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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의 정신건강 및 자기조절력 증진을 위한
학교기반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ADDIE
Model의 5단계에 따라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 소그룹 모임, 그리고 요가명
상 개별과제로 구성된 4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Mezirow (1997)의 전
환학습이론을 근간으로, 여고생들의 효율적인 전환학습이 가능하도록 전환적
경험, 성찰적 사고, 토론과 공유, 실천이라는 전환학습의 4가지 구성요소를
프로그램에 배치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기존의 한국형 마음챙김 기반 중재 개발자 2
인과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가 2인, 현직 고등학교 교사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받아 완성하였다. 6회의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
은 기본적인 마음챙김 개념의 이해를 위한 강의, 마음챙김 요가, 마음챙
김 명상시간으로 구성되었다. 4회의 토요 소그룹 모임은 일주일간의 개
별 요가명상의 경험을 나누고 평가하는 시간으로 운영되었다. 매일 20분
간 수행하는 요가명상 개별과제는 일지작성을 통해 수행계획과 그에 따
른 성취를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개발된
마음챙김 중재에 대한 선행연구의 고찰 및 Hözel 등(2011)의 마음챙김의
‘자기조절기전’을 근거로 하여 스트레스, 집중력, 기분상태,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을 결과변수로써 선정하였고, 이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양적 측정를 위해, 2018년 6월 21일부터 7
월 23일까지 대조군 전후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D시에 위치한 일개 인
문계 여자 고등학교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고, 최종 실험군 28명, 대조
군 30명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실험군에게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4주간의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대조군에게는 동
일한 프로그램을 실험군 프로그램 종료 직 후에 참여토록 하였다. 수집

된 양적 자료는 사전측정의 동질성을 확인한 후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
해 효과를 검증하였고, 실험군만을 대상으로 수집된 수업참여의 만족도
와 경험은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학교기반의 마음
챙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되었고(p=<.001), 집중력(p=.016), 기분상태(p=.048), 자기조절력(p=.004) 점수
가 유의하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자아존중감(p=.096) 점수
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학교기반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97.1%의 출석률과 89.7%의 과
제 수행률을 보여, 그 운영에 있어 참여율이 매우 높았다. 질적자료 분석
에서도 본 프로그램이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입시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 정규수업 이후에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여
고생의 몸과 마음에 있어 건강증진과 집중력 향상 및 정서조절을 위해
효과적이며,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 적용된
마음챙김 요가명상의 방법은 쉽고 간편해서 일정한 훈련 후 혼자서도 수
행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스트
레스완화, 집중력향상, 기분상태향상, 자기조절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앞으로 성인기에 경험하게 되는 인지적,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처
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관점에 있어 전환이 가능한 새로운 자기조절력 향
상 방법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는바, 추후 이러한 학교기반의 마음챙
김 중재에 대한 확대 시행 및 다양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
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요어: 여고생, 학교기반, 마음챙김, 스트레스, 집중력, 기분상태,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
학 번: 201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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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청소년에게 있어 학업성
취수준은 OECD국가 중 최상위권이나,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 및 삶의 만족
도는 최하위권이다(OECD, 2017).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경쟁
으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자정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긴장, 속박감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놓여 있다
(김정주, 2011). 국내의 청소년 온라인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질병관리본부, 2017), 특히 인문계
고등학생은 부모 및 교사 등의 사회적지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압박감
등의 정신적 문제에 취약하므로(박영주 등, 2011; 유정 등, 2010), 이들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재는 주로 우울, 자살생각,
인터넷 중독, 비합리적 신념 등의 부정적 측면을 다루었는데, 이는 과거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주로 부적응적인 심리문제와 병리적 정신 의학모델
에 초점을 맞추어 져 있었기 때문이다(김정주, 2011). 하지만, 이제는 인
간의 긍정적인 적응과 삶의 질의 향상을 시키는 목적으로 한 Seligman
과 Csikszentmihalyi (2000)의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적응과 심리적인 안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더욱이
청소년들이 학업과정에서 스스로 집중력과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기분상
태를 비롯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기조절역량을 강화하고,
자아개념 중 주요한 측면인 자아존중감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
으로 제안되어야 하겠다(김봉구, 2016).
-1-

청소년들은 그 시기에만 가지는 창의적인 사고능력, 삶을 향한 열
정적인 도전의식, 부모, 교사,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형성 등의 긍정적
인 특성을 가진다(Siegel, 2013). 이러한 특성은 평생을 활기차고 풍성하
게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므로, 이 시기에 꼭 성취해야 하는 것이지만, 학
업성적 위주의 교육환경에서는 이러한 측면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접근에 있어 스트레스, 소진 등의 부정
적인 감정을 억제하기 보다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중재가 더 필요하다(강혜정, 강성현, 임은미, 2014). 이는 평소
에 어떤 경험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나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가능한
데 이러한 의식전환 훈련 중 하나인 마음챙김 중재가 효과적이라고 알려
져 있다(Ahn, 2008).
‘마음챙김(Mindfulness)’이란, 특별한 방식으로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마음챙김 요가를 통해 몸에 대한 주의 깊은 자각을, 마
음챙김 명상을 통해 마음에 대한 주의 깊은 자각을 훈련하여, 궁극적으
로는 자신의 주의와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하는 방법이다(Kabat-Zinn,
1990/2017). 국외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음챙김 중재가 지역사회
자원인 지역 센터, 교회 및 학교 내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Broderick,
2013; Mendleson et al., 2010; Sibinga et al., 2013), 약물중독 학교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뿐 아니라, 건강한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이
들의 핵심적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집중력, 정서조절, 또래간의 친
밀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재로써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학교 내 교육전략으로 활용
하는 방법과 그 유용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김경은,
2015; 김정주, 2011). 교육학 및 심리학 영역에서 수행되어 온 일부 연구
는, 예비적 연구의 성격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 1회 교육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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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방향으로 전달하고 이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중적인 마음챙
김 교육을 사전학습으로 제공하고 이를 체득할 수 있는 매일의 체계화된
훈련과 양방향의 소통이 가능한 소그룹 모임의 제공, 그리고 매일의 과
제를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뿐 만 아니라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개
발과 적용에 있어, 학습이론과 마음챙김의 작용기전을 연구의 개념적 기
틀로 적용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한 연구는 더욱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처음 마음챙김을 배우는 여고생들을 위해 이해하
기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
고자 한다. 이러한 마음챙김 중재는 여고생에게 현재 자신의 몸의 감각
과 마음을 자각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훈련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
고 나아가 집중력과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하다. 총체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간호학에서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
적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
에서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실제 학교보건현장에서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제공된다면, 여고생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
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을 위한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을 위한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스트레스, 집중력, 기분상
태,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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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School-based Mindfulness Program)

학교기반이란, 대상자 모집과 중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학교의
교육철학, 일반적인 수업, 교내의 인간관계 등의 학교 환경을 활용하는
것이다(White, 2012).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비판단적인 방법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Kabat-Zinn, 1990/2017),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요가와 명상을
통해 마음챙김을 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abat-Zinn (1990/2017)의
마음챙김 기반의 스트레스 완화(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MBSR)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지각된 스트레스(Perceived Stress)

스트레스란 특정한 자극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없을 때
발생되는,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는 정신현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는 이
위협 정도를 개인에 의해 평가되어 인지되는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Cohen, Karmarck와 Mermelstein (1983)이 개발한 Perceived
Stress Scale을 박준호와 서영석(2010)이 한국어로 표준화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집중력(Attention Ability)

집중력이란 주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중요하고 구체적인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다(James, 1950). 본
연구에서는 Harris & Harris (1984)이 개발한 격자 난수표를 이용하여
제한된 시간동안 찾은 연속된 숫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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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분상태(Mood States)

기분상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정서적(Emotional), 감정적인
(Affective), 느낌(Feeling)의 상태를 의미한다(Morris, 1989). 본 연구에서는
McNair, Loor와 Dropplemen (1992)가 개발한 Profile of Mood States–Short
Form (POMS-SF)를 Yeun과 Shin-Park (2006)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POMS-SF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이란 자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Rog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g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 중 국내 번안과정에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한 문항을 제외하여 도금혜와 이지민(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6) 자기조절력(Self-regulation)

