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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집단과제 활동에서 명상기반 훈련이

집단응집력과 집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비명상과 마음챙김명상의 비교*

 이   해   선                    김   완   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명상기반의 훈련이 팀과 같은 조직장면에서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팀훈련 형태의 명상훈련이 집단의 응집력과 집단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팀내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연결감, 상호이해의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만일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명상법에 따라 효과의 정도가 다른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대학생 

32명을 자비명상 훈련집단과 마음챙김명상 훈련집단에 무선할당하고 5회기로 구성된 명상훈

련과 함께 4-6명으로 이루어진 팀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했다. 집단응집력과 집단만족도, 동

료에 대한 신뢰도, 상호이해도, 연결감, 연민적 사랑을 사전과 사후에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과제관련 집단응집력은 두 가지 명상모두 유의한 향상을 보였고, 사회적 집단응집력은 자비

명상집단에서만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집단만족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향상이 있었

다. 팀장이나 동료에 대한 신뢰도와 상호이해도, 팀원에 대한 연결감은 자비명상 집단에서는 

유의한 향상이 있었으나 마음챙김명상 집단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연민적 사랑은 두 집단 모

두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팀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장면과 관련

지어 논의하였고, 명상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명상기반 훈련, 자비명상, 집단응집력, 집단만족도, 팀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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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직장은 경제활동과 자아실현

의 장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직

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신체

적/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직무 스트

레스는 조직의 생산성과 조직 몰입을 감소시

키고 이직 의도를 높이는 등, 조직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무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는 집단 내 세대 갈등 등 인

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 문제를 들 수 

있다(장서영, 2007).

조직 내의 대인관계 문제는 집단 내의 갈등

과 긴장을 높여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집단

에 대한 만족도나 동기, 응집력의 저하를 야

기할 수 있고, 집단업무에 대한 몰입의 저하

와 이직의도의 증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기업들은 직원들의 충성도 감소

로 인하여 우수한 인재가 조직에 몰입하며 남

아있도록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Andrews, Karcmar, Blakely & Bucklew, 2008), 이

런 현상은 전반적인 개인주의 성향의 증가와 

함께 치열한 상호경쟁과 과도한 시장주의로 

인한 개인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집단에 대한 

만족도와 응집력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터인데, 이는 집단응집력이 조직 내 

상호작용인 팀웍 차원에서 집단의 성과를 향

상시키며, 팀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서 조직의 

공동 목표, 가치 및 비전을 이해하도록 돕고, 

조직에 몰입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김정수, 유연재, 김정식, 2012).

본 연구는 최근 의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명상기반의 

개입법들이 조직장면의 집단관련 변수들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점을 공유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마음챙김명상과 자비명상의 효과를 비교

하려는 것이다. 특히 마음챙김명상과 달리 자

비명상은 다른 사람이나 존재와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위한 태도를 배양

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팀

이나 집단작업과 관련된 긍정적인 영향이 있

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구글의 내면검색 

프로그램(SIY)처럼 명상기반의 프로그램을 기

업장면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예는 있

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기업장면의 효과

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으며, 특히 자비명상

을 팀활동 장면이나 조직장면에 적용한 연구

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자비명상의 

조직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기초적인 연구

로 계획하였다.

마음챙김명상과 자비명상

최근 심리학에서는 마음챙김명상을 비롯한 

명상기반의 개입법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연구들은 명상이 스트

레스를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마음챙김명상(mindfulness meditation)이란 전

통적으로 통찰명상(insight meditation) 또는 지

혜명상(wisdom meditation)이라 번역되었던 위빠

사나(Vipassana) 훈련법을 말한다. 이 훈련법의 

특징은 “현재의 내적 경험에 의도적으로 주의

를 기울여 비판단적으로 알아차리는” 명상이

다. 이 명상은 매 순간 발생하는 내적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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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차리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도전적인 사건

에 대한 평정심을 촉진하며 반사적인 인지반

응을 억제하고 직면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Brown & Ryan, 2003), 또한 무엇보

다도 내적반응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효

과가 있다(Shapiro, Carlson, Astin, & Freedman, 

2006). 관점의 변화란 상위인지의 변화를 의

미하는 것으로서, 역기능적인 상위인지의 개

선이 마음챙김 효과의 중요한 기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조절 능력과 관점의 전환은 스

트레스 완화는 물론이고 만성질환과 심리장애

의 치료와 관련해서 광범위한 질병 증상의 감

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마음챙김명상은 

다양한 정신병리의 지표들을 개선시키며, 정

서적 혼란을 낮추고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등 전반적인 개인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

로 밝혀졌다(Brown, Ryan, & Creswell, 2007).

