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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기반 감정코칭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예비연구:
정서자각, 정서조절, 대인관계 유능성을 중심으로
정

기

*

숙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심신통합치유학과

본 연구는 마음챙김 기반 감정코칭 프로그램(MBEC; Mindfulness-Based Emotion Coaching)이 정서
자각, 정서조절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집단
에는 8주간(주 1회, 3시간/회)의 MBEC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어떤 처치도 하
지 않았다. 중도 탈락 인원 및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32명(실험 15명, 비교 17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측정 도구로는 마음챙김, 정서자각(K-TMMS), 정서조절(ERS),
대인관계 유능성(K-ICQ)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과 사후, 그리고 추후
에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마음챙김, 정서자각이 유의미하게 증
가하였다. 하위요인별로는 마음챙김 하위요인 중 비판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주의집중
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근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자각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정
서주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정서명확성의 경우 그 차이가 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서조절과 대인관계 유능성에서는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 하위변수
들 또한 마찬가지로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마음챙김 기반 감정
코칭 프로그램은 마음챙김을 높여주고 정서자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마음챙김, 감정코칭, 정서자각, 정서조절, 대인관계 유능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정기숙,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심신통합치유학과 박사수료,
(08559)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70길 8, Tel: 02-890-2800, E-mail: agathajeongho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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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일생동안 여러 사람

와준다(탈라리스 연구소, 2021). 이는 정서에

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가정, 학

기반을 둔 소통방법으로 부모와 아이 사이의

교, 사회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소통을 위한 부모 교육으로 개발되었으나, 현

살아간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와 소통에서 어

재는 아동 중재를 포함한 영역과 개인상담이

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

나 집단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고 아

으로, 마음챙김과 감정코칭을 접목하여 프로

동, 청소년, 대학생, 일반 성인 등 다양한 대

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한

상에게 활용되고 있다(이금희, 김성재, 2019).

다. 마음챙김은 자기조율에 탁월한 방법이고,

감정코칭은 감정은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

감정코칭은 관계조율에 좋은 방법 중 하나이

아들이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인 행동에

다. 요가와 명상을 통한 마음챙김의 방법과

는 한계를 두고, 그 안에서 바람직한 방향으

감정코칭의 단계별 기법을 접목하여, 부모-자

로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는 방법이다. 감정코

녀간, 교사-학생간, 일반 대인관계에서 마음챙

칭 교육에서는 이론교육과, 실습에서는 역할

김을 하며 관계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

극과 집단상담 방법 등을 이용하는데, 본 연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의 실험집단에서는 성인들 간의 역할극(어

마음챙김에 기반한 감정코칭 프로그램(MBEC;

른 역할-아이 역할)을 이용하였다.

Mindfulness-Based Emotion Coaching)을 개발하고

마음챙김과 감정코칭은 기본 태도에 있어서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진행하

많은 유사한 점이 있다. 그 예로, 나와 상대방

였다.

의 감정에 대한 비판단의 태도, 감정을 있는

마음챙김은 동양의 불교에 바탕을 둔 명상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 초심을 유지하는 태도,

법의 하나로, 마음챙김 명상을 근본으로 두고

인내심을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는 내려놓는

있다. 마음챙김은 순간순간의 비판단적인 알

태도, 지나치게 애쓰지 않고 이완하며 명료하

아차림(non-judgmental awareness)으로 삶에 대한

게 깨어있으면서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유형의 통제력, 주체성 및 지혜를 개

태도 등이다. 그리고 호흡과 호흡에 따른 감

발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Kabat-Zinn, 2018).

각에 주의를 두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방법에

장현갑, 김정모, 배재홍(2007)의 연구에서는 마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있다.

음챙김의 정의를 Kabat-Zinn(1990)의 개념을 받

이와같이 마음챙김과 감정코칭은 서로 유사

아들여 ‘마음을 지금 이곳에 집중하며 깨어있

한 면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는 것’으로 정의하고, 마음챙김 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

하고있는 일에 마음을 챙겨 깨어있는 삶의 훈

리고 조절하는 과정을 거쳐 다른 사람의 감정

련’이라는 실천적 생활방식으로 재정의하였다.