자기조절력이란 주어진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해가며, 그
요구에 따라 활동을 시작 또는 멈출 수 있는 능력으로, 사회적 또는
교육적 상황에서 언어적, 신체적 활동의 빈도와 강도, 지속성을 조절할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Kopp, 1982). 본 연구에서는 West (2008)이
청소년의 마음챙김을 통한 자기조절력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건강한
자기조절 척도(Healthy Self-Regulation Subscale)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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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청소년기는 다양한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성인과는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반면, 그것에 대처하는 기술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Saltzman,
2014). 이 시기에 습득한, 삶을 대하는 자세나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습관
들은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주요한 자산이다. 청소년기에 경험한 친밀
한 사회적 관계, 강렬한 감수성, 새로운 통찰력과 호기심이 넘치는 삶의
자세 등은 성인이 되어서도 오래도록 이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원동력
으로 작용한다(Siegel, 2013). 마음챙김 기반 중재는 청소년의 자기조절력
및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되어져 왔
다(Saltzman, 2014). 이에 본 장에서는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청소년기와 여고생의 발달적 특
성과 자기조절력 및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비롯하여 직접적인
중재의 요소가 되는 마음챙김의 개념과 작용기전 및 중재효과를 정리하
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적용된 마음챙김 중재에 대한 선행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의 특성과 자기조절력
청소년은 12세와 20세 사이의 미성년의 젊은이들을 통틀어서 이르
는 말로, 흔히 10대 후반을 칭하며 청년과 소년을 동시에 함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2018). 학자에 따라 청소년을 사춘기가 시작되는 중학생 시
기, 만 12세부터 대학을 졸업할 나이 만 24세까지 다양하게 그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Siegel, 2013).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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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최효숙, 2012). 이렇듯 학자마다 법규마다 청소년을 규정
하는 기준은 다르나,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발달
해 가는 중간기이며,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적응해가는 시기라는 공통의 특징은 명확하다(방경숙 등, 2014). 아
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은 발달적 균
형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욕구와 자기
주장성과는 달리 자신의 실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
어, 불안해하는 특성과 반항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박영숙, 2016).
특히, 여고생은 남학생에 비해 시험 등에 대한 압박을 더 위협적으
로 느끼며 더 불안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다른 청소년기
에 비해 고등학교 여학생이 더 취약하다(최슬기, 2017). 이러한 여고생의
부정적 정서 상태는 낮은 자존감과 완벽주의 성향과 관련되며, 스트레스
에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김선경, 2014).
특히, 여고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위협을 주는 요소로는 공부 및 학교관
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성적 및 시험관련 스트레스,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순으로 제시 되어(김정주, 2011), 많은 부분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에는 학교, 친구, 부모, 지역사회 등이 있는데,
오늘날의 일반적인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청소년의 균형적인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방
경숙 등, 2014). 학교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청소년은 흡연, 음주,
약물 등의 건강위험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최진, 김미예, 2009), 우
울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문제에 취약하며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여학생
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다(김보은 등, 2015). 청소년기의 건강행위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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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성인기의 건강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한번 습관화되면 수정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으
므로, 청소년기에 바람직한 건강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이충원, 2000).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인 고등학생은 학업과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이러한 건강교
육은 소홀한 현실이다(최진, 김미예, 2009).
청소년기(adolescence)는 초기아동기(early childhood)와 대등하게 발
달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회의 시기로, 이들 청소년은 앞으로 다가올 성인기에
대한 계획(planning)과 집중(focus), 자기통제(self-control), 알아차림(awareness),
유연성(flexibility) 등 앞으로의 삶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배우며, 이러한 삶
의 기술은 선천적으로 획득되기보다는 자기조절력을 연마함으로써 획득되는 것
이다(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 at Harvard University, 2018). 자
기조절력은 청소년들이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해서 이를 달성하고, 충동을 제어하며 여러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신과정이다(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
at Harvard University, 2011). 이렇듯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 수
행과 정서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 요소는 자기조절력(self-regulation)
이다(김봉구, 2016). 자기조절력은 학습능력과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특히 청소년의 학습에 있어 자기조절력은 중요한 부분이다(박준수,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들은 일상에서 자신의 상황을 스스
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인지 능력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다소 늦게 발달하는 것(Steingberg,
2007)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언어 처리 능력을 관여하는 두정엽(pariental lobe), 측두엽(temporal lobe)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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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기조절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전전두엽(prefrontal lobe)은 상
대적으로 늦게 발달한다고 하였다(Gogtay et al., 2004). 이러한 이유로
인해, 높은 수준의 수학적 추론과 학업성취를 이루는 청소년들 중 충동
적인 행동, 감정의 동요,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양상이 빈번
히 나타난다(오수경, 이우걸, 2017).
자기조절력(self-regulation)이라는 용어는 각 학문의 분야나 이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흔히 자기통제력(self-control), 자기관리
(self-management)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Kehr, Bles &
Rosenstiel, 1999), 자기 통제력은 정서억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그
선호도가 줄어들고 있다(원성두, 김임렬, 이민규, 2013). Baumeister, Heatherton
과 Tice (1994)는 자기조절력(self-regulation)을 자기통제(self-control)와 동
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자기조절은 자기통제보다 좀 더 적극적
이고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하였고, Zeidner, Boekaerts와 Pintrich (2000)는
자기조절을 자기관리와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자기관리는 타인에 의해 설
정된 목표를 따르는 반면, 자기조절은 자기 스스로 설정한 목표(self-set
goals)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절력 연구의 선구자는 Kendall과 Wilcox (1979)인데, 이들은
자기조절이 인지적요인과 행동적 요인으로 구성되며, 인지적 요인에는
깊이 사고 할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능력, 계획 및 평가 능력 등이 포
함되고, 행동적 요인에는 자기점검, 자기 평가, 자기 강화와 다른 외부적
인 감시 없이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고 하였다. Mischel과 Micheal (1983)은 자기조절을 최선의 결과나 미래
의 소망을 위해 자신의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욕구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
절하는 만족지연의 개념으로 보았다.
Kopp (1989)은 자기조절력이 주어진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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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상황적 요구에 따라 행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
는 것으로, 사회적, 교육적 상황에서 언어적, 신체적 행동의 빈도, 강도와
지속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자기조절
을 용서, 겸손, 신중성 등의 성격강점과 함께 절제의 미덕으로 보고 있으
며, ‘자신의 감정, 행동 및 욕구를 잘 통제하고 조절하여 규율과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Vohs와 Schmeichel (2003)은 자기조절을 자신이 원하지 않은 반응이나
습관적인 반응을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목표를 위해 변화시킬 수 있
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양옥승(2006)이 자기조절을 개인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생각하고 그에 맞는 적절
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며 그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지조절
능력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정수(2011)는 자기조절력을 인지적 조절 측
면 외에 정서 조절 측면으로 보았는데, 정서 조절이란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 즉, 기쁨이나 즐거움, 불안이나 두려움, 슬픔과 분노 등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다루고 이러한 정서를 체득해 가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효숙
(2012)은 자기조절을 외적인 요소의 개입 없이 개인의 심리내적인 요인
에 의해 개인 스스로 충동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고, 행동 등을 조
절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개인의 심리 내적인 힘이라
고 하였고, 안희진(2014)은 청소년에게 자기조절이란 청소년 자신의 욕구
를 상황과 환경에 맞게 변화 시키거나 바람직하게 수용하여 자신의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에 자신을 맞추고, 자신을 적절히 통제, 지연,
억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Bandura (1991)는 자기조절은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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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자기관찰은 적절한 자기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그 판단은 다시 개
인적, 행동적 자기반응을 이끄는 과정을 이끈다고 하였다. Eisenberg 등
(1995)은 주의통제, 충동성, 억제통제, 일반적 자기통제, 대처하기로 자기
조절의 하위구조를 설명하였다. 김영상(2001)의 연구에서, 자기조절은 감
정, 동기, 인지 등의 영역에서 두루 기능하고 있는 고차적인 정신능력을
말하며, 이 과정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1단계에서는 자신의
현재 감정, 인지, 동기 등에 대해 깨달아야하며, 그 후 2단계에서는 바람
직하지 못한 현재 상태를 자신이 바라는 목표 상태로 옮기려는 노력으로
서의 자기조절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양옥승(2006)의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을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 감정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타인의 사고와 감정 및 의도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으며, 정서조절의 하위 요소로 정서인
식, 정서억제, 정서대처하기로 구분하였다.
자기조절은 주로 심리학을 포함한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학문분야에
서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교육학에서는 자기조절학습과 관련하여 학업
성취, 정서조절,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명진, 2011).
임상 심리학이나 간호학에서는 주로 Kanfer (1970)의 자기관리이론
(theory of self-management)을 적용하여 자기조절력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체중감량이나 금연 등의 건강행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자기관리 피드백 회로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자
기관리 과정은 자기감찰(self-monitoring), 자기평가(self-evaluation), 자기강화
(self-reinforcement)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이외에 심리학의 각 분야에서도
특히, 사회심리학에서는 목표지향 및 피드백 통제이론, 자기조절력 모델
을, 발달심리학에서는 자기조절기질 모델을, 신경심리학에서는 이중양식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원성두, 김임렬, 이민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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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Carver와 Scheier (1998)은 목표지향 및 피드백 통제 이론
(Goal directed and feedback control theory)에서 자기조절은 행동 및 정
서 통제에 의해 접근 혹은 회피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정
서는 목표의 달성여부와 그것에 대한 해석의 결과물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우울과 분노는 모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 인데, 분노
는 여전히 목표가 존재하는 상태이고, 우울은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목표자체가 상실된 상태에서 유발된다고 하였다.
Baumeister, Vohs와 Tice (2007)는 자기조절력 모델(Self-regulatory strength
model)을 제안하면서, 자기조절이라는 용어를 광의의 개념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반응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인간의 행동이나 감
정의 변화를 위해 자기조절력을 적용하는데 특별한 동기와 의지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 Kopp (1982)의 자기조절 기질 모델(Model of self-regulative
temperament)에서는 자기조절을 일종의 기질(temperament)로서 이해하여
‘상황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
력’이라고 정의하였다. Fonagy와 Target (2002)은 자기조절을 유전적 소
인, 아동 초기의 경험 및 성인기의 기능 간 관계의 매개변인으로 간주하
였는데, 이러한 관점으로 자기조절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심리상태를 해석
하는 능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우리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현대인들은 점점 더 다양한 영역에
서 자기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경
험하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의 많은 부분이 자기조절의 실패와
관련되는데(Baumeister & Heatherton, 1996), 인간관계에서의 긴장 및
폭력,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 우울 등의 정신 건강 문제, 낮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비만, 게으름, 도박 및 게임중독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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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교헌, 2006; 김교헌, 최훈석, 2008; Baumeister, 2003). Tangney,
Baumeister와 Boone (2004)은 자기조절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충동
통제를 잘하게 되며 물질 남용, 정신병리, 섭식장애,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이 낮은 반면, 학업 성취도가 높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하며 대인관
계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Ridder 등(2012)은 100여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하여 높은 자기조절력을 가진 사람들은 직장, 학교, 적응, 대인관계,
욕구 조절 등에서 월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조절이 높을수
록 자신의 분노를 더 잘 다루어 공격적인 행동을 덜 하는 모습을 보인다
(박선영, 2012).
청소년기에 자기 조절력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으면, 공격성, 과잉행
동 등의 외적 문제가 드러날 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 및 위축, 정체성의
혼란 등의 내적문제까지 보이며(Kuhl, Kazen, & Koole, 2006), 이러한
자기조절의 실패는 자기조절 자원이 고갈 되었을 때 주로 발생하게 된다
(김교헌, 2006). 또한 청소년의 학업 성취 및 행동문제와 일상스트레스를
다룸에 있어 자기조절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청소년기에 보다 건강
한 발달을 위한 개입에서 자기조절력은 핵심적 요소이다(윤영신, 2007;
조민자, 이종한, 2009; 하창순 등, 2006). 이에, 현재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들 청소년들의 여러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 자기조절력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을 적극적으
로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부적응을 예방하며 스트레스 상
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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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정신건강
이미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인종, 교육,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우울, 불안, 걱정, 섭
식장애, 중독, 자해 또는 자살생각 등의 자기 파괴적인 행위에 빠져있음
을 진단받고 있으며, 이는 풍요로운 환경과 취약한 환경 모두에서 청소
년의 삶에 나타나며, 더욱이 이러한 파괴적인 행위들은 대부분 빠르게
전염되고 있다(Luthar & Barkin, 2012). 이와 같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위협은 대부분 우리사회가 존재(Being)보다는 행위(doing)에, 과정(process)보다
는 결과(product)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며, 우리사회는 시험점수, 경제적
부, 사회적 지위를 행복, 관계, 정서적 안녕감 등의 정신건강 앞에 놓은
경향이 있다(Saltzman, 2014).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특히, 청소년은 개인차는 있으나 많은
수가 신체적, 성적 변화에 대해 심리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심
리적 혼란과 정서적 불안감을 경험하고, 특징적으로 분노, 과도한 긴장, 불
안과 걱정 등의 정서적 특성을 나타낸다(박영숙, 2016).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는 청소년기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다각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관
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김선경, 2014).
우선,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 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정 관계로 정의된다(Lazarus &
Folkman, 1984). 지각된 스트레스는 중요한 최근의 생활사건의 발생에 대
해 개인이 지각한 스트레스 수준을 의미하며(Linn, 1985), 개인의 삶에서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 상태라고 평가하였을 때에 개념화 할 수 있기 때문
에, 같은 상황과 사건이라도 개인의 가치관, 사건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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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따라서 지각되는 스트레스 수준은 각각 다르다(Cohen, Kamarck &
Mermelstein, 1983). 즉, 개인이 자신의 정서나 가치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
에서 상황이나 사건의 좋고 나쁨이 자신의 수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스트
레스를 느끼게 된다(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는 빈번히 청소년에게 불안, 우울 등의 건강하지 못한 정서
상태를 유발하며, 이는 학업 성취도의 저하와 연관된다(Foster, 2017). 청
소년기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개인적 요인에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상 나타나는
불안, 긴장, 분노, 우울 등의 내적갈등이 포함되고, 환경적 요인에는 가
족, 친구, 학교 및 학업 등이 포함된다(김정주, 2011).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부족한 청소년은 두통, 복통, 피로, 수면 곤란 등의 신체증상을
보이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불안 및 스트레스를 포함한 부정적 정서는
이러한 신체증상을 더욱 악화시킨다(신현균, 2006). 또한, 과정에서 지속
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자신감이 결여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
로 인한 혼란과 우울감 등을 겪게 되며, 또래관계에서 고립되거나 회피
적인 상호작용을 보이는 등의 사회기능적인 문제를 가진다(김현주, 2013;
문경숙, 2006).
한편, 주의 집중력의 문제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발
달적 연속선상에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에 주의집중을 다루는 능력이 고
도로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다(백승지, 2017). 또한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와 관련된 연구와 맞물려
아동 및 청소년의 주의 집중력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이명경, 김아름, 2011). Greason와 Cashwell (2009)은 주의집중력을
4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그 네 가지 중 첫째는 현재 경험에 주
의를 기울이기 위해 다른 자극을 무시하는 ‘선택적 주의집중’, 둘째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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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과제에 동시에 주의를 지속하는 ‘분할적 주의집중’, 셋째는 주의
를 특정 시간동안 유지하는 ‘지속적 주의집중’, 넷째는 옮겨간 주의를 다
시 이전의 대상으로 되돌리거나 특정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주의의 초
점을 옮기는 ‘전환적 주의집중’을 말한다.
백승지(2017)의 연구에서는 주의집중력을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는
집중적 주의와 정해진 대상 없이 매 순간의 경험에 주의를 유지하는 수
용적 주의로 구분하였으며, 청소년에게는 이 두 종류의 주의집중력이 모
두 중요하다고 하였다. 주의집중력의 증진은, 지속적으로 특정한 자극에
대해 주의를 유지하는 능력인 지속적 주의(sustained attention)와 여러
자극 간의 주의 초점을 자유롭고 의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인 주
의전환(attention switching)에서의 개선을 의미한다(김효정, 2015). 주의
집중력이 뛰어난 학습자는 오랜 시간 과제에 몰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내용을 깊게 파악할 수 있다(김정민,
송수지, 2014). 주의집중력은 학업 성취 뿐 만 아니라 또래관계나 교사관
계를 포함한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
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핵심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대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도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민,
송수지, 2014).
기분상태(mood states)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
며,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나타나는데, 이는 어떠한 경험이 특정 정서, 특
히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했을 때 개인이 겪게 되는 심리적인 불편감 수
준을 조절하고 관리하여 심리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Kopp, 1989). 정서(emotion)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감정인 정
동(affect),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인 기분(mood), 일상적이고 순간적
인 감정을 일컫는 느낌(feeling) 등의 여러 감정 상태를 포괄하는 상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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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정의된다(김현주, 2013; Mulligan & Scherer, 2012). 이러한 다양
한 양상의 감정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정서조절이며
(Kopp, 1989), 정서조절은 사회적 적응 및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적인 각성, 주의 및 기분상태를 증진, 유지, 조정하는 과정과
(Eisenberg & Spinrad, 2004),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감시하여 알아차리
고 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Shields & Cicchetti, 1997).
일반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분의 상태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상
태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누는데, 부정적 상태는 생존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
할을 하면서도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반면, 긍정적 상태는 자아존중
감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원상태로 되돌리
는 역할은 물론, 마음을 넓히고 심리적 힘을 기르는 역할을 하므로 이에
두 정서간의 균형은 중요하다(김지연, 2011; Watson, Clark, & Tellegen, 1988;
Watson, Suls, & Haig, 2002).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 병리를
야기할 수 있고(Gratz & Roemer, 2004), 무엇보다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회적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조미진, 2014). 이러한 정서조절은 인식된 정서 정보의 의
식적 평가에 의해 달성되며, 조절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달성되는 것이며, 정서조절 방안으로는 정신적, 신체적
이완 등을 통한 신경계 이완이 있다(이수정, 2001).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
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 정도이다(Rogenberg,
1965). Schacter, Gilbert와 Wegner (2011)은 자아존중감을 자신을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하는 정도로 정의하
였다. Epstein (1973)는 자아존중감이 자기개념(self-concept)과 유사한 개념
이지만, 자아존중감 보다 자기개념이 보다 포괄적인 의미이며,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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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하위영역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Erikson
(1963)은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청소
년들이 자기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자아존중감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고 보았다. 김봉구(2016)은 청소년기에는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독특
한 특성으로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자기개념에 대한 스스로
의 평가적 측면을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평가하
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미 많은 간호학 영역의 청
소년 건강 관련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측정하
는 변수로써 활용하고 있다(유영미, 2015; 최진, 김미예, 2009; Modrcin-Talbott
et al., 1998).
청소년은 정체감 위기에 직면하여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더 이상
의 확신이 없으며 이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더욱 깊게 고민하게 되
며, 이러한 과정에 실패할 경우, 자신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게 된다(최경숙, 송하나, 2010).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통찰하고, 본질적인 자기 인식(self-awareness)의 과정을 통해 긍정
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며(김봉구, 2016),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
이 높은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스트레스를 더 잘 극
복하고 어려움 난관을 더 잘 견디는 경향이 있다(Schacter, Gilbert, & Wegner,
2011). 반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빈번히 우울, 흡연, 알코올 및
약물 중독과 같은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Modrcin-Talbott et al., 1998).
이에, 대학입시라는 발달적 위기에 처한 일반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자아
존중감 형성을 비롯한 정신건강 및 자기조절력 증진을 위해, 문제발생
이전에 예방적이며 적절한 개입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간호학 영역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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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음챙김을 활용한 중재 연구
1) 마음챙김(Mindfulness)의 기본 개념과 작용기전
마음챙김(mindfulness)이란, 특정한 방식을 통해 이 순간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상태에 대해 스스로 알아차리며,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받
아들이고 허용하는 탈 중심적인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마음챙김의 상태
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마음챙김 요가(Mindful Yoga)와 마
음챙김 명상(Mindfulness Meditation)의 방법이 이용된다(Kabat-Zinn,
1997/2017). 이에 본 장에서는 마음챙김의 작용기전에 대한 구체적인 고
찰에 앞서, 마음챙김(mindfulness)이라는 구체적 용어가 도입된 배경으로
써의 전통적인 명상(meditation)과 현대과학에서의 명상과 그 작용기전에
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명상(meditation)은 3000여년의 전부터 동양의 문화권에서 수행되어
져 온 심신수련법의 하나이지만(Shapiro & Walsh, 1984), 오늘날에는 형
이상학적, 절대적 의미의 명상수련보다는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에 기인
되는 질병의 예방과 대처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근본적으로 명상은 현
재의 경험하는 순간과 그곳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높임으
로써 보다 통합적인 자기인식(sense of self)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되
어(Stevens, 2010), 여러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주요한 중재로
활용되고 있다.
2012년 미국건강면담조사(The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Health, 2016)에 따르면, 명상을 일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 표본의 5.2%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집단에서 그리고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에서 많으며, 명상의 종류 중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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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챙김(mindfulness)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마음챙
김 명상을 선택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전반적 건강증진(76.2%) 및 에
너지 향상(60.0%), 기억력 및 집중력 강화(50.0%), 불안(29.2%), 스트레
스(21.6%), 우울(17.8%) 등의 정신적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명상을 수행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
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 보완대체요법에 비해 비교적 수
행하기 쉽고 안전하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Cramer et al, 2016).
명상이 현대과학에 도입된 배경을 보면, 1960년대 Mahesh (1963)에
의해 인도의 초월명상법(Transcendence Meditation)이 미국에 본격적으
로 도입되었는데, 초월명상은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산스크리트어로 된 ‘옴’과 같은 만트라를 읊조리며 하루 한 두 차례 20분
간 수련하는 것이다. 이후 1970년대 하버드의대 심장내과 전문의인
Benson (1975)이 이완반응(Relaxation response)이라는 명상기법을 개발
하여 발표하였다. 이 명상법은 어떤 특정 종교의 색이 없이 하루 한 번
이나 두 번 10-20분가량,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한 자세로 온 몸을 이완
하여 수동적인 태도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특정한 낱말(예. 평화..
평화.. 등)이나 구(예, 하나님 아버지... 등)를 반복하여 암송하는 하는 것
이다. Benson 박사는 이러한 이완방법을 실천한다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고혈압, 심장병, 두통과 같은 신체적 질환을 예방 할 수 있고, 또한 환자
는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Benson의 이완반응이 학계에 발표된 이후, 메사츄세츠 의대의 분자
생물학자인 Kabat-Zinn (1982)은 만성 통증환자들을 위한 마음챙김 요
가명상 프로그램인 “스트레스 감소와 이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후 Kabat-Zinn (1990/2017)은 1990년대에 이를 “마음챙김 기반의 스트레
스 완화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이하 MBSR)”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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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구성을 체계화시켜 보급하였다. 이렇듯 마음챙김
명상은 메사츄세츠 의과대학병원의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현대의료시
스템에 도입되었고, 이후 여러 신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대상에게 적
용되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어지면서 오늘날과 같이 북미,
유럽 뿐 아니라 다시 동양에서도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Bishop et al.,
2004).
마음챙김(midfulness)이라는 용어는 서인도 방언 팔리어인 사티
(Sati)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학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초기에는 마음챙
김 외에도 알아차림(awareness), 마음집중(attention)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김정호, 2004). 이 후 Kabat-Zinn (1982)이 만성통증을 가진 환자
를 대상으로 이러한 마음챙김 개념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논문에 발표함
으로써 학술적인 용어로 마음챙김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마음챙
김 명상(mindfulness meditation)은 팔리어 인 위빠사나(Vippassana)를
영어로 번역한 것으로, Vi는 ‘분리, 관통’을, ’Passana는 ‘본다’를 의미하
는 것으로, ‘평소와는 다르게 현상을 관통하여 꿰뚤어 본다’로 풀이할 수 있
다. 한 대상에 집중하는 집중명상(concentrative meditation, 사마타 명상)과는
그 의미를 구분지어 통찰명상(Insight meditation, 위빠사나 명상)이라고
도 한다(김정호, 2004).
Kabat-Zinn (1990/2017)은 마음챙김을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
여, 의도적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순간순간 경험한 것을 자각하며,
경험한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그
과정은 ‘비 판단, 인내심, 초심, 신뢰, 애쓰지 않음, 수용, 내려놓기’의 7가
지 마음챙김의 태도를 가져야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Bishop
(2002)은 마음챙김을 ‘현 순간에 온전하게 집중하기’, ‘현 순간 실제를 관
찰하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의 세 가지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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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편, Brown과 Ryan (2003)은 마음챙김을 ‘현재에 경험하는 것이
나 당면한 현실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자각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하
였다. Baer (2003)는 마음챙김을 ‘지속적인 내적 외적 자극의 흐름을 그
것들이 일어날 때 비 판단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Shapiro 등
(2006)은 마음챙김을 특별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여
기서 특별한 방식을 IAA모델로 설명하였다. IAA는 의도를 가지고(Intention),
주의를 기울이는(Attention), 태도(Attitude)를 의미한다.
선행연구(Arch, & Craske, 2006; Bishop et al., 2004; Hölzel et al.,
2011)에 의하면, 마음챙김의 작용기전은 자기조절기전, 수용기전, 그리고
신경생리적 기전, 인지적 기전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자기조절
기전(mechanism of self-regulation)은 마음챙김을 통해 자신의 몸과 감
각, 그리고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주의와 정서를 조절하게 됨으로써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의 효과에 이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 수용기전
(Kabat-Zinn, 1990/2017)은 마음챙김을 통해 자신의 사고에 대해 비 판단
적이고 탈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게 됨에 따라 여러 부정적 정서의 원인
이 되는 자동적인 사고, 반추적인 사고를 멈추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모
습으로 수용하는 것을 체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세 번째, 신경 생리적 기전은 Kabat-Zinn(1990/2017)의 스트레스 대
처와 반응 모형을 의미하며, 마음챙김이 외부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인 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계 활성을 차단시킨다는 원리이다. 마지막
으로 Isbel과 Mahar (2015)이 제시한 인지적 기전(Cognitive mechanisms of
mindfulness)은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것으로, 마음챙김이 탈중심화, 탈
자동적 사고를 통해 주의에 대한 자기조절을 강화시킨다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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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음챙김 중재의 효과
마음챙김 기반의 중재 프로그램들이 Kabat-Zinn (1990/2017)을 포함
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학계에 도입, 정착되면서 2000년대 이후 과학
적 방법을 이용한 효과검증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검증된 효과는 생리학
적 측면, 뇌과학적 측면,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한국명
상학회, 2018). 마음챙김의 생리학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건강문제
를 가진 대상자에게 마음챙김을 적용하여 통증경감(김수지, 안상섭, 2009;
Cherkin et al., 2016; Kabat-Zinn et al., 1987), 심혈관계 안정(이봉건,
2013),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강광순, 2010; Klatt, Buckworth, &
Malarkey, 2009; Marfurt, 2006), 혈당의 조절(이봉건, 신재숙, 2007), 면
역력 증가(Carlson et al., 2003; Creswell et al., 2009; Davidson et al.,
2003)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암환자 및 건강한 인구에서도 마음챙김이
신체적 효과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삶의 질의 향상에 효
과가 있었다(Carlson et al., 2003; Lengacher et al., 2011; Shapiro et al.,
2005). 최근에는 텔로머레이즈의 발견과 함께 명상이 건강한 일반인의
노화와 암 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다
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전반적 건강에 있어 마음챙김의 효과 연
구가 확대되고 있다(Jacob et al., 2011).
마음챙김의 뇌과학적 효과에 대한 초기연구는 주로 뇌전도(EEG)를
이용하는데, 마음챙김 경험자들은 안정상태의 알파파가 증가하고, 단순한
안정 상태를 넘어선 각성과 수면의 경계상태인 세타파가 증가하였다
(Chiesa, Calati, & Serretti, 2011). 이러한 뇌파의 변화는 주로 좌측전두
엽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통찰경험과 창의적사고 및 유쾌하고 이완된 행
복감과 관련이 있다(Cahn & Polich, 2006; Davidson et al., 2003).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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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된 박정민과 최인령(2016)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년여성의 뇌파에서 심리적 안정파인 알파파가
증가하고, 스트레스파인 베타파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기능성
자기공명영상법(fMRI)나 양자방출단층촬영(PET)가 명상연구에 도입되
어, 명상동안 뇌의 기능과 구조적 변화를 밝히게 됨으로써 더욱이 명상
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윤병수, 2012b). 마음챙
김이 높은 집단은 명상을 하는 동안 심리적 만족감과 낙천성을 관장하는
전전두피질(Pre Frontal Cortex)의 활성도가 높고(Hölzel et al., 2007;
Lazar et al., 2005), 부정적 정서경험과 관련된 편도체의 활성은 감소하
였는데(Creswell et al., 2007),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명상의 정서조
절 효과에 대한 뇌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마음챙김의 정서적 효과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개발의 목적이 스트레스 완
화인 것과 관련이 깊다. 간호학 영역의 여러 연구에서도 마음챙김 중재
를 다양한 대상군에게 적용하여 스트레스 완화를 포함한 정서적 측면의
효과를 확인하였다(강광순, 2010; 김현숙, 2014; 박정민, 최인령, 2016;
송영숙 등, 2015; 홍혜민, 장선주, 2017; Biegel et al., 2009; Foster, 2017;
Jain et al., 2007; Lengacher et al., 2011; Marfurt, 2006). Marfurt
(2006)은 약물중독 진단 후 재활중인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주1회씩 6회
기 마음챙김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완화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고, Jain
등(2007)은 의대 간호대생 2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총 4회기의 마음챙
김 중재를 시행하여 스트레스 및 영성에 주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Biegel 등(2009)은 정신과 외래에 다니는 청소년을 102명을 대상으로 주
1회 8주간, 마음챙김 중재를 시행하여 스트레스완화 등의 정신건강의 효
과를 검증하였다. Lengacher 등(2011)은 초기 유방암 생존자 17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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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씩 8회기 중재를 제공하여 스트레스, 두려움, 불안, 우울의 증상완
화 효과를 확인하였고, Foster (2017)는 간호대학생에게 주 1회씩 8회기
를 제공하여 스트레스 완화와 학습력 향상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강광순(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병원 외래에서 통
원치료 받는 유방암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주 1회씩 8회기의 마음챙김
중재를 적용하여 스트레스완화 효과를 확인하였다. 김현숙(2014)의 연구
에서는 주의력결핍과다행동 장애 및 자폐성향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
17명을 대상으로 주 1회씩 총 6회기의 마음챙김 중재 후, 우울감소에 대
한 효과는 확인하였지만, 스트레스 완화에 대한 효과는 없었다. 박정민과
최인령(2016) 연구에서는 특정 질병이 없는 40-60세 사이의 중년여성 21
명을 대상으로 주 1회씩 총 8회기를 적용하여, 스트레스, 우울, 분노 감
소 효과를 확인하였고, 홍혜민과 장선주(2017)의 연구에서는 정신과병동
입원환자 24명을 대상으로 주 2회씩 3주간, 6회기의 마음챙김 중재를 적
용하여 스트레스 완화와 파워증가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국내 질적 연구
로는, 관상동맥질환자의 마음챙김 경험으로 ‘스트레스관리를 위한 자기조
절법 터득, 자긍심, 행복, 나를 찾음’으로 분석한 연구(송영숙 등, 2015)가
있다.
김경은(2015)의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질병에 없는 일반 청소년집
단에게 적용한 마음챙김 활용 프로그램은 우울(d=1.021), 불안(0.986), 스
트레스(0.749) 등 정서적 측면의 효과가 크고, 이것은 성인과 비슷한 수
준(우울 1.216, 불안 1.085, 스트레스 0.834)이며, 오히려 마음챙김 수준의
변화는 성인 집단(0.495)보다 청소년 집단(0.826)에서 더 크다고 하였다.
건강한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된 여러 선행연구에서 마음챙김의 정서
적 측면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POMS(profile of mood
states), PSS(perceived stress scale), MAAS(mindfulness attention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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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등이 있었다(Burke, 2010; Chiesa & Serretti, 2009).
마음챙김이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Howell
과 Buro (2011)의 연구에서는 Tangney, Baumeister와 Boone (2004)의
자기통제력 측정도구(the self-control measure)를, White (2010)연구에서
는 West (2008)의 청소년을 위한 마음챙김 행동생각 측정도구(Mindfulness
Thinking and Action Scale for Adolescents, MTASA) 중 자기조절력
측정도구(self-regulation sub-scale)를 사용하였다. West (2008)연구에
의하면, 마음챙김 중재의 자기조절력 측정은 집중력 조절(Brown et al.,
2011), 정서조절(Goldi & Gross, 2010), 자기인식(Biegel et al., 2009)에
대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이 도구를 활용하여 마음챙김 중재
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조절력 측정을 할 것을 제언한다.
이렇듯 많은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요가와 명상은 마음챙김을
훈련하기 위한 효율적인 두 가지 방법을 의미하여, 마음챙김은 궁극적으
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조절하도록 돕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자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 수 있도록 한다
(Brown & Ryan, 2003). 마음챙김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한 상
태에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자기의 분노,
불안, 충동 등을 볼 수 있게 하고, 자기의 이러한 충동을 보게 되면 멈출
수 있고 조절이 가능하다(박상규, 2008). 이러한 자기조절 능력이 길러지
면,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 생각, 행동에 대해서 침착하고 객관적인 관점
으로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긴다(김교헌, 2008). 또한 마
음 챙김의 주의집중과 현재 자각의 속성은 자기의 감정 뿐 만 아니라 타
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여 타인과 상황에 맞는 행동
으로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 할 수 있게 한다(원두리, 김교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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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대상의 학교기반 마음챙김 중재연구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이고, 이들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발달에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환경이 학교라는 점을 착안하여, 학교기반으로 제공하는 학교보
건영역의 간호중재는 매우 중요하며, 그 운영의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박영주 등, 2009). 교육현장에서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를 강
조한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John Dewey (1933)는 학교 교육의
주요 목적이 학생들에게 일관적이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자극을 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학교 내에서
특별한 노력과 에너지 투입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 Langer (2000)는 학교 교실에서 이루
어지는 마음챙김(mindfulness)을 통해, 청소년은 틀에 박힌 사고 또는 혼
동스러운 마음(mindless)에서 벗어나, 현재 경험하는 학습과제에 보다 잘
집중하고 유연하게 반응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더 적절하게 조절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은 지금까지 사고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
법으로 현재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환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전통적 학습에 비해 시간은 더 걸리지만, 삶에 있어서 개개인의 개성이
잘 드러나고 창의성이 더욱 발휘된다(Csikszentmihalyi, 1996). 교실 속에
서 개개인이 마음 챙김을 함양하는 것은, 현재 현상에 대해 보다 밀접하
게 관찰하기,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조망, 모호성(ambiguity)도입하기를
통해 가능하며, 이미 몇몇의 학교 교실에서는 이러한 마음챙김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Ritchhart & Perkins, 2000). 청소년의 마음챙김은 성인의
마음챙김과 그 성격은 비슷하며, 내적 감정 및 외적 환경에 대한 알아차
림(awareness of internal and external experiences)과 비 판단적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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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nonjudgmental orientation), 현재의 감정과 생각을 수용하는 태도
(accepting), 현재 경험에 대한 탈 중심화와 개방성(decentering and
openness to experience) 그리고 상대적 사고(relativity of thoughts), 통
찰력 있는(insightful)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Johnson et al., 2017).
마음챙김 중재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체계적 문헌
고찰인 Erbe와 Lohrmann (2015)의 연구를 보면, 마음챙김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완화와 긍정적 정서 강화를 포함한 정서적 조절, 집중력 증진
을 포함한 인지적 조절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학교보건 프로그램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중재라고 하였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가 없는 건강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특히, Wisner,
Jones와 Gwin (2010)은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중재는 청소년의 주의집중
력을 포함한 자기조절력 증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체계
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 보건담당자 뿐 아니라 학교 행정가들
의 적극적인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청소년에게 적용한 76개의 마음챙김 중재를 분석한 Klingbeil
등(2017)의 메타분석연구에서는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중재의 장소
(병원, 지역사회, 학교)에 따른 차이는 없지만, 마음챙김 중재가 건강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적 의미의 학교 건강교육 프로그램으로 그 영역
이 확장될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마음챙김 중재의 투입시간은 효
과크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 141개의 마음챙김
중재를 분석한 김경은(2015)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중재는
초등학생 및 성인 보다 중고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효과크기가 크며, 청
소년 대상의 마음챙김 중재는 성인집단과는 달리 총 회기수, 주당 회기
수 등의 운영방식은 효과크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중재집단
의 크기(12-15명 구성)는 효과크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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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Broderick(2013)은 고등학생의 감정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용 마음챙김 프
로그램인 총 6회기 구성의 ‘Learning to BREATHE (Body;몸의 감각 지
켜보기, Reflections; 생각 지켜보기, Emotions;감정 지켜보기, Attention;
감각, 생각,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기, Tenderness; 자애롭게 지켜보기,
Habits;건전한 마음유지하기, Empowerment;일상생활에 앞의 6개 요소
적용하기)’을 개발하였는데, 각 회기는 30-45분로 구성되었다. 이들 연구
팀에 의하면, 주 2회 Learning to BREATHE에 참여한 120명의 여고생
은 부정적 정서, 피로, 통증과 고통의 감소를 경험하였고, 정서 규제, 평
온한 느낌, 이완, 자기-수용의 향상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Broderick &
Metz, 2009). 이후 Potek (2012)는 무작위할당을 통해 16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회기가 40-45분으로 구성된 총 6회기의 Learning to BREATHE
을 주 1회씩 적용하여 이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완화되고, 정서조절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Metz 등(2013)은 이 청소년용 마음챙김 중재
인 Leating to BREATHE를 25명씩의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6학급에, 1
회기 15-20분씩 주 1회씩 적용하여, 이들의 스트레스 인지 및 정서조절
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Sibinga 등(2013)은 볼티모어 도시지역의 저
소득층 남자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1회기가 50분으로 구성된, 총 12회
기의 마음챙김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실험군은 무작위 할당된 일반
건강교육 집단에 비해, 불안이 감소하고 스트레스 대처가 증가하고, 타액
속 콜티졸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Mendleson 등(2010)은 어린 시
절부터 폭력적인 이웃 분위기에서 성장한 볼티모어 지역의 25명 학생을
대상으로 1회기 45분으로 구성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12주간 시행하여,
스트레스 경감 등의 정신건강 영역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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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운영되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교 행
정가들에게 학생들의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매력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영국의 Kuyken 등(2013)이 개발한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인
MiSP(Mindfulness in Schools Program)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 프로
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마음챙김 방법을 사용한 수련을 개별적으
로 수행하기를 원했으며, 실제 2-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80%의 학생들
이 마음챙김 명상과 요가방법을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었다. 또한 벨
기에에서 Raes 등(2014)에 의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 1회씩 총 8회기로
시행된 마음챙김 프로그램에서 많은 학생들은 우울이 감소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그 우울 감소의 효과가 6개월까지 지속되었다. 인도의 Anand
과 Sharma (2014)는 8주간 학교수업시간 40분을 활용해 주1회씩 마음챙
김 수업을 받은 33명의 청소년은 자신의 스트레스가 경감되었다고 보고
하였고, 이 수업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답
한 학생이 81%였다. 홍콩의 청소년 42명을 대상으로 Lau와 Hue (2011)
이 수행한 주 1회, 6주간의 마음챙김 중재는 학생들의 우울감 완화에 효
과가 있었고, 개인의 성장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중재연구는 마음챙김 연구자들이 소속되
어 있는 심리학과에서 대학생(김경우, 장현갑, 2007; 김아영, 2009; 배재
홍, 장현갑, 2006) 혹은 청소년 대상(김도연, 손정락, 2012; 김선경, 2014;
안희진, 2014; 우주미, 김정모, 2013; 이우경, 2017; 이지선, 2004; 이태선,
김정호, 김미리혜, 2010; 장영수, 2010)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았다. 그 다
음으로는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고은주, 2014; 윤호진, 2008; 정동하,
2003; 정봉효, 2000; 최주영, 이용남, 2014)으로 수행된 연구가 많았다. 이
는 대부분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 주도로 소속 학교의 청소년에게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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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였다. 심리학자 주도의 연구에서는 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불안,
우울, 공격성 등의 정서조절을 포함한 자기조절력, 자아존중감을 측정하
였고, 교육학자 주도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 집중력 등을
측정하였다. 대부분 건강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일부 논문에서
는 알레르기 비염, 과민성대장증후군, 근골격계 통증 등의 신체적 불편감
을 가졌거나 혹은 학교부적응이나 폭식 등의 행위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
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간호학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마음챙김 중재를 수행한 연구로는 국외
는 약물중독 회복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6주간 시행하여 스트
레스 감소의 효과를 확인한 Marfurt (2006)와 6명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
으로 주 1회 8주간 시행하여 스트레스 감소 및 학습능력의 향상을 확인
한 연구(Forster, 2017)가 있으나, 연구 참여자의 수가 적었고,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간호학 영역에서 청소년 대상 마음챙김 중재연구에는 강광순과 김인중
(2012)의 연구가 있는데, 인문계고등학생을 23명을 대상으로 주 1회 8주
간 시행하였으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심리적 행복감에 있어서 통계
적 차이는 없었으며, 실험군에서만 사전 측정에 비해 사후 측정에서 심
리적 행복감이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다.
청소년 대상은 아니지만, 간호학에서도 최근 10년 사이, 암환자(강광
순, 2010), 관상동맥질환자(송영숙 등, 2015), 간호 대학생(염영란, 최금봉,
2013), 간호사관생도(김선영 등, 2013), 소아정신질환자 어머니(김현숙,
2014), 시설여성노인(김경남, 손혜경, 박현주, 2014), 건강한 중년여성(박
정민, 최인령, 2016), 정신과 입원환자(홍혜민, 장선주, 2017) 등 다양한
대상으로 마음챙김 중재가 수행되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여러 특성을
가진 간호대상자에게 적용된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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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불안, 분노를 포함한 부정적 정서조절에 그리고 파워, 행복 등의
긍정적 정서조절에 효과적인 간호중재임을 밝히고 있다.
간호학의 본질이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 대상자에게 건
강에 대한 역할모델(role-modeling)이 되는 것, 전인적인 돌봄(holistic
care)의 제공을 제공하는 것, 총체적인 인간으로서의 대상자를 이해하는
것(holistic view)’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김성재, 2008), 비록 간호사
가 임상영역에서 질병을 가진 대상자를 돌보는 일에 많은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인간의 정서적, 영적인 측면의 돌봄에도 그 중요
성를 두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정신신체 통합적 접근(Mind-body
integrative approaches)으로 제공되는 마음챙김은 간호학에서도 의미 있
는 간호중재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제까지 청소년 대상의 마음챙김 중재가 심리학 및
교육학에서 주로 수행해 오고 있었지만,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또한
간호의 주요영역이므로 학교보건 현장에서 실제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
는, 한국 청소년의 자기조절력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기반의 마
음챙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적용해 봄으로
써 그 시행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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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및 가설
1. 이론적 기틀
1)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개발
: 전환학습이론(Mezirow, 1994)
본 연구에서 마음챙김 프로그램 개발은 전환학습이론(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에 기초하였다. 지식을 수동적으로 습득하고 축적하는
형성학습(formative learning)과는 달리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은, 학
습자 개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 가정들이 전환적 학습이
라는 구체적 경험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일컫는다(Mezirow, 1994).
학습자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배우
는 과정을 다루는 이론에는 이러한 전환학습이론 뿐 아니라, 학습과 발
달에서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경험학습이론(Kolb, 1984), 스스로 학
습 목표를 정하고 성취해 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자기주도학습(Knowles,
1975)이 있다. 이 중에서 전환학습이론은 학습자가 자신과 세계를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전환학습은 학
습자가 지각, 인지, 감정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해석 체계인 준거의
틀(frame of reference)의 변화를 통해 보다 나은 신념과 기대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까지 이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초창기의 전환학습이론(Mezirow, 1981)에서 전환학습은 개인 심리
비평적 관점, 즉 ‘혼란스러운 딜레마(disorientation dilemma)’와 같은 위
기로 인식되는 사건이나 결정적인 경험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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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념, 태도, 의미관점 등이 보다 긍정적이고, 분별력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의미관점을 갖게 되는 과정으로 정의되었다. 이후,
Mezirow (1997)는 어느 시점, 특히 청소년 이후의 성인교육과정에서, 어
느 특정사건(이혼, 사별, 질병, 직업상실 등) 혹은 경험에 중점을 두어 전
환학습을 설명하였고, Cranton (2002)는 보다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관점
에서 한 학습자의 인간 전 생애발달에 걸쳐 이루어지는 인지적인 성장을
전환학습의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환학습의 개념들은 미시적인
관점과 거시적인 관점에 따라 개념적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전환적
경험, 비판적 성찰, 담론, 실천의 과정을 거치며, 외부세계(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성찰)을 통해 내면 혹은 외부에 있는 기존의 어떠한 틀을
해체하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전환학습의
개념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다(Cranton & Caruestta, 2004; Kitchenham,
2008). 또한 전환학습에 참여한 학습자는 토론(담론) 을 통해 어떠한 경
험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고 수정하면서 자신의 의미로 재구성하
는데,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관점을 행동(실천)에 적
용한다(Mezirow, 2003).
청소년은 영유아기, 학령기 등의 아동기의 교육과정을 거치며 기본
적인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학습(formative learning)을 주로 하였다
(Mezirow, 1996). 하지만, 청소년은 성인기를 준비하는 과도기적 존재이
므로 단순 지식습득 위주의 학습방식과는 달리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
추어 인식변화에 따른 실천까지 이끌어내는 학습과정에 집중해야 할 필
요가 있다(Saltman, 2014). 이들 청소년들은 학교 내 교육과정에서 적용
하는 마음챙김 학습(mindful learning)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이동(paradigm shift)을 경험할 수 있
다(Langer, 1997).
- 34 -

