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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방암 생존자들은 장기간 치료의 후유증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유방암 생존자들의 다수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심리장애

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신체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수면의 

질,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명상은 자기성찰을 통해 자기치유의 기제를 활

성화함으로써 개인의 부정적 감정이 약화되고 심신의 안정과 각종 증상 개

선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음수련 명상의 ‘마음빼기’ 명상법을 활용하여 유방암 생

존자를 위한 명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해 먼저 선행했던 질적 연구를 통해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였고 부

정적인 인간 마음을 ‘빼기’하여 긍정적인 우주 마음으로 변화하는 마음수련 

이론에서 중재의 이론적 기반을 확인하였으며, 유방암 생존자의 신체적, 심

리적 특성을 고려한 마음빼기 내용을 구성하여 1주일에 2회씩 총 8주간 16

회기, 1회에 2시간씩 총 32시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종료한 지 2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

은 유방암 생존자 57명을 모집하여 무작위 배정하였고 최종 분석 대상자는 

실험군 22명, 대조군 24명 이었다. 실험군에게는 개발된 8주간의 마음수련 

명상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대조군에게는 2시간씩 1주일에 1회, 총 4주간

의 자기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사전 조사와 4주 후, 8주 후에 결

과지표의 변화가 군간에 차이가 있는지 측정하였으며, repeated measures 

ANOVA, t‐test, χ2 test 등으로 분석하였고 중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해

를 돕고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험을 서술한 사후 소감문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명상

군은 자기관리 교육군보다 유의하게 우울, 불안, 지각된 스트레스가 감소되

었으며 삶의 질, 수면의 질, 인생만족도, 외상 후 성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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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기술한 질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마음빼기’명상을 만나 ‘마음

빼기’와 씨름하는 적응 과정을 통해 부정적 마음을 빼기 하여 긍정적 마음

으로 변화하는 ‘마음빼기’를 경험하였고 그 결과 삶의 만족과 감사, 긍정성

이 향상되었으며 구속에서 자유로, 닫힌 문에서 열린 세상으로 참 행복을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의 과정평가 결과 본 연

구에서 개발된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명상 프로그램은 유방암 생

존자에게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중재로 확인되었다. 

많은 연구와 이론들에서 건강 증진과 안녕,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

기초월, 영적 건강, 삶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본 연구

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수련 명상을 임상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중재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유의한 효과를 보임으로써 선행연구와 

이론들을 지지할 뿐 아니라, 간호 중재의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총체적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간호학에서 내적 성

찰과 자기치유를 통해 정신적 안녕과 총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음수련명상 중재를 임상에서 활용한다면 암생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간호 중재의 영역을 넓히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유방암 생존자, 마음수련 명상, 우울, 불안, 스트레스, 삶의 질 

학   번 : 2011‐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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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암 생존자의 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35.1명으로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암 생존율 역시 해마다 증가하여 2007~2011년 5년 암 생존율

은 66.3%로 1993~1995년 대비 25.1%나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율 2위인 유방암의 경우, 2007~2011년 발생한 유방암 환자의 5년 생

존율은 91.3%에 이른다(국가암정보센터, 2013). 

암 장기생존율이 향상되면서, 암 생존자들은 치료의 후유증을 관리하면

서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유방

암 생존자들의 다수가 우울, 스트레스, 불안, 분노, 사회적 고립감, 대인관계 

회피나 위축 등의 심리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Golden‐
Kreutz & Andersen, 2004),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치료 후에도 다양한 신

체 증상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Poole & Fallowfield, 2002; Trief & 

Donohue‐Smith, 1996). 국내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조사한 여러 연구

들에서도 부정적 신체상, 불확실성 등의 사회 심리적 문제가 치료종료 후에

도 지속되며, 특히 심리, 영적 영역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김윤선과 태영숙, 

2011) 우울, 불안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가 신체적 증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Yun, Kim, Ahn, & Kim, 2006). 

뿐만 아니라 유방암 생존자들은 암이라고 하는 위기상황에서 죽음의 가능

성에 직면하면서 실존적 질문에 부닥치게 된다. 삶의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

에 처해 있는 환자들의 경우 평소 거의 생각하지 않던 실존적 문제와 영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Burkhardt & Nagai‐
Jacobson, 1985), 이러한 영적 요구들이 충족되지 않고 남아 있을 때 영적 

고뇌(Spiritual distress)가 초래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며 질병에 대한 대처

를 어렵게 한다(Moadel et al., 1999). 국내에서 유방암 생존자 1,933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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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응답이 일반 여성 (9.8%)에 비해 유방암 생존자(16.2%)에게서 훨씬 높게 나

타났다는 것은(Shin & Noh, 2009) 이러한 영적 고뇌를 실증하는 결과이다. 

국내에서 유방암 생존자를 위해 개발된 중재연구들은 주로 신체 활동 및 

운동을 이용한 중재(소향숙, 윤정한과 문재동, 2002; 엄애용, 2006), 웃음

요법, 원예, 아로마 요법 등 다양한 전환활동을 이용한 중재(김소희, 김연

희, 김화정, 이순행과 유시온, 2009; 신정미, 2012; 윤선희 등, 2012; 조은

아, 2010)들로, 정신적, 영적 영역에 초점을 맞춘 중재는 부족하다. 유방암 

생존자에게 전문가가 심리적 영역에 개입한 중재로는 심리교육 집단 프로

그램(황숙연, 박병우와 이경식, 2001; 황숙연, 이인수와 박병우, 2002), 자

기초월감 증진을 위한 자조집단 프로그램(권인각, 박은영, 함윤희, 류성숙

과 이은옥, 2001), 통합적 집단치료 프로그램(김종남, 2005), 심리사회적 

자기효능 증진 프로그램(이광자, 송영선, 조재경과 전효경, 2007), 분노관

리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오복자와 최승이, 2009), 표현적 글쓰기 프로

그램(박은영, 2011), 수용전념 치료(강민지, 2011) 등이 있었다. 

이런 심리사회적 중재는 사회적 지지집단 속에서 자기이해와 표현을 증

진시키고 인지적 왜곡을 교정하며 자아효능감을 향상시켜 심리적 증상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들이 임상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못하였고 중재의 특성상 임상가의 능숙도, 집단 지지

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Edmonds, 

Lockwood, & Cunningham, 1999; Kissane et al., 2007) 효과의 지속성

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러한 심리사회적 중재가 장기적인 효

과를 가지는 지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불일치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김

종남, 2008; Andersen et al., 2008; Cameron, Booth, Schlatter, 

Ziginskas, & Harman, 2007; Classen et al., 2008; Spiegel et al., 2007).

이에 반해, 명상은 자기성찰을 통해 자기치유의 기제를 활성화하는 일종

의 정신 훈련으로서 스스로가 자신에 대하여 상담가 혹은 심리 치료가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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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해 가는 일종의 자가상담(Self‐counseling) 혹은 

자가심리치료(self‐psychotherapy)이다(김정호, 1996). 명상을 통해 개인

의 부정적 감정이 약화되고 행복감을 느끼는 두뇌회로가 강화될 뿐 아니라

(문용린, 2011) 심신의 안정과 각종 증상 개선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준

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으며, 훈련을 통해 스스로 긍정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상이 간호분야의 중재로서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 암환자를 대상으로 명상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초보단계

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야 국내에서도 암환자의 마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암환자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병원

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암환자를 대상으로 명상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으나(장선주, 2010; 강광순, 2010; Kim, Kim, Ahn, Seo, & Kim, 2013) 

아직 환자의 치료를 돕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마음수련 명상은 마음을 빼기 하는 방법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제거하고 

긍정성을 향상시키며 진솔한 자기성찰을 통해 자기 반성과 자아발견을 실

현하고자 하는 명상법이다(정준용, 2006). 그러므로 마음수련명상은 유방

암 생존자의 투병 과정 중에 형성된 부정적 신체상이나 정서를 제거함으로

써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신과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기

초월과 영적 안녕을 획득함으로써 삶의 질과 수면의 질, 인생 만족도, 외상 

후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적합한 중재로 생각된다. 총체적 인간이

해를 바탕으로 하는 간호학에서 대상자들의 영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소회영과 민효숙, 2006; 오복자, 

1997; 전소연과 고일선, 2012), 내적 성찰과 자기치유가 가능하도록 돕는 

명상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간호대

상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

라, 간호중재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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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그 효과를 평가 하고자 함이다.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명상프로그램이 유방암 생존자의 우

울, 불안, 지각된 스트레스, 삶의 질, 수면의 질, 인생만족도,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유방암 생존자

(1) 이론적 정의

전미 암생존자 협회(NCCS: National Coalition for Cancer Survivorship) 

헌장에서는 암생존자를 ‘암 진단을 받은 이후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완료된 상태로 살고 있는 자’로 정의 하였고 그 정의에 따르면 유방암 생존

자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후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완료된 상태로 

살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A병원에서 유방암의 일차치료로서 수술과 항암화

학요법을 종료한 이후 관찰, 또는 보조적 치료를 위해 병원에 규칙적으로 

내원하고 있는 생존자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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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울

(1) 이론적 정의

정상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근심, 침울

함, 무력감 및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기분 장애를 말한다(Vogel, 198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조맹제와 김계희(1993)에 의

해 타당도가 검증된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

한 것을 말한다.

3) 불안

(1) 이론적 정의

불안은 비특정적이고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위협에 대한 정서적 반

응으로 생리적 각성과 여러 가지 유형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걱정과 감정의 

주관적인 느낌이며 기질불안과 상태불안이 있다. 기질불안은 비교적 변화 

하지 않는 개인차를 지닌 획득된 행동 성향으로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자극

적 상황을 지각하는 성향이 개인에 따라 다르며, 상태불안은 긴장이나 염려

가 의식적으로 지각된 감정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정서 상

태를 의미한다(Spielberger, 197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eck 등(1988)이 개발하고 Kwon(1992)이 번안하여 타

당도가 검증된 BAI(Beck’s Anxiety Inventory)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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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각된 스트레스

(1) 이론적 정의

지각된 스트레스란 중요한 최근의 생활사건의 발생에 대해 개인이 지각

한 스트레스 수준이다(Linn, 198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Cohen, Karmarck와 Mermelstein (1983)이 개발한 도구

를 박준호와 서영석(2010)이 표준화한 지각된 스트레스 측정도구 PSS 

(Perceived Stress Scale)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

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삶의 질

(1) 이론적 정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각 개인이 지

각하는 주관적인 안녕상태를 의미한다(Ferrell, 199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Cella 등(1993)이 개발하고 Yoo 등(2005)이 표준화한 유

방암 환자를 위한 삶의 질 척도로서 FACT‐B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reast)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

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6) 수면의 질

(1) 이론적 정의

수면의 질이란 수면의 깊이, 수면 후 기상 시 휴식에 대한 느낌, 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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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등과 같은 주관적인 만족감 정도를 말한다(Pilcher, 

Ginter, & Sadowsky, 199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uysse, Reynolds, Monk, Berman과 Kupfer(1989)가 

개발한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를 Sohn, Kim, Lee와 

Cho(2012)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측정 점수가 낮을수록 

수면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7) 삶의 만족도

(1) 이론적 정의

개인이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주

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다(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하고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것을 김정호(2007)가 수정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

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7점 척도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8) 외상 후 성장

(1) 이론적 정의

매우 도전적인 환경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 얻게 되는 주관적으로 지각하

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로 정의된다(Tedeschi & Calhou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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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와 김교헌(200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외상 후 성장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9) 마음수련 명상

(1) 이론적 정의

마음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의미하는 말로, ‘정신’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두산백과, 2013). 수련이라 함은 인격, 기술, 학문 따위를 닦아서 단

련함을 의미한다(네이버 사전, 2013). 따라서 마음수련은 일반적으로 마음, 

정신을 닦아서 단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조작적 정의

마음수련의 의미는 우(禹)명(明)이 창안하여 마음수련교육원에서 실시하

고 있는 8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정한 명상수련법을 지칭한다. 

마음수련 명상은 1단계에서 8단계까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수련 

방법을 유방암 생존자에게 맞게 보완하여 개발한 명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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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유방암 생존자의 정신사회적 증상과 삶의 질

유방암 치료를 마친 후, 생존자들의 다수가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우울은 유방암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연구되

고 있는 것으로, 우울과 신체증상, 스트레스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뿐 아

니라(Trief & Donohue‐Smith, 1996), 생존율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우울이 유방암 환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주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Giese‐Davis et al., 2011; Somerset, Stout, Miller, & Musselman,  

2004).

유방암 환자의 우울증 발생을 코호트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 생존

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진단을 받은 해에 50%, 2‐4년 후 25%, 5년 후 약 

15%라고 보고된 바가 있다(Burgess et al., 2005). 우리나라의 경우 유방

암 생존자의 우울 발생에 관한 대규모 연구는 없으나, 유방암 수술을 마친 

생존자 128명을 대상으로 CES‐D를 이용하여 조사한 하은혜 등(2008)의 

연구에서 평균 우울점수는 18.48점이었고, 수술 후 5년 이내의 생존자 183

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최복희(2000)의 연구에서는 18.68점으로 조사되어 

16점을 절단점으로 하였을 때 경증 우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4점을 절단점으로 우울을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대상자의 31%가 

우울집단으로 분류된다고 하였으며, CES‐D와 DSM –IV의 진단 준거를 동

시에 적용했을 때 우울장애 집단은 14%(하은혜 등, 2008), 13.7%(하은혜 

등, 2011)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지역사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8.1%였던 결과(김은정, 오경자와 하은혜, 1999)에 비

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유방암 생존자의 우울에 영향

을 주는 변수로는 연령이 어릴수록(하은혜 등, 2008),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은혜 등, 2008; 최은정, 2009; 최복희, 2000), 학력이 낮을수록

(하은혜 등, 2008; 최복희, 2000; 최은정, 2009) 우울 점수가 높았고, 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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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중감, 낙관주의가 낮을수록,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사회적 기

능이 떨어질수록(하은혜 등, 2008), 가족지지가 낮을수록, 영적 건강이 낮

을수록(최은정, 2009) 우울장애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유

방암 진단 후 우울증상과 기질 및 성격특성을 연구한 연구에서(김신희, 

2005) 우울집단으로 분류된 군은 비우울 집단에 비해 위험회피가 높고 걱

정 및 비관주의가 높았으며 자율성과 자기 수용이 낮았다고 했다.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방암 수술 후 환자 

1,180명을 대상으로 FACT‐B 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한 황숙연(2009)

의 연구가 있는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다른 연구와 비교 시 미국이나 일

본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수술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비해 1년 미만인 경우가 삶의 질이 낮았다고 보고했다. 박이

진, 전양환, 한상익과 오세정(2004)의 연구에서도 유방암 수술을 마친 생존

자의 경우 신체, 심리, 사회영역 등에서 대조군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았고 특

히 긍정적 느낌, 사고, 기억, 주의집중력, 자존감, 신체 이미지 등의 심리적 

영역과 대안관계, 사회 지지정도, 성적 활동성 등의 사회영역에서도 삶의 

질이 낮았다고 했다.

권은진(2009)은 유방암 치료가 끝나고 자조모임에 참여한 생존자 122명

에게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을 조사하였는데, Distress Thermometer & 

Problem List(NCCN)로 측정한 디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4.77점이었고 절

단점 4점 이상의 중증 이상의 디스트레스가 63.11%로 나왔는데, 이것은 치

료 중인 암환자를 포함한 국내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치료 종료 후 유방

암 환자들의 디스트레스 정도가 치료 중인 환자의 디스트레스 정도와 유사

할 뿐 아니라, 특히 자조모임 활동을 하는 유방암 환자들 역시 다른 암환자

와 마찬가지로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 가장 

많이 나온 문제영역은 정서적 영역이었으며, 특히 걱정, 두려움, 슬픔, 우울, 

신경질의 5개 문제가 50%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고 했다. 같은 연구에서 

FACT‐B를 이용해 삶의 질을 측정했을 때, 치료 종료 후의 삶의 질도 치료 

시기 환자들과 큰 차이가 없어서 치료 종료 후 생존자의 삶의 질도 간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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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하였다(권은진, 2009). 김윤선과 태영숙(2011)의 연구에서도 유

방암 치료 후 재활시기에도 신체상, 불확실성, 지각한 건강상태 등의 사회 심

리적 문제가 지속되며, 특히 심리, 영적 영역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했다.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지지자원이 있을수록

(권은진, 2009; 김윤선과 태영숙, 2011),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권은

진, 2009; 조계화와 손보경, 2004), 신체상, 자아존중감이 좋고 불확실성이 

낮을수록 (김윤선과 태영숙, 2011)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생존자의 심리사회적 적응력을 조사한 김혜영(2009)의 연구에서

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낮을수록, 증상경험이 낮을수록, 

낙관성과 대처방식 사용을 많이 할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방암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관련요인을 연구한 김희정

(2008)의 연구에서 유방암 치료 후 외상 후 성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로는 외향성, 긍정적 자기존중감등의 심리적 변인이었으며, 긍정적 재

구조화, 적극성, 계획세우기, 수용 등의 대처방식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다고 하였고 부정적 자기 존중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유방암 생존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과 삶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게 지각하도록 돕고

(권은진, 2009; 김윤선과 태영숙, 2011; 조계화와 손보경, 2004)과 걱정 및 

비관주의(김신희, 2005), 부정적 신체상(김윤선과 태영숙, 2011), 불확실성

(김윤선과 태영숙, 2011; 김혜영, 2009; 조계화와 손보경, 2004)과 같은 부

정적 정서를 제거하며, 긍정적, 낙관적 신념(김혜영, 2009), 자기수용과 자

기 존중감(김신희, 2005; 하은혜 등, 2008), 긍정적 재구조화, 적극성, 수용 

등의 대처방식(김희정, 2008)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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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방암 생존자의 영적 건강과 자기초월

많은 암환자들이 암이라고 하는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죽음의 가

능성에 직면하여 실존적 질문과 영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국내에서 유

방암 생존자 1,933명과 일반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실존

적 안녕 수준이 낮은 사람이 일반 여성 (9.8%)에 비해 유방암 생존자

(16.2%)가 훨씬 높게 나타났고 실존적 안녕은 다양한 삶의 질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Shin & Noh, 2009) 암환자의 실존적 안녕에 관심을 가

지고 접근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Ferrell(1996)은 영적 안녕이 암환자로 하여금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지

는 질병과정에서 희망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갖게 한다고 하였고 미국 국

립보건원 암협회(National Cancer Institute, 2013)에서도 암에 대처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영성(Spirituality)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하였

다. 영성(Spirituality)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본성으로서 종교보다 광범위

한 개념이며 자신, 자연, 이웃, 상위존재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존재

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충만된 삶을 살게 해 주는 영적인 태도 및 행위를 

말한다(오복자와 강경아, 2000)

Stallwood와 Stoll은 영적 욕구는 자아의 가장 깊은 요구로서, 삶의 의미

와 목적에 대한 요구, 믿음과 신뢰에 대한 요구, 희망에 대한 요구, 사랑과 

관계에 대한 요구 및 용서받고 싶은 요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복자와 강경아, 2000에 인용됨). 영적 믿음은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희망에 대한 탐구와 실존적 사고를 통해 질병에 대한 대처를 증진시킨다

(Moadel et al., 1999). 

질병 과정을 통해 영적 요구가 잘 충족되고 자기초월이 가능했던 사람들

은 질병경험으로부터 긍정적인 의미를 구성하였는데, 미국, 타이완, 홍콩 

등 여러 나라의 연구들에서(Back‐Pettersson & Segesten, 2000; Chiu, 

2000; Jensen, Lam & Fielding, 2003) 대부분의 유방암 생존자들은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을 평가하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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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정의 하였으며, 디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자기 확신과 자기조절을 회복

시키기 위해 개인의 가치간과 행동을 변화시켰다고 했다. 또 과거의 경험으

로부터 내면의 희망과 힘에 이르렀으며, 다른 사람의 정서적인 지지를 받아

들이고 감사해하는 것을 배워나갔다고 했다(Coward & Kahn, 2005).