마음챙김명상은 조직 장면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마음

챙김 기반의 개입법(MBI; Mindfulnees-Based 

Interventions)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메타분석 한 결과, 

MBIs가 직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여주며, 관점을 바꾸어줌으로써 업무의 효율

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명상기반의 

개입법들이 조직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

인 개입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rland et al., 2010).

또한 최근에는 자비명상의 효과에 대한 연

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개인의 심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Carson et. al, 2005; Fredrickson, 

Cohn, Coffey, Pek & Finkel, 2008; Mayhew & 

Gillbert, 2008; 왕인순, 조옥경, 2011; 조현주, 

2012).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인

의 건강이나 정서와 관련된 변인들을 다룬 것

들 이었고, 자비명상의 본래 목적인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타성 같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자비명상은 그 목적이 기본적

으로 공감과 이타성이라는 사회적 태도와 정

서의 계발에 있으며, 훈련의 맥락 또한 타인

과의 관계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적 명상이라 할 있어서(김

완석, 신강현 & 김경일, 2014), 마음챙김명상이

나 여타 집중명상과 상당히 다르다. 즉, 자비

명상은 다른 명상법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목

적으로 개인적인 맥락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가까운 사람

이나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감

정과 친절한 태도와 같은 정서의 계발을 강조

하는 훈련법이다(Birnie et al., 2010). 최근 일부 

연구들은 자비명상이 공감과 연민, 이타성 

같은 인간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심성

을 계발하는 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

여주었다(장지현과 김완석, 2014; Alba, 2014; 

Hutchson, Seppala와 Gross, 2008).

이처럼 자비명상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비명상을 

통한 개입이 조직 장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내

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자비명상을 기반으로 한 개

입이 집단에 대한 만족도나 응집력과 같은 업

무집단과 관련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국명상학회지, 제7권 제2호

- 50 -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집단응집력

집단응집력은 집단 구성원이 집단에 남아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

력(Festinger et al,, 1950)으로 좀 더 간단하게 

집단원들이 집단에 대해 끌리는 매력으로써 

광범위하게 정의된다(황승숙, 2004)집단응집력

은 학자에 따라서 과업적 응집력과 사회적 응

집력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기도 하

는데(Mikalachki,1969) 과업적 집단응집력은 개

인이 집단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일하

는 정도이며, 사회적 집단응집력은 집단 구성

원들 상호간의 호감도와 함께 하는 것을 즐기

며 집단 내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

시키는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집단응집력은 구성원의 만

족과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높여주고, 의사

소통을 증가시키며, 높은 직무 성과와 생산성

을 가져오고 집단에 대한 강한 몰입과 자긍

심 상승 등을 가져오는 등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uncan, 1981; 

Gartwright, 1988; Porer, 1986).

집단응집력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집단응집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여러 가지

이다. 몇 가지 예로 사회적 상호작용, 집단 수

용도, 집단 목표, 문화적 성질 및 팀의 동질성 

등을 들 수 있다(이한규, 1992).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 상사와 동료에 대한 신뢰가 집단의 

응집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인성진, 2010).

집단응집력의 개념 자체가 집단의 친밀도와 

깊은 관련이 있고 구성원 간의 동질감이나 상

호작용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비명상

적 개입의 타인에 대한 연결감이나 긍정적 정

서의 증가가 집단응집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선행 연

구에서 과업의 수행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여

준 마음챙김 명상의 효과와는 어떤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집단만족도

만족도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인 반응으로(Jablin & Krone, 1987; 범기수, 김

은정, 백세진, 2011), 집단에 대한 만족은 직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만족, 직무의 결과

에 대한 만족, 집단 내의 구성원들에 대한 만

족 등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개념을 

포함한다(범기수 등, 2011). 집단에 대한 만족

감은 조직시민행동, 조직 헌신성 등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며(Downs & 

Hazen, 1977), 집단 구성원의 과업 수행에 있어

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집단의 성과

달성에 영향을 미친다(Gouran, 1973). 집단의 

만족은 구성원들의 관계 갈등(김호정, 2009), 

커뮤니케이션 만족도(Dawns & Hazen, 1977), 

집단 응집력(범기수 등, 2011) 등에 의해서 영

향을 받는다.

