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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판 다차원 신체자각척도(K-MAIA) 후속 타당화 연구

2.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마음챙김-자비 프로그램(MLCP)의 효과

3. 마음챙김과 자기연민이 감정노동과 연민피로/연민만족에 미치는 영향

4. 마음챙김-자기자비(Mindful Self-Compassion:MSC) 프로그램이 

   상담자의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에 미치는 영향

주제 ┃ 명상과 노년의 건강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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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자각(body awareness)

“신체자각이란신체의생리적상태, 통증및정서등을

처리하는과정, 움직임을포함하는활동들, 그리고개인의평가

를포함한내적처리과정으로부터발생하는감각자각”                                                                                                        

Mehling et al., 2012

“생생한몸을토로신체의외부와내부에서발생하는자극에

대한신체감각과느낌을정확하고주관적으로의식하는것”

Rothschild, 2013

2018 (사)한국명상학회추계학술대회

한국판다차원
신체자각척도(K-MAIA)
후속타당화연구

심교린, 김완석 (아주대학교)

2018 (사)한국명상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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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A와 K-MAIA의하위요인구조비교

김완석,심교린,조옥경(2017)

요인의개념
MAIA(Mehling, Price, 

et al., 2012)
문항번호 K-MAIA

신체감각의자각 감각자각
(Noticing)

1,2,3,4
감각자각

감각에대한정서반응
및주의반응

분산되지않음
(Not-Distraction)

5,6,7

감각수용걱정하지않음
(Not-Worrying)

8,9,10

신체감각에대한주의를
조절하고유지하는능력

주의조절
(Attention Regulation)

11～17 주의조절

신체상태와정서상태간의연결자각 정서자각
(Emotional Awareness)

18～22 심신연결성자각

주의를신체감각으로돌려
심리적괴로움을조절하는능력

자기-조절
(Self-Regulation)

23～26

감각복귀
통찰을얻기위해
적극적으로몸듣기

몸듣기
(Body Listening)

27～29

신체를신뢰롭고안전한것으로
경험함

신뢰
(Trusting)

30～32 신뢰

2018 (사)한국명상학회추계학술대회

차원 하위요인 설명

인식된

신체감각

고통,걱정,통증,

긴장에대한감각

내적 감각을 규명하기 위해 신체 처리과정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신체, 내부장기,

정서의다양한기능적상태를가져오는미묘한신체신호를식별하는능력

웰빙감 감각들의감각적,정서적측면

중립적/불명확한감각

감각의정서적측면

주의의질

강도
감각들에주의를기울이는것에서부터회피하거나무시하거나억압하여

분산시키는양끝단의연속선

주의조절의

자기효능감

개인이얼마나감각자극에주의를두거나,유지하거나조절할수있는가에

대한신념

모드
숙고적, 사고적, 반추적, 분석적 모드와 비판단적, 즉시적, 마음챙김적 현존 모드

와의양끝단의연속선

태도
신뢰 감각의평가와해석에서의일반적편견

파국화 파국화와걱정

심신통합
정서적자각 신체감각에대한정서적자각

체화된자기감 vs.단절감 체화된느낌과단절된자기감의양끝단의연속선

체계적고찰연구결과제시한신체자각의차원들과하위요인 개념화

주. Mehling과 Gopisetty등(2009)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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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자각 감각수용 주의조절 심신연결성자각 감각복귀 신뢰 K-MAIA

K-FFMQ .41** .38** .64** .49** .56** .38** .67**

비자동성 .26** .21** .41** .29** .31** .34** .41**

관찰 .48** .24** .52** .58** .56** .50** .64**

비판단 .11 .31** .33** .12* .19** .20** .28**

자각행위 .35** .38** .63** .40** .55** .52** .64**

기술 .29** .20** .38** .41** .43** .38** .47**

PBCS .41** .14* .38** .47** .42** .63** .52**

K-ASI(신체염려) -.04 -.26** -.33** -.15* -.16** -.24** -.26**

K-PCS -.12* -.38** -.38** -.16** -.28** -.27** -.36**

반추 -.05 -.38** -.34** -.13* -.33** -.23** -.33**

확장 -.12* -.34** -.31** -.12* -.21** -.19** -.29**

무력감 -.13* -.28** -.34** -.16** -.20** -.28** -.31**

STAI(특성불안) -.31** -.27** -.46** -.34** -.42** -.54** -.51**

K-DERS -.24** -.23** -.45** -.29** -.33** -.37** -.43**

충동통제곤란 -.11 -.21** -.34** -.21** -.27** -.25** -.32*

정서자각부족 -.48** -.16** -.46** -.42** -.42** -.46** -.53**

정서비수용성 -.11 -.21** -.33** -.17** -.16** -.26** -.27**

정서명료부재 -.16** -.10 -.30** -.24** -.21** -.31** -.29**

정서조절전략 -.20** -.20** -.37** -.23** -.28** -.33** -.36**

목표행동곤란 -.16** -.20** -.39** -.18** -.30** -.21** -.34**

*; p < .05, **; p < .01. ***; p < .001.
주1. K-FFMQ; 한국판 5요인마음챙김척도, PBCS; 개인적신체의식척도, K-ASI; 한국판불안민감성검사, K-PCS; 한국판통증파국화척도,

STAI; 상태-특성불안척도, K-DERS; 한국판 DERS.
주2. 상관계수가 .30이상인 값은진하게표시함. 출처 : 김완석, 심교린, 조옥경(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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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다차원신체자각척도(K-MAIA)의하위요인개념

* 감각자각 : 신체감각을알아차리는민감성

* 감각수용 : 부정적인감각에대한수용적태도

* 주의조절 : 신체감각에대한주의를조절하고유지하는능력

* 심신연결성자각 : 신체상태와정서상태간의연결자각

* 감각복귀 : 신체감각으로주의를돌려기능적결과를얻으려는

경향을반영하는것

* 신뢰 : 신체를신뢰롭고안전한곳으로경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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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들…

Mehling, W. E. (2016).

신체자각은주의방식과조절적측면에따라구분된다. 그리고

이것이심리학적, 임상적등에서고려되어야한다.

Hanley, A. W., Mehling, W. E., Garland, E. L. (2017). 

집단변인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결과,

마음챙김과신체자각사이에두개의주요영역(regulatory awareness,

Acceotancein action)이드러났고, 위계적선형회귀분석결과, 

마음챙김과신체자각이심리적웰빙을설명하는지표라할수있다.