개인적 위기에 놓인 대상자들의 자기초월과 안녕상태의 증진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전립선암을 가진 노인 환자(Chin‐A‐Loy & 

Fernsler, 1998), 유방암 환자(Coward, 2003; Coward & Kahn, 2005), 

말기환자의 돌봄제공자(Enyert & Burman, 1999) 등 다양한 연구들이 발

표되었다. 그 중 Coward(2003)는 유방암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초월에 기

초한 8주간의 지지집단 중재 활동을 제공하였는데, 중재 결과 자기초월과 

안녕감이 향상되었고 둘 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암환자의 영적 건강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그와 관련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으나, 그간에 국내 암환자의 경험세계를 분석한 질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암환자가 질병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건강

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암 환자들의 경험세계를 분석한 이명선(1996)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참

여자들은 영적인 삶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원천을 얻

고 있다고 했는데, 영적인 삶은 종교적인 삶을 통하여 내적인 평화를 경험

하는 것이나, 종교적인 것과는 관련 없이 자기초월을 통한 긍정적이고 희망

적인 태도로 자기를 다스려 나가는 생활이라고 하였다. 또 영적인 삶이란 

자신들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라기 보다는 삶에 대

한 태도로서, 보다 의미 있는 삶, 보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정신적

인 노력이었다고 하였다.

또 유방암 환자들의 경험을 분석한 서은영(2008)의 연구에서는 ‘지나가

는 고통을 마음을 낮추어 받아들이고 견뎌냄’이 중심 주제로 도출되었고, 

이 중심 주제는 마음을 비우고 순리대로 현실을 흘러가게 하는 ‘비움’의 측

면과 마음을 강하게 하여 현실을 견뎌내는 ‘버팀’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면적 힘을 통해 질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영적 안녕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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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유방암 생존자의 경험을 분석한 윤미라와 송미순(2013)의 연구에서도 암 

생존자들은 암이라고 하는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실존적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총체적 안녕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초월을 통한 영적 건강의 획득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기성찰의 과정을 통해 가능했으며, 충

분한 자기성찰이 가능하도록 돕는 영적 간호가 매우 중요함을 제언하였다. 

그를 통해 질병 경험이 단지 괴롭고 힘든 고통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과정

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

식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돕는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방암 생존자의 영적 안녕과 관련되어 최근에 보고된 국내연구로는 영

적 안녕과 피로, 희망, 삶의 태도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그에 따르면, 

유방암 생존자의 영적 안녕 정도가 높을수록 피로의 정도가 낮고(전소연과 

고일선, 2012; 태영숙, 최금희, 정윤경과 권수혜, 2012) 희망 정도가 높았

다(전소연과 고일선, 2012). 또 영적 안녕과 삶의 태도에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어서 영적으로 건강하면 질병과 관련된 부정적 환경에도 긍정적인 태

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등(소희영과 민효숙, 2006) 유방암 생존자의 영

적 건강이 매우 중요한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간의 암환자에 대한 관심이 신체적 치료 중심에서부터 영양, 운동, 재

활 등의 영역으로, 더 나아가 사회적, 정신적 안녕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

고 이제는 영적 안녕과 진정한 행복에 이르고자 하는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질병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뿐 아니라, 질병 이후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고자 하는 바램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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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방암 생존자와 명상프로그램 

명상이 의료에 처음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하버드 의대 내과교수

인 Herbert Benson 에 의해서이다. 그는 인도의 초월명상(Transcendental 

Meditation: TM)에서 종교적 의미를 가능한 제거하고 과학적, 의학적 의미

를 강조한 간단한 명상법인 ‘이완반응(relaxation response)’을 서양의학에 

소개하였고 스트레스에 의한 유해반응을 정반대 방향의 평화 이완 반응으

로 바뀌게 하는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장현갑, 2009). 

명상이란 말을 풀이한다면 “깨달음을 얻다”는 뜻이 된다. 다른 말로 풀이

한다면 참다운 자기를 본다는 뜻이다. 명상이란 수행을 통해 자신을 에워싸

고 있는 ‘가면적인 자기(shadow)’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관조의 경지

에 다다르며 본연의 자신을 찾고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기철, 최영민, 김영미와 이정호, 1997).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비롯한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통제되고 각종 심신 증상을 개선해 준다는 

데에 많은 임상가들이 동의하고 있다(정동명과 이상률, 2001; 장현갑, 

2004). 

오늘날 명상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 그러나 크게 나누어 보면 집중명상

(concentration meditation)과 통찰명상(insight meditation)으로 대별되

고 있다(장현갑, 2009). 집중명상은 어떤 하나의 특정 대상에 의식을 집중

시키는 것으로 특정한 낱말이나 구(phrase)와 같은 만트라를 반복하여 읊

조린다거나 촛불과 같은 시각적 대상에 의식을 집중해 나가는 수행이다. 집

중명상의 종류로는 호흡에 집중하는 수식관, 화두에 집중하는 간화선, 염불

에 집중하는 염불선, 그외 만트라를 읊조리거나 만다라를 응시하면서 청각 

또는 시각적 심상에 주의를 모으는 현재 명상법 등이 있다. 통찰명상은 순

간순간 발생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특정한 의식의 개

입이나 판단 없이 지켜보는 것이며 평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자신

의 주관적 편견과 기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차리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과 세계를 보다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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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뜻한다(장현갑, 2009). 

명상의 치유기제를 살펴보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곧 삶을 보는 견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Kabat‐Zinn, 1990/2005). 즉, 명상

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다 큰 전체 우주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체

험하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나 고통을 과거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처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심리

적 지각 변화가 일어나면 신체적 증후가 감소되거나 신체조건이 동시에 개

선된다고 하였다(Kabat‐Zinn, 1990/2005). 

명상의 효과는 다양한 생리적, 심리적 지표의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생

리적 지표에 관련된 국외 연구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마음챙김명상을 

적용한 결과에서 자연살해세포의 활동이 증가되고 혈장 코티졸 농도가 감

소되며(Witek‐Janusek et al., 2008) 수축기압과 심박동수가 감소하고 염

증전구물질인 Th1 cytokines이 감소하였다(Carlson, Speca, Patel, & 

Goodey, 2003; Carlson, Speca, Faris, & Patel, 2007). 심리적 지표 관련

결과로는 유방암 생존자의 불안과 우울이 감소되고(Lengacher, Johnson‐
Mallard, Post‐White, Moscoso, & Jacobesen, 2009; Tacon, Caldera, & 

Ronaghan, 2004)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고(Carlson & Garland, 2005) 효

율적 대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Witek‐Januseke et al., 2008), 삶

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Carlson et al., 2003; Witek‐Januseke 

et al., 2008). Piet, Würtzen과 Zachariae(2012)는 MBSR에 대한 13개의 

비무작위 실험 연구와 9개의 무작위 실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MBSR의 우울과 불안에 대한 효과크기는 비무작위 연구에서 각각 0.42, 

0.60이었으며, 무작위 연구에서는 0.44, 0.37이라고 제시했다.

국외에는 명상이 암환자나 각종 심신 질환에 주는 다양한 효과들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 비하여, 국내에는 명상이 임상현장에서 적용되

어 효과가 입증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국내 마음챙김 명상 논문에 

대한 체계적 고찰 결과에 따르면(양영철, 2010), 국내 마음챙김 명상 관련 

연구는 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의료기관과 연계한 무작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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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연구는 한의학적 치료와 명상을 병행한 경우 단 1편이었으며, 대부분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연구의 방법적 질은 높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양영

철(2010)의 체계적 고찰 이후에 마음챙김 명상이 암환자의 통증과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으나(정은희, 2011) 사례수가 8명으로 작아 일반

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들어 간호학 분야에서 환자중재에 명상을 적용한 시도들이 학위 논

문에서 몇 편 있었다. 유방암 생존자에게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타액 코티졸 수치가 감소했으며(강광순, 2010), 통증 

수준과 불안, 혈압과 맥박이 감소하였고 (정은희, 2011) 국선도를 활용한 

명상프로그램 결과, 유방암 생존자의 불안우울이 감소하고 파워와 삶의 질

이 증가하였다(장선주, 2010)는 보고 등이 있다. 또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

는 유방암 생존자에게 6주간의 뇌파진동명상을 수행한 후 불안과 피로가 

감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Kim et al., 2013).

한편, 건강 분야에서 국외명상 관련 중재법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여 정

리한 신용욱, 권준수와 함봉진(2007)의 종설 연구에서는 뇌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PET)과 뇌기능자기공명영상 (fMRI), 신경전달물질 등을 이용한 

뇌 기능면에서의 변화, 심혈관계 및 면역계에서의 효과, 정신과 영역에서의 

효과를 보고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늦었지만 의료 실정에 맞는 명상법을 개

발해 임상에 활용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4. 마음수련 명상의 치유 원리와 효과

오늘날 명상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 마음수련 명상이 여타의 명상과 다

른 점은 마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정의하여, 적극적 방법으로 수련자가 자신

의 마음을 떠올리고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이석기, 2011). 일

반 명상수련이 주로 마음은 그대로 두고 호흡, 소리, 이미지 등의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접근하거나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들을 관

조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데 비해, 마음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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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은 일반 명상수련의 집중, 비판단적 수용적 자세 등의 명상의 일반적 

특징을 가지면서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마음을 직

접적으로 탐색하고 제거해나가는 방법이다(정준용, 2006).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일상적인 생활사건의 작은 자극에서부터 큰 자극에

까지 다양한 자극을 받는다. 이러한 자극에 의한 감정의 흔적들이 여러 영

상이나 사고, 감정, 신체적 감각, 자신에 대해 갖게 된 확신들(고정관념, 선

입견, 기준, 잣대 등)이 되어 신경에 저장된다. 이것들은 감정뇌에 뿌리를 

박고 합리적인 사고와는 동떨어져서 처리되지 않은 정보묶음이 된다. 그러

다 이전에 경험한 사건과 관련된 어떤 영상이나 소리, 냄새, 감정, 생각, 혹

은 신체적 감각에 아주 미세한 자극이 오면, 자신이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

고 정리되지 못한 채 저장된 기억의 전부를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상

기시켜 고통을 재경험 하게 된다 (Scheriber, 2003/2004). 윤호균(2005)

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위에서 운용되지만, 개인

의 현실(좀 더 정확하게는 주관적 또는 현상적 현실)은 주어진 객관적 현실

과 그의 심리적 준거틀(변별 평가 체계)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하였

다. 주관적 현실이 심리적 준거 틀에 의해 채색된 현실인 한, 그것은 공상이

며, 이런 공상들은 대부분 자기의 두려움을 회피 또는 감소시키고 자기의 

바람을 충족시킴으로써 자기존재를 유지 확장하려는 데서 유래하는 자기 

정당화라고 하였다(윤호균, 2005).

마음수련에서는 이렇게 ‘개인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아온 

삶의 기억 일체’를 마음, 즉 인간마음이라고 정의한다. 즉,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고 기억으로 저장해 놓은 일체가 한편의 영화필름처럼 형성되어 있

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영화필름 속에는 영상과 함께 감정, 고정관념, 

습관, 틀, 기준, 선입견 등이 저장되어 있다. 마음수련 명상은 지금까지 살

면서 쌓아온 이러한 마음을 버림으로써 나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 즉 본성을 

깨닫는 과정으로 지나간 산 삶의 기억을 탐색하여 버리는 것이 기본 원리이

다(김미한, 2012). 

마음수련에서는 마음을 우주(참)마음과 인간(거짓)마음으로 나눈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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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면 인간마음을 마음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주마음

이 진짜의 마음이고 인간마음은 없는 가짜의 마음이라고 정의한다(이종범

과 이경재, 2011). 우주마음은 다른 말로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몸만을 나로 알고, 이 개체의 몸이 살아온 삶의 기억된 생각으로 자

신의 마음을 형성하여 전체와 분리된 자기 마음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는 이것을 실재하는 현실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실재가 아닌 가짜로서 사진

일 뿐이다. 

이와 같이 가짜인 마음을 진짜인 우주마음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마음수

련에서는 빼기를 실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나를 객관화시켜서 인간마음

을 대상화하여 빼고 또 빼서 의식 확장을 하고 궁극에는 인간마음을 다 버

리고 본래의 마음인 우주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간마음이 비워진 만큼 우주마음, 즉 본성이 드러난다(이종범과 이경재, 

2011). 

마음수련 명상법을 통하여 과거의 기억들을 버려 나가면 과거에 묶여있

던 사람이나 사건이 마음의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진정한 참회와 용서의 과

정이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상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마

음을 반영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임을 자각하게 된다(나윤길, 2010). 따라

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나 고통의 대상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보는 시각이나 관점, 그리고 다루는 대처방법에 있어서 변화

가 일어난다. 또 그 과정에서 자기중심적인 개체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우

주적인 관점으로 의식이 바뀌고 확장된다(정준용, 2006; 김도균, 2004). 그

런 의미에서 마음수련은 자기성찰과 자기중심적 사고의 극복을 가져오는 

실천 철학적 훈련이며(김도균, 2004), 인간(거짓) 마음을 우주(참)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변화이론이다(이종범과 이경재, 2011). 

마음수련을 다른 정신치료와 비교해 본다면,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기억 

속에 묻혀있는 감정을 통찰하여 감정정화를 함으로써 스스로 행동에 대한 

통찰을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정신분석치료와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석기, 2011). 또 마음수련 명상은 인지치료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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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치료는 정서발생의 원인을 인지 및 신념에 두고 있고, 개개인의 신념 

등에 의한 역기능적 사고가 분노나 불안 등의 정서를 일으킨다고 보고 이런 

역기능적 사고를 바꿈으로써 부적응 행동이 제거된다고 보았다(천성문, 이

영순과 이현림, 1998). 마음수련 명상은 이러한 역기능적 사고의 근간이 되

는 기억을 마음으로 버리게 함으로써 역기능적 사고의 발생조건을 없애고 

본래의 나(True‐self)를 찾도록 하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심리치료

이다(정준용, 2006; 최경숙, 2003). 따라서 마음수련은 정신분석치료와 인

지치료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방법을 통해 자기 스스로의 내적 치유

가 가능한 명상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음수련 명상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는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 교사나 일

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

구는 거의 없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된 결과를 살펴보면, 학

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음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Yoo & 

Lee, 2013) 불안이 감소되고 집중력과 자율성이 향상되었다(박미란, 

2006)는 보고가 있다. 또 중학생의 분노와 불안, 공격성이 감소되고 긍정성

이 향상되었으며(조현학, 2006; 최경숙, 2003) 고등학생의 강박증, 대인예

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등의 정신건강이 향상되었고(나윤길, 

2010) 청소년 및 대학생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자아존중감과 

자율성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김미한, 2009; 김미한, 유양경, 이은진과 손무

경, 2013) 등이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마음수련 교원 직무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직무만족도

와 자아존중감 및 자기실현이 향상되었으며(이인수와 김지희, 2011; 전진

경, 2004) 홧병 환자의 홧병 증상이 뚜렷하게 감소되었고(정준용, 2006) 알

코올 중독자의 부정적 정서가 감소되고 음주에 대한 신념이 변화되는 등(이

수란, 2006) 부정적 정서를 개선하고 긍정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분명한 효

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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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기틀

본 연구는 Reed(2003)의 자기초월 이론(Self‐Transcendence Theory)

을 이론적 배경으로 적용하고자 한다(Figure 1). 자기초월이론은 Reed에 

의해서 개발된 중범위 이론으로서, 그는 삶과 죽음, 질병과 건강에서의 안

녕상태와 정신적 조망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귀납적 방법으로 이론

을 개발했다. 자기초월 이론의 기초가 된 이론들로는 인간 발달에 대한 새

로운 개념화가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은 생애과정을 노화와 죽음의 과정을 

넘어선 확장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또 Martha E. Rogers의 평형역동의 

원리(Principles of Homeodynamics)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노인과 정

신적 문제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그의 임상 경험과 연구로부터 얻은 

근거를 통해 이론을 구축했다.

자기초월이론의 주요 개념은 개인의 취약성(vulnerability)과 자기초월

(self‐transcendence), 안녕(well‐being), 조절‐매개 요인(moderating‐
mediating factor), 그리고 중재(points of intervention)이다. 취약성

(vulnerability)이란 노화과정과 인생의 어떠한 국면과 함께 발생하거나 건

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개인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인지를 의미한다. 취약

성은 단순히 인간이 인생의 마지막에 직면하였을 때 뿐 만이 아니라 불구, 

만성질환, 실패, 분만, 부모가 되는 순간과 같은 인생의 위기에도 자기초월

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 설명한다.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은 자신의 개념적 경계의 다차원적인 확대

를 의미하는데, 안으로는 내적 경험을 통하여, 밖으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에 의하여, 또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를 현재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

다. 자기초월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즉각적이고 제한적인 관점 이상의 확장

된 의미로서의 자신이며, 이러한 확장된 자신의 인지 가능한 경계들의 지속

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의미한다. 또 자기초월은 한 개인이 자기경계선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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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한계 이상으로 확장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안녕(well‐being)은 총체성과 안녕상태에 대해 개인자신의 표준에 비추어 

스스로 완전하며 건강하다고 느끼는 인지상태이다. 조절‐매개 요인

(moderating‐mediating factor)은 개인과 상황관련 변수인데, 이러한 것들

로는 나이, 성별, 인지능력, 인생경험, 영적 관점, 사회적 환경, 역사적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은 안녕과 자기초월 사이의 관계, 개인의 

취약성과 자기초월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어 그 관계를 약하거나 강하게 만

든다. 자기초월 이론에 있어서 중재, 즉 간호활동은 자기초월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자기초월을 위한 개인의 내면적 요소에 직접적으로 초

점이 맞추어 질 수도 있고 개인의 약점과 자기초월과의 관계, 안녕과 자기

초월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적, 상황관련 요인 중 어떤 요소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자기초월 이론의 세가지 명제를 요약하자면, 첫째, 개인의 취약성이 증가

할 때, 즉 죽음이나 위기 사건 등에 직면하였을 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

해 자기초월이 크게 증가하며 둘째, 자기초월은 안녕과 긍정적 관련성이 있

으며, 셋째, 개인적, 상황적 요소들은 취약성, 자기초월, 안녕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유방암 발병 이라고 하는 인생의 위기상

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내적 경험이나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자기 경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자기초월이 증대되며, 그 결과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안녕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영향

을 주는 다양한 매개요인들이 관여하는데, 이러한 조절‐매개 변수들을 변화

시키거나 개인의 내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초월을 증진시키는 활

동이 간호중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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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del of Self‐Transcendence Theory (From Reed, P. G. 2003). 

In M. J. Smith & P. Liehr (Eds), Middle range theory for nursing 

(p. 150). New York , Springer.

2. 본 연구의 개념적 틀

암이라는 인생의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취약성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태도와 정도가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취약성이 

높아지면 내적 경험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기 경계를 확장하

고자 하는 자기초월이 증대되며, 그 결과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안녕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매개요인들이 관여

하는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방암 생존자의 심리적 안녕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삶의 질 등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로 부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불확실성(김

윤선과 태영숙, 2011; 김혜영, 2009; 조계화와 손보경, 2004), 지각된 건강

상태(권은진, 2009; 김윤선과 태영숙, 2011; 조계화와 손보경, 2004),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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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관주의(김신희, 2005), 부정적 신체상(김윤선과 태영숙, 2011) 등이 

있고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낙관적인 신념(김혜영, 2009), 높은 자

기수용과 자기 존중감(김신희, 2005; 하은혜 등, 2008) 긍정적 재구조화, 

적극성, 수용 등의 대처방식(김희정, 2008), 사회적 지지(권은진, 2009; 김

혜영, 2009)등으로 알려져 있다.   

마음수련 명상은 자아성찰을 통해서 살면서 형성된 부정적 마음과 정서

를 ‘빼기’함으로써 긍정성을 향상시키고 가짜’나’를 버린 만큼 참나인 우주

의 마음으로 의식이 확장되는 명상법이다. 따라서 마음수련의 ‘빼기’ 방법

을 통해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매개요인인 불확실성, 걱정, 비관주의, 

부정적 신체상, 타인에 대한 부정적 정서들을 제거함으로써 긍정적 재구조

화가 이루어져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신념을 갖게 되며 자기 수용, 자기 존

중감이 향상되고 대인관계가 개선되어 사회적 지지가 향상되는 등의 변화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가짜‘나’라는 제한된 경계의 영역을 넘

어서 참나인 우주마음으로 의식이 확장되어 세상에 대한 감사와 삶의 만족

감이 증가되고 행복감이 고양된다. 따라서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명상프로그램은 개인의 내면적인 매개 요인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자기초월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안녕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중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녕 상태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우울, 불안, 지각된 스트

레스가 감소되고 삶의 질, 수면의 질, 인생만족도, 외상 후 성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았다. 안녕상태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내면적인 매개요인들과 자

기초월을 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중재에 참가한 참여자들의 소감

을 기술한 질적 자료로부터 이러한 매개요인과 자기초월의 변화를 엿보고

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이러한 이론적 개념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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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Based on Reed's 

Self-Transcendence Theory 

MM: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 Not measur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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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실험군은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이하 실험군)이며 대조군은 유방암 생존자

를 위한 자기관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이하 대조군)이다. 

제 1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이 감소할 것이다.