명상적 개입의 효과로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증거는 있지만(Shapiro & 

Carlson, 2009), 집단의 만족도를 실증적으로 확

인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상 처치에 따른 집단의 만족도의 변화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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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 인간관계 관련 변수들

신뢰

팀 구성원간의 신뢰는 팀활동에 대한 몰

입에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Wagner & Rush, 

2000; 김왕배, 이경용, 2002; 서재현, 2003), 집

단의 응집력에도 영향을 미친다(인성진, 2010).

대인관계이해

조직장면에서 대인관계 이해란 팀 과제의 

특성보다는 팀 구성원간의 상호이해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는 팀성과의 향상

이나(Cannon-Bower & Salas, 2001) 팀 단위의 학

습과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ruskat 

& Kayes, 2000).

연민적 사랑

연민적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하고 

따뜻하며 이타적인 태도와 행동경향을 의미하

는 것으로서, 조직내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거

의 연구된 바 없지만, 팀 구성원에 대한 친절

함과 이타심 같은 긍정적 태도와 행동이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명상 훈련을 통하여 집단응집력

과 집단만족도가 증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특히 집단의 응집력이나 집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인들 중에서 본 연구에

서는 특히 구성원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대인

관계의 이해, 구성원 간의 연결감, 신뢰가 명

상적 개입에 의해 증가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명상훈련이 집단응집력과 집단

만족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그렇다면, 명상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는

가.

연구문제 2. 자비명상훈련은 마음챙김명상 

훈련에 비해 집단구성원에 대한 신뢰, 대인관

계의 이해, 연결감, 그리고 연민적 사랑을 더 

많이 증가시킬 것인가.

방  법

참여자

경기도 소재 A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양 

수업을 듣는 대학생 32명을 대상으로 16명은 

자비명상 훈련반에, 16명은 마음챙김 훈련반

에 무선 할당하였다. 자비 명상 훈련반의 남

녀 비율은 남자 5명(33.3%), 여자 11명(66.7%)

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3세였다. 마음챙김 훈

련반의 참가자 중 남자는 5명(31.3%), 여자는 

11명(68.8%)로 평균 나이는 22세였다. 프로그

램 진행 중 자비명상 참가자 중 한 명이 중도 

탈락하였으며 종료 후 측정에 불참하거나 프

로그램 중 2회기 이상 불참한 6명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포함된 인원은 자비명상 집단 13

명, 마음챙김 집단 13명으로 총 2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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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자비명상 훈련반의 진행은 (사)한국명상학

회 명상치유 전문가 R급 자격을 가진 명상 

전문가가 진행을 했다. 마음챙김 훈련반은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K-MBSR 기초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명상

치유 전문가 T급 훈련과정을 마쳤다.

무선 할당된 자비명상 훈련 집단과 마음챙

김 훈련 집단은 각각 75분씩 매주 1회기씩 총 

5회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기

간 동안 각 집단 내에서 4~6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을 만들어 같은 주제의 팀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였다. 팀프로젝트는 수업의 일환

으로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는 프로젝트 

성과가 성적평가에 반영된다고 알려주었다. 

각 팀의 팀원은 무선적으로 결정하였지만, 팀

장은 기존에 형성된 교우관계로 인한 친밀감

과 신뢰감을 통제하기 위해서 팀원들 중에서 

전공이 다른 학생 위주로 낮은 학년에서 선발

하였다.

프로그램 1회기와 5회기에서 집단응집력, 

집단만족도, 동료신뢰, 대인관계의 이해, 연민

적 사랑을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

하게 하였다. 팀프로젝트 활동이 자리를 잡고, 

팀장과 팀원의 관계성이 생겼다고 생각된 3회

기에서부터 팀장과 팀원에 대해서 느끼는 연

결감을 온라인 설문지를 통하여 매 주 측정 

하였으며 3회기와 마지막 회기에서 팀장에 대

한 신뢰를 측정하였다.

