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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알코올 중독은 중독자와 가족,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만성적이고 재발이 쉬운 질병이다. 이러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중독자들이 삶의 문제를 극복하며 계속 성장해 나가는 지속적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회복중인 중독자들은 중독관련 문제와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예방과 

회복유지를 위해 중독관련 문제와 스트레스 대처를 돕고 건강한 

생활양식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Lazarus 와 Folkman 의 스트레스-대처이론을 기반으로 회복중인 

중독자들의 신체정신심리사회적 문제와 스트레스 요인을 도출하고 

프로그램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한국형 

마음챙김기반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Korean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K-MBSR)을 토대로 대상자의 주요 문제와 

스트레스를 도울 수 있는 마음챙김의 원리와 기법을 검토하였다. 셋째, 

중독자들이 중독관련 문제와 스트레스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처를 습득할 수 있는 회기별 내용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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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와 전문가의 타당도 검증을 거쳐 회기당 90 분으로 진행되는 총 

8 회기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효과평가를 위해 동시 내재적 혼합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의 지각된 스트레스, 마음챙김, 

금주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를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를 통해 양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양적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사전-사후-추후조사를 통해 총 3 회 수집되었고, 수집된 

데이터는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더불어, 

대상자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변화과정 대한 이해를 위해 추후조사 

시점에서 개별면담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질적연구를 위해 이루어진 총 6 명과의 면담내용 분석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최종 대상자는 K 지역 6 개시에 거주하는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로 실험군 23 명, 대조군 21 명을 합쳐 총 44 명이었다. 

연구기간 동안 실험군은 주 1 회 주기로 총 8 회기의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대조군은 지역사회에서의 기존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참여하였다. 양적자료의 분석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각된 

스트레스(F=14.01, p<0.001), 마음챙김(F=5.68, p=0.019), 

금주자기효능감(F=32.74, p<0.001), 주관적 건강상태(F=5.31, 

p=0.024)의 사전-사후-추후점수 변화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두 군의 건강관련 삶의 질(F=0.40, p=0.530) 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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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변화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개인면담을 통해 수집된 면담자료의 내용분석결과 총 3 개의 주제와 

6 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의 내용으로는 ’멈추고 바라보기’, 

‘건강한 대처 선택하기’, ‘새롭게 나아가기’가 있었다. 그에 따른 하위 

주제 내용은 ‘거리두기’, ‘나에게 눈뜨기’, ‘나에게 맞는 몸과 마음 돌보기’, 

‘변화를 위한 내려놓기’, ‘타인과 함께가기’, ‘나의 변화 기대하기’ 등이 

있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다양한 측면의 문제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적 대처를 돕고 일상에서의 마음챙김 수준과 금주자기효능감,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건강상태를 개선시켜 줌으로써 재발예방과 

회복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중독간호 실무현장에서 유용한 사후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고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중독관련 간호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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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 중독은 해로운 결과에도 술에 대한 조절능력을 상실하여 

강박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는 만성적이고 재발하는 질병으로 중독자

와 그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2017). 알코

올 중독의 재발률은 치료 후 3개월 내 58-82.1%, 1년 내 약 90%

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손동균, 2014; 최송식, 2013), 이는 

결국 알코올 중독의 낮은 회복률로 연결된다. 이러한 특성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완치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평생관리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말해준다(양정남 et al., 2013; Zgierska 

et al., 2008).  

전문가들은 알코올 중독을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중독문제 관리

를 위한 건강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이계성, 2012; 

Zgierska et al., 2008). 하지만 실제 국내 알코올 사용장애의 정신건

강 서비스 이용 비율은 8.6%로 기분장애 37.7%, 정신병적 장애와 

불안장애 약 25%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16).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지역사회내에 센터를 설치하여 중

독문제의 예방과 재활을 위한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약 50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그러나 여전히 알코올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건강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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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치료에 집중되어 있고 회복중인 중독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알코올 중독에서의 회복은 단순히 금주유지나 중독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중독자 개개인이 삶의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극

복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성장과 

발전을 하는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강향숙, 2015; 천덕희, 2011; 

최송식 & 이솔지, 2008). 그러므로 회복은 도달해야 할 명확한 목표

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적이고 독특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가진다(Jacobson & Curtis, 2000; Townsend, 2014). 회복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 특성이 ‘회복된(recovered)’ 알코올 중독자라는 표현

대신 ‘회복중인(recovering)’ 알코올 중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이다.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주요 중재로는 

인지행동치료, 동기강화상담, 12단계 촉진프로그램 등이 있다

(Capuzzi & Stauffer, 2012). 이러한 프로그램은 음주와 관련된 대

상자의 신념이나 생각의 변화를 통한 행동개선, 변화를 위한 동기강

화, 영적성장 등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선완, 2004; 연

영란 & 이경순, 2012; 정성수 et al., 2014). 대상자의 복잡한 삶의 

문제와 얽혀있는 중독문제의 특성상 중독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특정

한 한 가지 방법의 적용보다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이와 같은 다

양한 접근이 요구된다(정성수 et al., 2014; Mattson, 1993). 또한 

이러한 중재들이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중독자들이 중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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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내용들을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박상규, 2016b), 이같은 측면에서 중독자들이 매순간 자신의 내적 

경험을 인식하고 일상의 문제해결에 해당 중재법들을 효과적으로 적

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다. 

 한편,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들이 속한 환경과 오랜 기간

의 음주로 인해 초래된 신체정신심리사회적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

를 경험하고 있다. 불건강한 생활양식으로 초래된 신체증상과 질환

(Currie, Clark, Hodgins, & El‐Guebaly, 2004; Jakubczyk et al., 

2016), 분노, 불안, 우울 등을 포함하는 부정적 정서, 가족갈등과 사

회적 고립 및 부적응 등의 사회적 어려움이 대표적인 문제로 이는 

중독자들의 회복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박병강, 2007; 윤명

숙, 1999; 최은정, 양정남, & 박순희, 2012). 또한 이러한 문제들의 

상호작용은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적응적 대처전략의 부

족으로 이들은 습관화된 대처행동인 음주행위로 문제해결을 시도하

게 된다. 이처럼 회복과정 중에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회복중인 

중독자를 재발로 이끄는 요인이 된다(Bold, Epstein, & McCrady, 

2017; Mansell, Penk, Hankin, Lee, Spiro III, et al., 2006).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은 경험하는 사건의 스트레스 여부를 평가하

는 일차적인 인지적 평가와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평가하는 이차적인 평가의 두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Lazarus 

& Folkman, 1984). 이를 회복중인 중독자가 재발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회복중인 중독자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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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이나 자각을 하게 될 경우 그 결과로 

재발 고위험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차적으로 이 상황에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재음주를 포함한 부적

응적 대처 행동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돕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음주행

위를 촉발하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정확한 알아차림이 가능해야 하고

(박상규, 2016a), 후속하여 습관적이고 부적응적 반응을 대체할 만

한 건강한 인지행동적 대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두 단계에 모

두 적용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마음챙김명상이 주목받고 있다

(Marlatt & Donovan, 2008). 

마음챙김이란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도 없이 지금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를 의미한다(Kabat-Zinn, 1990). 이를 위한 마음챙김

명상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지금, 현재’의 자신의 생각과 감정, 

느낌에 대한 자각과 관찰, 수용을 실천하는 것이다(Kabat-Zinn, 

1990). 알코올 중독자가 마음챙김을 실천하게 되면, 매순간 자신에

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차림 할 수 있게 되어 재발 고위험 상황

을 야기시키는 스트레스원을 자각하게 될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효

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박상규, 2016a; Bien & Bien, 2016). 

마음챙김명상을 다양한 대상자에게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마음챙김명

상이 통증, 우울, 불안, 스트레스 감소를 포함한 신체정신심리사회

적 문제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완석, 2016; 

한국명상학회, 2018; Kabat-Zinn, 2012).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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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의 삶의 문제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에게 스트레스 대처역량과 건강한 생활양식을 위한 마

음챙김명상을 적용한 간호중재를 제공한다면 이들의 재발예방과 회

복유지를 돕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의 중독관련 문제와 

스트레스 대처를 돕고, 보다 건강한 생활양식으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의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하고 그 효

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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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 중독의 재발예방과 회복을 돕기 위한 마

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있는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마음챙김의 원리

와 기법을 적용한 명상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둘째,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의 지각

된 스트레스, 마음챙김, 금주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양적방법을 통해 검증한다.  

셋째,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

의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변화과정을 질적방법을 통해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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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알코올 중독(Alcoholism) 

① 이론적 정의: 강박적인 알코올 사용과 섭취에 대한 조절력의 상

실로 인한 만성적이고 재발하는 특성을 지닌 뇌질환으로,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장애가 초래된 상태이다(김성

재, 1996;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2017).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DSM-IV 또는 DSM-5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알코올 사용장애(Alcohol Use Disorder)에 해당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2)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Recovering alcoholics) 

① 이론적 정의: 중독문제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측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며 의미 있는 삶

을 발전시켜 나가는 알코올 중독자이다(White, 2007). 

② 조작적 정의: 지역사회에서 3개월 이상 금주를 유지하면서 중독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알코올 중

독자를 의미한다. 

3) 지각된 스트레스(Perceived stress) 

① 이론적 정의: 개인에게 자신이 가진 자원에 큰 부담을 주거나 이

를 능가하여 개인의 안녕에 위협하는 것으로 인지되는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다(Lazarus & Folkma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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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서영석(2010)이 번안한 지각된 스

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로 측정한 점수를 의

미한다. 

4) 마음챙김(Mindfulness) 

① 이론적 정의: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도 없이 지금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이다(Kabat-Zinn, 1990).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원두리와 김교헌(2006)이 표준화한 

한국어판 5요인 마음챙김척도(Five Facet Mindfulness 

Questionnaire)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5) 금주자기효능감(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① 이론적 정의: 음주와 관련된 고위험 상황에서 금주를 계속 유지

할 수 있게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신념이다(김성재, 

1996).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DiClemente, Carbonari, 

Montgomery와 Hughes (1994)가 개발하고 김성재(1996)가 

한국어로 표준화 한 금주자기효능척도(Abstinence Alcohol 

Self-efficacy)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6) 주관적 건강상태(Perceived health status) 

① 이론적 정의: 인간의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나 느낌이

다(박재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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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안한 Speake, Cowart와 

Pellet (1989)의 지각된 건강상태(Perceived Health Status)척

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7)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① 이론적 정의: 개인의 경험, 신념, 기대나 인지 수준에 따른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의 건강 수준이다(Testa & Simonson, 

1996).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EuroQol group의 건강관련 삶의 질

(EQ-5D-5L) 한국어판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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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알코올 중독과 회복 

1) 알코올 중독 

  중독의 사전적 의미는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상태’이다(국립국어원, 2018). 

World Health Organization(이하 WHO)의 ICD-10 진단기준을 바

탕으로 한 중독의 특성은 중독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사용의 조절능력의 상실, 해로운 결과에도 멈출 수 없음, 중독물질 

사용이 가장 큰 우선순위 차지, 내성의 증가, 신체적인 금단상태로 

정리될 수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 알코올 중독의 경

우 ‘충동적인 알코올의 사용, 알코올 섭취에 대한 조절력의 상실, 알

코올의 사용 중단시의 부정적 정서로 특징지어지는 만성적이고 재발

하는 뇌의 질병’으로 정의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2017). DSM-5에서는 알코올사용장애

(Alcohol Use Disorder)로 명명되며 음주와 관련된 금단과 내성, 갈

망을 포함하는 행동과 신체증상들의 집합체로 정의된다. 이는 임상

적으로 심각한 손상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문제적 알코올 사용패턴

을 보이는 것으로 최근 12개월내에 DSM-5에서 제시하는 11가지

의 진단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을 만족할 때 알코올 사용장애를 

의심하게 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중독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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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활용되는 모델로

는 도덕모델, 질병모델, 발달모델, 생리심리사회적 기능모델, 재발방

지모델, 영적성장모델, 회복발달모델 등이 있다(김성재, 1996; 

Brown, 1985; Capuzzi & Stauffer, 2012; Marlatt, 1985). 도덕모

델의 경우 의지력과 충동조절의 결여를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보

고, 질병모델은 생리적 질환에 의해 알코올 중독이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며, 발달모델은 중독의 점진적인 회복 과정에 초점을 두어 접

근하고, 생리심리사회적 기능모델은 중독자의 생리심리사회적 기능

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재발방지모델은 고위험 음주상황에 적

절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며, 영적성장모델

은 자기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찾고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 검토와 

영적으로 성숙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중독을 극복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회복발달모델은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을 

기본적 과업에서 복잡한 과업들을 요구하는 성장과 발달의 여러 단

계를 거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알코올 중독의 회복 

알코올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우선 금주를 하는 것으로 시작은 

되나 회복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음주의 중단에만 

국한된 치료 방법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천덕희, 2011).  

미국 약물중독 및 정신보건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이하 SAMHSA)의 물질중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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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Center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에서는 중독으로부터

의 회복을 중독자 개인이 금주의 유지와 건강, 안녕(wellness), 삶

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Center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 2005). White (2007)는 회복을 

중독으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내외적 

자원을 활용하여 중독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중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유하며, 중독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취약

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의미 있는 삶을 발

달시켜 나가는 계속적인 과정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윤명숙 

(2003)은 회복의 과정을 대상자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의 단계별 

과업을 성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상자 자신과 가족들의 삶의 질

을 높이는 연속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알코올 중독에서의 회복은 중독자가 단순히 금주를 지속하

는 의미를 넘어 신체‧정신‧사회‧영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

장과 발전을 하는 것으로 단순히 중독이전의 시기로 되돌아가는 것

을 의미하지 않는다(천덕희, 2011; 최송식 & 이솔지, 200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알코올 중독 영역에서는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

(recovering alcoholics)’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 이는 알코올 

중독 특성 자체가 만성적임과 동시에 이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건강 및 중독영역에서 회복과 관련된 주요모형들이 다루고 있

는 회복의 핵심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Barker와 Buch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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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ker (2004)의 조류모형(Tidal Model)은 특정 질환으로 스트레

스 상황에 있는 대상자를 바다에서 조류에 의해 난파되어 신체적, 

심리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비유하며 인간중심 돌봄

(person-centered care), 자신의 내외적 자원활용, 변화에 대한 인

식과 대처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Copeland (2002)의 웰니스 회

복 행동계획(Wellness Recovery Action Plan, WRAP) 모형은 대상

자들의 질환관련 증상들을 감소시키고 제거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화된 시스

템을 제공하는 모델로, 일상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

인 대처 및 역량강화(empowerment)를 중요시한다. Andresen, 

Oades와 Caputi (2011)의 심리적 회복모형(Psychological 

Recovery Model)에서는 희망과 자기결정을 토대로 의미 있는 삶의 

성취와 긍정적 자기정체성의 확립을 회복으로 보고 회복과정에서의 

대상자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각 회복단계를 지속할 수 있는 희망의 발견과 유지, 스스로

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실천, 자신의 새로운 발견과 긍정적 정체성 

형성, 미래에 대한 목적과 희망 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Moos (2007)는 회복을 촉진시키는 요소와 관련된 연구에서 스트레

스-대처이론(stress and coping theory),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론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독

자의 회복 촉진을 위한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물질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보상활동, 자기 효능감의 개발, 스트레스 대처기술 등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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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회복관련 모형과 이론의 검토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은 중독의 회복과정에서의 대상자 자신에 대한 새로

운 인식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스트레스에 대한 주도적 대처

로 지속적인 자기조절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편, 중독의 회복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서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 통합적 건강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Center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 2005; Laudet, 2007; 

White, 2007). 알코올 남용은 WHO의 ICD-10 진단기준(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에 기술되어 있는 약 200가지 이상의 질

환의 근원이 된다고 보고될 정도로 알코올 중독자에게 있어 신체정

신심리사회적 질환과 증상은 매우 흔하다(Jovanovic & Antunovic, 

2016). 유럽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중독

자의 79%가 적어도 하나의 신체질환 및 문제를, 약 59%가 두개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Gossop et al., 2007), 이러한 신체문제

와 관련 증상들은 재발의 주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Jakubczyk et al., 2016). 구체적인 신체증상과 관련된 문제로는 위

장관질환, 심혈관계질환, 간질환, 신경계 및 대사장애, 내분비계, 근

골격계 질환 등이 있다(Gossop et al., 2007; Mansell, Penk, Hankin, 

Lee, Spiro, et al., 2006). 이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신체건강

문제가 매우 흔함에도 실제 임상이나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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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진단과 치료가 잘 이뤄지지 않아 중독자들이 이로 인한 어려

움을 겪고 있다(Mansell, Penk, Hankin, Lee, Spiro, et al., 2006).  

