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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마음챙김 기반 인지행동치료가 스마트폰 중독 경향을 대학생의 조절실패, 갈망, 마음챙김에 미치는 효과

 MBCT 처치집단12명, 대기통제집단 12명으로 구성

 마음챙김 기반 인지행동치료 처치집단: 매주 1회, 총 9회기로 구성

 프로그램 사전, 사후, 추후 시기로 나누어 질문지(스마트폰 중독, 충동성, 수용행동, 마음챙김) 및 컴퓨터 기반 실험과제(EDT, 비교맹시) 측정

마음챙김 기반 인지행동치료가 스마트폰 중독 경향
대학생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손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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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척도 및 과제

하위

요인

MBCT 처치집단

(n=12)

대기통제집단

(n=12)
t p

M(SD) M(SD)

스마트폰

중독
총점 88.08(6.29) 86.33(5.67) .72 .48

충동성 총점 55.25(5.79) 55.75(6.28) -.20 .84

수용행동 총점 22.92(6.20) 24.75(4.37) -.83 .41

마음챙김

5요인
총점 139.42(12.55) 143.58(10.81) -.87 .39

척도 및 과제

하위

요인

MBCT 처치집단

(n=12)

대기통제집단

(n=12)
t p

M(SD) M(SD)

EDT AUC .41(.07) .41(.09) -.13 .90

비교맹시 과제

스마트폰포함-스마트폰변화

2730.16(627.93) 2770.45(1172.24) -.11 .91

스마트폰포함-중립자극변화

1349.46(785.63) 1301.02(703.86) .16 .88

스마트폰미포함-중립자극변화

2235.76(625.95) 2198.54(492.55) .16 .87

질문지 및 컴퓨터 기반 실험과제 사전 동질성 검증

연구 가설

가설 1. MBCT 처치집단이 대기통제집단에 비하여 심리적 변인의 수준에 변화를 보일 것이다.
1-1. MBCT 처치집단은 대기통제집단에 비하여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감소할 것이다.

1-2. MBCT 처치집단은 대기통제집단에 비하여 충동성 수준이 감소할 것이다.

1-3. MBCT 처치집단은 대기통제집단에 비하여 수용행동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1-4. MBCT 처치집단은 대기통제집단에 비하여 마음챙김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MBCT 처치집단은 대기통제집단에 비하여 EDT의 AUC 점수가 향상될 것이다.

가설 3. MBCT 처치집단이 대기통제집단에 비하여 비교맹시 과제에서 반응시간에 변화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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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계속)

컴퓨터 기반 실험과제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SS df MS F

EDT AUC

A .014 1 .014 2.958

B .034 1 .033 7.495*

A*B .033 1 .033 7.263*

Error 22

주. A = 집단, B = 시기.

*p<.05. 

분산원 SS df MS F

A 1210.219 1 1210.219 .004

S/A 6911171.875 22 314144.176

B 16937.287 1 16937.287 .051

AB 30957.816 1 30957.816 .094

BS/A 7245240.995 22 329329.136

C 26408371.52 2 13204185.76 21.109*

AC 4830236.272 2 2415118.136 3.861*

CS/A 27523524.35 44 625534.644

BC 4125177.001 2 2062588.501 11.799*

ABC 3866802.318 2 1933401.159 11.060*

BCS/A 7691556.012 44 174808.091

Error 66

주. A = 집단, B = 시기, C = 그림유형.

*p<.05. 

연구 결과(계속)

질문지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SS df MS F

스마트폰 중독

A 1204.167 1 1204.167 70.377*

B 2800.194 2 1400.097 92.584*

A*B 1764.187 2 2281.795 75.442*

충동성

A 214.005 1 214.005 9.272*

B 100.028 2 50.014 4.487*

A*B 269.528 2 134.764 12.090*

수용행동

A 96.000 1 96.000 6.341*

B 434.028 2 217.014 22.238*

A*B 306.583 2 153.292 15.708*

마음챙김 5요인

A 852.042 1 852.042 9.025*

B 2140.750 2 1070.375 8.505*

A*B 2328.250 2 1164.125 9.250*

Error 22

주. A = 집단, B = 시기.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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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Q & A

논의 및 결론

연구결과 요약

질문지: 스마트폰 중독 및 충동성 수준 감소 및 유지, 수용행동 및 마음챙김 수준 상승 및 유지

실험과제: 자기조절 수준 증가(EDT) 및 주의편향을 통한 갈망 수준 감소(비교맹시 과제)

