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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명상과 행복

학술발표

1. 마음챙김과 통증 : 과정변수로서 신체자각과 통증파국화를 중심으로

2.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가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신체자각의 매개효과

3. 폭식증을 위한 마음챙김 기반 알아차림 먹기 훈련(MB-EAT)

4. 자애명상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공감, 정서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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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념

 통증(pain) :
실제적또는잠재적조직손상과관련있거나, 혹은그와같은손상으로일어나

는불쾌한감각및정서적경험(Merskey, 1979)

 통증파국화(pain catastrophizing) :
실제적인통증경험또는통증경험에대해예견하는과장적이고부정적인심

리상태(Sullivan, Thorn, & Haythornthwaite, et al., 2001)

 통증수용(pain acceptance) :
통증을피하거나줄이려고하지않으면서지속되는통증을받아들이려는의지

로통증행동에참여하지않고스스로를위한일상생활에참여하는것
(McCracken, 1999)  

마음챙김과통증
과정변수로서신체자각과통증파국화를중심으로

(사)한국명상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학술발표(2017. 06. 04)
심교린, 김완석(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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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배경

 마음챙김과통증

- MBSR통증감소에유의한효과(Kabat-Zinn, Lipworth, & Burney, 1985, 1986)

- Randolph, Greak, Caldera, & Tacone(1999)은 78명의만성통증환
자를대상으로한마음챙김기반프로그램연구에서통증빈도및통증관
련심리증상에서유의한개선

- Grant, & Rainville(2009)는선(Zen) 수행이통증민감성과통증관련
정서에유익한결과를가져다준다.

- Chiesa & Serretti(2011)는MBIs가통증감소와만성통증환자들의우
울감소에대한체계적리뷰결과, 통증감소에효과적이다.

주요개념

 마음챙김(mindfulness) :
순간순간의식의장에서발생하는몸과마음의현상에대한즉각적인

자각, 주의집중, 비판단적수용및현상에휩싸이지않는탈중심적주의(박
성현, 2006)

 신체자각(body awareness) :
신체의생리적상태와처리과정, 활동들, 그리고개인적평가를포함한

내적처리과정으로서의기능들로부터발생하는감각자각이며, 개인의사
회적, 문화적맥락의경험과신념, 태도에의해조형되는것(Mehling, & 
Pric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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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배경

 통증파국화와통증

-통증강도의증가(Sullivan, Bishop, & Pivik, 1995)
-통증민감성의증가(Granot et al., 2005)

 마음챙김과통증파국화

-마음챙김이통증파국화를감소시킨다(Ginzburg, 2015)

이론적배경

 또한마음챙김은직접적으로통증감소가아닌다른측면에목적을둔다.
- Reiner, Tibi, & Lipsitz(2013)는MBIs는통증강도의변화보다마음챙김

에머물기를강조하고있음에주목하여통증관련삶의질, 괴로움, 우울에
미치는영향에대해보고함.

 국내마음챙김과통증에대한문헌

- 여고생의근골격계통증강도감소(이태선, 김정호, 김미리혜, 2010), 
- 신체화장애여성의통증감소(류지숙, 2012)
- 만성두통학교교사(김정은, 김정호, 김미리혜, 2015)
- 만성통증환자의통증정도, 통증불안, 통증수용에긍정적효과(장영

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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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배경

 신체자각과통증

- 신체자각에는서로다른심리적처리과정이관여될수있다고여겨지
는데, 신체자각수준이높은것은신체감각의해로움에몰두될수도있지
만, 다른한편으로신체자각은체화(embodiment)의건강생성과정의반
영일수도있는데, 이과정에서신체신호에대한민감성은내외부신호통
합을극대화하는데도움이된다(Craig, 2002, 2010). 이두처리과정의차
이점은주의모드혹은신체신호에대한태도(방향성)에따른것일수있다. 
즉, 신체자각의태도적측면(감각수용, 감각복귀)의차이에서기인한것일
수있다(Ginzburg, 2015).

이론적배경

 마음챙김과신체자각

-마음챙김수련을통해통증감각을관찰하여생생한감각그자체에주
의를기울이고, 신체감각에즉각적인판단을내리기보다있는그대로관찰
하는것(감각수용)을통해통증과자연스런관계를맺도록하며, 통증에도
불구하고활력이넘치는정상적인일상생활을수행할수있게한다(Kabat-
Zinn, 2005)

- K-MBSR 프로그램은노인의신체자각(감각수용, 감각복귀)의증가에
통계적으로유의한효과가있다(심교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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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연구가설

마음챙김은통증강도에영향을미칠것이다.
마음챙김은통증파국화에영향을미칠것이다.
마음챙김은통증파국화를매개로하여통증강도에영향을미칠것이다.

마음챙김은신체자각(감각수용, 감각복귀)에영향을미칠것이다.
마음챙김은통증과상관없이활동참여에영향을미칠것이다.
마음챙김은신체자각을통하여활동참여에영향을미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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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마음챙김 (박성현, 2008)
총 20문항, 현재자각, 주의집중, 비판단적수용, 탈중심주의의 4요인, 본연구에서의

전체신뢰도 .937
 신체자각 (K-MAIA; 김완석, 심교린, 조옥경, 2016)
총 32문항, 감각자각, 감각수용, 주의조절, 감각복귀, 심신연결성자각, 신뢰의 6요인, 

본연구에서의전체신뢰도 .937
 통증강도

최근경험한통증경험의강도를 0~10 사이에서표시
 통증파국화 (K-PCS; Cho, Kim, & Lee, 2013)  
총 13문항, 반추, 확장, 무력감의 3요인으로본연구전체신뢰도 .935

 활동참여 (KCPA; Cho, Heiby, McCracken, Moon, Lee, 2012)
총 10문항, 통증에도불구하고정상적삶을유지하는것을측정, 본연구에서전체신

뢰도 .87

연구대상자

 대학생 175명,
일반인 189명
=> 총 364명



(사)한국명상학회｜17

학술발표회

연구결과

연구결과

자료가정규분포가정을충족하는지검증

측정변인이잠재변인을적절히구인하는지측정모형검증

χ²(df = 76, N = 364) = 184.830이었고(p < .001), CFI = .964, 
NFI = .940, TLI = .950, RESEA = .063(90% 신뢰구간, 0.51∼0.74)

측정모형의신뢰도와타당도검증

연구모형의구조방정식모형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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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마음챙김이통증에미치는효과는그간두축으로연구되어왔
는데, 이두가지경향을동시에검증하고확인함.