더불어 알코올 중독과 정신사회적 문제의 공존 유병률도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Mansell et al. (2006)의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과 함께 우울, 불안장애,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이 정신건강문

제 측면에서 유의하게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또한 문제음주와 정신

사회적 문제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도 알코올 중독자들은 불안, 우울

문제 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가족 갈등과 가정 붕괴, 사회에서의 지

위와 역할 상실로 인한 소외감이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병선, 진혜민, & 허만세, 2011; 윤명숙 et al., 2008; 

Muller, Skurtveit, & Clausen, 2016).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초기 또

는 재발에 의해 입원중인 알코올 중독자와 비교할 때 신체건강과 

증상부분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나(유재순, 

이종은, & 박우영, 2016; Kim & Shin, 2000), 여전히 오랜 기간 음

주로 발생된 신체질환과 증상관리를 위한 문제와(Bobo, Lando, 

Walker, & Mcllvain, 1996; Currie et al., 2004; Jakubczyk et al., 

2016), 우울과 불안, 가족 및 대인갈등과 사회적 고립 등을 포함하

는 정신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강향숙, 2015; 박병강, 2007; 박상규, 

2016b; 윤명숙, 1999; 최은정 et al., 2012). 특히 이 시기에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의 여러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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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실 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성격적 특성이나 무기력함, 빈번한 

감정의 기복, 분노조절의 어려움, 공격성, 예민함 등의 정서 표현으

로 인해 대상자 스스로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과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병강, 

2007; 박상규, 2016b). 

중독자들의 신체정신심리사회적 문제는 장기적으로 알코올 중독

자들의 삶의 질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재순 et al., 2016; 윤명숙 & 김남희, 2015). 삶의 질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단일화된 합의가 

없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일상에서의 

객관적인 측면에 대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만족감에 그 초점

을 두고 있다(유재순 et al., 2016; Saatcioglu et al., 2008).  

다른 질병군에 비해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나 최근 회복과 관련된 연구에서 삶의 질을 

중독의 회복과정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

어나고 있다(윤명숙, 정영철, 이준석, 이분희, & 조혜정, 2012; 최삼

욱, 나란희, 김한오, 최성빈, & 최영숙, 2006).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질이 다른 질병을 가진 대상자들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박병선, 2007; 윤명숙 

& 김남희, 2015; Luoma, Kohlenberg, Hayes, Bunting, & Rye, 

2008). 또한 해당 중독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으로 정신건강,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실천행위, 가족기능,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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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금주행위 실천도, 금주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이 확인되었

다(박병선, 2007; 유재순 et al., 2016; 윤명숙 & 김남희, 2015; 최

삼욱 et al., 2006). 

 

이상의 문헌검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알코올 중독의 회복은 대

상자들이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그 

변화를 통해 성장해 가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의 재발예방과 회복유지를 돕기 위해 일

상에서의 문제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적 대처, 지속적인 자기조절 

및 관리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접근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

막으로 회복중인 중독자의 건강상태와 그로 인한 삶의 질의 변화여

부를 확인해 보는 것은 대상자들의 회복의 정도를 파악하는 주요지

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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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코올 중독과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사전적 정의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

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상태’이다(국립국어원, 2018). 스트레스는 

대상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심리사회적 자극인 스트레

스원(stressor)과 그러한 자극이 가해질 때의 반응을 의미하는 스

트레스 반응(stress response)으로 구분되기도 한다(Lazarus & 

Folkman, 1984). 이때 스트레스원은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도전적 사건으로, 스트레스 반응은 그 도전에 대한 보상적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Lovallo, 2018).  

스트레스를 다루고 있는 주요 이론 중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이론은 스트레스와 대처과정에서

의 개인의 인지적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Figure 1). 이 이론에서 스

트레스는 대상자 개인이 가진 자원에 큰 부담을 주거나 이를 능가하

여 개인의 안녕(well-being)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Lazarus & Folkman, 1984). 여기

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는지 여부는 개

인에게 지각된 내외적 환경에서 기인한 원인이 되는 선행사건

(casual antecedents)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인지적 평가는 일차적 평가(primary appraisal)와 이차적 평가

(secondary appraisal), 재평가(reappraisal)로 나뉜다. 일차적 평

가의 경우 선행사건이 문제인지 여부를 인식하는 것이다. 해당 평가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소로는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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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지는 부분에 대한 의무감(commitment)과 개인적 또는 문화적으

로 생성되고 공유되는 인지구성인 신념(belief)이 있다. 또한 상황적 

요소에는 새로움(novelty),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사건의 불

확실성(event uncertainty)과 일시적 상황요인(temporal 

uncertainty)인 절박함(imminence), 지속시간(duration), 일시적 

불확실성(temporal uncertainty)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복합

적인 작용을 바탕으로 선행사건에 대한 일차적 평가는 ‘나와 무관한

(irrelevant), 나에게 온건하고 긍정적인(benign positive),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stressful)’ 상태 중 하나로 나뉘게 된다. 그 중에

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으로 인지되는 경우는 ‘손상/상실(harm or 

loss), 위협(threat), 도전(challenge)’의 의미로 사건을 평가한 경

우에 해당된다(Lazarus & Folkman, 1984; Matthieu & Ivanoff, 

2006). 한편, 이차적 평가는 스트레스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로, 어떤 대처를 선택할 수 있는가와 그것이 현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일지, 그리고 그 전략을 사용할 능력이 본

인에게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이

는 일차적 평가와 상호작용하여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적응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재평가는 환경과 인간과의 반응의 결과로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에 의해 사건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대처란 개인의 자원을 넘어서거나 부담이 되는 내외적 요

구를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개인의 인지행동적 노력

을 의미한다. 대처에는 스트레스를 야기한 문제 자체를 처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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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려 하는 문제중심적 대처(problem-focused strategy)와 그 상

황에서의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고자 하는 정서중심적 대처

(emotion-focused strategy)가 있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문제에 

대한 재정의, 대안모색과 선택, 실행 등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인식, 지식수준, 인지행동적 대처 방안 등의 선택범위를 

넓혀주어 사건이 주는 위협적 가치를 감소시킨다. 반면, 정서중심적 

대처는 사건 자체를 직접적으로 바꾸기 보다 사건에 의해 발생된 정

서적 혼란을 다루어 주는 것으로 상황이 주는 의미 바꾸기 등을 통

한 심리적 변화를 추구한다(임숙빈 et al., 2017; Lovallo, 2018).  

Lazarus와 Folkman의 스트레스-대처이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임숙빈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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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azarus and Folkman's Stress and Coping Model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있어 스트레스는 건강문제와 상호작용하며 

잦은 재발과 낮은 회복률에 영향을 미친다(Brower & Perron, 2010; 

Jakubczyk et al., 2016; Ryu & Chong, 2013). 대부분의 알코올 중

독자는 일차적 인지평가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현실적으로 평가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차적 평가과정에서도 건강한 대처방식을 사

용하기보다는 음주를 통해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습관적 반응패턴

으로 대처하게 된다. 회복중인 중독자들에게 만성통증이나 수면장애, 

가족이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는 손상/상실, 위협이나 도전의 의미로 평가되어 스트레스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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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동적으로 술에 대한 강한 갈망

이나 충동을 일으키게 되고 대상자들은 이에 재음주 행동으로 대처

하게 되는  것이다(Brower & Perron, 2010; Marlatt, 1985; Sinha, 

2012).  

Marlatt과 Donovan(2008)은 스트레스로 인한 재발 고위험 상황

에서 중독자가 적응적 대처를 적용할 수 있다면 대상자의 금주에 대

한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게 되어 재발확률은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하

고 있다. 금주자기효능감이란 음주와 관련된 고위험 상황에서 금주

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신념을 의

미한다(김성재, 1996).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 금주자기효능감은 재

발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지적 요소로, 음주와 관련된 스트레

스 상황에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속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김성재, 1996; Marlatt, 1985). 또한 금주자기효능감은 

중독자의 치료 후 재발가능성 뿐만 아니라 회복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김명주, 2016; 채숙희, 2005; 최

은정 et al., 2012; Warren, Stein, & Grella, 2007).  

스트레스와 중독에 관한 연구(박병강, 2007; Sinha, 2012)에 따

르면 오랜 음주로 인해 변화된 인지 및 신경 내분비계는 스트레스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취약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스트

레스성 질환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재발방지와 회복을 도모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에 관한 연구(장수미 & 김정윤, 2009)에서는 건강, 가족관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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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및 사회적 관계 등이 이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임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건강한 대처를 돕는 심리사회적 중재

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남녀 알

코올 중독자가 보이는 중독의 심각도가 증가함을 확인한 연구와 스

트레스가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소임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김명주, 2016; 김성용, 2002).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가 경험하는 다양

한 스트레스는 중독의 회복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요소로 파악된다.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일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음주행동을 대신

할 건강한 대처방식으로 반응할 경우 대상자의 금주자기효능감이 증

가되고, 이는 중독자들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들이 스트레스를 현실적으로 자각하

고 건강한 대처방법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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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코올 중독자 대상 중재프로그램 

임상현장에서 중독자의 회복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중

재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지행동요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중독과 관련된 부적응

적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 대상자의 인지와 그로인한 행동, 정서조

절 측면의 대처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김진실 & 이봉건, 2012; 

Epstein, McCrady, Hallgren, Cook, et al., 2018; Vedel, 

Emmelkamp, & Schippers, 2008),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

들은 대상자의 금주자기효능감의 증진, 음주관련 사고와 갈망의 감

소, 심리사회적 기능의 향상을 돕는데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김진

실 & 이봉건, 2012; Epstein, McCrady, Hallgren, Gaba, et al., 

2018). 

 다음으로는 동기강화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기

법과 관계적 기술의 활용을 통해 참여자의 음주와 관련된 변화과정

을 촉진시키는 접근법이다(박정임 & 구미라, 2004; Capuzzi & 

Stauffer, 2012).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대상자들이 

음주와 관련된 변화단계의 긍정적 변화, 금주자기효능감의 증진, 알

코올 문제수준이 개선됨 보고하였다(박정임 & 구미라, 2004; 

Kuerbis, Houser, Levak, Shao, & Morgenstern, 2018; Rubak, 

Sandbæk, Lauritzen, & Christensen, 2005). 

마지막으로 12단계 촉진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는 알코

올 중독자들의 자조모임인 A.A.(Alcoholic Anonymous)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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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12단계 중 1-3단계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된 프로그

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독자에게 있어 조절음주는 불가능하다

는 사실을 통해 술에 대한 무력함을 인정하고 전반적인 행동양식변

화와 영적성장을 통한 회복을 추구하도록 돕는다(김복희, 2010; 한

국중독재활복지협회, 2018; Tonigan et al., 2010). 이 프로그램은 

회복에 대한 희망, 소속감과 사회적 지지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금주를 유지하는 데에도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었다(Labbe, 

Slaymaker, & Kelly, 2014; Mattson, 1993; Zemore, Kaskutas, & 

Ammon, 2004).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심리사회적 중재는 공

통적으로 참여대상자들의 금주자기효능감을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개인보다는 집단을 대상

으로 시행되고 그 효과를 보고하여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개인별 중

재보다는 집단대상의 중재가 유용하다고 본다. 

복잡한 중독문제의 특성상 한가지 방법이 특별히 중독문제에 월

등히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방법은 없기에 대상자 상황에 맞는 방법

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기선완, 2004; 정성수 et al., 2014). 또

한 무엇보다 이러한 중재방법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실제적인 도

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측면의 

문제와 스트레스를 자각하고 대처하는데 지침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

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상의 문제와 스트레스에 대한 현

실적 자각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대처의 지침이 될 만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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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 임상현장에

서 단기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지속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전영민, 2009). 이러한 측면에서 회복중인 중독자들의 재발 

고위험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과 효과적 대처를 위한 다양한 기법의 

실질적인 적용을 돕기 위한 중재가 필요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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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1) 마음챙김명상 

서구학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인도

의 팔리(Pali)어인 ‘sati(사티)’를 번역한 ‘mindfulness(마음챙김)’ 

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마음챙김은 ‘자기주시, 알아차

림, 순수한 주의’ 라는 뜻으로, 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신체의 감각이나 생각, 감정 등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

한다(Mace, 2010). 마음챙김명상은 불교전통에서 기원된 위빠사나

(vipassana) 명상에 기반한 것으로 존재의 특성을 꿰뚫어본다는 의

미에서 통찰(insight)명상으로도 분류된다(김완석, 2016). 치료적으

로 이용되는 마음챙김명상은 종교 중립적인 방법으로서, 내면의 경

험에 주의를 기울이며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는 감각과 감정, 생각의 

변화 등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증진시켜 내외적 자극에 대한 관찰자

적 관점을 유지하도록 돕고, 회피나 통제가 아닌 있는 그대로를 받

아들여 자극에 대한 자동적 반응을 하지 않도록 도와준다(허휴정, 

한상빈, 박예나, & 채정호, 2015).  

마음챙김명상법에 대한 범주화는 입장에 따라 여러 기준으로 나누

어 질 수 있겠지만, 신체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바디스

캔, 호흡명상, 정좌명상 등과 같은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진행하는 

정적명상과 하타요가, 걷기명상, 먹기명상 등과 같이 신체의 움직임

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적명상으로 나뉠 수 있다(김완석, 2013; 한국

명상학회, 2018). 이와 같은 동적, 정적명상은 상황에 맞게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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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되고 적용될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구성된 명상수련법과 습관

화를 통해 일상에서 매순간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감각, 생각, 감

정 등을 비판단적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챙김의 상태, 즉 ‘깨어있는 

삶’의 유지가 가능해진다.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삶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경험

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술이라는 중독대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박상규, 2016b; 박성현 & 이용주, 2016). 하지만 매순간의 

마음챙김을 통해 자신의 내면경험을 회피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다면 바람직한 대처가 가능해져 중독의 재발을 막을 수 있고, 늘 깨

어 있는 삶의 태도 변화로 회복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

가할 것이다.  