제 2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불안이 감소할 것이다.

제 3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지각된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제 4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제 5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수면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제 6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인생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제 7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외상 후 성장이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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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명상 프로그램의 개발 

1) 연구자 준비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한 연구자는 대학병원 간호사로서 

17년, 그 중 종양전문간호사로서 1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방암 환

자의 간호, 처치,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다년간 종양전문간

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유방암의 치료와 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

지고 있었고 유방암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상태 삶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였다.

또 2005년 7월부터 마음수련 명상을 시작한 이래로 8과정과 마지막 참나 

과정까지 수료하였고 약 8년간의 명상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 

7월 마음수련 명상 자율도움(마음수련회 인증 자율 강사) 자격을 취득하여 

학교나 지역사회의 명상지도를 비정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본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해 마음수련회 메인 센터 및 지역의 교육장에서 지속적인 

자율 강사 교육을 받으면서 명상지도의 실제와 노하우를 다져 나갔다.    

2) 요구조사를 위한 질적 연구 실시

유방암 생존자들의 정신적 증상을 개선하고 삶의 질과 만족을 향상시키

기 위해 어떤 중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요구 사정과 통찰을 얻기 위해 유방

암 생존자 25명을 상대로 2012년 12월 10일부터 2013년 1월 10일까지 심

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윤미라와 송미순, 2013). 연구결과 

유방암 생존자들은 암이라고 하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여 실존적 문제와 

영적 고뇌에 부닥치는데, 이를 극복하고 총체적 안녕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서는 자기를 충분히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기성찰의 과정이 필요하며,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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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마음을 긍정적 마음으로 바꿔 먹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생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깊이가 변화되며 자신과 세

계에 대한 제한적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안녕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자기 초월을 증진시키는 영적 간호 

중재가 유방암 생존자의 안녕을 돕는 중요한 중재가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3) 중재의 이론적 기반 확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재의 기반은 마음수련이다. 마음수련의 창시자 우

명은 우리가 진짜라고 알고 있는 ‘나’와 ‘나’가 형성한 세상을 사진세계로 

비유하였다. 인간은 자기가 세상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나 세상에는 존

재하지 않는 사진의 세계인 허상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가짜인 허상 세상과 

그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가 가진 마음세계 

일체와 관념관습의 일체를 버려 진리인 세상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우명, 2011). 즉, 마음수련은 가짜인 인간마음을 버

려 진짜인 우주마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는 마음수

련 8단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www.woomyung.com). 

마음수련명상의 8단계 방법은 가짜인 인간 마음을 버려서 진짜인 우주마

음이 되는 ‘마음빼기’ 방법의 단계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각 단계는 가

짜인 인간 마음을 빼기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으나, 가짜 마음을 버린 만큼 

참마음이 드러나 의식이 전환되고 확장되기 때문에 각 단계에 따라 성취 가

능한 목표와 구체적 명상 방법이 다르다. 또 단계별로 진도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1단계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마음

수련 1단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신이 상상으로 죽어서 넋

이 되어 현재 우주 허공에 있다고 생각한 후 살았던 삶의 기억들을 떠올려 

우주 블랙홀 속으로 버리는 것이다. 자신이 살았던 삶의 기억은 하나의 사

진이나 비디오 테이프처럼 영상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 영상과 함께 그 

것을 경험하였던 당시의 느낌과 감정,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저장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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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번 형성되어 저장된 마음은 이후로 상대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준거틀로 작용하여 또 다른 마음을 형성하는 데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삶의 경험에 의해 끊임없이 형성되고 저장되어 

온 사진의 총체,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며, 그것은 실제 세상이 아니라 허상

이다.  

마음수련 1단계의 방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자신이 실제라고 믿

고 고통 받았던 마음이 실제 세상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중심이 되어 세상

을 바라보고 만들어 놓았던 자신의 마음세계일 뿐임을 인지하게 되고 미워

하고 원망했던 상대에 대한 참회가 일어나며, 세상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우주적 입장에서 성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지의 왜곡이 교정

되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또 가짜 마음을 버려 본성인 참마음(우

주마음)이 된 만큼 부정적 마음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변화되며, 자기를 

구속했었던 마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자기중심적인 개체적인 관점에서 전체

적인 우주적인 관점으로 의식이 바뀌고 확장된다(김도균, 2004; 정준용,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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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ubtraction Method of Maum Meditation

Level Goal Methods

Level 1 Knowing the Universe is one’s self Discarding remembered thoughts

Level 2 Knowing there are no false minds Discarding images of self and 

relationships

Level 3 Knowing the Universe exists within 

one’s self

Discarding the body

Level 4 Knowing the original Soul and Spirit Discarding the body and the 

universe

Level 5 Knowing the original Soul and Spirit 

and the world of the original Soul and 

Spirit

Discarding the body and the 

universe

Level 6 Becoming the original Soul and Spirit Eliminating one’s self and becoming 

the universe

Level 7 Living a life of the universe Discarding the illusionary world and 

the self that is living in that world

Level 8 Living a life of the Truth Eliminating everything, being 

resurrected as the Truth

Note. The subtraction method. Retreived December 17, 2013, from 

http://www.woomyung.com/maummeditation/thesubtractionmethod. 

Copyright 2013 by Maum Meditation. Adapted with Permission.   

4) 중재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마음수련 1단계의 방법을 사용하되, 유방암 생존자의 특성

에 맞추어 중점적으로 버려야 할 마음에 집중하여 마음빼기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유방암 생존자에게 요구되는 자기관리 교육을 초반

기에 배정하였다.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프로그램 

기간은 주로 6주 내지 8주 등이었고(강광순, 2010; 장선주, 2010; Kim et 

al., 2013) MBSR의 메타분석에서 프로그램은 6‐15주까지 다양했으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8주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Ledesma & 

Kumano, 2009; Piet et al., 2012). 본 프로그램은 1주에 2회씩 총 8주간 

16회기, 1회에 2시간씩 총 32시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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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명상 프로그램의 효과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유방암 치료를 마친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이 

유방암 생존자의 우울, 불안, 지각된 스트레스, 삶의 질, 수면의 질, 인생만

족도,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연구설계로서 무작

위배정 대조군 전후 설계이다. 실험군에게는 1주일에 2회, 1회 2시간씩, 총 

8주간의 마음수련 명상프로그램이 제공되었고 대조군에게는 1주일에 1회, 

1회 2시간씩 총 4주간의 자가관리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Table 2.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week

Experimental 
group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MM

Control 
group

 SME       SME       SME       SME

                         Pre test                                Interval test(4wk)                             Post test(8wk)

MM: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SME: Self 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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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시내 1개 대학병원에서 유방암의 일차치료로 수술, 또는 

항암화학요법을 마치고 보조요법 또는 경과관찰을 위해 외래에 방문한 생

존자이며, 본 연구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30세에서 65세 성인 여성

‐ 원발암에 대한 일차치료로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을 종결한지 2년 6개

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본 연구의 의도를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2) 제외기준

‐ 재발, 전이 암 혹은 다른 원발암이 있는 환자

‐ 현재 수술이나 항암치료 중인 환자

‐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기 어려운 자

‐ 과거 비슷한 연구에 참여 경험이 있는 자 

‐ 한글을 읽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

‐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자

‐ 심혈관 질환, 호흡기계 질환, 신경계 질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

뇨, 만성신부전 등 유방암 이외의 다른 급,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

3) 연구 대상자 모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유방암의 일차치료로 수술이

나 항암치료를 마치고 외래 내원 치료중인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명상프로

그램 연구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모집기간은 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19

일까지였으며, 원내 진료과 교수나 간호사 상담 시 대상자를 의뢰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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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외래 및 암교육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하여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연

구참여 희망자에게 선정기준에 합당한지 확인한 후,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직접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시험군과 

대조군 배정은 상담 순서에 따라 1:1 무작위 배정하였고 Random number

는 http://www.randomization.com/을 활용하여 생성하였으며, 본 연구 처

치 수행과 관련 없는 제 3자가 random number를 관리하였다. 배정 후 대

상자에게 배정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였고, 이 때 연구 종료 이후에 원한다

면 명상 프로그램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전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전화로 설문지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우편으로 

배부하여 프로그램 시작 시 가져오도록 했으며, 4주 후와 8주 후의 자료수

집은 중재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보조 연구원이 프로그램 종료 후 귀가 시 

설문지를 배포한 후 다음 참석 시 수거하였다. 자료 수집일에 결석을 하여서 

직접 수거하기가 어려웠던 경우에는 우편으로 반송을 받아 수거하였다. 

4) 연구대상자 표본 크기 선정 및 최종분석

본 연구는 중재군에게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조군에게는 

자기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

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1차 변수는 우울이며, 2차 변수는 불안, 스트레

스, 삶의 질, 수면의 질, 인생만족도, 외상 후 성장이다.  

마음수련 명상은 정서발생의 원인을 인지에 두는 인지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와 비교할 수 있다. 인지치료는 개인이 가지는 신념 등

에 의한 역기능적 사고가 불안이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킨다고 보는데 마음

수련 명상은 이러한 역기능적 사고의 근간이 되는 기억을 마음으로 버리게 

함으로써 역기능적 사고의 발생조건을 없애고 본래의 나를 찾도록 하는 명

상법으로(최경숙, 2003; 김미한, 2012), 인지치료와 명상의 특성을 모두 갖

추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지치료(CBT) 연구를 meta‐analysis한 결과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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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효과크기가 1.21 이었다는(Osborn, Demoncada, & Feuerstein, 

2006) 보고가 있고 명상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시행된 마음챙김 명상

(MBSR)을 유방암 생존자에게 적용했을 때, 우울에 대한 효과크기가 0.55 

(Würtzen et al., 2013)이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

에 근거하여 CBT와 MBSR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본 중재의 효과 크

기를 0.8로 예상하고 G power 3 program (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이용한 statistical power analysis 결과, 각 군당 21명

으로 산출되었다(effect size 0.8, power 0.8, α = .05). 본 연구에서는 중

도 탈락율 20%를 고려하여 각 군당 27명을 등록하였다.

연구에 등록된 대상자 중 실험군 5명과 대조군 3명이 탈락하여 탈락률은 

14.8%였다. 최종분석은 프로그램 참여율 75%이상인 실험군 22명, 대조군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5) 연구 도구

중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양적 자료 수집에 사용한 도구들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도구 개발자 및 번안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도구사용에 대

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였다.

(1) 우울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조맹제와 김계희(1993)에 의해 한국어판의 타

당도가 검증된 도구로서 우울증의 역학조사용으로 폭넓게 쓰인다. 4점 척도

로 총 20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총

점 16점 미만이면 정상이며 16‐24점은 유력우울증, 25점 이상은 확실우울

증으로 진단한다(박준혁과 김기웅, 2011). 국내 타당도 검증에서 

Cronbach’s alpha는 0.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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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안 BAI (Beck’s Anxiety Inventory)

Beck 등(1988)이 개발하고 Kwon(1992)이 번안한 도구로서 인지적, 정

서적, 신체적 영역으로 구성된 4점 척도, 총 21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해 전

혀 아니다는 0점, 약간 느낀다는 1점, 상당히 느낀다는 2점, 심하게 느낀다

는 3점으로 총점을 모두 합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심한 것

을 의미한다. 

(3) 지각된 스트레스 PSS (Perceived Stress Scale)

Cohen, Karmarck 와 Mermelstein (1983)이 개발하고 박준호와 서영석

(2010)이 표준화한 도구로서, 심리사회적 건강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

관적 스트레스 측정도구이다. 6점 척도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

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는 0점, 거의 그렇지 않다는 1점, 가끔 그렇다는 2

점, 종종 그렇다는 3점, 자주 그렇다는 4점, 항상 그렇다는 5점을 주어 총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다. 명확한 절단값은 없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 표준화시 Cronnbach’s alpha는 

0.89였고 본 연구에서는 0.81이었다.

(4) 삶의 질 FACT‐B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reast)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 (FACIT) 

system은 Cella에 의해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1993년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General(FACT‐G)가  개발되었다. 그 이후 FACT‐B는 FACT‐G
에 유방암 환자의 특징적인 문항을 추가하여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

하는 도구로 개발되었다. Yoo 등(2005)에 의해 한국어판이 번역되어 타당

화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한국어판 FACT‐B의 Cronbach alpha는 0.90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0.92이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신체 상태, 사회/ 가족 

상태, 정서 상태, 기능상태, 유방암 관련 상태 등 총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상당히 그렇다 4점 까지의 라이커

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FA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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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www.facit.prg)의 사용허가서를 받았고 기관에서 제공한 도구와 

계산방법에 대한 지침서에 따라 점수화하였다.

6) 수면의 질 K‐PSQI (Korean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Buysse 등(1989)이 개발한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를 

Sohn 등(2012)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 연구를 수행한 K‐PSQI로, 주

관적인 수면의 질 1문항, 수면 잠재기 2문항, 수면기간 1문항, 습관적인 수

면의 효율성 2문항, 수면 방해 9문항, 수면제의 사용 1문항, 낮 동안의 기능

장애 2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가지 구성요소를 더한 

것이 총합이 된다. 원 도구와 한국어판 번안 도구에서는 잠자리를 같이 쓰는 

사람에 대해 묻는 질문이 마지막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항은 점수화

하지 않으며, 연구 시 생략해서 써도 좋다는 도구 원저자의 제언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문항을 제외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총합 점수

는 0점에서 21점 사이이며, 5점 미만은 수면의 질이 좋은 상태이며 5점 이

상은 수면의 질이 나쁜 상태로 평가한다. 한국어판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0.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73이었다.

7) 삶의 만족도 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iener 등(1985)이 개발하고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것을 김

정호(2007)가 수정하여 사용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로 측

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7점 척도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

수록 주관적인 인생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점수가 30‐35점 사이는 매

우 만족하는 상태, 25‐29는 만족하는 상태, 20‐24는 평균 상태이며 15‐19

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상태, 10‐14는 불만족하는 상태, 5‐9는 매우 불만족

하는 상태이다. 한국어판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0.84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0.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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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상 후 성장 PTGI (Posttraumatic Growth Index)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와 김교

헌(200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외상 경험 

이후 긍정적인 변화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나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

하였다 0점부터 나는 매우 많이 경험하였다 5점까지 6점 라이커트 척도인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PTGI 의 다섯개 하부요인은 첫째, 외상 경험 후 

변화된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둘째, 인생에서의 흥미와 기대 그리고 가능

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셋째, 외상 사건 이후 개인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내적 강점을 의미하는 ‘개인 내적 힘의 발견’, 넷째, 

종교적, 영적, 정신세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영적, 종교적 관심의 증가, 다섯

째, 외상 경험 후 삶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삶에 감사하게 되었다

는 것을 의미하는 ‘삶에 대한 감사’ 등이다. 송승훈과 김교헌의 연구에서 요

인분석 결과 5문항을 제거한 16문항 짜리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를 구성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판의 21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외상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판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0.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95이었다.

9)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암호화하여 SPSS 19를 이용하여 다음의 통계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룹간의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 t‐test 등으로 분석

하였고 사전 조사와 4주후, 8주후 시점에 따라 결과지표의 변화가 군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repeated measured ANOVA, t‐test 등으로 분석

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05 으로 보았다. 종속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면서, 각 종속변수의 

Mauchly 구형성 검증을 확인하였고 구형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단일변량의 

결과로, 구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Epsilon 교정값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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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추가분석: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명상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후 소감문 질적 분석

질적 연구는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연구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하며, 

연구 현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현상의 깊이, 풍부함, 복잡성을 발견

하는 방법이다(이명선, 최경숙, 손행미, 은영, 2005).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

램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중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참여

자들의 소감문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바로 전 회기에 수업을 진행한 후, 참여자들에게 프

로그램 참여에 대한 사후 소감문을 자유롭게 써서 종료 시 제출하도록 하였

다. 소감문의 형식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으며, 프

로그램 참여 중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 명상프로그램이 본인의 우울, 불

안, 스트레스, 삶의 질, 수면의 질, 인생만족도, 외상 후 성장 등에 미친 영향

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후 소감문은 Hsieh와 Shannon(2005)이 제시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참고로 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20개의 자료에서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일차적으로 개방 코딩한 후 유사한 문장과 단락으

로 모아 구분하고, 구분된 문장과 단락을 범주화하여 명명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질

적 연구의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truth‐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요소를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소감문 내용을 요약하여 분석한 결과를 연구 대상자 3명에게 확인

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하여 사실적 가치와 적용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를 간호학 교수 1인에게 확인하여 수정, 보완함으

로써 연구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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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의 개발 

1) 실험군의 마음수련명상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마음수련 명상의 마음빼기방법을 통하여 내적 요인으로는 

자기초월을 향상시키고 조절, 매개요인으로는 개인의 부정적 정서요인을 

제거하는 중재이다. 유방암 생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질병에 대한 걱정이

나 불안, 치료 중에 겪었던 슬픔이나 우울, 가족이나 대인 관계에서 겪었던 

갈등, 미움, 원망, 집착, 부정적 신체상 등 중점적으로 버려야 할 마음에 집

중하여 마음빼기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 건강관리에 대

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와 동기부여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초반기에 유방암 생존자에게 요구되는 자기관리 교육을 

결합하였다. 명상을 처음 접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반기에는 마

음의 형성과정과 마음빼기의 원리에 대한 강의를 위주로 하여 명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명상 시간을 짧게 배정하였고 명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명상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갔다. 또 명상 프로그램

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명상방법에 대한 숙련과 집에서의 자가실행을 

독려하기 위해 5회기 부터는 소그룹의 모임 시간도 일부 배정하였다. 

또한, 명상이 시작되는 초반기에 대상자들에게 지금 현재 가장 버리고 싶

은 힘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자 자유롭게 적어보고 그 마음으로 인해 

힘든 정도를 점수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스스로 확인

하고 버리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시켰다. 

중재기간은 명상을 중재로 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총 8주로 주당 2회 총 

16회차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1회기당 시간은 2시간이었다. 중재 제공

자는 종양전문간호사이자 마음수련 명상 자율강사(마음수련회 인증) 자격

을 취득한 연구자 1인과 마음수련 명상 자율강사 자격을 취득한 보조 진행

자 3인이었다. 강의와 명상안내는 본 연구자가 제공하였고 보조 진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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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 모임에서 명상 방법에 대해 대상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응

답과 독려를 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마음수련 명상의 실행이 주요한 중재

였으므로 실제 명상시간을 확보하고 명상 이외의 효과 배제를 위해 소그룹 

모임 시간은 최소로 배정하였고 집에서의 실행을 독려하는 문자를 일주일

에 2회씩 발송하였다. 총 16회기 중 마음수련 명상 강사의 특강을 4회 초빙

하였고 나머지 강의와 명상안내는 본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중재는 연구대

상자가 모집된 A대학병원의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Table 3. Program of Maum Meditation for Breast Cancer Survivors

Session Theme Contents Format Time

1

Orientation · Introduction of program Lecture 45

Management of mind 

and stress

·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mind Lecture 45

2

Secondary cancer
· Understanding the prevention of 

secondary cancer

Lecture 45

Symptom 

management

· Understanding the symptom management 

after tx

Lecture 45

3
Diet for healthy life · Understanding for healthy diet Lecture 45

Principle of mind ·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false mind Lecture 45

4*

Exercise for healthy 

life

· Understanding for healthy exercise Lecture 45

Principle of 

information of mind

· Understanding the method of subtraction 

of mind

Lecture 45

5**

Principle of 

subtraction of mind

· Understanding for principle of false mind 

and subtraction of false mind

Lecture 50

Maum meditation 1 · Substract the false mind through the life Meditation 20

6

Negative mind & 

positive mind

·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mind

Lecture 40

Maum meditation 2 · Subtract the sorrow, resentment, sadness Meditation 50

7**
Mind in daily life · Subtract the useless mind in daily life Lecture 20

Maum meditation 3 · Subtract the hate, anger, regret Meditation 50

8

Interaction of mind 

and body

·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 of mind and 

body

Lecture 40

Maum meditation 4 · Subtract the greed, obsess, & selfishness Meditation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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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gram of Maum Meditation for Breast Cancer Survivors(continued)

Session Theme Contents Format Time

9

Principle of formation 

of negative mind

·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formation 

of depressive, anxious, stressful mind

Lecture 40

Maum meditation 5
· Subtract the depressive, anxious, 

stressful mind

Meditation 50

10** Maum meditation 6

· Subtract the false mind (individually 

wanted)

Meditation 40

· Subtract the false mind (individually 

wanted)

Meditation 40

11 Maum meditation 7

· Subtract the false mind (individually 

wanted)

Meditation 45

· Subtract the false mind (individually 

wanted)

Meditation 45

12**

Mind not well 

discarded

· Understanding mind which is not well 

discarded

Lecture 40

Maum meditation 8
· Subtract the mind which is not well 

discarded

Meditation 50

13

Mind fulfilled with 

negative feelings

·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negative 

feelings

Lecture 40

Maum meditation 9
· Subtract the mind with fulfilled with 

negative feelings

Meditation 50

14** Maum meditation 10

· Subtract the mind with fulfilled with 

negative feelings

Meditation 40

· Subtract the false mind (individually 

wanted)

Meditation 40

15 Maum meditation 11
· Subtract the mind of negative body image Meditation 45

· Subtract the anxiety of future Meditation 45

16

Maum meditation 12 · Subtract the negative mind through life Meditation 20

Wrap up & graduation
· Express personal impression Activity 50

· Promise of living with positive mind Lecture 20

*4th session: 20mins was spent for self examination about mind they want to 

discard individually 

**5, 7, 10, 12, 14th session: last of 20mins was spent in small group 

discussion for Q&A about meditation method and sharing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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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조군의 자기관리교육 프로그램

대조군에게는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었

다. 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오리엔테이션과 치료 후의 삶 이해하

기, 마음안정과 스트레스 관리, 건강을 위한 운동관리, 식이관리, 이차암 검

진의 내용은 실험군과 동일하였고 유방자가검진, 가족 및 대인관계의 향상

을 위한 대인관계의 원리,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강의와 실습 등으로 구성

되었다. 강의는 본 연구자가 1회, 나머지 강의는 전문의, 외과 전문간호사, 

임상 영양사, 전문코치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루어졌으며, 1회 2시간씩 

4회의 강의형식으로 진행되었다. 