1) 마음챙김이통증강도감소에효과적
(Goldenberg et al., 1994; Astin et al., 2003; Sephton et al., 2007; 

Grossman, Tiefenthaler-Gilmer, Raysz, & Kesper, 2007; Pradhan et al., 2007; 
Zautra et al., 2008; Morone, Greco, & Weiner, 2008; Gardner-Nix, Backman, 
Barbati, & Grummitt, 2008)

2) 마음챙김이통증자체가목적이아닌일상생활을적응적으로수행하는통증
수용과같은심리적변인에미치는영향에효과적

(Randolph, Caldera, Tacone, & Greak, 1999; Plews-Ogan, Owens, 
Goodman, M., Schorling, & Wolfe, 2005; Chiesa, & Serretti, 2011; Reiner, Tibi, 
& Lipsitz, 2013; 안상섭, 2007; 신재숙, 이봉건, 이혜경, 2014)

연구결과

연구모형을통해추정된경로계수로기본가설검증

직접, 간접및총효과와각간접경로의부트스트래핑검증(모두 유의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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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2), 281-294..
장영수 (2015). 만성통증환자를위한마음챙김-수용증진프로그램개발. 미출판박사학위
논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심교린 (2017). 마음챙김과통증: 과정변인으로신체자각과통증파국화를중심으로. 미출
판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논의

마음챙김이통증강도감소에미치는경로의직접, 간접및총효과에대한
분석은마음챙김에서통증강도감소에이르는매커니즘을설명

통증과관련되어현장에서논의되어온 Kabat-Zinn의설명(2005)을증
거기반연구방법으로검증하였다는의의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 통증 감각을 관찰하여 생생한 감각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
고, 신체 감각에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감각수용)을 통해
통증과 자연스런 관계를 맺도록 하며, 통증에도 불구하고 활력이 넘치는 정상적인 일상생
활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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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눈빛을 보십시오. 

2017-06-03 (발표자: 이서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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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럴 거야”

�C�h�a�n�g�e

Gross & Tompson. 정서조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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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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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ss & Tompson

 Mod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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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fulness - Body awareness (Wolf E. Mehling)

2017-06-03 (발표자: 이서영)6

�B�o�d�y�-�A�w�a�r�e�n�e�s�s� �(�W�o�l�f� �E�.� �M�e�h�l�i�n�g�)

�M�i�n�d�f�u�l�n�e�s�s� �(�5요인 모델�)

1) 내적 경험들(감각, 생각, 감정)에 비반응성

2) 감각, 지각, 생각,느낌들에 대한 관찰, 알아차림, 주의 기울임

3) 알아차리면서 행동, 자동조종, 집중, 주의전환 하지 않음

4) 묘사하기, 명명하기

5) 경험에 비판단

1) 고유수용기와 내부수용기에 대한

주관적이고 현상학적인 자각

2) 정신적 과정(주의, 해석, 수용, 믿음, 

기억, 조건화, 태도, 정서)를 통해 변화 가능

정서조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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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중심

• 전전두엽

• 인지 재구조화

• 감각 중심

• 편도체, 섬엽

• 마음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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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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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신체감각의 강도가 아니라, 비판단적인 “마음챙김＂의 자질 ! 

Damasio, A.R. 

2017-06-03 (발표자: 이서영)7

�e�m�o�t�i�o�n

•평가로 인한

•실제 or 회상

•몸의 변화: 내부~외적 표현

•외부에서 관찰될 수 있는 것

�f�e�e�l�i�n�g

•자극에 직접적인

•감정 전 단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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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awareness의 확장된 개념

2017-06-03 (발표자: 이서영)10

 “Body awareness” vs. “Self awareness”

 Awareness : 

“a purely cognitive capacity” vs.

“a capacity of all aspects of the self, physical, mental, and emotional, 

interacting and informing each other” - The physical
- The breath
- The mind
- The personality
- The emotions

연구 계획

2017-06-03 (발표자: 이서영)9

 대상: 일반 성인

 초점: 매 회기마다 body awareness 활동을 포함. 

5회기부터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 포함.

 한계 보완: 지시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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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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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nge Eating 치료에대한연구의필요성

(2) 마음챙김 기반 개입의 필요성

 폭식 문제에 대한 치료 중심적 개입중에서 현재 가장 선호되는 치료는 인지행동치료

(Mitchell, Agras & Wonderlich, 2007).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치료의 불확실성 (Martinez-Mallen, Castro-Fornieles,

Lazaro,Moreno, Morer, Font, Julien, Vila & Toro, 2007)과 치료 과정에서의 적지 않

은 탈락률(Blouin, Schnarre, Carter, Blouin, Tener, Zuro & Barlow, 1995)이 한계점

으로 지적 됨.

 또한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부정적인 사고의 내용이 변화하더라도 부정적 감정과 사고에 대

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폭식증에서 회복한 이후에도 음식과 관련된 강박적 태도

와 부정적인 신체상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호소하며, 재발 위험성이 높

다는 문제가 지적 됨. (Cooper, Fairburn & Hawker, 2006).

1 Binge Eating 치료에대한연구의필요성

(1) Binge Eating 치료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에서 섭식장애 진료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4.5%, 섭식장애가 있는 환자의

30% 이상이 10~20대(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3).

 서구화된 식생활(고칼로리, 고지방 음식, 패스트푸드)로 비만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가 하

루가 다르게 늘어남.

 반면, 외모 지향적이고, 마른 체형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살이 많은 사람들은 게으

르고 나태하다는 이미지가 결부되어 날씬한 몸매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임.

 이는 많은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체중과 체형에 불만족을 만들고, 많은 여성들을

끊임없이 다이어트 하게함. 하지만 과도한 식사제한은 신체적인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식욕의 증가를 일으켜 짧은 시간에 통제할 수 없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폭식 행동을 일으키게 됨(Polivy & Herma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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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grated hypothetical model of Binge Eating

1 Binge Eating 치료에대한연구의필요성

(2) 마음챙김 기반 개입의 필요성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마음 챙김을 활용하여 폭식 행동에 접근하는 연구들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Baer, Fischer & Huss, 2005; Forman, Hoffman, McGrath,

Herbert, Brandsma & Lowe, 2007; Kristeller, Wolever &Sheets, 2014; Safer,

Telch & Agras, 2001; 김혜은, 박경, 2010; 전소라, 손정락,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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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nge Eating 치료 논의

(1) 섭식장애를 위한 DBT

 내용

- 정서적인 자각을 회피하기 위해 폭식을 하는 경향에 대처하기 위해 마음챙김 기술을 훈련함.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정서 상태에 대해 행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단적이고 지속적

인 자각을 하도록 강조함.

- 마음챙김 기술은 정서 조절과 고통에 대한 저항력을 위한 바탕이 되어 참가자들이 자동척이고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인식할 수 있게 함.

- 마음챙김 자각의 상태에서 폭식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서조절과 고통에 대한 저

항력을 높이는 기술들을 잘 선택할 수 있게 할 것.

 경험적 지지

- DBT 참가자의 89%가 통제집단(12.5%)에 비해 폭식을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분노를

느낄 때 먹고자 하는 충동이 감소했으며 체중, 체형 및 섭식 패턴에 대한 걱정도 감소함.

- 6개월 뒤 추적 관찰에서는 참가자의 56%가 폭식 절제를 유지함.