마음챙김명상의 과학적, 치료적 활용 가능성은 1979년 만성질환

자를 돕기 위해 개발된 존 카밧진(Jon Kabat-Zinn)의 스트레스 감

소 및 이완 프로그램(Stress Reduction and Relaxation Program)이 

1990년 마음챙김기반 스트레스감소 프로그램(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이하 MBSR)으로 대중에게 소개됨으로써 본격화

되었다(김완석, 2016). 마음챙김명상의 치유기제는 크게 내적경험에 

대한 거리두기가 가능해지는 탈동일시(de-identification), 해당 경

험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나타나는 습관적 또는 무의식적인 패턴이 

약화되는 탈자동화(de-automatization), 부정적 경험에 대한 비판

단적이고 수용적 자각을 통한 지속적 노출의 결과로 나타나는 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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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화(desensitization)로 정리될 수 있다(권석만, 2012). 이는 결과

적으로 명상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내적경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더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그 경험을 바라봄으로써 이전의 무의식적 

반응패턴을 멈추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정신심리사회적 분야에서의 마음챙김명상의 과학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뇌과학 측면에서, 명상은 

내적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에 주의집중을 하고 관찰함으로써 

여러 뇌파 중 인지활동 감소, 유쾌, 이완된 행복감 등의 심리적 안

정감의 향상과 관련 있는 알파(α)파, 세타(θ)파 증가를 가져온다

(Chiesa, Calati, & Serretti, 2011). 또한 지속적 명상활동과 관련된 

뇌 부위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가져오는 신경 가소성(neural 

plasticity)을 자극하여 뇌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

다(김완석, 2016). 명상수련 시간에 비례하여 뇌의 전두피질과 해마 

등을 포함하는 뇌 부위들의 회백질의 밀도가 높아지는 구조적 변화

가 일어나 뇌의 노화를 억제시킬 수 있음이 연구결과 입증되기도 하

였다(Hölzel et al., 2011; Lazar et al., 2005). 한편, 명상수련이 면

역체계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들도 있다. 예를 들어, 

명상수련 대상집단에서 독감예방접종 후 항체가 더 많이 형성되고 

독감증상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Davidson et al., 

2003). 또한, 면역계 세포의 노화를 억제시키는 효소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세포 노화를 억제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Jacobs et al., 

2011). 신체증상 부분에서 명상을 통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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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만성통증 감소(Chiesa & Serretti, 2011; Reiner, Tibi, & 

Lipsitz, 2013), 불면증의 개선(Ong et al., 2014; Shapiro, Bootzin, 

Figueredo, Lopez, & Schwartz, 2003), 탈모(McCracken, 2011), 

과민성대장증상 개선(이지선, 김정호, & 김미리혜, 2004) 등의 효과

가 확인되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명상은 편도체에 의한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조절할 수 있는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강화시켜 부정적 

정서 감소와 긍정적 정서경험에 도움을 줄 수 있고(김완석, 2016; 

Creswell, Way, Eisenberger, & Lieberman, 2007), 기분장애

(Stratford, Cooper, Di Simplicio, Blackwell, & Holmes, 2015), 불

안장애(Kim et al., 2010), 물질관련 장애(Bowen, Witkiewitz, et al., 

2014)를 돕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생리심리사회영적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알코올 

중독의 경우 이를 통합적인 삶의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

요하다(박상규, 2016b; 이현경 et al., 2012).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

들의 삶에 지금까지 살펴본 마음챙김의 치유원리와 기제가 적용될 

수 있다면 다양한 삶의 문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되는 중독

재발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알코올 중독자 대상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마음챙김의 원리는 중독으로 이어지는 심리과정의 약화와 술에 

대한 갈망이 중독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자기조절울 가능하

게 돕는다(박상규, 2016a; 박성현 & 이용주, 2016). 즉, 지속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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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시를 통해 음주를 유발하는 갈망이나 충동, 부정적 정서가 나타

났다 사라지는 속성을 자각하고, 중독과 관련된 내적 경험을 억제나 

회피가 아닌 비판단적으로 알아차림하고 수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실제 선행연구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적용한 마음챙

김명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원에서 입원중

이거나 외래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마음챙김명상은 중독수준 감소, 금주자기효능감 증가, 금주유지, 갈

망의 감소, 충동적 행동의 개선, 자기인식 개선,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 자동적 사고와 마음챙김 수준의 개선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

다(박상규, 2010; 박후남 & 유숙자, 2005; 이성근, 김경승, & 정도

운, 2012; Carpentier, Romo, Bouthillon-Heitzmann, & Limosin, 

2015; Zgierska et al., 2008). 또한, 지역사회 거주시설이나 지역사

회 자조모임에 참여하며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진

행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의 경우, 앞서 언급된 효과를 포함하여 

알코올 주의편향감소, 재발과 관련된 개인의 기질과 성향의 개선, 

주관적 안녕감 증가, 자기통제력 개선(박성현 & 이용주, 2016; 신

윤철, 2009; Crescentini, Matiz, & Fabbro, 2015; Garland, Gaylord, 

Boettiger, & Howard, 2010; Vieten, Astin, Buscemi, & Galloway, 

2010)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종합

해보면, 마음챙김의 원리와 기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은 회복중인 알

코올 중독자의 부정적 정서, 갈망, 충동적 행동의 개선에 도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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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기통제력과 금주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켜주어 재발예방과 회복

유지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의 상당수에서 명상 참여한 대상자가 7-15

명으로 그 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박상규, 2010; 박성현 

& 이용주, 2016; 신윤철, 2009; 이성근 et al., 2012; Crescentini et 

al., 2015),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단일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다 많은 대상자 수와 대조군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마

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Crescentini et al., 2015; Garland et al., 2010; Vieten et al., 

2010; Zgierska et al., 2008).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회복중인 중독

자의 구체적인 신체정신심리사회적 건강문제를 다루거나 대상자들

의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마음챙김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로그램의 진행은 8-12회기, 회기당 50분-3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

요내용은 마음챙김의 원리와 기법, 중독관련 사고나 갈망, 부정적, 

긍정적 정서와 관련된 것으로(박성현 & 이용주, 2016; 이성근 et 

al., 2012; 신윤철, 2009; Bowen, Chawla, & Witkiewitz, 2014), 직

접적으로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의 신체정신심리사회적 측면의 

건강문제와 스트레스 대처를 다루거나 건강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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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배경 

1. 연구의 이론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이

론이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해당 이론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술한 선

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와 스트레스-대처이론의 주요 개념에 

기반하여 도출한 연구의 개념적 틀 모형은 Figure 2와 같다.  

 우선, 원인이 되는 선행사건(causal antecedents)에는 회복중인 중

독자가 경험하는 분노, 불안, 우울 등을 포함하는 부정적 정서, 가족 

및 대인관계 갈등, 음주를 권하는 사회적 압력, 알코올 관련 자극이

나 강한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개인적 상황, 오랜 기간의 음주나 불

건강한 생활방식에 의한 신체문제와 그로 인한 증상 등이 포함된다

(Brower & Perron, 2010; Larimer, Palmer, & Marlatt, 1999; 

Sinha, 2012).  

 일차적 인지평가(primary appraisal)는 선행사건이 개인의 안녕

(well-being)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이에 해당되는 연구의 개념으로 회복중인 중독자

들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적용되었다. 해당 개념은 일상에서의 특정

사건이 예측 또는 통제가능한지, 대상자가 이에 압도당하는지의 여

부를 자각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이차적 인지평가는 스트레스로 인지되는 상황에서의 대처의 선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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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이다(Lazarus & Folkman, 

1984). 해당되는 연구 개념은 음주를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레스 인

지상황에서 마음챙김기반의 인지행동적 반응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마음챙김 수준과 대상자가 금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

한 자신감인 금주자기효능감이 된다.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행동적 반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이 적용되었다. 두 단계의 

인지평가 과정을 거쳐 실제 행해지는 마음챙김을 적용한 대처 경험

의 반복은 중독자들의 생활양식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한국명상

학회, 2018; Brown & Ryan, 2003). 이는 단순히 중독자의 물리적 

금주기간 만을 늘려주는 의미를 넘어 중독의 주요 회복지표가 되는 

대상자들의 건강상태와 그와 관련된 삶의 질을 증진시켜 재발예방과 

지속적인 회복유지를 위한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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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실험군은 마음챙김명상 프로

그램(mindfulness-based meditation program)에 참여하는 대상자

이고 대조군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이다.  

 

가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추후 지각된 스트레스 점

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추후 마음챙김 점수 변화

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추후 금주자기효능감 점

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추후 주관적 건강상태 점

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추후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6 

IV. 연구방법 

1.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에게 적합한 마음챙김명

상 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성을 위해 목표수립, 프로그램 구성, 예비

연구,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 단계로 구성되는 김창대 (2002)의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활용하였다. 

 

Figure 3. Stages of Program Construction 

1) 프로그램 구성단계 

① 목표수립단계 

1단계는 목표수립단계로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와 목표수립과정 

등을 포함한다(김창대,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회복중인 알코올 

•Program request survey

•Goal establishment

Step 1

Establishment of goals

•Theoretical review of program contents

•Selection of activities, contents and strategies

•Development of a preliminary program

Step 2

Program composition

•Pilot study 

•Expert validation

Step 3

Preliminary study

•Program implementation

•Program evaluation 

Step 4

Program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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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자를 위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이 일상에

서 마음챙김의 원리와 기법을 실천하도록 도와 대상자의 스트레스

감소와 금주자기효능감,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이들의 재발예방과 회복유지를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과정에서 해당 중독자의 재발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정신심리

사회적 문제와 스트레스, 회복과정을 유지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알코올 중독에 효과가 입증된 중재를 살

펴보는 과정에서 일상의 문제와 스트레스에 대한 현실적 자각, 이

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중재내용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자의 현재 내적경험에 대한 자

각과 관찰, 수용을 실천하기 위한 마음챙김의 원리와 다양한 명상

기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마음챙김을 적

용한 프로그램은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부정적 정서, 갈망, 충

동적 행동의 개선을 돕고, 자기조절과 금주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켜 

재발예방과 회복유지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본 연구에서 진행할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다룰 주요 요소를 중독과 관련된 신체정신심리사회적 

문제와 부적응적 대처, 중독과 불건강한 생활양식, 중독과 부정적 

정서, 중독과 사회적관계로 도출하고 프로그램의 세부목표를 다음

과 같이 수립하였다. 

첫째,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신체정신심리사회적 문제와 스트

레스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부적응적 대처를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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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독과 관련된 불건강한 생활양식을 탐색하고 마음챙김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고 실천한다. 

셋째, 중독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를 탐색하고 마음챙김을 적용하

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고 실천한다. 

넷째, 중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탐색하고 마음챙김을 적용하

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고 실천한다. 

다섯째, 다양한 마음챙김명상법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상황

에 맞는 명상법을 선택하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각 회기당 세부 목표는 Figure 4와 같

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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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Objectives and Goals o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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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로그램 구성단계 

2단계는 프로그램 구성단계로 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의 이론적 

검토와 활동의 수집, 잠정적 평가를 통해 내용과 전략을 선정하는 

단계이다(김창대, 2002). 1단계에서 수립한 프로그램 목표달성을 

위해 문헌고찰에서 도출된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다양한 문제

와 스트레스 대처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챙김의 원리와 기

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알코올 중독 및 마음챙김명상 관련 이

론서적과 한국명상학회의 명상지도자를 위한 한국형 마음챙김기반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Korean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이하 K-MBSR) 기초교육교재(한국명상학회, 2018), 

마음챙김명상 워크북(Stahl & Goldstein, 2014)을 활용하였고 이

를 토대로 프로그램 대상자의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주요 회기별 

내용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형태, 회기, 진행시간, 그룹의 크기는 알코

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사회적 중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연영란 & 이경순, 2012), 본 연구의 문헌고찰 결과, 그리고 한국

명상학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형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K-

MBSR)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의 형태

에 있어서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집단중재의 형태를 띄고 있었고 집단으로 진행되었을 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회기는 평균 9.8회로 조사되었으며 

1회기 진행시간은 평균 75분, 주당 중재 횟수는 1.6회, 그룹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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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평균 17.4명이었다. 또한 미국에서 중독재발예방을 위해 사

후프로그램으로 적용되고 있는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

(Mindfulness-Based Relapse Prevention, 이하 MBRP)의 임상

가이드(Bowen, Chawla, & Marlatt, 2011)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그룹당 인원수를 6-12명, 최대 18명까지 가

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검토내용과 실제 프로그램을 

시행할 기관의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총 

8회기, 주1회, 회기당 90분으로 정하고 집단으로 운영하되 한 그

룹당 인원을 12명으로 제한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K지역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2곳을 방문하

여 자문을 구한결과 참여 대상자들의 학력수준이 초등졸업자부터 

대학졸업자까지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실시

하게 될 강의와 명상진행 내용을 IRB승인시 작성했던 설명문 및 

동의서의 수준에 맞추어 중학생 이상이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프로그램 샘플을 중학생에게 

보여주고 이해도를 확인하였으며 프로그램 내용이 지루하지 않도

록 시청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구성하였다. 

한 회기당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은 도입-전개-마무리로 이루어

졌다. 첫째, 도입단계에서는 이전 회기에서 다룬 주제와 명상법, 

과제를 통한 일상에서의 명상실천에 대한 경험을 간략하게 나누도

록 하였다. 둘째, 전개 단계에서는 각 회기별 주제에 맞는 중독문

제와 스트레스, 이와 관련된 마음챙김명상의 효과에 대한 짧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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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주제관련 명상수련 후 소감 나누기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마

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당일 주제와 관련된 일상에서의 구체

적인 마음챙김기법을 소개한 후 프로그램에서 연습한 마음챙김명

상과 일상에서의 마음챙김기법을 다음시간까지 적용해보는 과제를 

유인물을 통해 제시하기로 하였다. 

③ 예비연구 단계 

3단계는 예비연구 단계로 소수의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진행 

및 평가하고 그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활동, 전략을 선정하

는 단계이다(김창대, 2002). 이를 위해 본 중재 시작 전 지역사회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3회기 프로그램을 회기당 약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프로그램 내용과 활동이 적절한지에 대

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

으나 걷기명상 진행 과정에서 근골격계의 문제등으로 20분 이상 

걷기 힘들어하는 대상의 비율이 일반인 대비 많다는 특이점 등을 

발견하게 되어 이같은 참여 대상자의 반응과 현장에 참여한 중독 

실무자의 피드백을 프로그램에 재반영 하였다. 최종적으로 중독실

무와 마음챙김명상 지도분야에서 경력 3년 이상인 알코올 중독 회

복상담가 1인,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실무자 1인, 명상지도 전문가 

1인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을 받았다. 평가내용은 각 

회기별로 적절한 주제가 선정되었는지, 전체적으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의 원리와 기법에 충실하게 구성되었는지, 프로그램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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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수정 및 보완할 점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

었다.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내용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Waltz와 Bausell(1981)의 4점 Likert 척도(1점 ‘적절하지 않

다’-4점 ‘아주 적절하다’)를 활용하였다. 전문가들의 회기별 평가

결과 각 회기의 평균점수는 3.9점이었고(최소 3.7, 최대 4점), 아

래와 같은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

하여 평가했을 때 모든 회기의 CVI는 1점으로 회기 별 내용타당

도는 검증되었다.  

 

또한 운영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자문내용 중 프로그램이 회복중

인 알코올 중독자 특유의 문제를 마음챙김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

룰 수 있도록 내용을 설정하고, 대상자들이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동적명상을 쉽고 간단하게 적용하며, 8회기 프로그램동

안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명

상실습 내내 각자의 핵심가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 있어 이들을 프로그램에 반영 및 수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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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 단계 

마지막 4단계는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 단계로 예비연구를 통해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시하는 단계이다(김창대, 2002). 

앞서 정리한 단계를 거쳐 완성된 프로그램을 2018년 3월부터 8월

까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 질적으로 평가하였다. 해

당 프로그램의 효과는 ‘V. 연구결과’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2)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① 프로그램의 구조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를 돕기 위해 

구성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은 총 8회기, 주1회, 회기당 90분 

동안 진행될 수 있도록 완성되었다. 각 회기별 프로그램은 도입-

전개-마무리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도입단계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다룬 주제와 명상법을 간단히 정

리하고 한 주 동안의 과제를 통해 일상에서 실천해 본 마음챙김명

상에 대한 경험을 간략하게 나누었다. 전개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

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각 회기별 주제에 맞는 중독관련 신체정신

심리사회적 문제와 스트레스, 이들에 대한 마음챙김의 효과에 대

한 강의를 시행한 후, 주제와 관련된 마음챙김명상 수련에 대한 소

감 나누기로 진행되었다. 마무리 단계에서 당일 주제와 관련된 일

상에서의 구체적인 마음챙김기법을 소개한 후 유인물을 통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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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서 연습한 마음챙김명상과 일상에서의 마음챙김을 다음시간

까지 적용해보고 기록해 오는 과제를 제시한 후 다음 회기 주제를 

소개하고 마무리하였다. 

② 프로그램의 회기 구성 

프로그램의 1-3회기 까지는 신체정신심리사회적 문제와 스트

레스 이해 및 자기점검을 위한 마음챙김명상 훈련이 주요 내용이

었다. 4회기부터는 기존에 파악된 중독관련 문제와 스트레스를 마

음챙김명상 기법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는 시간으로 구성

되었다. 