을 알아차리고 수용하여 소통하고 공감한다면

감정코칭은 Gottman(2020)에 의해 임상적인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연구기반으로 개발된 소통방법으로서, 자녀의

될 것이다. 이금희와 김성재(2019)의 연구에서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도

부모에게 적용한 감정코칭 중재는 부모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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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절, 자녀양육,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킬 뿐

을 제시하여, 정서자각, 정서조절, 대인관계

만 아니라, 자녀의 감정조절과 문제행동 감소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예비연구를 하

에도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은 학교에 등

시점에서 상황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교하는 날보다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그 상황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는 마음챙김

수업에 더 많이 참가하게 되고, 부모들도 출

으로 평점심을 유지하며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면서 집안에서의 정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적 소통의 기회가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문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

도 발생하고 있다. 김동욱(하남, 뉴시스, 2021)

램이 정서자각과 정서조절, 그리고 대인관계

의 기사에 따르면 부모-자녀 간 가족문제가

유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효과에 대한 이

지난해에 비해 48%나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

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나 사태로 집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

마음챙김은 명상을 통해 배양되고 계발될

간이 길어지면서 다툼 등이 잦아진 것으로 분

수 있는 주의와 자각의 특별한 특성과 관련이

석된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있다. 마음챙김이 작용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긍정

매순간마다 전개되는 경험에 대해 판단하지

적 정서를 명료하게 알아차리고 스스로 조절

않고, 현존하며,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

하여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

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자각이다(Kabat-Zinn,

서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김계양과 김완

2003a).

석(2019)의 연구에 의하면, 마음챙김은 그 자

마음챙김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심리치료와

체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간접

심신치유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경로로는 정서조절곤란을 감소시켜 대인관계

데, Kabat-Zinn의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

문제를 감소시킨다. 장정주와 김정모(2011)의

스 감소 프로그램인 MBSR(1979), Linehan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수단의 하나인 정서표현

변증법적 행동치료인 DBT(1993), Seligman과

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경험한 정서

Csikszentmihalyi의 긍정심리분야(2000), Segal,

를 자각하는 것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Williams와 Teasdale의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

그리고 박연주(2013)의 연구에서, 감정코칭 프

치료인 MBCT(2002), Gilbert의 자비집중치료인

로그램을 통한 정서적 지지가 자기조절력과

CFT(2009), Hayes와 그의 동료들에 의한 수용

자아존중감에서는 부분적 요인에서, 대인관계

전념치료인 ACT(2011), Neff와 Germer의 마음

능력에서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

챙김 자기자비인 MSC(2013) 등이 있다(Kabat-

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Zinn, 2003b; Crane et al.,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MBEC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한국에서는 MBSR을 토대로 한국의

부모-자녀 간, 일반인의 의사소통에서도 마음

문화적 전통을 고려해서 집중명상 기법과 자

챙김 하며 정서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애명상 및 용서명상 방법등을 포함한 K-MB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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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갑, 김정모, 배재홍, 2007; 정준용, 2018),

하고 경청하기, 그리고 5단계에서는 아이 스

마음챙김 기반 코칭역량 증진(MBCCE)프로그

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최성애,

램(안영진, 2014), 마음챙김 기반 성격강점 훈

조벽, John Gottman, 2020). 감정코칭의 각 단

련인 MBSP(박주영, 강영신, 김선미, 2015), 마

계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음챙김에 기반한 심리훈련인 MBPST(육영숙,

에서는 아이의 행동을 보기보다는 감정을 먼

2016), 마음챙김 자비 프로그램인 MLCP(정혜

저 볼 수 있도록 성인에게 교육한다. 2단계에

경, 노승혜, 조현주, 2017), 명상에 기반한 감

서는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스트레스, 청소년

정코칭 전문가 훈련프로그램인 MFCT(김형록

의 뇌, 기질 이론 등을 학습하고, 양육자 자신

(인경스님), 2019), 마음챙김 긍정심리 훈련 프

을 이해하기 위해 초감정, 양육유형 이론 등

로그램인 MPPT(김정호, 2020) 등이 있다.