3 Binge Eating 치료 논의

(1) 섭식장애를 위한 DBT

 이론적 근거 : 폭식증의 정서 조절 모델

 폭식은 적응적인 정서조설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불쾌한 정서 상태를 감소시

키는 기능을 함. 자신의 신체를 패션 잡지의 이미지와 비교하는 것이나 타인들과의

불쾌한 상호작용 등에서 부정적인 정서가 촉발 될 수 있음. 사람들은 이러한 정서

를 감소시킬 방법을 찾게 되는데 폭식은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함으

로써 잠시나마 이러한 고통을 완화시켜주며, 따라서 부적강화 됨. 즉, 폭식 행위 =

감정 조절의 수단

 목표 : 적응적인 감정 조절 기술의 개발과 일상생활에서의 적용

 구성 : 마음 챙김, 정서조절, 고통에 대한 저항력, 대인관계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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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nge Eating 치료 논의

(2) 마음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 (MBCT)

 CBT관점의 이론적 근거 : 폭식증의 억제 모델

 문제 있는 섭식 패턴과 신체상과 체중에 대한 걱정은 식단을 극도로 억제하게

하고, 이는 극단적인 식단제한과 폭식을 번갈아서 하거나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억제하지 않는 역기능적 패턴을 촉진함.

 목표 : 신체 감각, 지각 인지 및 정서에 대한 비판단적이고 비반응적인 관찰과 수

용을 통해 인지적 유연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향상

 구성 : 심리교육, 마음챙김 훈련(먹기명상, 호흡명상, 바디스캔 등)

3 Binge Eating 치료 논의

(1) 섭식장애를 위한 DBT

 한계 : 두 집단 간에 부정적 정서 혹은 정서 조절에서 어떠한 차이도 없었기 때문

에 정서 조절 능력의 증가가 개선된 효과들을 일으켰다는 가설은 기각됨. 부정적

인 정서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정서 조절 능력에 대한 확신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

은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으며, 부정적인 정서에 반응하지 않는 능력이 강화

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DBT의 장기적인 효과 및 성공 여부에 대한 후속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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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nge Eating 치료 논의

4) 마음챙김에 근거한 먹기 자각 훈련 (MB-EAT)

 MBSR과 CBT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개발함 프로그램

 이론적 근거 : 조절장애 모델

 신체적·정서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폭식을 하지만 이는 신체적 불편감과 죄책감을 불러오

는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하여 다이어트를 다시 시도하게

함. 만성적인 다이어트가 신체적 자극, 왜곡된 인지 및 부정적 정서와 같이 폭식을 촉발하

는 단서들에 민감하게 만듦. 즉, 만성적인 다이어트, 폭식 패턴, 정서적 섭식은 기저에 있는

역기능이 증상으로 표현된 것일 뿐 아니라 역기능의 원인이 되기도 함.

 절식 위반 효과 : 다이어트 규칙이 깨졌을 때 사람들은 통제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실패

했다’고 판단하면서 폭식하기 시작함. 이는 포만감에 대한 생리적 자각의 부족으로 인해 더

욱 심해짐. 먹기를 중단하라는 정상적인 단서들이 무시되거나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폭식에

취약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됨.

3 Binge Eating 치료 논의

(2) 마음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 (MBCT)

 경험적 지지

-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배고픔과 포만감의 단서들을 관찰하는 능력이 증가하고, 이

전에는 폭식을 야기했던 부정적인 정서를 기꺼이 경험하게 됨. → 폭식행동의 감소

- 부정적 사고를 믿는 정도가 낮아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인 행동을 선택하

는 능력이 증가하게 됨.

- 먹기, 체형 및 체중에 대한 걱정이 크게 감소함.

- 마음 챙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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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nge Eating 치료 논의

4) 마음챙김에 근거한 먹기 자각 훈련 (MB-EAT)

- 포만감 단서를 자각하는 능력의 증진은 폭식 횟수의 감소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지만, 배고픔

단서에 대한 자각의 변화는 그렇지 않았음. 결과가 전적으로 명상의 효과라고 말할 순 없지만

나타나는 결과 패턴을 보면 명상 훈련에 참여한 것이 기분과 행동의 변화에 공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섭식 조절 증진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인 : 참가자들이 보고한 먹기 관련 명상에 참여한 시

간의 양.

- 변화의 크기가 CBT를 포함한 전통적인 치료방법에서의 변화수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변

화가 단순히 비특정적인 효과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시사됨. 즉, 마음챙김과 자각

의 증진이 포만감 단서에 대해 특히 중요한 매개 변인일 수 있음.

- 섭식 질문지의 탈억제 척도-변화를 내재화한 정도를 측정-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체중 감소와 높은 상관이 있었음.

↳ 자기 조절 증진의 개선을 예측하는 변인 : 섭식 관련 명상과 미니 명상의 사용

3 Binge Eating 치료 논의

4) 마음챙김에 근거한 먹기 자각 훈련 (MB-EAT)

 목표 : 체중감소가 아닌 폭식 감소, 정서 조절 보다는 섭취 자체에 대한 기술 훈련과 자각

관련 과정에 초점, DBT와 비교했을 때 먹기 자체의 경험에 대한 조절에 보다 초점.

 구성 : 심리교육, 자기조절과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도 명상(용서 명상, 지혜 명

상), 마음 챙김 명상

 경험적 지지

- CBT 보다 폭식 사이클의 보다 많은 측면들을 약화시키고, 이러한 변화를 내재화하고 유지하

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폭식 횟수 감소 및 폭식 척도의 점수가 ‘심각한’ 수준에서 ‘거의 혹은 전혀 문제없음’보다 약간

높은 수준(14점 이하)로 떨어짐.

- 우울증과 불안 점수가 임상수준에서 비임상 수준으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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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4 결론

 마음챙김에 근거한 개입들이 폭식행동을 다루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마음챙김에 근거한 개입들은 느낌, 행동, 경험을 관찰하는 능력을 강

화하고, 자동적이고 역기능적인 반응패턴에 빠지지 않도록 함. 또 자

기 자신, 섭식 및 신체와 보다 지혜롭고 균형 있는 관계를 개발하는

작업에 참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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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서론�1

이론적 배경�2

연구방법�3

연구결과�4

논의�5

2

자애명상프로그램이이 간호대학생의애명상
공감

상
감감감감�,� 

로그프로프
�, 정서

램그램
서서서서 및

이 간간간간호대학생램이이
및및및 스트레스에정정정정정정서서서서 및및및및및및

미치는
스스트레및 스스스스

는는는는는 효과

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남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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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의 목적

스트레스
관리

정서조절

공감향상

�c�o�m�p�a�s�s�i�o�n

�L�o�v�i�n�g�k�i�n�d�n�e�s�s

4

간호대학생

 공감능력

 스트레스

 정서

 과다한
학습량

 임상실습
부담감

3

�1�.� �1�.� 서론서론�(서론�(연구의연구의 필요성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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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6

