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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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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를 위한 비니요가’를 워크숍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뿐
만 아니라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가능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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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구조와 기능
박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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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s have relatively huge frontal lobes.

Adapted from: T. Deacon (1997)
출처 : The Symbolic Species

전두엽 비율 : 고양이(3%) 
 
개(7%), 침팬지(11%), 인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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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rnsten, 2013). Timeline of the discoveries of the PFC role in working memory (WM) and the key contributions 
of Goldman-Rakic. The graph shows the number of papers cited on PubMed using the search term “prefrontal cortex” 
for each decade ending in the year noted. Key publications by Goldman-Rakic and other early pioneers are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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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brain reinforcement circuit.  
Brain sites of reinforcement are integrated in a circuit based on their connectivity and putative functional 
roles. BNST, bed nucleus of the stria terminalis; CPu, caudate putamen; LH, lateral hypothalamus; mPFC, 
medial prefrontal cortex; NAc, nucleus accumbens; PAG, periaqueductal gray; POA, preoptic area; VP, ventral 
pallidum; VTA, ventral tegmental area. [Adapted from Kelley (183) and Koob and Le Moal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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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마음챙김, 양생 그리고 니빠나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학회장님, 학술 대회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
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 학술 대회의 주제인 “명상과 웰리스”에 대해 저의 
경험을 중심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명상을 시작한 것은 전생에서부터 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금
생에서 명상을 서구의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하게 된 것은 1972년 1학기 장현갑 
교수님의 심리학 개론 수업에서 부터임이 틀림없습니다. 당시 대학을 갓 입학한 저는 
영어로 된 두툼한 책 ‘Introduction to Psychology’를 매주 읽어야 했습니다. 이 책
의 마지막 장은 생리 심리학과 관련된 장으로, 명상을 하면 뇌파가 알파파로 변화한
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명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 사회학을 전공한 제가 다름 아닌 ‘명상학회’에서 교수로서의 학회활동을 정
리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저의 이력을 김열권 
(편)(2001)의 <보면 사라진다>의 일부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학 시절, 나는 마르크스에 심취해 있었다. 특히 그의 해방 정신이 젊은 나의 피를 들끓게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 운동에 열심히 참여했고 마치 독립투사처럼 경찰의 눈을 피해 다
녔다. 그러다가 행인지 불행인지 남보다 일찍 대학 교수가 되어 80년대 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거기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 마르크스의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하
는 푸코를 접하게 되었다. 즉 탈출구 없는 문명 비판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탈출구는 있다’라는 생각에서 어설프나마 장님처럼 코끼리를 만지기 시작했다. 이
러한 생각에 불을 붙인 것은 92년 다시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긴 것과 연관된다. 

나는 거기서 티벳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온 한 사회학자를 만났고, 변증법적 사회학이라는 강
의를 통해 한 학기 내내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는 불교 논
리를 접했다. 불교의 공사상(空思想)은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해체주의의 
대안으로까지 느껴졌다. 해체주의에는 없는 수행 정신이 공 사상에는 있기 때문이었다. 

수행의 필요성을 줄곧 느끼면서 깨쳤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게 되었다. 선원에서 참선을 
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pp. 273-274). 

한국에서 답을 얻지 못한 저는 외국으로 눈을 돌렸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미얀마 양
곤이었고 그 곳에서 우 빤디따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스님의 숲
속 선원에서 한 달간 겪은 명상 경험담의 서론 부분입니다. 저의 명상관련 외국 스승 
편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얀마에서 인도로 넘어간 저는 다람살라의 티벳 불교 변증법 연구소를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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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마파의 수장이신 깜튤 린포체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전 스님도 제가 소개받
은 깜튤 린포체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티벳 밀교의 
수행법 중 하나인 툼모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몸 안에 있는 3맥 4륜을 정밀
하게 시각화하여 강력한 열을 발생시키는 수행법입니다(Thurman, 67-69: 1991). 그
리고 이 수행법이 나로빠의 여섯 가지 요가 수행법 중 하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
다(유기천 역, 2001; Mullin, 1997). 운 좋게도 저는 티벳 밀교 수행을 할 수 있는 입
문식도 깜튤 린포체에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문식이 끝나고 스님께서 저에게 
부탁한 말씀은 “아침 좌선은 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2000년 1
월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저의 좌선은 그렇게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저의 스승편력은 미얀마의 파욱 사야도, 스리랑카 출신의 구나라타나 
사야도, 틱낫한 스님, B, A. 왈러스, 아찬 브람 스님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스
리랑카의 냐냐난다 스님의 법문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스승님들 
중에서 냐냐난다 스님의 법문이 저의 수준에 가장 적합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명상 
공부 과정에서 저는 니빠나(Nibbana)에 이르는 동안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과 명상관련 이론공부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의철학에 기초한 양생론을 
공부해야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챙김의 탐구는 1998년 12월 미얀마 양곤의 빤디따라마 선원에서 우 빤디따 
스님의 <사띠빠따나의 의미>라는 작은 팜프렛에서 시작합니다. 이 소책자에서 스님은 
마음챙김을 “관찰하는 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띠(sati/정념/正念)의 영어 
표현인 mindfulness가 불완전하다며 좀 더 적절한 번역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
다. 현재까지도 사띠에 대한 정의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이의 다양한 측면이 강조되
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서구의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에서 확연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사띠 개념구성의 이러한 차이를 정준형과 박성현(2010: 15-16)은 잘 정리하고 있습니
다. 
    사띠의 개념 정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비하여, 사띠 관련 인접 개념들의 관계
를 보여주는 논의는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초기불교의 교학에 대하여 흥미
를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사띠 관련 개념망에 대한 관심은 2004년 보리수 선원
이 주최한 여름 수련회에서 구나라타나 스님의 대념처경 강의에서 시작됩니다. 대념
처경의 한문 번역본을 보면 사띠는 항상 ‘삼빠자나(sampajanna/정지/正知/clear 
comprehension/full awareness)’와 함께합니다. 물론 이 앞에는 ‘정진’이라는 근면
함이 있습니다. 불교적 수행에서 ‘정정진, 정념, 정지’는 일종의 한 세트라 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관계망을 서구의 마음챙김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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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명상관련 불교이론 공부 과정에서 제가 접한 저작 중, 현재  저의 관심을 충족
시켜주는 것이 냐냐난다 스님의 저작들입니다.1)

  

   냐냐난다 스님은 “통찰명상에서는 마음챙김과 정지(正知)와 함께 ‘근원적 주의’가 
사용된다(2016: 113)”는 주장을 합니다. 명상 과정에서 마음챙김, 정지, 주의라는 세 
용어는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나 각 용어들은 각기 개념적 독자성을 갖는다는 의미입
니다. 세 용어는 명상 용어를 구성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어들입니다. 그리하여  마음
챙김하면 주의, 정지가 마음챙김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전광석화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근원적 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마음챙김과 정지의 관계를 초기 경전의 <마음챙김 경
(SN 47.35)>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챙김과 정지(sato and sampajana)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
에게 주는 가르침의 내용이다.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마음챙김에 머무는가? 
비구는, 세상에 대한 갈망과 비탄의 마음을 버리면서, 몸에서 몸을, 근면하게(atapi), 시작에서 
끝까지 완전하게 알아차리며(sampajano), 심리적 거리를 두는 관찰을 하면서(satima) 머문다. 
비구는, 세상에 대한 갈망과 비탄의 마음을 버리면서, 느낌에서 느낌을, 근면하게(atapi), 시작
에서 끝까지 완전하게 알아차리며(sampajano), 심리적 거리를 두는 관찰을 하면서(satima) 머
문다.
비구는, 세상에 대한 갈망과 비탄의 마음을 버리면서, 마음에서 마음을, 근면하게(atapi), 시작
에서 끝까지 완전하게 알아차리며(sampajano), 심리적 거리를 두는 관찰을 하면서(satima) 머
문다.
비구는, 세상에 대한 갈망과 비탄의 마음을 버리면서, 마음의 대상(dhamma)에서, 마음의 대상
을 근면하게(atapi), 시작에서 끝까지 완전하게 알아차리며(sampajano), 심리적 거리를 두는 
관찰을 하면서(satima) 머문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와 같이 마음챙김에 머문다.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정지에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느낌(vedana)이 확실하게 일어났다가, 확실하게 머물러 있다가, 확실하
게 사라진다. 
비구에게 생각(vitaka)이 확실하게 일어났다가, 확실하게 머물러 있다가, 확실하게 사라진다. 
비구에게 지각(sanna)이 확실하게 일어났다가, 확실하게 머물러 있다가, 확실하게 사라진다. 
비구는 이와 같이 정지에 머문다2).