Table 4. Program of Self Management Education for Breast Cancer 

Survivors

Session Theme Contents Instructor Format Time

1

Orientation · Introduction of program Investigator Lecture 50

Management of mind 

and stress

·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mind

Investigator Lecture 50

2

Exercise for healthy 

life

· Understanding for healthy 

exercise

*CNS Lecture 50

Principle of 

interpersonal 

interaction

·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interpersonal interaction

Professional 

Coach

Lecture 50

3

Secondary cancer · Understanding the 

prevention of secondary 

cancer

Oncologist Lecture 50

Skills of 

interpersonal 

conversation

· Understanding the skills of 

interpersonal conversation

Professional 

Coach

Lecture 50

4

Diet for healthy life · Understanding for healthy 

diet

Dietitian Lecture 50

Breast self 

examination(BSE)

· Understanding the method 

of BSE

*CNS Lecture 50

*CNS: Clinical nurse specialist in department of breast endocrin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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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명상 프로그램의 효과 

1) 연구대상자의 사전 동질성 검정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48.44(±8.16)세였으며 50세 이상이 50%로 

가장 많았고 40‐49세 사이가 30.4%, 30‐39세 사이가 19.6%를 차지하였다. 

교육 정도는 고졸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상이 43.5%, 중졸 이하

가 10.9%를 차지하였다. 직업의 유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43.5%

였으며, 직업이 없거나 전업주부인 경우가 56.5%를 차지하였다. 경제상태

는 87.0%가 중,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13.0%였다. 결혼상태는 80.4%가 기혼 이였으며, 19.5%는 미혼, 이혼이나 

별거, 또는 사별 상태였다. 종교는 천주교가 30.4%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28.3%, 불교 17.4,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3.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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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ome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Categories
Exp(n=22) Cont(n=24) Total(n=46) 

χ² p
n(%) n(%) n(%)

Age(yr)

(Mean=48..44

±8.16)

30‐39 5(22.7) 4(16.7) 9(19.6)

*0.429 0.92640‐49 6(27.3) 8(33.3) 14(30.4)

≥50 11(50.0) 12(50.0) 23(50.0)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1(4.5) 4(16.7) 5(10.9)

*2.784 0.235High school 9(40.9) 12(50.0) 21(45.7)

College or more 12(54.5) 8(33.3) 20(43.5)

Employment
Employment or self‐employed 10(45.5) 10(41.7) 20(43.5)

0.067 1.000 
Unemployed or others 12(54.5) 14(58.3) 26(56.5)

Economic status
Middle or more 19(86.4) 21(87.5) 40(87.0)

*0.013 1.000 
Low 4(13.6) 3(12.5) 6(13.0)

Marital status

Married 16(72.7) 21(87.5) 37(80.4)

*1.557 0.276Divorced/seperated or 

widowed/single

6(27.3) 3(12.5) 9(19.5)

Religion

Protestant 9(40.9) 4(16,7) 13(28.3)

*4.323 0.241
Catholic 6(27,3) 8(33.3) 14(30.4)

Buddhist 4(18.2) 4(16.7) 8(17.4)

None 3(13.6) 8(33.3) 11(23.9)

* Fisher's exact test 결과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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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진단 시 병기는 I기인 경우가 41.3%, II기가 

58.7%였고 보조적 항암치료를 시행 받은 경우가 84.8%로 대다수였으며, 

받지 않은 군은 15.2%였다. 보조적 항호르몬 요법은 54.3%가 받거나 받고 

있었고 보조적 표적치료는 30.4%가, 보조적 방사선요법은 76.1%가 시행 

받았다. 수술은 유방 보존술을 받은 경우가 69.6%였고 전절제술이 2.0%, 

재건술을 받은 경우가 8.7%를 차지했다. 수술 후 경과 기간은 평균 9.34개

월이었고 범위는 1개월에서 30개월 사이였다. 이상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대해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χ2 test, t test를 시행한 결과, 실

험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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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omeogeneity of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Categories
Exp(n=22) Cont(n=24) Total(n=46) 

χ² p
n(%) n(%) n(%)

Stage I 8(36.4) 11(45.8) 19(41.3) 0.425 0.515

II 14(63.6) 13(54.2) 27(58.7)

Adjuvant 

Chemotherapy

Yes 17(77.3) 22(91.7) 39(84.8) 　 　

No 5(22.7) 2(8.3) 7(15.2) *1.843 0.172

Adjuvant 

endocrine Tx

Yes 14(63.6) 11(45.8) 25(54.3) 1.466 0.253

No 8(36.4) 13(54.2) 21(45.7)

Adjuvant 

Target tx

Yes 6(27.3) 8(33.3) 14(30.4) 0.199 0.754

No 16(72.7) 16(66.7) 32(69.6) 　 　

Adjuvant

Radiotherapy

Yes 17(77.3) 18(75.0) 35(76.1) 0.033 1.000 

No 5(22.7) 6(25.0) 11(23.9)

Operation

Mastectomy 4(18.2) 6(25.0) 10(21.7) *0.462 0.892

Conserving operation 16(72.7) 16(66.7) 32(69.6)

Reconstruction 2(9.1) 2(8.3) 4(8.7) 　 　

Duration after

Operation(Month)
Range(1‐30)

Mean(SD) Mean(SD) Mean(SD) t p

9.63(7.15) 9.08(5.89) 9.34(6.46) .287 .775

* Fisher's exact test 결과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Tx: treatment 

-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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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사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종속변수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해 t‐test를 시

행한 결과, 우울, 불안, 지각된 스트레스, 삶의 질, 수면의 질, 인생만족도, 

외상후 성장 등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Home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Exp(n=22) Cont(n=24) Total(n=46) 

t p
Mean (SD) Mean (SD) Mean (SD)

Depression (CES‐D) 16.36(9.8) 13.91(10.50 15.08(10.13) .815 .420

Anxiety (BAI) 11.50(8.37) 8.62(7.54) 10.00(7.99) 1.225 .227

Perceived stress scale 

(PSS)

17.00(4.79) 16.08(6.26) 16.52(5.56) .554 .583

Quality of Life 

(FACT‐B)

86.95(16.06) 89.04(21.27) 88.04(18.78) ‐.373 .711

Quality of Sleep 

(PSQI)

7.95(2.66) 7.41(4.37) 7.67(3.62) .498 .621

Satisfaction with Life 

(SWLS)

18.54(6.26) 19.29(4.30) 18.93(5.28) ‐.474 .683

Posttraumatic growth 

(PTGI)

65.36(16.20) 58.62(21.14) 61.84(19.04) 1.205 .235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BAI: Beck's 

Anxiety Inventory, FACT-B: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Breast,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TGI: Post Traumatic Growth Index

(3) 가설 검정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이 유방암 생존자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삶의 

질, 수면의 질, 외상 후 성장, 인생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군(마음수련 명상군)과 대조군(자가관리 교육군)의 시간에 따른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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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변화 차이가 있는지를 repeated measures ANOVA로 검정하였다. 

또 어느 시점에서 군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시기별 측정

값의 차이값을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제 1가설: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유방암 자기관리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조군보다 우울이 감소할 것이다.

마음수련 명상군과 자리관리 교육군의 시간에 따른 우울의 변화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집단 간 시기에 따른 우울점수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F= 3.521 p=.034) 가설1은 지지되었다. 이를 다시 시점별로 비

교하기 위해 각 측정 시기의 차이값을 t‐test로 분석한 결과, 사전 측정값과 

4주 후 측정값의 차이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130 p=.897) 

4주 후와 8주 후 측정값이 차이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2.219 p=.032), 8주 후 측정과 사전 측정값의 차이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445  p=.019). 각 시기별로 모두 마음수련 명상군의 우울 점수

가 자기관리 교육군보다 더 감소하였다. 

Table 8. Repeated Measures ANOVA of Depression(CES‐D)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Source 　 　 SS df MS F p

CES‐D
Within‐subjects

Time 1130.6  2 565.302 26.556 <.001

Time*Group 149.907  2 74.954 3.521 .034

Error 1873.3 88 21.287

Between‐subjects
Group 8.190  1 8.19 .109 .742

Error 3291.938 44 74.817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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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core of Depression(CES-D)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Group
Pretest 4wks test 8wks test

Mean (SD) pa Mean (SD) pb Mean (SD) pc

CES‐D MM (n=22) 16.36 ( 9.80)
.897

14.27 (10.82)
.032

7.27 (7.32)
.019

SME (n=24) 13.91 (10.50) 12.08 (10.21) 9.37 (7.24)

MM: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SME: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a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4wks between two groups  
b Compaired the difference of 4wks‐8wks between two groups 
c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8wks between two groups 

Figure 3. Change of Depression(CES-D) in Process of Time

MM: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survivors

SME: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a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4wks between two groups  
b Compaired the difference of 4wks‐8wks between two groups 
c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8wks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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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가설: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유방암 자가관리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조군보다 불안이 감소할 것이다.

마음수련 명상군과 자리관리 교육군의 시간에 따른 불안의 변화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집단 간 시기에 따른 불안 점수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

가 있으므로(F= 3.448 p=.036)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이를 다시 시점별로 

비교하기 위해 각 측정 시기의 차이값을 t‐test로 분석한 결과, 사전 측정값

과 4주 후 측정값의 차이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548 

p=.587) 4주 후와 8주 후 측정값이 차이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t=2.218 p=.032), 8주 후 측정과 사전 측정값의 차이 역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t=2.295  p=.027). 각 시기별로 모두 마음수련 명상군의 불안 

점수가 자기관리 교육군보다 더 감소하였다. 

Table 10. Repeated Measures ANOVA of Anxiety(BAI)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Source SS df MS F p

BAI

Within‐subjects

Time 255.295  2 127.647 12.531 <.001

Time*Group 70.251  2 35.126 3.448 .036

Error 896.386 88 10.186

Between‐subjects
Group 26.350  1 26.350 .612 .438

Error 1893.495 44 43.034 　 　
  

BAI: Beck’s Anxiety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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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core of Anxiety(BAI)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Group
Pretest 4wks test 8wks test

Mean (SD) pa Mean (SD) pb Mean (SD) pc

BAI
MM (n=22) 11.50 (8.37)

.587
9.54 (6.68)

.032
6.50 (6.82)

.027
SME (n=24)  8.62 (7.54) 7.41 (6.97) 6.95 (5.74)

MM: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SME: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a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4wks between two groups  
b Compaired the difference of 4wks‐8wks between two groups 
c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8wks between two groups 

Figure 4. Change of Anxiety(BAI) in Process of Time

MM: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survivors

SME: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a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4wks between two groups  
b Compaired the difference of 4wks‐8wks between two groups 
c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8wks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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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가설: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유방암 자가관리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조군보다 지각된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마음수련 명상군과 자리관리 교육군의 시간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의 

변화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집단 간 시기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점수

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F= 6.019 p=.005) 가설 3은 지지되었

다. 이를 다시 시점별로 비교하기 위해 각 측정 시기의 차이값을 t‐test로 분

석한 결과, 사전 측정값과 4주 후 측정값의 차이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고(t=.091 p=.928) 4주 후와 8주 후 측정값이 차이는 두 군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3.628 p=.001), 8주 후 측정과 사전 측정값의 차

이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27  p=.015). 각 시기별로 모두 마음수

련 명상군의 지각된 스트레스 점수가 자기관리 교육군보다 더 감소하였다. 

Table 12. Repeated Measures ANOVA of Perceived Stress(PS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Source SS df MS F p

PSS

Within‐subjects

Time 321.147 1.731 185.531 15.837 <.001

Time*Group 122.046 1.731 70.507 6.019 .005

Error 892.230 76.162 11.715

Between‐subjects
Group 2.546 1 2.546 .114 .738

Error 984.935 44 22.385 　 　

PSS: Perceived Stress Scale



- 53 -

Table 13. Score of Perceived Stress(PS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Group
Pretest 4wks test 8wks test

Mean (SD) pa Mean (SD) pb Mean (SD) pc

PSS
MM (n=22) 17.00 (4.79)

.928
16.13 (4.47)

.001
11.40 (5.06)

.015
SME (n=24) 16.08 (6.26) 15.33 (6.01) 14.54 (5.39)

MM: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SME: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a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4wks between two groups  
b Compaired the difference of 4wks‐8wks between two groups 
c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8wks between two groups 

Figure 5. Change of Perceived Stress(PSS) in Process of Time

MM: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survivors 

SME: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a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4wks between two groups  
b Compaired the difference of 4wks‐8wks between two groups 
c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8wks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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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가설: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유방암 자가관리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조군보다 삶의 질이 증가할 것이다.

마음수련 명상군과 자리관리 교육군의 시간에 따른 삶의 질의 변화 차이

를 검정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

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집단 간 시기에 따른 삶의 질 점수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F= 13.490 p<.001)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이를 다시 시점

별로 비교하기 위해 각 측정 시기의 차이값을 t‐test로 분석한 결과, 사전 측

정값과 4주 후 측정값의 차이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711 

p=.481) 4주 후와 8주 후 측정값이 차이는 두 군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4.688 p<.001), 8주 후 측정과 사전 측정값의 차이 역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109 p<.001). 각 시기별로 모두 마음수련 명상

군의 삶의 질이 자기관리 교육군보다 증가되었다. 

Table 14. Repeated Measures ANOVA of Quality of Life(FACT-B)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Source SS df MS F p

FACT-B

Within-subjects

Time 5323.111  2 2661.556 35.868 <.001

Time*Group 2002.010  2 1001.005 13.490 <.001

Error 6530.048 88 74.205

Between-subjects
Group 227.118  1 227.118 .932 .340

Error 10718.283 44 243.597 　 　

FACT-B: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r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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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Score of Quality of life(FACT-B)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Group
Pretest 4wks test 8wks test

Mean (SD) pa Mean (SD) pb Mean (SD) pc

FACT-B
MM (n=22) 86.95 (16.06)

.481
94.45 (14.53)

<.001
110.72 (12.94)

<.001
SME (n=24) 89.04 (21.27) 94.16 (20.56)  95.58 (15.00)

MM: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SME: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a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4wks between two groups  
b Compaired the difference of 4wks‐8wks between two groups 
c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8wks between two groups 

Figure 6. Change of Quality of Life(FACT-B) in Process of Time

MM: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survivors 

SME: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a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4wks between two groups  
b Compaired the difference of 4wks‐8wks between two groups 
c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8wks between two groups 



- 56 -

제 5가설: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유방암 자가관리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조군보다 수면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마음수련 명상군과 자리관리 교육군의 시간에 따른 수면의 질의 변화 차이

를 검정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

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집단 간 시기에 따른 수면의 질 점수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F= 2.341 p=.102)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이를 다시 시점별

로 비교하기 위해 각 측정 시기의 차이값을 t‐test로 분석한 결과, 사전 측정

값과 4주 후 측정값의 차이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577 

p=.567) 4주 후와 8주 후 측정값의 차이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t=1.962 p=.056), 8주 후 측정과 사전 측정값의 차이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843  p=.072). 그러나 4주와 8주 사이, 사전과 8주 사이의 평균 

점수를 보면 마음수련 명상군의 점수가 자기관리 교육군의 점수보다 더 나

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각각 .056, .072였다.

Table 16. Repeated Measures ANOVA Quality of Sleep(PSQI)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Source SS df MS F p

PSQI

Within‐subjects

Time 86.929  2 43.464 15.428 <.001

Time*Group 13.190  2 6.595 2.341 .102

Error 247.912 88 2.817

Between‐subjects
Group .106  1 .106 .013 .910

Error 359.810 44 8.177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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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Score of Quality of Sleep(PSQI)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Group
Pretest 4wks test 8wks test

Mean (SD) pa Mean (SD) pb Mean (SD) pc

PSQI
MM (n=22) 7.95 (2.66)

.567
6.81 (2.73)

.056
5.27 (2.97)

.072
SME (n=24) 7.41 (4.37) 6.70 (3.19) 6.20 (2.63)

MM: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SME: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a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4wks between two groups  
b Compaired the difference of 4wks‐8wks between two groups 
c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8wks between two groups 

Figure 7. Change of Quality of Sleep(PSQI) in process of time

MM: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survivors 

SME: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a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4wks between two groups  
b Compaired the difference of 4wks‐8wks between two groups 
c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8wks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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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추가 분석을 하였는데, PSQI는 수면의 질 총점이 5점 미만인 

경우는 양호, 5점 이상인 경우를 불량으로 해석하므로, 그 기준에 따르면 

명상군의 경우는 중재 전에 수면의 질 점수가 5점 이상으로 불량한 경우가 

20명(90.9%)이었다가 중재 후 12명(54.5%)으로 감소한 반면에, 교육반의 

경우는 중재 전에 5점 이상으로 불량한 경우가 17명(70.8%)이었는데 8주 

후 측정 시에는 20명(83.8%)으로 약간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전 측정값과 8주 후 측정값의 변화를 χ2 test로 분석해 보면, 마음수련 명

상군에서는 사전에 수면의 질이 불량하다가 8주 후 양호로 바뀐 경우가 8

명(36.4%)이었고 양호에서 불량으로 변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으며, 불량

에서 불량으로 변화 없는 경우가 12명(54.5%), 양호에서 양호로 변화가 없

는 경우가 2명(9.1%)이었다. 그러나 대조군의 경우는 불량에서 양호로 변

한 경우가 1명(4.2%)에 불과했고 오히려 양호에서 불량으로 바뀐 경우가 4

명(16.7%)이었으며 불량에서 불량으로, 양호에서 양호로 변화가 없는 경우

는 각각 16명(66.7%), 3명(12.5%)였다. 이러한 두 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χ2= 9.887, P=.010)

Table 18. Change of Quality of Sleep(PSQI) from Pretest to 8wks‐tes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Pretest 8wks‐test
MMBC SME Total

χ2 p
N % N % N %

Bad      ➜ Good 8 (36.4) 1 (4.2) 9 (19.6)

*9.887 0.010 

Bad      ➜ Bad 12 (54.5) 16 (66.7) 28 (60.9)

Good    ➜ Good 2 (9.1) 3 (12.5) 5 (10.9)

Good    ➜ Bad 0 (0) 4 (16.7) 4 (8.7)

Total 22 (100) 24 (100) 46 (100)

* Fisher's exact test 결과   Bad = PSQI ≥5  Good = PSQI <5

MM: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SME: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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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가설: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유방암 자기관리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조군보다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마음수련 명상군과 자기관리 교육군의 시간에 따른 인생만족도의 변화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

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집단 간 시기에 따른 인생만족도 점수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F= 20.180 p<.001) 가설 6은 지지되었다. 이를 다

시 시점별로 비교하기 위해 각 측정 시기의 차이값을 t‐test로 분석한 결과, 

사전 측정값과 4주 후 측정값의 차이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t=‐1.716 p=.093) 4주 후와 8주 후 측정값의 차이는 두 군간에 매우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t=‐4.902 p<.001), 8주 후 측정과 사전 측정값의 차이 

역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063  p<.001). 각 시기별로 모두 마

음수련 명상군의 인생 만족도 점수가 자기관리 교육군보다 더 증가하였다. 