 자애명상
• 자애심을 기르기 위한 명상
• ‘동료나 친구에게 편안함과 도움을 주기를 바라

는 마음’
• ‘동료나 친구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 자신과 타인에 대해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
• 심상화�(�i�m�a�g�i�n�a�t�i�o�n�)�: 자신과 타인 및 모든 존

재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도 초점을 둠

연구가설

�1 �2 �3

자애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공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자애명상프로
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과
정서반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애명상프로
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과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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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 �A시�, 일 대학 간호학과 홈페이지
공고�,‘자애명상 프로그램’참여 희망하는 �2학년
간호대학생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① 명상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적이 없는 자
② 신경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제외기준�)
③ 표본크기�: �G�*� �p�o�w�e�r� �3�.�0� �p�r�o�g�r�a�m이용 �(�p�o�w�e�r� 
�8�0�%�,� �e�f�f�e�c�t� �s�i�z�e�=�.�9�7�,� α�=�.�0�5�)한 결과�,� 각 군당
�1�8명으로 총 �3�6명�,� 탈락률 고려하여 실험군 �2�1명�,� 
대조군 �2�1명으로 총 �4�2명을 선정
④ 자료수집 시 실험군 �2�1명 중 �2명�,� 대조군 �2�1명 중
�1명이 측정 자료가 누락되어 실험군 �1�9명�,� 대조군
�2�0명을 최종 분석에 이용

8

이론적 배경

7

 선행연구
• 공감 능력 향상�(�M�a�s�c�a�r�o �e�t� �a�l�.�,� �2�0�1�3�)
• 섬엽�(�i�n�s�u�l�a�) 활성화�(� �L�u�t�z�,� �B�r�e�f�c�z�y�n�s�k�i�-�L�e�w�i�s�,� 

�J�o�h�n�s�t�o�n�e�,� �& �D�a�v�i�d�s�o�n�,� �2�0�0�8�)
• 긍정 정서 향상�(�F�r�e�d�r�i�c�k�s�o�n�,� �C�o�h�n�,� �C�a�f�f�e�y�,� 

�P�e�k�,� �&� �F�i�n�k�e�l�,� �2�0�0�8�;� �H�u�t�c�h�e�r�s�o�n�,� �S�e�p�p�a�l�a�,� 
�&� �G�r�o�s�s�,� �2�0�0�8�;� �N�e�f�f�,� �R�u�d�e�,� �&� �K�i�r�k�p�a�t�r�i�c�k�,� 
�2�0�0�7�)� 

• 지각된 스트레스 감소�(�C�h�o� �&� �K�i�m�,� �2�0�1�2�;� 
�C�o�s�l�e�y �e�t� �a�l�.�,� �2�0�1�0�;� �W�a�n�g� �&� �C�h�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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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정서

 정서는 �W�a�t�s�o�n� 등�(�1�9�8�8�)이 개발한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 �(�P�A�N�A�S�)를 �L�e�e� 등�(�2�0�0�3�)이
번안한 한국판 긍정�,� 부정정서 척도를 사용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의 �L�i�k�e�r�t �5점 척도�, 총점이
높은 것은 각각 긍정 및 부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

 도구의 신뢰도는 �L�e�e� 등�(�2�0�1�3�)의 연구에서 긍정정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 부정정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이었고

 본 연구에서 긍정정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6�,� 부정정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

10

측정도구

 공감은 �D�a�v�i�s� �(�1�9�8�0�)가 개발한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와
�B�r�y�a�n�t� �(�1�9�8�2�)가 제작한 정서공감척도를
�P�a�r�k� �(�1�9�9�4�)이 번안하고 �J�e�o�n�(�2�0�0�3�)이
재구성한 대인관계반응지수 도구를 사용

 최저 �3�0점에서 최고 �1�5�0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

 도구의 신뢰도�:� �Y�a�n�g� 등�(�2�0�1�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8�3

공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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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생리적생리적
스트레스  자율신경 활성도�:�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에서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은 심박변이도 측정 장비�(�P�O�L�Y� �G�-�I� 
�s�y�s�t�e�m�,� �L�A�X�T�H�A�,� �I�n�c�,� �K�o�r�e�a�)를 이용

 교감신경활성도�(�n�o�r�m� �L�F�)�:� �0�.�0�4�-�0�.�1�5� �H�z� 범위에서의
파워�.표준화된 �L�F� 값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

 부교감신경활성도�(�n�o�r�m� �H�F�)�:� �0�.�1�5�-�0�.�4� �H�z범위에서의
파워�.� 표준화된 �H�F� 값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

 스트레스 저항도�(�S�D�N�N�)�:� �R�-�R간격의 표준편차�,� 
표준범위는 �3�0�~�6�0�m�s이며 자율신경계의 조절능력 및
전반적인 자율신경계 활성정도를 반영하며�,� 표준범위 내에서
스트레스 저항도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 의미�.� 

12

측정도구

 스트레스 지각은 �C�o�h�e�n� 등�(�1�9�8�3�)이 개발한
�P�e�r�c�e�i�v�e�d� �S�t�r�e�s�s� �S�c�a�l�e척도를 �P�a�r�k� 등�(�2�0�1�0�)이
번안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

 부정적 지각과 긍정적 지각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으로 최저 �0점에서 최고 �4�0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

 도구의 신뢰도는 �P�a�r�k� 등 �(�2�0�1�0�)의 연구에서 부정적
지각이 �C�h�r�o�n�b�a�c�h α�=�.�7�7�,� 긍정적 지각은
�C�h�r�o�n�b�a�c�h α�=�.�7�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부정적 지각이 �C�h�r�o�n�b�a�c�h
α�=�.�8�3�,� 긍정적 지각은 �C�h�r�o�n�b�a�c�h α�=�.�7�6� 

11

심리적심리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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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주제 목표 활동

�1

�(사전검사�)�/� 

자신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 사전검사�(설문지�, 심박변이도�)

■ 프로그램목적 이해하기

■ 마음챙김 이해하기

■ 따뜻한 마음챙김 이해하기

프로그램 소개하기 �, 마음챙김 실습하기

따뜻한 마음챙김 실습하기�, 나누기�, 과제

�2
호흡과

친해지기

■ 호흡의 중요성 이해하기

■ 호흡감각 이해하기

■ 호흡으로 마음챙김하기

호흡감각 알아차리기�, 호흡 레벨링하기

호흡 앵커링하기�, 나누기�, 과제

�3
몸과

친해지기

■ 신체감각 알아차리기

■ 신체동작 알아차리기

■ 몸으로 마음챙김하기

바디스캔�, 하타요가

몸으로 앵커링하기�, 나누기�, 과제

�4
자신을

사랑하기

■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배우기

■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친절과 따뜻함으로 대하기

■ 자신을 보살피는 따뜻한 문구 만들기

위로의 손길�, 자애문구 만들기

나누기�, 과제

�5

사랑하는

사람을

�(타인�)위한

친절과 연민

■ 타인도 나처럼 고통 받고 있음 알기

■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 배우기

■ 따뜻한 호흡과 움직임으로 연민심 보내기

자신�(타인�)을 위한 자애명상 실습하기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경청하기�, 나누기�, 과제