마음챙김 기반 인지행동치료의 개입이 수용, 알아차림, 인내 등의 증진 및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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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ffman et al., 2000; Figueiredo et al., 2009; Fiel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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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변인 항목 빈도(명) 백분율(%) 

연령 

29세 이하 59 23.5 

30-35세 미만 126 50.2 

35세 이상 66 26.3 

임신기간 

1주 - 12주 6 2.4 

13주 - 28주 128 51.0 

29주 이상 117 46.6 

계획임신 
계획 164 65.3 

비계획 87 34.7 

학력 

고졸이하 32 12.7 

대졸(전문대 포함) 170 67.7 

대학원 이상 48 19.1 

무응답 1 0.4 

월 평균 소득 

300미만 136 54.2 

300-400미만 65 25.9 

400-500미만 31 12.4 

500-600미만 7 2.8 

600이상 10 4.0 

무응답 2 0.8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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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ff et al.,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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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크라요가명상이란?

• N기관의 차크라요가명상 프로그램 : 인도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차크라 요가를 통해 척추의

경락과 경혈을 통하게 하고, 명상을 통해, ‘백단일통(百丹一統)’을 얻는 명상 방법

• 차크라(Chakra) : 산스크리트어로 ‘원’ 또는 ‘바퀴’를 의미하지만, 요가에서는 소용돌

이를 지칭하기도 한다. 몸에는 많은 차크라가 있지만, 척추를 중심으로 6개의 차크라가 신체

의 모든 기능을 주재하고, 쿤달리니의 작동을 통해 가장 중요한 차크라인 정수리(사하스라라

차크라)를 열게 되면 깨달음의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고 한다.

• 차크라요가명상 프로그램은 척추에 있는 이 6개의 차크라를 여는 요가 자세로 구성되어 있

고, 차크라요가를 통해 척추를 열고 명상을 통해 인간의 의식을 명료하게 하고 초의식을 일깨

우는 명상법이다.

차크라와 명상을 결합한

수련프로그램의 효과

: 기초예비연구

심교린, 김완석(아주대학교)

(사)한국명상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발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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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참여자 모집

및 그룹 배치

차크라요가명상 프로그램

(6주, 주 1~2회, 120분) 수료식

대기통제집단

사전 측정 사후 측정

연구 목적

• N기관의 차크라요가명상 수련이 현대인에게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

가를 종교적이고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연구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그 기초예비연구로서 차크라요가명상 프로그램이 참여자

들의 심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또한 본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과제 및 명상

프로그램 연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학문적 가교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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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 마음챙김.
Brown과 Ryan(2003)이 개발한 “마음챙김 주의 알아차림 척도(Mindful Attention Awareness Scale)을 권선중과 김

교헌(2007)이 타당화한 한국판 주의 알아차림 척도(K-MA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마음챙김의 주성분으로 ‘주의와 알
아차림’을 개념화하여 총 15문항, 단일요인 구조의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역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챙김 경
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선중과 김교헌의 연구에서 문항 전체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 검사-재검사 신뢰
도(4주)는 .72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문항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92였다. 

• 스트레스 반응.
고경봉, 박중규와 김찬형(2000)이 개발한 스트레스 반응 척도를 최승미, 강태영과 우종민(2006)이 수정하여 타당화한 단축

형 스트레스 반응 척도(SRI-SF)를 사용하였다. 단축형 스트레스 반응척도는 원척도에서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
로, 좌절의 7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스트레스 반응을 3요인(신체화, 우울, 분노)으로 재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의 총 22문항
으로 이루어져있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따른 부정적인 반응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최승미 등은 문항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81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문항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96이었다.

• 주관적 삶의 질.
민성길, 김광일과 박일호(2002)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형(QOL-WHO-S)은 전반적

삶의 질과 건강,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건강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6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
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민성길 등은 문항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보고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 문항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연구 대상자

• 차크라요가명상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성인 총 71명

(평균나이 60.67세, SD 11.09)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대기통제

집단으로 구분하여 희망 참가자들의 참여 가능 일정과 집단 별 성별,

나이 분포를 고려하여 집단 할당.