을 배운다. 3단계에서는 감정을 아이 스스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마음챙김 요가(mindful

다룰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감정이라는 문에

yoga)는 마음챙김을 요가에 적용한 ‘동적 마음

손잡이를 다는 역할을 하는 감정단어로 표현

챙김(mindfulness in motion)’ 이라 할 수 있는데,

하도록 돕는 실습을 한다. 4단계에서 네 가지

몸을 움직이며 요가 자세들을 진행하면서 마

독과 해독제, 세 가지 대화방법 등을 이용하

음챙김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옥

여 경청하고 공감하는 연습을 한다. 마지막 5

경, 양희연, 2010). 또한 마음챙김 요가는 자기

단계는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자각과 자기조절을 강조하는 심신통합적 접근

전제로 삼아 행동의 한계를 제시하여 아이 스

으로 심신의 치료 및 건강을 위한 기법이다

스로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지도한다.

(조옥경, 왕인순, 2016).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감정의 지지단계, 그

Gottman(2020)의 감정코칭은 , Haim(Haim,
2003)의 감정에 기초한 부모교육의 철학을 기

리고 5단계를 감정의 지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반으로,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돕는

정서자각은 정서지능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방법이다.

이는 자신의 내적 정서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이 방법은 부모-자녀 간의 소통방법으로 시작

자신의 복합적인 감정을 인식․평가하는 것을

되었지만, 현재는 교사-학생간, 개인과 집단상

의미한다(Mayer & Salovey, 1997; 장정주, 김정

담 방법으로, 그리고 영유아, 청소년, 대학생,

모, 2011). 또한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이해는

성인 등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소통을 원

타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정서조절

활하게 도와주는 의사소통방법으로 다양하게

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장정주, 2012).

이용하기도 한다. 이 방법을 부모-자녀 간의

정서조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Thompson

의사소통 방법으로 활용할 경우, 1단계 아이

(1994)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정서적 반

의 감정을 인식하기, 2단계 감정적 순간을 좋

응을 주시․평가․수정해 나가는 내적이며 외

은 기회로 삼기, 3단계 아이가 감정을 말할

적인 과정’으로 정서조절을 정의하였다(박지

수 있게 도와주기, 4단계 아이의 감정을 공감

선, 2013). 한편 Gottman과 Katz(1989)는 정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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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부정적 또는 긍정적 감정으로 인한 부적

연구 방법

절한 행동을 억압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강한
감정이 유입될 때 일어나는 생리적 각성을 스

연구설계 및 대상

스로가 완화하고 조절시킬 수 있는 능력이며,
주의를 재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외적

본 연구의 목적은 MBEC 프로그램을 실시한

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을 조절할 수 있

후 정서자각, 정서조절,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

는 능력이라고 하였다(김미숙, 2019).

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험설계는 표 1

Thorndike(1920)에 의해 대인관계 유능성은

과 같다.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이라는 이름으로 본
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Thorndike(1920)

MBEC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2020년 10월

는 사회지능을 다른 유형의 지능과는 구별되

부터 12월초까지 예비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자신과 타인의 내적인 행

그 후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문자 홍보를

동, 상태, 동기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

통해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였다. 그 결과 서

절한 행동을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또,

울․경기․충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아이를

Spitzberg와 Cupach(1989)는 대인관계 유능성을

둔 부모, 아이들 관련 교육 종사자, 부모교육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에 관심 있는 성인, 대인관계에 관심이 있는

유지하는 능력으로 보며, 적절성(appropriateness)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참여자들이

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그 하위요인으로 삼고

원하는 집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결과, 실험

있다. 적절성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규칙, 규

집단 19명과 통제집단 26명이 모집되었다. 그

범, 기대 등을 지키며 예의바르고 재치있게

리고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본 프로그램을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효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5인 이상

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통제력을 획

대면 수업 금지조치로 온라인(줌)을 통해 8회

득하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며 과업을

기를 1주일에 1회기씩, 1회기당 3시간씩, 참여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한나리, 2009).