�6
힘든 감정과

친해지기

■ 스트레스 조절하기

■ 자신의 부정적 감정이해하고 다루기

■ 힘들고 괴로운 감정 수용하기

따뜻한 호흡하기�, 감정 레벨링하기

체화된 감정 알아차리고 수용하기�, 나누기�, 과제

�7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

■ 일상에서 따뜻한 마음챙김하기

■ 자애와 연민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3분 호흡명상하기�, 감사명상하기

나누기�, 과제

�8
소감나누기 및

사후검사

■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소감 나누기

■ 사후 검사�(설문지�, 심박변이도�)
프로그램 참가 후 소감말하기�, 사후 질문지 작성

프로그램내용

14

자애명상자애명상
프로그램

 자애명상 관련된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G�i�l�b�e�r�t�,� �2�0�1�0�;� �L�e�e�,� �2�0�1�4�;� �S�a�l�z�b�e�r�g�,� 
�2�0�0�5�;� �W�a�n�g� �&� �C�h�o�,� �2�0�1�1�)을 참고로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본 연구자가 구성

 본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은 주 �1회씩 총 �8회기에
걸쳐 진행되며 각 회기 당 �9�0분 진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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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방법

일반적 특성�:� 기술통계�,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가설검정�: �t�-�t�e�s�t�,� 
�A�N�C�O�V�A로 분석

�S�P�S�S� 
�1�9�.�0�.� �W�I�N.정규성 검정�:� 

�K�o�l�m�o�g�o�r�o�v�-
�S�m�i�r�n�o�v� �t�e�s�t, 

동질성검정�:�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종속변수�:
�i�n�d�e�p�e�n�d�e�n�t� �t�-�t�e�s�t

16

연구진행절차

A

Add Your Title

.

 자애명상프로그램�: 연구자와 보조진행자�, �2�0�1�6년 �2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시행�,� 주 �1회 �9�0분간 총 �8회기 진행

 사전 및 사후조사�: 연구보조원 �2인이 함께 설문지를 이용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공감�,� 긍정․부정정서�,� 
스트레스지각�, 심박변이도를 측정

 자애의 마음 �: 과제로 전화를 주고받기 전에 자애마음 보내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애마음 보내기�,� 잠들기 직전이나 깨어났을 때
자애마음 보내기�,� 자애명상 지시문 음성파일 듣기�,� 자애명상 실시
후 간단한 느낌 카톡에 올리기 등

 프로그램 실시 장소�: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위의
환경을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로 복지회관 요가실을 이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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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1�9�)

�C�o�n�t�.

�(�n�=�2�0�)
χ�2� �(�p�)

�n�(�%�) �n�(�%�)

�S�a�t�i�s�f�a�c�t�i�o�n� �i�n� 

�m�a�j�o�r

≦�M�o�d�e�r�a�t�e �1�0�(�5�2�.�6�) �7�(�3�5�.�0�)

≧�S�a�t�i�s�f�i�e�d �9�(�4�7�.�4�) �1�3�(�6�5�.�0�) �1�.�2�3�(�.�2�6�7�)

�E�c�o�n�o�m�i�c �s�t�a�t�u�s
≦�M�o�d�e�r�a�t�e �1�1�(�5�7�.�9�) �1�2�(�6�0�.�0�)

≧�W�e�a�l�t�h�y �8�(�4�2�.�1�) �8�(�4�0�.�0�) �0�.�0�2�(�.�8�9�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18

�4�.� �. 연구결과

[ Image information in product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1�9�)

�C�o�n�t�.

�(�n�=�2�0�)
χ�2� �(�p�)

�n�(�%�) �n�(�%�)

�S�e�x

�M�a�l�e �6�(�3�1�.�6�) �6�(�3�0�.�0�)

�F�e�m�a�l�e �1�3�(�6�8�.�4�) �1�4�(�7�0�.�0�)
�0�.�0�1�(�.�9�1�5�)

�A�g�e

≥�2�0 �0�(�0�.�0�) �1�(�5�.�0�)

�2�1�~�2�5 �1�9�(�1�0�0�) �1�9�(�9�5�.�0�)
�0�.�9�8�(�1�.�0�0�0�*�)

�R�e�l�i�g�i�o�n

�H�a�v�e �7�(�3�6�.�8�) �5�(�2�5�.�0�)

�H�a�v�e �n�o�t �1�2�(�6�3�.�2�) �1�5�(�7�5�.�0�)
�0�.�6�4�(�.�4�2�3�)

≤�M�o�d�e�r�a�t�e �8�(�4�2�.�1�) �5�(�2�5�.�0�)

≥�H�e�a�l�t�h�y �1�1�(�5�7�.�9�) �1�5�(�7�5�.�0�)
�2�.�5�2�(�.�2�8�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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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가설 검정

‘자애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공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e�a�n±�S�D �M�e�a�n±�S�D �M�e�a�n±�S�D

�E�m�p�a�t�h�y

�E�x�p�.

�(�n�=�1�9�)
�1�0�6�.�3�2±�1�0�.�6�6 �1�1�5�.�2�1±�1�2�.�9�2 �8�.�8�9±�7�.�3�9

�4�.�1�2� 

�(�<�.�0�0�1�)�C�o�n�t�.

�(�n�=�2�0�)
�1�0�8�.�6�0±�1�1�.�0�2 �1�0�9�.�2�0±�1�0�.�3�2 �0�.�6�0±�5�.�0�0

�T�a�b�l�e� �3�.� �C�h�a�n�g�e�s� �o�f� �E�m�p�a�t�h�y� �b�e�t�w�e�e�n� �T�w�o� �G�r�o�u�p�s

20

연구결과

�T�a�b�l�e� �2�.� 

�V�a�r�i�a�b�l�e�s

�E�x�p�.

�(�n�=�2�1�)

�C�o�n�t�.

�(�n�=�2�1�) �t�(�p�)

�M±�S�D �M±�S�D

�E�m�p�a�t�h�y �1�0�6�.�3�2±�1�0�.�6�6 �1�0�8�.�6�0±�1�1�.�0�2 �0�.�6�6�(�.�5�1�5�)

�P�o�s�i�t�i�v�e �a�f�f�e�c�t �2�9�.�9�5±�6�.�4�3 �3�1�.�1�5±�6�.�7�9 �0�.�5�7�(�.�5�7�4�)

�N�e�g�a�t�i�v�e �a�f�f�e�c�t �2�4�.�0�0±�8�.�2�8 �2�3�.�8�5±�7�.�2�7 �0�.�0�6�(�.�9�5�2�)

�P�e�r�c�e�i�v�e�d �s�t�r�e�s�s �1�8�.�5�8±�4�.�8�5 �1�7�.�3�5±�5�.�7�3 �0�.�7�2�(�.�4�7�5�)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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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가설 검정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e�a�n±�S�D �M�e�a�n±�S�D �M�e�a�n±�S�D

�P�o�s�i�t�i�v�e� 

�a�f�f�e�c�t

�E�x�p�.