Table 19. Repeated measures ANOVA of Satisfaction with Life(SWL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Source SS df MS F p

SWLS

Within‐subjects

Time 377.554  2 188.777 19.149 <.001

Time*Group 397.873  2 198.936 20.180 <.001

Error 867.533 88 9.858

Between‐subjects
Group 72.320  1 72.320 4.037 .051

Error 788.269 44 17.915 　 　

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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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Score of Satisfaction with Life(SWL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Group
Pretest 4wks test 8wks test

Mean (SD) pa Mean (SD) pb Mean (SD) pc

SWLS
MM (n=22) 18.54 (6.26)

.093
20.40 (4.58)

<.001
26.40 (3.33)

<.001
SME (n=24) 19.29 (4.30) 19.33 (5.26) 19.20 (5.39)

MM: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SME: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a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4wks between two groups  
b Compaired the difference of 4wks‐8wks between two groups 
c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8wks between two groups 

Figure 8. Change of Satisfaction with Life(SWLS) in Process of Time

MM: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survivors 

SME: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a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4wks between two groups  
b Compaired the difference of 4wks‐8wks between two groups 
c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8wks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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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가설: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유방암 자가관리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조군보다 외상 후 성장이 향상될 것이다.

마음수련 명상군과 자기관리 교육군의 시간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의 변화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집단 간 시기에 따른 외상후 성장 점수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F=6.189 p=.003) 가설 7은 지지되었다. 

이를 다시 시점별로 비교하기 위해 각 측정 시기의 차이값을 t‐test로 

분석한 결과, 사전 측정값과 4주 후 측정값의 차이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601 p=.551) 4주 후와 8주 후 측정값의 차이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3.254 p=.002), 8주 후 측정과 사전 

측정값의 차이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53  p=.014). 4주 와 8주 

측정시 차이, 사전과 8주 측정 시 차이는 마음수련 명상군의 외상후 성장 

점수가 자기관리 교육군보다 더 증가하였다. 

Table 21. Repeated Measures ANOVA of Posttraumatic Growth(PTGI)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Source SS df MS F p

PTGI

Within‐subjects

Time 2330.575  2 1165.288 13.249 <.001

Time*Group 1088.749  2 544.375 6.189 .003

Error 7740.048 88 87.955

Between‐subjects
Group 1056.112  1 1056.112 3.776 .058

Error 12306.970 44 279.704 　 　

PTGI: Post‐Traumatic Growth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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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Score of Posttraumatic Growth(PTGI)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Group
Pretest 4wks test 8wks test

Mean (SD) pa Mean (SD) pb Mean (SD) pc

SWLS
MM (n=22) 65.36 (16.20)

.551
66.59 (19.29)

.002
80.36 (13.37)

.014
SME (n=24) 58.62 (21.14) 62.00 (17.65) 62.91 (20.96)

MM: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SME: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a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4wks between two groups  
b Compaired the difference of 4wks‐8wks between two groups 
c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8wks between two groups 

Figure 9. Change of Posttraumatic Growth(PTGI) in Process of Time

MM: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survivors 

SME: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a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4wks between two groups  
b Compaired the difference of 4wks‐8wks between two groups 
c Compaired the difference of pre‐8wks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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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분석: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명상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후 소감문 질적 분석

총 22명 중 20명의 참여자가 사후평가 소감문을 제출하였다. 제출한 자

료를 내용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진술 115개가 추출되었고 이는 다시 14

개의 하위주제와 4개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마음수련명상 참여자의 경험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

들의 참여동기는 치료 후 힘든 마음과 몸을 위해 도움을 받고 싶다는 간절

한 심정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었고 큰 기대 없이 도움이 되리라는 막연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참여자

들은 명상방법에 대한 의구심과 집중의 어려움, 부정적 감정의 재경험 등을 

겪었지만 힘든 마음을 버리고자 하는 동기와 명상 안내자의 도움으로 마음

수련명상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마음이 편해지고 가벼워짐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부정적 마음, 자기자신에 대한 부정적 

마음, 질병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버리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

다. 많은 참여자들이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해 인간관계와 자기 자신을 구속

했던 부정적 마음을 버림으로써 대인관계의 자유를 경험하였고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감소되고 삶에 대한 감사와 행복감을 느끼

게 되었다. 또 자신도 어찌할 수 없었던 마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스트

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행복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Appendix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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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ontents Analysis of Self‐reflection of Maum Meditation 

Program Process by participants

Theme Sub‐theme

1. Meeting the ‘mind 

subtraction’ method

1) Grasping at straws

2) Perhaps it might help

3) With feelings of doubt and uncertainty

2. Grappling with the ‘mind 

subtraction’ method

1) ‘Mind subtraction’, does it work?

2) The difficulties of ‘mind subtraction’

3) Let’s try anyway

3. Experiencing the ‘mind 

subtraction’ method

1) Wow, this method works!

2) Discarding the negative mindsets abou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 Discarding the negative mindsets about diseases

4) Discarding the false ‘I’

4. Experiencing 

self‐transformation

1) From imprisonment to freedom

2) From negativism to positivism

3) From a closed door to an opened world

4) Looking forward to the true happiness

4. 프로그램 과정 평가

프로그램의 진행은 대부분이 전업주부인 대상자들의 참여가 용이하고 프

로그램 진행상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매주 월요일

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8주간 진행하였으며, 휴일이었던 목요

일 하루는 금요일로 날짜를 바꾸어 진행하고 나머지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

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모집 당시 각 군당 27명이었고 중도 탈락률은 14.8%

(실험군 18.5%, 대조군 11.1%)로 최종 실험군 22명, 대조군 24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탈락사유를 살펴보면, 실험군 중에서 가장 먼저 탈락된 

대상자는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로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참여했다가 가족의 권유로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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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면서 1회기 이후에 바로 탈락하게 되었다. 또 한 명은 우울한 마음이 심

한 상태에서 노모를 간병해야 하는 입장으로 프로그램의 참석과 결석을 반

복해오다가 8회기 이후에는 요양을 위해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입원을 하

게 되면서 탈락 처리되었고 한 명은 항암제 후유증으로 근관절통이 심해 명

상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9회기 이후 출석하지 않았으며, 또 한 명은 

노모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병수발을 하게 되어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사

유로 7회기 이후 탈락하였다. 또 한 명은 8회기 차까지 결석 없이 잘 참여하

였고 4주 측정 결과의 측정 점수도 향상되었으나, 어린 자녀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참여가 어렵게 되어 탈락되었다. 

대조군의 경우는 1회기 이후에 가정사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사유로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한 명 있었고 한 명은 지방에 요양 차 내려가 있어

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는 사유로 참여율이 50%에 불과하여서 탈락되

었고 또 한 명은 3회 차 교육까지 참여하였으나 명상군에 배정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프로그램에 불만을 표출하며 설문지 작성을 거부하여 탈락 처리 

되었다.  

마음수련명상의 수행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자가수행을 독려

하였고 매 회기마다 진도에 따른 과제를 부여하였다. 또 해외 출장, 가족과

의 여행, 발목 골절, 오전에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이유 등으로 불가피

하게 잦은 결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대상자들을 위해 오후 2시부터 4시까

지 두 번의 보강 시간을 가졌다. 명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행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대상자들에게 알리고 출석률이 낮은 대상자들에게 

빠진 회기에 대한 보충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는 단체 

명상을 원한다면 자유로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결석이 빈번하였던 세 명의 

대상자가 보강 시간에 참여함으로써 16회기 참석률 기준 75% 이상의 출석

률이 확보되었고 결과적으로 실험군 22명의 개인별 출석률은 최소 75%(13

회)에서 최대 100%(18회)였으며, 평균은 83.0%(14.9회)였다. 각 회기별 

프로그램 참여율은 최소 54.5%(12명)에서 최대 100%(22명)였으며 평균은 

86.1%(18.9명)였다. (Appendix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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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은 총 4회기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보강은 없었고 24명의 개인별 

출석률은 최소 75%(3회)에서 최대 100%(4회)였으며 평균 94.8%(3.8회)였

다. 각 회기별 프로그램 참여율은 최소 87.5%(21명)에서 최대 100.0%(24

명)였으며, 평균은 93.7%(22.4명)였다. (Appendix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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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985년 Kabat‐Zinn의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MBSR: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이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 

부정적 신체상, 정서장애, 불안과 우울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적 증상의 개

선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이래로, MBSR이 유방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

환자 뿐 아니라 다양한 임상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신체적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고 그 치유기제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Shapiro, Carlson, Astin, & Freedman, 2006; Baer, 2003; 김정호, 

2004). 또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인지의 왜곡에 있다고 보는 인지이론이 

1967년 Beck에 의해 공식화한 이후 인지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는 주요

우울증,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물질남용, 부부문제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입

증되면서 짧은 기간 동안 서구에서 선도적인 정신치료로 자리잡았다(김정

범, 2000; 김정범과 이상희, 2006). 최근에는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에 마

음챙김 명상을 가미한 마음챙김 인지치료(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가 Teasdale, Segal과 Williams(1995)에 의해 개발되어 마음챙

김 명상의 수용(acceptance)에 근거한 전략과 인지행동치료의 변화

(change)에 근거한 전략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전통적인 인지치료에 도전하

는 등(김정범과 이상희, 2006) 마음챙김 명상 및 인지행동치료 관련 연구가 

임상 정신건강 분야 연구에 크게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지난 20여년간 서구의 임상 정신건강 분야에 마음챙김 명상과 

인지치료에 대한 연구들이 풍부하게 수행된 데에 반해, 본 연구에서 중재로 

사용한 마음수련은 그 기원이 한국이며 역사가 짧고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마음챙김 명상

과 인지치료를 중심으로 하여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그에 비교하여 마음

수련 명상의 효과와 치료기제, 및 실무에서의 제언 등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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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 결과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유방

암 생존자의 우울, 불안, 지각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되고 삶의 질, 인

생만족도, 외상 후 성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수면의 질은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먼저, 우울의 경우 국내 유방암 생존자의 우울 점수를 CES‐D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18.46-18.68점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하은혜, 2008; 

최복희, 2000), 그에 비해 본 연구에서의 사전 우울점수는 실험군 16.36, 

대조군 13.91으로 약간 낮은 편이었다. 중재 이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

게서 4주 후에는 우울 점수에 약간의 감소를 보였으나 군 간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8주 후 측정 시 대조군은 12.08에서 9.37

로 소폭 감소한데 반해 실험군은 14.27점에서 7.27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

하여 4주와 8주 사이, 중재전과 8주 사이에 두 군간의 우울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32, p=.019). 이것은 실험군의 프로그램이 전

반기 4주간은 교육 위주의 내용이 제공되면서 마음수련명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상이 본격적으로 수행된 4주 이후부터 8주 사이

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명상 후 유방암 생존자의 우울이 감소한 결과는 MBSR을 유방암 생존자

에게 적용했던 여러 연구 결과들과(Bränström, Kvillemo, Brandberg, & 

Moskowitz, 2010; Dobkin, 2008; Würtzen et al., 2013; Lengacher et 

al., 2009; Speca, Carlson, Goodey, & Angen, 2000) 국내의 국선도 명상

을 유방암 생존자에게 적용한 연구 결과(장선주, 2010) 등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명상 중재가 유방암 생존자의 우울을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국내 연

구들도 있었는데(이원종, 전진수, 김영성과 김완석, 2012; Kim et al., 

2013), 이는 제공된 명상법이 다르고 중재 시간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국내 

명상 연구의 대부분이 임상 환자 대상의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지 못

했던 점 등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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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BSR 적용 후 유방암 생존자의 우울 감소를 CES‐D로 측정한 다른 

국외의 연구들과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면, Würtzen 등(2013)은 수술 

후 3‐18개월 이내의 유방암 생존자 336명을 대상으로 MBSR군과 usual 

care 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8주간 중재한 후 CES‐D가 사전 11.36점에서 

사후 8.34점으로 3.02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 외 

단일군 연구로 Dobkin (2008)의 연구에서 사전 19.77점에서 사후 12.62점

으로 7.15점 감소했으며, Matousek과 Dobkin(2010)은 16.30점에서 

10.26점으로 6.04점 감소, Lengacher 등(2011)의 연구에서는 9.7점에서 

5.0점으로 4.7점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하

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사전 우울점수가 16.36점에서 8주 후 7.27

점으로 감소폭이 9.09점으로 가장 커서 중재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CES‐D는 16점 이상을 유력 우울증, 24점 이상을 확실 우울증으로 

진단한다는 점에서 사전 평균점수가 유력 우울증에 해당하는 점수였으나 

사후에 정상 범위로 감소했다는 것은 유방암 생존자의 우울증 개선을 위해 

본 중재가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임상에서의 연구 결

과는 아니지만,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적 병력을 가진 성인 76명을 

대상으로 1주일간의 집중 마음수련명상을 수행한 단일군 전후 조사 연구에

서, 사전 우울 증상이 중한 우울 상태(BDI 점수 20.72)에서 가벼운 우울상

태(BDI 점수 11.49)로 경감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윤미라, 최은희, 김경아

와 유양경, 2013) 마음수련명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 연구와 일

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적은 표본수의 한계로 인해 우울증 

여부에 따른 증상 호전의 차이를 분석하기에는 제한이 있었으므로 향후에 

좀 더 많은 표본수를 대상으로 우울증상의 정도에 따른 우울증 개선의 효과

에 대해 반복 연구가 수행될 것을 제언한다.

한편, 대조군의 우울증상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

소 효과에 더하여(Bränström et al., 2010; Würtzen et al., 2013), 대조군

에게 제공되었던 자기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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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교육 프로그램은 유방암 치료 후의 이차암 검진, 운동, 영양, 유방 

자가검진 등 건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뿐 아니라 대인관계 개선을 위

한 의사소통, 마음안정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였고 설문지 수거 시 연구자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자연스러운 질의응답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

제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상담의 효과와 연구 참여에 대한 비특이적 효과

도 기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

은 wait list control이 아니라 이와 같이 질 높은 자기관리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받은 대조군과 비교 하여서도 본 마음수련 명상 중재의 효과가 유의

하게 컸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불안도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자기관리교육 프로그

램에 참여한 대조군보다 감소하였다. 불안 역시 4주 후 측정에서는 약간의 

감소만 보여서 두 군간 차이가 없었으나(p=.587) 8주 후 측정 시 급격한 감

소를 보여서 4주와 8주 사이, 중재전과 8주 사이에 두 군간의 차이를 보였는

데(p=.032, p=.027), 우울과 마찬가지로 마음수련명상이 본격화된 후반기

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MBSR 이후에 유방암 생존자의 불

안이 감소했다는 국외의 여러 보고들(Bränström et al., 2010; Lengacher 

et al., 2009; Speca et al., 2000; Tacon et al., 2004; Würtzen et al., 

2013)과 일치되는 결과이며, 국내에는 마음챙김 명상 이외에도 국선도 명상

(장선주, 2010), 뇌파진동 명상(Kim et al., 2013) 등이 유방암 생존자의 불

안을 감소시켰다는 연구도 있다. 한편, 마음수련 명상을 유방암 생존자에게 

적용한 연구는 없으나 교사 108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단일군 전후 연구(이

인수와 김지희, 2011)와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연구(안이환, 2006), 청소년 466명을 대상으로 3주간의 집중 마음수련

명상을 수행한 단일군 전후 연구(김미한, 2012)등에서 대상자의 불안이 유

의하게 감소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 효과를 보였다. 

지각된 스트레스도 우울이나 불안과 비슷한 양상으로 4주까지는 큰 변화

가 없어서 군간의 차이가 없다가(p=.928) 8주 후 측정 시에는 실험군의 지

각된 스트레스가 매우 감소하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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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마음챙김 명상 중재 후 유방암 생존자의 스트레스 지각이나 반응이 

감소했다고 보고한 여러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Dobkin, 2008; 

Bränström et al., 2010; 강광순, 2010). MBSR을 유방암 생존자에게 적용

한 후 본 연구와 같은 도구(PSS)로 스트레스 감소를 측정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Bränström 등(2010)은 유방암 생존자 85명을 wait list 

control 군과 무작위 배정하여 MBSR을 수행한 연구에서 사전 PSS가 

22.56점에서 사후 16.91점으로 5.65점 감소하였다고 보고했다. 그 외 소규

모 단일군 전후 비교 연구들(Dobkin et al., 2008; Lengacher et al., 

2011; Matousek & Dobkin, 2010)에서는 중재 전 17.9~20.62점에서 중

재 후 13.2~14.46점으로 약 3.88~6.16점의 감소폭을 보였다. 그에 비해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중재 전 PSS는 17.00점으로 기저 점수가 다른 연구

들에 비해 비슷하거나 다소 낮았고 중재 후에는 11.4점으로 가장 낮아진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감소폭은 5.6점으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여 중간 정도의 

감소폭을 보였다. 한편, 마음수련 명상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로는 1주일

간의 마음수련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을 마친 97명 현직 교사들의 스트레

스가 감소하고 직무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고(전진경, 2004) 정

신과적 병력이 있는 성인 76명의 1주일 집중 명상 후 스트레스 반응의 영역

인 긴장, 공격성, 분노, 신체화, 우울, 피로, 좌절 등이 감소했다고 보고한 연

구 등이 있어서(윤미라, 최은희, 김경아와 유양경, 2013) 마음수련 명상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다음은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리나라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FACT-B로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평균 88.92~96.56점으로 측정되었

는데(권은진, 2009; 황숙연, 2009; Yoo et al., 2005),  본 연구가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마친 지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한다

면, 선행연구에 비해 중재 전의 사전 점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중재 후의 점수를 살펴보면, 대조군의 경우 사전 89.04에서 4주후 94.16

으로 약간의 증가를 보인 후 8주후 95.58로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해, 마음

수련 명상 중재군의 경우 사전 86.95점에서 4주 후 94.45점으로 약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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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8주 후에는 110.72점으로 매우 크게 상승하여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01).  