자비명상과 집중명상 프로그램은 각각의 

프로그램 진행자가 동시간 대에 다른 장소에

서 진행하였으며 공통적으로 팀 프로젝트 진

행상황 발표를 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각 회기

를 75분씩 진행하였다. 자비명상 집단의 프로

그램에는 처음 명상을 해보는 참가자들을 위

해서 첫 회기에 실시한 짧은 호흡명상 연습을 

포함해서 팀을 위한 자비명상, 마주보는 자비

명상 등이 포함되었으며 마음챙김명상 집단의 

프로그램은 호흡명상, 걷기명상, 바디스캔 등

으로 구성되었다. 자비명상프로그램은 자신으

로부터 시작하여 고마운 사람, 중립적인 사람, 

미운사람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생명체로 점

차 대상을 넓혀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

닌, 자신으로 시작하여 팀 내의 구성원들에게 

자비심을 전하는 팀 자비명상으로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자세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프로

그램에서 사용한 스크립트는 부록에 제시하

였다.

측정 도구

집단응집력

Chang & Bordia(2001)의 집단 통합척도(GEQ: 

Group Integration Scales)를 범기수 등(2011)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hang & Bordia의 집단 통합척도 총 8문항에서 

모형 신뢰도와 적합도를 분석하여 과업적 응

집력 4문항과 사회적 응집력 2문항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집단응집력의 신뢰도는 

Cronbach ɑ = .796(과업적 집단응집 = .826, 

사회적 집단응집 = .735)이었다.

집단만족도

범기수 등(2011)의 연구에서 Jurma(1987)가 

집단 멤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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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8문항으로 팀 활동 결과물에 대한 만족, 팀 

내의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 팀에 대한 자긍

심 등 집단에 대한 만족도를 다차원적으로 측

정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ɑ = 

.927이었다.

팀장 신뢰

Cook & Well(1980)의 연구에서 집단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 중 상사에 

대한 신뢰 6문항을 팀 활동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팀원들이 판단하는 팀장의 능력, 

공정성, 도덕성 등을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ɑ = .701이었다.

동료 신뢰

Cook & Well(1980)의 척도를 번안해서 사용 

하였으며 동료에 대해 느끼는 온정, 진실성, 

역량에 대해서 묻고 있다. 총 6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ɑ 
= .896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이해

권은미(2009)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팀프로

젝트 학습 활동을 하면서 팀 내 대인관계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Marshall(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팀 

스킬 설문의 하위 영역 중에서 대인관계의 이

해 11문항을 번안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신뢰

도는 Cronbach ɑ = .897이었다.

팀장과 팀원에 대한 연결감

팀장과 팀원 각각에 대해 느끼는 유사함, 

거리감, 친밀감을 7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가

하며 팀장(팀원)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는

지, 팀장(팀원)과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팀

장(팀원)과 얼마나 친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

보는 문항으로 되어있다. 신뢰도는 팀장 연결

감 = .954, 팀원 연결감 = .929로 나타났다.

연민적 사랑

Sprecher와 Fehr(2005)의 21문항짜리 연민적 

사랑 척도(CLS: Compassionate Love Scale)을 김완

석과 신강현(2014)이 12문항으로 단축하여 타

당화한 아주연민사랑척도(A-CLS)를 사용하였

다. 친지판과 일반인판 두 가지 버전으로 되

어있으며 각각 12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ɑ 친지판 = .777, 

일반인판 = .904 였다.