�(�n�=�1�9�)
�2�9�.�9�5±�6�.�4�3 �3�4�.�5�3±�4�.�4�9 �4�.�5�8±�8�.�3�2

�1�.�9�1

�(�.�0�6�4�)�C�o�n�t�.

�(�n�=�2�0�)
�3�1�.�1�5±�6�.�7�9 �3�1�.�2�5±�5�.�6�0 �0�.�1�0±�6�.�2�2

 부가설 �2�-�1

‘자애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긍정정서가 증가할 것이다’

�T�a�b�l�e� �4�.� �C�h�a�n�g�e�s� �o�f� �P�o�s�i�t�i�v�e� �A�f�f�e�c�t� �b�e�t�w�e�e�n� �T�w�o� �G�r�o�u�p�s

22

100

110

120

Pre Post

Exp.

Cont.

�F�i�g�u�r�e� �2�.� �E�m�p�a�t�h�y� �o�f� �t�w�o� �g�r�o�u�p�s� �i�n� �p�r�e�t�e�s�t� �a�n�d� �p�o�s�t�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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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가설 검정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e�a�n±�S�D �M�e�a�n±�S�D �M�e�a�n±�S�D

�N�e�g�a�t�i�v�e� 

�a�f�f�e�c�t

�E�x�p�.

�(�n�=�1�9�)
�2�4�.�0�0±�8�.�2�8 �2�1�.�1�1±�6�.�5�7 �-�2�.�8�9±�5�.�2�9

�4�.�6�8

�(�<�.�0�0�1�)�C�o�n�t�.

�(�n�=�2�0�)
�2�3�.�8�5±�7�.�2�7 �2�8�.�4�0±�6�.�3�6 �4�.�5�5±�4�.�6�3

 부가설 �2�-�2

‘자애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부정정서가 감소할 것이다’

�T�a�b�l�e� �5�.� �C�h�a�n�g�e�s� �o�f� �N�e�g�a�t�i�v�e� �A�f�f�e�c�t� �b�e�t�w�e�e�n� �T�w�o� �G�r�o�u�p�s

24

�F�i�g�u�r�e� �3�.� �P�o�s�i�t�i�v�e� �a�f�f�e�c�t� �o�f� �t�w�o� �g�r�o�u�p�s� �i�n� �p�r�e�t�e�s�t� �a�n�d� �p�o�s�t�t�e�s�t� 

25

30

35

Pre Post

Exp.

Con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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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가설 검정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e�a�n±�S�D �M�e�a�n±�S�D �M�e�a�n±�S�D

�P�e�r�c�e�i�v�e�d� 

�S�t�r�e�s�s

�E�x�p�.

�(�n�=�1�9�)
�1�8�.�5�8±�4�.�8�5 �1�3�.�5�3±�4�.�7�3 �-�5�.�0�5±�6�.�9�2

�4�.�0�2� 

�(�<�.�0�0�1�)�C�o�n�t�.

�(�n�=�2�0�)
�1�7�.�3�5±�5�.�7�3 �1�9�.�8�5±�5�.�7�6 �2�.�5�0±�4�.�6�6

 부가설 �3�-�1

‘자애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스트레스 지각점수가 낮을 것이다’

�T�a�b�l�e� �6�.� �C�h�a�n�g�e�s� �o�f� �P�e�r�c�e�i�v�e�d� �b�e�t�w�e�e�n� �T�w�o� �G�r�o�u�p�s

26

�F�i�g�u�r�e� �4�.� �N�e�g�a�t�i�v�e� �a�f�f�e�c�t� �o�f� �t�w�o� �g�r�o�u�p�s� �i�n� �p�r�e�t�e�s�t� �a�n�d� �p�o�s�t�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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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가설 검정
 부가설 �3�-�2�: ‘자애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교감신경 활성도가 감소할 것이다�.

�T�a�b�l�e� �7�.� �C�h�a�n�g�e�s� �o�f� �N�o�r�m� �L�F� �b�e�t�w�e�e�n� �T�w�o� �G�r�o�u�p�s

‘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F�* �(�p�)
�M�e�a�n±�S�D �M�e�a�n±�S�D

�N�o�r�m� �L�F� �(�n�u�)

�E�x�p�.

�(�n�=�1�9�)
�6�6�.�8�1±�0�.�1�8 �5�7�.�2�7±�0�.�2�0

�0�.�0�8� 

�(�.�7�8�4�)�C�o�n�t�.

�(�n�=�2�0�)
�5�2�.�5�6±�0�.�1�6 �4�9�.�9�2±�0�.�1�9

�N�o�r�m� �L�F�=�n�o�r�m�a�l�i�z�e�d� �l�o�w� �f�r�e�q�u�e�n�c�y�;� �*�F�-�v�a�l�u�e� �o�f� �A�N�C�O�V�A� �w�i�t�h� 
�p�r�e�-�t�e�s�t� �v�a�l�u�e� �a�s� �c�o�v�a�r�i�a�t�e�.� 

28

�F�i�g�u�r�e� �5�.� �P�e�r�c�e�i�v�e�d� �s�t�r�e�s�s� �o�f� �t�w�o� �g�r�o�u�p�s� �i�n� �p�r�e�t�e�s�t� �a�n�d� �p�o�s�t�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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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가설 검정

 부가설 �3�-�3 �: ‘자애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
지 않은 대조군보다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증가할 것이다�.

�T�a�b�l�e� �8�.� �C�h�a�n�g�e�s� �o�f� �N�o�r�m� �H�F� �b�e�t�w�e�e�n� �T�w�o� �G�r�o�u�p�s

‘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F�* �(�p�)
�M�e�a�n±�S�D �M�e�a�n±�S�D

�N�o�r�m� �H�F� �(�n�u�)

�E�x�p�.

�(�n�=�1�9�)
�3�3�.�1�9±�0�.�1�8 �4�2�.�7�3±�0�.�2�0

�0�.�0�8� 

�(�.�7�8�4�)�C�o�n�t�.

�(�n�=�2�0�)
�4�7�.�4�4±�0�.�1�6 �5�0�.�0�8±�0�.�1�9

�N�o�r�m� �H�F�=�n�o�r�m�a�l�i�z�e�d� �h�i�g�h� �f�r�e�q�u�e�n�c�y�;� �*�F�-�v�a�l�u�e� �o�f� �A�N�C�O�V�A� �w�i�t�h� 
�p�r�e�-�t�e�s�t� �v�a�l�u�e� �a�s� �c�o�v�a�r�i�a�t�e

30

�F�i�g�u�r�e� �6�.� �N�o�r�m� �L�F� �o�f� �t�w�o� �g�r�o�u�p�s� �i�n� �p�r�e�t�e�s�t� �a�n�d� �p�o�s�t�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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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가설 검정

 부가설 �3�-�4 �: ‘자애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
지 않은 대조군보다 스트레스저항도가 증가할 것이다�.