이상은 제가 임의적으로 ‘마음챙김’을, 심리적 거리를 둔 관찰로서의 의미를 강조하
고, ‘정지(正知)’를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전 과정을 완전하며 명확하게 알아차림 
하는  의미로 강조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마음챙김을 심리적 거리를 둔 관찰로 번역
하면 마음챙김의 태도적 요소인 비판단성, 수용성, 개방성, 비집착성, 비반응성, 비추
구성 등이 잘 들어나 메타적 탈중심화적 특성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지는 의

1) 여기서는 스리랑카의 K. 냐냐난다 스님(Bhikkhu Katukurunde Nanananda)의 저작물은
www.seeingthroughnet.net을 참조하시오. 

2) www.buddha-vacana.org/sutta/samyutta/maha/sn47-035.html 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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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인내적 특징을 들어내면서 연기법의 핵심요소인 ‘나타나면 사라지는 전 과정’을 
강조합니다. 특히 정지를 냐냐난다 스님이 번역하듯, ‘완전한 알아차림(full 
awareness)’으로 번역하면 연기법의 순관과 역관이 강조됩니다. 순관은 일어나는 순
간의 알아차림이 강조된 것이고, 역관은 사라져가는 순간의 알아차림이 강조되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챙김’은 일어나는 대상에 대한 비집착적인 관찰 태도를 보여줄 
수 있고, ‘정지’는 일어난 대상이 생겨서 사라지는 순간까지의 전 과정의 알아차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지는 영어의 ‘clear comprehension’보다는 
‘full awareness’가 <마음챙김 경>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챙
김과 정지는 쌍둥이 개념이되, 편의상 마음챙김으로 불리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즉 
마음챙김과 정지는 명상수행에서 분리시키면 안 되는 쌍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봅니
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서구의 심리학계에 알려진 마음챙김은 ‘완전한 알아차림’까
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면 마음챙김은 마음의 대상을 비집착적이며 메
타인지적으로 관찰하되, 이를 생성의 순간에서 부터 소멸의 순간까지의 전 과정을 완
전하며 명확하게 알아차려야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냐냐난다 스님에 의하면 마음챙김 명상에서 ‘마음챙김과 정지’는 주의와 함께 한 
세트로 강조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는 ‘주의’ 그 자체보다는 ‘근원적 주의(radical 
attention: yoniso manasikara)’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근원에 초점을 두지 않은 주
의를 ‘비근원적 주의 (ayoniso manasikara)’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의(attention)는 빨리어로 manasikara라 합니다. 이는 ‘마음속에서 행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의 주의에는 ‘지금 이곳’이라는 현재성과 즉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마음의 대상(dhamma)은 주의가 없으면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즉 감각기
관과 감각대상이 온전하다고 해도, 관심 또는 흥미가 내재된 주의가 없으면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마음은 주의의 도움으로 마음의 대상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명상 중에 
마음챙김과 정지를 일으키려면 먼저 주의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가 없으면 마음이 
마음의 문에서 생기는 대상을 알아차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명상에서는 
‘근원에 초점을 맞춘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음챙김 심리치료 프로그
램은 ‘근원적 주의’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주의조절 기술 향상 프로그램으로 간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근원적 주의’란 무엇일까요? 부처는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곤 하였습니다. 자기는 
항상 고집멸도(苦集滅道)만을 주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고(苦)라는 질병
이 있고, 질병의 원인인 집(集), 질병이 완전히 치유된 멸(滅),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
는 방법인 도(道)라는 것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유의 일종인 명상수련은 
‘집’이라는 병(炳)의 논리에 따라 ‘도’라는 치유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라는 방법을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어야 빠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냐냐난
다 스님에 의하면, 근원적 주의는 ‘치유가 신속히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주의를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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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즉 연기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오온(五蘊)’이라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촉’이 일어나는 곳에 주의를 두어야 치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촉이 일어나
는 곳에 주의를 두는 것’이 근원적 주의라는 것입니다. 촉이 일어나는 곳을 초기경전
에서는 아야따나 (ayatana/입처/入處)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육체에 6곳이 있습니
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인 눈, 코, 귀, 입, 몸, 의(mano/意)가 그곳입니다. 그러나 
‘촉’과 ‘촉이 일어나는 곳’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촉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의 감
각기관과 감각대상이 만나 ‘식(vinnana/識)’이 일어난 것을 촉이라 합니다. 촉은 ‘내
부기관. 외부대상 그리고 식이라는 세 요소가 합치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촉은 
여섯 가지 아야따나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촉은 곧바로 느낌(受/feeling/vedana), 
지각(想/perception/sanna), 생각(思/thought/vitaka)이라는 12연기의 다른 고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몸과 마음에 어떤 대상이 일어나면 
바로 주의를 6입처 중 한 곳에서 생기는 느낌, 지각, 생각 등을 마음챙김과 정지로 
주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집에 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道)란 무
엇입니까? 바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구성된 8정
도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고(苦)의 치유를 위해 집(集)의 한 요소인 6입처에서 생기
는 느낌, 지각. 생각 등에 주의를 두고, 도(道)의 한 요소인 정념을 이용하여 치유의 
결말인 멸(滅)로 나가는 수련이라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정념인 마음챙김이 
팔정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저는 마음챙김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들이 이의 효과성와 타당도를 높이
기 위해는 초기불교의 이러한 교학이론들에 대한 탐구를 좀 더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봅니다. 그리고 1,500년의 불교 역사를 지닌 우리의 풍요로운 문화 텃밭을 충분
히 이용해야 합니다. 서구의 프로그램을 번안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우리의 지적풍토
를 이용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한편 서구 프로그램 기획자들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Segal, Williams와 Teasdale(2013: 6-7)
은 “마음챙김을 가르치는 심리치료사는 그들의 일상 생활사에서의 마음챙김 수행자이
다. 만약 마음챙김을 가르치는 심리치료사가 계속적으로 마음챙김 훈련을 하지 않으
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MBCT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
음챙김 훈련 프로그램 지도자의 명상의 수준은 이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지도에서 
주요한 변인의 하나임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명상수
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초기 불교 이론에 의하면 12연기의 4번째 고리는 명색(名色/nama-rupa)입니다. 
이는 물질인 색(rupa)과 정신인 명(nama)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시 말하면 물질은 정신작용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육체의 구성요소인 지
수화풍(地水火風)은 실제로 정신작용의 결과 단단함, 유동성, 뜨거움, 움직임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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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됩니다. 즉 물질은 우리에게 그 자체로 알려지기 보다는 물질의 지각(rupasanna)
으로 알려집니다. 지수화풍은 그 자체로 지각될 수 없습니다. 정신작용이 있어야 지각
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신작용이란 지각, 느낌, 의도, 접촉, 주의라는 5가
지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명색에는 정신집단 5가지 요소와 물질집단 4가지 요소
가 항상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각을 관찰한다는 것은 육체를 관찰하는 
것이며 동시에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
음은 명색이라는 개념에서 잘 들어납니다. 
   제가 육체의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1년 미국에서의 연구년
을 보낼 때 겪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그 해 저는 미국에서의 명상 수행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Franklin Merrell-Wolff(1887-1985)라는 ‘하버드대에서 수학으로 박사 공
부를 하고 스탠포드대 교수직을 사임한 후 캘리포니아의 Lone Pine에서 은거하였던 
깨우친 유럽계 미국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해 8월 저는 그의 자택, The Great 
Space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인식 대상이 없는 의식(consciousness 
without an object)’ 은 냐냐난다 스님(2014: 73)의 ‘니빠나를 달성한 성자의 의식 
(non-manifestative consciousness/anidassana vinnana)’과 매우 유사합니다. 
   2011년 추수 감사절을 오리건주 포트랜드에서 보내고 300마일 정도 떨어진 남오
리건주립대학이 있는 애슈랜드를 50마일 남겨둔 지점에서 저는 잠시 휴게소에 들렸습
니다. 차문을 열고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는데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러지 하면서 저는 빤디따라마 선원에서 배운 데로 가만히 앉아 숨이 
돌아오기를 10여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숨은 정상대로 돌아왔습니다. ‘기관지
가 나빠졌나?’ 하고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2달 후 귀국의 짐을 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마비였다는 것을 안 것은 이런 경험을 귀국 후에도 2번 정도 겪은 
다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밀 건강검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힌 
것이 밝혀져 긴급하게 스텐트 시술을 받으려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
게도 막힌 관상동맥을 우회하는 또 다른 혈관이 생겼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시
술은 중단되고 의료진은 약물치료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혀 있었지
만, 우회하는 다른 혈관이 생성되어 있어 심장의 기능에는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
니다. 
   저로서는 기적 같은 일이기도 했지만, 일 년이 지난 후부터 저는 서양의학의 치료
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서양의학이 ‘증상의 소멸’이라는 병의 치료에만 
관심을 두고 있음을 제 경험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아시아의 의학은 ‘기
(氣)’라는 생명 에너지의 복원을 통해 신체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
고 생긴 병보다는 생기지 않는 병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치미병(治未炳)’
이 그것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수양으로 병을 치료하는 양생 담론의 정수입니
다. 병이 생기지 않게 미리 예방함을 최상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자
연 의학적 원리와 이론을 대표하는 고전이 바로 <황제내경>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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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2,000여 년 전 고대 중국에서 발간된 <황제내경>에서는 몸과 마음의 불가분리성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부터 치료하여야 한다(欲治
其病, 先治其心)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심비폐신(肝心脾肺腎)이라는 신체 속의 장기와 
희노사우공(喜怒思憂恐)이라는 감정이 구성물의 일부분인 마음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
습니다. <황제내경>은 신체의 오장에 대응한 다섯 가지 감정인 ‘오지(五志)’를 주장합
니다. 여기서 오장이란 간심비폐신(肝心脾肺腎) 즉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그리고 오지란 희노사우공(喜怒思憂恐) 즉 기쁨, 분노, 생각, 근심, 두려움을 지칭합니
다. 여기에 근심에 슬픔(悲)을 더하고 두려움에 놀람(驚)을 더하여 ‘칠정(七情)’이라고
도 합니다. 오지 또는 칠정이라는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할 경우 신체는 질병
에 걸릴 수 있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과도한 감정은 몸 안의 기(氣)의 흐름에 교
란을 일으켜 생리기능의 변화로 이어져 신체적 구조인 장기를 변형시킵니다. 이렇듯  
기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氣爲諸炳). 이러한 과정을 차경남(2016)은 <황
제내경>에 기초하여 ‘질병의 4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동으로써 심동(心動)단계, 
기체로써 기울(氣鬱)단계, 액체로써 어혈(瘀血)단계, 마지막으로 고체로써 병(病)의 단
계가 그것입니다. 