명상 프로그램 이후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마음챙김 명상이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고 한 국외의 많은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며(Carlson et al., 2003; 

Henderson et al., 2012; Moadel et al., 1999; Tacon & McComb, 2009; 

Witek‐Janusek et al., 2008), 국내에는 그 외에 국선도 명상, 뇌파진동명상 

등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장선주, 2010; Kim et al., 2013). 연구마

다 삶의 질 측정도구가 달라 중재 전후의 점수 차이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삶의 질을 측정한 국내 장선주의 연구와 비교해 보

면, 장선주는 8주간의 국선도 명상 중재 이후에 중재 전 FACT‐B 총점이 

80.70점에서 중재 후에 90.55점으로 9.85점 상승하였다고 보고했다. 그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중재 전 FACT-B 총점이 86.95점에서 중재 후 110.72

점으로 크게 상승하여 상승폭이 23.77점으로 중재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

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마음수련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우울, 불안, 지각

된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가 명상프로그램 중재 후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삶의 질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개선

의 폭이 다른 명상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것은 고통이 되는 마음을 우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성찰

하여 제거함으로써 자기치유와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본 마음수련 명상 

중재의 분명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인의 정신건강의 대표적인 지

표이자 유방암 생존자의 주요 정신적 고통인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본 중

재를 통해 모두 감소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수면의 질에 대해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했을 때에는 시간에 

따른 그룹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총점 5점 이상을 수면의 질 

불량, 5점 미만을 양호로 구분한 PSQI의 점수화 방법에 따라 중재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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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분석해 보면, 마음수련 명상군의 경우 수면 불량에서 양호로 수면의 

질이 개선된 경우가 대조군에 비해 훨씬 많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0). 또 수면 불량자의 비율이 마음수련 명상 중재 전 

90.0%에서 중재 후 54.5%로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63명의 

암환자에게 8주간의 MBSR을 제공한 후 수면의 질을 비교한 Carlson과 

Garland(2005)의 연구에서 MBSR 중재 전 수면 불량자가 91%에서 중재 

후 79%로 감소했다고 보고한 것과 비교하면 본 중재가 훨씬 더 우수한 효

과를 나타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MBSR이 수면에 미치는 또 다른 결과로 Shapiro, Bootzin, Figueredo, 

Lopez와 Schwartz(2003)의 연구가 있는데, 63명의 유방암 생존자를 무작

위 배정하여 한군에는 8주간의 MBSR 과 한 군에는 친교, 운동 등의 스트레

스 관리 기법을 선택하는 자유선택 군으로 배정하여 중재한 결과, 양 군간 

수면의 질과 수면의 효율성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단지 비공식

적 마음챙김 명상을 더 많이 수행한 경우에 수면 후에 편안한 느낌을 더 보

고하였다고 했으며, 이는 명상군에 배정되었는지의 여부보다 실제 개인이 

명상 수행을 얼마나 하는가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종합해 보면, 마음수련명상 프로그램 이후 중재군의 수면의 질이 중재 전 

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대조군에 비해 수면의 질 불량상태에서 양호상

태로 개선된 비율이 훨씬 더 높았으나, 반복측정 분산 분석 시 시기에 따른 

그룹간의 차이를 보여줄 만큼 효과가 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하

나는 도구 측정의 문제인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수면의 질을 평가

하기 위해서 지난 한달 간 잠자리에 든 시간, 기상 시간, 실제 수면 시간, 수

면 방해 문항, 수면제의 사용, 낮 동안의 기능 장애 등을 상세히 기술한 후 

그 값에 의해 수면의 질을 계산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 한달 간의 일

들을 회상하여 정확히 기입해야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는데, 대상자들이 

연구자의 안내 없이 가정에서 자가보고 형식으로 기입하기에는 자료수집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 향상을 1차 변수로 본 것은 아니었기에 설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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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친 시간이 할애되어 연구 참여자에게 부담이 가는 것을 지양하였지만, 

수면의 질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매일 수면 일지를 작성하는 등(Cincotta, 

Gehrman, Gooneratne, & Baime, 2011; Shapiro et al., 2003) 좀 더 타

당도가 높은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측정하고자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

후 수면의 질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매일 수면 일지

를 작성하게 한다거나, 수면의 질과 불면의 호전 정도를 좀 더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등의 보완을 통해 반복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자기관리 교육을 받은 대조군의 경우

에는 삶의 만족도가 사전 조사(19.29)와 4주 후(19.3), 8주 후(19.2)에 거

의 변화가 없는 평균 상태였던 데에 반해, 마음수련명상을 받은 실험군은 

중재 전에 평균보다 약간 낮은 불만 상태였으나(18.54) 4주 후 측정 시에는 

평균 상태로 향상되었고(20.4) 8주 후에는 더 향상되어(26.4)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상태로 변화되었으며, 4주와 8주후 사이, 사전과 8주 후 사이에 

두 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001, p<.001). 삶의 만

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

한 주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Diener et al, 1985)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며 부정적 정서를 느끼지 않는 상태가 주관적 

웰빙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또 외상 후 성장은 대조군의 경우 중재전과 4주 후, 8주 후 측정 시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군의 경우 4주 후에는 큰 차이가 없다가 8주 후 측정

에서 매우 크게 향상되어 4주와 8주 사이, 중재 전과 8주 사이에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p=.002, p=.014). 60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8

주간의 MBSR과 6주간의 예술치료 프로그램으로 배정한 Carlson 등

(2007)의 연구에서는 두 군 다 외상 후 성장이 향상되었고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했으며, MBSR 군의 외상 후 성장 점수가 사전 60.48점에서 

사후 65.89점으로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이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외상후 성장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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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실험군의 중재 전 외상 후 성장 점수가 65.36점에서 중재 후 80.36점으

로 크게 상승했다는 것은 본 마음수련 명상 중재의 분명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외상 후 성장이란 외상 경험을 통한 자신에 대한 관점의 변화(perceived 

changes in self),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changed sense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삶에 대한 철학의 변화(changed philosophy of life)로 설명

된다(Tedeschi & Calhoun, 1996). 즉, 개인이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

해서 자신의 내면의 강점을 발견하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커지고 다른 사

람에 대한 공감이 커지고 대인관계가 깊어지며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

고 삶의 우선순위와 관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만족도와 외상 후 

성장, 두 변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은 삶의 객관적 

조건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중재프로그램을 통해 주관적인 삶

의 만족감과 안녕이 향상되고 자신과 이웃, 삶에 대한 감사와 긍정성이 향

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변화는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

을 기술한 소감문에서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마음수련 명상을 통해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을 참회하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미안함과 고

마움을 느꼈고 앞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러한 삶에 대한 태도와 관점의 변화는 

타인(배우자, 자녀, 이웃)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긍정적 관계로의 변화를 가

져왔다. 또 자신과 질병을 동일시 하면서 갖게 되었던 위축감과 열등감으로

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자신을 존중하게 되었고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왔

다. 대인관계와 자기 자신, 그리고 건강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관점으로의 

변화는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명상 프로그램은 유방

암 생존자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외상 후 성장과 같은 긍정적 정서 및 건강지표의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유방암 생존자의 심리적 안녕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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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Bränström 등(2010)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구조가 있으며, 긍정적 정서가 건강지표와 생존율에 강한 관련이 있음

이 노인, 당뇨, AIDS 환자 등에서 보고되고 있는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

인의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키는 중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

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마음을 버려 긍정적 마음을 향상시키는 

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마음수련 명상 중재가 유방암 생존자에게 뿐 아니

라 각종 암 생존자, 다양한 대상자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해 간호실무에

서 활용될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2. 마음수련 명상의 심리치유적 기제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중재의 기반이 된 마음수련 명상

의 특성과 심리치유적 기제에 대해 논하고자 하며, 선행연구가 풍부한 마음

챙김명상(MBSR)과 마음챙김 인지치료(MBCT)와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

다. 지난 20여년간 서구의 임상 정신건강 분야의 주요 연구로 자리잡아 온 

마음챙김 명상과 마음챙김 인지치료의 가장 중요한 심리치유적 기제는 감

정과 생각으로부터의 탈동일시와 거리 두고 보기를 통한 탈중심화, 그리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얻게 되는 역기능적 사고의 불활성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구가 나라고 하는 동일시로부터 벗어남으

로써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반추를 통해 강화되는 역기능적 사고에 관심

을 주지 않음으로써 역기능적 인지와 동기의 약화를 가져오며, 그를 통해 

증대된 객관성과 명확성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김정호, 2004; 

Baer, 2003; Kabat‐Zinn, 2012; Shapiro et al., 2006). 

더 나아가, 마음챙김의 궁극적 목표는 개인이 집착하고 있는 ‘자아’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고 

있음에 대한 통찰을 하는, 즉 무아와 무상을 체득하는 것이라고 한다(김정

호, 2004; 하현주, 2007). 반면, 서구 심리치료에서는 자아의 강도를 높이

고 자아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상반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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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보이므로,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마음챙김 명상을 응용한 현대 심

리치료에서는 ‘무아’에 대한 불교의 교학적 맥락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하현주, 2007). 

동양의 불교적 명상수행이 서양의 심리치료에 응용됨으로써 가지게 된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마음챙김 명상은 나름의 심리치료적 기제를 통

해 많은 치유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고 이는 마음수련 명상의 치료적 기

제와도 부분적으로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음수련에서는 더 

나아가 자아와 무아, 참나(진아)에 대해 정의하고 명상 방법을 통해 그것을 

증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챙김 명상 및 기타 명상과의 

핵심적인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음수련의 창시자 우명(2011)은 우리가 자아라고 알고 있는 ‘나’와 ‘나’

가 형성한 세상을 사진세계로 비유하였고 인간은 자기가 세상을 살고 있다

고 착각하고 사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진의 세계인 허상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가짜인 허상세상과 그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

함으로써 진리인 세상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

다. 즉, 마음수련에서는 나라고 믿고 살아온 기억된 생각 속의 ‘나(자아)’는 

참나가 아니며 그 가짜 ‘나’를 다 벗어버릴 때(무아), 실제 존재하는 참나(진

아)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을 인간마음과 우주마음으로 설명하는

데, 인간은 자신의 몸만을 나로 알고, 이 몸이 살아온 삶의 기억된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형성하여 전체와 분리된 자기 마음세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것을 실재하는 현실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실재가 아닌 가짜이다(이종범

과 이경재, 2011). 가짜인 인간마음을 버리면 버린 만큼 진짜인 우주마음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우리의 참나(진아)이자 본성이며, 도달해야 할 지점임을 

제시한다. 

따라서 마음수련에서는 나라고 믿었던 가짜 ‘나’가 죽고 ‘나’가 구성해 놓

았던 허상의 세계를 버리는 방법으로 명상이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

었던 마음수련 1단계 역시 먼저 생각으로 가짜‘나’의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시작된다. 죽는다는 것은 실제 세상을 똑같이 복사하여 자기만의 세상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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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허상이 세상에는 없는 것임을 마음

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허상인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한번도 참나와 

분리된 적 없이 동일시되어왔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참나(진아)를 분리시

켜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방법이다. 

고통스러운 기억 속의 ‘나’, 우울하고 불안한 ‘나’, 세상에 대한 갖가지의 

기준과 잣대를 가진 ‘나’라는 것은 ‘나’가 중심이 되어 살아온 삶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마음일 뿐이지, 본래의 나는 아니다. 마음수련 명상으로 몰

입하는 초반기에 그것이 죽어서 없다고 하는 자기부인을 선언하게 함으로

써 생각으로 가짜 나’를 분리시킨다. 또‘나’가 세상을 살았다는 기억된 생각

이 우주 허공에서 영상으로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실제가 아니

라 ‘나’의 인식체계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임을 마음으로 깨치게 되고 허상

인 가짜 ‘나’로부터의 탈동일시가 이루어진다. 또한 가짜‘나’가 형성한 심리

적 준거틀의 표상인 영상들을 우주에 비추어 바라봄으로써 객관적 입장에

서 관조하게 되고 ‘나’의 입장 뿐 아니라 상대의 입장, 전체의 입장으로 조

망하게 되면서 그것이 오직 ‘나’가 중심이 되어 만든 허상의 사진 세계였음

을 깨닫고 참회와 반성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의 왜곡이 

교정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왜곡된 인지와 감정의 복합적 표상인 영상들

을 블랙홀에 버리는 과정을 통해 뇌의 기억체계에서 지움으로써 역기능적 

사고의 발생 원인 자체를 제거하게 된다. 이것은 부적응적 행동에 보상을 

주지 않음으로써 역기능적 사고의 불활성화를 기대하는 마음챙김명상(김정

호, 2004)의 다소 소극적 방식과는 달리, 직면하여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적극적 방법이면서, 가짜의 ‘나’와 탈동일시된 우주의 관점에서 떠올리므로 

부정적 감정에 직접적으로 대면함으로써 발생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재경

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요약하면 마음수련 명상의 심리 치유적 기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짜 

‘나’(자아)의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가짜 ‘나’가 일으키는 감정과 생각으로부

터 자신을 탈동일시화 한다. 둘째, 가짜 ‘나’가 살아가면서 심리적 준거틀에 

의해 형성해 놓은 세상(사진세상)을 떠올려 우주적 입장에서 관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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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인지의 왜곡이 교정된다. 셋째, 

인지 왜곡의 결과물이자 역기능적 사고의 원인인 사진을 버림으로써 역기

능적 사고의 원인 자체를 제거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음빼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자신만

의 왜곡된 인지와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존재인 ‘나’가 버려야 할 존

재임을 깨닫고 그 ‘나’라고 하는 관념마저 버릴 때, ‘나’가 없어도 존재하는 

또렷한 의식이 있음을 체득하게 되며, 그것이 참나(진아)이자 본성임을 깨

치면서 우주마음으로 의식이 열리고 확장된다. 우주마음을 체득함과 동시

에 자기 중심적인 개체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우주적 관점으로 의식이 바뀌

고 확장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나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대

처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다(김도균, 2004; 정준영, 2006). 또 세상과 

타인에 대한 감사와 열린 마음을 갖게 되며 무한한 긍정성의 확장을 경험하

게 된다. 

명상가이자 임상심리학자인 Welwood(2000/2008)는 발달 단계에서 유

용했던 거짓된 통제구조(자아)를 놓아버릴 때, 속박되고 억눌린 자아에 의

해 지배 받지 않는 무아의 거대한 인식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 때 

비로소 균형과 조화, 힘, 능숙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이 존재의 더 커다란 

본성으로 타고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것을 ‘순수한 현존

(pure presence)’이라 불렀다. Reed(2003)는 의식의 확장을 자기초월

(self‐transcendenc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자기초월이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즉각적이고 제한적인 관점 이상의 확장된 자신이며, 자기경계

선을 개인의 한계 이상으로 확장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자기초

월을 통해 자신의 총체성과 안녕상태에 대해 스스로 완전하며 건강하다고 

느끼는 인지상태를 가지게 되며 이것을 안녕(Well‐being)이라고 설명했고 

자기초월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안녕상태를 향상시키는 활동이 간호중재

라고 보았다. 

자기초월, 의식의 확장, 영적 건강 등으로 불리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삶의 만족감과 삶의 질, 안녕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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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소희영과 민효숙, 2006; 전소연과 고일선, 2012; 태영숙, 최금희, 

정윤경과 권수혜, 2012; Carpenter, Brockopp, & Andrykowski, 1999; 

Chiu, 2000; Coward, 2003; Jensen et al.,  2000; Lam & Fielding, 

2003).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연구 결과가 이러한 변화들을 증

거하고 있다. 

3.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명상 프로그램의 현장적용

본 프로그램은 마음수련명상의 1단계 방법을 이용하여 유방암 생존자의 

특성에 맞추어 재구성한 중재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장점과 성공요인, 그

리고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에 관한 것이다. 먼저 초반기 4회기까지는 유

방암 생존자를 위한 자기관리 교육을 1시간씩 하고 그 후 마음수련명상을 

위한 강의를 1시간으로 배정 하였고 5회기부터는 명상에 대한 강의와 명상 

수행을 조금씩 늘려가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초반기에 자기

관리 교육을 시행한 것은 치료가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걱정과 궁금

증이 많은 대상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

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고 또 강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동기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정보전달식의 자

기관리 교육에 연이어 곧바로 명상을 위한 분위기로 전환하는 것이 프로그

램의 자연스러운 진행상  어려움이 있었고 명상으로의 집중을 방해하는 면

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자기관리 교육의 내용을 좀 더 축약하여 초반

기 2회기에 집중적으로 끝내고 마음 다스리기를 시작으로 하는 명상 강의

와 명상수행을 3회기 경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마음수련 명상의 효과를 위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 

명상을 하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명상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은 졸음이나 잡념으로 빠져들기 쉽다. 따라서 동기를 부여하고 명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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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안내해주며 집에서의 명상수행을 독려하고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 방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런 의미에서 제한적이지만 명상 안내자의 역할을 소그룹 모임으로 나누어 

마음수련 명상 지도 자격이 있는 보조 안내자에게 질의응답 및 안내가 가능

하도록 했던 것은 본 연구의 결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소그룹 모임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하여 명상방법에 대한 질

의 응답 뿐만 아니라, 경험나누기, 사회적 지지, 개별 상담 등 명상 수행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추가한다면 프로그램의 참여율과 

순응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MBSR에서도 참여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격려, 동기 부여, 프로그램 진행 과정과 숙제에 

대한 안내 등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등 프로그램의 중요 구성요소로 포

함하고 있다(장현갑, 2011; Würtzen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명상중

재의 효과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 명상 실행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명상 이외의 상담 및 지지활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소가 역동하는 행위중재 연구에서 한가지 요소만을 떼어놓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지지 중재가 명상의 수행을 촉진시

킨다는 장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보조적 프로그램의 구성이 추가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프로그램의 소요시간과 회기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명상프

로그램의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고 아직 치료가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

은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장시간 몰입하는 데 너무 지치지 않을 정도의 시

간과 명상이 효과를 보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1회기의 소요

시간을 2시간으로 하였고 1주일에 2회기, 8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2시간 

안에 앞서 제언한 프로그램 구성을 모두 소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며 1회기 시간을 2시간 반으로 늘려도 참여자들에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

된다. 

또 프로그램 후반기로 가면서 결석이 잦았던 참여자들의 명상수행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두 번의 보강시간을 가졌고 다른 참여자들에게 원하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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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오전 정규 시간과 오후 보강까지 이어지

면서 집중 명상을 하게 된 참여자들이 많아지면서 명상의 효과를 크게 경험

하는 참여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6‐7주 경에 이르자 많은 참여자들이 마음

수련 명상의 효과를 경험하면서 연구 목표가 거의 달성되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MBSR에서도 명상 효과를 위해서는 실제 수행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고 하는 데 의견이 일치하며(Carlson et al., 2007; Shapiro et al., 2003; 

Speca et al., 2000), 프로그램 내에 6‐7주차에 종일 명상 시간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적어도 45분씩 일주일에 6회 이상 가정에서의 명상수행을 

권고하며 CD, 매뉴얼 등을 이용해 자가 명상이 가능하도록 돕는다(장현갑, 

2011; Carlson & Garland, 2005; Dobkin, 2008). 이상을 참고로 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도 초반기 자기관리 교육을 2회기로 마친 후 3회기부터 본격

적으로 명상을 시작하여 2시간 30분씩 배정하는 6주 프로그램으로 구성하

고 후반기에 집중 명상시간을 1회기 정도 정규프로그램으로 배치하며, 가정

에서의 자가 수행을 독려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더 효과적이리라 생각한다.

셋째, 본 중재의 핵심인 마음수련명상의 ‘마음빼기’ 방법을 유방암 생존자

에게 맞게 구성한 것에 대한 논의이다. 명상 초반기에 대상자들이 버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기술한 내용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

었다. 첫째,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었는데, 배우

자, 자녀, 부모 등 가족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 집착 등이 가장 많았고 가족

의 건강이나 자녀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 가족에 대한 원망이나 미

움, 화, 서운한 마음 등이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자신의 몸에 대한 걱정이

었는데, 피로, 불면, 림프부종, 빈뇨 등 현재 증상 등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

과 향후 음식, 운동 등 건강관리에 대한 걱정, 재발에 대한 두려움 등을 버

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 다음 세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마음으로

서, 남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위축감, 자존감 저하, 자기 비난, 그리고 

욕심이나 완벽주의 등으로 힘들어 하는 자신의 마음 등을 버리고 싶다고 하

였다. 그 다음 네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일, 노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감이나 허무함, 외로움, 후회 등과 같은 막연한 부정적 정서들을 버리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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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Appendix 4 참조).

이러한 마음들을 버리게 함에 있어서, 명상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초반기

에 너무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부정적 정서나 마음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

면 잘 버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명상을 통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 

부정적 경험으로 쉽게 지칠 수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떠오르는 것을 위주

로 버리면서 자신의 삶과 마음상태를 전체적으로 돌아보게 하였고 비교적 

버리기 쉬운 마음들을 떠올려 그것이 사진일 뿐이며 버리면 버려진다는 것

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왔다. 차차 마음수련명상에 익숙해지고 ‘빼기’의 힘이 

강해지면서 각자 버리고 싶은 마음들을 떠올려 버리도록 안내하였고 참여

자들은 집착이 강한 마음들,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마음의 상처들도 차차 

버려나갈 수 있었고 그 효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명상 중에 마음속에 슬픔과 화가 

더 올라와서 힘들었다고 밝힌 참여자가 있었는데, 32세 젊은 유방암 생존자

로서 명상 초에 가장 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울함’, 화남’, ‘남자친구에 대한 

원망’ 이라고 기술하였고 힘든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표현했을 때 각각 7

점, 8점, 8점이라고 표현했었다. 초반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상 

8주 후 종료된 시점의 사후 평가에서 ‘억울함’, ‘화남’, ‘원망’이 모두 0점으

로 줄어들었다고 평가하였고 우울(사전 26, 8주 후 4), 불안 (사전 17, 8주 

후 4), 지각된 스트레스 (사전 22, 8주 후 10)가 모두 크게 감소했으며 삶의 

질(사전 73, 8주 후 128), 수면의 질(사전 7, 8주 후 5), 인생 만족도(사전 

12, 8주 후 28), 외상 후 성장 척도(사전 55, 8주 후 86)등이 매우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 소감문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이 가벼워짐

을 느끼게 되었고’ 근육통, 불면증 등의 ‘신체적 증상자체가 많이 나아지지

는 않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달라졌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

뀌었다’고 평가하였다. 