실험집단 대기통제집단

성별
남13명 (28.9%) 

여32명 (71.1%)

남 5명(19.2%)

여 21명(80.8%)

나이
평균 60.67세

(11.091) 

평균 61.95세

(11.348)

총인원 4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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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 연구 대상

•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총 71명의 데이터 중에서 총 6주, 주 1~2회 120분

참여를 하지 않은 분과 사전과 사후에 심리측정 질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분

의 자료를 제외하고, 실험집단 40명과 대기통제집단 20명으로 총 60명의

응답 데이터만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실험집단 대기통제집단

성별
남 11(27.5%)

여 29(72.58%)

남 5(25%)

여 15(75.0%)

나이
평균 62.15세

표준편차(9.646)

평균 63.72세

표준편차(10.058)

총인원 40 20

측정도구

• 의학적 증상.
의학적 질병과 관련된 증상의 빈도를 측정하는 총 25문항의 의학증상체크리스트(MSCL)이며, 여성의 경우, 여성질환과 관련된 증상 5문항을 추

가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체크리스트의 응답 결과는 채점 방식에 따라 발현하는 의학적 증상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하는 점수와
발현된 증상들의 빈도가 얼마나 잦은지를 나타내는 점수, 의학적 증상과 발현 빈도를 종합하여 합산한 점수로 산출할 수 있다. 

• 심리적 증상.
심리적 증상 체크리스트(Psychological symtoms checklist)는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심리적 증상을 인지와 정서, 행동의 3가지 차원에서

측정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전체의 내적 합치
도는 .95였다. 

• 정서조절곤란.
조용래(2007)가 타당화한 척도로서,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이라는 6개의 하위 요인으로 측정한다. 리커트 5
점 척도,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용래의 연구에서 문항 전체
의 내적 합치도는 .93,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87이었다.

• 삶의 목표와 통제감.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김명소, 김혜원과 차경호(2001)가 수정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6가지 차원(자

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중에서 ‘삶의 목적’에 대한 7문항과 ‘통제감’에 대한 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삶의 목표의 내적 합치도는 .71, 통제감의 내적 합치도는 .7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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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 공변량분석 결과

•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난 변인

마음챙김(MAAS), 스트레스 반응(SRI),

주관적 삶의 질(신체, 심리건강), 의학증상 체크리스트(MSCL)

•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변인

심리증상(PSC), 삶의 목표와 통제감(PWB),

주관적 삶의 질(사회건강, 환경), 정서조절곤란

연구 결과 – 사전동질성 검정

• 사전에 측정한 모든 측정변인들에서 실험집단과 대기통제집단 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 t-test를 실시한 결

과, 거의 모든 측정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 > .05),

스트레스 반응의 ‘분노’하위 요인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 = -2.066, df = 57, p = .043).

• 하위 요인 중 하나라도 사전 측정값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

로, 사전 측정값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하고 사후 측정값의 집단 간 차이

를 검증할 수 있는 공변량분석(ANCOVA)이 가장 높은 검증력을 보이는

통계분석 방법으로 고려되어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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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 공변량분석 결과(유의한 효과)

연구 결과 – 공변량분석 결과(유의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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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 공변량분석 결과(유의하지않음)

연구 결과 – 공변량분석 결과(유의한 효과)



56｜(사)한국명상학회

2017년 (사)한국명상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명상과 뇌건강

연구 결과 – 공변량분석 결과(유의하지않음)

연구 결과 – 공변량분석 결과(유의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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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례를 나누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교 기관 혹은 명상 수련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프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발생하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ex.) 연구 대상자의 통제

심리 측정 및 생리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

대상자 선정 및 집단의 무선배치와 관련된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의 과학적 연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논의 및 향후 과제

• 차크라요가명상 프로그램의 효과가 마음챙김, 스트레스 반응, 주관적 삶의 질(신
체, 심리건강), 질병과 관련된 의학증상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점은 차크라요가 명
상수련이 특히 정서와 심리적 증상 변인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의 감소와 신
체적 심리적 건강, 의학증상의 완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
겠다. 반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변인들, 정서조절곤란과 심리증상, 삶
의 목표 및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 본 연구의 결과는 기초예비연구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떻게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과정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며, 차크라요가명상 프로그램이라는 차크라요가와 화두선을 결합시
킨 명상법이라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련 대상자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다.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N기관에 소속된
자발적 참여자 뿐 아니라, 전혀 종교적, 명상 수련의 경험이 없는 대상자, 그리고
차크라요가명상을 오랜 시간 수련한 대상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
화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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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심교린, 김완석(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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