2018 (사)한국명상학회추계학술대회

후속연구들…

Bornemann, Singer, Herbert와 Mehling(2015)

심교린(2017)

노인대상 K-MBSR 프로그램

일반인호흡명상, 보디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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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et al., 2017에서인용

2018 (사)한국명상학회추계학술대회

후속연구들…

Brown, T. A., Berner, L. A., Jones, M. D., Reilly, E. E.,

Cusack, A. C., Anderson, L. K., Kaye, W. H., & Wierenga, C. E.

(2017)

신체자각의하위요인중신뢰및감각수용, 감각복귀는

섭식장애증상들과통계적으로유의한부적상관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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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연구

이수진, 김미리혜(2015).

마음챙김명상이섭식장애환자의폭식증상감소에유의하지않으나,

신체불만족감소에유의함.

윤학미, 오수성(2016).

탈중심화가높을수록자기몰입과신체화가낮아짐. 또한탈중심화가

자기몰입을낮춤으로서신체화증상을감소시킬수있음을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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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들…

장진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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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식장애검사(EDI-2) :

이임순(1998)이 23문항으로수정한척도로마르고싶은욕구,

체형에대한불만, 폭식의세개의하위요인으로구성

* Dutch 식이행동질문지(DEBQ) : 총 33문항

절제된섭식, 정서적섭식, 외부적섭식의하위요인으로구성

* 감정표현불능증(K-TAS) : 23문항

신현균, 원호택(1997)이개발한것으로정서인식, 외적지향사고,

정서표현및의사소통의하위요인으로구성됨.

* 마음챙김 : 20문항

박성현(2006)이개발한것으로, 탈중심주의, 비판단수용, 

현재자각, 주의집중의 4개하위요인으로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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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경기도 A대학에재학중인대학생 195명과일반성인 40명

남성 81명(34.5%), 여성 154명(65.5%)

연령 19 ~ 64세 (평균 25.61세, SD 9.82)

측정도구

* 신체화증상 : SCL-90-R-SOM 12문항

* 신체증상척도 : 

한덕웅, 전겸구, 탁진국, 이창호및이건효(1992)가 개발하고,

강혜자(2000)이수정한 24문항척도. 리커트 1~5점척도

심혈관, 소화기, 두통, 수면, 호흡계증상으로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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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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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다차원신체자각척도(K-MAIA) : 32문항

김완석, 심교린, 조옥경(2016)이타당화한척도를사용.

* 한국판객체화신체의식척도(K-OBCS) : 24문항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2007)이개발한척도로서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의 3개하위요인으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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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자각과감정표현불능증간통계적으로유의한부적상관.

 신체자각과객체화신체의식, 섭식장애간약한부적상관.

 신체자각과신체화및신체증상간상관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

 신체자각의각하위요인들이신체와관련된변인에따라각기다른

기능을하는것으로여겨짐.

 향후신체자각의각하위요인들이기능하는방식에대한인과관계를

살펴보는연구가필요함.

2018 (사)한국명상학회추계학술대회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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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및 결과

4. 결론 및 논의

발표자 : 아주대학교 IT심리학 전공. 박사과정 송영미

돌봄 종사자의 마음챙김과 자기-연민이

감정노동, 원조전문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김완석, 송영미)

이미지 출처 : google.co.kr/ (search keyword : ‘careg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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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6102047015

“돌보던 환자가 죽었으나, 울지도 못하고 슬픈 내색을 할 수 없습니다. “(생략)… 한 사람

한테 감정을 몰입해 눈물을 보이면 비전문가로 취급 받는 만큼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간호하나 요양보호사들을 압박한다“ 

2018년 6월 10일자 기사

• 2016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종합계획 발표
• 2018년 3월 15일 국회 감정노동자 보호법 통과
• 2018년 5월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 2018년 10월 서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오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02047005&code=940702

돌봄 종사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이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5/2018101501311.html

연구 필요성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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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5/2018101501311.html

돌봄 종사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이슈

•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돌봄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자신이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 표현 (박현미, 강은애, 2010)

• 돌봄 종사자의 감정노동은 외부적 강제가 아닌, 돌봄 수혜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혹은 그들이 처한 힘든 현실에 대한 공감과 유대감

을 기반으로 수행됨. 최희경(2011)

돌봄의 일은 감정노동이 핵심적 요소 (박기남, 2009).

돌봄 종사자를 위한 감정노동과 그것에 의한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한계

• 돌봄 종사자의 감정노동은 명시적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낮은 임금과 비공식적인 고용형태 등 업무의 환경적 조건 개

선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음

• 감정노동이 불가피한 직무맥락이라면 감정노동의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필요

• 감정노동으로 경험된 부정적인 감정들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한 국가지원의 교육체계와 훈련이 필요
(박현미, 강은애, 2010; 최희경, 2011, 장정애 201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6751.html

감정노동 종사자 560만~740만 명 추산(전체 임금 노동자 1829만 6천명의 34-41% 

2018년 10월 16일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처를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추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5/2018101501311.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02047015&code=940601

돌봄 종사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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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 자기-연민

• 마음챙김

감정노동 형태

(내면행동, 표면행동)

원조전문가의 삶의 질

(연민만족, 연민피로)

마음챙김과 자기연민이 돌봄 종사자의 감정노동과 웰빙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 

감정노동과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기위한

마음챙김과 자기연민 기반 개입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목적

마음챙김과 자기-연민 명상 훈련의 타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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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전문가의 삶의 질(돌봄 종사자의 웰빙)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는 개인이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인 현상 , 연민만족과 연민피로로 구성되고, 연민피로는 탈진과 이차외상을 포함.

 연민만족 이란 :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잘 수행하는 것에서 부터 일어나는 기쁨pleasure. 

예.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 동료나 직장 및 사회에 기여한다는 능력에

대하 긍정적인 느낌. 연민만족이 높을수록 효과적인 돌봄자가 되는 능력과 관련하여 더 큰 만족감이 일어

남. )

 소진 :

절망감hopelessness와 돌봄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과 관련. 

돌보는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느낌, 과중한 업무량, 지지적이지 않은 근무환경과 관련

원조전문가의 삶의 질
Professional Quality of Life(ProQOL)

연민만족
Compassion
Satisfaction 

연민피로
Compassion

Fatigue

소진
Brunout

이차외상
Secondary 

Trauma

https://proqol.org/

Stamm, B. H. (2010). The concise ProQOL manual.