황제내경>에 기초한 이러한 주장은 기, 음양, 오행 등의 이론에 기초한 것입니
다. 다음은 오지(五志)/칠정(七情)과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로 구성된 오행, 그리고 
오장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1>은 각각의 감정들이 과도할 때 몸 안의 기(氣)가 요동쳐 각각의 장기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분노가 과하면 간이 상하게 되고, 지나치게 기뻐하면 
심장이 상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비장의 기운이 엉깁니다. 근심·슬픔이 많으면 폐의 
기능이 균형을 잃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면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이와 같이 격한 
감정은 오장을 오그라들게 하고, 붓고, 뒤틀리게 하여, 장기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궁
극에는 장기 자체까지 훼손시킵니다. 
   동아시아 자연 의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오행의 상극관계를 이용하여 치료합니
다. 즉 이를 오지상승위치(五志相勝爲治)라고도 합니다. “간(肝)은 지(志)에 있어서는 
성내는 것이 되므로 너무 성내면 간을 상하게 하는데, 슬픔은 성내는 것을 억누른다. 
심(心)은 지에 있어서는 기쁨이 되므로 너무 기뻐하면 심을 상하게 하는데, 두려움은 
기뻐하는 것을 억누른다. 비(脾)는 지에 있어서는 생각하는 것이 되므로 너무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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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비를 상하게 하는데, 성내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억누른다. 폐(肺)는 지에 있어서
는 근심이 되므로 너무 근심하면 폐를 상하게 하는데, 기쁨은 근심하는 것을 억누른
다. 신(腎)은 지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되므로 너무 두려워하면 신을 상하게 하는데, 
생각은 두려워하는 것을 억누른다(허준, 2015: 161). 이렇듯 동아시아의 자연 의학은  
오행의 상극 관계를 이용하여 마음에서 생긴 병을 마음의 약으로 다스립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자연 의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단계는 앞서 지적한 심동단계입
니다. 오지 또는 칠정이라는 감정의 파동이 일어나는 단계에서 병을 예방한다는 것입
니다. 이를 치미병(治未病)이라고 합니다. 이는 병이 생기기 전에 다스린다는 동아시
아의 자연 의학적 양생 담론의 정수입니다, 기(氣)라는 생명 에너지를 기름으로써 병
을 예방하는 것이 동아시아 자연 의학이 추구하는 양생의 도입니다. ‘양생의 도’란 약
을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에 관한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신체가 건강하
고 장수하는 것은 양생의 도를 잘 알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황제내경>은 양생의 
원리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지토 편집부, 2013: 64). 첫째, 조용히 
있으면서 정신의 총화인 신(神)을 기른다. 즉, 너무 말이 많거나 수선스럽기보다는 조
용히 있음으로써 신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둘째, 뜻을 세우고 덕을 기릅니다. 타인을 
즐겨 돕는 것은 좋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셋째, 오지 또는 칠정을 잘 조절
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양생의 도는 마음으로 마음작용을 알아
차리는 마음챙김 명상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황제내경>에서 발견되는 여러 원리들은 마음챙김 명상의 외연을 넓혀줄 
가능성이 큽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챙김 명상은 동아시아 자연 의학적 양생론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자연 의학적 양생론을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
니다. 특히 호흡명상은 자연스런 기의 흐름으로 오그라들고, 붓고, 뒤틀린 장기를 풀
어줄 것이고, 안정된 호흡은 격한 감정을 완화시켜 집중된 마음을 이루어,  명징한 
지혜를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자연 의학의 양생
적 지식은 마음챙김 명상에서 추구하는 빤냐(panna)을 통해 니빠나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방법인 팔정도의 정견 앞에 자연 의학적 양생론을 ‘정신(正身)’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팔정도가 구정도(九正道)로 확대됩니다.