전환적 학습의 핵심개념은 관점의 전환(perspective transformation)
으로, 관점의 전환이란 개인의 발달적 위기, 사회적 위기 등을 포함한 전
생애에 걸친 누적된 성찰이 가져오는 인식의 변화이며, 삶의 과정은 이
러한 관점의 전환, 인식의 전환 그 자체로, 삶의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하
는 과정이다(Mezirow, 1997). 현대의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방법은 청소
년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마음놓음(mindless)
의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과다학습과 “어떤 문제의 정답은 하
나밖에 없다”라는 창의성의 제한은 청소년들이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대
한 관점전환을 불가능하게 한다(Langer, 1989). 이에 반해 마음챙김
(mindfulness)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보편적인 능력이며,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자신을 느끼고 알게 하는 것으로 마음 놓음의
현상에서 마음챙김의 현상으로 관점을 전환하는데 체계화된 훈련이 필요
하다(Saltman, 2014).
이러한 전환적 학습은 청소년들에게 학교현장에서의 마음챙김 교육
을 통해 실현가능하다는 최근의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데,
Hart (2004)는 학교 교실에서 행해지는 마음챙김 명상은 학생들에게 전
환적 경험으로써 작용하기 때문에, 마음챙김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분석
적이고 호기심이 강하며 보다 여유를 가지고 일상의 배움과 삶속에 머물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마음챙김은 일상의 스트레스 반응을 개인의 성
장과 발달을 위한 원동력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Ahn,
2006), 마음챙김은 나 자신 뿐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인식
을 전환시키기 때문에 전환학습 과정을 촉진시킨다(Ahn, 2008). 또한 학
교 교과과정으로 개발된 마음챙김 명상은 학생들에게 자기조절력과 자신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극복력 및 집중력을 강화시키
기 때문에 학생들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전공영역의 학습에도 전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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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Kerrigan et al., 2011; Klatt, 2017;
Leland, 2015).
Mezirow (1994)의 전환학습이론에서는 4개의 주요 전환학습 요소인 경
험(experience),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 이성적 담론(discourse), 행
동(action)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
그램”은 이러한 전환학습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위의 4가지 요소를 적용
하여 구성하였다. 이는 전환학습이론을 기반으로 간호대학생, RN-BSN 과정
간호사, 유학생, 출산여성, 암환자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적용
한 간호학, 교육학 영역의 선행연구(김해진, 2016; 김현주, 2017; 전신영, 이
현우, 2017; 정경연, 박휴용, 2015; Becker, 2017; Greenhill et al., 2018; Nye
& Clark, 2016; Tharp, 2017)를 근간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경험’은 전환적 경험(transformative experience)을 제공
하기 위한 프로그램 첫 1주일에 배치된 6회의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
(mindful yoga meditation learning)이고, ‘비판적 성찰’은 4주 간의 마음
챙김 요가명상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걸친 성찰적 사고(reflective
thinking)이며, ‘이성적 담론’은 주 1회 총 4회의 토요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의 요가명상 경험을 토론 및 공유(discussion and sharing)하는 과정
을 통해 각자의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구현되었다.
마지막 ‘행동’은 첫 주의 마음챙김 요가명상수업에서 배운 2가지의 마음
챙김 요가(mindful yoga), 6가지의 마음챙김 명상(mindfulness meditation)을
각각 매일 1가지씩, 3주간 개별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practice)하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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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효과
: 마음챙김의 자기조절기전(Hölzel et al., 2011)
본 프로그램의 효과는 Hölzel 등(2011) 연구에서 제안한 마음챙김의
자기조절 기전(The self-regulation mechanism of mindfulness)을 이론적
기틀로 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Hölzel과 그의 동료들은 마음챙김의 이
론적 기틀을 제공하고자, 이전 20여 년간의 마음챙김에 관한 연구를 검
토하여, 마음챙김의 기전은 ‘자기조절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구
체적인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마음챙김의 자기조절 기전은 ‘주의집중조절
(attention control),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 자기인식(self-awareness)’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Figure 1).

:

Figure 1. The mechanism of mindfulness
a process of enhanced self-regulation (Hölze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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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Hölzel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조절기전의 첫 번째 요소인
주의집중조절(attention control)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집중상태를 유지
하는 것으로써, 주의집중을 순간 잃는다고 하여도 바로 집중대상으로 되
돌아오는 능력을 의미하며, 관여된 뇌 영역은 전방대뇌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이라고 하였다. 티벳 불교의 사마타(Samadtha)나 인도
요가전통의 다라나(dharana)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많은 명상의 전통
에서 주의집중력의 조절은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였다(Hart, 1987).
두 번째 요소인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은 재평가(reappraisal)
와 노출(exposure), 경감(extinction), 재구성(reconsolidation)의 두 단계
로 구분되며, 재평가는 현재순간의 정서에 이전의 방법과는 다른, 수용적
이고 비판단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여하는 뇌 영역은
전두엽피질(Prefrontal cortex, 이하 PFC)이다(Hölzel et al., 2011). 노출,
경감 재구성의 단계는, 일단 특정 정서에 노출 되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정서를 자제하고 경감된 상태에서 재구성하는 것으로, 전두엽피질
(PFC), 해마(hippocampus), 편도체(amygdala)가 관여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구성요소인 자기인식(self-awareness)은 자기 자신
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
며, 전두엽피질(PFC), 후두엽피질(posterior cingulate cortex), 뇌섬엽
(insula), 측두-두정엽연접부(temporal parietal junction)가 관여한다. 마
음챙김의 자기조절기전의 이러한 세 요소는 명상 수행 수준에 따라 다른
시점에서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 주의집중 조절은 명상의 시작단계에서
부터 작용하며, 자기인식에 대한 변화는 주의집중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몸과 마음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진 이후, 명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능
하다고 보고 있다.
많은 형태의 마음챙김 중재 연구에서 이미 Hölzel 등(2011)이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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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기전의 세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마음챙김 명상의 한 방법인 호흡명상이나 바디스캔은 주의집중조
절(attention control)과 자신에 대한 인식(self awareness)과 연관됨을 강
조함으로써, 자기조절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Hart, 1987). 또한 정서적
으로 위협적인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의 현재 정서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
라보고, 그 정서에 압도되지 않으며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마음챙김의 기본원리는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과 자기인식(selfawareness)측면의 자기조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교헌, 2008;
박상규, 2008; Kabat-Zinn, 1990/2017). 또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친
절함과 너그러움을 강조하는 자애명상은 정서조절과 자기인식의 측면의
효과를 함유하고 있다(Salzberg, 1995).
많은 연구에서 위의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를 단독적으로 연구하
였지만, Hölzel과 그의 동료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여 마
음챙김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위 연구자들은 이 마음챙김의 자기
조절기전을 정신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대상자에게 적용해 볼 필요성 뿐
만 아니라, 건강한 대상자에게 적용해 봄으로서 마음챙김 중재가, 이미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정신적 측면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을
확인 해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Hölzel et al., 2011). 마지막으
로, Hölzel과 그 동료들은 추후 연구자에게, 이와 같은 마음챙김의 ‘자기
조절 기전’을 마음챙김 중재 연구의 이론적 기틀로 사용함에 있어, 집중
력, 정서조절, 자기인식이라는 이 세 가지 측면의 자기조절이 있음을 주
지하고, 대상자가 잠재적으로 어떠한 요소에 더 성장가능성이 있는 지를
고려하여 그 마음챙김 중재를 적용하고, 또한 효과를 검증하도록 제언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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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전환학습이론과 마음챙김의 자기조절기전
에 대한 문헌고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가진다.
∙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초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이들
청소년은 전환적 학습을 위한 새로운 전환적 경험이 가능하다.
∙ 전환학습은 전환적 경험, 성찰적 사고, 토론과 공유, 실천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인지와 감정이 함께 변화하여 이루어진다.
∙ 전환학습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은 새로운 지식과 행동의 습득 뿐 아
니라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변화가 가능하다.
∙ 마음챙김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의미
하므로 전환적 경험을 제공하는 맥락적 소재로 적합하다.
∙ 마음챙김의 작용기전은 각 개인의 스트레스를 비롯한 집중력조절, 정
서조절, 자기인식의 변화를 통한 자기조절 강화의 과정이다.
위의 가정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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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3. 연구의 가설
여고생을 위한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기간에 마음챙김 프
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를 실험군으로 하며, 마음챙김 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않고 자기주도학습 등의 일반적인 학교생활을 하였던 대상자를 대
조군으로 한다.
가설 1.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지각된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집중력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3.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기분상태가 향상될 것이다.
가설 4.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5.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자기조절력이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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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와 이를
여고생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그 구체
적이 연구방법은 아래 서술과 같다.

1.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ADDIE Model의 5단계에 따라 사전분석, 설
계, 개발, 실행, 평가의 순서로 하였고, 그 모형과 세부항목은 Figure 3과
같다(임규혁, 임웅, 2007).