 이차외상 :

스트레스가 높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현상. 

 연민피로란 :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유해한 증상 및 스트레스를 말함

돌보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감정의 저하, 신체적 및 정서적 고갈, 직무 불만족 상승과 관련

(Stamm, 2010). 

9

두 감정노동 전략이 개인의 웰빙에 미치는 효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임

표면행동

내면행동

감정노동

일관된 부정적 결과
직무탈진과 일관적 정적 관계
직무만족과 일관된 부적 관계

긍정적 부정적 결과가 혼재된

비일관적인 양상
직무탈진과의 관계는 일반화할 수 없음

직무만족과는 약한 정적 관계

감정노동과 그 결과

주의분산
인지적 재평가

정서표현 억압
가짜감정표현

(Hülsheger &Schewe, 2011)

감정노동이란 : 

직무에서 요구하는 감정표현 규칙에 부합하기 위해 개인의 내적인 감정과 표현을 관리하는 과정

대체로내면행동과표면행동두가지전략으로수행됨 Grandey, 2000; Hochschild,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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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연민

• 자기-연민가 연민 만족과는 정적인 상관을 연민 피로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고함(Duarte, Pinto-Gouveia, & Cruz, 2016).

• 자기-연민은 정서조절 전략 중에서 인지적 재평가 전략 사용을 촉진(Diedrich, A., Hofmann, S. G., Cuijpers, P., & Berking, M.,2016)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평가 전략으로 수행하는 내면행동은 자기-연민에 의해 높아질 수 있음

자기-연민: 자신의 고통이나 실패에 가혹하게 비판적이기 보다 자신을 향해 친절함과 이해를 갖고 자신의 경험을 보다 큰 인간 경험의 일부

로 지각하며, 고통스런 생각이나 감정을 과잉동일시하기 보다 떨어져서 보는 자각을 유지하는 것(Neff, 2003)

 자기-연민과 감정노동 형태(표면행동, 내면행동)의 관계

 자기-연민과 원조전문가의 삶의 질과의 관계

 고통의 느낌이 자신의 것과는 다르다는 이해와 자신의 경험을 떨어져서 자각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돕는 긍정적인 경험에 기여.

 공감에 기반하여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공감이 스트레스와 연민 피로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때 자기-연민은 타인-초점화

된 관점에서 환자를 돌보게 하여 간호사들의 연민피로에 에 대한 보호적 요인이 되게 함.

• 연민심 배양 훈련은 정서적 표현억압의 빈도룰 낮추는데, 관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완화되기를 바라면서 자신
의 감정을 진정으로 표현(Jazaieri, H., McGonigal, K., Jinpa, T., Doty, J. R., Gross, J. J., & Goldin, P. R. (2014) 하게 되는데, 자기-연민
은 가까운 타인에 대한 연민을 높일 수 있기(김완석,박도현, 신강현, 2015)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표현의 억압을 낮출 것임.

마음챙김

마음챙김 :  의도적으로, 수용과 비판단적인 태도로,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의식적인 상태(Kabat-Zinn, 1994)

 마음챙김과 감정노동 형태(표면행동, 내면행동)의 관계

• 마음챙김으로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과 몸의 감각과 같은 내적·외적 감각에 대한 주의가 더욱 예민해져서 새로운 소리와 시각
의 알아차림으로 확장되고(Strosahl & Robinson, 2015), 확장된 알아차림은 긍정적인 재평가를 촉진(Garland, Gaylord, &
Fredrickson, 2011)하는데, 이는 인지적 재평가 전략을 사용하는 내면행위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임

• 마음챙김은 모든 감정적 경험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억압하는 전략과는 대조되기(Chambers, Gullone, & Allen, 2009; Hofmann & Asmundson, 2008) 때문에 표면행동 감소와 관련 있
을 것임

 마음챙김과 근로자의 웰빙과의 관계

[선행연구]
• 마음챙김은 근로자의 정서적 소진을 줄이고, 직업만족도를 높임 (Hülsheger et al., 2013)
• 마음챙김은 활력과 같은 직무열의를 높힘 (Leroy et al., 2013; Marzuq & Drach-Zahavy, 2012)
• 마음챙김은 근로자의 일-삶의 균형을 촉진 (Allen & Kiburz 2012; Michel et al., 2014)
• 마음챙김은 근로자들의 수면의 질과 정적인 관계 (Hülsheger 등, 2014)
• 마음챙김은 직무요구-자원모델의 관점에서 직무탈진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는 개인 특질이자 내적 자원임(Taylor & Millear, 2016)

 마음챙김은 연민만족을 높이고, 연민피로를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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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탐색적 연구모형

① 자기-연민은 연민만족을 높이고 연민피로를 감소시킬 것인가? 

② 자기-연민은 내면행동 강화를 통해서 연민만족을 증가시지고 연민피로를 감소시킬 것인가?

③ 자기-연민은 표면행동 약화를 통해서 연민만족을 증가시키고 연민피로를 감소시킬 것인가?

④ 마음챙김은 연민만족을 높이고 연민피로를 감소시킬 것인가?

⑤ 마음챙김은 내면행동 강화를 통해서 연민만족을 높이고 연민피로를 낮출 것인가?

⑥ 마음챙김은 표현행동 약화를 통해서 연민만족을 높이고 연민피로를 낮출 것인가? 

연구자의 질문

탐색적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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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분석방법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분석 – SPSS 22.0 

• (2)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신뢰도 타당도 검증 –AMOS 22.0

• (3) 가설적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적합도 비교 검증 –AMOS 22.0

• (4) BootStrap을 이용한 간접효과 분석 –AMOS 22.0

연구 방법

연구 대상자

연구 도구

• 서울, 경기, 전남, 강원 지역의 노인요양 시설 및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돌봄 종사자 292명

• 성별 : 남 27명(9.3%), 여 262명(90.3%)

• 근무형태 : 요양보호사(47.4%), 사회복지사(24.9%),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10%), 보육교사 및 기타(17.7%), 무응답(1%)

척도(리커르트 5점 척도) 하위요인 신뢰도

마음챙김(박성현,2006) 주의집중(5문항)
현재자각(5문항)
비판단적 수용(5문항)
탈중심적 주의(5문항)

.78

.77

.84

.86

.93

자기-연민(Neff,2003), 김경의 등(2008) 번안 자기친절(5문항)
보편적 인간성(4문항)
마음챙김(4문항)

.74

.66

.78

.86

감정노동(Brotheridge,Lee,2003;Kruml, Geddes,2000), 이랑, 김완석, 신강현(2006) 번안 표면행동(5문항)
내면행동(6문항)

.74

.90

원조전문가의 삶의 질(Stamm,2009, proQOL.COM/한국어버전) : 
 원척도 3요인 구조의 모형적합도가 낮음
  요인분석 후 모형적합도가 좀더 우수한 2요인을 채택함.