�T�a�b�l�e� �9�.� �C�h�a�n�g�e�s� �o�f� �S�D�N�N� �b�e�t�w�e�e�n� �T�w�o� �G�r�o�u�p�s

‘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F�* �(�p�)
�M�e�a�n±�S�D �M�e�a�n±�S�D

�S�D�N�N�(�m�s�)

�E�x�p�.

�(�n�=�1�9�)
�3�6�.�5�8±�1�2�.�0�7 �4�8�.�3�7±�1�2�.�9�8

�4�.�3�5�(�.�0�4�4�)
�C�o�n�t�.

�(�n�=�2�0�)
�4�3�.�4�6±�1�1�.�1�5 �4�2�.�9�4±�1�4�.�0�5

�S�D�N�N�=�s�t�a�n�d�a�r�d� �d�e�v�i�a�t�i�o�n� �o�f� �a�l�l� �N�-�N� �i�n�t�e�r�v�a�l�s�;� �*�F�-�v�a�l�u�e� �o�f� 
�A�N�C�O�V�A� �w�i�t�h� �p�r�e�-�t�e�s�t� �v�a�l�u�e� �a�s� �c�o�v�a�r�i�a�t�e

32

�F�i�g�u�r�e� �7�.� �N�o�r�m� �H�F� �o�f� �t�w�o� �g�r�o�u�p�s� �i�n� �p�r�e�t�e�s�t� �a�n�d� �p�o�s�t�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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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결 론

A

34

자애명상 프로그램�: 간호대학생
공감 능력 향상�,� 부정 정서 및
지각된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
저항도 증가되었다

�F�i�g�u�r�e� �8�.� �S�D�N�N� �o�f� �t�w�o� �g�r�o�u�p�s� �i�n� �p�r�e�t�e�s�t� �a�n�d� �p�o�s�t�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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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연구한계 및 제언

A

36

• 적은 표본수로 인한 결과 해석의 한계

• 프로그램 적용기간을 달리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들을 살펴 볼 필요

• 간호현장에서 보다 다양한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

논의

연구의 의의

A

35

 국내간호대학생�: 최초
자애명상프로그램 시도

 공감능력향상
 정서조절
 스트레스관리

대상자와 원만한
치료적 관계형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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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l�e�y�,� �B�.� �J�.�,� �M�c�C�o�y�,� �S�.� �K�.�,� �S�a�s�l�o�w�,� �L�.� �R�.�,� �&� �E�p�e�l�,� �E�.� �S�.� 
�(�2�0�1�0�)�.� �I�s� �c�o�m�p�a�s�s�i�o�n� �f�o�r� �o�t�h�e�r�s� �s�t�r�e�s�s� �b�u�f�f�e�r�i�n�g�?� 
�C�o�n�s�e�q�u�e�n�c�e�s� �o�f� �c�o�m�p�a�s�s�i�o�n� �a�n�d� �s�o�c�i�a�l� �s�u�p�p�o�r�t� 
�f�o�r� �p�h�y�s�i�o�l�o�g�i�c�a�l� �r�e�a�c�t�i�v�i�t�y� �t�o� �s�t�r�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5�)�,� �8�1�6�-�8�2�3�.� 

 �F�r�e�d�r�i�c�k�s�o�n�,� �B�.�,� �C�o�h�n�,� �M�.�,� �C�a�f�f�e�y�,� �K�.�,� �P�e�k�,� �J�.�,� �&� 
�F�i�n�k�e�l�,� �S�.� �(�2�0�0�8�)�.� �O�p�e�n� �h�e�a�r�t�s� �b�u�i�l�d� �l�i�v�e�s�:� �P�o�s�i�t�i�v�e� 
�e�m�o�t�i�o�n�s�,� �i�n�d�u�c�e�d� �t�h�r�o�u�g�h� �l�o�v�i�n�g� �-�k�i�n�d�n�e�s�s� 
�m�e�d�i�t�a�t�i�o�n�,� �b�u�i�l�d� �c�o�n�s�e�q�u�e�n�t�i�a�l� �p�e�r�s�o�n�a�l� �r�e�s�o�u�r�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5�)�,� 
�1�0�4�5�-�1�0�6�2�.

 �G�i�l�b�e�r�t�,� �P�.� �(�2�0�1�4�)�.� �C�o�m�p�a�s�s�i�o�n� �f�o�c�u�s�e�d� �t�h�e�r�a�p�y�.� 
�(�C�h�o�,� �H�.� �J�.�,� �&� �P�a�r�k�,� �S�.� �H�.�,�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1�0�)� 

참고문헌

37

�C�h�o�,� �E�.� �Y�.�,� �&� �K�i�m�,� �S�.� �G�.� �(�2�0�1�2�)�.� �T�h�e� �e�f�f�e�c�t�s� �o�f� �l�o�v�i�n�g� 
�k�i�n�d�n�e�s�s� �m�e�d�i�t�a�t�i�o�n� �o�n� �t�h�e� �i�m�p�u�l�s�i�v�e�n�e�s�s�,� �a�n�x�i�e�t�y�,� �a�n�d� 
�s�t�r�e�s�s�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B�u�d�d�h�i�s�t� �S�o�c�i�e�t�y� �o�f� 
�K�o�r�e�a� �C�o�u�n�s�e�l�i�n�g�,� �4�(�1�)�,� �7�1�-�9�2�.
 �C�h�o�,� �H�.� �J�.� �(�2�0�1�4�)�.� �T�h�e� �i�m�p�l�i�c�a�t�i�o�n� �i�n� �p�s�y�c�h�o�t�h�e�r�a�p�y� �o�f� 
�l�o�v�i�n�g� �k�i�n�d�n�e�s�s� �a�n�d� �c�o�m�p�a�s�s�i�o�n� �m�e�d�i�t�a�t�i�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4�(�1�)�,� �1�2�3�-�1�4�3�.� 
 �C�h�o�,� �H�.� �J�.�,� �N�o�h�,� �J�.� �A�.�,� �L�e�e�,� �H�.� �Y�.�,� �J�u�n�g�,� �S�.� �J�.�,� �&� �H�y�u�n�,� �M�.� �H�.� 
�(�2�0�1�4�)�.� �T�h�e� �e�f�f�e�c�t� �o�f� �m�i�n�d�f�u�l� �l�o�v�i�n�g� �k�i�n�d�n�e�s�s�-
�c�o�m�p�a�s�s�i�o�n� �p�r�o�g�r�a�m� �(�M�L�C�P�)� �o�n� �t�h�e� �s�e�l�f� �g�r�o�w�t�h� �f�o�r� 
�n�o�v�i�c�e� �c�o�u�n�s�e�l�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2�)�,� �2�5�-�4�7�.
 �C�h�o�,� �H�.� �J�.�,� �K�i�m�,� �J�.� �W�.�,� �&� �S�o�n�g�,� �S�.� �Y�.� �(�2�0�1�3�)�.� �A� �q�u�a�l�i�t�a�t�i�v�e� 
�s�t�u�d�y� �a�b�o�u�t� �t�h�e� �t�h�e�r�a�p�e�u�t�i�c� �p�r�o�c�e�s�s� �o�f� �l�o�v�i�n�g�-�k�i�n�d�n�e�s�s� 
�m�e�d�i�t�a�t�i�o�n� �f�o�r� �p�a�t�i�e�n�t�s� �w�i�t�h� �h�w�a�-�b�y�u�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5�(�3�)�,� �4�2�5�-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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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L�u�t�z�,� �A�.�,� �B�r�e�f�c�z�y�n�s�k�i�-�L�e�w�i�s�,� �J�.�,� �J�o�h�n�s�t�o�n�e�,� �T�.�,� �&� 
�D�a�v�i�d�s�o�n�,� �R�.� �J�.� �(�2�0�0�8�)�.� �R�e�g�u�l�a�t�i�o�n� �o�f� �t�h�e� �n�e�u�r�a�l� 
�c�i�r�c�u�i�t�r�y� �o�f� �e�m�o�t�i�o�n� �b�y� �c�o�m�p�a�s�s�i�o�n� �m�e�d�i�t�a�t�i�o�n�:� �E�f�f�e�c�t�s� 
�o�f� �m�e�d�i�t�a�t�i�v�e� �e�x�p�e�r�t�i�s�e�.� �P�L�o�S �O�N�E�,� �3�(�3�)�,� �e�1�8�9�7�.