Figure

3. Development process of program using ADDI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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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분석

(1) 청소년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위한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설계하
기에 앞서, 2014년 2월 고등학생들이 과거 요가명상 수업에 참여하였던
경험과 실제적인 요구를 파악하고자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를 수행하였다(Lee & Chae, 2014). 연구 결과, 이들 학생들은 요가명상
수업에 참여하게 된 내적동기로 몸과 마음을 위한 운동, 공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답변하였고, 외적동기로 친구와 함께하기 위해, 부모 혹
은 담임교사 및 체육 교사의 추천을 언급하였다. 요가명상 수업 후 자신
의 변화에 대해서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으로 분석되었
는데, 신체적 측면의 변화에는 체중조절, 유연성증가, 몸매변화, 통증이나
피곤감 완화 등이 있었다. 정서적 측면의 변화에는 스트레스 경감, 인내
심과 고요함의 증가, 수면 질의 향상, 환기됨, 행복감 등이 분석되었고,
인지적 측면의 변화에는 자기반성의 시간, 가능성발견, 집중력향상, 학업
수행능력이 증진됨이 있었으며, 사회적 측면의 변화에는 친구와 함께하
는 즐거운 시간, 요가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과 친밀감 경험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요가명상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학교기
반의 요가명상 수업 설계 시 제안’에 대한 질문에는 환경적 측면, 수업구
조의 측면,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방
안의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질적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앞으로의 요가
수업 환경에 대해 깨끗하고 따뜻한 환경, 그리고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
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수업의 구성은 짧지만 자주 할 수
있으며, 학교 교사로부터 제공되는 요가명상 수업참석에 대한 지지가 중
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요가명상 수업은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성취감
을 주며, 수업내용은 매력적이며 재미있어야 할 것을 말하였고,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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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별적인 요구에 대해 맞춤형으로 진행 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요
가명상 수업이 일회성의 수업으로만 그치지 않고, 매일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 요가명상 수업에서 학습하는 내용은 간단하며 쉬워야 하며, 건강
한 일상의 습관이 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프로그램 수행가능성에 대한 해당 학교와의 논의과정
연구가 진행 될 예정인 D광역시 소재의 일개 인문계 사립 여자
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요구파악을 위해, 현장방문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방문은 2017년 12월 이었고, 해당 고등학교의 학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등이 동석한 회의실에서 본 연구자가 직접 본 연구의 목적과 수행 이유
를 설명하고, 연구수행 가능성과 그 시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대상 고등학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정규수업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자기 주도 학습의 형태로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학업을
계속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일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첫 방문에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이 해당 고
등학교의 교육목표인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닌 인간’과 일치하며, 본 연
구가 구체적인 설계를 가지고 적용되기에 앞서, 이 연구가 해당 고등학
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행 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학교장의 구두 승
인을 받았다. 이에 해당 고등학교에 적용할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의
구조와 구성을 포함한 중재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두 번째 방문은 2018년 1월 이었고, 실제적인 수업구성을 위해 시간
표를 작성하는 부장교사 및 교감과 논의를 한 결과, 한 학기 학사일정
중 되도록 모의고사 및 정기시험 기간을 피해, 4주로 구성 하되, 수업은
학교수업 일정에 맞춰 1시간 미만으로 진행으로 할 것과, 연구가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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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학생들이 스스로 요가명상을 할 수 있도록 10-20분 사이의 프로
그램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 줄 것을 제안 받았다. 수업에 대한
비용지급은 없었으면 하였고, 수업 참여 시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었으면
한다는 세부적 사항까지 조율이 되었다. 해당 학교 방문 이후에도 학생
들의 전반적인 학사일정을 관리하는 부장교사와의 연락을 통해, 수업계
획과 진행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3)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문헌의 분석과 확인
본 연구에 적용된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형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Korean-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이하 K-MBSR)와 관련문헌을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청소년에게
적용한 마음챙김 활용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인 김경은(2015)
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적용한 마음챙김 중재의 효과크기는 6회기 이
하에서 0.59(성인 0.46), 10-12회기에서 0.65였으며, 주 1회 시행 시 효과크기
는 0.81(성인 0.80)이다. 1회기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 효과크기는 0.82로
성인에게 1회기에 1-2시간 적용 시 효과크기인 0.68-0.65보다 컸다. 위의 연
구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에게 적용한 마음챙김 활용 프로그램은 성인에 비
해 짧은 기간, 짧은 시간으로 구성되어도 성인과 비슷한 효과 혹은 더 큰 효
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 마음챙김 중재 효과연구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윤병수(2012b) 연구에서는 K-MBSR의 8회기 수업을 중학생이
참여하는 2박3일의 명상캠프로 구성하여 적용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일
부항목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면서, 추후 이러한 마음챙김 요가명상 프로그
램들이 여러 기간과 형태로 수정 보완하여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하였다. 김경
우와 장현갑(2007)연구에서는 단축형 한국형 마음챙김명상을 6회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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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학생의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첫 주에 수행되는 6회기의 수업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
한 수업계획안으로 진행되었다. White (2012) 연구에 의하면, 마음챙김 요가
명상이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때에는 Kabat-Zinn (1990/2017)의 8주 구성
(2.5시간의 주1회 수업, 45분의 매일 요가명상과제)보다는 짦아야 하며, 보다
반복적으로 요가명상을 훈련시킬 것, 추상적인 개념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경
험을 시킬 것, 성인에서 보다는 요가동작을 강조할 것, 아동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지침 강조,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반복된 훈련의 균형을 강조였다.
강광순(2010)연구에서는 한국형 마음챙김명상을 유방암 환자에게 적용하
면서 8주 동안 주 1회(3시간)씩 8회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고, 6회 이상
참여한 대상자만을 연구의 자료 분석에 포함시켰다. 박정민과 최인령(2016)
연구에서는 한국형 마음챙김명상을 중년여성에게 적용하면서, 8주 동안 주 1
회(2시간)씩 8회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16시간에 해당하는 강
의, 요가명상 수행, 피드백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10시간의 강의, 요가명
상 수행, 피드백과 총 6시간에 해당하는 매일의 요가명상 과제 이므로, 기간
은 4주로 중재기간은 짧지만, 전체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중재시간은 16시간
으로 동일하다.
문헌고찰을 통해, 구성된 본 연구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실제적 적용에
앞서 전문가에게 내용과 구성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마음챙김 명상전문가이
자 K-MBSR개발자인 심리학과 교수의 2인의 검토에 의하면, 6회의 요가명
상 수업구성은 이미 국내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타당하다. 그러
나 4주라는 구성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변화시키기에 짧은 기간일 수
있기 때문에 6-8주 길이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들 심리학자의 의견을 수
용하여 주 1회의 토요 소그룹모임을 추가 하였고, 그 모임을 통해 1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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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가명상 과제 수행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도록 하였다. 또한 이들
K-MBSR전문가로부터,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활동이 심리적 건강에 매
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청소년에게 마음챙김을 적용할 때, 명상
과 요가가 함께 수행될 것을 권고 받아 매일 요가와 명상의 과제를 각 10분
씩 하도록 하고 각 회기의 수업에서도 요가와 명상을 동일하게 배우고 수행
하도록 구성하였다.
교육현장에서의 전문가인 해당학교 상담부장교사 1인과 보건교사 1인에
의하면, 학교기반으로 4주의 운영 기간은 실제 고등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참여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절
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
게 8주 이상의 수업에 참여를 권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4주
의 기간은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하였다. 또한 첫 1주에 매일 수업하고 나
머지 3주는 스스로 수행을 하도록 과제를 주며, 토요일 오전에 소그룹 모임
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입장에서도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학부모를 설득하기
에도 합리적인 구성이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K-MBSR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걷기명상은 마음챙김 하며 걷기에 집중하면서 학교운동장이나 복도,
교실 등 학교 내에서 수행하게 될 경우,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안전사고
의 가능성 있으므로 본 학교기반의 중재에서는 제외될 것을 현직 보건교사
에게 권고 받았고, 이를 수용하였다. 정신보건전문가인 간호대학 교수 1인과
마음챙김 중재를 적용 중인 한 고등학교의 보건교사 1인은, 대상자가 청소년
인 점을 고려하여 매일의 과제 수행에 대해서도 점검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도록 하며,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그 수행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조언해 주었다. 이에 대상자들은 중재 시작 시, 자신의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련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 수행을 기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받게 되고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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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론적 기반의 확인
본 연구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
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전환학습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구체적인 수업을 구성하여 계획하였다.
먼저, 전환학습이론에서 제시하는 4가지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전환적 경
험, 성찰적 사고, 토론과 공유, 실천을 본 수업에 적용하였다.
첫째, 전환적 경험(Transformative experience)은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을 통해 제공되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챙김에
대한 수업과 요가명상 수련을 통해 대상자들은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과
집착에 압도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
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둘째, 성찰적 사고(Reflective-thinking)는 본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성찰적 사고란, 학습자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정에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끊임없어 점검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적 사고를 통해, 대
상자들은 이전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루었던 방법을 계속적으로 탐
색해보고, 새롭게 배운 마음챙김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하는 자
신을 계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토론과 공유(Discussion &
Sharing)를 위해서는 토요 소그룹모임을 가진다. 이 소그룹 모임에서 각
자 이해한 마음챙김에 대해서 자유로이 토의하고, 스스로 해석한 느낌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토론을 이끌어 나간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마음챙김을 처음 경험하므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 여러 질문에 대한 피
드백을 받도록 하였다. 셋째, 실천(Practice)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마음
챙김 요가명상 수업을 듣고, 배운 내용을 자신의 실제의 삶 속에서 수행
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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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1)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Lesson)의 구조
본 연구에서 적용된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은 Figure4 과 같이 Graser
(1962)의 교수모형을 근거하여 설계되었다.

Figure 4. Glaser’s instruction model

이 교수모형에 따르면, 1단계 교수목표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달성하게
될 성취행동을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 진술되어야 하며, 2단계
투입행동 진단 단계에서는 교수학습 시작 전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한다. 3단
계 교수절차는 도입, 전개, 정리로 각각 구성되며, 4단계 학습 성과 단계에서
는 학습결과와 교수과정을 평가하게 된다(임규혁, 임웅, 2007). 4주간의 학교
기반의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선, 6회의 요가명상 수
업과 4회의 소그룹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마음챙김 이라는 새로운 개념
에 대해 이해하고, 이 수업과 모임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일상의 생활에 적
용하기 위한 21일간의 개별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1단계 교수목표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이다. 2단계 투입행동을 진단하기 위해 본 연구의 중재 시작 전
날 측정한 사전조사에서 이전에 요가명상 수업의 참여여부, 그리고 마음챙김
의 개념에 대한 사전지식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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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은 위의 교수모형에서 3단계 교수절차를 의미하
며, 인문계 고등학교 1교시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50분으로 구성하였다. 도입
부분에서는 지난 수업시간의 배운 명상과 요가방법에 대한 간단히 회상하며,
본 회차 수업에서 배울 요가명상방법에 대한 소개, 수업의 전개에서는 마음
챙김의 개념과 태도에 대한 강의10분, 요가10분, 명상20분으로 진행된다. 정
리에서는 본 회차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회기의 내용을 예고를
하였다. 한 회차의 수업(Lesson)에 대한 교수학습 지도계획안의 예는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Structure of One Lesson in Mindfulness Class

Lesson 2
Opening

Goal and Activity
- Greeting & motivation
- Summary of last class
- Sharing any events, feeling and thoughts
- Introduction of current class

Time
5min

Other
s
s
s

Refreshment
Hand out
Pencil

Lecture

- The 7 guideline of mindfulness
- Explanation of “Non judging & Patience” 10min

s

Yoga
Posture

- Explanation posture of mindful yogaⅠ
- Practice of mindful yogaⅠ (10 sitting posture) 10min

s

Yoga Mat
or cushion

20min

s

Yoga Mat
or cushion

5min

s

Hand out
Pencil

planation of breathing meditation
Meditation -- EPrxact
ice of breathing meditation
Ending

- Reflective thinking and feedback
- Giving information about next class to
motivate participant
Total 5 Stage of one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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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in

s

s

Hand out
Pencil

4단계, 학습 성과 평가로 4주간의 프로그램 종료 후 측정하는 사후조사
에서, 대상자들은 본 수업에 대한 만족도 및 계속 참석하고 싶은지에 대
한 질문을 통해 교수과정을 평가하도록 하고, 전체 출석을 한 학생을 대
상으로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2) 수업 횟수 및 기간
Kabat-Zinn (1990/2017)의 연구에서 요가명상 중재는 8주 동안 주 1회
수업, 그리고 그 주 1회 수업 사이의 6일간은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공간에서 수행하는 과제로 이루어져있다. 마음챙김기반의 스트레스 완화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이하 MBSR)프로그램이라고 명명되
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MBSR은 8회기로 구성되어져있으며, 그 수업내용이
공개되어 있다(Center for mindfulness, 2018). 배재홍과 장현갑(2006)은 한
국불교의 전통인 호흡명상과 자비명상을 추가하여 한국형 MBSR을 개발
하였다. 이후 장현갑, 김정모와 배재홍(2007)은 종일명상, 나만의 명상 회
기를 제외하여 보다 일반인들에게 대중적이고 수행하기 용이한 형태로
구성된 6회기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마음챙김이 건강한 대
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최근 국내외 연
구에서도 MBSR을 근간으로 여러 환경에서 다양한 대상자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짧게는 3일(안혜원, 천성문, 2010; 윤병수, 2012b)에서 3주(홍혜민,
장선주, 2017), 5주(Petruzzelli, 2017), 6주(배재홍, 장현갑, 2006), 8주(강광순,
2010; 박정민, 2016), 길게는 12주(White, 2010)까지로 그 프로그램을 구성
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대상 학교의 요구 및 선행연구의 중재기
간을 참고하여 전체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을 4주로 정하였다.

- 51 -

3) 개발

ADDIE 모형에서 분석, 설계단계 다음으로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
의 예비적인 구성이 작성되었고, 이는 Table 2와 같다. 최종 개발 적용
된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연구결과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Table

2. The Structure of Mindfulness Yoga Meditation Class
Goal

Theme

Definition of mindfulness
• Overview of program:
: 2 yoga & 6 meditation Yoga 1(10 sitting posture)
1 • Understanding of mindfulness Eating meditation
• Practice mindful yoga 1
• Practice eating meditation
Reflective-thinking & feedback
The seven Guideline of mindfulness
• Overview of session
st
n-judging & 2nd Patience)
• Understanding of Mindfulness (1YogaNo1(10
sitting posture)
2 - Non judging & Patience
Breathing meditation
• Practice mindful yoga 1
• Practice breathing meditation Reflective-thinking & feedback
• Overview of session
3rd Beginner’s mind & 4th Trust
• Understanding of
Yoga 1(10 sitting posture)
Beginner’s mind & Trust
3
Body scan(Feel whole body)
• Practice mindful yoga 1
Reflective-thinking & feedback
• Practice body scan
• Overview of session
5th Non-striving & 6t Acceptance
• Understanding of
4 Non-striving & Acceptance YSiottgaing2(10medilytatingionpo1sture)
• Practice mindful yoga 2
• Practice sitting meditation 1 Reflective-thinking & feedback
7th Letting go
• Overview of session
derstanding of Letting go Yoga 2(10 lying posture)
5 •• Un
Sitting meditation 2
Practice mindful yoga 2
• Practice sitting meditation 2 Reflective-thinking & feedback
Think & Peace Method
• Overview of session
Yoga 2(10 lying posture)
nce of Acceptance
6 •• ERxehperie
Loving-kindness meditation
earse mindful yoga 2
• Practice loving kindness meditation Reflective-thinking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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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Other

10min
10min
20min
10min
10min
10min
20min
10min
10min
10min
20min
10min
10min
10min
20min
10min
10min
10min
20min
10min
10min
10min
20min
10min

Hand out
Yoga Mat
Raisin
Checklist
Hand out
Yoga Mat
Yoga Mat
Checklist
Hand out
Yoga Mat
Yoga Mat
Checklist
Hand out
Yoga Mat
Yoga Mat
Checklist
Hand out
Yoga Mat
Yoga Mat
Checklist
Hand out
Yoga Mat
Yoga Mat
Checklist

4) 실행

(1) 중재환경조성
본 중재는 해당고등학교 본관 5층에 위치한 영어전용교실에서 수행
되었다. 해당 공간은 정규수업시간 내 특정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비어
있고 일반적인 한 개의 교실 공간보다는 약간 넓다. 다른 교실과 붙어있
지 않고, 교실 복도 및 계단을 경계로 따로 독립되어져있는 교실이며, 해
당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본 중재 수행 장소로 추천받은 공간이다. 낮 동
안 영어심화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청결과 온도는 유지되고
특별한 요가명상 수행을 방해할 만한 소음은 없다.
6회의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 중 누워서 수련하는 요가동작과 명상
법(호흡명상, 바디스캔)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 공간의 책상의자는 모두
뒤로 접어 치우고, 본 연구자가 준비한 명상방석을 놓아서 수업준비를
하였다. 누워서 하는 동작이 없는 수업은 개별과제수행과 비슷한, 각 교
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15개의 책상과 의자를 정렬하여 강의와 명상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학교기반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방법은 다음 장
프로그램 효과 측정 부분의 연구방법 ‘자료수집절차’에서 자세히 서술하
였다.
(2) 연구보조원의 훈련
6회기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과 4회기 소그룹 모임을 포함하는 4주
간의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은 본 연구자가 진행하지만, 효과검증에 있
어 연구자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사전, 사후 측정은 훈련받은 연구보조
원 2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특히, 자가 보고를 통한 설문지 측정이 아닌,
일정한 시간에 표준화된 방법으로만 측정되어지는 집중력 측정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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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측정을 위해, 이 연구보조원 2인은 본 책임연구자와 함께 측정에
대한 정확한 방법과 결과 이해에 대해 몇 차례 만나 논의하였고, 그 일
치된 방법을 숙지하였다. 연구보조원 1인은 현직 보건교사이고, 또 다른
연구보조원 1인 간호대 3학년이었다.
본 연구자와 함께 자료수집에 어느 정도 참여가 예상되므로, 두 연
구보조원은 본 연구에 참석하기 전에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간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2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자가 요가명
상 수업을 직접 시연하고 함께 수련을 하였기 때문에 6회기 수업에서는
최소 1명의 연구보조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소음(지각자, 교
사들의 임의 방문)을 통제하여 학생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미처 본 연구자가 수업 중에 챙기기 못하는 조명,
학생들의 질문사항 등을 이 보조원이 점검하고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5) 평가

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효과측정을 위한 실험연구를 통해 수행되
었으며, 주관식 문항 답변으로 통해 수업의 만족도와 수업참여의 경험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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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효과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여고생에게 미치는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한 대조군 전후 실험 연구이다(Table 3).
Table

3. Research Design of the Study

Group
Experimental
Control

Pre-test
E1
C1

Intervention

X

X : 4 weeks school-based mindfulness program

Post-test
E2
C2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학교장으로부터 본 연구시행에 대한 승인을 받
은 D시 사립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구체적인 선
정기준과 제외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선정기준
∙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고등학생
∙ 본 연구 참여 동의서에 청소년 본인과 법정 대리인이 모두 서명한 자
∙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 10회의 출석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
∙ 3주 동안 매일의 20분 개별 요가명상과제를 수행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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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외기준
∙ 근골격계 및 감염질환의 급성 증상으로 현재 치료받고 자
∙ 최근 6개월간 정신과적 문제로 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 최근 6개월간 마음챙김 요가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3) 연구 대상자 표본 크기 선정
두 집단을 대상으로 각 측정 지표의 평균차이 검정을 위해 필요한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3.1 프로그램(Faul et al., 2007)으로 계산하였다. 1회
59분 미만, 청소년 대상의 마음챙김 중재의 효과크기가 0.82라는 김경은
(2015)에 근거하여 독립된 두 집단의 측정변수의 평균에 대한 차이검정
중 양측검정 통계법을 사용하였다. 효과크기(f)=0.82, 유의수준(α)=0.05, 검정
력(1-β)=0.80로 하여, 최소 표본의 크기는 50명(그룹 당 25명)이 적당하
나, 중도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총 60명을 모집하였다.

3) 연구 도구

중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지 내의 측정도구들은 아
래와 같으며, 전자메일 및 직접 대화 등의 방법을 통해 도구 개발자 및
한글 번안자들로부터 도구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작성된 설문지는
교사 1인과 대학생 1인, 고등학생 1인에게 예비적 응답을 받아 모호한
표현이나 오류를 우선 찾아 교정하였다. 전체 설문지의 응답완료 예상
시간은 응답 안내 및 설문 준비에 5분, 응답시간에 15-25분을 합하여
20-30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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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력, Harris & Harris Grid (Concentration Exercise of H&H)
집중력 측정은 Harris & Harris (1984)의 격자 난수표를 이용하였다.
이 난수표를 이용하여 학생들은 제한된 시간(1분)동안 연구자가 구두로
제시하는 임의로 숫자로 시작하여 연속된 숫자를 동그라미 표시를 하며
찾게 되는데, 찾은 숫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학생은 집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시간과 장소에 의한 측정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실
험군, 대조군이 같은 장소에 동시에 측정하였다. 또한 집중력 측정에 있
어 참여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였고 측정 전
참여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였다.
(2)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PSS(Perceived Stress Scale)
Cohen, Karmarck와 Mermelstein (1983)이 일상의 삶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Perceived Stress Scale을 박
준호와 서영석(2010)이 표준화한 10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 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값은 .78이었고, 박준호와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는 .89이었다.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값은 .92 이었다.
(3) 기분 상태, POMS-SF(Profile of Mood States-Short Form)
McNair, Loor와 Dropplemen (1992)이 개발한 Profile of Mood States–
Short Form (POMS-SF)를 Yeun과 Shin-Park (2006)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총점이 높을수록 기
분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는 .98이었고, Yeun과
Shin-Park (2006)의 연구에서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
은 .95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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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아존중감 척도, RSES(Rogenbergs Self-Esteem Scale)
Rog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 중 국내 번안과
정에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한 문항을 제외하여 도금혜와 이지민(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9문항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개
의 긍정문항과 4개의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 당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항상 그렇다’ 3점의 Likert척도이다. 이 측정 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금혜와 이지민(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2
이었다.
(5) 자기조절력 척도, HSRS(Healthy Self-Regulation Subscale)
West (2008)이 개발한 MTASA(Mindfulness Thinking and Action Scale
for Adolescents)의 하위척도 중 13-17세 청소년의 자기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한 12개 항목의 Healthy Self-Regulation Subscale을 본 연구자가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적용 가능 하도록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마
음챙김 중재연구를 과거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 중인 간호학박사 1인과
간호학석사 1인이 본 연구자의 한국어 번안을 검토하였고, 함께 수정 보
완하였다. 본 척도는 마음챙김의 정도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을 포함하
여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챙김 수
업의 효과로써 측정된 자기조절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본 척도
의 Cronbach’s α 는 .98이었고. 아동 대상의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에
서 자기조절력을 측정한 White (2010)이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0.81-.87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4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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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적 특성(사전측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종교, 건강상태인식,
이전 마음챙김 수업 참여여부, 여타 요가명상 수업 참여 여부, 본 마음챙
김 요가명상 수업을 통해 성취하고 싶은 것, 현재의 스트레스 원 등에
대한 항목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7) 수업만족도 평가(사후측정)
대상자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및 참여경
험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주관식 답변문항으로 수업만족도, 수업에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그리고 수업동안 대상자 스스로 느끼는 변화,
추후 수업에 대한 제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수료식에서, 충
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자 스스로가 자유롭게 서술하여 답변하도록 하
였다.