1회기의 도입부로 구성원들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나 강점을 표

현하는 닉네임을 짓고 이를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자들 간에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진행자가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준수되어

야 할 규칙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다. 이후 전개 전반부에서 통합

적인 건강의 의미와 건강의 다양한 측면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중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정신사회적 문제의 설명 후 구

성원들 각자의 건강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개 후반부에서는 마음챙김의 개념, 마음챙김명상의 7가지 태도, 

다양한 마음챙김명상법을 소개하고 마음챙김의 원리와 기법이 어

떤 치유기제에 의해 효과를 보이는지를 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음챙김 호흡명상을 연습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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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나누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앞으로 남은 

7회기 동안 다룰 주제와 명상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2회기의 주제는 중독과 신체문제로 도입부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측면의 중독관련 문제와 마음챙김, 호흡명상 실습

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개 전반부에서는 중독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체건강문제와 증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스

트레스에 대한 강의를 하고 구성원 각자의 신체문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및 대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구

체적으로 마음챙김이 신체문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

법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내 몸에서 일어

나는 감각과 그것에 따라오는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차림 해 볼 수 

있는 바디스캔을 요가매트 위에 누워 실시하고 경험 나누기와 피

드백 시간을 가졌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일상에서의 몸에 대한 마

음챙김법에 대한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이를 유인물 형태로 제공

하여 일주일 동안 이를 바디스캔과 함께 실천해보고 자신의 경험

을 기록해 오도록 안내한 후 다음 차시 예고를 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3회기의 주제는 중독과 정신사회적 문제로 도입부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다루었던 중독과 관련된 신체문제와 이를 다루기 위한 

바디스캔 및 일상에서의 마음챙김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과제

를 통해 구성원 들이 경험한 내용을 짧게 나누기 하였다. 전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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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에서는 중독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 및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및 대처에 대한 내용을 다

루고 이에 대한 마음챙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 후 대상자들의 중

독과 관련된 정신사회적 문제, 특히 정서적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

을 가졌다. 전개 후반부에서는 내 정서상태에 따라 패턴이 변하는 

호흡을 알아차림 해보는 마음챙김 호흡명상을 실시하고 명상 동안

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의 마음 다

스리기에 유용한  ‘STOP’기법(Stop: 멈추기, Take a breath: 호흡

하기, Observe: 관찰하기, Proceed: 나아가기)을 소개하였다. 마무

리 단계에서는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정서에 대한 마음챙김 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유인물형태로 제공하여 일주일동안 호흡명상과 함

께 실천해보고 자신의 경험을 기록해 오도록 안내하고 다음 차시 

예고를 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4회기의 주제는 생활습관과 스트레스로 도입부에서는 지난 회기

에서 다루었던 중독과 관련된 정신사회적 문제와 이를 위한 호흡

명상에 대한 정리와 일상에서 실천한 마음챙김 과제에 대한 나누

기로 진행하였다. 전개 전반부에서는 중독문제에 영향 미칠 수 있

는 불건강한 생활습관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 자기 

가꾸기, 식습관, 수면습관에 대한 내용과 마음챙김이 어떻게 이들

에게 적용되어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을 가졌다. 전개 후반부에서는 건포도를 이용한 먹기명상을 통해 

음식을 먹기 전, 중, 후 상황에서의 마음챙김기법을 연습하고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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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지를 실습해 보고 

경험나누기를 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 앞서 다룬 생활습관과 관련

된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마음챙김기법 안내 및 유인물 제공을 

하였고 먹기명상과 일상에서의 마음챙김기법을 1주일동안 실천해

보는 과제 안내와 다음 차시 주제 예고로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5회기는 생활습관과 스트레스에 대한 두번째 시간으로 도입부에

서 지난 회기에서 다루었던 자기 가꾸기, 식습관, 수면습관과 관련

된 생활습관과 먹기명상에 대한 정리와 과제경험 나누기로 진행하

였다. 전개 전반부에서는 중독문제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생활습관

과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 내 몸과 마음상태에 맞는 신체활동과 

휴식, 여가의 중요성과 마음챙김을 통해 어떻게 이들을 실천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후 전개 후반

부에서는 걷기명상을 통해 신체활동 중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과 그에 따라오는 생각, 감정들을 알아차림 

하는 연습을 해보고 경험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마무리 단계에서 

앞서 다룬 생활습관과 관련된 일상 생활에서의 구체적인 마음챙김

기법을 유인물로 제공하고 걷기명상과 일상에서의 마음챙김기법을 

1주일 동안 실천해보는 과제 안내와 다음 차시 예고로 회기를 마

무리하였다. 

6회기 주제는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였다. 전개 전반부에서는 

우선 3회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부정적 정서에 대한 마음챙김과 

이 때의 습관적 또는 자동적 사고와 반응의 멈춤, 그리고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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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대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개 후반부에

서는 몸 감각에 대한 자각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자신의 주의

를 생각과 감정으로 옮겨 그것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며 관찰해보

는 과정을 통해 내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좌

명상을 실습해 보고 그에 대한 경험나누기와 피드백의 시간을 가

졌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정서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마음챙김기법을 소개하고 정좌명상

과 함께 이를 실천해 보는 과제 안내 후 다음 차시 예고로 본 회

기를 마무리하였다. 

7회기의 주제는 사회적 관계와 스트레스였다. 전개 전반부에서

는 가족 및 대인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습관적 패턴

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해당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마음챙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전개 후반부에서는 우선 자신에 대한 사

랑을 바탕으로 그 사랑을 타인으로 확장해보는 자애명상과 타인을 

향한 용서명상을 진행하고 경험 나누기와 피드백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필요한 마음챙김 의사소통

기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짧게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

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일상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

을 가져보는 마음챙김법과 자애명상, 용성명상을 실천해보는 과제

를 제시하고 다음 차시 예고로 회기 마무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8회기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명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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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변화를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해당 변화와 일상에

서 자각하지 못했던 감사한 일들에 대한 알아차림을 해보는 감사

명상을 진행하고 그 경험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구성원 

각자의 핵심가치에 전념하는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의 생활에서 

구체적인 마음챙김명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목표를 세워보았

다. 마지막으로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경험했던 생각과 개인적

인 느낌에 대해 소감을 나누며 8회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총 8회기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주요 내용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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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Session Contents 

1 Orientation 

Introduction 

Understanding physical and psychosocial health 

Mindfulness and mindfulness meditation 

2 

Addiction 

and physical 

problems 

Understanding physical health and stress related 

to addiction 

Checking my physical health related to addiction 

Bodyscan and sharing individual experiences 

Meditation practice in everyday life and homework 

3 

Addiction 

and 

psychosocial 

problems 

Understanding psychosocial health and stress 

related to addiction 

Checking my psychosocial health related to 

addiction 

Breath meditation and sharing individual 

experiences 

Meditation practice in everyday life and homework 

4 

Dealing with 

physical and 

psychosocial 

problems 

Lifestyle and stress I (eating, self-care and 

sleep) 

Eating meditation (raisin exercise) and sharing 

individual experiences 

Meditation practice in everyday life and homework 

5 

Lifestyle and stress II (physical activity and 

relaxation) 

Walking meditation and sharing individual 

experiences 

Meditation practice in everyday life and homework 

6 

Negative emotion and stress 

Sitting meditation and sharing individual 

experiences 

Meditation practice in everyday life and homework 

7 

Social relations and stress  

Sitting meditation (lovingkindness and 

forgiveness) and sharing individual experiences 

Meditation practice in everyday life and homework 

8 New Start 

My changes through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Giving thanks meditations 

Goals and plans for my healthy life 

Sharing thoughts and fee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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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프로그램의 운영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 1인이 A센터 11명, B센터 5명, C센터 

10명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명상을 진행하는 동안 방해되지 않도록 

소음이 차단될 수 있고 냉난방을 조절할 수 있으며, 동적명상을 위

해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각 센터의 프로그램실에서 이루

어졌다.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A집단 14:30~16:00, B집단 

15:00~16:30, C집단 11:00~12:30 으로 회기당 약 90분 정도 소

요되었다. 총 26명으로 시작한 실험군 중 2명은 타 지역 취업으로, 

1명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입원으로 프로그램을 6회 이상 참

여할 수 없어 총 3명이 중도탈락 되었다. 23명의 실험군 대상자 

중 8회기 모두 참여한 대상자의 수는 9명, 7회기 8명, 6회기 6명이

었고, 대상자의 평균 참여횟수는 7.1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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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의 효과평가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효과평가를 위해 Creswell (2013)의 혼

합설계모형 중 동시 내재적 혼합연구방법(concurrent embedded 

mixed-method design)을 이용하였다. 실제 연구의 주가 되는 설계

는 유사실험설계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기본적으로 8회기 프

로그램 실시 전후와 4주후의 추후 조사까지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

스, 마음챙김, 금주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의 

변화내용을 양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대상자의 

변화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이해를 위해 보조적으로 실험군에 참여

한 대상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내용분석법(Elo & Kyngäs, 2008)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해당 혼합

설계의 이점은 두 방법의 한계점을 서로의 강점으로 보완할 수 있다

는 것으로(최준혁, 2014), 연구문제에 대한 일반화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 뿐만이 아니라 정량화를 통해 측정할 수 없는 대상의 변화과정

과 중재 효과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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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2) 연구대상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의 시작을 어떤 특성과 시기를 기준으로 정

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Kelly & 

White, 2010).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거주중인 회복중인 알코

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윤명숙 (2003)연구를 근거로 3개월 이상 

금주를 유지하며 자신의 중독문제에 도움을 받기 위해 지역사회 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를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로 

규정하였다. 양적연구를 위한 연구대상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

한 효과크기는 국내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사회적 

중재에 대한 메타분석연구(연영란 & 이경순, 2012)에서 보고한 스

트레스에 대한 효과크기 0.89 였다. 이에 유의수준 α= .05, 검정력

(1-β)= .8, effect size= .89 로 G*power 3.1.9.2 Program (F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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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하여 t-test방법으로 계

산한 결과 그룹당 21명 총 42명이 산출되었고, 알코올 중독자를 대

상으로 명상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박후남 & 유숙자, 2005)의 탈

락률 약 20%를 참고하여 각 그룹당 26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정하

였다. 최종적으로 추후조사까지 완료한 대상자 수는 실험군 23명, 대

조군 21명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K지역 6개시에 거주하고 있는 회복중인 알

코올 중독자로 다음의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에 의해 대상자 모집이 

이루어졌다.  

① 선정기준 

─ 연령이 19세 이상 70세 미만인자 

─ 3개월 이상 금주를 유지하고 있는 자 

─ DSM-Ⅳ 또는 DSM-5의 기준에 의해 알코올 사용장애 진

단을 받은 자 

─ 본 프로그램과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

나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 인지기능 및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자 

② 제외기준 

─ 질병이나 장애로 신체동작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는 자 

 질적연구 대상의 경우 본 프로그램의 참여자 중 면담 참여에 동의

한 6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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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①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조사를 위해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

여부, 종교, 거주형태, 직업, 경제적 수준, 첫 음주 나이, 문제

음주 나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금주기간 등에 대

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② 지각된 스트레스 

 Cohen, Kamarck와 Mermelstein (1983)이 개발한 척도를 

Cohen와 Williamson (1988)이 요인분석을 통해 단축형으로 

수정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

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

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박준

호와 서영석(201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 개발당

시의 Cronbach’s α값은 .84 였고, 50대의 중고령자를 대상으

로 한 정일영과 김찬우(2015)의 연구에서 .91이었다.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α값은 .70 이었다. 

③ 마음챙김 

 Baer, Smith, Hopkins, Krietemeyer와 Toney (2006)가 개

발한 5요인 마음챙김척도(Five Faucet Mindfulness 

Questionnaires, FFMQ)는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원두리와 김교헌(2006)이 한국판으로 표준

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비자동성(nonreactivity),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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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ing), 자각행위(acting with awareness), 기술

(describing) 및 비판단(nonjudging of experience)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7점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챙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번안 당시의 Cronbach’s α값은 .90 이었고, 알코올 중독 회

복자를 대상으로 한 박진수와 정남운(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5, 본 연구에서의 값은 .82 이었다. 

④ 금주자기효능감 

DiClemente et al. (1994)가 개발한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AASE)을 김성재(1996)가 한국어로 표

준화 한 2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하위요소로 부정적 정

서(Negative affect, NA), 사회적 압력/긍정적 상황(Social and 

Positive, SP), 신체적 고통/기타 어려움(Physical and other 

concerns, PO), 금단/갈망(Withdrawal and urges, WU)의 4개 

개념을 측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1점 ‘매우 자신 없음’부

터 5점 ‘매우 자신 있음’ 까지로 평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금

주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다고 해석된다. 개발당시 해당 도구

의 Cronbach's α값은 .92였다. 병원에 입원한 알코올 중독자

를 대상으로 한 김성재(1996)연구에서 Cronbach's α값

은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5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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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관적 건강상태 

 Speake et al. (1989)의 지각된 건강상태(perceived health 

status)척도를 번안한 것으로 총 3문항의 Likert 척도로 군자출

판사의 노인건강연구 도구집(송미순, 2007)에서 본 문항을 발췌

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에서 현재의 건강상태를 묻는 1번 

문항은 1점 ’나쁘다’, 2점 ‘보통이다’, 3점 ‘좋다’, 4점 ‘매우 좋다’

로 평정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 나의 건강상태를 묻는 2번 문

항의 경우, 1점 ’매우 더 나쁘다’ 부터 5점 ‘매우 더 좋다’로 평

정되며, 지난 6개월간의 건강상태를 묻는 3번 문항의 경우, 1점 

‘더 나쁘게 변했다’ 부터 3점 ‘더 좋게 변했다’ 까지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유재순 등(2016)의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연구에서 Cronbach ’ s α값

은 .73 였고 본 연구에서는 .64 였다. 

⑥ 건강관련 삶의 질 

EuroQol group의 EQ-5D-5L (European Quality of life-5 

Dimensions-5 Level)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다섯 개 영역의 일반적 건강상태를 묻는 EQ-5D의 총 5개의 

문항과 주관적 건강수준을 묻는 1개의 EQ-VAS를 포함하고 있

다. EQ-5D는 이동성(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활

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comfort), 불안/우울

(Anxiety/Depression) 상태를 묻는 5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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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은 level 1-‘전혀 없다’, level 2-‘약간 있다’,  level 3-

‘중간 정도 있다’, level 4-‘심하게 있다’, level 5- ‘할 수 없다/

극도로 있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EQ-5D는 5개의 

영역의 값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EQ-5D Index로 나타

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Composite TTO(Time Trade Off)

와 건강상태 쌍에 대한 DCE(discrete choice experiment) 방

법을 이용하여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효용을 추정한 

조민우 et al. (2014)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0.66에서 0.904사

이의 하나의 값으로 산출하였다. EQ-5D index로 환산한 수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다. Index 산출식은 아래와 같

다. 

 

Table 2. Calculating Formula of EQ-5D-5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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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5D VAS는 최상의 건강상태 100점, 최저의 건강상태 0점을 

양끝으로 하는 수직으로 된 눈금자에 설문 당일의 건강상태를 표

시하도록 하는 주관적 건강수준의 측정법이다. 전립선 비대증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석윤희 (2017)의 연구에서 해당도구의 

Cronbach’s α값은 .74였고 본 연구에서는 .86 이었다. 