연민만족(16문항)
연민피로(13문항)

.9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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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및 기술 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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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연구모형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수정 모형

측정모형

(1) 측정모형 적합도

(2) 측정모형 신뢰도,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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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모형 경로분석: 간접경로 계수

최종모형 경로분석: 직접경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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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1 : 자기-연민은 연민만족을 높이고 연민피로를 감소시킬 것인가? 

결과1 : 자기-연민은 연민만족을 높이지만 연민피로를 감소시키지는 못하였다.

탐색 2: 자기-연민은 내면행동 강화를 통해서 연민만족을 증가시지고 연민피로를 감소시킬 것인가?

결과 2: 자기-연민은 내면행동을 강화하여 연민만족을 증가시켰지만, 연민피로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탐색 3: 자기-연민은 표면행동 약화를 통해서 연민만족을 증가시키고 연민피로를 감소시킬 것인가?

결과 3: 자기-연민은 표면행동 강화를 통해서 연민만족이 증가하였고, 또한 연민피로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탐색 4: 마음챙김은 연민만족을 높이고 연민피로를 감소시킬 것인가?

결과 4: 마음챙김은 연민만족을 높이지는 못하였고, 연민피로 감소를 촉진하였다. 

탐색 5: 마음챙김은 내면행동 강화를 통해서 연민만족을 높이고 연민피로를 낮출 것인가?

결과 5: 마음챙김은 내면행동 강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탐색 6: 마음챙김은 표현행동 약화를 통해서 연민만족을 높이고 연민피로를 낮출 것인가? 

결과 6: 마음챙김은 표면행동 약화를 통해서 연민만족은 높이지 못하였고, 연민피로는 감소시켯다. 

결론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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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설명가능성] 돌봄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감정노동의 특이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음

• 자기-연민은 가까운 친지를 향한 타인 연민이 증가시키고(김완석, 박도현, 신강현, 2015), 

• 돌봄 종사자는 공감과 유대감에 기반한 상호의존적이고 지속적인 돌봄-관계 속에서 감정노동 수행하고

• 돌봄-관계의 감정노동은 외압인 아닌 자발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 돌봄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억제하지만 돌봄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느낌과 돌봄의 기쁨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추후 연구가 필요함

2. 자기-연민이 돌봄 맥락에서 타인을 대한 부정적인 정서표현 억제를 강화한다는 것에 대한 관심 촉발

• 자기-연민은 타인 지향적 초점을 강화하여 돌봄 수혜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강화하고 이것은 연민만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3. 마음챙김과 자기-연민에 기반한 돌봄 종사자의 감정노동 관리 개입의 타당성을 제시함

• 돌봄 종사자의 감정노동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되고 있음(장정애,2017) 

• 본 연구는 마음챙김과 자기-자비가 감정노동과 그에 따른 직원의 웰빙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여 마음챙김과 자기-자비 명상에 개입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였음

논의

① 자기-연민은 돌보는 기쁨(연민만족)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함

② 자기-연민은 재평가 전략을 사용하는 내면행동을 강화하여 돌봄의 만족을 강화시킴

③ 자기-연민이 부정적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표면행동을 강화시키는데, 연민만족 강화와 연미피로 강화 모두에 영향을 미침

④ 마음챙김은 직접적으로 돌봄에서 일어나는 연민피로를 완화함

⑤ 마음챙김은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표면행동을 덜 하게 하여 연민피로가 감소하지만, 연민만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함. 

1. 돌봄 종사자의 마음챙김과 자기-연민이 돌봄-감정노동을 통해 긍정적 부정적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기제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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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및 절차

2. 측정도구

3. 프로그램 구성

4. 분석방법

Contents

Ⅳ. 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2. 마음챙김 수준의 변화

3. 자기자비 수준의 변화

4. 공감피로 수준의 변화

5. 공감만족 수준의 변화

6. 소진 수준의 변화

7. 실험집단을 경력에 따라 2개 집단으로

나눈 결과

Ⅵ. 논의 및 제언

마음챙김-자기자비(Mindful Self-Compassion: MSC)

프로그램이 상담자의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에
미치는 영향

조 윤 숙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2018.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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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알아차림 능력은 지속적으로 마음챙김 훈련을 실행하여 점차 증대시킬 수 있다. 마음
챙김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등장과 더불어, 마음챙김 훈련이 촉매제가 되어 심
리치료사들의 치료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Anderson, 2005; Germer, 
Siegel, & Fulton, 2005)

• 주로 내담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 도구로 마음챙김 명상
훈련을 활용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어왔었는데(Kabat-Zinn & Hanh, 2009), 상담자 교육
이나 자기돌봄의 방법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적용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 마음챙김-자기자비 관련 국내연구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효과가 검
증되었는데 알려진 효과성에 비해 연구량은 소수로 활성화 시작단계로 보여진다. 

• 특히 상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또한 상담자 대상의
공감피로 관련 연구(가정폭력. 성폭력 분야 상담자 대상으로 소수)도 매우 적은 실정이
다. 따라서 상담자 자기돌봄의 일환으로, 마음챙김- 자기자비 프로그램이 상담자의 공
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상담자는 역할의 특성 상 자신의 내면 변화 흐름을 자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
의 요구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와 상황, 정서에 대해 민감하게 이해하고 탐색하는
것을 선행하도록 훈련 받는다. 

• 실제 상담 장면에서 전적으로 내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몰입하게 되는데, 이때
점차 자신을 돌보지 못하거나 내담자와 비슷한 정서를 경험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는 외상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지어 심리적, 신체적 질병까지 걸리게 되는
공감피로(Figley, 1995; Stamm, 1997)나 에너지가 고갈되고 직무 수행력의 저하를 일
으키는 심리적 고통의 한 형태인 소진(Cherniss, 1980)을 겪기도 한다.