3. 결론
    동아시아의 의철학적 양생 담론은 기, 음양(陰陽), 사시(四時), 오행 등의 개념들
로 구성된 이론입니다. 이 중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시(四時)라는 계절적 문제입니다. 이는 현대문명이 편의성만을 추구한 결
과이기도 합니다. 즉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라는 우주적 중요성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사시는 24절기로 구성되고 한 절기는 대체로 15일입니다. 양생담론은 
24절기라는 자연의 변화에 따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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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사시에서 보여주는 기의 변화, 즉 봄은 기가 올라가고, 여름은 기가 확
창되고, 가을은 기가 내려가고, 겨울은 기가 응축되는 것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
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순환에 맞게 음식과 의복, 활
동 등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가 2008년 설립된 중국의 오강 태호 국제 실험학교(강소성 오
강시 소재의 기숙형 대안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중국 의학 고전인 <황제내
경>에 기초한 양생적 담론을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활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4절
기에 맞추어 학생들이 자신들의 몸, 옷, 활동들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 자신들의 건
강문제를 책임지게 합니다. 교육과정은 15일의 절후 개념에 기초하여 수업은 1주일 
단위가 아닌 2주일 단위로 이루어지며, 초반의 토·일은 쉬지 않고 계속 수업을 합니
다. 그리고 매 절기 마다 의복과 음식 그리고 학교행사가 바뀝니다. 이렇듯 <황제내
경>이 강조하는 24절기에 따라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24절기의 중국 달력 체계와 이것의 지시에 맞춰 조화롭게 사는 방법 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체계는 동지(冬至), 하지(夏至), 춘분(春分), 추분(秋分)을 기준으로 
한 해를 총 24 계절로 분할한 것이다. 이것은 때때로 순환 계절(cyclical seasons)을 설명하기 
위해 농업의 은유들을 사용한다. 도교의 영향으로 일부 중국 고전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24절기
에 맞춰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법을 말해준다. 심지어 일 예로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이러한 중
국적 달력체계에 근거하여 군사 전략에 날씨를 이용한 이야기가 있다. 계절적 달력에 따라 날
씨의 경향을 이용한 군사작전이 역사에 수없이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24절기를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활동)을 이끄는 지침으로 사용한다. 수많은 (학습)주제들은 휴일보다는 24절기에 
맞춰 구성되어진다. (Kuo & Bodri, p. 96)

이렇듯 양생적 지식은 학교교육의 공식적 교육과정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
터 이러한 지식을 배우게 되면, 이는 우리의 명상수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
에서 지적하였듯이 명상수행자에게 양생적 지식은 명상수행법인 팔정도의 가장 선두
에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명상을 탐구하고 수행을 행하면서 경험한 저의 웰리스의 일부분입니
다. 이제 법률과 제도에 의해 학교를 공식적으로 떠난 이후의 저의 삶도 결국 이러한 
삶의 궤적을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자연 의학적 양생적 지식의 탐구와 
더불어 마음챙김으로 대표되는 수행방법의 탐구 그리고 이의 실천으로 저의 필생의 
목표인 니빠나가 금생에 실현되기를 서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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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심신 요법 => “명상“

☞ 미국 성인의 8%인 1800만 명이 명상을 치료에 사용.

☞ 마음챙김 기반의 의료적 개입법은 전 세계 30개국 이상
1000개가 넘는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국립보완통합건강센터, 2012; 김완석, 2016에서 재인용)

이론적 배경

최환석(2005)은 스트레스 및 자율신경계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심박변이도(HRV)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란
심박동과 박동 사이의 간격(RR interval)은 안정을 취

하고 있는 중에도 체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이러한 시간에 따른 심박의 주기적인 변화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HRV는 안정 상태일수록 크고 복잡하며, 스

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적이며 일정한
형태를 나타낸다. 

HRV와 질병과의 연관성은
심근경색 후 사망률(Wolf et al., 1978),
당뇨병 환자의 자율신경병증(Ewing et al., 1985)
...

☞ HRV는 자율신경계의 정상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 더욱 뚜렷이 관찰된다.

HRV의 감소는

노화(Singer DH et al., 1988), 
자율신경 매개 호르몬 반응의 감소(Lovallo WR et al. 1990),

돌연사 발생률의 증가(Singer DH et a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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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유럽심장학회와 북미 심조율 전기생리학회의

Task Force를 통해 HRV의 측정방법, 해석, 임상적 사용
표준이 제정됨.

HRV 분석은 자율신경계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비침습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사법

24시간 데이터를 사용하는 장기분석(long term)
5분 데이터를 이용하는 단기분석(Short term)

- 시계열 분석 방법 : SDNN, RMS-SD
- 주파수 범위 분석 : LF/HF, Total Power, Norm HF/LF

SDNN

- 모든 정상 RR 간격의 표준편차이다.
- 단위 : msec
- 심혈관계의 안정도와 자율신경계의 신체에 대한 제어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강력한 지표로 사용됨.
- SDNN의 감소는 좌심실 기능부전과 연관성이 있으며,

좌심실 박출량 감소나 후기 잠재가능성과 같은 다른
인증된 위험인자들과는 독립적으로 급사와 심실 빈맥의
위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HRV 지표들의표준범위와의미

출처 : 이충은(2013)

Britton et al.(2014)
명상은 일반적으로 이완반응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왔지만, 

명상의 정신물리학적 효과는 명상의 유형과 명상 수련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Amihai & Kozhevnikov(2014)
Theravada 전통의 명상은 HF-HRV를 증가시키고,
Vajrayana 전통의 명상은 HF-HRV를 감소시킨다.

Lumma AL, Kok, BE, & Singer T(2015)
세가지 명상법 수련에 따른 심박과 심박변이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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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연구 참여자
경기도 A대학의 대학생 총 29명(남자 15명, 여자 24명)

명상 경험 집단 : 19명(남 10명, 여 9명)
일반인 집단 : 20명(남 5명, 여 15명)

아래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제외함.
- 심혈관계 질환, 감기, 신체 질환 및 약물 복용
-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

연구 방법

♦ 연구 절차

- 사전에 연구 참여 동의 및 대상자 선별
- 실험 전 기초 정보에 관한 간단한 인터뷰
- 심박변이도 측정 장비 연결 후 기저선 측정(5분)
- 의자에 앉은 자세로 25분간 정좌명상

(25분 분량의 녹음된 지시문 멘트로 명상)
- 명상 후, 특이사항 및 명상 경험에 대한 인터뷰

연구 방법

♦ 연구 도구

- (주)락싸(LAXTHA)의 LXC3203 심전계 사용. 
- 3채널 전산화 심전도 측정시스템으로 좌우 손목과

발목에 전극을 부착하는 표준사지유도 방법으로 측정.
- (주)락싸의 Telescan 분석 프로그램 사용

SDNN 분석값을 추출.

연구 방법

♦ 분석 방법
명상 경험 중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심박변이도(SDNN)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는
명상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층선형모형(Multi-
level model)을 적용하였다. 다층선형모형은 반복 측정한
자료의 종단분석에 유용하며(Hox, 2010), 2단계에 걸쳐 자
료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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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분석 방법

1단계 모형 수식

2단계 모형 수식

연구 결과

연구 결과

무조건 모형!

초기치와 변화율 평균과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DNN의 초기치 평균은 38.57이고, 시간의 흐름

에 따른 변화율 평균은 2.25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명상 경험을 시작하기 전에 SDNN값이 평균 38.57에

서 시작하여 명상 5분 마다 평균적으로 2.25씩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명상경험에 따른
조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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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 명상은 심박변이도(SDNN)를 증가시킨다.
- 명상경험은 명상이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킨다.
- 일반화하기에 후속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지만, 

명상경험을 통한 심박변이도(SDNN)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려면, 10~15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 명상 수련 방법과 대상자 특성, 명상 시간에 따른
더 많은 증거자료가 누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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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부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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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1 

6 

 

01 

7 

02 

8 

02 

회기별 주제 심리교육 활동내용 

1 임신과 
건강한 마음 

임신 중 심리 건강의 중요성 
임신 중 자기친절의 중요성 

1. 자기자비명상 
2. 아이맘 명상 

2 임신과 
태아애착 

태아애착의 중요성 
건강한 태아애착을 키우는 방법 

1. 아기자비명상 
2. 아이맘 명상 

3 태동과 
태아애착 

태동경험의 중요성 
태동과 태아애착의 관계 

1. 태동자비명상 
2. 아이맘 명상 

4 모성의 수용 모성 수용의 중요성 
건강한 모성의 중요성 

1. 어머니-산명상 
2. 아이맘 명상 

5 사랑의 확장 모성과 사랑 확장의 중요성 1. 임부들을 위한 자비명상 
2. 아이맘 명상 

6 건강한 출산 긍정적 기원의 중요성 1. 건강한 출산 기원 자비명상 
2. 아이맘 명상 

내용 복습 교육 몸풀기 주요명상 아이맘 명상 질문, 논의 총 

시간 10분 20분 10분 20분 15분 15분 90분 



64    |     2018년 (사)한국명상학회  춘계학술대회    6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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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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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3 