자들이 원하는 요일을 선택하여 화요일반․목

표 1. 실험설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추후검사

실험집단

O1

X

O3

O₅

통제집단

O2

-

O4

O₆

X : 마음챙김 기반 감정코칭 프로그램
O1, O2 : 사전검사 (마음챙김, 정서자각, 정서조절, 대인관계 유능성 설문)
O3, O4 : 사후검사 (마음챙김, 정서자각, 정서조절, 대인관계 유능성 설문)
O₅, O₆ : 추후검사 (마음챙김, 정서자각, 정서조절, 대인관계 유능성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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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반․토요일반으로 참여하도록 진행하였으

과 같은 7가지 기준에 따라 구성하였다.

며, 중간에 요일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였
다. 실험집단 19명 중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

마음챙김의 7가지 태도를 훈련한다. 7가지

아 중도 포기한 1인과 7회기 미만 참여자 3인

태도는 판단하지마라(non-judging), 인내심을

을 제외한 15명의 결과를 최종 자료로 이용하

가져라(patience), 초심자의 마음을 유지하라

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추후 설문까지 마친 17

(beginner’s mind), 자기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

인의 설문 결과만을 최종 자료로 이용하였다.

져라(trust), 지나치게 애쓰지 마라(non-striving),

프로그램 시작일 전에 1주일 동안 실험집단과

수용하라(acceptance), 내려놓아라(letting-go) (윤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 설문을 온라인으로 진

병수 등, 2018)이다.

행하였고, 실험집단에 대해서는 MBEC 프로그
램을 적용하였다. 통제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챙김 요가. 마음챙김 요가는 Kabat-Zinn

처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이후 실험집단과

의 MBSR 하타요가를 한국인의 기질에 맞게끔

통제집단 모두 사후 설문과 프로그램 종료 4

수정 보완하여 조옥경이 개발한 마음챙김 요

주 후에 추후 설문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가(김완석, 2019)를 사용하였다. 선자세와 누운
자세로 크게 구분되는 마음챙김 요가는, 요가
자세를 실시할 때 지금-여기에서 몸에 일어나

프로그램 구성요소와 내용

는 감각과 느낌을 마음챙김 하도록 훈련한다.
마음챙김 기반 감정코칭 프로그램 (MBEC)

이런 방식으로 훈련함으로써 마음챙김을 높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MBEC 프로그램은 다음

뿐만 아니라 신체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몸의

그림 1. 마음챙김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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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이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구체적인

도와주기, 4단계 상대방(아이 역할자)의 감정

자세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총 31개 자

을 공감하고 경청하기, 그리고 5단계 상대방

세 중 회기당 4〜5가지 자세를 활용하였다.

(아이 역할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록 하기까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K-MBSR의 공식․비공식 명상. K-MBSR의

공식명상(윤병수 등, 2018) 중에서는 바디스캔,

연구에서는 이 5단계를 8회기에 걸쳐 실시하
였다.

호흡명상(수식관명상, 소원기원명상), 정좌명상
1(신체감각의 자각), 정좌명상2(느낌과 생각의

체크인과 체크아웃.

체크인과 체크아웃은

자각)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비공식 명상으로

최성애의 감정코칭 수업에서 특징적으로 사용

는 걷기명상과 자애명상을 이용하였다. 그리

하는 의식절차(ritual)로서, 매회기 시작할 때와

고 마지막 8회기에는 위의 7가지 명상 중, 각

끝날 때 실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이

자가 원하는 명상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게 하

의식절차에서는 지금 이순간에 알아차린 자신

였다.

의 감각, 기분,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한
다. 또한 오늘 회기 중에 인상 깊었거나 제안
감정코칭 프로그램으

하고 싶은 사항 등을 자유롭게 나누는 장이다.

로는 Gottman의 감정코칭 5단계(최성애, 조 벽,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나와 타인의 공통점과

John Gottman, 2020)를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갈

자가 마음챙김을 적용하여 새롭게 고안한 프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2〜3분 정도의 시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MBEC 프로그램은, 1단

제한을 둠으로써, 자신의 말하기 패턴을 알아

계 상대방(아이 역할자)의 감정을 인식하기, 2

차릴 수 있도록 돕는다.

감정코칭 프로그램.