4) 자료수집 절차
(1) 연구대상자 모집
본 연구는 D시 소재의 사립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본 마음챙김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모
집공고문은 진로상담실, 그리고 각 자율학습 교실의 게시판에 공지하였
고, 공고문을 보고 본 연구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 학생은 62명이
었다.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해당하는지
를 확인하였는데, 1명이 오른쪽 무릎 인대 손상으로 깁스를 한 상태 수
업에 참석하기를 원해 연구대상자가 되지 못하여, 최종 61명이 잠재적
연구대상자로 등록하게 되었다. 이 61명을 대상으로 1회의 연구 및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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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김 요가명상 수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고, 본 연구의 목적, 수업진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구한 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면동의서
를 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 대상자가 청소년 인 점을 고려하여, 가정통신
문의 형태로 배부되어 학부모의 서명동의서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1
명의 학생이 본인은 이 수업에 참여하고 싶으나, 부모 중 1인이 학업에
방해 될 것을 우려하며 참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아 제외되었다. 따
라서 60명의 여자 고등학생이 본 수업에 최종 배정되었다.
(2) 실험군과 대조군 배정
모집된 참여자가 모두 모인 가운데 실험군 30명, 대조군 30명을 선
정하기 위해 직접 참여 학생이 제비를 뽑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군
대조군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편견을 줄이기 위해 실험군은 이번 달(6월)
시작반, 대조군은 다음 달(7월) 시작반으로 명명하였다. 각각의 제비에는
6월 시작반, 7월 시작반이라는 문자가 적혀서 각각 30개씩 준비되어 있
었다. 제비를 뽑자 마다 해당 학생은 그 종이에 자신의 이름과 설문지
번호를 바로 적도록 하였고, 이를 연구보조원이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
하여, 두 군의 명단을 작성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이 임의 변경할 수 없
도록 장치하였다. 하지만, 6월 시작반(실험군)이 수업에 참여하는 4주의
기간 중에 기말고사가 있어서 6월 시작반을 피하고 싶은, 혹은 6월에 시
작하고 싶은 대상자들의 각기 다른 선호가 있었지만, 두 군의 나누는데
서 오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그 선호는 존중되지 못하였다. 결국 6월 시
작반에 배정된 학생 중 2인은 기말고사 기간에 마음챙김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첫 수업에 결석하였으며 그 첫 수업 직전 연
구 참여 철회의사를 주어 탈락하였다. 이러한 전체적인 자료수집과정에
서 대상자 모집, 대상자 할당 및 결과변수 측정 절차는 Figur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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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participants’ allocation and flow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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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사후 측정
사전측정은 잠재적 실험군, 대조군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집
중력을 측정하였고, 설문지의 답변을 하도록 하였다. 사전측정 항목은 일
반적 특성, 스트레스, 집중력, 기분상태,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이었다.
사전측정 시 본 연구책임자는 설문장소에 참여하지 않고, 본 측정의 주
의점과 윤리적 수행에 대한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 1인이 측정하였다.
집중력 측정은 반드시 측정 시간 1분을 준수해야 하므로, 학생들은 1분
경과 후 마지막으로 찾은 숫자에는 별표를 치도록 하여, 다른 설문항목
으로 넘어가지 않고 1분 이상 집중력 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훈련된 보조연구원에 의해 설문측정 직전 구두로 안내하였고,
설문 지침형식으로 서면으로도 안내 되었다. 또한, 4주간 실험군 중재가
종료한 다음 실험군. 대조군에 할당된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며 사전측
정을 진행한 연구보조원 1인의 진행 하에 연구 참여자 60명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사후 측정을 시행하였다. 사후측정 항목은, 스트레스, 집중력,
기분상태,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 수업만족도이며, 사후측정이 모두 완
료된 이후 대조군(대기자명단)은 실험군과 똑같은 내용의 마음챙김 요가
명상 수업을 4주간 듣도록 하였고, 대조군에 배정된 30명 모두가 본 수
업을 모두 완료하였다.

5)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에서 임상간호사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에 대해 꾸준한 이해를 하
였고, 이들에게 건강교육 및 직접간호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 이후, 암병
원의 암정보교육센터에서 연구 간호사로 근무하며, 암환자의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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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가명상 등의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과 그 효과
연구에 참여하였다. 박사과정 동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학교기
반의 건강증진 연구에 학생 연구원으로 참여하였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보건교과에서 운영한 마음챙김 요가명상수업 대한 개발 및 효과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13년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의 박사과정생 대상의 하계방
학 단기해외 연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남인도 깨랄라 지역에서 4주간
요가명상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 2014년에는 한국요가명상협회에서 교육
이수와 인증시험을 통해 요가지도자자격증을 받았다. 또한 2017년에는
한국명상학회에서 한국형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K-MBSR) 프로
그램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이수하였다.

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본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서울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
회의 승인(IRB No.1805/003-015)을 받은 이후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
과 과정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연구 참여자로
등록되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구 중에라도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비록 연구대상자가 성인이 아닌 청소년
이긴 하지만, 본 연구자가 해당 고등학교의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
참여의 여부가 어떠한 형태이든 학생들의 성적이나 학생평가와 관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즉 연구 불참이나 참여 중단으
로 인해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학생들을 인식하였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 동의절차에
대해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여 이해를 구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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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 함께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수집하
지 않았으며, 연구 자료는 본 연구자 1인이 관리하였다. 설문지 등의 인
쇄물 자료는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한 상태로 연구 종료 후 5년간
보관 후 폐기처분 할 것이다. 모든 수집 자료는 연구의 결과분석에만 사
용하며, 어떠한 형태이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중도탈락자
에게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자의 연구실에 보관되었다가 다른 대상자의
수집 자료와 함께 익명 처리된 상태에서 5년간 보관하며, 그 후 함께 폐
기할 것이다.
또한 매 수업 시간에 불편했던 점, 그리고 개별과제를 수행하면서
힘들었던 점 등을 토요 소그룹 모임에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여, 참
여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자의
개별적인 연락처를 알고 있도록 하여,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연락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철회를
할 의사가 있으면, 그 결정을 즉시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들이 안
전하게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기반
의 중재연구이다. 이에 연구진행에 있어, 대상자에게 환경적인 위협이라
든지 두려움은 명확히 예상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음 챙김이라는 새로
운 내용을 특히, 익숙한 교내의 교사가 아닌 외부인인 연구자에게 직접
배우는 것에 대한 이질감이 존재하므로, 적응을 위해 점진적인 수업진행
이 되도록 최대한 배려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요가명상 중재는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어느 공간에서든 명상방석만 있다면 책상에 앉아서 혹은 교실 바닥 앉거
나 누워 간편하게 시행해 볼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이완방법이다. 이
연구에 참여하여 4주간 마음챙김의 방법을 명상과 요가를 통해 배우고,
스스로 학교생활 중에 실천해 봄으로써, 앞으로 이들 청소년들에게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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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매
수업시간 건강음료와 간단한 스낵이 제공되었으며, 수업시간에 필요한
개별 명상방석은 첫 수업시간에 배부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으로, 마지막 수업에서 2000원 정도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7)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양적 자료는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집중력, 기분상태, 자아
존중감, 자기조절력의 순서로 엑셀 정리양식에 입력하였고, 이를 IBM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가 정규분포를
하여 모수 검정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기술하였다.
둘째, 두 군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t-test, χ2-test, Fisher’s extract로

분석하였다.
셋째, 효과를 검증은 repeated measured ANOVA로 분석하였다.
넷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05로 하였다.
여섯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참여경험에 대한 주관식 답변은 내
용 분석하여 주제별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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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일개 인문계 여자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과 그 효과
를 검증한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개발
1) 개발된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총 4주 간 진행 되었으며, 6회의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과 4회의 소그룹 모임, 그리고 3주간의 매일의 개별수행과제로 구성
되었다. 부록1과 부록2에 제시된 바와 같은 미리 계획된 상세 교수지도
안을 따라 진행되었으며, 6회의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은 동일하게 마
음챙김 개념과 태도에 대한 강의 10분, 요가동작 10분, 명상훈련 20분,
성찰 10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수업에서 요가동작은 앉은 요가 10동작
혹은 누워서 하는 요가 10동작으로 매 시간 동일하였다. 반면, 마음챙김
명상은 처음 배우는 고등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순서로
배치하였다. 먹기명상, 호흡명상, 바디스캔, 정좌명상1(호흡과 몸의 감각
느끼며 마음챙김), 정좌명상2(소리와 생각에 자각하며 마음챙김), 자비명
상 순으로 매일 다른 종류의 마음챙김 명상을 배우고 수련하도록 하였
다. 하지만, 수업참여자들의 요청에 의해 요가동작에 익숙해진 4회차 수
업이후 부터는 한 수업에서 앉은 요가 10동작, 누워서 요가 10동작을 모
두 수행하였다. 최종 개발되어 적용된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다음의
Table 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Table
Week

4. Finally Developed School-based Mindfulness Program
Day

Contents

Lecture & Sharing Yoga

(20min)

(10min)

Meditation
(20min)

Day1 Lesson1
Definition
Yoga1 Eating
Day2 Lesson2
Mindful attitude 1,2 Yoga1 Breathing
Day3 Lesson3
Mindful attitude 3,4 Yoga2 Body-scan
1st Day4 Lesson4
Mindful attitude 5,6 Yoga2 Sitting 1
week Day5 Lesson5
Mindful attitude 7 Yoga1,2 Sitting 2
Day6 Lesson6
Think&Peace
Yoga1,2 Loving kindness
ion & Sharing (30min)
Day7 Small group1 Discuss
+ Yoga1,2 /Breathing meditation (20min)
Day1 Practice1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1
Day2 Practice2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2
D
ay3 Practice3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3
2nd Day4 Practice4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4
week Day5 Practice5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5
Day6 Practice6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6
ion & Sharing (30min)
Day7 Small group2 Discuss
+ Yoga1,2 /Body-scan (20min)
Day1 Practice1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7
Day2 Practice2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8
D
ay3 Practice3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9
rd
3
Day4 Practice4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10
week Day5 Practice5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11
Day6 Practice6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12
ion & Sharing (30min)
Day7 Small group3 Discuss
+ Yoga1,2 /Sitting meditation 1,2 (20min)
Day1 Practice1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13
Day2 Practice2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14
Day3 Practice3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15
4th Day4 Practice4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16
week Day5 Practice5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17
Day6 Practice6
Daily yoga meditation assignment 18
ion & Sharing (30min)
Day7 Small group4 Di+scuss
Yoga1,2 /Loving kindness meditation (20min)
6 times mindfulness yoga meditation lesson (daily at 1st week)
4 times small group meeting (weekly at every Saturday)
18 days yoga meditation practice (daily assignment, 20mi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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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50min
50min
50min
50min
50min
50min
50min
20min
20min
20min
20min
20min
20min
50min
20min
20min
20min
20min
20min
20min
50min
20min
20min
20min
20min
20min
20min
50min

300min
200min
360min

Figure

6. Composition of the school-based mindfulness program

최종 개발된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위의 Figure 6과 같
이, 콜롬비아 대학의 Mezirow (1994)의 전환학습이론(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이론의 주요 구성요소 4
가지를 프로그램 내 모두 적용되도록 구현되었다. 첫 주의 6회의 마음챙
김 요가명상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된 마음챙김 경험은 ‘전환적 경험
(Transformative experience)’으로, 프로그램 전체기간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성찰적 사고(Reflective-thinking)’로, 요
가명상수업과 토요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는 소감 및 경험공유는 ‘토론과
공유(Discussion & Sharing)’로, 3주간의 매일 요가명상 개별과제수행은
‘실천(Practice)’으로 구현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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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회의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
(6 times mindfulness yoga-meditation class)
장현갑, 김정모와 배재홍(2007)의 연구에서 검증된,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K-MBSR)을 바탕으로 국내 인문
계 고등학교 수업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6회의 마음
챙김 요가명상 수업을 구성하였다. 요가명상 수업에는 총 6개의 명상(먹
기명상, 호흡명상, 바디스캔, 정좌명상1, 정좌명상2, 자비명상)과 2개의
요가(앉은 동작요가, 누운 동작요가)가 포함된다. 1회의 수업에는 10분씩
마음챙김의 일반적 이해와 태도를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누운 요가
동작과 앉은 요가 동작은 각각 10개로 구성되었는데, 그림을 보고 또는
본 연구자의 동작설명을 듣고 어려움 없이 따라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동작으로 구성되었다(부록 2-2).
6가지의 명상방법은 처음 마음 챙김 명상을 하는 고등학생임을 고려
하여, 첫 명상은 쉽게 배울 수 있고, 우리 몸의 5가지 감각을 모두 사용
하는 건포도 먹기 명상을 하도록 하여 대상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였
다. 그 나머지 4개 명상(바디스캔, 정좌명상1, 정좌명상2, 자비명상)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게 될, 마음챙김 호흡명상을 두 번째 수업에 배치함으
로써, 집중의 대상을 호흡으로 지정하여 보다 쉽게 명상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3회차 수업에 시행하는 바디스캔은 1회차 먹기 명상에서 몸의
감각을 느꼈고, 2회차 수업의 호흡명상에서 호흡에 집중했던 경험을 바
탕으로 전체 몸에 대한 감각과 집중을 의도적으로 옮기는 훈련을 시행한
다. 4, 5, 6회차 수업에서는 앞으로 3주 동안 각자의 계획된 일정에 맞춰
수행하는 과제에 포함될 구체적인 명상의 방법인 정좌명상 1,2, 그리고
자비명상 이렇게 세 가지 명상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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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회의 소그룹 모임(4 times small group meeting)
토요일마다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이 소그룹 모임은 전환적 학습에
서 경험의 공유 및 토론의 시간이다. 소그룹 모임은 학년별 4-8명으로
구성되어,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 경험과 지난 일주일간의 개별요가명
상 수련의 경험을 나누고, 본 연구자와의 그룹토의를 통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게 되며, 그 다음 주 개별수련과제에 대한 계획도 점검하였
다. 토요 소그룹 모임은 총 4회 이며, 1회 50분으로 이루어졌다.
(3) 3주간 매일의 요가명상 과제(Daily assignment for 3 weeks)
6회의 수업, 1회의 토요소그룹 모임 후 대상자는 다음 토요소그룹
모임까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 자신의 학습 일정을 고
려하여 10분 요가, 10분 명상을 수행하게 된다. 학생들은 명상 및 요가동
작 안내문을 바탕으로 개별수련을 20분간 수행하며, 수행한 내용과 시간,
느낀 사항들을 기록할 수 있는 수련일지를 제공 받았다.
(4) 구체적 프로그램 중재안
위의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과 학교현장 및 마음챙김 요가명상 전문
가의 검토에 의해 작성된 구체적인 중재안을 다음과 같으며, 부록 2와
부록 3에 첨부하였다.
가. 강의내용(부록 2-1) : 6회의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의 전반부에
10분씩 마음챙김 개념에 대한 이해, 그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챙김을 실
천하기 위한 7가지 태도에 대한 강의로 구성되었다. 또한 일상적인 학교
나 가정 내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에 건강하게 반응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지침을 강의내용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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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가동작 안내문(부록 2-2) : 매 회기에는 대상자는 마음챙김 요가
는 10-20분 정도 수련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요가안내문은 요가동작 순
서, 자세 그림, 자세이름, 그리고 자세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 6회기 수업 때에는 본 연구자가 본 요가안내문을 보면서 시연
하고 참여자들이 천천히 따라하며, 소그룹모임에서는 설명 없이 본 연구
자가 자세 이름만 말하면서 10개의 동작을 전체적으로 이어서 요가수련
을 하게 된다. 개별과제에서는 6회기수업, 4회기 소그룹 모임동안 반복해
서 수련하였던 요가동작 10개를 요가안내문을 보면서 혹은 암기하여 수
행하도록 한다.
다. 명상 안내문(부록 2-3) : 마음챙김 명상 방법을 안내하는 명상 안
내문을 작성하는데, 6회의 요가명상 수업 때에는 명상 안내문을 읽으며
그것을 직접 듣는 과정을 통해 명상이 진행되고, 소그룹 모임에서는 전
체 명상 안내문을 읽지 않고, 명상 시작 자세와 지침만 알려주도록 한다.
개별과제에서는 명상 시작 전 학생들이 이 안내문을 읽어 숙지하는 시간
을 가지기는 하지만, 명상동안에는 안내문을 읽기 위해 눈을 뜨지는 않
도록 할 것 이다. 명상 안내문에는 건포도 먹기명상, 호흡명상, 바디스캔,
정좌명상 1,2 그리고 자비명상이 포함이 되어있다.
라. 개별수련과제 수행일지(부록 3) : 앞으로 일주일간의 계획과 실제
수행한 기록으로 구성되며, 본인이 개별적으로 수행한 명상 및 요가의
종류, 시간, 수행전후 기분, 통증부위와 강도, 소감을 간략히 기록 할 수
있는 표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매 자기 주도 학습 시작 전에 조용한 시
간을 가지기를 권할 것이며, 이 수행일지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시성을 높힌 한 장의 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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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운영결과

연구 참여자 모집당시, 본인이 실험군 혹은 대조군의 어디에 배정
될지 모르는 상태로, 수업일정을 6월-8월 중 4주간 참여의무가 있음을
고지한 공고문을 보고 모집되었기에, 6월 배치된 학생 중 2명이 본인이
6월 시작반에 배치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연구 참여를 철회
하는 의사를 주었다. 두 군의 배정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연구의 엄
격성을 이해시키려고 하였지만, 기말고사가 있는 6월에 새로운 무엇인가
를 배우고자 등록한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국 첫날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여 탈락 처리 되었다.
두 군의 배정 직후, 실험군에 배정된 30명에게 20분가량 수업참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제공되었는데, 그 내용은 출석 및 시간엄수의 의무,
개별과제수행의 중요성, 대조군에서 수업내용을 말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 등이 포함된 실험군의 주의사항이었다. 6회기 수업은 첫 수업은 토
요일이어서 오전 9시/오전 10시 반에 시작되었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
요일의 수업은 정규보충수업이 모두 종류 된 저녁7시와 8시 시작으로 진
행되었다.
하지만, 몇몇 학생은 미리 계획되어져 있던 저녁학원수업, 과학수학
캠프, 대학입시설명회 등으로 결석이 불가피 하여, 보강수업을 개별 혹은
그룹별로 진행하여 모든 학생이 최소 6회기 수업을 모두 듣도록 하여 매
수업의 출석률은 90%이상으로 유지하였다. 1회기 수업 결석자 4명은 일
요일 오전을 활용하였고, 2-6회기 중 결석을 미리 알린 1-2명 학생은 그날
점심 혹은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보강수업을 듣고, 해당 요가 및 명상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또한 매 회기별 7시 혹은 8시 이렇데 두 번의 똑같은 수
업이 열리므로, 미리 계획된 일정이 있는 학생들은 이전, 혹은 이후 수업을
듣는 교차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여, 결석률 및 탈락률을 줄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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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마음챙김 수업이 참여자들에게 전환적 경험이 되기 위한 전
제로써 연구 참여자는 이전에 마음챙김에 대한 학습경험이 없어야 했는
데, 사전측정에서 전체 참여자 58명 모두에게 마음챙김 학습경험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사후 측정이 동일 학교 내에
서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학습효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조군은 사전 측정 뿐 아니라, 사후 측정에서도 “마음챙김”에 대
해 친구에게 듣거나 간접적으로 배운 적인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영어지
문해석에서 1회 Mindfulness이라는 용어를 배운 적이 있다는 몇몇 학생
들을 제외하고는 대조군 30명 모두 실험군 친구들에게 들은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개별과제 수행이 첫 1주에 배운 마음챙김 개념과 태도를 적용하는
실천으로 구현되고, 매일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3주의 수행을 한 장의
체크리스트로 기록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개별수행 동안
성찰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수행일지에 매일 수행 후의 자신의 느낌, 생
각 그리고 몸의 자각을 간단히 기록하도록 하였고, 개별 과제 시 궁금한
점을 적어 오도록 하여 토요 소그룹 시간에 경험을 공유함과 동시에 자
신의 의문의 해결하는 토론의 시간도 가지도록 수업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실험군 수업이 진행된 기간에 2-3주차 사이 4일간의 기말고
사 기간이 있어, 요가명상 개별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요가, 명상 중 하나
만 수행하는 날짜가 종종 발생하였다. 기말고사 전에는 학생들이 긴장하
고 수업참여에 대해 진중함으로 잃지 않았으나 기말고사 후에 진행된 개
별과제수행 및 토요소그룹모임에서는 몇몇 학생이 수업 참여 시 집중하
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수업에 흥미를 가지도록 연구자가 배려한
면이 있었다. 시험기간, 피곤해 보이는 날에는 요가동작의 강도는 반복횟
수를 줄이거나 누워서 호흡하는 동작으로 조금 더 길게 하는 등, 요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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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과 명상수련 시간에서 약간의 탄력성은 있도록 진행하였다. 기말고사
시험기간에 진행된 1회의 토요소그룹 모임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수면부
족과 피로를 호소하였고, 증상에 따라 10분 가량 앉아 있는 명상의 경우,
벽에 기대어 앉은 자세로 명상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1-2명이 어지러움
증을 호소하여 혈압을 측정하였으나 정상범위였다.
6회의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에는 마음챙김 개념과 태도에 대한 강
의시간이 10분씩 있어 매 수업마다 앞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새로운
내용을 일부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결국 수업참여자들은 일주일
동안 마음챙김에 대한 이론을 숙지하도록 본 수업은 설계되었다. 하지만,
일주일의 수업이 종료되고, 매일의 개별과제를 6일 동안 수행 후 토요소
그룹에서 만났을 때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마음챙김의 개념과 태도를 숙
지하지 못함이 발견되었다. 더욱이 수업참여자들은 마음챙김의 기본적인
개념이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개별과제 수행에 있어 요가동작과 명상의
방법적인 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수업 시작 전후 소감과 경험 나눔
시간에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3주차 수업에서 수업참여자들이 2
주전에 배운 마음챙김에 대한 개념적 측면의 지식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자신의 학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식평가지(부록 3-1)를 배부하였고,
그 다음 일주일 간 그 지식 평가지를 작성하며 이론내용을 복습하는 기
회를 가졌고, 4주차 수업에서 모두 수거하였다. 이렇게 4주간 수업 종료
후, 출석의무와 개별과제수행 및 지식평가지 작성, 사전 사후 측정을 모
두 마친 28명의 학생들은 종강파티의 형식으로 구성된 수료식에 참여하
여 그간의 수업을 정리하였다. 수료식에서는 소정의 사례품이 학생들에
게 전달되었고, 단체 사진촬영을 하며, 수업을 닫는 의미의 시간을 보내
었다. 수업 시간 중 보조연구원이 연구기록을 위해 촬영한 중재사진은
부록7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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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효과
1) 사전 동질성 검정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부 특성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일반적 특성은 두 군에서 서로 동질 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16.4세였고, 전체 대상자 중 1학년은 11
명(19.0%), 2학년은 36명(62.0%), 3학년은 11명(19.0)이었다. 전체 학생
중, 종교 있다고 답한 학생은 14명(24.1%)이었고, 개신교 6명, 불교 6명,
가톨릭교 2명이었다. 최근 1개월 이내에 병원치료를 받은 적인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총 27명(46.6%)이었는데, 그 이유는 상기도감염, 알러지성
비염, 두통, 허리통증, 위염, 피부질환, 등 이었다. 최근 치료 병력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통해, 현재 급성증상이 없는 것을 점검하
였는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에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
되어 제외되지 않았고, 모두 수업에 참여토록 하였다. 건포도 먹기 명상
을 비롯하여 프로그램 진행 중 학생들에게 간단한 간식이 제공될 예정이
었기에 수업 시작 전 음식 알러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8명(13.8%)의
학생이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해당 음식은 복숭아,
치즈, 생선, 닭, 들깨 등 이었다.
이 수업참여 이전에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5명(35.9%)의 학생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모두 현 고등
학교 재학 중 영어교과의 독해지문에서 Mindfulness라는 단어를 배웠다
고 하였다. 1명의 학생이 ‘마음챙김’이라는 정확한 의미로 기억하고 있었
고, 8명의 학생은 ‘유념함, 자신과 주변을 챙김, 자신에 대해 더 잘 암,
신경을 쓰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였으며, 나머지 6명의 학생은 영어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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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았으나, 그 의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자 58명 모두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요가명상 수업에 대한 참여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본 수업 참여자 중에서 이전에 요가수업을 들은 적
이 있는 학생은 실험군에 5명(17.9%), 대조군에서 6명(20.0%)이었으며,
그 수업은 동네 헬스장, 요가학원, 문화센터 등에서 이루어졌고, 주 1-2
회, 기간은 1-6개월 이내 이었다. 또한 이전에 명상 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실험군에 4명(17.90%), 대조군에서 4명(20.0%)이었
으며, 이중 5명의 학생이 초등학교 때, 학교강당에 모여 명상을 주 1회,
1학기 가량 수행하였다고 하였고, 이외에는 태권도 도장, 등에서 1-2회
배운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현 고등학교 진학 후에 학교 안
밖에서 모두 요가나 명상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주관식 문항인 ‘이 수업에서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이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집중력향상(26명, 35.6%)’이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
으로 ‘정서적 안정(21명, 28.8%)’, ‘스트레스완화(7명, 9.6%)’라고 응답하였
다. 기타 수업참여 동기로는 자신감 향상, 인내심, 끈기, 규칙성, 요가를
배우고 싶어서, 몸 상태의 회복이 있었다. 사전측정에서 건강의 문제를
확인하였음에도, 3회기 수업에서 앉아서 하는 호흡명상이 10분 이상이
경과되었을 때, 1명의 학생이 어지러움을 표현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
한 기말고사 기간에 시행된 토요소그룹 모임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요가
동작을 활동적으로 따라하지 못할 정도의 수면부족 및 피곤감을 호소하
여, 혈압과 분당 심박동수를 측정하였으나, 모두 정상 범위 내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스트레스, 집중력, 기분상태, 자아존중감, 자
기조절력에 대한 사전 측정 점수는 모두 정규분포를 따랐고, 실험군과
대조군은 모든 측정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
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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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omogeneity Tests Between the Two Groups at Baseline
Total(n=58)
n(%) or
Mean±SD