• 즉, 상담자는 공감피로와 소진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직무특성을 갖고 있고, 자
기 돌봄에 취약 할 수 있다. Lazarus(1999)는 상담자의 공감피로와 소진와 관련하여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지나친 열정으로 인해 상담자의 전문적 능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 Oliveira와 Vandenberghe(2009)는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안녕감을 높
이기 위해서, 상담자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과 전문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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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마음챙김-자기자비

2.마음챙김-자기자비 선행연구

3.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

4.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 선행연구

3

Ⅰ. 서론

2.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이 상담자의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 인가?

연구문제 1

연구가설

1-1)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공감피로가 유의미하게 감소 될 것이다.

1-2)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공감만족이 유의미하게 증가 될 것이다.

1-3)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소진이 유의미하게 감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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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 마음챙김-자기자비 선행연구

• 선행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과 자기자비는 정서적 문제를 조절하고 개선시키는 역
할을 하여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경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 마음챙김은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었고Klainin-Yobas et al., 2016) 
자기자비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심리적 소진과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hapiro, Astin, Bishop, & Cordova, 2005). 

• 우울과 불안을 개선시키고 반추를 감소시켰고,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 시켰다
(Anderson, Lau, Segal, & Bishop, 2007). 자기자비는 또한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감시키며,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이 삶에 만족하고 긍정
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ary et al., 2007). 뿐 만 아니라 자기자
비는 생활 스트레스, 우울, 불안, 스트레스 증상 등 심리적 건강 요인과 부적 상관이 있
었다(유연화, 이신혜, 조용래, 2010; 조현주, 현명호, 2011; Van Dam, Sheppard, 
Forsyth, & Earleywine, 2011), 

• 반면 긍정적 정서와 지혜, 삶에 대한 만족감, 심리적 안녕감, 낙관적 태도, 지혜, 주도
성, 탐구심과 호기심, 타인에 대한 호의성, 자존감 등 보호 요인들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김연수, 조성호, 2014; 박세란, 이훈진, 2013; 심은수, 2013; MacBeth
& Gumley, 2012; Neff, Kirkpatrick, & Rud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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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마음챙김-자기자비

• 마음챙김은 2000년대 들어서 정신건강 분야에 중요 치유방안으로 활발히 연구, 보급
되고 있다. 불교 명상의 한 요소(sati)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알아차림(awareness), 주
의(attention), 기억(remembering)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Germer, Siegel, & Fulton, 
2012).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경험을 판단없이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수용적으로
자각하는 것을 의미하며(Kabat-Zinn, 2003), 자신의 주의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과 자신
의 경험에 대해 열려있는 수용적인 태도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Bishop외, 2004).

•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자신에게 행하는 자비’를 의미하는데, Dalai Lama의
‘자신과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깊게 헌신하는 것’이라는 자비
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수용하여 Neff(2003a)가 심리학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 Neff와 Germer(2013)는 마음챙김과 자기자비를 결합하여 마음챙김-자기자비
(Mindful Self-Compassion:MSC)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자기자비는 타인보다 먼저 자
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며 온화한 태도를 취하는 건강한
자기 수용의 형태(Neff, 2011)로 균형적인 자세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마음챙김을 바
탕으로 비판단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 자기친절 (self-kindness), 보편적 인간성(common humanity), 마음챙김(mindfulness)
이 자기자비의 핵심요소.



(사)한국명상학회｜55

학술발표회

8

Ⅱ. 이론적 배경

3.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

•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 CF)는 극심한 스트레스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
게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예, 간호사, 소방사, 복지사 등)에게 나타나는 증
상을 뜻하는 것으로 (Figley, 2002),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자신을 돌보지 못하거나
돌봄을 받는 사람과 비슷한 정서 경험을 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외상 사건 때
문에 힘들어하고 심지어 심리적, 신체적 질병까지 걸리기도 하며, 업무 장면이 아닌데
도 지속적으로 생각나고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가 기분과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 간호사의 소진연구를 하던 Joinson(1992)이 환자와 공감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간호에 투여함으로 인해 공감피로를 겪는 것을 발견하여 공감피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대리외상, 소진(Burnout) 등의 용
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다가(김영미, 2014), 이차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정신적으
로 손상되었다는 느낌으로 낙인감을 주고 병리적인 느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현재는
공감피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Figely, 1995; Figley, 2002).

• 공감피로가 증가하면 상담자는 신체적, 심리적 곤란을 경험하고 사회적 손실이 발생
되고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감피로는 상담자들이 간과하
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이자영, 유금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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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 마음챙김-자기자비 선행연구

•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이 우울한 정서가 일어날 만한 일을 겪었을 때 자기자비가 낮
은 사람 보다 덜 우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aes, 2011). 또한 조현주와 현명호(2011)
는 자기비판과 우울 사이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만든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
기자비는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호요인으
로 작용한다(강재연, 2017). 

• 따라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는 상담자의 정신건강과 일상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공감피로와 소진을 줄이고 공감만족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자기자비 연구 대상은 사회 비교 경향성이 높은 사람(최영민, 2011), 경계선 성
격장애 성향자(노상선, 조용래, 2013), 스트레스와 대인불안이 높은 아동(양혜란, 2014), 
초보 상담자(조현주, 노지애, 이현예, 정성진, 현명호, 2014), 서울소재 학부 대학생(박
세란, 2015), 자기비판 성향을 지닌 대학생(강재연, 장재홍, 2017)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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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3.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

•• 공감만족은 공감피로와는 반대로, 대상자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거나 스트레스 수준
이 높은 근무 상황에서도 계속 도움을 주는 일을 수행 할 수 있는 원천이 되어 공감피
로와 소진을 낮추어 줄 수 있다(Stamm, 2002). 즉, 공감만족이 공감피로나 소진 예방
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작용(Stamm, 2002)하여 정신적 안녕을 유지하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돌봄 제공자의 전문가로서의 삶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공감만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담자가 정서적, 개인적, 전문적, 영
적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자기보호 또는 자기
돌봄(self-care) 노력이라 할 수 있디. 자기돌봄은 한 영역을 잘 관리하면 다른 영역도
더불어 잘 관리하게 되는 비교적 총체적 경향이 있다(Alkema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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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3.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

•• 소진(Burnout)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에너지가 심각하게 고갈
되고 직무 수행력의 저하를 일으키는 심리적 고통의 한 형태를 의미하고 (Cherniss, 19
80) 업무환경의 지원․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 부담이 극심할 때 발생되며(Stamm, 
2010), 업무 수행에 곤란함을 느끼고 희망이 없는 느낌으로 인해 고갈, 좌절, 분노, 우
울 등이 대체로 서서히 생겨나는 것을 뜻 한다. 