변인 구분 
실험집단 처치통제 무처치통제 계   

n(%) n(%) n(%) n(%)   

연령 

29세 이하 6(22.2%) 9(31.0%) 8(29.6%) 23(27.7%)

1.6430-35세 미만 14(51.9%) 16(55.2%) 13(48.1%) 43(51.8)%

35세 이상 7(25.9%) 4(13.8%) 6(22.2%) 17(20.5)%

임신기간 
27주 이하 20(74.1.0%) 17(58.6%) 13(48.1%) 50(60.2%)

1.47
28주 이상 7(25.9%) 12(41.4%) 14(51.9%) 33(39.8)%

계획임신 
계획 18(66.7%) 20(69.0%) 25(92.6%) 63(75.9%)

6.13
비계획 9(33.3%) 9(31.0%) 2(7.4%) 20(24.1%)

출산경험 
초산 25(92.6%) 24(82.8%) 19(70.4%) 68(81.9%)

4.52
경산 2(7.4%) 5(17.2%) 8(29.6%) 15(18.1%)

직업유무 
유 5(18.5%) 8(27.6%) 8(29.6%) 21(25.3%)

1.01
무 22(81.5%) 21(72.4%) 19(70.4%) 62(74.7%)

학력 

고졸이하 2(7.4%) 1(3.4%) 2(7.4%) 5(6.0%)

3.3
대졸(전문대 포

함) 
18(66.7%) 25(86.2%) 21(77.8%) 64(77.1)%

대학원 이상 7(25.9%) 3(10.3%) 4(14.8%) 14(16.9%)

월 평균 소득 

300미만 6(22.2%) 6(20.7%) 10(37.0%) 22(26.5)%

10.87

300-400미만 11(40.7%) 11(37.9%) 4(14.8%) 26(31.3%)

400-500미만 5(18.5%) 6(20.7%) 2(7.4%) 13(15.7%)

500-600미만 3(11.1%) 2(6.9%) 6(22.2%) 11(13.3%)

600이상 2(7.4%) 4(13.8%) 5(18.5%) 11(13.3%)
계 27((100%) 29(100%) 27(100%) 83(100%)   

12 

03 

  Group M SD F p 

태아애착  

자비실험군 58.19 6.97 

0.551 0.578 임부요가군 60.1 6.69 

무처치 58.7 7.63 

태아애착강도 

자비실험군 32.26 5.3 

0.516 0.599 임부요가군 33.66 4.76 

무처치 32.93 5.38 

태아애착 질 
자비실험군 25.93 2.56 

0.497 0.61 임부요가군 26.45 2.5 

무처치 25.78 2.9 

긍정정서 
자비실험군 29.96 7.51 

0.219 0.804 임부요가군 31.14 7.79 

무처치 31.15 7.51 

마음챙김 

자비실험군 81.59 14.43 

6.594 0.002 임부요가군 78.45 13.67 

무처치 68 15.2 

주의집중 

자비실험군 19 3.69 

5.515 0.006 임부요가군 20.76 3.55 

무처치 17.26 4.54 

현재자각 
자비실험군 20.15 3.64 

1.449 0.241 임부요가군 20.38 3.68 

무처치 18.74 4.25 

비판단적 수용 
자비실험군 18.22 4.69 

3.267 0.043 임부요가군 20.62 4.2 

무처치 17.81 4.5 

탈중심적 주의 
자비실험군 16.22 5.41 

1.87 0.161 임부요가군 16.69 5.11 

무처치 14.19 4.79 

긍정적 태동경험 
자비실험군 25.7 4.49 

3.018 0.054 임부요가군 27.86 2.36 

무처치 26.78 2.67 

부정적 태동경험 
자비실험군 7.11 1.76 

2.826 0.065 임부요가군 7.9 2.74 

무처치 8.93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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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3 

변인 

실험집단(n=27) 처치통제(n=29) 무처치통제(n=27) 

F1 
  

F2 
  

부분 
에타 
제곱 

1 

부분 
에타 
제곱 

2 
  

사후검증 

사전 
(SD) 

조정된 
사후  

조정된 
추수 

사전 
조정된  
사후  

조정된 
추수 

사전 
조정된 
사후  

조정된 
추수 

사전- 
사후 

사전- 
추수 

태아애착 
58.19 66.77 68.64 60.1 61.88 62.89 58.7 60.66 61.67 

16.93 
*** 

24.72 
*** 

0.30 0.38 a > b,c a > b,c
(6.97) (0.79) (0.75) (6.69) (0.76) (0.73) (7.63) (0.79) (0.75) 

태아애착
강도 

32.26 38.35 40.51 33.66 35.10 35.96 32.93 34.17 35.25 17.71 
*** 

 

29.17 
*** 

 
0.31 0.42 a > b,c a > b,c

(5.3) (0.58) (0.53) (4.76) (0.56) (0.51) (5.38) (0.57) (0.53) 

태아애착 
질 

25.93 28.00 28.10 26.82 27.03 26.98 
 

(0.34) 

25.78 26.46 26.41 
5.89 
** 

6.20 
**  

0.13  0.14  
a > b,c

  
a,b > c

  
(2.56) (0.33) (0.35) (2.5) (0.32) (2.9) (0.33) (0.35) 

긍정정서 
29.96 34.38 37.71 31.14 31.40 31.47 31.15 31.40 31.53 

2.76 
 

18.5 
*** 

0.07 0.32   a > b,c
(7.51) (0.98) (0.84) (7.79) (0.97) (0.81) (7.51) (0.97) (0.84) 

14 

03 

변인 

실험집단(n=27) 처치통제(n=29) 무처치통제(n=27) 
F1 
  

F2 
  

부분 
에타 
제곱 

1  
 

부분 
에타 
제곱 

2 
  

사후검증 

사전 
조정된  
사후  

조정된 
추수 

사전 
조정된 
사후  

조정된  
추수 

사전 
조정된  
사후  

조정된 
추수 

사전- 
사후 

사전- 
추수 

마음챙김 
81.59 84.34 83.05 78.45 77.01 71.60 68.00 74.80 63.40 2.44 

 
32.10 
*** 

0.58 0.45   a>b>c
(14.43) (1.74) (1.67) (13.6) (1.64) (1.59) (15.20) (1.56) (1.72) 

주의집중 
19.00 21.03 21.73 20.76 18.74 17.63 17.26 18.26 15.80 6.96 

** 
32.26 
*** 

0.15 0.45 a>b>c a>b>c
(3.69) (0.56) (0.53) (3.55) (0.56) (0.53) (4.54) (0.58) (0.55) 

현재자각 
20.15 21.75 21.98 20.38 20.05 17.56 18.74 19.28 15.74 7.08 

** 
36.75 
*** 

0.15 0.48 a>b,c a>b>c
(3.64) (0.47) (0.53) (3.68) (0.46) (0.51) (4.25) (0.48) (0.53) 

비판단적 
수용 

18.22 21.81 22.30 20.62 19.42 17.99 17.81 18.85 15.48 6.88 
*** 

43.53 
*** 

0.15 0.52 a>b,c a>b>c
(4.69) (0.60) (0.53) (4.2) (0.59) (0.52) (4.5) (0.60) (0.53) 

탈중심적 
주의 

16.22 18.82 19.72 16.69 17.50 17.53 14.19 15.94 14.28 5.01 
**  

22.11 
***  

0.11  0.39  
a>c

  
a>b>c

  (5.41) (0.64) (0.58) (5.11) (0.62) (0.56) (4.79) (0.65) (0.58) 

긍정태동 
25.7 28.67 29.26 27.86 26.73 27.16 26.78 27.21 27.08 5.22 

** 
9.69 
*** 

0.12 0.39 a>b a> b,c
(4.49) (0.44) (0.38) (2.36) (0.43) (0.38) (2.67) (0.43) (0.39) 

부정태동 
7.11 6.61 7.07 7.9 8.36 8.36 8.93 8.52 8.81 4.89 

*  
3.38 

*  
0.12 

  
0.08 

  
a>b,c

  
a> c

  (1.76) (0.48) (0.49) (2.74) (0.45) (0.43) (3.63) (0.48) (0.49) 