단계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기, 3단계
상대방(아이 역할자)이 감정을 말할 수 있게

홈 프랙티스 (감정 마음챙김 일기). 홈 프

표 2. 홈프랙티스(감정 마음챙김 일기)
회기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8회기

감정 마음챙김 일기 내용
감정날씨, 운동일기, 감정포착, 감정일기, 일상에서 알아차린 점,
본인 장점 50가지, 정서적 배경음악
감정날씨, 운동일기, 감정포착, 감정일기, 일상에서 알아차린 점,
내 말 알아차림, 나의 기억정리, 초감정 이해하기, 타인 장점 50가지
감정날씨, 운동일기, 감정포착, 감정일기, 일상에서 알아차린 점, 감사일기,
타인 장점 50가지
감정날씨, 운동일기, 다행일기, 감사일기, 선행일기, 감정일기,
일상에서 알아차린 점, 타인 장점 5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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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티스는 일기를 쓰듯이 하루 일과를 마치며

진행 시간 구성. 한 회기당 3시간 동안 진

하루를 돌아보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

행하며, 1시간은 마음챙김 요가와 명상, 1시간

형식은 최성애의 행복일기(최성애, 2014)를 바

은 감정코칭 이론과 대화 실습, 그리고 1시간

탕으로 연구자가 마음챙김의 요소를 추가하여

은 체크인과 체크아웃, 쉬는 시간 등으로 구

수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나

성하였다.

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MBEC 프로그램의 구체적
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마음챙김 기반 감정코칭 프로그램(MBEC)
회기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활동 주제

⦁ 프로그램의 목표 및 구성, 진행자 소개
⦁ 체크인 : 참가의도와 자기소개
1회기

오리엔테이션과
자기소개

⦁ 마음챙김 요가 & 명상 이론과 실습 (바디스캔)
⦁ 감정코칭 : 감정코칭 소개와 감정 포착하기 실습
⦁ 체크아웃 (경험 나누기)
⦁ 홈 프랙티스 안내 (감정 마음챙김 일기)
⦁ 체크인 : 홈 프랙티스 확인, 지난 한 주 실천해본 것, 지금의 감각,
느낌, 생각 나누기

2회기

아이를
이해하기

⦁ 마음챙김 요가 & 명상 (수식관명상)
⦁ 감정코칭 : 스트레스, 청소년의 뇌, 기질 이론과 대화 실습
⦁ 체크아웃 (경험 나누기)
⦁ 홈 프랙티스 안내 (감정 마음챙김 일기)
⦁ 체크인 : 홈 프랙티스 확인, 지난 한 주 실천해본 것, 지금의 감각,
느낌, 생각 나누기

3회기

나를
이해하기

⦁ 마음챙김 요가 & 명상 (자애명상)
⦁ 감정코칭 : 초감정, 양육유형 이론과 대화 실습
⦁ 체크아웃(경험 나누기)
⦁ 홈 프랙티스 안내 (감정 마음챙김 일기)
⦁ 체크인 : 홈 프랙티스 확인, 지난 한 주 실천해본 것, 지금의 감각,
느낌, 생각 나누기

4회기

관계의
달인 되기 1

⦁ 마음챙김 요가 & 명상 (정좌명상1)
⦁ 감정코칭 : 네가지 독과 해독제 이론과 대화 실습
⦁ 체크아웃 (경험 나누기)
⦁ 홈 프랙티스 안내 (감정 마음챙김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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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마음챙김 기반 감정코칭 프로그램(MBEC)
회기

(계속)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활동 주제

⦁ 체크인 : 홈 프랙티스 확인, 지난 한 주 실천해본 것, 지금의 감각,
느낌, 생각 나누기
5회기

관계의
달인 되기 2

⦁ 마음챙김 요가 & 명상 (걷기명상)
⦁ 감정코칭 : 다가가는 대화 이론과 대화 실습
⦁ 체크아웃 (경험 나누기)
⦁ 홈 프랙티스 안내 (감정 마음챙김 일기)
⦁ 체크인 : 홈 프랙티스 확인, 지난 한 주 실천해본 것, 지금의 감각,
느낌, 생각 나누기

6회기

행동의
한계 설정

⦁ 마음챙김 요가 & 명상 (정좌명상2)
⦁ 감정코칭 : 바람직한 행동의 한계 이론과 대화 실습
⦁ 체크아웃 (경험 나누기)
⦁ 홈 프랙티스 안내 (감정 마음챙김 일기)
⦁ 체크인 : 홈 프랙티스 확인, 지난 한 주 실천해본 것, 지금의 감각,
느낌, 생각 나누기