• 공감피로는 단 한 번의 경험이나 노출에 의해서도 갑작스럽게 발생될 수 있고 이와
다르게 소진은 일정기간 동안 축척 되어온 과도한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유발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Stamm, 2010).

• 공감피로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이 드러나면서 Stamm(2002)은 공감피로와 반대로
긍정적인 개념인 공감만족을 새롭게 소개하였다. 공감만족(Compassion Satisfaction: 
CS)은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며, 동료에 대한 호의와 돌봄 제공
자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을 잘해 낼 수 있다는 만족스러움에서
파생되는 긍정적인 결과이다(Figley & Stamm,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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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4.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 선행연구

•• 김미숙(2018)은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공감만족이 높을 수록 시설아
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 Figley(1955)는 극심한 고통에 노출되어있는 대상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
들은 이차적 외상없이 그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공감피로도 거의 없었고, 고통을 당하는 대상자들을 돌보면서 발생하
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서적 압박감과 고통을 떨칠 수 있었으며 공감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만족과 성취감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 중요성에 비해 상담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잘 인정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
도 미비하여 상담자의 공감피로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Boss, 
1999; Figely, 1995, 이자영, 유금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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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4.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 선행연구

•• Figley(1995)에 의하면, 상담자의 공감피로를 측정한 결과 상담자의 20.6%가 매우 심
각한 위험군, 29.4%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상담자들이 공감피로를 경험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감피로가 증가할 경우, 두통, 피로, 불면증(Cerney, 1995; Motta et al.,1999)이 증가
할 뿐만 만 아니라 심장질환, 당뇨병, 위장병, 면역기능 저하(Radziewicz, 2001)와 같은
다양한 신체적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신체적 질병 외
에도 무기력, 슬픔,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증상이 증가하는 것이 드러났다(Cerney, 
1995).

• Collins와 Long(2003b)은 공감만족이 공감피로와 소진점수와 부적상관을 보였고, 종
사자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돕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높은 공감만족을 가진 상담원들이 낮은 공감만족을 가진 상담원들 보다
공감피로와 소진의 위험성 정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신민정, 2007)를 뒷받침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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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1) 마음챙김 척도(Mindfulness Scale: MFS)
박성현(2006)이 개발하여 타당화하였고 현재자각, 주의집중, 비판단적 수용, 탈중심적 주의의
4개의 하위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이
었음. 

(2) 자기자비 척도(Self-Compassion Scale: SCS)
자기자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Neff(2003a)가 개발한 자기자비 척도를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 6개의 하위척도로 총 26문항으로 구성. 본 연
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음.

(3) 전문가의 삶의 질 척도: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 척도(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R-Version 5: PROQOL)

공감피로, 소진, 공감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Figley(1995)가 개발하고 Stamm(2009)이 수정 보완
한 전문가의 삶에 질 척도(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R-Version 5: PROQOL)를 사용.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8이었음.

Ⅲ.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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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및 절차

참여자는 서울지역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
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 동의를 한 24명이었다. 실험집단 참여자 중 1회 참여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한 2명을 제외한 실험집단 11명(남성 4명, 여성 7명), 통제집단
11명(남성 2명, 여성 9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절차

기 간 내 용

2016년 3월 28일 - 2016년 4월 25일 홍보, 척도 구성 및 참여자 선정

2016년 4월 26일 - 2016년 7월 31일 사전검사, 프로그램 실시, 사후검사

2016년 8월 - 10월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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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구성

Ⅲ. 연구방법

• 프로그램은 구성은 Neff와 Germer의 마음챙김-자기자비(Mindful Self-Compassion, 
MSC)프로그램을 상담사에게 맞게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명상, 응용실습, 
그룹토의, 과제를 통해 자기자비를 훈련한다. 1회 ‘마음챙김-자기자비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자기자비에 대한 기초를 세우고, 2회는 마음챙김 훈련을 하고, 3회는 자애명상
훈련, 4회는 자비로운 목소리 찾기, 5회는 ‘깊이 있는 삶’으로 의미를 가지는 핵심 가치
에 대해 탐구하며, 6회는 힘겨운 정서 다루기, 7회는 관계전환하기, 8회는 삶 포용하기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시 매회 초반 이전 회 차 주제에 따라 한 주간 일상에
서의 마음챙김-자기자기 경험과 연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긴장을 풀고 다른 참가
자의 경험을 들으며 동기를 높이도록 하였다.

• 명상 실습 전에 15분 정도 마음챙김 요가를 수련하였다. 마음챙김 요가는 매 순간 변
하는 신체감각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습관적 감정 및 사고패턴을
알아차리도록 돕는 요가를 의미한다(양희연, 조옥경, 2014). 마음챙김 요가를 명상실습
전에 시행하여 습관적 감정 및 사고 패턴을 알아차리게 하고 몸과 마음을 현재에 초점
을 맞추도록 하여 보다 안정된 상태로 명상 실습에 온전히 집중 하도록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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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구성 Ⅲ. 연구방법

회차 주제 및 목표 내용

1
자기자비의발견

자기자비이해와훈련

- 프로그램소개및진행자소개/비밀보장등동의서작성

- 자기자비의핵심 3요소:/ 호흡이완명상

2
마음챙김연습

현존과수용으로마음챙김습득

-자기자비로가는 5가지길 /안정감구축과 습관 관찰

- 마음챙김명상/자기비판을 자기자비로 바꾸기

3
자신을위한자애명상

자기를돌보고자애심기르기

- 일상에서자기자비연습/자애명상의치유요소

- 자비로운이미지:안전한 장소와 사람/자애명상

4
자비로운목소리찾기

내안에자비심에집중하여키우기

- 자기수용과자기친절연습/생활속에서경험과자비심찾기와집중

하여확장하기/신체감각 관찰 명상

5
깊이있는삶

자비로고통다루기

-고통에대한보편성/저항할수록 증가되는고통의성질이해

-고통주에자기친절로 대하기/고통에대한자비명상

6 자비로정서다루기
-감정다스리기‘안정화’/감정에이름붙이기:탈동일시연습

-몸에반응이해,감정알아차림/바디스캔명상

7 관계전환명상
- 관계에서단절감을알아차리고연결감증진/자신의고통과 타인의

고통/타인에 대한자비명상:자비심을 확장하여보내기

8 일상에적용하고지속하기
-종합/일상에서실천점검/자신을위한자비문구

-전체소감나누기 및실천 의지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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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Ⅳ. 결과