15 

03 

집단 
사전 사후  추수 

F 
사후검증 

(Cohen's d) 

M(SD) M(SD) M(SD) 사전-사후 사후-추수 사전-추수 

태아애착 

실험집단 
58.19 66.22 68.18 

46.61*** 
77.63*** 15.05*** 106.29*** 

(6.97) (3.94) (2.42) (1.42) (0.60) (1.91) 

적극적 
처치통제 

60.1 62.59 63.48 
23.52*** 

7.96** 3.38 13.05*** 
(6.69) (6.34) (5.75) (0.38) (0.15) (0.54) 

무처치 
통제 

58.7 60.44 61.49 
6.92** 

3.64 4.32* 8.29** 
(7.63) (7.68) (7.12) (0.23) (0.14) (0.38) 

태아애착 
강도 

실험집단 
58.19 66.22 68.18 

46.61*** 
81.64*** 24.06*** 122.19*** 

(6.97) (3.94) (2.42) (1.45) (0.83) (2.00) 

적극적 
처치통제 

60.1 62.59 63.48 
23.52*** 

8.65** 4.33* 14.87*** 
(6.69) (6.34) (5.75) (0.40) (0.17) (0.59) 

무처치 
통제 

58.7 60.44 61.49 
6.92** 

3.35 8.21** 10.42** 
(7.63) (7.68) (7.12) (0.22) (0.21) (0.45) 

태아애착 
질 

실험집단 
25.93 27.93 28.03 

13.32*** 
24.99*** 0.17 24.15*** 

(2.56) (1.77) (1.26) (0.91) (0.07) (1.04) 

적극적 
처치통제 

26.45 27.03 27.17 
4.49* 

2.31 0.30 3.06 
(2.5) (2.16) (2.02) (0.25) (0.07) (0.32) 

무처치 
통제 

25.78 26.30 26.27 
1.25 

3.06 2.97 1.68 
(2.9) (2.80) (3.05) (0.18) (-0.10) (0.16) 

긍정정서 

실험집단 
29.96 33.93 37.4 

14.99*** 
11.84*** 20.31*** 37.19*** 

(7.51) (5.28) (3.55) (0.61) (0.77) (1.27) 

적극적 
처치통제 

31.14 31.62 31.62 
0.23 

0.19 0.00 0.17 
(7.79) (5.32) (5.12) (0.07) (0.00) (0.07) 

무처치 
통제 

31.15 32.07 31.69 
0.5 

0.65 0.25 0.19 
(7.51) (8.82) (6.61) (0.11) (-0.05) (0.08) 

16 

03 
사전 사후  추수 

F 
사후검증 

(Cohen's d) 

사전-사후 사후-추수 사전-추수 M(SD) M(SD) M(SD) 

마음챙김 

실험집단 
81.59 84.37 86.14 

4.09* 
2.25 1.44 5.02* 

(14.43) (8.99) (8.94) (0.23) (0.20) (0.38) 
적극적 
처치통제 

78.45 78.72 72.93 
12.81*** 

0.24 16.54*** 7.92** 
(13.60) (14.58) (11.2) (0.02) (-0.45) (-0.44) 

무처치 
통제 

68.00 68.96 58.88 
11.30*** 

0.27 46.70*** 20.16*** 
(15.2) (16.13) (14.34) (0.06) (-0.66) (-0.62) 

주의집중 

실험집단 
19.00 21.00 21.70 

13.51*** 
10.27** 2.31 15.78*** 

(3.69) (2.54) (2.58) (0.63) (0.27) (0.85) 
적극적 
처치통제 

20.76 19.83 18.38 
12.04*** 

2.39 10.53** 13.13*** 
(3.55) (4.38) (3.33) (-0.23) (-0.37) (-0.69) 

무처치 
통제 

17.26 17.11 15.01 
5.99** 

0.56 20.57*** 10.89*** 
(4.54) (4.28) (3.7) (-0.03) (-0.52) (-0.54) 

현재자각 

실험집단 
20.15 22 22.15 

8.74** 
12.09*** 0.05 9.03** 

(3.64) (2.45) (2.30) (0.6) (0.06) (0.66) 
적극적 
처치통제 

20.38 20.45 17.83 
14.01*** 

0.02 16.95*** 15.79*** 
(3.68) (3.49) (3.33) (0.02) (-0.77) (-0.73) 

무처치통제 
18.74 18.59 15.27 

14.26*** 
0.08 25.30*** 27.14*** 

(4.25) (4.41) (3.84) (-0.03) (-0.80) (-0.86) 

비판단적  
주의 

실험집단 
18.22 21.41 21.96 

21.73*** 
20.60*** 1.24 29.57*** 

(4.69) (2.53) (2.83) (0.85) (0.20) (0.97) 
적극적 
처치통제 

20.62 20.38 18.79 
5.39** 

0.13 10.88*** 7.58** 
(4.20) (4.14) (2.94) (-0.06) (-0.44) (-0.50) 

무처치 
통제 

17.81 18.22 14.95 
14.25*** 

0.34 43.20*** 17.38*** 
(4.50) (4.9) (4.35) (0.09) (-0.70) (-0.65) 

탈중심적  
주의 

실험집단 
16.22 19.11 19.93 

14.90*** 
14.74*** 2.33 20.91*** 

(5.41) (3.36) (2.76) (0.64) (0.27) (0.86) 
적극적 
처치통제 

16.69 18.07 17.93 
4.22* 

3.61 0.07 2.52 
(5.11) (4.95) (3.64) (0.27) (-0.03) (0.28) 

무처치 
통제 

14.19 15.04 13.64 
1.38 

1.28 6.90* 0.46 
(4.79) (4.8) (4.37) (0.18) (-0.31)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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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3 

사전 사후  추수 
F 

사후검증 
(Cohen's d) 

M(SD) M(SD) M(SD) 사전-사후 사후-추수 사전-추수 

긍정태동 

실험집단 
25.7 27.93 28.70 

10.49*** 
21.76*** 3.21 36.39*** 

(4.49) (3.23) (2.02) (0.57) (0.29) (0.86) 

적극적 
처치통제 

27.86 27.45 27.69 
2.99 

0.81 0.33 0.13 

(2.36) (2.69) (2.12) (-0.16) (0.10) (-0.08) 

무처치 
통제 

26.78 27.19 27.07 
0.48 

0.73 0.07 0.34 

(2.67) (3.52) (3.47) (0.13) (-0.03) (0.09) 

부정태동 

실험집단 
7.11 6.07 6.56 

6.36* 
4.18* 3.76 1.12 

(1.76) (0.27) (0.80) (-0.83) (- 0.82) (-0.42) 

적극적 
처치통제 

7.90 8.31 8.31 
0.65 

0.71 0.00 0.67 

(2.74) (3.38) (3.380 (0.13) 0.00 (0.13) 

무처치 
통제 

8.93 9.11 9.37 
0.31 

0.13 1.12 0.73 

(3.63) (3.89) (3.79) (0.05) (0.06) (0.12) 

18 

03 

1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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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김해미 정미라 한국판 태아애착 척도 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권미경 임신 중 우울과 모 태아상호작용 아동간호학회지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 한국판 자기 자비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김민정 허정문 김완석 임부를 위한 자비명상 기반 중재의 가능성 탐색 스트레스硏究  
김완석 신강현 김경일 자비명상과 마음챙김명상의 효과비교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박성현 마음챙김 척도 개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홍석 이정미 정적정서 부적정서 척도 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안양규 장현갑 백경임 김도균 이관 장문선 임산부를 위한 한국형 마음챙김명상프로그램의 개발과 심리적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안희영 마음챙김 혁명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왕인순 조옥경 자애명상이 자기자비 마음챙김 자아존중감 정서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조현주 자애명상 기반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허정문 김민정 김완석 임부의 마음챙김과 긍정정서가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 긍정 및 부정적 태동경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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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을 통한 자각 향상

집담상담 프로그램

정 광 주

(상담심리전공, 교육학박사)

“빨래터에서 뫔을 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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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터”

몸과 마음, 

사회적 페르소나(‘옷’)를

함께 모여 ‘정화’하는 곳

프로그램 제목의 의미

“뫔”
체화된 인지

마음의 습관은 몸에 배어있음

거의 자동적으로 작동되고 있음

목 차

1. 개발 동기 및 필요성

2. 프로그램 목표

3. 집단 소개

4. 프로그램 내용 소개

5. 프로그램 지도 시 강조점

6. 결과 및 논의

개발 동기 및 필요성

1. 마음챙김 명상의 대중화

집단상담을 통해 명상이 가볍고, 유쾌한 치유적 경험의 시작이 되도록”

2. 상담적 요소 강화(공식명상수련+집단상담)
1) 집단상담 주제 “일상의 알아차림, 개별과제 나눔”: 본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후에도 ‘자각’이 일상의 습관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개별상담 병행

2) 소감 나누기 중점: 집단역동 중점. 정신건강분야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훈련할 때에는 중요한 역할을 함. 심리적 치료요소를 더욱 촉진(조옥경, 2017). 