Exp.(n=2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ean±SD
Age(years)
16.37±0.61 16.46±0.84
1st
11(19.0)
6(21.4)
Grade
2nd
36(62.0)
15(53.6)
as high schooler
3rd
11(19.0)
7(25.0)
Religion
Yes
14(24.1)
5(17.9)
Visit to hospital
Yes
27(46.6)
13(46.4)
Food allergy
Yes
8(13.8)
5(17.9)
None
43(74.1)
18(64.3)
Have you ever
heard of the term
15(35.9)
10(35.7)
mindfulness before? Yes
None
58(100)
28(100)
Previous
mindfulness class
Yes
0(0)
0(0)
None
47(81.0)
23(82.1)
Previous yoga
lesson
Yes
11(19.0)
5(17.9)
50(86.2)
24(85.7)
Previous meditation None
lesson
Yes
8(13.8)
4(14.3)
Concentration
26(35.6)
12(34.3)
To achieve
Emotion
21(28.8)
12(34.3)
through this class
Stress relief
7(9.6)
3(8.6)
(multiple choice)
Others
19(26.0)
8(22.8)
Systolic
110.43±9.62 111.43±10.22
Blood pressure
at rest(mmHg)
Diastolic
71.07±9.89 72.96±10.92
Pulse rate
Per minutes
82.09±11.79 82.79±8.31
Stress
18.37±7.07 18.71±7.00
Attention
10.14±3.59 9.86±3.77
Variable measure
Mood
77.17±22.10 78.68±22.82
at Baseline
Self-esteem
27.31±4.85 27.43±5.19
Self-regulation 29.53±6.67
30.18±7.74
* Fisher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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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30)
n(%) or
Mean±SD

16.37±0.61
5(16.7)
21(70.0)
4(23.3)
9(30.0)
14(46.7)
3(10)
25(93.3)
5(16.7)
30(100)
0(0)
24(80.0)
6(20.0)
26(86.7)
4(13.3)
14(36.8)
9(25.7)
4(10.5)
11(28.0)
109.50±9.10
69.30±8.63
81.43±14.42
18.07±7.23
10.40±3.45
75.77±21.70
27.20±4.60
28.93±5.56

(N=58)
t/ｘ2

p

.508

.613

1.842

.427

1.166 .280
.000 .986
1.443* .290
2.740

.098

.043

.835

.011* 1.000
1.195* .821
.760
1.423
.441
.346
-.573
.498
.166
.708

.451
.160
.661
.756
.569
.620
.869
.482

2) 가설 검정

학교기반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스트레스, 집중력, 기분상
태,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군(4주
의 연구기간 중 마음챙김 프로그램 참여군)과 대조군(연구기간 중 프로
그램 미참여군, 대기군)의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 차이가 있는지
를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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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지각된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다.
군의 시간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의 변화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집단 간 시기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의 변화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F=14.944, p=<.001)(Table 6).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Table 6. Repeated Measures ANOVA of Stress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두

Perceived
stress

Time
Within
Time*Group
subject
Error
Between
Group
Error
subject

Figure

351.937
193.661
723.279
108.801
5058.898

1
1
56
1
56

351.937 27.249 <.001
193.661 14.944 <.001
12.916
108.801 1.204 .277
90.337

7. Change of stress in process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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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집중력이 향상될 것이다.
군의 시간에 따른 집중력의 변화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
여 집단 간 시기에 따른 집중력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6.212, p=.016)(Table 7), 따라서 가설 2은 지지되었다.
Table 7. Repeated Measures ANOVA of Attention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두

Within
Attention subject
ability Between
subject

Figure

Time
Time*Group

Error
Group
Error

4.047 1 4.047 .646 .425
38.944 1 38.944 6.212 .016
351.090 56 6.269
11.01 1 11.01 .733 .396
841.433 56 15.026

8. Change of attention in process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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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기분상태가 향상될 것이다.
군의 시간에 따른 기분상태의 변화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반복측
정 분산분석한 결과,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집단 간 시기에 따른 기분상태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F=4.086, p=.048)(Table 8),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Table 8. Repeated Measures ANOVA of Mood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두

Mood
states

T im e
Within
Time*Group
subject
Error
Between
Group
Error
subject

Figure

1858.762
317.486
4351.204
1121.573
46957.737

1
1
56
1
56

1858.762 23.922 <.001
317.486 4.086 .048
77.700
1121.573 1.338 .252
838.531

9. Change of mood in process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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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것이다.
군의 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아 집단 간 시기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F=2.871, p=.096)(Table 9), 따라서 가설 4은 기각되었다.
Table 9. Repeated Measures ANOVA of Self-esteem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두

Time
Within
Time*Group
Self
subject
-esteem Between GError
roup
Error
subject

Figure

28.966
7.241
141.250
15.375
2512.564

1 28.966 11.484 .001
1 7.241 2.871 .096
56 2.522
1 15.375 .343 .561
56 44.867

10. Change of self-esteem in process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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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자기조절력이 향상될 것이다.
두 군의 시간에 따른 자기조절력의 변화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
를 보여 집단 간 시기에 따른 자기조절력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F=9.098, p=.004)(Table 10), 따라서 가설 5은 지지되었다.
Table 10. Repeated Measures ANOVA of Self-regulation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Time
Within
Time*Group
Self
subject
-esteem Between GError
roup
Error
subject

Figure

171.005
111.626
687.073
298.154
3988.958

1
1
56
1
56

171.005 13.938 <.001
111.626 9.098 .004
12.269
298.154 4.186 .045
71.231

11. Change of self-regulation in process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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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음챙김 프로그램 참여 경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묻는 5개의 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은 내용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인용문은 부록
9에 제시하였다. 우선, 학생들의 수업참여 동기에 대한 답변에는, 첫 번
째 집중력 향상, 두 번째 정서적 안정, 세 번째, 스트레스완화를 포함한
정신의 건강, 그리고 기타의견으로 인내심, 규칙성, 나태함의 치료 등 자
신의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 수업평가지의 첫
주관식 질문이었던 수업 참여에서 가장 좋았던 점에 대한 답변으로는
‘몸의 이완과 편안함을 느낌’,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을 얻음, ‘나에 몸과
마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으로 요약할 수 있다.
Table 11. Qualitative Themes and Sub-themes on Program Experience

Theme
1. Expectation
for mindfulness program
2. Overall impression of the
mindfulness program
3. Changes after participating in the
mindfulness program
4. Suggestions for future program

Sub-themes

1) Improved concentration
2) Stability of mind
3)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4) Control myself : Patience and regularity
1) Body relaxation and comfort
2) Stability and concentration of mind
3) Improved awareness of me
4) Participation during the final examination
5) A somewhat tight schedule
1) Physically: Relieve fatigue
2) Emotionally : Improvement of emotion regulation
3) Socially: Peer relations become smooth
4) Academic: Means of regaining concentration
1) Program schedule ; Avoid test period
2) Program time : Included in regular school hours
3) Program structure : Intermediate check required
4) Class space : Spacious and comfortabl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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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많은 수의 참여 학생들이 본 수업이 기말고사 시험시간에 걸
쳐 4주간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는데, “시험에 대한 염
려로 인해 명상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다”, “시험 기간
이 아니었다면, 개별수행과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
견을 주었다. 하지만, 일부학생들은 시험시간동안에 본 마음챙김 요가수
업에 참여한 것이 오히려 ‘시험기간 중 소소한 행복’이라고 표현하며 긍
정적인 경험이라고 하였고, “시험공부 때 본 수업에서 배운 요가와 명상
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본 수업 참여에서 아쉬웠던 점으로는 수업 일정이 너무 빠듯하
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요가와 명상을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배우고 수련을 하였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의견 뿐 아니라 ‘주
1회 50분의 수업이었지만, 명상을 통해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본 요가명상 수업일정을 수개월 전부터 학교와 논의하며
계획하였지만, 참여 학생 각 개개인의 학원출석 및 각종 대회참여 등은
예측하지 못하여, 일부 학생들은 본 수업의 계획처럼 일정한 시간이 수
업에 참여하지 못하였기에 그것이 아쉬웠다고 언급하였다.
마음챙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한 변화에 대해
4가지 영역으로 답변하였는데, 우선 신체적 변화로는 ‘몸이 개운해지고,
공부를 오래 하다보면 목과 어깨가 매우 아팠는데, 수업시간에 배운 요가동
작으로 그 통증이 경감되고 풀리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정서적
변화로는 “마음이 안정되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았다”, “짜증나거나 화
나는 일이 있어도 감정을 잘 조절하게 되었다”, “평소 긴장이 수업시간에 배
운 호흡법으로 많이 완화 된 것 같다”라는 경험을 적어주었다. 교우관계의
변화 측면에서는 일부의 학생들만 변화가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짜증을 덜
내서 친구와의 다툼이 적어졌다”, “말하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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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친구를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자비명상을 하면서 나와
친구의 소망을 빌어주었던 것이 참 소중한 경험 이었다” 등의 의견을 주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의 처음 수업을 등록할 때 성취하고자 하였던 ‘집중력 향상’
에 대해 수업 종료 후 자신의 학업적 측면의 변화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구체
적인 내용으로는 “자습 때 졸렸는데, 요가명상을 하니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
졌다”, “자습 때 노래나 다른 생각들이 종종 떠올랐는데, 마음챙김을 통해 자
신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
다” 등이 있었다.

4) 마음챙김 프로그램 만족도 및 수업평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실
험군이 4주간의 수업을 모두 마치고 스스로 작성한 수업평가지, 3주간
개별명상과제 수행 시 작성한 일지, 그리고 지식평가지의 주관식 문항
이었던 요가명상방법의 선호도이다. 수업 평가지는 수업참여자 28명 중
27명(96.4%)이 마지막 수업 직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수업평가지의 첫
번째 질문은 본 수업에 대한 만족도로, 전혀 만족하지 않음(0점)에서 매
우 만족함(10점)인 구간척도를 사용하였는데, 1명이 응답하지 않아 실험
군 26명의 평균 수업 만족도는 8.9점이었다. 4주간의 수업 종료 후 자가
평가지를 제출한 27명 학생 중 26명(96.3%)이 추후에도 본 수업에 계속
적으로 참여하고 싶다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앞서 답변한 신체적,
정서적, 학업적 측면의 변화와 연관되어, ‘집중력향상, 몸과 마음의 안정,
피곤함 해소’ 등 이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혼자 요가명상 수행하는 것
이 어렵고, 이런 수업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마음챙김을 배울 기회가 없
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본 마음챙김 수업을 통해, “전반적으로
현재 자신의 기분이나 몸 상태를 자각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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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에. 바쁜 입시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고 하였
다. 하지만 실험군 중 1명의 학생은 “이번 4주간의 수업으로 충분히 배
운 것 같아, 더 참여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변하였다.
요가명상과제 수행일지 또한 28명이 모두 제출하였으나, 총 18일의 개별
과제를 100% 수행한 학생은 17명 이었고, 60%미만으로 수행한 학생이 3명
이었다. 개별과제 첫 주의 요가과제 수행률은 93.3%, 명상과제 수행률은
88.3%였고, 둘째 주는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요가과제 86.7% 수행률이 첫
주보다 약간 낮았다. 셋째 주에는 둘째 주보다는 요가, 명상 과제 동일하게
조금씩 수행률이 높아졌다. 전체 3주간의 개별과제 수행률에 있어, 요가와
명상 수행률은 동일하게 88.9%로 측정되었다. 대부분의 참여 학생들이 하루
에 요가10분, 명상 10분을 3주 동안 수행하였으며, 각 개인의 학습일정과 개
별 집중 상태에 따라 최소 2분에서 최대 30분간 요가명상 과제를 수행하였
다. 요가명상 개별 수행이 낮았던 3명은 수업 출석률과 합산하여 최종 성취
률을 계산하여 60%이상의 성취률을 확인 한 후, 이들을 탈락 처리 하지 않
고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마지막 수업에서 참여자 28명 모두 지식 평가지를 제출하였고, 1주
차에 강의를 들었던 내용을 마지막 4주차에 점검하며, 개별적으로 총 10
문항으로 구성된 지식 평가지를 작성하였는데. 이중 마지막 두 문항은
주관식 문항으로 본인이 4주간 새롭게 배우고, 익힌 마음챔김 요가명상
수련 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방법을 하나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서
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앉아서 하는 요가 중에는 목돌리기(9명, 32,
1%)를 누워서 하는 요가 중 허리 비틀기(7명, 25.0%), 명상방법 중에는
호흡명상(12명, 42.9%)이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었다고 답변 하였으며, 그
이유는 자신에게 가장 편안함과 개운함을 주는 동작이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자신이 집중하기에 가장 쉬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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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에 적용 가능한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대조군 전후 실
험연구이다. 연구결과, 본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여고생의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향상, 기분상태 및 자기조절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효과는 본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자신
의 현재 몸과 마음에 상태를 좀 더 잘 인지하고, 스스로 집중상태와 감
정을 조절하고자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본 장
에서는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적용에서 나타난 학생
들의 마음챙김 경험과 집중력 조절, 스트레스 완화를 포함한 정서조절,
자기조절력의 향상에 대한 효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개발
본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는 본 수업이 참여 학생들의 정서적, 인지적 측면의 전환학습이 가능하
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수업의 구성에 전환적 경험
이 되는 6회기 수업, 토론과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4회의 토요소그룹 모
임. 그리고 스스로 3주간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반성적 사고를 적용해
보는 개별요가명상 수행과제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구성을 4주간의 학교
기반 중재로 적용한 결과 수업의 운영시간 및 기간, 수업의 일정 및 적
용시기, 수업진행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우선, 본 마음챙김 프로그램에는 1회기가 50분으로 구성된 총 10회기
의 출석 수업이 포함되었다. 각 6회의 마음챙김 요가명상수업은 강의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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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명상 30분, 소감 및 나눔 10분씩으로 구성되었고, 4회의 토요소그룹 모
임은 토론 및 공유 30분, 요가명상 20분으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실시한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들은 보통 8-12회기로, 한 회기 당 50분씩
진행되었으며, 호흡, 명상, 바디스캔, 현재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는 등의 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최주영, 이용남, 2014). 청소년 대상의 요가명상은
대개 50분 미만으로 구성되었는데(Sibinga & Kemper, 2010), 본 프로그램
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50분의 수업이 짧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는 전환학습을 촉진하고자 매 수업에 이전 수련에 대한 경험공유, 이번
수업참여에 대한 소감을 듣는 시간이 포함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요가명상
수행이 이루어진 것은 20분 밖 에 되지 않았다. 참여자들에게 매 수업마다
요가명상이 충분히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프로그램은 4주 간 운영되었는데, 수업 종료 직후, 참여자들의 정
서적 안정과 신체적 편안함, 집중력의 향상 등에 대한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지만, 연구기간 중 대기군이었던 대조군 학생들이 바로 연
이어 수업을 듣기를 원하였기에, 실험군의 요가명상 효과가 수업 종료
이후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고은미 등(2016)
의 연구에서는 5주간 주 1-2회씩, 총 6회의 마음챙김 수업을 진행하고,
4주 후의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스트레스 완화를 비롯하여 부정정서 완
화에 대한 요가명상 수업의 효과는 지속됨을 확인하였다. 입시 일정으로
이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요가명상 중재에 있어, 분명히 시간적
제약은 존재하나, 4주간의 수업 이후 개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반복적으로 수업을 듣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기간 중 학생들이 어떠한 전환적 경험을 하였는지에 대한 분석
도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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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본 프로그램 진행시기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의견이 다양했
다. 4주간의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2-3주차 사이에 4일간의 기말고사가 있
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이 기말고사 기간을 포함하여, 매일 마음챙김 강
의와 요가명상 수련을 통해 마음챙김 훈련을 하였다. 이에 일부의 참여자는
기말고사 공부에 있어 집중이 잘되었고, 신체적 피로를 풀 수 있었다라고 하
였다. 하지만, 일부는 기말고사 기간이라 요가명상 수행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라고 하였다. 추후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중재를
계획함에 있어, 여러 시기에 수업을 열어 참여의 시기를 학생 스스로가 선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일부 학생들은 프로그램 진행 장소에 대한 의견을 주었
는데, 14명이 요가동작을 하기엔 공간이 다소 좁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
업이 진행된 교실이 학교건물에 내, 독립된 하나의 교실이라 평소에 매
우 조용하고 쾌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들은 요가명상 수련장소
가 더 조용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였다. 이에 수업 진행 장소가 마음챙김
요가명상에 용이한 환경인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업진행에 있어 학생들이 피로나 어지러움을 호소한다면, 이에 대해 적
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업진행자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프로그램에서 전체 출석 수업이 10회기였고, 개별
수행과제가 18일 분량이었다. 10회기 수업에서 출석률은 평균 97.1%였는
데, 이전의 명상 참여연구(김현숙, 2014; 윤미라, 2014)에서 제시된 프로그
램 출석률(55.0%, 86.1%)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이다. 또한 수업이 시작된
이후, 종료 시 까지 1명의 탈락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White (2010)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 프로그램 참여자가 중재시행의 장소로 교통편을
이용하여 이동 할 필요가 없이 평소 생활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기반의 중재 프로그램의 강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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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효과
먼저,

