 자기-조절기제이다.

  질병과 장애는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일어난다. 자신에 대한 주의(self- 

attention)를 하지 않으면 생명체의 심리생물학적 과정에 단절이 생기게 된다. 단절은 부조절

을 일으키고 부조절은 장애를 나타나게 하고, 장애는 질병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몸, 감각, 마음에 관한 자기-탐지 능력이 증가되고, 자기탐지능력이 증

가되면 자기-조절능력이 증가되어 스트레스에 대한 스스로의 대처능력이 향상되고 나아가

건강증진과 개인적 성장이 이루어진다(Kabat-Zinn, et al, 1986).



한국명상치유학회지, 제3권 제1호

- 74 -

  두 번째, 치유원리로서 마음챙김명상을 통해 자신의 사고에 대한 비판단적이고, 탈중심적

인 관점을 갖게 됨으로써 우울증의 특징인 반추적인 사고패턴을 되풀이하지 않아 치유가

발생한다(Teasdale, 1999). 정서에 대한 마음챙김은 존재하는 무엇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것

에 접근하고 이해하며 경험하고 기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울한 사람들

은 자주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슬퍼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불안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두려워한다. 사실 우울한 기분을 경험할 때에 자신의 문제와 부정적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경향성이다. 그러나 문제해결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반추가 진행되면

서 점차로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자동적인 악순환 과정이 된다. 마음챙김은 지금 여기에 있

는 사건들과 의도적이고 비 판단적인 접촉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기법이기 때문에 이러

한 과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세 번째, 치유원리로서 명상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생물학적 변화이다.

  마음챙김명상이 신경생리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깊은 호흡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깊은 호흡과 요가동작을 통한 부교감 신경계의 활동과 미주신경 상태를 증가시킴으로서 주

의와 정서조절을 촉진할 수 있다(Thayer, Freidman, Borkovec, Johnsen & Molina, 2000).

  이러한 치유원리에 의해 마음챙김명상은 정좌명상, 호흡명상, 바디스캔, 요가와 같은 공

식 명상과 걷기, 먹기 등과 같은 다양한 일상 활동 중의 마음챙김 수련이라는 비공식 명상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명상법을 배울 때에 참가자들은 먼저 자신의 집중을 주요관찰

대상, 예를 들어 호흡, 생각, 신체 감각 등에 가져와서 단지 이러한 것을 순간순간 자각하

고 집중하며 생각과 기억, 망상 등으로 방황할 때마다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러한 방황을

관찰하고 다시 주요 대상의 현재 순간을 관찰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두려움이나 불안, 통증

같은 강력한 감정이나 정서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 감정에 바로 집중하고, 함께 존재하고

관찰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그러한 경험 자체의 관찰과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해석을

구별하게 하여 생각의 내용에 관여함이 없이 사고과정을 관찰하도록 한다.

  Brown과 Ryan(2003)은 마음챙김이 첫째, 자동적 사고, 습관 및 건강하지 못한 행동패

턴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줌으로써 안녕감의 증진과 관련된 정보적이고 자기지원적인

(self-endorsed) 행동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둘째, 경험을 더 명료하고 생생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직접적으로 안녕감과 행복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PC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p< .05로 하였다.

  종속변수의 사전사후변화를 보기 위하여 사전 점수를 통제한 ANCOVA를 이용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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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Ⅲ. 결론 및 제언

1.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의 결과

  1) 집단간 심리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의 변화

  프로그램후 심리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사

전점수를 통제한 ANCOVA로 검정한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심리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의 변화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Variables
Pretest Post test

F p
M±SD M±SD 

심리적 행복감
Exp(n=16) 33.68 ±6.65 37.86±6.52

1.568 .22
Cont(n=19) 38.57±7.84 37.35±3.96

자아존중감
Exp(n=16) 25.93±7.86 25.06±1.91

4.93 .34
Cont(n=19) 30.89±2.96 23.94±2.63

자아효능감
Exp(n=16) 47.68±7.53 45.8±3.44

.599 .45
Cont(n=19) 50.89±5.94 46.70±5.19

<표 1> 집단간 심리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의 차이 (n=35)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MBSR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

은 실험 전에 비해 심리적 행복감은 증가하였으나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2.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아효능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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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하지 못하고 학생 개인의 선호에 의해

선정함으로서 대조군이 오히려 사전 점수가 높아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마음챙김명상에 참여하는 실험군과 대조군 학생들의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심리적 행복감과 자아 존중감, 자아효능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점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용도구간의 연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마음챙김명상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인문계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심리적 행복감에 있어서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리적 행복감에 있어서 실험군의 경우 프로그램 후 증가하는 측면이 나타나 명

상이 심리적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연구에 있어서 정확한 연구

결과를 위해서는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에 있어서 신중하게 1:1로 설문조사를 측정하는 것

도 필요하리라 본다. 사전과 사후측정의 설문지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

하며 집단의 특성에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챙김명상프로

그램의 내용이 주로 결과변수인 심리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과 깊은 관련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학습집중력 향상등과 같은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

고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의 결과를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이끌 수 있도록 청소년에 맞는 명상프로

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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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Effects of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on the

Psychological happines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High school students

Gwang-soon Kang In-jung Kim

         Gwangju university, Depertment of Nursing         MB yoga academ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on the 

psychological happines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for high school students.

This is a quasi-experimental study with pre-post test design. The research subjects were 46 students 

in the study who in J city from March 16 to June 1, 2011.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was composed of relaxation, meditation, mindfulness yoga, and daily 

home practice.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8 times this program for 1 hour 30 minutes 

/session/week during 8 week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test and t-test and both using the SPSS 17.0/PC 

program. Significance level of all numerical statements is p< .05.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the follows:

The hypothesis “The score of the psychological happines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experimental group would be lower” was not supported.

But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enrollment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phychological happiness 

in high school students. This program may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to increase the psychological 

happiness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 Psychological happines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Mindfulness 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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