 �M�a�s�c�a�r�o�,� �J�.� �S�.�,� �R�i�l�l�i�n�g�,� �J�.� �K�.�,� �T�e�n�z�i�n �N�e�g�i�,� �L�.�,� �&� �R�a�i�s�o�n�,� �C�.� 
�L�.� �(�2�0�1�3�)�.� �C�o�m�p�a�s�s�i�o�n� �m�e�d�i�t�a�t�i�o�n� �e�n�h�a�n�c�e�s� �e�m�p�a�t�h�i�c� 
�a�c�c�u�r�a�c�y� �a�n�d� �r�e�l�a�t�e�d� �n�e�u�r�a�l� �a�c�t�i�v�i�t�y�.�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8�,� �4�8�-�5�5�.

 �N�e�f�f�,� �K�.� �D�.�,� �R�u�d�e�,� �S�.� �S�.�,� �&� �K�i�r�k�p�a�t�r�i�c�k�,� �K�.� �L�.� �(�2�0�0�7�)�.� �A�n� 
�e�x�a�m�i�n�a�t�i�o�n� �o�f� �s�e�l�f�-�c�o�m�p�a�s�s�i�o�n� �i�n� �r�e�l�a�t�i�o�n� �t�o� �p�o�s�i�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4�)�,� �9�0�8�-�9�1�6�.

 �S�a�l�z�b�u�r�g�,� �S�.� �(�2�0�0�5�)�.� �L�o�v�i�n�g� �k�i�n�d�n�e�s�s� �m�e�d�i�t�a�t�i�o�n�.� �(�K�i�m�,� �J�.� 
�S�.�,� �T�r�a�n�s�.�)�.� �S�e�o�u�l�:� �J�u�n�g�s�i�n�s�e�g�y�e�s�a�.

39

 �G�i�m�,� �W�.� �S�.�,� �P�a�r�k�,� �D�.� �H�.�,� �&� �S�h�i�n�,� �K�.� �H�.� �(�2�0�1�5�)�.� �S�e�l�f�-
�c�o�m�p�a�s�s�i�o�n�,� �o�t�h�e�r�- �c�o�m�p�a�s�s�i�o�n�,� �m�i�n�d�f�u�l�n�e�s�s�,� �a�n�d� 
�q�u�a�l�i�t�y� �o�f� �l�i�f�e� �:� �C�o�m�p�a�r�i�n�g� �a�l�t�e�r�n�a�t�i�v�e� �c�a�u�s�a�l� �m�o�d�e�l�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3�)�,� �6�0�5�-
�6�2�1�.
 �G�i�m�,� �W�.� �S�.�,� �S�h�i�n�,� �K�.� �H�.�,� �&� �K�i�m�,� �K�.� �I�.� �(�2�0�1�4�)�.�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t�h�e� �e�f�f�e�c�t�s� �o�f� �t�w�o� �m�e�d�i�t�a�t�i�o�n� �m�e�t�h�o�d�s�:� 
�C�o�m�p�a�r�i�n�g� �l�o�v�i�n�g�-�k�i�n�d�n�e�s�s� �a�n�d� �c�o�m�p�a�s�s�i�o�n� �m�e�d�i�t�a�t�i�o�n� 
�w�i�t�h� �m�i�n�d�f�u�l�n�e�s�s� �m�e�d�i�t�a�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9�(�2�)�,� �5�0�9�-�5�3�1�.
 �H�u�t�c�h�e�r�s�o�n�,� �C�.� �A�.�,� �S�e�p�p�a�l�a�,� �E�.� �M�.�,� �&� �G�r�o�s�s�,� �J�.� �J�.� �(�2�0�0�8�)�.� 
�L�o�v�i�n�g�-�k�i�n�d�n�e�s�s� �m�e�d�i�t�a�t�i�o�n� �i�n�c�r�e�a�s�e�s� �s�o�c�i�a�l� 
�c�o�n�n�e�c�t�e�d�n�e�s�s�.� �E�m�o�t�i�o�n�,� �8�,� �7�2�0�-�7�2�4�.
 �L�e�e�,� �S�.� �J�.� �(�2�0�1�4�)�.� �E�f�f�e�c�t�s� �o�f� �l�o�v�i�n�g�-�k�i�n�d�n�e�s�s� �a�n�d� 
�c�o�m�p�a�s�s�i�o�n� �m�e�d�i�t�a�t�i�o�n�:� �A�l�t�r�u�i�s�m� �a�n�d� �w�e�l�l�-�b�e�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K�y�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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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g�,� �I�.� �S�.�,� �&� �C�h�o�,� �O�.� �K�.� �(�2�0�1�1�)�.� �E�f�f�e�c�t�s� �o�f� �l�o�v�i�n�g�-
�k�i�n�d�n�e�s�s� �m�e�d�i�t�a�t�i�o�n� �s�e�l�f�-�c�o�m�p�a�s�s�i�o�n�,� �m�i�n�d�f�u�l�n�e�s�s�,� 
�s�e�l�f�-�e�s�t�e�e�m�,�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n�d� 
�p�e�r�c�e�i�v�e�d�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4�)�,� �6�7�5�-�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