분석 방법

통계분석은 SPSS 19.0버전을 사용하였다. 두 

처치집단 참여자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각 처치 

집단별로 훈련에 따른 측정치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훈련효과의 집단 간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ANOVA와 단순주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명상훈련이 집단응

집력이나 집단만족도 등의 집단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차이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유

의도를 p < .10 수준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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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자비명상 마음챙김 집단간

평균(SD) t 평균(SD) t t

집단응집력: 전체 13 .40(.77) 1.893 .09(.49) .640 1.256 

집단응집력: 과업적 13 .65(.62) 3.821*** .63(.81) 2.833** 0.068 

집단응집력: 사회적 13 .15(1.07) .519 -.46(.66) -2.521** 1.767* 

집단만족도 13 .54(.84) 2.322** .55(.74) 2.675** -0.031 

신뢰도: 팀장 11 .58(.44) 4.370*** .00(.64) .000 -2.420** 

신뢰도: 동료 13 .46(.72) 2.299** .26(.96) .962 0.615 

대인관계이해 13 .29(.45) 2.291** .06(.42) .538 1.306 

연결감: 팀장 10 .83(.59) 4.441*** .37(.84) 1.382 1.441 

연결감: 팀원 12 .67(.59) 3.936*** .06(.91) .213 1.957* 

연민적사랑: 친지 13 -.06(.32) -.728 .00(.26) .000 -0.562 

연민적사랑: 타인 13 .07(.47) .547 -.08(.38) -.728 0.884 

주. *** p < .01, ** p < .05, * p < .10. 

표 1. 집단별 종속측정치의 사전사후 변화량 차이검증

결  과

처치에 따른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 시작 전 자비명상 훈련집단과 마

음챙김 훈련집단 간 측정치의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t검증으로 집단 

간 평균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

과 집단에 따른 처치 전의 모든 측정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집단응집력, 

t = .219, p = .828; 집단만족도, t = 1.666, p 

= .019; 팀장신뢰, t = .321, p = .752; 동료신

뢰, t = 1.400, p = .174; 대인관계이해, t = 

-.225, p = .824; 팀장연결감, t = -.300, p = 

.768; 팀원연결감, t = -1.022, p = .118; 연민

적사랑 친지, t = 1.622, p = .118; 연민적사랑 

타인, t = .000, p = 1.000).

집단별 종속 측정치의 프로그램 전․후 변화

량 비교

프로그램 실시의 효과를 집단별로 분석하기 

위해 각 집단별로 대응표본 t검증을 사용하여 

종속 측정치의 변화량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

다. 표 1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자비명상 훈련 집단에서는 과업적 집단응집

력, 집단에 대한 만족도, 팀장 및 팀원에 대한 

신뢰도, 대인관계 이해도, 팀장 및 팀원과의 

연결감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하지만, 연

민적 사랑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

았다.

반면, 마음챙김 훈련 집단에서는 과업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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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집단별 n
사전 사후 반복측정 변량분석결과

평균(SD) 평균(SD) 집단(A) 시기(B) A*B

집단응집력:

전체

자비 13 3.13(0.61) 3.53(0.57)
.896 3.769* 1.578

마음챙김 13 3.07(0.73) 3.15(0.74)

집단응집력:

과업적

자비 13 3.52(0.55) 4.17(0.59)
1.934 20.895*** .005

마음챙김 13 3.29(0.69) 3.92(0.68)

집단응집력:

사회적

자비 13 2.73(0.95) 2.88(0.82)
0.364 0.78 3.122*

마음챙김 13 2.85(0.88) 2.38(1.04)

집단만족도
자비 13 3.64(0.52) 4.18(0.66)

3.768* 12.311*** .001
마음챙김 13 3.22(0.75) 3.77(0.75)

신뢰도: 팀장
자비 11 4.38(0.52) 4.95(0.40)

3.850* 5.859** 5.859**

마음챙김 11 4.30(0.66) 4.30(0.49)

신뢰도: 동료
자비 13 3.71(0.62) 4.17(0.52)

6.730** 4.628** .378
마음챙김 13 3.35(0.69) 3.60(0.65)

대인관계이해
자비 13 3.77(0.42) 4.06(0.43)

.152 4.162* 1.705
마음챙김 13 3.81(0.53) 3.87(0.63)

연결감: 팀장
자비 10 4.40(1.02) 5.23(1.07)

.049 13.660*** 2.078
마음챙김 10 4.53(0.98) 4.90(1.21)

연결감: 팀원
자비 12 4.47(0.95) 5.14(0.81)

.024 5.353** 3.828*

마음챙김 12 4.83(0.77) 4.89(1.19)

연민적사랑:

친지

자비 13 4.01(0.31) 3.94(0.28)
2.622 .316 .316

마음챙김 13 3.78(0.39) 3.78(0.35)

연민적사랑:

타인

자비 13 2.99(0.65) 3.06(0.53)
.126 .001 .782

마음챙김 13 2.99(0.46) 2.91(0.62)

표 2.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별 종속측정치 평균(SD) 및 변량분석 결과

단응집력과 집단만족도에서만 유의미한 증

가가 있었고, 사회적 집단응집력에서는 오히

려 유의미한 수준의 감소가 나타났다(t=-.46, 

p<.05). 그 외의 다른 종속측정치에서는 유의

미한 변화가 없었다.

명상훈련 프로그램 효과의 차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반영하는 각 종속측정치

의 변화량에서 자비명상과 마음챙김명상 훈련

의 차이가 있는지를 반복측정 ANOVA를 이용

하여 확인하였다. 표 2는 그 결과를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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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집단응집력

집단응집력의 총점의 경우, 집단과 측정시

기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측

정시기의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집

단에 관계없이 명상수련이 집단응집력을 유의

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과업적 집단응집력은 

총점과 마찬가지로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

용은 유의하지 않았고, 측정시기의 효과는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사회적 집

단응집력의 경우는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

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24) = 

3.122, p < .10. 이런 상호작용 효과는 표 1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비명상집단에서 사

회적 집단응집력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반

면, 마음챙김 훈련집단에서 오히려 유의하게 

감소한, t = -2.521, p < .05, 현상을 반영한다.

집단만족도

집단만족도에 대한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

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측정시기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명상

법에 관계없이 집단만족도가 증가하였음을 의

미한다.

팀장 신뢰

팀장에 대한 신뢰도는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9)p 

= 5.859, p < .01.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자비

명상집단은 사전에 비해 사후의 팀장 신뢰도

가 유의하게 높아진 반면, t = 4.370, p < 

.001, 마음챙김 집단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

었다. 이런 결과는 자비명상이 마음챙김명상

에 비해 팀장에 대한 신뢰도를 더 향상시키는 

방법임을 시사한다.

동료 신뢰

동료에 대한 신뢰도에서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측정시

기의 주효과가 유의해서, 명상훈련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료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이해

대인관계 이해의 변화에서 집단과 측정시기

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측정

시기의 주효과가 유의해서, 명상훈련의 종류

에 관계없이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 내 연결감

팀장에 대한 연결감에서는 집단과 측정시기

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측정

시기의 주효과가 유의해서, 팀장에 대한 연결

감이 전체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달리, 팀원에 대한 연결감에서는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22) = 3.828, p < 

.10. 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집단별로 분석

한 결과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자비명상 

집단에서는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t = 

3.936, p < .01, 마음챙김 훈련집단에서는 그렇

지 않았다, t = .213, n.s. 이런 결과는 자비명

상이 마음챙김명상에 비해 팀원에 대한 연결

감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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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연민적 사랑

친지나 가까운 사람에 대한 연민적 사랑은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

다. 또한 집단별로도 두 집단 모두 사전과 사

후측정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는 잘 모르는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연민

적 사랑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두 집단 모

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명상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단의 

응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응집력의 종류에 따라 두 명상법

의 효과에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과업

에 대한 집단응집력에서는 명상법에 따른 차

이가 없었지만, 사회적 집단응집력에서는 자

비명상훈련이 마음챙김훈련에 비해 더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양상은 기대

와 달리 자비명상집단의 사회적 집단응집력 

향상이 마음챙김명상 집단에 비해 더 커진 것

이 아니라 훈련에 따른 집단응집력의 감소가 

덜 나타나는 양상이었다. 이런 결과는 자비명

상이 마음챙김명상에 비해 사회적 집단응집력

을 더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

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왜 사

회적 집단응집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는지

를 설명하지 않는 한 잠정적인 결론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명상훈련을 통해 집단만족도를 증가

시킬 수 있었고, 훈련한 명상종류에 따른 차

이는 없었다. 이런 결과는 훈련한 명상종류와 

관계없이 집단으로 훈련활동과 과제를 하는 

것 자체가 집단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명상법이 집단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기제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음챙김명상 집단에서는 과업적 집단응집력

의 향상을 통해 집단의 만족도가 증가한 반면, 

자비명상 집단에서는 팀원이나 팀장 등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경험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실제로 자비명상 훈

련은 집단 연결감이나 신뢰, 대인관계의 이해 

등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관련된 다른 변인들

이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에 비해 마음챙김 수

렴집단은 이런 변수들에서 상대적으로 덜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의 과제이다.