본 마음챙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조군에 비해, 스
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고은미 등, 2016; 김
선경, 2014; 염영란, 최금봉, 2013; 윤호진, 2008; Anand & Sharma,
2014; Baumann & Corsentino, 2015; Mendelson et al., 2010)의 결과와
일치하며, 마음챙김 기반의 중재들이 궁극적으로 스트레스완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효과적인 중재임을 본 연구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조군의 스트레스 점수도 사전에 비해 사
후에 낮게 측정되어, 이 가설검정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statistical significant)뿐
아니라 임상적 유의성(practical significant)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마음챙김의 일반적 개념이 현재 순간에 대한 자각과 비
판단적인 수용임을 고려해 볼 때(Kabat-Zinn, 1990/2017), 4주간의 마음
챙김 중재로 이들 참여자의 스트레스 완화의 원동력이 현재 순간의 자각
(moment to moment awareness)인지, 비 판단적인 수용(non-judgemental
acceptance)인지 아니면, 이 둘 모두 인지에 대한 판단은 추가적 자료 분석
이 더 이루어진 후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White (2010) 연구에 의하면, 출석 수업의 참여 뿐 아니라, 매
일의 개별요가명상 과제 수행은 대상자의 스트레스 완화에 큰 영향을 주
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수행을 촉진하는 요소가 중재 계획 시에 필요하
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위해 개별수행일지를 작성토록 하
였고, 토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 수행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대상자 수가 적어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추후 보다 대규모의 연구
에서는 개별과제 수행 정도와 마음챙김의 정도 및 스트레스 완화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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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마음챙김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고생들은 대조군에 비해 집중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많은 선행연구(김아영, 2009; 백승지, 2017;
엄지원, 김정모, 2013; 윤병수, 2012a; 윤호진, 2008; 정봉효, 2000; Lelan,
201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챙김을 주의력의 유지,
선택, 전환이라는 주의집중의 훈련이라고 본 최주영과 이용남(2014)의 연
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챙김을 통한 집중력의 향상이 학
습자의 학업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것은 여러 선
행 연구(Beauchemin, Hutchins, & Patterson, 2008; Petruzzelli, 2017)에
서 보고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결과변수로 측정하지
않았다. 다만, 수업참여 소감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집중해서 공부
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다른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다시 공부
로 돌아오는데 마음챙김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일부 학생들의 참여
경험문에서 언급하였다.
특히, Lelan (2015)은 마음챙김이 초중고, 어떠한 연령의 교육과정에
도입되어도 집중력 증진, 올바른 학습습관의 형성, 학교 내의 따돌림이나
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다분히 감정소모적인 또는
인간감성을 배우고 훈련하는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의 학생들에게 마음
챙김은 그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
된 집중력 향상의 효과가 앞으로 이들이 대학에서 그리고 전문직 직업현
장에서 이러한 마음챙김의 방법이 활용 되었을 때, 어떠한 긍정적인 변
화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기분상태의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이는 마음챙김을 통해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는 감소하고, 긍정
적인 정서가 증가한다는 많은 선행연구(노혜은, 2012; 윤병수, 2012b; 이우
경, 2017; 장영수, 2010; 정동하, 2003; Mendelson et al., 2010; Raes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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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inga et al., 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더욱이 사후소감문의 주관
식 답변에서 참여자들은 마음챙김 요가명상을 통해 정서적 피로를 비롯한

부정적 기분이 완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마음챙김 명
상의 방법을 통해,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몸의 피로나 통증에 대한 자
각이 증가했고, 마음챙김 요가수련을 통해 이러한 피로와 통증이 완화되었다
고 언급하였다. 이는 마음챙김이 자신의 신체의 자각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그 인지되는 감각을 조절하는데 마음챙김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이태선, 김정호, 김미리혜, 2010; Holland, 2004).
한편, 여러 선행연구(김도연, 손정락, 2012; 김봉구, 2016; Hyland,
2009; Kerrian et al., 2011)에서는 마음챙김 중재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강광순과 김인중
(2012)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
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동일측정도구
를 사용한 선행연구(김도연, 손정락, 2012; 유영미, 2015)의 청소년에 비
해 자아존중감 점수가 사전측정에서 현저히 높았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White (2010)연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애초에 자
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 마음챙김의 효과로 자아존중감 상승을 확인하
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4후 혹은 8주 후에 마음
챙김 명상을 꾸준히 시행 할 경우,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절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본 연구 결과는
마음챙김이 정서적 인지적 측면의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
(안희진, 2014; Hölzel et al., 2011; Howell & Buro, 2011; Isbel &
Marhar, 2015; Wisner, Jones, & Gwin, 2010)를 지지하는 것이다. 하지
만, 본 연구와 같은 자기조절력 측정도구를 사용한 White (2010)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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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 도구를 사용한 사전 사후측정 시 자기조절력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단지 참여자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내용 분
석을 통해 자기조절력증진에 대한 효과를 밝혔다. 이는 본 측정도구가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 보다는 본 연구의 대상자였던 고등학생 정도의 청
소년의 자기조절력을 측정하는데, 더 적절한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판단
되며, White (2010)도 ‘마음챙김 수준의 자기조절력’을 측정하기에는 좀
더 연령이 높은 청소년이 더 적합한 대상이라고 한 것을 지지하고 있다.
Sibinga 등(2014)의 질적 연구에서도 마음챙김 중재의 자기조절력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적인 방법으로 자기조절력의 효과
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강점이 있다. 하지만, 마음챙김이 각 학
생의 자기조절력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집중력과 감정적 측면의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협의의 효과에만 그 의미를 제한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Wisner, Jones과 Gwin (2010)의 주장과 같이 궁극적으로 마음챙김 기반
의 중재를 통해 학교전체에 ‘마음챙김이 잘 된 분위기(calmer school
community with a more positive school climate)’를 형성하는데 학교기
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본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에서는 학기 중에 총 4주간 정규
수업 이후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매일매일 50분간의 출
석수업 혹은 20분간의 요가명상 개별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집중적인
마음챙김 훈련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고생들은 높은 출석률
을 보였고, 수업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인문계 여
고생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수업내용과 체계를 가지
고 적용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의 향상, 기분상태의 향상, 자기조절력의 향상이라는 결과로
확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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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실험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웠던 참여 학생들
의 개별적인 경험은 자가 평가지, 지식평가지 그리고 개별과제수행 기록지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상세한 수업만족도와 신체적, 정서적, 관
계적 측면에서의 변화, 그리고 요가명상 수행 동안의 느낀 감정, 소감 등도
질적 자료를 통해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의 이론적 기틀에서도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해서는 전환학습이론을, 효과검증을 위해서는 마음 챙김의 자기조절
기전을 적용하였기에 연구 설계 및 수행 면에서도 본 연구의 강점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를 통해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완화(효과크기 d=0.59), 집중력 향상(효과크기
d=0.62), 기분상태 향상(효과크기 d=0.47), 그리고 자기조절력 향상(효과
크기 d=0.87)에 효과가 있었다. 특히 본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여고생의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에는 중간효과크기, 자기조절력 향상에는
큰 효과 크기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마음챙김 기반
의 중재가 청소년의 자기조절력을 비롯한 정신건강에 효과에 있다는 주
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게다가, 본 연구가 고등학교 교육 현장 내에서 이루어졌고, 근본적인
사고와 관점의 전환을 목표로 한 전환학습이론을 근거로 설계되었으며,
마음챙김의 ‘자기조절기전’ 각 요소를 수업의 효과로 측정한 것을 고려한
다면, 이러한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의 수험생활을 돕고자하는 많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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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학생
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본인의 스트레스와 기분을 보다 잘
인지하고 그것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생들의 수업평가 내용의 분석에서도 여
러 번 언급 되었던 것처럼, 연구기간 내 해당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주라는 수업기간이
마음챙김을 충분히 숙지하고 체화되는데 다소 짧다고 판단되어 질 수 있
기에 본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또한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을 운영하는
진행자의 역량과 성격,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공 되어지는 내적, 외적 요소
가 본 연구의 결과변수에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 해석에 대한 유의를 요한다.
또한 본 연구는, 1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으므로, 동질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연구의 강점이 되겠지만, 다양한 심리적, 인구 사회
적 특성을 가진 대상자에게 적용한 수업이 아니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
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더욱이 본 수업은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 엄
격히 대학입시를 위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내
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기말고사 모의고사 수행평가 등의 시험일정과
체험학습, 과학수리 진로캠프, 토론대회 등의 학교 행사를 피해서 수업일
정을 계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적인 요소가 있었기에 수업계획
과 진행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시간 안배를 위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기를 원했으
나, 학생들은 꾸준히 오랜 기간 수업을 받기를 원하였기에 일정 조정에
도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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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학적 의의
간호이론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교육심리학이론인 전환학습이론을 근
거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학교현장에 적용하여, 여고생
의 스트레스, 집중력, 기분상태, 자기조절력의 효과 규명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이러한 전환학습이론은 간호대상자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
의 지식, 행동 뿐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관점과 태도의 전환을
추구하고자 할 때, 적용 가능한 간호이론으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연구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인간과 건강, 환경, 그리고 간호라는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간호대상자 영역 중 하나인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한 심신 간호 중재(mind-body nursing intervention)를 개발함으로써, 독
자적인 간호중재의 연구영역을 확장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마
음챙김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으로
써, 마음챙김을 활용한 여러 후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호실무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나 일반 고등학교의 교사들
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형식으로 구조화된 중재를 제시함으로써, 간호
실무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몸과 마음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여러 간호실무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간호사가 주도하
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간호교육 측면에서는 간호교육영역에서 본 연구에 포함된 이론과 개
념들을 활용함으로써, 특정 질병을 가진 대상자 뿐 아니라, 건강한 청소
년의 긍정적 발달과업을 더욱 촉진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상실습과 이론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간호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증진을 위해 적용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중재가 개발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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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마음챙김 기반의 스트레스완화(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자 시도된 연구이다. 정량적 효과측정을 위해 대조군 전후 설계에 의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고, 정성적 효과측정을 위해 수업 참여자의 수업평
가지의 소감과 주관식 문항 답변을 활용하였다. 본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전환학습이론(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에 근거하여
개발되었고,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을 전환경험으로 제공하였고. 프로그
램 운영에 있어 전환적 경험, 성찰적 사고, 토론과 공유, 실천 활동이 가
능하도록 각 요소를 배치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마음챙김 프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집중력, 기분상태, 자기조절력을 측
정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본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자기조절력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효과를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기반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계 여자고등
학생의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향상, 기분상태의 향상, 그리고 자기조절
력이 증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은 마음챙김의 활동을 통해 ‘자신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한 자각이 향상
되었고, 집중력 조절과 정서 조절을 더 잘 할 수 있었음’을 여러 표현을
통해 답변하고 있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이 여고생에게 마음챙김 요가명
상 수업을 통해 마음챙김이라는 전환적 경험을 제공하고, 성찰적 사고와
토론 및 공유, 실천을 촉진함으로써 청소년의 스트레스완화, 집중력과 기
분상태의 향상 그리고 자기조절력 증진을 위한 전인간호 영역의 심신간
호 중재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98 -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에게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스트레스와 집중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뇌과학 영역의 fMRI,
EEG 등의 생리적 측정방법을 함께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셋째,

기분상태는 순간순간 변하는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마음
챙김 요가명상 전과 후에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그 변화를 보는 연구를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 및 적용된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효과가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기적인 추적 관찰연구를 제안한다.
다섯째, 청소년에게 적용된 전환학습의 효과가 성인초기를 비롯한
다른 성인 연령에서의 효과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
도 될 것을 제언한다.
여섯째, 본 중재연구의 이론적인 기틀을 바탕으로 수업기간을 더 길
게 적용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수업 기간이 길어진다면, 결과변수를 진행
주차 별로 측정하여, 변화되는 양상을 관찰해 보는 연구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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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구성
1-1.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 회차 별 구성 내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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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 회차 별 상세구성
1회차 수업
s 마음챙김의 정의를 이해한다.
s 마음챙김을 익히기 위한 요가와 명상방법의 종류를 이해한다
목표
s 마음챙김 요가1에 대한 동작설명을 듣고 수행한다.
s 마음챙김 먹기명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행한다.
s 마음챙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주요내용 s 마음챙김 요가1을 수행한다.
s 마음챙김 먹기명상을 수행한다
단계
도입

전개

정리

활동

상세활동

여는말 -- 인사
수업안내
- 마음챙김의 개념이해*
s 강의
- 마음챙김의 훈련법 개요
- 마음챙김 요가1 동작설명**
s 요가
- 마음챙김 요가1 수행
- 마음챙김 먹기명상 설명***
s 명상
- 마음챙김 먹기명상 수행
- 수업소감 나눔
s 닫는말 - 이번 회기 수업요약
- 다음수업에 대한 안내
1회차 수업의 총 시간
s

시간
5분
10분
10분
20분
5분

준비물

간식
s 유인물
s 강의자료
s 필기구
s 명상방석
s 요가동작그림
s 건포도
s 명상방석
s 명상안내문
s 강의자료
s 필기구
s

50분

* 마음챙김 강의: 부록 2-1(p138), “강의내용_마음챙김의 일반적 개념이해”에 수록
** 마음챙김 요가1: 부록 2-2(p141), “요가동작그림_마음챙김 요가1”에 수록
*** 마음챙김 먹기명상: 부록 2-3(p143), “명상 안내문_마음챙김 먹기명상”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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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의 회차별 상세구성_계속
2회차 수업
s 마음챙김의 태도 중 비판단과 인내를 이해한다.
목표
s 마음챙김 요가1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행한다.
s 마음챙김 호흡명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행한다.
s 마음챙김의 7가지 태도 중 비판단과 인내를 설명한다
주요내용 s 마음챙김 요가1을 수행한다.
s 마음챙김 호흡명상을 수행한다
단계
활동
상세활동
시간
준비물
- 인사
도입
s 여는말
- 이전수업에 대한 복습
5분 ss 간유인식물
- 오늘 수업에 대한 안내
전개

정리

s

강의

s

요가

s

명상

s

닫는말

- 마음챙김의 7가지 태도*
- 비판단과 인내
- 마음챙김 요가1 수행**
- 앉은요가 동작별 효과설명
- 마음챙김 호흡명상 설명***
- 마음챙김 호흡명상 수행
- 수업소감 나눔
- 이번 회기 수업요약
- 다음수업에 대한 안내
2회차 수업의 총 시간

강의자료
s 필기구
10분 ss 명상방석
요가동작그림
20분 ss 명상방석
명상안내문
10분

s

5분

s

강의자료
s 필기구

50분

* 마음챙김 강의: 부록 2-1(p138), “강의내용_마음챙김의 7가지 태도”에 수록
** 마음챙김 요가1: 부록 2-2(p141), “요가동작그림_마음챙김 요가1”에 수록
*** 마음챙김 호흡명상: 부록 2-3(p144), “명상 안내문_마음챙김 호흡명상”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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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의 회차별 상세구성_계속
3회차 수업
s 마음챙김의 태도 중 초심자의 마음과 신뢰를 이해한다.
목표
s 마음챙김 요가1의 적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행한다.
s 마음챙김 바디스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행한다.
s 마음챙김의 7가지 태도 중 초심자의 마음과 신뢰를 설명한다
주요내용 s 마음챙김 요가1을 수행한다.
s 마음챙김 바디스캔을 수행한다
단계
활동
상세활동
시간
준비물
- 인사
도입
s 여는말
- 이전수업에 대한 복습
5분 ss 간유인식물
- 오늘 수업에 대한 안내
- 마음챙김의 7가지 태도
s 강의자료
s 강의
10분
- 초심자의 마음과 신뢰*
s 필기구
- 마음챙김 요가1 수행**
- 앉은 요가의 적용방법에
s 명상방석
전개
s 요가
10분
대한 주의사항 설명
s 요가동작그림
- 요가 후 느낌에 대한 공유
- 마음챙김 바디스캔 설명*** 20분 s 명상방석
s 명상
- 마음챙김 바디스캔 수행
s 명상안내문
- 수업소감 나눔
정리
s 닫는말
- 이번 회기 수업요약
5분 ss 강의자료
필기구
- 다음수업에 대한 안내
3회차 수업의 총 시간 50분
* 마음챙김 강의: 부록 2-1(p139), “강의내용_초심&신뢰”에 수록
** 마음챙김 요가1: 부록 2-2(p141), “요가동작그림_마음챙김 요가1”에 수록
*** 마음챙김 바디스캔: 부록 2-3(p144), “명상 안내문_마음챙김 바디스캔”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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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의 회차별 상세구성_계속
4회차 수업
s 마음챙김의 태도 중 애쓰지 말 것과 수용을 이해한다.
목표
s 마음챙김 요가2에 대한 동작설명을 듣고 수행한다.
s 마음챙김 정좌명상1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행한다.
s 마음챙김의 7가지 태도 중 애쓰지 말 것과 수용을 설명한다
주요내용 s 마음챙김 요가2를 수행한다.
s 마음챙김 정좌명상1을 수행한다
단계
활동
상세활동
시간
준비물
- 인사
도입
s 여는말 - 이전수업에 대한 복습
5분 ss 간유인식물
- 오늘 수업에 대한 안내
- 마음챙김의 7가지 태도
s 강의자료
s 강의
10분
- 애쓰지 말 것(여유)과 수용*
s 필기구
전개
- 마음챙김 요가2 수행**
s 명상방석
s 요가
10분
- 누운요가 동작별 효과설명
s 요가동작그림
- 마음챙김 정좌명상1 설명*** 20분 s 명상방석
s 명상
- 마음챙김 정좌명상1 수행
s 명상안내문
- 수업소감 나눔
정리
s 닫는말 - 이번 회기 수업요약
5분 ss 강의자료
필기구
- 다음수업에 대한 안내
4회차 수업의 총 시간 50분
* 마음챙김 강의: 부록 2-1(p139), “강의내용_여유&수용”에 수록
** 마음챙김 요가2: 부록 2-2(p142), “요가동작그림_마음챙김 요가2”에 수록
*** 마음챙김 정좌명상1: 부록 2-3(p145), “명상 안내문_마음챙김 정좌명상1”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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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의 회차별 상세구성_계속

5회차 수업
s 마음챙김의 태도 중 내려놓음을 이해한다.
목표
s 마음챙김 요가2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행한다.
s 마음챙김 정좌명상2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행한다.
s 마음챙김의 7가지 태도 중 내려놓음을 설명한다
주요내용 s 마음챙김 요가2를 수행한다.
s 마음챙김 정좌명상2을 수행한다
단계
활동
상세활동
시간
준비물
- 인사
도입
s 여는말 - 이전수업에 대한 복습
5분 ss 간유인식물
- 오늘 수업에 대한 안내
전개

정리

s

강의

s

요가

s

명상

s

닫는말

- 마음챙김의 7가지 태도
- 내려놓음*
- 마음챙김 요가2 수행**
- 누운 요가에 대한 효과설명
- 마음챙김 정좌명상2 설명***
- 마음챙김 정좌명상2 수행
- 수업소감 나눔
- 이번 회기 수업요약
- 다음수업에 대한 안내
5회차 수업의 총 시간

강의자료
s 필기구
10분 ss 명상방석
요가동작그림
20분 ss 명상방석
명상안내문
10분

s

5분

s

강의자료
s 필기구

50분

* 마음챙김 강의: 부록 2-1(p139), “강의내용_내려놓음”에 수록
** 마음챙김 요가2: 부록 2-2(p142), “요가동작그림_마음챙김 요가2”에 수록
*** 마음챙김 정좌명상2: 부록 2-3(p145), “명상 안내문_마음챙김 정좌명상2”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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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의 회차별 상세구성_계속
6회차 수업
s 마음챙김의 실천적 방법인 “Think & Peace”방법을 이해한다.
목표
s 마음챙김 요가2의 적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행한다.
s 마음챙김 자비명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행한다.
s 마음챙김의 실천적 방법인 “Think & Peace”방법을 설명한다.
주요내용 s 마음챙김 요가2를 수행한다.
s 마음챙김 자비명상을 수행한다
단계
활동
상세활동
시간
준비물
- 인사
도입
s 여는말
- 이전수업에 대한 복습
5분 ss 간유인식물
- 오늘 수업에 대한 안내
- 마음챙김의 실천적 방법*
s 강의
- THINK 방법
10분 ss 강의자료
필기구
- PEACE 방법
- 마음챙김 요가2 수행**
전개
- 누운 요가의 적용방법에
s 명상방석
s 요가
10분
대한 주의사항 설명
s 요가동작그림
- 요가 후 느낌에 대한 공유
- 마음챙김 자비명상 설명** 20분 s 명상방석
s 명상
- 마음챙김 자비명상 수행
s 명상안내문
- 수업소감 나눔
s 강의자료
정리
s 닫는말
- 6회기 수업의 요약
5분 s 개별수행일지
- 개별과제에 대한 설명
s 필기구
6회차 수업의 총 시간 50분
* 마음챙김 강의: 부록 2-1(p140),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실천적인 방법”에 수록
** 마음챙김 요가2: 부록 2-2(p142), “요가동작그림_마음챙김 요가2”에 수록
*** 마음챙김 자비명상: 부록 2-3(p145), “명상 안내문_마음챙김 자비명상”에 수록