• 연구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연령은 평균 45.5세(SD=10.4)였고 상담경력 연수 평균은
5.7년(SD=3.25)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연령은 평균 48.2세(SD= 5.79)였고 상담경력
연수 평균은 7.1년(SD=2.75)였다. 실험집단에 비해 통제 집단이 연령과 상담경력이 다
소 많았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이 상담사의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
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과 실시한 후에 ‘마음챙김 수준의 변화, 자기자비 수준의 변화, 공감피로 수준, 공감만
족 수준, 소진 수준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즉 집단 내 사전결과와 사후결과 차이를 비
교 검증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사후결과 차이를 검증하였다

17

4. 분석방법

Ⅲ. 연구방법

• 수된 자료는 SPSS(Ver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사례 수가 적어
모집단의 정상성을 가정할 수 없어서 비모수 검증 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집단 내 사전 사후 검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사전 사후 검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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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감피로 수준의 변화

Ⅳ. 결과

• 실험집단의 공감피로 수준 결과 값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
지만 실험집단에 평균값은 사전(평균값
=27.00)에 비해 사후(평균값=25.18) 값이
하강한 결과를 나타냈다. 통제집단의 공감
피로 수준에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5. 공감만족 수준의 변화

• 실험집단의 공감만족 수준 결과 값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Z=-2.059, p<.05)
가 산출되었다. 이는 상담자의 공감만족 수
준을 높이는데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
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통제집단의 공감만족에 수준
에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19

2. 마음챙김 수준의 변화

Ⅳ. 결과

• 실험집단의 마음챙김 수준의 평균값은 사
전에 비해 상승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실험집단에 마음챙김 하위
척도의 사전 사후 결과는 ‘현재자각’에 변화
수준이 유의미한 결과 (Z=-1.973, p<.05)를
나타냈고 나머지 하위척도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하였다. 통제집단의 마음챙김
수준에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3. 자기자비 수준의 변화

• 실험집단의 자기자비 수준의 평균값은 사
전에 비해 사후에 상승하였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
자비 하위척도의 ‘자기비판’에 변화 수준이
유의미한 결과(Z=-2.037, p<.05)를 나타냈
다. 통제집단의 자기자비 수준에 변화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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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제언

• 상담자를 대상으로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는 초보상담자를 대
상으로 한 조현주 등(2014)의 연구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마음챙김-자기
자비로 상담자의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에 변화를 측정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연구결과 실험집단의 공감피로와 소진 수준은 사전대비 사후에 다소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는데, 이와 달리 이정은(2016)
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는 공감피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 공감만족은 사전대비 사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어 사후에 공감만
족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음이 보여준다. 이는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이 상담자의
공감만족을 증진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해석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Neff와 Germer(2013)는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이 긍정정서(행복감)의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공감만족 또한 돕는 일에 대한 기쁨이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만족스러움에서 파생되는 긍정적 감정이
므로 공감만족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긍정정서가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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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진 수준의 변화

Ⅳ. 결과

• 실험집단의 공감피로 수준 결과 값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
지만 실험집단에 평균값은 사전(평균값
=27.00)에 비해 사후(평균값=25.18) 값이
하강한 결과를 나타냈다. 통제집단의 공감
피로 수준에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7. 실험집단을 경력에 따라 2개 집단으로 나눈 결과

• 실험집단을 상담경력에 따라 2개 집단, 6년 이상(n=7) 집단과 5년 이하(n=4)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상담경력 5년 이하 집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
타났다. 마음챙김 척도의 결과(Z=-2.117, p<.05)와 공감만족(Z=-2.232, p<.05)척
도와 소진(Z=-2.375, p<.05)척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자기자비는
하위척도 중 자기비판 척도에서 유의미한 결과(Z=-2.047, p<.05)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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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제언

•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전문가로의 삶의 질(공감피로, 공감
만족, 소진)에 마음챙김-자기자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상담자 자신을 돌보는 것은 개인의 삶 뿐 만 아니라 넓게는 사회적 안정과 건강성을
증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검증 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의 영향을
연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둘째, 국내 공감피로 연구는 대부분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상담자의 공감
피로 연구는 성폭력 상담자 같은 특정 분야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소수 연구에 국한
된 편이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 치료를 위한
마음챙김-자기자비에 활용이 아닌 상담자 자신에 삶의 질, 성장과 자기돌봄을 위한 구
체적 방안으로 제시 된 연구라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셋째, 연구 결과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이 공감만족을 유의미하게 증가 시켰다
는 것은 부적 증상이나 변화를 알아차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공감피로와 소진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챙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은 상담자의 자기돌봄과 개인적, 정서
적, 영적 영역의 균형을 찾도록 도와 전문가로서의 삶에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보여 진다.

연구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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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제언

• 따라서 본 연구 결과 공감만족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다는 것은 공감만족이 공감피
로로 인한 심신의 역기능적 증상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기제가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
에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고, 그러므로 공감만족을 높이는 것은 나아가 공감피로와
소진을 줄이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다.

• 상담경력이 짧은 상담자 일수록 사전, 사후 공감피로와 공감만족, 소진의 변화 추이
가 더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험집단을 경력에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조금 다르게 설명되어진다. 경력 5년 이하 집단과 경력 6년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분
석한 결과 경력 5년 이하 집단의 분석결과에서 자기자비의 하위척도 중 ‘자기비판’ 척
도, 그리고 마음챙김 척도와 공감만족 척도, 소진 척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에 대체로 부합되는 결과이며 특히 경력
2년 미만의 초보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조현주 등(2014)의 연구와 같이 마음챙
김이 수준이 증진되고 심리적 소진이 줄어든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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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제언

• 매회 명상 실습 전에 마음챙김 요가를 15분 정도 진행하였는데, 이는 외부로 향한 주
의를 내부로 돌려 자각력을 높이고 신체감각을 깨워 보다 명료한 상태로 명상 실습을
경험하도록 한 것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로 인한 혼합효과의 가능성도 사료된다. 그
러므로 마음챙김 요가를 넣으려면 시행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측정 할
수 있는 척도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구성하는 것이 요구되겠
다.
• 향후 연구에서는 일정하게 자가수련을 하도록 조력하는 것과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주 2회로 하는 등 동기 유발과 실천을 위해 구체적인 방책의 활용이 필요하겠다.