셋째, 자비명상은 마음챙김명상에 비해 팀

장이나 팀원에 대한 신뢰도나 대인관계 이해

도 및 팀 내 구성원에 대한 연결감을 향상시

키는 데에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비명상 집단은 팀장과 팀원에 대

한 신뢰도 모두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마음챙김명상 집단에서는 이

런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양상은 대

인관계이해나 팀내 구성원에 대한 연결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자비명상은 유의한 향

상을 일으켰지만, 마음챙김명상은 그렇지 않

았다. 이런 결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역할분

담을 통해 혐동하는 팀에서 자비명상훈련의 

효용을 시사한다. 특히 자비명상이 팀 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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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긍정적인 쪽으

로 발달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결

과라 하겠다.

넷째, 자비명상이나 마음챙김명상 훈련은 

연민적 사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자비명상이 연민

적 사랑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또

한 이런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결과와 일치하

지 않는 것이다(예를 들어, 장지현과 김완석, 

2014). 이는 아마도 본 연구에서 실시한 명상

훈련이 주로 조직맥락에서 실시된 것인바, 일

반적인 타인에 대한 연민을 포착하는 연민적 

사랑에 대해서는 효과를 나타낼만큼 강력하

지 않았을 것임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의 과

제이다.

본 연구는 명상 기반 프로그램을 통한 효과

성 연구가 대부분 개인 수준의 웰빙에 맞추어

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 집단 수준에서 명상의 

효용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예상했던 것처럼 이런 효과들이 

주로 집단내의 인간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한 변수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는 점은 관계지향적인 한국문화에서 조직장면

에 자비명상을 도입하는 것이 조직문화 및 구

성원의 계발에 매우 효과적인 개입법임을 시

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또는 향후 연구의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대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조직 장면에서 일반화 될 수 있는지 적용 대

상을 넓혀서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음챙김 집단과 자비명상 집단의 진행

자의 명상 지도 경험의 차이가 존재하였기 때

문에 훈련 결과에 지도자 변인이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프로그램 실시 후 변

화된 결과가 주로 개인과 조직내 인간관계 변

인들이었고, 조직의 효과성을 반영하는 변인

들을 도입하지 않았다. 향후 조직 및 개인적 

성과를 측정하는 변인들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

의 집단응집력 향상이나 조직문화 개발 프로

그램과 같은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들에 비

해 더 효과적인지를 직접 비교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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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 Meditation-based Training for College Students on

Group Cohesion and Group Satisfaction:

Comparing Loving-kindness and Compassion Meditation and 

Mindfulness Meditation

Haesun Lee                    Wan-Suk G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utility of meditation-based training in organizational settings such 

as project teams. Specifically, the question is whether meditation-based team training has positive effects on 

group cohesiveness and group satisfaction, whether it can improve the degree of trust, feeling of 

connectedness, and mutual understanding among members of the team. Further, we sought to examine the 

possibl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method of meditation training, if there were such positive effects. 

Thirty-two of a college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loving-kindness meditation training group or 

the mindfulness meditation training group. Participants were asked to perform a team project consisting of 

4-6 people, with five sessions of meditation training. Group cohesiveness, group satisfaction, trust in 

colleagues, mutual understanding, connection, and compassion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ask-related group cohesion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both meditations, 

but the person-related group cohesion was more significant in loving-kindness meditation group than 

mindfulness group. Group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both groups. Trust in team leader and 

group members, mutual understanding, and sense of connection to the team leader or colleagu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loving-kindness meditation group but not in the mindfulness meditation group. 

Both of meditation training had no effects on the compassionate lov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organizational settings where various team activities took place,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meditation-based grou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was suggested.

Key words : meditation-based training, loving-kindness and compassion, group coherence, group satisfaction, team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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