7회기

실전연습

⦁ 마음챙김 요가 & 명상 (소원기원명상)
⦁ 감정코칭 : 칭찬하기, 꾸중하기, 사과하기 이론과 실습
⦁ 체크아웃 (경험 나누기)
⦁ 홈 프랙티스 안내 (감정 마음챙김 일기)

종합정리
8회기

프로그램 평가
및
마무리

⦁ 체크인 : 홈 프랙티스 확인, 지난 한 주 실천해본 것, 지금의 감각,
느낌, 생각 나누기
⦁ 마음챙김 요가 & 명상 (1〜7회기의 명상 중에서 선택해서 명상)
⦁ 감정코칭 : 사례 실습
⦁ 체크아웃 (경험 나누기)

감정, 욕구, 의도, 생각 등)에 대한 현재 자각,

측정도구

비판단적 수용, 주의집중, 그리고 탈중심적 주
마음챙김 척도(Mindfulness Scale)

의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모

박성현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마음챙김 척도

든 문항이 부정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역

(박성현, 2006)는 5점 척도의 총 20문항으로

채점 후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마

이루어져 있다. 위빠사나 명상 수행 이론을

음챙김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평가한다. 본

바탕으로 한 척도로서 순간순간 의식의 장에

연구에서 마음챙김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서 발생하는 몸과 마음의 현상(몸감각, 느낌,

⍺=.91, 탈중심, 비판단, 현재자각, 주의집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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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Cronbach’s ⍺=.88, ⍺=.75, ⍺=.72, ⍺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K-ICQ)

=.77이었다.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Korean-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K-ICQ)는

한국판 정서자각 척도(K-TMMS)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1988)가

Salovey, Mayer, Goldman, Turvey와 Palfai(1995)

제작한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한나리와 이

가 정서명확성, 정서주의, 정서개선을 정서지

동귀(2009)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대인관

능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이들

계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관계형성, 권리

각 차원상에서의 개인차를 반영해 주도록 개

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타인배려, 갈등관리,

발한 척도 TMMS(Trait Meta-Mood Scale)를, 이

적절한 자기개방 등의 5가지 하위요인이 있다.

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고 요인구조를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고 총 31문항으로

탐색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자각 척도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K-TMMS)를 사용했다. 전체 21문항의 Likert식

유능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5점 척도로, 정서에 대한 명확성, 정서에 대

서 관계유능성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

한 주의, 정서 개선의 세 가지 차원으로 하위

=.90, 관계형성, 권리주장, 타인배려, 갈등관

요인이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

리, 자기개방의 신뢰도 Cronbach’s ⍺=.89, ⍺

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장진아,

=.82, ⍺=.74, ⍺=.75, ⍺=.55이었다.

2018). 본 연구에서 정서자각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89, 정서명확성, 정서주의, 정서

자료 분석

개선의 신뢰도 Cronbach’s ⍺=.81, ⍺=.73, ⍺
=.8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속형 변수에 대

정서조절 척도(ERS)

해서는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하였으며, 범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정

형 변수에 대해서는 카이스퀘어 검증(χ²-검증)

서조절 양식을 구분․측정하기 위해 윤석빈

을 사용하였다. 시기에 따른 처치효과의 집단

(1999)이 개발하고 임전옥과 장성숙(2003)이

간 비교를 위해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재구성한 정서조절 척도

사전-사후 측정치, 사전-추후 측정치의 변화량

(Emotional Regulation Scale, ERS)를 사용하였다.

을 비교하기 위하여 증분점수에 대한 독립표

전체 25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로, 능동적 양

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한편, 사전 동질성이

식, 지지추구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의 세

위배된 변수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값을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

서 정서조절 전체의 Cronbach’s ⍺=.77, 능동적

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버전을 활용하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의 신

였다.