또 다른 예로 한 38세 유방암 생존자는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자존감

을 버려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고민하며, 그것이 명상 수행 중 가장 어려웠

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마음수련은 자신이 힘들어하고 있는 마음이 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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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갖게 된 당시의 사진 속에 있음을 구

체적으로 알려주고 그것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므로, 방법을 단순하게 받아

들이고 수행하도록 안내하였고 방법에 따라 열심히 명상 수행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끝난 후 소감문에서 자신이 어느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부딪힐 때 그 마음을 빼기 함으로써 삶이 편안과 행복으로 바뀌어 가

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또 마음수련명상 전에 가장 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남편의 적은 월급에 대한 불만’ 5점, ‘아이들 공부에 대한 기대치’ 5점, ‘무

엇이든 잘 하고 싶은 욕심’ 7점 등으로 기록하였는데, 명상 종료 후 각각 2

점, 1점, 2점으로 줄었다고 평가하였다. 또 수면(사전 15, 8주 후 15)을 제

외한 우울(사전 21, 8주 후 16), 불안(사전 6, 8주 후 3), 스트레스(사전 14, 

8주 후 9), 삶의 질(사전 107, 8주후 118), 인생 만족도(사전 22, 8주 후 

28), 외상 후 성장(사전 52, 외상 후 성장 73) 등 모든 정신 건강지표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현주(2007)는 마음챙김 명상 수행자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이 명상 경

험과 결과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보고

하였는데, 외상경험 수준이 낮고 자아강도가 강하며, 지성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명상경험과 결과를 보고하였고 외상 경험 수준이 높

고, 자아강도가 낮으며 내향적이고 추상적인 성격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일

수록 부정적 명상 경험과 변화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명상 경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

며, 자아강도가 낮거나 심각한 외상경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경

우, 그리고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사람의 경우 이들에 대한 특별한 주

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앞에 제시한 두 명의 사례는 명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잘 극복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상 프로그램 중에 탈락한 몇 명의 참여자들

이 이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자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명상 경험의 어려움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여 이를 도울 수 있는 개별적 접

근이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힘든 감정에 매몰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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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주적 관점에서 버리는 명상 방법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

간과 훈련이 필요하므로 사전 교육을 통해 이런 증상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 안심시키고 쉽고 정확한 방법으로 교육함으로써 수행자가 

쉽게 명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함이 중요할 것이다. 

본 중재 프로그램의 장점 및 성공요인을 요약하면 첫째, 유방암 생존자의 

심리상태와 요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요구에 부합한 프로그램의 구성, 둘

째, 고통이 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되 우주적 의식에서 통찰하여 

제거할 수 있게 하는 마음수련명상의 방법적 탁월성, 셋째, 참여자들의 동

기와 명상수행 시간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했던 연구자와 참여자들의 노

력이었다.

본 중재 프로그램의 향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첫째, 명상 수행 촉진을 

위한 요소들로 경험 나누기, 지지활동 등의 소그룹 모임 시간을 보강하고 

초반기 자기관리 교육 시간을 축소하여 1회기에 2시간 30분, 일주일에 2

회, 하루의 집중명상을 포함한 6주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할 것, 둘째, 심리적 

취약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위해 개별 상담, 일대일 명상 안내 등의 접근을 

강화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셋째, 정규 프로그램의 종료 후에

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추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 등

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명상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프로그램이 포함하고 있는 명상 이외

의 요소들, 즉 집단간 역동과 지지, 심리적 지지그룹에서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관심, 상담, 다양한 활동 등의 효과를 배제한 순수한 명상의 효과만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Lengacher et al., 2009; Würtzen 

et al., 2013).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한 순수한 명상의 효과만을 측

정하기 위해서는 명상프로그램과 유사한 정도의 관심과 구성을 가지지만 

명상으로는 몰입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대조군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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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Würtzen et al., 2013; Shapiro et al., 2006). 또 시간에 따라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처치도 가하지 않는 

대조군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Garland, Carlson, Cook, Lansdell, 

& Speca, 2007). 그러나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역동하는 행위 중재 

연구에서 실험실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기에는 윤리적,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있기에 많은 중재 연구들이 그러한 연구 설계상의 한계를 어느 정도 안

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조군에게는 유방암 생존

자를 위한 자기관리 교육이라는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실험

군에게는 명상 이외의 요소들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적 지지 그룹에서 가능한 여타의 활동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 그

러나 실험군과 대조군 프로그램의 대상자 노출 시간이 달랐고 모든 상황을 

동일하게 통제하지 못했으며 처치를 가하지 않은 대조군을 두지 않았으므

로 연구의 결과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과정과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명상프로그

램 참여자의 경험을 기술한 소감문으로 질적 분석을 하여 보고하였다. 그러

나 프로그램 과정 중에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가 아니라 

사후의 서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좀 더 

생생하고 풍부한 자료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5. 간호학적 의의

많은 연구와 이론들이 건강 증진과 안녕,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기

초월, 영적 건강, 긍정적 관점으로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본 연구

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간호 중재를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뚜렷한 효과를 보임으로써 선행연구와 이론들을 지지할 뿐 아니

라, 간호 중재의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총체

적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간호학에서 대상자들의 정신사회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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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고 영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가 실무나 이론, 연구에서 강

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적 성찰과 자기치유가 가능하도록 돕는 명상을 

이용한 간호중재를 실무에서 활용하고 연구한다면 간호대상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간호중재와 연

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88 -

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한 연구이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은 자기관리 교육 프

로그램에 비해 유방암 생존자의 우울(p=.019), 불안(p=.027), 지각된 스트

레스(p=.015)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둘째,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은 자기관리 교육 프

로그램에 비해 삶의 질(p<.001), 수면의 질(p=.010), 인생만족도(p<.001), 

외상 후 성장(p=.014)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셋째,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기

술한 사후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마음빼기’명상을 만나 ‘마음

빼기’와 씨름하는 적응 과정을 통해 부정적 마음을 빼기 하여 긍정적 마음

으로 바뀌는 ‘마음빼기’를 경험하였고, 그 결과 구속에서 자유로, 닫힌 문에

서 열린 세상으로 참 행복을 바라보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의 과정평가 결과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명상 프

로그램은 프로그램 완료율 81.5%, 개인별 출석률 83.0%를 보여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마친 지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임상에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중재로 확인되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명상의 효과를 반복 검증하기 위해 

좀 더 많은 표본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연구, 장기 추적 관찰 연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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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 등이 시도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명상 프로그램이 심리적 안녕 뿐 아

니라 신체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면역 지표, 스트레스 지

표, 뇌파 등 다양한 생리 의학적 지표를 이용한 연구 등이 시도될 것을 제언

한다.  

셋째, 유방암 생존자 이외에 다른 암생존자, 만성질환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환자, 정신사회적 문제가 있는 환자 등 다양한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마음수련명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시도될 것을 제언

한다.   

넷째, 마음수련명상과 마음챙김 명상, 단학 명상, 국선도 명상 등 다양한 

명상법들과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될 것을 제언한다.

다섯째,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취약한 대상자를 위한 정신

치료 및 약물치료와 마음수련 명상과의 병행 연구, 비교 연구 등이 시도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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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명상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후 소감문 질적 분석

주 제 하위주제

제 1주제: ‘마음빼기’를 만나다. 1)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 뭔가 도움은 되겠지

3) 반신반의하는 마음

제 2주제: ‘마음빼기’와 씨름하다. 1) ‘마음빼기’, 되는 걸까?

2) ‘마음빼기’는 어려워

3) 그래도 한번 가보자

제 3주제:  ‘마음빼기’를 경험하다. 1) 어, 버려지네?

2) 인간관계에 대한 마음을 빼다

3) 병에 대한 마음을 빼다

4) 허상의 ‘나’를 빼다

제 4주제:  삶의 변화를 경험하다. 1) 구속에서 자유로

2) 부정에서 긍정으로

3) 닫힌 문에서 열린 세상으로

4) 참 행복을 바라보다

제 1주제: ‘마음빼기’를 만나다.

참여자들이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조금씩 달랐다. 치료 후 

힘든 마음과 몸을 위해 도움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명상프로그램

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고 큰 기대 없이 뭔가 도움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 

1)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술과 항암치료를 마친 지 5개월이 지난 38세의 한 젊은 유방암 생존자

는 재발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힘겹게 지내고 있던 중에 

명상프로그램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으며, 비슷한 처지의 60세와 62세 

생존자 역시 치료의 후유증으로 몸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마음도 우울해지

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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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재발과 전이의 걱정을 갖고 살아야 하는 암환자의 서글픈 현실에...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지내오다 OO병원 명상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

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네요. 

(참여자 22)

시간이 지날수록 상지 부종과 수술부위의 간헐적인 통증 등으로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한 우려 중에 시달리던 중 마음빼

기명상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 (참여자 7)

2) 뭔가 도움은 되겠지

반면, 크게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막연히 뭔가 도움

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신청한 사람도 있었다.

처음 교육 참가할 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음식, 운동 등)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알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다. 마음빼기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다. (참여자 11)

처음 명상프로그램 참여를 권유 받았을 때 ‘2달 동안 잘 할 수 있을까’라

는 생각이 들었지만 암환자에게 명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여자 18)

3) 반신반의하는 마음

참여자마다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와 기대, 명상의 효과에 대한 믿음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내가 잘 할 수 있

을까 라는 기대반 걱정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은 대부분의 참여

자들이 비슷하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컥울컥… 억울함과 깊은 슬픔으로 제 마음이 너무 힘

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 비우기가 시작됐는데… 솔직히 처음

에는 마음수련에 대해 크게 믿지는 않았어요…  (참여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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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는 삶의 집착이 많아서 그런지… 내가 

찍어 놓은 사진이 정말 버려질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3)

제 2주제: ‘마음빼기’와 씨름하다.

오랜 시간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명상이 참여자들에게 처음부터 쉬운 것

은 아니었다. 또 ‘살아온 삶의 기억에서 형성된 것이 마음이며, 그것은 몸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찍어 놓은 사진과 같은 가짜 

마음일 뿐이다. 그것을 없애면 진짜인 본래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마음

수련의 설명이 처음부터 모두에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힘든 마

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동기와 한번 시작했으니 해보자 라는 마

음으로 참가자들은 ‘마음빼기’명상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1) ‘마음빼기’, 되는 걸까?

마음의 생성원리와 제거방법에 대한 반복적인 강의와 연습을 통해 마음

수련명상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인간이 여태껏 살아오면

서 먹었던 그 마음들이 과연 버려질까, 그리고 버려진 상태는 어떤 마음인

가 라는 도달해 보지 못한 경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인생에서 더하고 곱하기를 좋아하던 나에게 빼기란 단어는 어딘지 모르

게 낯설게 느껴졌다. 긍정적 마음과는 다르다는 빼기, 우주, 본질, 블랙홀, 

죽기... 그 단어들에 익숙해지기까지 생각보단 오랜 시간이 걸렸다. (참여자 

15)

또한 초반기에는 많은 참여자들이 잡념으로 자꾸 빠져들어 명상에 집중

할 수 없음을 어려워하였고 떠올리는 마음들이 버려진 것인지 아닌지를 당

장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답답함과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본격적인 마음빼기에 돌입한 나는 제대로 집중을 못했다. 세 번째 날 역

시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

해 중도에 포기하려는 마음까지 들었다. (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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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음빼기’는 어려워

또 자신이 옳다고 믿어 온 기준과 가치로 보아 온 세상이 가짜 사진일 뿐

이라고 하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38세의 한 직장

인 여성 생존자는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삶을 마음으로 버리라는 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자존감에 대한… 자존심을 버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었다. 명상 기간 동안 이 난관이 내가 극복해야 하는 가

장 큰 과제였다. (참여자 15)

뿐만 아니라, 억울함이나 분노 등의 감정을 많이 쌓아 둔 32세의 한 참여

자는 과거의 힘든 마음을 떠올림으로써 그 감정이 그대로 재경험 되어 일시

적으로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 그렇게 수련 중반쯤 되니 마음속에 슬픔, 화가 더 올라왔어요. 버리는 

과정 중에 힘든 기억들이 떠올라 마음 깊이 있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 같

았어요 그 때가 이 수련을 받는 기간 중 가장 힘들었어요. (참여자 13)

3)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러나 명상 방법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집에서도 과제를 열심히 수행

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중반기가 채 되기 전부터 마음수련명상의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동료 참여자들의 이런 긍정적 반응과 명상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한 연구자의 설명과 격려, 한번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

보자라는 의지가 명상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하루에 20분 이상씩 마음을 

버리기 시작했다. 어떨 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하고 떠오르는 생각도 

버렸다. (참여자 15)

처음에는 마음빼기라는 말이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몇 번 나가다 보니 알겠더

라구요.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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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될까? 기왕 시작했으니 한번 해보자. (참여자 13)

제 3주제: ‘마음빼기’를 경험하다.

1) 어, 버려지네?

마음수련명상의 회기가 중후반기를 넘어가면서 ‘마음빼기’의 시간이 늘어

감에 따라 참여자들은 점차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어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 

졌습니다. 내가 살아온 기억, 힘들게 했던 일들을 다시 정리해 나가며 버린

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참여자 13)

횟수를 거듭하면서 마음을 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느껴졌고, 집에 돌

아와서는 걷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빼기 시작했습니다. … 일상 생활을 하면

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던 잡생각을 마음빼기로 빼버리니 생각과 생

각 사이에 잠깐의 여백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중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18)

마음이 정말로 버려지고 가벼워진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한 참여자들은 

동기가 더 강하게 부여되어 명상에 집중하기가 쉬워졌고 실행시간도 늘려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구속했던 마음들을 떠

올릴 때 이전보다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일시적으로 

힘든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마음빼기’명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간 정도 강의 듣고 반복된 마음 빼기를 해보니까 서서히 나도 모르게 

집중도 잘되고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마음빼기가 재미가 있

어졌다. 혼자 있게 되면 마음빼기가 생활화가 된 거 같다. (참여자 12)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정리가 되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과 머리

가 가벼워지면서 아하 이렇게 죽고, 바로 이게 우주구나 알았습니다. (참여

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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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관계에 대한 마음을 빼다.

참여자들이 점차 마음수련명상의 방법에 익숙해지고 효과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 깊숙이 응어리져 있던 감정들을 하나씩 버려나가게 하였다. 

참여자들이 특히 버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인간관계

에 대한 부정적 마음이었는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 가족에 대한 미

움, 원망, 화, 서운함 등이었다.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나니, 비로소 그 마음

이 자기가 만든 자기 중심적인 사진이요, 가짜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반성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보게 되었고 상대의 입장에서도 생

각할 수 있게 되었다. 

가짜인 내 마음을 빼기 시작하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게 되니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가족이 눈에 들어왔다. 특히 남편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많이 놀라고 힘들었겠구나. 예전 같으면 마음에 담아두고 몇 날은 섭섭해 

하고 미워하던 마음이 돌아서면서 흐려지고 잊혀졌다. 그러니 내 마음은 더 

편해지고 가벼워졌다. (참여자 11)

가족과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한 생각이 들며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

며 나로 인해 가족들이 많이 힘들텐데 너무 나만 생각했다라는 생각에… 요

즘은 모두가 나를 위해 많은 배려 해주는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이면서… 

(참여자 10) 

명상 첫날, 남편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며 남편에 대한 미움과 자식에 대

한 집착을 가장 버리고 싶다고 적었던 57세 참여자는 소감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제 마음의 가장 큰 변화는 자식에 대한 애착, 기대감, 실망감, 이런 것들로

부터 많이 벗어나게 되었고 남편의 변화를 원하던 제 마음이 먼저 변하고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 또한 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음을 깨달았습니

다.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찍어놓은 사진 때문이며, 그 사진들

을 버림으로 인해 제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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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 항암치료를 마친 지 한 달이 된 56세 유방암 생존자는 가장 버리

고 싶은 마음으로 딸에 대한 죄책감을 적었다. 수년 전 딸의 결혼을 반대한 

이후에 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그 이후 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괴롭다

며 명상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울먹이던 참여자는 마지막 소감문에

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마음수련명상을 가르쳐 준)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딸 문제로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했을 겁니다. 물론 홧병도 나고… 눈물도 흘리고 했

겠죠. 이제는 그때 사연을 떠올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마음이 편해요. 

(참여자 19) 

참여자들은 미움, 원망, 집착을 버리니 가족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졌다고 기술하였다.

늘 폐쇄적이고 울분이 가득 차 있던 마음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마음

을 열고 많이 웃게 되었습니다. 마음빼기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 마

음속에 아픈 기억들(분노, 원망, 집착)이 아주 많이 사라졌으며 사람을 보는 

시선이 참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참여자 9)

3) 병에 대한 마음을 빼다.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 마음 만큼이나 유방암 생존자들을 괴롭게 했던 

마음은 치료 과정 중 겪었던 고통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것은 다시 떠올리

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 깊이 묻어두고 있는 것이었는데, 참여자들의 ‘마음

빼기’명상의 힘이 강해지면서, 진단과 치료 과정 중에 겪었던 경험과 그 때

의 감정들을 떠올려 반복해서 버리도록 했다. 그 결과 많은 참여자들이 재

발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의 걱정과 불안, 우울이 줄어들었음을 표현하였다.

(명상을 안했다면) 내가 유방암 환자라는 생각에 우울하고 두려워하면서 

앞으로도 재발 될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우울해 하면서 살았을 걸 생각해요. 

첫 암 진단. 수술, 빨간 항암약 때문에 너무도 무섭고 두려웠던 일들, 머리

는 모두 빠지고 내 모습이 초라했던 일, 항암 끝나고 나니 또 방사선 하기 

위해 내 가슴에 그림을 그리고... 방사선 하다 보니 피부색도 변해지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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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무섭고 두려웠던 일, 주변에 재발 돼서 힘들어 하는 환자들 보면서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편해졌습니다. 

(참여자 19)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빼기를 하면서 많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에 시달려왔던 내가 잠을 6시간 이상 푹 자게 되었습니

다. 복직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 재발, 전이의 두려운 마음, 내 병을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두려운 마음 등등 두려운 마음이 많았는데 명상 빼기

를 하면서 많이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1)

4) 허상의 ‘나’를 빼다.

마음수련명상을 통해 참여자들은 미워했던 상대도 실제 상대가 아니라 

오로지 ‘나’가 중심이 되어 상대를 바라보았던 ‘나’의 마음일 뿐이며, 걱정과 

불안도 실제가 아니라 ‘나’가 만든 허상의 사진일 뿐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살면서 찍어놓았던 무수한 허상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시비하였던 

자신을 참회하고 그러한 허상으로 형성 되어진 ‘나’가 궁극적으로 버려야 

할 대상임을 알게 된다.

나는 지하철을 타면 자리를 차지하려고 분주히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들

이 싫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

에게 나름대로 점수를 주었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속으로는 

환자라고 어떤 우대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자존심 때문에 울지 못했

습니다. (참여자 21)

마음빼기를 시작하면서 몰랐던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만하게, 교만하

고. 사람을 골라서 친구를 사귀었다는 걸 이제 반성합니다. (참여자 19)

마음비우기를 하면서 느꼈던 처음 마음을 기억하며 나 자신까지 모두 버

릴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듭니다. (참여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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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주제: 삶의 변화를 경험하다.

‘나’가 중심이 되어 보았던 세상을 참회하고 가짜인 ‘나’를 버려 넓어진 의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한 참여자들에게 삶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는 당연한 것이었다.

1) 구속에서 자유로

참여자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된 변화는 인간관계와 자신에 대한 구속

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었다. ‘나’가 중심이 되어 상대를 바라보았던 마

음을 버리자,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또 

위축되는 ‘나’, 열등감 때문에 솔직하지 못했던 ‘나’, 완벽해야 하는 ‘나’에 

대한 마음들을 버리니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얻게 되고 상대와 허물없이 대

하게 되었으며,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을 존중하게 되었다. 

나 자신을 존중하게 되었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빼기로 인

하여 불면증이 많이 완화되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므로 주위사람들에게도 

편안하게 대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게 되

고 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9)

내 안의 모든 사소한 것들을 빼기 하다 보니 남의 시선도 두렵지 않더군

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위축되던 자세가 오히려 당당해져서 자신

감도 생기고 적극적이어서… (참여자 14)

위축되어 있던 마음이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명상 이후 나 자신을 돌아

보고 남을 위해 배려하고 이해하고 나눔을 통해 준 사랑 나누는 사랑을 노

력하고 있고…(참여자 20)

2) 부정에서 긍정으로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의 자세가 바뀌

면서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어떤 일이든 간에 잘 안되면 어떡하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늘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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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는데 요즘은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도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0% 바뀌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바뀌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좀 신기하기도 하더군요. (참여자 6)

마음빼기 명상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내가 찍어 놓은 사진들을 버리면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내가 변하니까 내 가족도 좋아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점이다.) (참여자 20)

긍정적인 마음의 변화는 몸의 증상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켰다. 수술과 항

암치료를 종료한 지 3개월이 지난 32세 참여자는 마음수련명상으로 인해 

신체적 증상 자체가 많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대하는 본인의 마음

이 달라졌다고 서술하였다. 

치료 부작용으로 근육통, 불면증 등이 심해졌는데 2개월 간의 수련으로 

그 증상들이 많이 나아지지는 않았으나 그것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틀려

졌어요. 짜증을 내고 걱정하던 나에서 긍정적인 나로… 몸이 쑤시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해보게 되고, 오늘 잠을 못 자면 내일은 잘 자겠지 하는 마음, 그

렇게 마음이 편하고 긍정적인 것은 몸이 조금 불편하고 아픈 것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 들여지더라구요. (참여자 13)

3) 닫힌 문에서 열린 세상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마음에서 벗어나 세상에 자신을 개방

하게 되었다. 62세 한 참여자는 마음수련명상 이전과 이후의 삶을 가방 속

에 꽉 갇혀 있던 폐쇄적인 삶으로부터 넓은 대평원으로 나온 열린 삶으로의 

변화와 같다고 표현하였다.  