 

4) 연구진행 및 자료수집절차 

연구진행을 위해 우선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연구승인을 받고 대상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2018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실험군 참여자 

모집을 위해 K지역 3개시의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게시판에 공고

문을 게시하였고, 대조군 참여자 모집을 위해 실험군과는 다른 K

지역 3개시의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연구 및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였다. 이후,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표시한 대상자에 한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절차에 대해 직접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았다. 최초 실험군 30명, 대조군 27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그 중 실험군은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

자가 4명, 대조군은 1명으로 각 군마다 26명이 최종적으로 연구

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기간 동안 실험군 26명 중에서 2명이 

취업하고, 1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입원하여, 대조군 26명 중에

서 3명이 재발하고, 1명은 센터와 연락 두절되었으며, 1명이 사후

조사 참여를 거부하여 중도탈락 되었다. 사전-사후-추후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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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수집은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의 프로그램실과 AA모임장

소에서 이루어졌다. 실험군에 속하는 A, B지역 센터의 2그룹은 

2018년 3월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C지역 센터의 1그룹은 

2018년 5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세 군데 센터에서 프로

그램 진행과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대조군 자료수집은 D, E, F 

지역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 3그룹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G지역 AA 모임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기간 동안 대조군 참여

자들은 기존에 참여해 오던 알코올 교육, 자조모임(AA), 전문의 

상담, 여가활용프로그램(예. 바리스타, 공예, 기타교실 등), 사회적

응훈련, 동기강화교육 중 1-2가지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참여하였

다. 자료수집을 위해 사용되는 설문조사와 자료입력은 연구 보조

원을 통해 실시하였고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진행과 결과분석에만 

참여하였다. 연구시작 전 연구보조자에게 설문지 작성에 대한 오

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설문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질

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총 8회기, 주1회, 

회당 90분으로 한 센터당 약 2개월 동안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

였고, 사전, 사후 조사와 추후조사까지는 한 센터당 총 3개월이 

소요되었다. 최종적으로 6회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23명

과 대조군 21명의 데이터가 중재효과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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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low Chart of Participant Recruitment and Final Enrollment 

질적자료 수집을 위해 추후조사가 끝난 시점에 프로그램에 참여

한 실험군 대상자 중 자발적으로 개별면담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

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시간은 1인당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

담자 동의 하에 녹음이 진행되었고 해당 녹음내용은 그대로 필사

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개별면담에서 제공된 주요 질문은 다음

과 같다. 

 8주 동안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요. 

 프로그램 참여 후 음주에 대한 생각, 행동은 어떠했나요? 

 프로그램 참여 후 내 몸의 건강은 어떠한가요? 

 프로그램 참여 후 내 마음의 건강은 어떠한가요?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

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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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건강한 삶을 위해 어떤 것을 해보고 싶나요?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덜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5) 자료분석방법 

해당 연구에서 수집된 양적 자료는 SAS 9.4와 SPSS Statistics 

23.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① 각 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Smirnova와 

Shapiro-Wilk 검정을 이용하였다. 

②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③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

정은 Chi-square test, t-test를 통해 이루어 졌고, 정규성

을 띄지 않는 변수의 동질성은 Mann-Whitney U test를 이

용하여 확인하였다. 

④ 실험군과 대조군 각 집단별 종속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값

에 대한 차이검정은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해당 방법은 연구에서 결과변수의 주

요변동에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형에 포함시킬 

수 있고, 각 변수의 영향을 서로 보정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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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장점이 있다(배정민, 2012).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

의 회복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주기간(Zylstra, 2006)

과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에서 동질하지 않았

던 병원 외래진료 여부가 연구결과 변수 값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간, 그룹, 시간과 그룹의 상호작용과 함께 고정

효과에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하였다. 

⑤ 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alpha 계수로 분석하였

다. 

⑥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양측 검정에서 p<.05로 하였다. 

실험군 대상자의 면담내용분석의 경우 Elo와 Kyngas(2007)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반복적으로 필사된 자료를 읽

으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계속해서 여러 번 내

용을 읽으며 주요 코드를 추출하기 위해 면담 시 제시했던 질문관

련 핵심단어 또는 구를 정리하였다. 이후 앞서 추출된 코드들을 

계속 살펴 연관된 내용들이 발견될 경우 이들을 상위 범주로 분류

하고 이에 대한 명명과 필사된 자료에서의 내용 적절성 확인을 반

복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내용 및 관계가 반영된 범주를 토대

로 최종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최종분석 결과를 면담

참여자 2인에게 제시하고 그들의 경험의 내용과 다른 점은 없는지

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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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우선 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고(IRB No. 1802/003-001, 부록 1) 문서를 통해 자료수집기관

의 기관장의 연구수행 허락을 득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설명서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를 설명하고 직접 서면을 통해 자발적 연구

동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설문 내용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참여자의 익명과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참여에 강제성이 없으며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포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강조하였다. 자료수집 및 입력과정에서 익명성 보장을 위해 

대상자의 이름 대신 일련 번호만을 기재하고 이를 연구자만 알 수 

있게 하였다. 정보 수집 시 최소한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만 확인하도

록 하고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부호화하여 입력하고 효과분석에 활용

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대상자를 알 수 없는 통계전문가만이 자료분

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전 과정에서 개인적 자료는 외

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을 위해

서만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도록 한다. 

7) 연구자의 준비 

 연구자는 정신과 병동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폐쇄

병동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나며 간호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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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본 연구자가 속한 정신간호학 연구실에서 진행한 알코올 중

독자 대상 건강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2017년 한국중독전

문가 협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전문가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을 통해 중독전문가 2급자격증 취득하였으며, 한국명상학회에서 

주관하는 한국형 마음챙김기반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K-MBSR) 

기초교육과정을 2회 수료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학회에서 개최

하는 하계, 동계 공식집중수련 및 학회, 정례회를 통해 100시간 이

상의 수련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 중독간호 수업을 이수

하였으며,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 2편의 논문 

출판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8)  질적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질적연구에서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Guba와 

Lincoln (1989)의 질적연구의 엄격성 기준인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일관성(consistency),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중립성

(neutrality)을 참고로 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의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시행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회복중인 알

코올 중독자들이 면담에 참여하였고, 면담진행 중에 진술된 내용을 

연구자가 계속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대상자에게 해당 내용이 맞는지

를 확인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여 면담에 참여한 대

상자 2인에게 그들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을 거쳤다. 둘째, 

일관성을 위해 자료분석과 해석의 과정에서 내용분석방법 절차를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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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따르고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였으며 연구과정에 대한 구체

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분석내용의 검증을 위해 제시

된 주제와 관련된 말들을 적절히 인용하였다. 셋째,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연령, 단주기간 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중립성을 위해 연구자 

개인의 편견 최소화하고자 실무자들과의 논의 등을 수행하고 자료수

집과 분석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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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프로그램의 양적효과평가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전 동질성 검정 

프로그램 사전사후 조사를 포함하여 마지막 추후조사까지 참여

한 인원은 실험군 23명, 대조군 21명으로 총 44명이었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 54.04세, 대조군 58세였다. 실험군에서는 남성

이 18명(78.26%), 여성이 5명(21.74%), 대조군에서는 남성이 16

명(76.19%), 여성이 5명(23.81%)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 실험군 11명(47.83%), 대조군 9명(42.86%)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와 관련해서는 기혼인 대상자가 실험군 7명(30.43%), 대

조군 11명(52.38%)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실험군에서 불교가 

10명(43.48%), 대조군에서는 무교가 8명(28.57%)으로 가장 많았

다. 거주형태는 실험군에서는 혼자사는 경우가 12명(52.17%)로 가

장 많았으나 대조군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14명(66.67%)으로 

더 많았다. 직업은 무직이 실험군에서 19명(82.61%), 대조군에서 

15명(71.42%), 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실험군 18명

(78.26%), 대조군 13명(61.9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첫 음

주 연령 평균은 실험군 20.19세, 대조군 20.17세, 문제음주 시작 

평균연령은 실험군 34.17세, 대조군 36.60세였다. 평균 금주 개월 

수는 실험군 26.65개월, 대조군 48.76개월이었다. 

 두 그룹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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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같다. 두 군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병원 외래진료를 제외하고 모든 특성은 동질 하였다. 

Table 3.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Exp.(n=23) Con.(n=21) 

χ2/t/z p 
n(%) or Mean(SD) 

Gender 
Male 

Female 
18(78.26) 

5(21.74) 

16(76.19) 

5(23.81) 
0.027 0.870 

Age(year) 

 54.04(7.23) 

0(0.00) 

9(39.13) 

10(43.48) 

4(17.39) 

58.00(9.18) 

1(4.76) 

3(14.29) 

9(42.86) 

8(38.1) 

1.59* 

5.306 

0.118 

0.151 <40 

41-50 

51-60 

61-70 

Education 

level 

Elementary 2(8.70) 0(0.00) 2.333 0.811 

Middle 3(13.04) 4(19.05) 

High 11(47.83) 9(42.86) 

College 6(26.09) 7(33.33) 

Graduate or 

more 

1(4.35) 1(4.76) 

Marital 

status 

Married 7(30.43) 11(52.38) 3.205 0.403 

Unmarried 6(26.09) 2(9.52) 

Divorced 8(34.78) 7(33.33) 

Bereaved 2(8.70) 1(4.76) 

Religion 

Protestant 7(30.43) 4(19.05) 3.427 0.357 

Catholic 1(4.35) 3(14.29) 

Buddhism 10(43.48) 6(28.57) 

None 5(21.74) 8(38.10) 

Live with 
Family 

Alone 

11(47.83) 14(66.67) 1.588 0.208 

12(52.17) 7(33.33) 

Employment 

Unemployed 19(82.61) 15(71.43) 2.719 0.718 

Self-

employment 
1(4.35) 3(14.29) 

Simple labor 1(4.35) 1(4.76) 

Professional 0(0.00) 1(4.76) 

Part-time 2(8.70) 1(4.76) 

Income (per 

month) 

<1 million 18(78.26) 13(61.90) 2.833 0.557 

1-3 million 4(17.39) 5(23.81) 

3-5 million 0(0.00) 2(9.52) 

5 million < 1(4.35)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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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of initial 

drinking 

 
20.19(5.46) 20.17(4.28) 0.01* 0.991 

Age of 

problem 

drinking 

 

36.60(12.68) 35.33(13.13) 0.61* 0.547 

Community 

Service 

Addiction 

center 
23(100) 16(76.19) 3.530 0.060 

Outpatient 

clinic 
13(56.52) 4(19.01) 6.502 0.011 

Self-help 

group 
13(56.52) 9(42.86) 0.819 0.365 

Residential 

facility 
3(13.04) 0(0.00) 1.913 0.167 

Duration of 

abstinence 

(month) 

 

<12 

26.65(32.37) 

9(39.13) 

48.76(58.59) 

8(38.1) 

0.767** 

7.221 

0.443 

0.205 

12-24 4(17.39) 2(9.52) 

24-36 6(26.09) 1(4.76) 

36-48 1(4.35) 3(14.29) 

48-60 0(0.00) 1(4.76) 

>60 3(13.04) 6(28.57)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 t-test, **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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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실험군 및 대조군의 결과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의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지각된 스트레스, 마음챙김, 금주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의 사전 점수(EQ-5D Index, EQ-5D 

VAS)에서는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Homogeneity Test of Outcome Variables 

 

Exp.(n=23) Con.(n=21) 

t/z p 

Mean±SD 

Perceived stress 29.91(5.69) 27.90(3.86) -1.36 0.182 

Mindfulness 158.4(28.97) 159.3(18.27) 0.12 0.902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66.70(20.09) 74.05(15.20) 1.36 0.182 

Perceived health 

status 
6.96(2.25) 7.81(2.52) 1.19 0.242 

Health-related QoL 

(EQ-5D Index) 
0.77(0.12) 0.79(0.16) 0.41 0.687 

Health-related QoL 

(EQ-VAS) 
68.48(19.74) 72.00(20.46) -1.07 0.286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VAS: Visual Analogu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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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에 따른 결과 변수의 점수변화 

사전, 사후, 추후 조사에서의 지각된 스트레스, 마음챙김, 금주자기효능

감,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EQ-5D Index, EQ-5D 

VAS)의 변화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Mean Scores of Outcome Variables 

  Pre test 

(n=44) 

Post test 

(n=44) 

Follow up 

test 

(n=44) 

Mean±SD Mean±SD Mean±SD 

Perceived stress Exp. 

Con. 

29.91±5.69 

29.90±3.86 

25.87±4.98 

27.62±3.41 

25.26±6.74 

28.29±3.21 

Mindfulness Exp. 

Con. 

158.4±28.97 

159.3±18.27 

174.6±26.17 

160.1±19.76 

179.0±30.43 

166.8±10.96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Exp. 

Con. 

66.70±20.09 

74.05±15.20 

75.62±19.17 

65.86±16.78 

81.52±16.23 

62.38±18.12 

Perceived health 

status 

Exp. 

Con. 

6.96±2.25 

7.81±2.52 

7.61±2.17 

7.62±2.52 

7.91±2.29 

7.48±2.09 

Health-related 

QoL(EQ-5D Index) 

Exp. 

Con. 

0.77±0.12 

0.79±0.16 

0.79±0.11 

0.79±0.12 

0.81±0.08 

0.81±0.11 

Health-related 

QoL(EQ-VAS) 

Exp. 68.48±19.74 75.74±16.55 76.96±16.86 

Con. 72.00±20.46 68.86±20.90 70.38±18.64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VAS: Visual Analogu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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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검정 

가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추후 지각된 스트레스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간에 따른 사전-사후-추후 지각된 스트레스 

점수변화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병원 외래진료와 금주기간을 보정하고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F=14.01, 

p<0.001) 가설 1 은 지지되었다.  

Table 6. Results of Linear Mixed Model for Perceived Stress 

Variable Time 
Exp.(n=23) Con.(n=21) Group Time 

Group* 

Time 

Mean±SD Mean±SD F(p) F(p) F(p) 

Perceived 

Stress 

Pre 

test 
29.79±2.09 27.70±2.19 

1.72 

(0.193) 

11.26 

(0.001) 

14.01 

(<0.001) 

Post 

test 
26.55±1.82  27.88±1.92   

Follow 

up 

test 

24.93±1.99 27.97±2.10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Adjusted for outpatient clinic and duration of abstin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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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djusted for outpatient clinic and duration of abstinence 

Error bars indicate 95% CI 

 

Figure 7. Changes in Perceive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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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추후 마음챙김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간에 따른 사전-사후-추후 마음챙김 점수변화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병원 외래진료와 금주기간을 보정하고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F=5.68, 

p=0.019) 가설 2 는 지지되었다.  

Table 7. Results of Linear Mixed Model for Mindfulness 

Variable Time 
Exp.(n=23) Con.(n=21) Group Time 

Group* 

Time 

Mean±SD Mean±SD F(p) F(p) F(p) 

Mindful

-ness 

Pre 

test 
156.14±9.92 161.44±10.42 

0.49 

(0.484) 

20.89 

(<0.001) 

5.68 

(0.019) 

Post 

test 
170.2±8.82 165.86±9.28 

Follow 

up 

test 

177.23±9.52 168.07±10.01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Adjusted for outpatient clinic and duration of abstin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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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djusted for outpatient clinic and duration of abstinence 

Error bars indicate 95% CI 

 

Figure 8. Changes in Mind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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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추후 금주자기효능감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간에 따른 사전-사후-추후 금주자기효능감 

점수변화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병원 외래진료와 금주기간을 보정하고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8 과 

같다.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F=32.74, 

p<0.001) 가설 3 은 지지되었다. 

Table 8. Results of Linear Mixed Model for Alcohol Abstinence Self-

efficacy 

Variable Time 
Exp.(n=23) Con.(n=21) Group Time 

Group* 

Time 

Mean±SD Mean±SD F(p) F(p) F(p) 

Alcohol 

Abstinence 

Self-

efficacy 

Pre 

test 
67.05±7.15 73.36±7.51 

1.35 

(0.248) 

0.39 

(0.535) 

32.74 

(<0.001) 

Post 

test 
76.80±6.26 65.52±6.59 

Follow 

up 

test 

81.68±6.83 61.60±7.17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Adjusted for outpatient clinic and duration of abstin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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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djusted for outpatient clinic and duration of abstinence 

Error bars indicate 95% CI 

 

Figure 9. Changes in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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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추후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간에 따른 사전-사후-추후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변화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병원 외래진료와 금주기간을 보정하고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9 와 

같다.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F=5.31, 

p=0.024) 가설 4 는 지지되었다.  