- 135 -

1-3. 4회의 소그룹 모임 회차별 구성내용(개요)
토요 소그룹 모임 1회차
- 토의 및 나눔(20분) : 6회 수업에 대한 소감 및 개별 수련에 대한 질의응답
- 요가명상수련(20분): 마음챙김 요가1,2 /호흡명상
- 서약내용(10분) : 개별 수련 1주차에 대한 약속
(시간. 요가명상의 종류를 개별수련과제 수행계획에 기입)
토요 소그룹 모임 2회차
- 토의 및 나눔(20분) : 1주차 개별수련에 대한 경험 나누기 및 피드백
- 요가명상수련(20분): 마음챙김 요가1,2 /바디스캔
- 서약내용(10분) : 개별 수련 2주차에 대한 약속
(시간. 요가명상의 종류를 개별수련과제 수행계획에 기입)
토요 소그룹 모임 3회차
- 토의 및 나눔(20분) : 1주차 개별수련에 대한 경험 나누기 및 피드백
- 요가명상수련(20분): 마음챙김 요가1,2/정좌명상 1,2
- 서약내용(10분) : 개별 수련 3주차에 대한 약속
(시간. 요가명상의 종류를 개별수련과제 수행계획에 기입)
토요 소그룹 모임 4회차
- 토의 및 나눔(20분) : 1주차 개별수련에 대한 경험 나누기 및 피드백
- 요가명상수련(20분) 마음챙김 요가1,2/자비명상 및 나만의 명상
- 마무리 및 4주 과정 수료식(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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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일정 및 구성내용

1-5.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일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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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수업자료
2-1. 강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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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요가동작 그림_김현숙(2014), 넥서스(2003), Kabat-Zinn(199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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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명상 안내문_장현갑(2017), Kabat-Zinn(199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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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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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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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마음챙김 프로그램 진행사진
[연구설명회]

[실험군배정및사전측정]

[ 마음챙김강의 ]

[마음챙김요가]

[마음챙김명상]

[토요소그룹]

[사후측정]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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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마음챙김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가 평가 내용
0. 본 수업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
참여자1 심적 안정감
참여자2 스트레스조절, 자존감
참여자3 걱정해소
참여자4 집중력, 인내심, 규칙성
참여자5 안정, 스트레스해소
참여자6 인내심
참여자7 마음의 평정
참여자8 신경과민, 우울감 극복
참여자9 정신적 안정
참여자10 집중력 스트레스감소
참여자11 집중력향상
참여자12 걱정해소, 자신감
참여자13 규칙성
참여자14 집중력향상, 끈기
참여자15
참여자16
참여자17
참여자18
참여자19
참여자20

집중력향상
집중력향상
정신건강
정신건강
감정을 조절하는 법
집중력향상

참여자21 집중력향상
참여자22
참여자23
참여자24
참여자25
참여자26
참여자27
참여자28

정신안정
요가를 배우고 싶다
집중력, 편한 마음
집중력향상
집중력향상
집중력향상
나태함의 치료

1.만족도
9
7
9
미응답
7
9
10
10
7
미제출
8
10

2. 본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
호흡명상 통한 마음의 안정
원래 걱정이 많아 항상 불안했었는데,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몸의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끌어 올림
혼란 시 집중력을 키우고 인내심도 기름
몸이 풀렸고, 집중력이 향상된 것 같다
자습
때 노래나 다른 생각이 나곤했는데,
대처하는
법을 잘 배웠다
몸이 탄탄해지고, 하나를 꾸준히 했음
여러 방법 통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봄
시험 기간 중 소소한 행복
미제출
시험기간에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됨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껴 가장 좋음
바쁜 일상 속에서 머리를 식히고,
움츠려있던 몸을 펼 수 있어서 좋았다.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잘 이끌어주셨고,
수업면에서 체계적이고 규칙적이었음.
9
“마음챙김요가명상”프로그램 자체가
효과적이고 근거 있어 내게 발전을 줌
요가를 한 후 명상을 하는 것이 좋았음.
8
요가 중 호흡에 더 집중하고 호흡을 점점
길게 하니 요가동작이 더 편해짐
10
수업 끝난 뒤 소감 나누는 시간
9
분위기가 집중하기 적합했고 간식이 맛남
9
요가를 통한 자세교정
간단하게
요가를수 배움
8
명상 통해할긴장수을있는조절할
있었음
10
마음이 편안해 질 수 있었다
뭉쳤던 몸이 요가명상을 통해 풀리고,
10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았다
요가 통해 피곤했던 몸을 풀 수 있었고,
10
명상을 하면서 정신을 깨워 집중함
최소 주 1회 수업. 명상 통해 마음이
10
차분해짐. 명상을 잘 이끌었음
10
시험기간 몸이 뻐근했을 때 할 수 있어서
10
피로가 풀리고, 생각이 정리 된다
친구들과 마음챙김을 해서 좋았고
6
선생님도 잘 가르쳐주셔서 좋았다
9
몸과 마음을 같이 챙겨 좋았다.
명상
후 집중이 잘 되는 느낌, 고개 숙일
9
때 아팠는데 요가하고 좀 나아졌다
8
요가를 이끌어주신 친절한 선생님
총 답변자 26명의 수업 만족도평균 8.9점(1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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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수업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시험시간과 겹쳐 걱정이 되었음
시험시간이 걸쳐 있어서, 명상할 때
마음을 다 비우지 못함
시험기간에 들어서 시간적으로 부담
지각을 해서 친구들을 기다리게 함
수업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시험
시험생각이 나서
자꾸 바로
집중을전이라
못한 경험이 있다
없었음
딱히 없었다
딱히 없다
미제출
시험 바로 전 주부터 수업이 시작된
것이 조금 아쉬웠음
시험기간에 참여하게 되어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미응답

먹기 명상을 건포도로만 한 것,
시험기간에 한 것이 아쉬웠고, 더 긴
시간동안 느긋하게 했으면 한다.
수업 때 피곤한 날 강도조절을 못했음
수업이 적어서 혼자 명상하기 어려웠음
수업이 컴퓨터 사용시간과 겹침
수련실에
실수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친구를 봄, 먼지 싫다
딱히 없음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한 달 밖에 못 하는 게 아쉬웠다
수업과 겹치는 일정들로 인해 시간
조정을 해서 죄송합니다.
수업시간과 개인일정시간이 겹쳐 오래
할 수 없었던 점
일주일만 선생님과 해서 아쉬웠음
미응답
수행시간이 남들과 다를 수 있음.
컨디션 따라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음
수업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아쉽다
막상 시험기간이 되니 열심히 꼬박꼬박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바닥이 차갑고 딱딱. 시간이 촉박함

부록 8. 마음챙김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가 평가 내용_계속
4. 변화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4
참여자 5
참여자 6
참여자 7
참여자 8
참여자 9
참여자 11
참여자 12
참여자 13
참여자 14
참여자 15
참여자 16
참여자 17
참여자 18
참여자 19
참여자 20
참여자 21
참여자 22
참여자 24
참여자 23
참여자 25
참여자 26
참여자 27
참여자 28

1) 신체적 측면
몸의 균형이 잡힌듯함
요가 때 긴 시간 한 자세로
있어 뭉쳤던 근육이 풀림
근육이 이완되 몸 가벼워짐
유연성이 길러졌음
뻐근함이 줄어들었다
개운해짐, 공부할 때, 어깨,
목이 피로했는데 나아짐
유연성, 균형능력 향상
몸이 이완되고 긴장이
풀렸다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짐
몸이 편안,굳은 몸이 풀어짐
뻣뻣하고 굳어있는 몸이
풀렸다
예뼈졌다
수업 전보다 나의 자세와
몸가짐에 더 신경 쓰게 됨
몸이 가벼워짐
피로감이나 통증이 줄고,
때로는 이 상태가 지속됨
허리가 좀 더 펴짐
수축되었던 근육이 풀리고,
요가하면서 아픈지 몰랐던
부위의 아픔도 느끼게됨
피곤이 많이 풀렸다
몸이 부드러워진 것 같다
몸이 뻐근했는데, 요가1로
몸 전체를, 요가2로 특히 목
주변 근육들을 풀었다
바른자세가 평소에도 편함,
목, 어깨, 허리가 안 아파짐
몸이 피곤했을 때 풀림
유연성이 길러진 것 같다
배아픔이 사라졌다
몸이
앉는
자세가유연해
바르게지고,
교정됨
불편한 부분을 알게되었고
그 부분이 시원해짐, 바른
자세를 취하기 쉬워짐
몸이 숨겨왔던 아픔을 알게
됨, 특히 어깨와 왼쪽 팔,
그리고 호흡에도 신경씀

2) 정서적측면

4) 학업적 측면
집중력이 높아짐
딴 생각을 하다가도 금방
마찰이 줄어듬
마음을 다잡음
좋아짐
집중력높아져 효율적 공부
친구들과 말할 때 신중해짐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공부
친구에게 요가알려주니 좋아함 집중을 더 할 수 있었음
친구들에게 짜증을 덜 내게
더 집중이 잘되고,
감정조절하니 마음이 편해짐 되었다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자제력이 높아졌다
비슷하다
다시 집중 하는게 빨라짐
내가 화나거나 짜증나는
친구관계에 너무 애쓰지 않고, 시험기간에 집중되지 않을
순간을 인식하고, 진정하려는 나에게 맞지 않은 친구는
때, 다시 집중력을 찾는데
과정에서 더 차분해 졌다
거리를 두게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불안함이 완화됨, 개운함
딱히 없다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게됨
화를 잘 안내려고 노력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게됨
전보다 집중시간이 길어짐
나 자신에 대해 더 집중할 친구 관계에서 일어나는
순간 집중력을 어떻게
수 있었고, 내 감정을 다스림 감정소모를 줄일 수 있게됨
하면 발휘하는지 알게 됨
마음이 편안, 안정적이 됨 끊고 맺음이 자연스러워짐
집중이 잘 된다
화를 내기 전 마음을 잃은 친구와 같이 자비명상 하면서 졸릴 때, 요가명상을 하니
건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함 서로 응원하는 마음이 커졋다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남
차분해짐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었음
집중이 더 잘됨
주변 소음에 대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미응답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되었다
생각이 많은 편인데 줄어듬 좋아진 것 같음
집중력이 좋아짐
평소 많이 긴장하는데,
공부하다가 잡생각이 들
심호흡 통해 긴장이
미응답
때, 마음챙김을 통해
가라앉고 자신감이 생김
집중력을 찾는 능력 향상
짜증이 안정되었다
친구에게 화를 덜 내게 되었다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시험을 칠 때 마음이 편했음 미응답
명상 통해 잡생각 줄어듬
호흡,정좌1,정좌2명상 통해 THINK방법을 통해 친구들과 하나의 과제를 수행 할 때,
다른 생각을 하다.마음을
말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말을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바로잡아 다시 집중함
하는 습관이 생김
집중해서 빠르게 수행함
감정에 휩쓸리는 일이
친구이야기를 더 잘 들어줌,
쉽게 포기하기 않고,
적어지고, 차분해졌다
친구들의 행동을 더 이해
미루는 것이 없어졌다.
머리가 맑아진다
기분이 밝아져 친구와 돈독
집중력이 향상되엇다
하고나면 마음이 편안해짐 좋다
집중이 잘 된다
친구와 더 공감하게 되었다 더 친해졌다
단어를 찾는 집중력 생김
마음챙김
통해, 나를 더 잘 친더구와
때 더 집중 할 수
챙기게 되었다
편안관계할
해 졌다때, 내 마음이 공부할
있게 되었다
발표나 시험으로 긴장될 때, 조금 기분 나쁜 말로 내가 큰 집중이 흐트러질 때,
마음챙김 수업을 떠올리며 상처나 피해를 입지 않게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것
차분해 질 수 있었다.
되었다
같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법을
공부하다 머리 아플 때
알게됨, 호흡명상이 나에게
미응답
마음챙김 요가명상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유용하게 쓰였다.
잡생각이 사라짐, 심리적안정
마음이 안정되니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다.
불안함,복잡함이 편안함이 됨
인내심, 집중력, 마음 다잡음
정서적 안정, 자신감 생김
짜증나고 화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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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적 측면

친구와 간식먹으며 가까워짐
짜증을 덜 내게 되어 친구들과

부록 8. 마음챙김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가 평가 내용_계속
5. 이 마음챙김 수업에
계속 참여하고 싶은가
참여자 1
예
참여자 2
예
참여자 3
예
참여자 4
예
참여자 5
예
참여자 6
예
참여자 7
예
참여자 8
예
참여자 9
참여자 11
참여자 12
참여자 13

예

참여자 14

예

참여자 15
참여자 16
참여자 17
참여자 18
참여자 19
참여자 20
참여자 21
참여자 22
참여자 23

예

참여자 24

예

참여자 25
참여자 26
참여자 27
참여자 28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5-1.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집중력이 향상됨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될 것 같아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 중간에 힐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이다
마음이 다 잡히는 등 도움이 됨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편안해졌기 때문
마음이 불안할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 도움이 됨
몸과 정신적 변화를 실제로 느꼈기 때문
혼자 하다보면, 자세도 틀리고 점점 소홀해질 것
같아서
공부만 하는 것 보다 마음 챙김 활동을 동반 하는
것이 학업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이 느껴져서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면 따로 시간 내서 마음챙김을
배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효과가 있으닌까요

6. 추후 수업에서 수정 필요한 부분
미응답
시험기간과 안 겹치게 해주세요
시험기간 말고 시간적으로 더 여유 있는 기간에
했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수행시간을 모두 잘 지켰으면 함
짧은 시간이었지만 요가명상에 대해 알수 있었음
시험기간 아니면, 명상수행 시 잡 생각이 덜할
것임
수련 장소가 더 넗어 졌으면 좋겠다
미응답
미응답
미응답
미응답

수업시간에 제공된 간식이 정말 맛있었다
더 넓은 장소에서 해야함.(요가에서 불편),
전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익힐 시간이
부족했음.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자신이 통제되는 것 같아서
딱히 없음
간식과 기념품이 좋았고, 수업을 계속 들으면 명상을 과제를 잘 안하는 친구위해, 더 자주 검사하거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체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함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됨
미응답
저는 집중력 테스트를 2주차 쯤, 해보고
매일 기분이나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서
싶었어요(중간 점검 차원에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미응답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됨
미응답
고등학교에 올라와 운동할 기회가 적었지만, 요가를 미응답
통해 몸을 풀 수 있었고, 집중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몸이 편해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장소가 신체가 서로 닿지 않게 넓어야 함
몸이 할 때와 안 할 때, 피곤함과 가벼움에서 달랐기에 적어도 2주는 선생님과 같이 했으면,
혼자하지 않고, 다같이 하니까 해야겠다는 결심이 더
커진 것 같고, 할 때마다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미응답
요가명상수업이 도움이 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정도 배웠으면 된 것 같다
설명시간이 수행시간과 같았으면 좋겠다.
마음챙김하면서 나와 더 가까워 진 느낌이 들었다
없음
시간을 투자한 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 좋았지만, 토요일에 학교 오는 것이 힘들었다
어차피 무료고, 스트레칭도 되고 힘들지도 않았다
수업시작 시간 조정하기, 요가전용장소 필요

총 27명의 응답자 중, 예: 26명(96.3 %), 아니오: 1명(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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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제안 답변자: 15명(55.6%)

부록 9. 마음챙김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내용분석
주제

하위주제

제1주제
: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에
대한 기대

1) 집중력 향상
2) 마음의 안정
3) 정신의 건강
4)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
1) 몸의 이완과
편안함

제2주제
: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참여
전반적인
소감

2)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

제3주제
: 마음챙김
요가명상
수업참여
후 경험한
변화

3) 나에 대한
인식 향상
4) 시험기간 중
수업참여
5) 빡빡했던
수업일정
1) 신체적 변화
2) 정서적 변화
3)
교우관계에서의
변화
4) 학업적
측면의 변화
1) 수업일정
제안
2) 수업시간
제안

제4주제
: 추후
수업진행에 3)수업구성
대한 제안 제안

4) 수업공간
제안

인용문 예시

“집중력을 향상하고자(E4)” “집중력 향상과 끈기를 얻고 싶어서(E14)”
“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E1)” “마음의 평정을 얻고자(E7)”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E5)” “걱정의 해소 하고 싶어서(E12)”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E19)” “인내심과 규칙성을 기르고 싶어(E4)”
“나태함을 치료하고 싶어서(E28)”
“몸의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끌어 올림(E3)”
“뭉쳤던 몸이 요가명상을 통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았다(E20)“
“ 바쁜 일상 속에서 머리를 식히고, 움츠려있던 몸을 펼 수 있었다.(E12)”
“호흡명상 통해 마음이 안정되었다 (E1)”
“원래 걱정이 많아 불안했었는데,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E2)”
“혼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잡아 집중력과 인내심도 키움(E4)”
“자습 때 노래나 다른 생각이 나곤했는데, 대처하는 법을 잘 배웠다(E6)“
“수업을 듣고 난 후 , 여러 가지방법으로 나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시 집중
할 수 있어서 좋았다 (E8)“ “마음챙김 통해, 나를 더 잘 챙기게 되었다(E26)“
“시험 기간 중 소소한 행복(E9)” “시험을 칠 때 마음이 편했다(E20)”
“ 시험기간에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고, 집중력 향상되어 가장 좋았다.(E11)”
“시험기간 몸이 뻐근했을 때 수업 때 배운 요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E22)”
“시험시간과 겹쳐 걱정이 되었음 (E1)” “ 시험시간이어서, 명상 때 마음을 다비우지 못함(E2)“
“시험생각이 나서 자꾸 집중을 못한 경험이 있다(E6)”
“주 1회 수업이었지만. 명상 통해 마음이 차분해짐. 명상을 잘 이끌었음(E22)”
“수업 시간이 부족했음(E5)“ “수업과 겹치는 일정들로 인해 시간 조정했던 것.. (E21)”
“개운해졌고 공부하다보면 어깨나 목이 피로했는데 이젠 뻐근하지 않다(E6)”
“몸이 피곤했을 때 피로가 풀린다(E24)”
“마음이 안정되니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다.(E2)”
“짜증나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감정을 조절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E6)“
“평소 많이 긴장하는데, 심호흡 통해 긴장이 가라앉고 자신감이 생겼다(E18)“
“짜증을 덜 내게 되어 친구들과 마찰이 줄어듬(E2)”
“친구와 같이 자비명상 하면서 서로 응원하는 마음이 커졋다(E14)”
“친구들과 말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말을 내 밷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다(E21)“
“자습 때 노래나 다른 생각이 나곤했는데, 대처하는 법을 잘 배웠다(E6)“
“졸릴 때, 요가명상을 하니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남(E14)”
“시험기간에 집중되지 않을 때, 다시 집중력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E8)”
“시험기간 말고 시간적으로 더 여유 있는 기간에 했으면 좋겠다(E3)“
“시험기간 아니면, 수행에 잡 생각이 덜할 것임 (E6)“
“친구들이 지각하지 않고, 수업시간을 모두 잘 지켰으면 한다(E4)”
“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익힐 시간이 부족했다.(E14)”
“다 좋았지만, 토요일에 학교 오는 것이 아주 아주 조금 싫었어요(E27)”
“ 적어도 2주 동안은 선생님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E23)”
“집중력 테스트를 2주차 쯤, 해보고 싶었어요, 중간 점검 차원에서..(E18)”
“친구들 중 과제를 잘 안하는 사람이 있어서, 더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나 단체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더 늘리면 좋을 것 같다(E16)”
“요가 할 때 수련실 바닥이 차갑고 딱딱한 것 싫었다(E28)”
“먼지 싫다. 수련실에 실수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친구를 봄(E18)”
“요가 수련 장소가 신체가 서로 닿지 않게 넓어야 한다(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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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생명윤리심의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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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ffects of
School-based Mindfulness Program
for High School Girls

Lee, Ji-Hy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e, Sun-Mi, Ph.D., R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hool-based mindfulness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self–regulation of
high school girls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After analyzing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yoga meditation
classes and the analysis of the need for participation in future classes,
the program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5 steps of the ADDIE
Model. The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was appli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ogram. Through this program,
four elements of transformative learning (transformative experience,
reflective thinking, discussion and sharing, practice) were arranged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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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y manner to enable high school girls to make effective
transformative learning.
The developed program was completed with consultation and review
of two Korean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program developers,
two mental health experts, and two high school teachers. The six
sessions of mindfulness consists of lectures for understanding basic
mindfulness concepts, and training sessions for mindfulness yoga and
mindfulness meditation. The weekly 4 times small group meeting is a
time for sharing and evaluating the experiences of individual yoga
meditation for last week. And daily yoga meditation tasks were
rigorously confirmed by filling in a journal. In addition, based on a
review of previous research on mindfulness intervention developed for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for adolescents and the ‘self-regulating
mechanism’ of mindfulness, attention, perceived stress, mood states,
self-esteem and self-regulation selected as outcome variables
The study subjects for evaluating its effects of the program were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ttending general high school including 28
participants in the final experimental group and 30 control subjects. For
the experimental group, the 4 week school-based mindfulness program
was applied and the control group was participated in the same program
immediately after the experimental group program was completed. The
collected quantitative data were verified by analyzing repeated measures
after analyzing the homogeneity of the pre-measures. The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the class participation collected only for experimental
group were summarized throug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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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ing in
the school-based mindfulness program showed significantly decreased
stress (p=.001), improved attention ability (p=.016), improved mood
states (p=.048), and self-regulation (p=.004) was also significantly
improved.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p=.096).
On the other hand, the school-based mindfulness program showed
97.1% attendance rate and 89.7% daily assignment performance rate.
Considering that it is a student who prepares for entrance examinations
for universities, the participation of the mindfulness program run in the
school after school course was very high. Qualitative data analysis also
revealed that the program was highly accessible for balanced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concentration and emotional control in high
school girls' body and mind, and that they were able to perform alone
after simple and constant training.
In conclusion, this school-based mindfulness program not only helps
to improve the attention, stress reduction, mood and self-regulation of
high school girls, but also has a basic attitude to cope with the stresses
experienced in adulthood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hool-based mindfulness intervention and
follow-up research for various youth groups.
Key words: High School Girls, School-based, Mindfulness, Stress,
Attention, Mood States, Self-esteem, Self-regulation
Student Number : 201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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