74    |     2018년 (사)한국명상학회  춘계학술대회    75

프로그램 목표

1. 집단상담 프로그램 소개

마음챙김을 통해 반복적 인지나 정서와 신체감각과의 관계

알아차림, 대인관계의 의사소통, 일상에서의 습관적인 행위와

행동을 알아차림을 통해 정서적 평온과 통찰이 일상에 스며

들게 한다.

2. 프로그램 목적

1) 자각 향상을 통한 문제예방/해결

2) 바람직한 자기관리 및 성장

3) 대인 관계 능력 향상

집단 프로그램 소개

1. 집단상담 접근방식

구조화 집단상담

2. 집단운영 방법과 형태

1) 집단운영 방법 : 주 1회, 2.5~3H 8회기 진행

2) 대 상 : 직장 여성 11명

3) 실시기간: 2018.3.19~ 5.14

프로그램 구성: 홀로 & 함께 씻기

1) 함께, 깨어있는 대화

일상 자각경험, 소감 나눔

2) 홀로, 침묵 속에서

마음챙김 명상 수련

프로그램 내용 1

회기 주 제 활 동

1

3/19
주제: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 안내/집단규칙/서약서

2. 별칭짓기, 프로그램 기대확인: 친밀감 형성

3. 마음챙김 교육, 먹기 명상

4. 메타바와나 소개

2

3/26
주제: 호흡과 친해지기 1

- 하타요가, 바디스캔을 통한 호흡과 친해지기1

-집단상담: 과제확인, 수련 나눔, 일상의 자각 향상을 위한 개별 과제 만들기

- 메타바와나

3

4/2
주제: 호흡과 친해지기 2

- 하타요가/와선/수식관을 통한 호흡과 친해지기

-집단상담: 과제확인, 자각 경험 나눔(경청, 지지를 통한 자각훈련의 강화)

- 메타바와나

4

4/9
주제: 고요하게 우두커니 1

- 하타요가/와선, 정좌명상 수련

- 집단상담: 과제확인, 자각 경험 나눔(경청, 지지를 통한 자각훈련의 강화)

- 메타바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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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2

5

4/16
고요하게 우두커니 2

- 하타요가/바디스캔, 정좌명상 수련

-집단상담: 과제확인, 자각 경험 나눔(경청, 지지를 통한 자각훈련의 강화)

- 메타바와나

6

4/23
몸과 함께 존재하기

- 마음챙김 스트레칭/걷기명상1/바디스캔

- 집단상담: 과제확인, 자각 경험 나눔(경청, 지지를 통한 자각훈련의 강화)

- 메타바와나

7

4/30
몸과 함께 존재하기

- 마음챙김 스트레칭/걷기명상2/정좌명상 수련

-집단상담: 과제확인, 자각 경험 나눔(경청, 지지를 통한 자각훈련의 강화

- 메타바와나

8

5/14
나만의 명상 방법 찾기

- 본인이 하고 싶은 수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해보기

-집단상담: 과제확인, 자각 경험 나눔(경청, 지지를 통한 자각훈련의 강화

- 메타바와나

메타 바와나(Metta Bhavana)

일체 생명들이 모든 원한, 두려움, 나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매 회기 집단상담 후

명상 수련 지도시 강조점

1. ‘수용’의 의미 재확인
자기수용이란, 선하고 악하거나 하는 자기에 관한 스토리가 아닌 ‘자기’라고

해석하는 즉시적, 정신적, 감각적 경험의 수용.

2. (생각, 감정보다) ’몸, 호흡, 감각 알아차림’ 강조
지나는 생각에 마냥 주의를 기울인다면, 내면 깊은 곳에서는 마음의 일부가

계속해서 자동반응을 하게 됨. 몸의 알아차림을 통한 습관적 반응의 뿌리

발견(두려움, 슬픔을 만들어내는 감각의 발견에 이르게 됨) 강조

근본적인 수용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감각을 자각하는 일
(김선주,김정호 역, 2012)

프로그램 결 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연번 목 표 ( 척도 5 점 만점) 2회기
점수

3회기
점수

4회기
점수

5회기
점수

6회기
점수

7회기
점수

1 항아리에서 물 뜰 때 알아차림 2 3 3 3.5 4 4

2 아이 차 태워 목적지까지 알아차림 0 4 3 3 2 3

3 점심 먹기 전에 알아차림 0 2 2 3 3.5 4

4 큰 아이 이름 부르고, 알아차림 1 3 3 3.5 3 3

5 출/퇴근 엘리베이터에서 알아차림 0 2 5 3.5 3.5 4

6 엄마와 대화할 때, 호흡 한 번 2 3 3.5 3 3 3

7 출근 시 승용차 안에서 호흡 0 2 3 3 2 2

8 첫 화장실 갈 때 알아차림 0 4 4 2 4 3

9 아침에 깰 때 알아차림 1 4 4 4 3 3

10 아침에 깰 때 알아차림 0 3 4 4 4 4

11 계단에서 알아차림 1 2 3 3 3 3.5

12 아침에 현관에서 차까지 걸을 때 0 1 1 1 3 4

알아차림의 시작은 호흡 한번^^. 호흡이 알아차림을 하겠다는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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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1

1. 비공식명상수련을 매회기 과제로 제시

개별과제를 통해 욕구나 생각을 쉬게 하고, 감각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둠. 감각(bottom-up processing)과 친해질 때 지금-여기에 접속함(김

정호, 2018). 본 프로그램은 1단계에 해당함. 2단계 진행 시 공식명상수련 과제제시

2. 직장인에 적합한 프로그램 내용 구성 필요

- 바쁜 직장인의 업무 부담감, 육체적 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함

예) 하타요가 후 와선, 충분한 바디스캔 후 정좌명상 등

3. 다양한 감성을 자극하는 마음챙김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 감성을 자극하는 작은 소품의 효율성 예) 물소리, 차 등

논 의 2

4. 마음챙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지도자 변인의 중요성

‘수행 지도자 & 상담자’ 역할 :

집단상담 진행 시 촉진자로서의 역할(Sarah Bowen, Neha Chawla G.Alan Marlatt, 2011)

: 지도자는 현재 이 순간, 그들 자신만의 진실된 경험(수련)을 토대로 아주

쉽게 명상을 이끌어감으로써, 

1) 자신과 참가자 모두의 수련에 생명력 가져오고

2) ‘지도자’에서 ‘함께 수련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 집단 응집력, 동지애 강화

빨래를 마치고….