Table 9. Results of Linear Mixed Model for Perceived Health Status 

Variable Time 
Exp.(n=23) Con.(n=21) Group Time 

Group* 

Time 

Mean±SD Mean±SD F(p) F(p) F(p) 

Perceived 

Health 

Status 

Pre 

test 
7.20±0.98 7.56±1.03 

0.24 

(0.627) 

1.29 

(0.260) 

5.31 

(0.024) 

Post 

test 
7.84±0.89 7.34±1.12 

Follow 

up 

test 

8.16±0.95 7.23±0.99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Adjusted for outpatient clinic and duration of abstin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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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djusted for outpatient clinic and duration of abstinence 

Error bars indicate 95% CI 

 

Figure 10. Changes in Perceived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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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추후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간에 따른 사전-사후-추후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변화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병원 외래진료와 금주기간을 보정하고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10 과 

같다. 우선 EQ-5D index 값으로 계산한 삶의 질 총점수는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F=0.40, p=0.530) 

가설 5 는 기각되었다. 추가적으로 주관적 건강수준을 묻는 EQ-

VAS 값에서는 측정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F=4.73, p=0.032). 

Table 10. Results of Linear Mixed Model fo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Variable Time 
Exp.(n=23) Con.(n=21) Group Time Group*Time 

Mean±SD Mean±SD F(p) F(p) F(p)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Q-

5D 

Index) 

Pre 

test 
0.78±0.05 0.78±0.06 

0.01 

(0.938) 

3.71 

(0.057) 

0.40 

(0.530) 

Post 

test 
0.80±0.04 0.79±0.05 

Follow 

up 

test 

0.82±0.05 0.80±0.06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Q-

VAS) 

Pre 

test 
69.43±8.06 70.90±8.47 

0.06 

(0.811) 

1.82 

(0.180) 

4.73 

(0.032) 

Post 

test 
75.31±7.14 69.52±7.51 

Follow 

up 

test 

78.25±7.73 68.84±8.13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Adjusted for outpatient clinic and duration of abstin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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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djusted for outpatient clinic and duration of abstinence 

Error bars indicate 95% CI 

 

Figure 11. Changes in Health-related QoL(EQ-5D index, EQ-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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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자료 분석결과 

  총 8 회기의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중 면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6 명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참여자 

중 여성 3 명, 남성 3 명이었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52.5 세, 평균 

금주기간은 37.7 개월이었다. 면담을 통해 수집되어 필사된 자료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총 6 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3 개의 주제가 범주화 되었다.  

Table 1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Participants Gender Age (year) 

Duration of Alcohol 

Abstinence 

(month) 

1 F 48 12 

2 F 42 24 

3 F 58 36 

4 M 53 120 

5 M 52 10 

6 M 62 24 

 

Table 12. Themes on the Experiences of the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Themes Sub-themes 

멈추고 바라보기 거리두기 

나에게 눈뜨기 

건강한 대처 선택하기 나에게 맞는 몸과 마음 돌보기 

변화를 위한 내려놓기 

새롭게 나아가기 타인과 함께가기 

나의 변화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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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멈추고 바라보기 

  첫 번째 주제는 대상자가 경험하는 문제나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와 

그와 관련된 내적경험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과정에 관한 것으로, 

‘거리두기’와 ‘나에게 눈뜨기’의 2 가지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1) 거리두기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을 

알아차리는 방법과 즉각적으로 해왔던 반응을 멈추고 거리두기 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특히, 호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한 

마음챙김을 일상생활사건에 적용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반응하게 되었다.  

 

“스트레스 받는 거 같으면 아휴~하고 큰 숨을 쉬어요. 숨을 

이렇~게 쉬고 하면 바로 탁 말할 것도 한 템포 늦출 수 있게 되고. 

(그 중에서)다시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면담자 3) 

“저 같은 경우 분노조절을 못합니다. 화나는 것에 대한 욱하는 것이 

이제 조금은 연습이 되어, 한번 두번 세번까지는… 지금까지 

프로그램에서 했잖아요. 호흡부터 시작하라고. 호흡하는 그것 하나만 

해도 분노를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면담자 4) 

“예전에는 제가 바로바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자꾸만 지적을 

했는데 이제는 일단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면담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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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에게 눈뜨기 

명상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평소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의 경험에 주의를 두게 되고 그것을 관찰하는 법을 알게 되어 

스스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자신의 내적경험에 대한 관찰이 

곧바로 바람직한 대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에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행동의 패턴이 대상자 내면에서 어떤 흐름을 

통해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문득 정말 어느 순간엔가 ‘아 내가 마음이 조급해하고 있네?’ 

아니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화를 내고 있네?’ 이게 탁 느껴진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순간 내가, 아 내가 

기분이 나쁜데, 오늘 몸이 피곤해서 기분이 많이 가라앉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오더라구요.”(면담자 1) 

“(명상을 통해) 내가 바라는 행동이 안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그게 

반복되는 것도 알고,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싶어하지만 

(원하지 않는 행동에)브레이크가 잘 안 걸린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도 보게 

되었구요.”  (면담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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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건강한 대처 선택하기 

  두번째 주제는 프로그램 참여 후 스트레스에 대해 참여자가 선택하게 

된 바람직한 대처에 관한 내용으로 이와 관련하여 ‘나에게 맞는 몸과 

마음 돌보기’, ‘변화를 위한 내려놓기’의 2 가지 주제가 확인되었다. 

1) 나에게 맞는 몸과 마음 돌보기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자각하고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선택에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만성통증과 같이 오랫동안 

경험해 온 건강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그와 관련된 정서적 문제들을 줄일 수 있게 되었거나 

스스로의 몸상태를 자각하게 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제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병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아픔인지도 몰랐고,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딱 

느끼게 되니까… 제가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울도 심하고 

감정기복도 심하고… 그래서 명상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명상을 통해) 내 신체의 어떤 변화, 이런 변화를 먼저 느끼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걸 마음으로 접목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걷기명상을 좋아하니까 걸으면서,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신체를 

느끼듯이.” (면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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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금 아프려고 하면 ‘아, 자세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깨를 스트레칭을 해줘요. 어 그리고 또 조금 힘들라고 

하면 예전에는 커피먹고 막 자양강장제 마시고 억지로라도 할 일을 

했는데, 지금은 몸이 조금 힘들고 아프려고 하면 ‘아, 내가 힘들구나’ 

하고 누워서 쉬어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호흡을 한다던지 

하며 쉬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덜하지 않나…”(면담자 2) 

“이제 나이도 있고 몸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운동을 

나한테 좀 맞는 것들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새 

프로그램 하는데 운동 선생님한테 (몸 상태) 얘기하고 나한테 맞게 

운동 배워서…다음에 또 가르쳐준다 하시더라고.”(면담자 3) 

2) 변화를 위한 내려놓기 

중독의 특성으로 인해 알코올 중독자들은 개인의 불건강한 

생활양식이나 가족 및 타인과의 관계 등에서의 문제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그램에서 다룬 건강한 생활양식이나 정서 

문제, 관계에서의 마음챙김의 요소를 통해 대상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문제 개선을 위해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선택을 함으로써 이전보다 조금은 더 편안하고 나아진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명상에서 왜 통증을 이야기하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통증을 자각해 가지고 어쩌려는 건지. 근데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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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통증의 정도가 어디까지 인지를 알겠더라고. 그것도 일종의 

명상의 힘이라고… 그래서 아~ 아파도 괜찮다… 내가 어차피 ‘이 

통증은 평생 안고 가야되는 건데, 이거로 인해 굳이 남한테 피해를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걸로 인해 

파생되는 스트레스라던지 화나 분노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몸상태를 

이렇게 보지못했다면 많은 사람과 부딪히고 했을 것 같아요.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려놓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면담자 1) 

“내가 요즘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살아요. 이제는 

자식들한테 기대할 필요도 없고, 동생들한테 뭐 어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아프면 스스로 병원가면 되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명상프로그램하고 나서 있잖아요. (가슴을 

가리키며)여기, 응어리진 게 없어졌어.” (면담자 3) 

“저는 먹는 걸 좀 급하게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혼밥하는 

사람은 빨리 먹어요. 그 먹는 명상 있었잖아요. 그게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빨리 먹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걸 알고서는 ‘아 빨리 

먹으면 뭐하겠노’ 라고 해요. 밥 맛도 느껴보고…아침 9 시에 항상 

걷기 명상하고 밥도 천천히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내 마음인지는 

몰라도 요즘 당이 조금씩 수치가 떨어지는 거 같아요” (면담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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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 새롭게 나아가기 

 세번째 주제는 연구기간동안 대상자들이 명상프로그램에서 느끼고 

깨달은 점과 그를 통해 변화된 태도에 대한 내용으로 하위주제는 

‘타인과 함께가기’, ‘나의 변화 기대하기’로 나타났다. 

1) 타인과 함께가기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대상자들은 혼자서는 하기 어려웠을 명상 

수련들이 다른 구성원과 함께 함으로써 가능했고 더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룹 내에서의 명상경험 나누기를 통해 명상을 처음 

접하면서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들을 자신만이 아닌 다른 이들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이 

참여자들에게 중독의 회복 또한 혼자가 아닌 다른 이와 함께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혼자 하는 명상보다는 모두 같이 진행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명상이 효과도 크고 기대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마음않이가 있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면담자 2) 

“내가 명상을 하면서 뜻대로 안되고 집중하는 시간이 짧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꾸준함이 필요한 거지. 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같이 가야되는 거라…” (면담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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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려면 같이 안가면 (회복의 길로)못 간다고 믿거든요. 푹 

담궈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착실히 연습하면서 얘기하고 같이 가면 

(회복)안 되는 사람 없다 확신합니다.” (면담자 4)  

 “그(명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요기 있는 멤버들 뿐이죠. 

같이 밥도 먹고 하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이랑 있을 때, 대뜸 ‘야, 

우리 먹기명상하면서 먹자’하면 저에게 ‘미쳤나’하겠지요(웃음).” 

(면담자 5) 

2) 나의 변화 기대하기 

3 개월의 시간동안 명상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참여자들은 앞으로 

일상에서의 명상을 통해 변화될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표현하였다.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주변의 것들을 조금은 달리 볼 줄 

알고, 앞으로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바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상은 여전히 어렵지만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바라보게 

되었어요.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일 하며 건강하고 밝게 살고 

싶어요.” (면담자 2) 

“명상은 나를 살찌게 하고 다른 것을 색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명상이라는 것을) 들어도 봤는데 왜 (해보려고) 

진지하게 생각 안 해봤는가 싶어요.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면담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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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을 하는 시간이 살아가면서 내 몸,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라는 사람도 노력하면 몸과 

마음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정말 시간과 

공을 들여서 계속 해보아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또 더 나은 쪽으로 변하겠지요. 기대됩니다” 

(면담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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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1. 프로그램 효과평가 

본 연구는 Lazarus 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 확인을 위해 양적, 

질적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동시 내재적 혼합연구이다. 우선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를 통해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마음챙김, 금주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양적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더불어 참여자들을 개별면담하여 이들의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변화를 질적방법을 통해 탐색해 봄으로써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효과와 적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차적 평가(primary appraisal): 지각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선행사건이 스트레스로 인식되는가에 대한 

일차적 인지평가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지각된 스트레스 점수는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는 마음챙김명상의 원리와 기법이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스트레스에 대한 비판단적 자각과 수용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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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어 대상자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지된 바이다(Cavicchioli, Movalli, & Maffei, 2018; Epel, 

Daubenmier, Moskowitz, Folkman, & Blackburn, 2009; Garland et al., 

2010; Hsu, Collins, & Marlatt, 2013; Zgierska et al., 2008).  

마음챙김명상의 원리와 기법은 스트레스에 대한 자각과 이때 

발생하는 내적경험의 객관적 관찰과 수용을 돕는다(김완석, 2016). 또한 

지금 현재로의 집중을 도와 부정적 정서의 반추를 감소시키고 

자연스럽게 이완상태로의 변화를 도모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자동적 

반응을 멈추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Garland, Schwarz, Kelly, 

Whitt, & Howard, 2012; Witkiewitz, Marlatt, & Walker, 2005; 

Zgierska et al., 2008).  

Lazarus 와 Folkman (1984)의 일차적 평가단계에서 마음챙김의 

원리와 기법은 대상자가 현재 자신의 감각, 생각, 감정을 비판단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다(김완석, 2016). 이를 통해 대상자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내적경험에 대한 객관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대상자는 특정 사건이 본인에게 실제로 스트레스가 되는 고위험 

상황인지를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박상규, 2016a; Epel 

et al., 2009). 또한, 마음챙김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과 경험을 

자각하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그 위협의 정도가 현격히 감소되거나 

충분히 통제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그것이 더 이상 스트레스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김완석, 2016; Garland et al., 2012). 나아가 

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결국 다음 단계에서 스트레스에 가장 



 

 94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처를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Epel et al., 2009). 

본 프로그램에서 실험군 대상자는 마음챙김을 적용하여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과 그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를 검토해 보았다. 이들의 

지각된 스트레스 점수는 사전측정부터 추후측정까지 꾸준하게 

감소하는데 반해, 대조군에서는 추후조사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대조군의 경우, 연구기간 동안 알코올 교육, 자조모임, 

여가활용 프로그램, 전문의 상담, 사회적응훈련, 동기강화교육 중 1-2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각된 스트레스 점수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회복중인 중독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비판단적 알아차림과 그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대처법을 실천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재가 스트레스 감소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알코올 중독영역에서 회복의 개념을 연구한 강향숙(2015)은 금주기간이 

1 년 이내인 회복초기 중독자들에게 집중적인 대처와 적응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기를 포함한 회복과정에서의 재발 고위험 

상황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대처를 위한 도움과 전문가의 지지는 

대상자들의 재발예방과 회복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마음챙김명상에 대한 효과를 양적으로 

측정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그 효과에 대한 깊이있는 탐색과 

이해를 위해 대상자들의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마음챙김의 원리와 기법이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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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호흡과 같이 내적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적용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멈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마음챙김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적경험의 변화흐름을 관찰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과 반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마음챙김은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기인식(self-awareness)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각된 

자동적 사고를 무반응(nonreactivity)으로 해체시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Garland et al., 2012).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자신의 내적경험에 대한 알아차림과 거리두기를 통해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스스로의 모습과 중독문제에 대한 

자각과 수용이라는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삶의 문제와 스트레스를 술없이 

극복하는 회복과정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강성례, 2017; 

천덕희, 2011). 이러한 측면에서 마음챙김은 대상자들이 자신의 문제와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인지적 틀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회복유지와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차적 평가(secondary appraisal): 마음챙김, 금주자기효능감 

Lazarus 와 Folkman(1984)의 이차적 인지평가는 효과적 대처자원의 

선택과 사용능력에 관한 평가로 연구 대상자들의 마음챙김 수준과 

금주자기효능감 개념이 적용되었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마음챙김과 금주자기효능감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시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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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이차적 평가 단계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마음챙김기반 대처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는 대상자의 신체정신사회적측면의 재발 

고위험 상황에서 금주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자신감 및 신념을 

증가시키는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음챙김 수준의 시간에 따른 유의한 증가는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마음챙김을 적용한 다른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이성근 et al., 2012; Carpentier et al., 2015; Witkiewitz, 

Bowen, Douglas, & Hsu, 2013; Wupperman et al., 2015). 이들 

프로그램에서 적용한 다양한 형태의 마음챙김명상 실습과 교육, 구성원 

간의 경험공유 등의 활동은 마음챙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적용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참여자들의 마음챙김 정도를 유의하게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비자동성, 관찰, 

자각행위, 기술, 비판단’과 같은 마음챙김의 하위요소 중 일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마음챙김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참여자의 

특성이 프로그램 효과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 알코올 중독자들의 

마음챙김 정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Bowen et al., 

2009; Garland et al., 2010).  