• 대상자를 모집 할 때 공감피로와 공감만족, 소진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마
음챙김과 자기자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향후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여 더 나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 상담자 자신과 동료들 간에 서로가 안전한 지지체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음
챙김과 자기자비를 이용한 상담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시급하다. 더불어
마음챙김과 자기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정기적인 훈련 모임 등을 상담
자 교육코스에 적극 활용, 제공 한다면 상담자들의 정신건강 증진, 전문가와 개인으로
서 삶에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제한점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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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제언

•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가 유의미하지 못했던 점은 사례
수가 적고, 추후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이후 변화 추의를 살펴보지 못한 점과 마음챙
김-자기자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평상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 훈련, 즉 지속적인
자가 연습이 요구되는데,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독려하고 명상음성 파일, 
자가 수련일지 양식을 배포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별 실천이 수반되지 못한 면이 있었
던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참가자들의 개별 통계결과 수치가 자가 수련을 꾸준히
했음을 밝힌 참여자들이, 그렇지 못한 참여자들에 비해 사후에 수치가 긍정적인 방향
으로 더 크게 상승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 또한, 참여 인원수가 적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 즉 두
집단에 일반특성(기초인구통계적 자료)의 차이로 인한 천장 효과를 살펴보지 못한 점
과 대상자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
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단별 참여
인원을 늘리고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일 프로그램을 근무하는 상담 분
야별(예: 청소년상담자, 기업상담자, 중독상담자 등), 상담자의 연령별, 경력별로 분류
하여 세분화된 대상으로 반복검증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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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회

THANK YOU





2018년 (사)한국명상학회

추계학술대회

1. 명상과 치매 예방 및 치유

주제 ┃ 명상과 노년의 건강

특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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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강

나라별고령화문제수준과노인비율

명상과치매예방및치유

윤병수
대구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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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소득국가와고소득국가의치매율

나라별고령화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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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강

우리나라치매환자의치매유형비율

우리나라연도별치매유병률과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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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저하및치매의위험요소

알츠하이머병의뇌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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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강

치료법

 약물치료(pharmacotherapy)

 비약물적개입(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보편적접근법: 인지훈련및자극(cognitive training or stimulation) 초기나중
도치매환자중에높은동기를가진사람에서만효과(Hulme et al., 2010; 
Olazaran et al., 2010)

 일상생활기술향상또는노출된자극관리를위한 행동치료: 적절한신체적활동동
기화와지지를통한정서적건강추구--> 불안감소, 수면장애감소

 작업치료(ergotherapy), 회상치료(reminiscence therapy), 예술치료(art 
therapy), 이완(relaxation), 운동치료(movement therapy), 음악치료
(musicotherapy)

치매경고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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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인의인지기능에대한명상연구

 Alexander 등(1989)
 73명노인(평균연령 81세)

 초월명상, 마음챙김, 이완프로그램, 통제
집단

명상의치매예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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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강

 명상은산만한주의자극
에높은주의처리효율성

 명상은연령에따른주의
결핍을극복하는데도움

 van Leeuwen 등(2009) 
 실험집단(명상을수행해온집단, 명상경험 1-29년, 

mean age 49.8, SD 5, 10 males)

 통제집단1(실험집단과 동일연령, mean age 50, 
SD 5.4, 10 males)

 통제집단2(젊은연령, mean age 24.3, SD 2.27, 
7 males)

 attentional blink task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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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noni and Cekic (2007)

 실험집단: 3년이상선명상수행자, 

연령(37.2±6.9 years)

 통제집단: 명상경험없음, 연령

(35.5±5.7 years)

 주의유지검사

 Prakash 등(2012)
 실험집단: 10년이상명상훈련, 
연령(M = 59.45, SD = 3.86)

 통제집단: 연령(M = 60.36, SD = 
4.51)

 인지수행력검사

 명상수행은높은인지력을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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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강

뇌변화에대한명상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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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ders등 (2011) 
 확산텐서영상(Diffusion Tensor 

Imaging )

 분할비등방도(fractional 
anisotropy)--> 뉴런축색을추적

 실험집단: 명상훈련경험(23.3±12.2 
years), 연령(51.6±12.3 years)

 통제집단: 연령(51.4±12.4 years)

 Lazar 등(2005)
 Hölzel등(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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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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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퇴행성질환에대한명상효과

 Newberg 등(2010)
 노화에따른인지장애(7명), 경도인
지장애(5명), 알츠하이머질환(3명)

 Kirtan Kirya 8주간프로그램

 측정: 대뇌혈류량, 뇌활성화부위, 
인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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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강

 Innes et al. (2012) 
 실험참가자: 경도인지장
애자(연령: 75.00± 3.65)
와보호자(71.50 ± 5.25)
6쌍(12명)

 Kirtan Kirya 8주간프로
그램

 스트레스, 수면질, 기분, 
교감활성화, 기억기능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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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tan Kriya meditation

 Kundalini yoga
 “sa ta na ma”
 손가락운동

 Moss 등(2012) 
 참가자: 노화에따른인지장애(7명), 경도인지장애(5명), 알츠하이머질환(3명)

 Kirtan Kirya 8주간프로그램

 우울, 불안, 대뇌혈류량, 영성수준, 인지기능측정

 우울, 불안, 내적긴장및피로에서개선

 전두엽과우측두정엽에서의혈류량증가

 인지적개선과영성에미치는효과는확인하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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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강

 명상은의식내용의일시성과상대성을경험하게함으로지각적효율성은

약화시키지만초점적과정을위한역량을개선하여주의와작업기억을높

인다

 명상은노화에따른융통성저하와상반되게융통성을증가함으로새로운

자극에대한지각력을높임

명상은생물학적인인지저하의위험요소를감소시키고부정적감정과스트

레스등의심리적위험요소를낮추고인지적융통성을초래함으로노화에따른

인지적기능저하예방에도움이될수있다

시사점

 연구가많이수행되지않아결과의일반화에제한점이있지만명상은뇌를

변화시키고인지적개선을초래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명상의신경보호효과의다른요인은코르티솔의감소해마의부피의증

가

 텔로메어의길이유지와명상에의한인지적스트레스와긴장의감소간에

상관이있다

 명상은이상지혈증(dyslipidemia)과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 감소 -

-> 알츠하이머뿐만아니라뇌혈관질환의위험을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