“공부란,

나의 뜻과 일상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진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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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동인 

• 명상은 1970년대 이후 ‘마음챙김 
(Mindfulness)’ 개념을 중심으로 
과학화 및 표준화 시작 

• fMRI, PET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뇌과학적, 생리적, 심리적 그리고 
치유적 효과 검증 

 

 

 

 

 

 

 

 

• 2014년 2월 TIME紙 커버스토리: 
Mindful Revolution 

명상 수요 명상의 과학화 명상의 산업화 

• 전세계적으로 의료, 교육, 공공 
기관,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 추세 

–주요 선진국 의료보험 적용 

–학교 교육 도입  

–주요 글로벌 기업 도입 등 

• 명상 교육, 명상 지도자, 
명상관련 세미나 및 컨퍼런스 등 
관련 산업 확대 

• 2010년 초반 이후 명상App 
서비스 제공자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 

 • 스트레스와 웰빙은 개인, 사회,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  
확실한 수요 시장 존재 

• OECD 국가 중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도움주기 위함 

• 심신치유를 위한 병행제, 
보완제 역할 

*American Mindfulness Research Associat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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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기업 

산업 

사회 

주요 트랜드 

• 2018 소비트렌드코리아 50% 이상이 
행복과 편안한 삶과 관련된 니즈 

• 스트레스 관리,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 

• 워라벨(Work & Life Balance) 중요 등 

• 비금전적 동기부여 중요성 증대 

• 구성원의 자발적 업무몰입 중요 

•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해결, 소통능력, 
협업능력 강화 필요 등 

• 명상 컨텐츠의 빅데이터화 

• 의료, 교육, 힐링, 상담, 코칭 등과 연결 

• AI 디바이스 연결성(AI 스피커, IOT 등) 

• 스트레스 관련 질병, 자살 등  

•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등 

• KAIST 명상과학연구소 설립(2018. 3) 

• 대한명상의학회 창립(2017. 9)   

명상앱 개발 필요성 

• 명상에 대한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명상 대중화 

가능 

• 명상앱의 이점 

①접근성(Accessable),  

②실용성(Practicable),  

③이해가능성(Understandable) 

4 

경영에 명상을 도입한 기업들 

5 

MBSR(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마음챙김기반 스트레스감소 
DBT(Dialectical Behavior Therapy) ;변증법적 행동치료 
ACT(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수용전념치료 
MBCT(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마음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 
SIYLI(Search Inside Yourself Leadership Institute); 내면겸색리더십인스티튜트 

MBSR 
1979 

Jon Kabat-Zinn 

초월명상 
1975 

Benson 

ACT 
1999 

Hayes 등 

MBCT 
2002 

Teasdale 등 

Google / SIYLI 
2012 
Meng 

Institute for 
Mindful Leadership 

2010 
Janice Maturano 

DBT 
1993 

Lenehan 

wisdom 2.0 
2009 

Soren Gordhamer 

삼성전자 
영덕 
연수원 

유료 명상앱 
2012 

명상앱 등장 시기 

6 

글로벌 명상앱(안드로이드 기준)* 

명상앱  출시일 다운로드 수 인앱 구매(단위:원) 출시 국가 

Headspace 2012. 1 500만 이상 7,000~140,000 미국 

Calm 2014. 7 500만 이상 1,052~330,000 미국 

Stop, Breath and Think 2014. 9 100만 이상 1,167~70,000 미국 

Aura 2017. 3 10만 이상 6,900~450,000 미국 

Smiling Mind 2014. 10 10만 이상 무료 호주 

Buddhify 2014. 11 5만회 이상 37,000 영국 

10% Hppier 2017. 11 10회 이상 5,500~120,000 미국 

Insight Timer 2010. 12 100만회 이상 무료 미국 

Mindfi 2017. 8 1천회 이상 12,000~90,000 싱가포르 

Mindfulness Daily 2012. 10 50만회 이상 11,000~350,000 스웨덴 

Simple Habit 2016. 11 50만회 이상 5,900~110,000 미국 

*10 best mindfulness apps, INDEPENDENT,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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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음챙김-명상, 휴식, 수면을 위한 앱 

기본 컨셉 

• 대중화 프로그램(Secular Program) 

• 과학과 학문적 근거 

• 1회 5분 내외 

• 2주마다 신규 컨텐츠 업로드 

• 오픈 플랫폼 

• 젊은 명상가 참여  

• 유료 서비스 

8 

마음챙갬앱 활용 채널 이용자 

온라인 

오프라인 

B to C 

기업 교육 

전문가 활용 

정기 세미나 등 

마음챙김앱의 활용 

B to B 

9 

주요 컨텐츠 내용 

10 

화면 구성 

주제 

소주제 플레이 리스트 스티리밍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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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퍼블리싱 후 시장의 반응 

3월 29일~ 

5월 9일~ 

2,040 

2,519 

퍼블리싱  앱 설치 수* 

*2018년 5월 24일 기준 

12 

향후 계획 

• 국민 명상앱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고객 기반의 지속 확대 

– B to C : 직장인, 청년, 대학생, 어린이(엄마), 청소년, 노인 등 

– B to B :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의료기관, 관련 단체 등 

– 전문가 집단 : 코치, 상담가, 전문강사, 명상 지도자 대상 교육 및 확산 등 

 

• 명상가 발굴: 현재 22명, 2019년까지 50~70명으로 확대 

 

• 신뢰성 제고: 컨텐츠 사전/사후 리뷰, 인증/추천앱, 앱활용 논문 등 

 

• 인공지능, 헬쓰케어, 빅데이터 등과의 연결 

 

• Google Analytics 데이터 활용한 고객행동분석 및 마케팅 

 

13 

 
감사합니다 

 
 
 
 

www.appmindfulness.com 
www.mujinassoci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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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를 위한 비니요가

웰니스란 무엇인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
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웰빙의 상태
이다.  

- 세계보건기구 - 

잠재력을 완전히 발현시키게 하는 
의식적이고 자발적이고 발전적인 
과정. 

- The National Wellness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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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와 요가

몸 마음호흡

Here & Now

YOGA

WELLNESS

몸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편지봉투 호흡법’

호흡이 움직임을 이끈다. 
호흡 이후에 움직임이 따라간다. 
움직임은 호흡 안에 포함된다.

호흡
움직임

호흡

움직임

들숨시 움직임

팔을 올린다. 
가슴을 연다. 
등을 휘어준다. 
후굴과 확장하는 자세와 함께 하는 움
직임. 
척추 신장, 전굴, 비틀거나 기울이는 
자세에서 시작자세로 돌아올 때. 



92    |     2018년 (사)한국명상학회  춘계학술대회    93

날숨 시 움직임

팔을 내린다. 
앞으로 숙이거나, 비
틀고 기울이면서 복부
를 수축할 때. 
후굴에서 돌아올 때.

웰니스를 위한 비니요가 실습 : Savasana(사바사나)

4.0.4.0. / 5.0.5.0.

들숨

날숨

6.0.6.0.

Dvipada Pitham (드위빠다 삐땀)

4.0.4.0. / 5.0.5.0.

들숨날숨

6.0.6.0 자세 유지한채로 호흡한다.

Cakravakasana (짜끄라바까사나)

4.0.4.0. / 5.0.5.0. / 6.0.6.0.

들숨날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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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jrasana (바즈라사나)

날숨들숨

4.0.6.0. / 6.0.8.0.

들숨

날숨

날숨

Cakravakasana & Adomukha Svanasana(짜끄라바까사나 & 아도무카스바나사나)

날숨 후 멈춤을 2, 3, 4로 늘여간다.

4회 반복

Jathara Parvrtti (자타라빠르브릇띠 - 측면 기울기)

5.0.5.0. / 5.0.6.0. / 6.0.6.0./ 6.0.7.0. / 7.0.7.0. 

Urdva Prasarita Padasana (우르드바 쁘라사리따 빠다사나)

들숨 후 멈춤과 날숨 후 멈춤을 2, 3.

들숨

날숨

들숨 후 멈춤과 날숨 후 멈춤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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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숨날숨

Dvipada Pitham / Apanasana (드위빠다 삐땀 / 아빠나사나)

Savasana (사바사나)

들숨날숨

호흡에 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Nāḍī Śodhana (나디쇼다나 호흡)

4.2.4.2. / 6.3.6.3. / Nāḍī Śodhana  6.3.6.3.

나디 쇼다나 호흡 

인도 정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질병은 균형이 깨짐으로써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나디쇼다나 호흡을 통해 음과 양의 균형이 회복된다. 

full half

왼쪽 들숨 - 오른쪽 날숨 - 오른쪽 들숨 - 왼쪽 날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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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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