본 연구에서 8 회기 동안 제공된 다양한 명상기법과 과제를 통한 

일상에서의 마음챙김 연습과 실천, 명상경험에 대한 의견나누기 활동 

또한 대상자들의 마음챙김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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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한 일상에서의 구체화된 마음챙김의 적용은 

대상자가 현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에 더욱 집중하여 

대안을 적용하도록 도와 스트레스 대처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Epel et al., 2009).  

Fernandez, Wood, Stein 과 Rossi (2010)는 중독자의 마음챙김의 

정도가 알코올 사용 및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예. 대인관계문제, 

학업/직업적 문제, 자기돌봄문제, 위험행동 등)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은 

회복중인 중독자들의 마음챙김 수준을 향상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처선택을 가능하게 해주어 알코올의 재사용 및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본 연구의 질적연구에서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서 익히고 

연습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마음챙김 수준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생활양식으로 연결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대상자들은 자신의 

내적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통해 신체통증이나 생각, 부정적 

정서 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면서 그 경험 자체를 통제하려고 

했던 노력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기돌봄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적경험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실천노력은 알코올 중독으로부터의 회복과 관련된 질적연구에서 

대상자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다(강성례, 2017; 

강향숙, 2015; 천덕희, 2011; 최송식 & 이솔지, 2008). 본 

프로그램에서의 마음챙김 적용을 위한 다양한 접근은 스트레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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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적 대처 뿐 아니라 자기성찰과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함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실험군의 금주자기효능감 점수의 유의한 

증가는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금주자기효능감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보고를 통해 지지되었다(강은혜, 

2014; 박성현 & 이용주, 2016; 박후남 & 유숙자, 2005; Carpentier et 

al., 2015; Witkiewitz, Marlatt, & Walker, 2005). 이들 선행연구에서 

마음챙김은 음주 고위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각과 수용, 적응적 대처, 

대상자의 긍정적 자기개념이나 자아존중감 증진을 통해 

금주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중독관련 습관과 

생활양식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복유지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내적경험의 속성을 이해하고 다루기 위한 다양한 

명상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았다. 마음챙김의 과정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재발을 일으킬 수 있는 불건강한 생활패턴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자기조절과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한 대처를 가능하게 

해준다(한국명상학회, 2018; Brown & Ryan, 2003). 이와 같은 변화와 

일상에서의 성공적 대처경험의 결과는 대상자들이 재음주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도운 것으로 생각된다. 금주자기효능감의 

증가와 그 과정에서의 성공적 경험의 축척은 선택한 대처가 잘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되고, 이는 대처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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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대처에 도움을 주게 

된다(김성재, 1996; Bandura, 1982, 1999; Lazarus & Folkman, 1984).  

프로그램 참여자들과의 면담에서도 대상자들은 음주충동에 대한 

자각이나 대처에 마음챙김의 도움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음주관련 

충동에 대한 알아차림은 습관적 반응을 멈추는 계기를 만들어 

대상자들이 검토하고 연습했던 대안을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켜 주었다. 또한 마음챙김을 통한 음주충동 자각은 의도적으로 

건강한 방법으로의 행동적 대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과정에서 충동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속성을 이해하게 되어 대상자의 

금주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었다. 회복중인 중독자의 

마음챙김명상 참여경험에 대한 Garland et al. (2012)의 연구에서도 

마음챙김은 대상자로 하여금 갈망을 일으키는 생각의 패턴을 인식하도록 

도와 무의식적 반응으로의 연결을 차단시키고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또한, 호흡과 같은 구체적인 명상기법 실천을 통해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음주충동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회복중인 중독자의 이러한 성공적인 대처경험의 축척은 대상자들이 재발 

고위험 상황에서 음주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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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처의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 

알코올 중독 영역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은 주요 

회복지표로 간주되는 요소이자(Center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 

2005), 스트레스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문제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의 결과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되었다(이봉재, 2005; 임숙빈 et al., 2017). 그 결과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은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한 일상에서의 마음챙김이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건강상태개선에 도움을 주었음에도 그와 관련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에서는 제한점을 가진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음챙김을 적용한 대처가 해당 지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마음챙김명상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사회적 중재가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일부 연구에서 물질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의 신체적 문제와 정신사회적 문제의 증상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는데(Cavicchioli et al., 2018; 

Garland et al., 2010; Garland et al., 2014), 명상의 이러한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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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난 긍정적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마음챙김명상이 대상자들의 질환과 관련된 증상개선에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기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김완석, 

2016). 하지만, 명상의 원리와 기법이 질환의 증상 자체를 통제하기 

보다 건강문제와 증상을 바라보는 대상자들의 관점변화를 통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주기에 이러한 건강측면의 효과는 기대할 만 

하다(이지선 et al., 2004; Davidson et al., 2003; Jacobs et al., 2011; 

Reiner et al., 2013). 또한, 마음챙김명상 수련은 다양한 만성질환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 

기능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Epel et al., 2009; Grossman, Niemann, 

Schmidt, & Walach, 2004).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프로그램에서 대상자들의 만성통증, 

우울 및 불안,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한 수면문제 등 다양한 

건강문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마음챙김명상이 어떻게 

이들을 자각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그와 더불어 건강한 생활양식과 관련된 명상수련과 과제를 

통한 일상에서의 건강행위실천은 대상자들의 건강인식 변화를 도모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독영역에서 회복의 주요지표 중 하나인 건강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변화는 중독자들의 회복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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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험군의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는 하였으나, 실제 각 군의 점수 변화폭은 크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도구는 대상자의 현재 건강상태,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한 건강상태, 최근 6 개월의 건강상태변화에 

대해 묻고 있다. 회복중인 중독자들에게 불면, 만성통증과 같은 문제 뿐 

아니라 우울 및 불안, 사회적 문제로 인한 소외감과 무력감 등, 

복합적인 문제의 공존이 많고 이들 문제는 장기적이다(유재순 et al., 

2016; 최은정 et al., 2012; Jakubczyk et al., 2016; Mansell, Penk, 

Hankin, Lee, Spiro, et al., 2006; Zhabenko, Wojnar, & Brower, 2012). 

이를 고려해 볼 때,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중독자들의 상대적 

건강상태나 연구기간 이전을 포함하는 6 개월 간의 건강상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에는 제한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보다 명확한 

프로그램 효과평가를 위해 연구기간의 각 측정시점에서 대상자가 

인식하는 현재 건강상태만을 확인하는 도구적용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질적연구 자료에서도 대상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대상자들은 진술에서 그들의 건강상태를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전과 비교하여 건강문제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태도변화를 통해 

상황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있었고, 건강을 위해 현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건강행위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건강문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게 되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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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금주기간이 1 년 

이내인 초기 회복자들은 그들이 회복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강력한 

지표중의 하나가 ‘하루하루 더 건강해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강향숙, 2015). 알코올 중독의 경우 1 년 이내의 재발률이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이는 만큼(손동균, 2014; 최송식, 2013) 대상자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이 건강해짐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데 마음챙김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되지 않았다.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포함하여 매우 적다. 특히, 마음챙김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연구에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상반되게 보고하고 

있지만(Antony & Jose, 2016; Grant et al., 2017), 이중 한 연구에서는 

단일군을 대상으로 효과측정이 이루어져 이들을 통해 마음챙김의 삶의 

질에 대한 역할을 논의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Antony & Jose, 2016).  

몇몇 연구에서 국내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실천행위,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 경제적 요인, 금주행위 실천도와 기간, 

금주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을 제시하고 있다(유재순 et al., 2016; 

윤명숙 & 김남희, 2015; 최삼욱 et al., 2006). 본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가족환경의 경우, 실험군의 47.83%가 혼자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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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7%가 배우자가 없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의 경우에도 82.61%가 

무직이고 78.28%가 100 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기간 동안 측정한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변화는 

있었으나 경험 나누기 시간이나 면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 변화에 

유의하지 못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프로그램 구성시 

참고한 한국형 마음챙김기반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K-MBSR)의 경우 

회기당 약 4 시간씩 7 회기(마지막 회기는 종일명상)로 운영되나, 본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을 실시할 센터의 사정을 고려하여 8 주 동안 

주 1 회, 회기당 90 분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단축된 진행형식 또한 

변화를 위해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삶의 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기간 동안 특정 날짜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여 데이터 분석에 포함할 자료를 6 회기 이상 참여한 

대상자의 것으로 선정하였다. 그로 인해 모든 회기의 프로그램 내용을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의 특성 또한 결과의 유의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EQ-

5D-5L 의 문항은 ‘이동성,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불안/우울’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일부 연구에서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신체건강과 증상에서 긍정적 변화가 보고되듯이 (유재순 et al., 

2016; Kim & Shin, 2000), 본 프로그램의 참여자도 프로그램 시행 

전부터 지역사회 서비스에 참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동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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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일상활동에 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전조사 

시점부터 해당 항목과 관련된 점수의 유의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향후에는 

회복중인 중독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들의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본 연구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 

EQ-5D-5L 도구의 하위항목 중 대상자의 주관적인 건강수준을 묻는 

EQ-VAS 점수에서는 시간에 따른 유의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 설문조사 시점에서 대상자들이 느끼는 자신의 건강수준을 

점수화 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 이유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질은 일관되게 다른 질환군보다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윤명숙 & 김남희, 2015). 실제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의 

사전검사 점수(EQ-5D index)는 0.78 로 국내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삶의 질 점수 0.82 (강미정, 2017)와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점수 0.82(석윤희, 2017)보다 낮았으나, 강박장애 환자의 점수 

0.71 (김성년, 문우리, 한재욱, & 이준희, 2017)과 지역사회의 60 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점수 0.73(고하나, 2017)보다는 높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조모임 등에 참여하며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질이 그렇지 못한 중독자의 삶의 질보다 높고(유재순 et al., 2016), 

재발을 반복하는 중독자보다 금주를 유지하고 있는 중독자의 삶의 질이 

높다는 보고와 무관하지 하는 것으로 보인다(윤명숙 & 김남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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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본 연구의 모든 참여 대상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중독관련 

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금주 외에 이러한 

요소들이 참여자의 삶의 질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군의 삶의 질 점수 변화 패턴을 보면(Figure 11)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비슷한 형태로 추후조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조군에 속한 중독자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참여를 

통해 삶의 질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병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하게 되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후에도 꾸준히 중독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기관과 서비스로의 연계는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질적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집단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고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집단 프로그램 참여경험은 명상 

뿐 아니라 중독으로부터의 회복 또한 타인과 함께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한 대상자들은 명상을 통해 지금까지 삶에서 

회피해왔던 부분들을 조금씩 그대로 보게 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더불어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한 방법이기에 앞으로 평생 실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이 새로운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지금의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독자들이 회복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강성례, 2017; 강향숙, 2015; 

최송식 & 이솔지, 2008). 비록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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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마음챙김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건강한 생활양식의 실천을 통해 얻게 되는 이와 

같은 깨달음은 중독자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앞으로의 삶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연구는 동시 내재적 혼합연구방법을 통해 지역사회의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구성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마음챙김, 금주자기효능감, 주관적인 건강상태 수준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양적, 질적 방법으로 확인해 보았고, 

그 효과는 추후조사까지도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마음챙김명상을 통해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신체정신심리사회적 문제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 생각, 감정 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주의를 기울여 자신에게 맞는 대처법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과정 

및 구조와 내용, 프로그램 운영과정과 효과에 대한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의 재발예방 및 회복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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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이 일상문제와 

스트레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하고 효과를 양적질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국내에서 중독자를 

대상으로 마음챙김명상을 적용한 사례들이 일부 있으나 실제 

마음챙김이 대상자의 다양한 측면의 스트레스와 건강인식, 그와 

관련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마음챙김이 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현장으로의 프로그램 적용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실무 측면 

해당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대상자들의 신체정신심리사회적 문제와 

스트레스를 다루고 이들의 생활양식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실제 해당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 감소와 마음챙김, 금주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의 긍정적 변화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상자들이 일상에서의 마음챙김을 통해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처하고 이와 관련된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태도와 실천 

부분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은 실시하는 기관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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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의 재발예방과 회복과정을 돕기 

위한 사후(aftercare)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금, 여기’의 경험에 집중하도록 돕는 마음챙김의 원리와 

기법은 현재 지역사회기관과 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의 

효과 또한 높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간호교육 측면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돌봄이 대상자의 

금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상자의 신체정신사회적 부분을 포함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독문제를 

교육하는데 있어서도 질병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보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외적 요소를 고려하여 대상자들의 삶에 기반을 둔 

포괄적 이해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의 

명상프로그램 구성과정과 내용은 실제 간호교육 현장에서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예방과 회복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요소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의 과정과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양적질적결과는 

마음챙김명상이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예방과 회복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간호학적 지식 축척에 기여할 수 



 

 110 

있었다. 더불어 향후 알코올 중독영역에서의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효과분석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고, 이는 다양한 기관에서 

대상자의 중독문제를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간호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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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특정 지역에 위치한 6개시의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를 편의 표집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기에 해당 연구결과를 

회복중인 국내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연구기간 동안에도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중독문제에 

도움을 받기위해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요소외에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요소를 동질하게 통제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셋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도구가 대상자의 

주관적 관점을 반영하는 자가보고 설문지로 향후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마음챙김명상 효과의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생리 또는 

생화학적 변화 등의 객관적 지표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대처에 대한 지표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프로그램 효과 확인을 위해 대상자들의 

대처에 대한 도구 선정을 통한 지표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최종 데이터 분석을 위해 연구기간동안 

6 회기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향후 특정 

회기를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의 특성이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가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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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예방과 

회복과정 유지를 돕기 위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양적질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을 

위해 Lazarus 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이론을 바탕으로 

하였고, 한국형 마음챙김기반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K-MBSR)의 

원리와 기법을 활용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조사와 전문가의 검증 

후, 회기당 90 분으로 진행되는 총 8 회기의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연구의 추후조사까지 최종적으로 참여한 대상자는 국내 6 개 시의 

3 개월이상 금주를 유지하고 있는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 총 44 명으로 

실험군 23 명, 대조군 21 명의 데이터가 결과분석에 포함되었다. 

프로그램의 전후 효과와 지속 효과, 대상자의 참여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동시 내재적 혼합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를 통해 사전-사후-추후조사에서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마음챙김, 금주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양적으로 평가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을 제외한 모든 결과변수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량화 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프로그램 경험과 이들이 일상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6 명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6 개의 하위주제와 

3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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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통해 지금까지의 부적응적 행동패턴을 멈추고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봄으로써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자기돌봄과 변화를 위한 내려놓기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고 앞으로의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일상에서의 

마음챙김 및 금주자기효능감의 증진, 건강상태 개선을 통한 재발예방과 

회복과정의 지속을 도울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은 

중독과 관련된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의 사후프로그램으로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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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마음챙김명상이 

재발을 반복하는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자나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중독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효과의 확인을 제언한다. 

둘째, 국내 다양한 지역사회의 기관과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 적용 등을 

통한 반복연구를 시행하여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효과의 추가적인 

검증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1 개월 후 추후조사를 통하여 

마음챙김의 지속효과를 확인하였으나 그 이후의 지속효과 검증과 

추가중재의 필요성 및 적용시점의 확인을 위해 보다 장기적인 추적관찰 

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넷째, 향후 지역사회현장에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정규프로그램화 되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학제 

전문가와의 협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수정보완과 매뉴얼화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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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IRB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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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명서와 동의서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부록 3. 참여자 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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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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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1회기 – 구성원 및 프로그램 소개 

목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구성원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돕는다. 

준비물 
출석부, A4 용지, 사인펜, 워크북, 교육자료 및 동영상, 

요가매트 

 
단계 내용 프로그램 활동 시간 

도입 

구성원 

소개 

및  

운영규칙 

소개 

◼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 구성원이 가진 강점 또는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담은 닉네임을 선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며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진다. 