마음빼기 회를 거듭할수록 뭉텅이로 빠져 나갈 때 솜털같이 가벼워지는 

나를 느끼며 복잡 미묘했던 내 가짜 마음의 늪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

다. 뭇사람의 시선을 피하려 식당에서도 정면을 등지고 앉았던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정면을 향해 앉아있는 단편적인 내 모습을 보면 폐쇄됐던 내 

마음이 개방형으로 진정한 용기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이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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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들 미래 걱정 등 사서 고민하던 암울함도 점차 옅어지고 있으니 말

이다. (참여자 7)

유방 절제로 인한 위축감으로 목욕탕에서도 수건으로 가슴을 가리곤 했

던 참여자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감이 생

기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을 개방하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 생활할 때도 조급해 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것 같다. 운전할 때도 느

긋해지고 양보도 곧잘 하고 대중목욕탕의 사람들의 눈길도 아무렇지도 않

게 다닌다. 그전에는 수건으로 가슴을 가리고 구석에 앉았는데 지금은 “쳐

다 보려면 쳐다봐”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 마음에서 오는 이 편안함은 

마음빼기에서 온 것 같다. (참여자 12)

4) 참 행복을 바라보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부정적 마음을 버려 긍정적인 마

음으로 관점이 변화된 참여자들은 삶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행복감을 느끼

게 되었다. 또 자신도 어찌할 수 없었던 마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

고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행복에 대한 희망을 가져

다 주었다.  

마음수련을 하고 달라진 점: 1) 화가 날 일이 생겨도 별로 화가 안 난다는 

것이 신기함. 2) 마인드 컨트롤 해서 어려운 상황에 스스로를 안 노출시키

려고 노력하는 것 3)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당연히 삶의 질이 좋

아지고 매일매일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4) 불편한 상황에서 억지로 참

자가 아니라 복사된 사진들이 없어져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 든다. 

(참여자 6)

암환자라는 생각에서 멀어져가는 마음이 들다 보니 우울하고 불완전했던 

행동들이 밝은 미소로 바뀌어가고 있는 나의 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가족

과 주위에서 그렇게 말해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답니다. (참여

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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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나’만을 위하던 삶으로부터 더불어 사는 삶

으로의 변화를 희망하였다. 

마음빼기에 참여한 후에 나의 눈은 모두가 친구가 되었고 자리 차지하겠

다고 비비고 들어오면 자리를 내주고(웃으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환자라고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앞

장설 수 있게 되고 슬플 땐 함께 울 수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도 내일도 아니 죽는 날까지~계속해서 쭈 욱~~~열심히 죽고 또 죽어 세상

을 사랑하겠습니다. (참여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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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The Table of Attendence of Maum Meditation Grou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ttendence rate
(individual) %

Total number
of attendence

7/22 7/25 7/29 8/1 8/5 8/8 8/12 8/16 8/19 8/22 8/26 8/29 9/2 9/5 9/9 9/12 8/29 9/2 Mean=83.0 Mean=14.9

ID : 1 O O O O O O X X O O O O O X O O X X 81.3 13

ID : 2 O O O O O O X X O O O O O X O O O X 81.3 14

ID : 3 O O O O O O O O O O X O X O O O O X 87.5 15

ID : 4 O O O O O X O X X O O X X X O O O O 75.0 12

ID : 5 O O O O O O X O O O X X X O O O X X 75.0 12

ID : 6 O O X O X O O X O O X X O X O O O O 75.0 12

ID : 7 O O O O O X X X O O O O O O O O O O 87.5 15

ID : 8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O X 93.8 16

ID : 9 O O O O O O X O X O O O O O O O O X 87.5 15

ID : 10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00.0 18

ID : 11 O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O X 93.8 16

ID : 12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O O X 93.8 16

ID : 13 O O O O O O O X O O O X O X O X X O 75.0 13

ID : 14 O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O X 93.8 16

ID : 15 O O O O O O O X O O O O X X X X O X 75.0 12

ID : 16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X X O 87.5 15

ID : 17 O O O O O O O O X O O O O X O O X O 87.5 15

ID : 18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O O O 93.8 17

ID : 19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X 93.8 16

ID : 20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93.8 17

ID : 21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X X 93.8 15

ID : 2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00.0 18

100.0 100.0 95.5 100.0 95.5 90.9 72.7 63.6 86.4 100.0 86.4 77.3 77.3 54.5 90.9 86.4

22 22 21 22 21 20 16 14 19 22 19 17 17 12 20 19

O : Attendence X : Absence

Number of
attendee

(Mean=86.1)

(Mean=18.9)

Regular
session(am)

Date

Attendence
rate (session)

%

Supplementary
session(pm)

-
 1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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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The Table of Attendence of Self Management 

Education Group

1 2 3 4
Attendence rate
(individual) %

Total number
of attendence

7/24 7/31 8/7 8/14 Mean=94.8 Mean=3.8

ID : 1 O O O O 100.0 4

ID : 2 O O O O 100.0 4

ID : 3 O O O O 100.0 4

ID : 4 O O O O 100.0 4

ID : 5 O O O O 100.0 4

ID : 6 O O X O 75.0 3

ID : 7 O O O O 100.0 4

ID : 8 X O O O 75.0 3

ID : 9 O O O O 100.0 4

ID : 10 O O O O 100.0 4

ID : 11 O O O O 100.0 4

ID : 12 O O O X 75.0 3

ID : 13 O O O O 100.0 4

ID : 14 O O O O 100.0 4

ID : 15 O O O O 100.0 4

ID : 16 O O O O 100.0 4

ID : 17 O O O X 75.0 3

ID : 18 O O O O 100.0 4

ID : 19 O O O O 100.0 4

ID : 20 O O O O 100.0 4

ID : 21 O O X O 75.0 3

ID : 22 O O O O 100.0 4

ID : 23 O O O X 100.0 3

ID : 24 O O O O 100.0 4

95.8 100.0 91.6 87.5 (Mean=93.7)

23 24 22 21 (Mean=22.4)

O : Attendence X : Absence

Regular
session(am)

Date

Attendence
rate (session)

%Number of
atten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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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버리고 싶은 마음 체크표 결과

순위 버리고 싶은 마음 빈도

1 다른 사람(가족과 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 68

가족과 지인과의 갈등, 불만, 집착 27

가족과 지인의 건강, 자녀의 미래 등에 대한 걱정 21

가족과 지인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화 11

　 가족과 지인에 대한 서운함 9

2 자신의 몸에 대한 걱정 53

현재 증상에 대한 걱정 22

향후 관리에 대한 걱정 16

재발에 대한 두려움 15

3 자신에 대한 부정적 마음, 자신의 성격 등 29

위축, 자존감 저하, 자기 비난, 부정적 생각 19

　 욕심, 자존심, 완벽주의 10

4 기타 27

금전, 일, 결혼, 이사, 노후, 미래, 막연한 걱정이나 불안 15

　 억울함, 허무함, 외로움, 후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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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피험자 동의서

연구제목: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명상 기반 생존자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책임자: 정 경 해 

아래 내용을 읽으시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네모 칸에 표시하여 주십

시오. 

□ 본인            는(은), 이 동의서를 읽었고, 본 연구에 대한 목적, 방법, 기

대효과, 연구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담당 연구원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

면, 질문을 하였고 적절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합니다. 

□ 본인은 이 동의서에 기술된 바에 따라 본인의 건강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본인은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이 연구계획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타 임상연구 피험자 선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이 임상연구에 참

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임상연구 기간 중 언제라고 중도에 임상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 연구 참여를 중단하더라고 본인에

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상연구 참여를 요청하여 동의서 사본 1

부를 수령합니다. 

환자성명:                          서명                 날짜:                       

피험자의 대리인:               (관계:    )서명           날짜:                      

임상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서명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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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6.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유방암 치료를 마친 분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명

상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프로그램 참여자의 심리, 신체, 수면 상태

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한 설문지입니다. 개개인에 관한 어떤 정보도 공개되

거나 출판되지 않으며, 작성해 주신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은 엄격히 유지

됩니다. 귀하께서 작성해 주신 설문지는 오직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귀중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오니, 빠짐없이 솔직하게 기입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정경해/윤미라 올림

                                                         

설문작성일:    2013년     월               일

연구 참여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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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 척도 (SWLS)

아래의 각 문장에 대한 귀하의 동의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V 또는 O 체크)

항  목 매우 반대 중간 매우 찬성

1. 대체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1 2 3 4 5 6 7

2. 내 삶의 여건들은 아주 좋다. 1 2 3 4 5 6 7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었다.
1 2 3 4 5 6 7

5. 만약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내 삶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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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척도 (CES‐D)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귀하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

시오. (해당 내용에 V 또는 O체크)

1 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 이하 2 가끔 있었다: 일주일 동안 1‐2일간

3 종종 있었다: 일주일 동안 3‐4일간 4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동안 5일 이상양식의 맨 아래

지난 일주일간 나는
  극히         가끔          종종        대부분   

드물다       있었다       있었다      그랬다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1       2       3       4

2.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1       2       3       4

3.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을 것 같다.

   1       2       3       4

4.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1       2       3       4

*5. 비교적 잘 지냈다.    1       2       3       4

6. 상당히 우울했다.    1       2       3       4

7.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1       2       3       4

8.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1       2       3       4

9.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10. 적어도 보통 사람들 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1       2       3       4

11.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       2       3       4

12. 두려움을 느꼈다.    1       2       3       4

13.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1       2       3       4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15.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1       2       3       4

16.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       2       3       4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1       2       3       4

18. 마음이 슬펐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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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척도 (BAI)

다음은 귀하의 불안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현재 자기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설명 하나를 골라 표시 해주십시

오.(V 또는 O)

질문내용 아니다   약간    상당히   심하게

1. 가끔 몸이 저리고 쑤시며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1       2       3       4  

2.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1       2       3       4

3.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1       2       3       4

4.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1       2       3       4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1       2       3       4

6.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1       2       3       4

7.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1       2       3       4

8. 침착하지 못하다.  1       2       3       4

9.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1       2       3       4

10. 신경이 과민하다.  1       2       3       4

11.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1       2       3       4

12. 자주 손이 떨린다.  1       2       3       4

13. 안절부절 못해한다.  1       2       3       4

14.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1       2       3       4

15.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1       2       3       4

16.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1       2       3       4

17. 불안한 상태에 있다.  1       2       3       4

18.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1       2       3       4

19.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1       2       3       4

20.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1       2       3       4

21. 땀을 많이 흘린다.(더위로 인한 것은 제외)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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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Korean Perceived Stress Scale)

이 척도는 지난 한달 동안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

다. 각 질문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를 표시해 주

시기 바랍니다(V 또는 O 체크).

0=전혀 아니다        1=거의 아니다        2=가끔        3=꽤 자주        4=매우 자주

경험한 기분이나 생각
  전혀     거의      가끔       꽤       매우

아니다   아니다               자주      자주

1. 지난 한달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것이 얼마나 있었나요?
   0       1       2       3       4

2. 지난 한달 동안,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0       1       2       3       4

3. 지난 한달 동안,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0       1       2       3       4

4. 지난 한달 동안, 짜증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0       1       2       3       4

5. 지난 한달 동안,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0       1       2       3       4

6. 지난 한달 동안,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0       1       2       3       4

7. 지난 한달 동안,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0       1       2       3       4

8. 지난 한달 동안, 매사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0       1       2       3       4

9.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0       1       2       3       4

10. 지난 한달 동안,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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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FACT‐B 

다음은 당신과 동일한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중요하다고 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어 보시고 지난 7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 해 주십시오. 

신체 상태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운이 없다 0 1 2 3 4

2 속이 메스꺼린다. 0 1 2 3 4

3
몸 상태 때문에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4 통증이 있다. 0 1 2 3 4

5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괴롭다. 0 1 2 3 4

6 몸이 아픈 느낌이다. 0 1 2 3 4

7 자리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 0 1 2 3 4

사회/가족 상태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과 가깝게 느껴진다. 0 1 2 3 4

2 정서적으로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다. 0 1 2 3 4

3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0 1 2 3 4

4 내 가족들은 내 병을 받아들였다. 0 1 2 3 4

5 내 병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에 만족한다. 0 1 2 3 4

6
배우자와 가깝게 느낀다.(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0 1 2 3 4

현재 당신의 성생활 정도와 상관없이 (성생활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간에)

아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만약 답하고 싶지 않으면 X 표시해 주십시오.

7 성생활에 만족한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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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상태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슬프다 0 1 2 3 4

2 내가 병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에 만족한다. 0 1 2 3 4

3 병과의 싸움에서 희망을 잃고 있다. 0 1 2 3 4

4 불안하고 초조하다. 0 1 2 3 4

5 죽음에 대해 걱정이 된다. 0 1 2 3 4

6 내 상태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이다. 0 1 2 3 4

기능상태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일을 할 수 있다 (집안 일 포함) 0 1 2 3 4

2
나의 하는 일(집안일 포함)에 성취감을 

느낀다.
0 1 2 3 4

3 삶을 즐길 수 있다. 0 1 2 3 4

4 내 병을 받아들였다. 0 1 2 3 4

5 잠을 잘 잔다. 0 1 2 3 4

6 평소에 재미로 하는 일들을 즐겁게 한다. 0 1 2 3 4

7 지금의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 0 1 2 3 4

기타상태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숨이 차다. 0 1 2 3 4

2 나의 옷차림에 대해 자신이 없다. 0 1 2 3 4

3
한팔 또는 양팔이 부어 오르거나 만지면 

아프다.
0 1 2 3 4

4 나는 성적 매력이 있다. 0 1 2 3 4

5 머리가 빠져 걱정이다. 0 1 2 3 4

6
내 가족이 나와 똑같은 병에 걸릴까봐 

걱정이다
0 1 2 3 4

7
스트레스가 내 병에 영향을 끼칠 것을 

걱정한다.
0 1 2 3 4

8 체중 변화 때문에 걱정한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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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경험

못함

매우 

적게

경험

조금

경험

보통

경험

많이 

경험

매우 

많이 

경험

1.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0 1 2 3 4 5

2. 내 삶이 가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다 0 1 2 3 4 5

3. 나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0 1 2 3 4 5

4.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더 커졌다 0 1 2 3 4 5

5. 영적, 정신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커졌다 0 1 2 3 4 5

6.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7.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0 1 2 3 4 5

8.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0 1 2 3 4 5

9. 나는 내 감정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0 1 2 3 4 5

10.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0 1 2 3 4 5

11. 나는 내 삶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12.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13. 나는 매일매일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되었다 0 1 2 3 4 5

14.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접하게 되었다
0 1 2 3 4 5

외상 후 성장 척도 (PTGI)

다음은 귀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각 항목

의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V 또는 O 체크)

0 = 나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1 = 나는 매우 작은 정도 경험하였다

2 = 나는 조금 경험하였다                     3 = 나는 보통 경험하였다

4 = 나는 많이 경험하였다                    5 = 나는 매우 많이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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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경험

못함

매우 

적게

경험

조금

경험

보통

경험

많이 

경험

매우 

많이 

경험

17.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단지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0 1 2 3 4 5

18. 나는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졌다 0 1 2 3 4 5

19. 나는 생각했던 거보다 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0 1 2 3 4 5

20. 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 알게 

되었다
0 1 2 3 4 5

21. 나는 이웃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더 인정하게 

되었다
0 1 2 3 4 5

일반적 특성

1. 현재 나이는 몇 살 입니까? 

2. 유방암은 몇 기 이셨습니까?

3. 유방암 진단 이후 현재까지 어떤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현재 치료 중인 

것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

1) 수술    2) 항암치료   3) 방사선 치료   4) 호르몬 치료  5) 표적치료  

6) 기타                                                                                       

4. 현재 남아있는 치료는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세요)

1) 수술    2) 항암치료   3) 방사선 치료   4) 호르몬 치료  5) 표적치료 

6) 기타                                                                                       

5. 수술은 어떤 수술을 받았습니까?

1) 유방 전절제술      2) 부분 절제술      3) 유방 재건술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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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지막 항암치료를 받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년          월

7. 학력 

1) 무학  2) 초등졸  3) 중졸  4) 고졸 5) 대졸 이상

8. 직업 

1) 전업주부  2) 사무직  3) 전문직  4) 생산, 노무직  5) 농, 축, 수산, 임업 

6) 영업, 서비스직  7) 학생  8) 없음  9) 기타                                      

9. 종교

1) 불교   2) 개신교   3) 천주교   4) 없음   5) 기타                           

10. 결혼상태

1) 기혼   2) 미혼   3) 이혼, 별거   4) 사별   5) 기타                         

11. 경제상태

1) 상      2) 중      3) 하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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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체크해 봅시다>

최근에 버리고 싶은 마음, 힘든 (괴로운) 마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

이 있었는지 

적어보고 그 마음이 현재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혀 힘들지 않음                                                                 매우 힘듬

2.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혀 힘들지 않음                                                                 매우 힘듬

3.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혀 힘들지 않음                                                                 매우 힘듬

4.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혀 힘들지 않음                                                                 매우 힘듬

5.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혀 힘들지 않음                                                                 매우 힘듬

6.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혀 힘들지 않음                                                                 매우 힘듬

7.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혀 힘들지 않음                                                                 매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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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7. E mails of permission to use the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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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8. Certificate of IRB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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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Maum Meditation Program 

on Breast Cancer Survivors' 

Psychological Well‐being 

Mi Ra Yu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Misson Song, PhD, RN

 

Most of breast cancer survivors experience psychological distress 

such as depression, anxiety, and perceived stress. Such psychological 

distress can negatively impact their physical symptoms, quality of 

life, and quality of sleep. There is much evidence that meditation 

elevates emotional wellbeing and improves many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through a possible activation of self‐healing 

mechanism.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the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to determine its effects on 

depression, anxiety, perceived stress, quality of life, quality of sleep, 

satisfaction with life, and post-traumatic growth index; and to 

compare these effects to the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advanced needs assessments of breast cancer survivors, a 

theoretical background was developed from a concept of the Maum 

Meditation, which can be summarized as ‘discard the negative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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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 and change to the infinitive universe mind.’ Based on this 

concept, the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was initiated. The intervention consisted of meditating twice a week 

with each lasting 2 hours for 8 weeks durat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was conducted on 57 female breast 

cancer survivors recruited from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Korea of 

Republic. All subjects were within 2. 5 years of treatment completion 

with surgery or chemotherapy. The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an 8‐week Maum Meditation program (n=27) or a 4‐week self 

management education program (n=27). The final analysis was 

conducted on 22 subjects of the Maum Meditation group and 24 

subjects of the self -management education group. Statistical analysis 

included repeated measures ANOVA, t‐test, and χ2 test. In addition, 

qual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participants’ subjective experience 

reported during the Maum Meditation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mpared with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the subjects assigned to the Maum Meditation for 

breast cancer survivors had significantly lower mean levels of 

depression, anxiety, and perceived stress, along with higher quality 

of life, quality of sleep, satisfaction with life, post-traumatic growth 

index. Secondly, the participants in the Maum Meditation program 

experienced: meeting the ‘mind subtraction method’, grappling with it, 

discarding the negative mindsets abou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isease, 

and false “I.” In addition, they experienced self‐transformation from 

imprisonment to freedom, negativism to positivism, a closed door to 

an opened world, and looking forward to the true happiness. Thirdly, 

the Maum Meditation program was found to be feasible in clinical 

setting for breast cancer survivors within 2.5 years after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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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Many research studies show spiritual well-being and positive point 

of view are essential to improve health and quality of life.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Maum Medit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improve many aspects of life and health.  Through discarding 

any negativism, transformation to positivism occurs and this leads to the 

improvement of health, quality of life, positivism, and real happiness.

Key words: Breast Cancer Survivors, Maum Meditation, Depression, 

Anxiety, Stress,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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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주고 온 몸 마음을 다해 함께 해 준 한일선 선생님, 이금연 선생님, 정희

명 선생님, 전시현 선생님께 눈물어린 고마움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계셨기

에 연구가 가능했고 논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위한 지혜와 

힘이 모자랄 때 큰 힘이 되어 준 이석정 도움님, 김정훈 도움님, 서선행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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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라는 것 없이 모두 주는 세상에 감사합니다. 연구에 동참해 주시고 함

께 웃고 울며 마음을 나누었던 참여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

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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