◼ 프로그램 규칙 설명 

─ 프로그램에서 나눈 이야기에 대한 

비밀유지 

─ 경청과 타인 배려하기 

─ 휴대폰 무음유지하기 

20’ 

전개 

몸과 

마음의 

건강 

◼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의 관계 이해하기 

─ 건강의 개념 소개 

─ 몸과 마음건강의 관계  

─ 중독과 건강문제 

─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 나의 심신건강문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파악하기 

◼ 신체정신사회적 건강관련 동영상 시청 

25’ 

마음챙김 

명상 

◼ 마음챙김명상 이해하기 

─ 마음챙김의 개념 

─ 마음챙김명상의 7 가지 태도 

─ 마음챙김명상의 효과 

─ 마음챙김명상의 다양한 방법소개 

◼ 마음챙김명상 소개 동영상 시청 

25’ 

호흡명상 

실습 

◼ 마음챙김 호흡명상 실습 

◼ 호흡명상에 대한 소감나누기 

◼ 질의 응답 

15 

마무리 차시 예고 
◼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내 

◼ 다음 차시 예고하기: 중독과 신체적 건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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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 중독과 신체적 문제 

목표 

중독과 관련된 신체적 건강문제와 스트레스 및 자신의 

부적응적 대처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마음챙김명상을 

적용한다. 

준비물 출석부, 워크북, 교육자료 및 동영상, 요가매트, 무릎담요 

 
단계 내용 프로그램 활동 시간 

도입 

지난 회기 

정리 및  

경험 

나누기 

◼ 신체정신사회적 건강 

◼ 마음챙김명상 정리 

─ 마음챙김의 개념과 태도, 

마음챙김명상 방법 

◼ 일상에서의 호흡명상 경험 나누기 

10’ 

전개 

신체적 

건강문제와 

스트레스 

◼ 중독과 관련된 신체건강 

─ 중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신체건강문제와 증상의 이해 

◼ 나의 신체건강과 스트레스 

─ 지금까지 진단받았거나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신체적 문제나 증상 

검토하기 

─ 신체적 건강문제나 증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스트레스 검토하기 

─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의 부적응적 

반응 확인하기  

◼ 몸에 대한 마음챙김 

─ 몸에 대한 마음챙김 방법의 이해 

─ 신체문제와 스트레스에 대한 

마음챙김의 효과 (예. 만성통증) 

20’ 

바디스캔 

실습 

 

◼ 바디스캔 방법 이해 및 실습 

─ 눕거나 앉은 상태로 몸을 통해 느껴

지고 감지되는 어떤 느낌이든 그것에 

대한 알아차림과 수용을 적용하기 위

한 방법 실습 

◼ 바디스캔 경험 소감나누기 

◼ 바디스캔 시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 특정부위의 느낌에 압도될 때 

─ 깊은 잠으로 빠져들 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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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과제 및  

차시 예고 

◼ 일상에서의 몸에 대한 마음챙김법 안내와 

과제 제시 

◼ 다음 차시 예고하기: 중독과 정신사회적 

건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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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 중독과 정신사회적 문제 

목표 

중독과 관련된 정신사회적 건강문제와 스트레스 및 

자신의 부적응적 대처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마음챙김명상을 적용한다. 

준비물 출석부, 워크북, 교육자료 및 동영상, 요가매트, 무릎담요 

 
단계 내용 프로그램 활동 시간 

도입 

지난 회기 

정리 및  

경험 

나누기 

◼ 중독과 관련된 신체적 건강과 스트레스  

◼ 바디스캔 

◼ 일상에서의 몸 감각에 대한 마음챙김 

경험 나누기 

10’ 

전개 

정신 

사회적 

건강문제와 

스트레스 

◼ 중독과 관련된 정신사회적 건강 

─ 중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정신사회적 건강문제와 증상의 이해 

◼ 나의 정신사회적 건강과 스트레스 

─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정신사회적 

건강문제 검토하기 

─ 마음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 

검토하기 

─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의 부적응적 

반응 확인하기  

◼ 부정적 정서에 대한 마음챙김 

─ 정서에 대한 마음챙김 방법의 이해 

─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에 대한 

마음챙김의 효과 이해 

◼ ‘내려놓기’와 관련된 동영상 시청 

20’ 

호흡명상 

실습 

 

◼ 호흡명상 방법의 이해 및 실습 

─ 요가매트 또는 의자에 앉은 상태로 

자신의 정서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호

흡의 감각에 집중해 보는 방법 실습 

◼ 호흡명상 경험 소감나누기 

◼ STOP 기법 

─ Stop(멈추기), Take a breath(호흡하

기), Observe(관찰하기), Proceed(나

아가기) 

50’ 

마무리 
과제 및  

차시 예고 

◼ 일상에서의 정서에 대한 마음챙김법 

안내와 과제 제시 

◼ 다음 차시 예고하기: 중독과 생활습관 I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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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기 – 중독과 생활양식 I 

목표 
불건강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및 자신의 부적응적 

대처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마음챙김기법을 적용한다. 

준비물 출석부, 워크북, 교육자료 및 동영상, 요가매트, 무릎담요 

 
단계 내용 프로그램 활동 시간 

도입 

지난 회기 

정리 및  

경험 

나누기 

◼ 중독과 관련된 정신사회적 건강과 

스트레스  

◼ 호흡명상 

◼ 일상에서의 정서에 대한 마음챙김 경험 

나누기 

10’ 

전개 

불건강한 

생활양식과 

스트레스 

◼ 자기돌봄(자기가꾸기) 

─ 몸과 마음에 대한 자기돌봄과 건강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 나의 자기돌봄 행위에 대한 검토 

─ 자기돌봄에 대한 마음챙김의 역할 

◼ 식습관 

─ 식습관과 건강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 나의 식습관에 대한 인식과 방식 검토  

─ 식습관에 대한 마음챙김의 역할 

◼ 수면습관 

─ 수면습관과 건강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 나의 수면습관에 대한 인식과 

수면습관 검토 

─ 수면습관에 대한 마음챙김의 역할 

20’ 

먹기명상 

실습 

 

◼ 먹기명상 방법의 이해 및 실습 

─ 음식을 먹기 전(배고픔 또는 입고픔의 

알아차림), 중(먹기 중의 감각, 생각, 

감정에 주의 기울이기), 후(먹고 난 

후의 몸과 마음의 신호 알아차림) 과

정에서의 마음챙김방법 연습 

◼ 먹기명상 경험 소감나누기 

◼ 수면장애에 도움되는 생활습관과 마음챙김

법 소개 

50’ 

마무리 
과제 및  

차시 예고 

◼ 일상에서의 생활습관에 대한 마음챙김 

안내와 과제 제시 

◼ 다음 차시 예고하기: 중독과 생활습관 II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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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기 – 중독과 생활양식 II 

목표 
불건강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및 자신의 부적응적 

대처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마음챙김기법을 적용한다. 

준비물 
출석부, 워크북, 교육자료 및 동영상, 활동하기 편안한 

복장 및 신발 

 
단계 내용 프로그램 활동 시간 

도입 

지난 회기 

정리 및  

경험 

나누기 

◼ 중독과 관련된 생활양식과 스트레스  

◼ 먹기명상 

◼ 일상에서의 생활습관에 대한 마음챙김 

경험 나누기 

10’ 

전개 

건강한 

생활양식과 

스트레스 

◼ 내 몸 상태에 맞는 신체활동 

─ 내 몸과 마음의 상태에 맞는 

신체활동과 건강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 나의 현재 신체활동과 내 몸과 

마음의 상태에 맞는 신체활동 검토 

─ 신체활동에 대한 마음챙김의 역할 

◼ 휴식 

─ 휴식과 건강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 재발위험신호: ‘H.A.L.T’소개 

─ 나의 휴식습관에 대한 인식과 

방식의 검토와 나에게 맞는 휴식 

검토  

─ 휴식에 대한 마음챙김의 역할 

◼ 여가 

─ 여가활동과 건강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 나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과 방식 

검토 

─ 소확행 소개(동영상 시청)와 나에게 

맞는 여가활동 검토 

─ 여가활동에 대한 마음챙김의 역할 

20’ 

걷기명상 

실습 

◼ 걷기명상 방법의 이해 및 실습 

─ 땅에 닿는 발의 감각, 몸의 움직임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을 통해 

‘지금,여기’의 순간에 집중해보는 연

습 

◼ 걷기명상 경험 소감나누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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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중독으로서의 명상에 대한 이야

기 나누기 

마무리 
과제 및  

차시 예고 

◼ 일상에서의 생활습관에 대한 마음챙김법 

안내와 과제 제시 

◼ 다음 차시 예고하기: 중독과 부정적 

정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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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기 – 중독과 부정적 정서 

목표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 및 자신의 부적응적 대처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마음챙김기법을 적용한다. 

준비물 출석부, 워크북, 교육자료 및 동영상, 요가매트, 무릎담요 

 
단계 내용 프로그램 활동 시간 

도입 

지난 회기 

정리 및  

경험 

나누기 

◼ 중독과 관련된 생활양식과 스트레스  

◼ 걷기명상 

◼ 일상에서의 생활습관에 대한 마음챙김 

경험 나누기 

10’ 

전개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 

◼ 부정적 정서에 대한 마음챙김 방법 

─ 내 삶의 균형을 깨뜨리는 성향에 대한 

알아차림, 습관적 사고/반응 멈추기, 

새로운 방법의 탐색과 선택 

◼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부적응적 대처 

검토하기 

─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나의 

자동적/습관적 사고방식: 재앙화, 

부정적 과장, 독심술, 절대 틀리지 

않는 전문가, 비난하기 등 

◼ 스트레스 및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바람직한 대처와 태도 검토하기 

─ ‘9 점 문제’ 풀어보기를 통한 스트레스 

접근방식에 대한 관점 전환 

─ 감정과 생각에 대한 성찰과 수용 

─ 부정적 감정 돌보기, 긍정적 감정의 

계발 

─ 나만의 대처법 찾기 

20’ 

정좌명상 

실습 

 

◼ 정좌명상 방법의 이해 및 실습 

─ 몸 감각에 대한 자각으로 시작하여 점

차적으로 자신의 주의를 생각과 감정

으로 옮겨 그것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

며 관찰해보는 과정을 통해 내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알아차림해 보는 연습 

◼ 정좌명상 경험 소감나누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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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과제 및  

차시 예고 

◼ 일상에서의 사고와 정서에 대한 

마음챙김법 안내와 과제 제시 

◼ 다음 차시 예고하기: 중독과 사회적 관계 

10 

 

  



 

 162 

7회기 – 중독과 사회적 관계 

목표 
사회적 관계와 스트레스 및 자신의 부적응적 대처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마음챙김기법을 적용한다. 

준비물 출석부, 워크북, 교육자료 및 동영상, 요가매트, 무릎담요 

 
단계 내용 프로그램 활동 시간 

도입 

지난 회기 

정리 및  

경험 

나누기 

◼ 중독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 

◼ 정좌명상 

◼ 일상에서의 정서와 사고에 대한 마음챙김 

경험 나누기 

10’ 

전개 

사회적 

관계와 

스트레스 

◼ 중독의 회복을 위한 ‘함께가기’의 중요성 

이해 

◼ 사회적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검토 

◼ 나의 대인관계에서의 습관적 패턴 검토 

─ 대인관계 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이해  

─ 가족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나타나는 자신의 습관적 패턴 검토 

◼ 사회적 관계에서의 마음챙김의 역할 

20’ 

자애명상 

및 

용서명상 

실습 

 

◼ 자애명상 방법의 이해 및 실습 

─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치

유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이

해하고 자신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마

음을 바탕으로 그 사랑을 타인으로 확

장해보는 연습 

◼ 용서명상 방법의 이해 및 실습 

─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경험을 수

용함으로써 그와의 관계에서 나의 상

태를 인식하고 그 관계를 달리 생각해 

봄으로써 마음을 열어가는 연습 

◼ 자애 / 용서명상 경험 소감나누기 

◼ 마음챙김을 적용한 의사소통  

50’ 

마무리 
과제 및  

차시 예고 

◼ 일상에서 나와 타인에 대한 마음챙김법 

안내와 과제 제시 

◼ 다음 차시 예고하기: 명상을 통한 나의 

변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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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기 – 새로운 시작, 명상을 통한 나의 변화 

목표 
다양한 마음챙김명상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돕는다 

준비물 출석부, 워크북, 교육자료 및 동영상, 요가매트, 무릎담요 

 
단계 내용 프로그램 활동 시간 

도입 

지난 회기 

정리 및  

경험 

나누기 

◼ 중독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와 스트레스 

◼ 자애/용서명상 

◼ 일상에서의 나와 타인에 대한 마음챙김 

경험 나누기 

10’ 

전개 

명상을 

통한 나의 

변화 

◼ 명상을 통한 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프로그램 참여 후의 내 몸과 마음의 

건강 

─ 프로그램 참여 후의내 일상생활 

─ 프로그램 참여 후의 내 태도나 반응 

◼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동영상 시청) 

◼ ‘지금, 이순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살펴보기 

20’ 

감사명상 

실습 

 

◼ 감사명상 방법의 이해 및 실습 

─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크고 작은 감사한 

일들을 차례로 떠올려 보는 것을 시

작으로 주의의 대상을 그 순간의 감

각, 생각, 감정 등으로 옮겨가며 알아

차림 해보는 연습. 

 

◼ 감사명상 경험 소감나누기 

 

50’ 

앞으로의 

계획 

◼ 내 삶에 있어서의 핵심가치 검토하기 

◼ 핵심가치 전념을 위한 삶의 목표 세우기 

◼ 목표달성을 위한 나만의 마음챙김 실천계

획 세우기  

 

마무리 
소감 

나누기 

◼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나누기 

◼ 질의 응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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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a Mindfulness-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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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ho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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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coholism is a chronic and relapsing disease that causes serious 

problems for addicts, their family, and society. Recovery from 

alcoholism is an ongoing process in which addicts overcome their life 

problems and continue to grow. Along with this process, recovering 

alcoholics suffer from difficulties due to lack of effective coping 

strategies to deal with addiction-related problems and str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lement a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and evaluate its effects in helping recovering alcoholics 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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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ddiction-related problems and stress with goals of healthy 

lifestyle changes to prevent relapse and maintain recovery. 

 This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was developed using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the Korean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program based on the stress and coping theory of Lazarus 

and Folkman. A concurrent embedded mixed-method design was 

us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on recovering alcoholics.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was applied to verify the quantitative effects of the 

program. Quantita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test and analyzed using a linear mixed-model. The 

outcome variables were perceived stress, mindfulness,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ddition,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understand participants’ experiences in the program and their change 

process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during the follow-up phase of 

the research. Regarding qualitative research, the contents of the 

individual interviews with six participants were analyze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metho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recovering alcoholics from six 

cities in K province, Korea. A total of 44 participants were included 

in the experimental group (23 individuals) and the control grou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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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s). Participants from the experimental group took part in 

eight sessions of the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once a week 

(90 min per session) and those from the control group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usual programs in their communities. Results of the 

linear mixed-model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 in terms of changes 

in perceived stress (F = 14.01, p <0.001), mindfulness (F = 5.68, p 

= 0.019),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F = 32.74, p <0.001), 

and perceived health status (F = 5.31, p = 0.024) at the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test.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regard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F=0.40, p=0.530) 

between the two groups. In addition, a total of three themes and six 

sub-themes were derived through content analysis of the individual 

interviews. The themes included “stopping and observing”, “choosing 

healthy coping”, and “starting newly”. The sub-themes were related 

to “distancing,” “finding myself,” “caring about my body and mind,” 

“letting go of for change,” “going with others,” and “expecting 

changes in myself.”  

  Results revealed that the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implemented in this study helped recovering alcoholics cope with the 

various life problems and stressors, leading to healthier lifestyles. 

Therefore, the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can be used as an 



 

 167 

effective aftercare program in the field of addiction nursing to help 

prevent relapse and maintain the recovery process for alcoholics. In 

addition, this study’s results can provide useful data for nursing 

education and research related to alcoh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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