뢰도 Cronbach’s ⍺=.88, ⍺=.77, ⍺=.7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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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별 피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

연구 결과

다.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은 척도의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근거로 선정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표 4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사전 동질성
MBEC 프로그램이 정서자각, 정서조절, 대인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감정코칭 경험 유무

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의 검증에 앞서 각

에서 ‘유’에는 2시간 특강이라던지 3개월 정도

표 4.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M(SD) / 빈도(%)
변인

수준

실험

통제

전체

(n=15)

(n=17)

(n=32)

47.27(6.11)

48.82(5.63)

48.09(5.82)

주부, 무직, 백수

6(40.0)

3(17.6)

9(28.1)

요가 & 운동 강사

5(33.3)

9(52.9)

14(43.8)

프리랜서

1(6.7)

2(11.8)

3(9.4)

교사, 학생

2(13.3)

1(5.9)

3(9.4)

사무직, 연구원

1(6.7)

2(11.8)

3(9.4)

경험없음

1(6.7)

1(5.9)

2(6.3)

6개월 미만

3(20.0)

0(0.0)

3(9.4)

6개월-1년 미만

1(6.7)

0(0.0)

1(3.1)

1년-3년 미만

4(26.7)

4(23.5)

8(25.0)

3년-5년 미만

1(6.7)

2(11.8)

3(9.4)

5년-10년 미만

2(13.3)

3(17.6)

5(15.6)

10년 이상

3(20.0)

7(41.2)

10(31.3)

경험없음

2(13.3)

4(23.5)

618.8)

6개월 미만

5(33.3)

4(23.5)

9(28.1)

6개월-1년 미만

4(26.7)

4(23.5)

8(25.0)

1년-3년 미만

1(6.7)

2(11.8)

3(9.4)

3년-5년 미만

2(13.3)

3(17.6)

5(15.6)

5년-10년 미만

1(6.7)

0(0.0)

1(3.1)

감정코칭

무

12(80.0)

13(76.5)

25(78.1)

경험 유무

유

3(20.0)

4(23.5)

7(21.9)

정신장애

무

14(93.3)

16(94.1)

30(93.8)

유무

유

1(6.7)

1(5.9)

2(6.3)

연령

직업

요가경험

명상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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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 / χ

p

-.750

.459

3.03

.553

6.03

.420

2.20

.822

.058

.810

.008

.927

한국명상학회지, 제11권 제2호

등 모두가 6개월 미만이었고, 정신건강 유무

동질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독립표본 t-검증을

에서 ‘유’에는 과거에 진단받고 1-2달 약 복용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마음챙김의 하위요인

후, 현재는 증상이 없는 경우이다. 검증 결과

인 탈중심(t=2.291, p<.05), 그리고 정서조절의

유의미하게 집단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는

하위요인인 회피분산(t=3.265, p<.01)에서 유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 시점에 양 집

미한 집단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변수

단은 인구통계학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진

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

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였다.

표 5에 본격적인 프로그램 효과 검증에 앞

표 6에는 사전 동질성이 위배된 탈중심과

서 사전 시점에 주요 종속변수들이 집단 간에

회피분산에 대하여 사전 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표 5. 종속 측정치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변인

M(SD)
실험 (n=15)

통제 (n=17)

t

df

p

마음챙김

44.53

(13.00)

36.47

(10.67)

1.926

30

.064

탈중심

13.73

(5.09)

10.00

(4.12)

2.291

30

.029

비판단

10.00

(3.36)

8.82

(3.84)

.916

30

.367

현재자각

9.67

(3.52)

8.82

(2.81)

.753

30

.457

주의집중

11.33

(4.10)

9.18

(2.79)

1.758

30

.089

정서자각

78.07

(13.01)

82.76

(11.19)

-1.099

30

.281

정서명확성

42.47

(7.27)

44.24

(5.90)

-.759

30

.454

정서주의

20.20

(4.06)

21.29

(3.95)

-.772

30

.446

정서개선

15.40

(4.26)

17.24

(4.24)

-1.220

30

.232

정서조절

92.20

(8.00)

86.12

(10.21)

1.857

30

.073

능동적

23.93

(4.32)

24.06

(3.83)

-.087

30

.931

회피분산

19.00

(3.30)

14.41

(4.47)

3.265

30

.003

지지추구

49.27

(5.32)

47.65

(7.37)

.704

30

.487

관계유능성

106.73

(17.40)

107.94

(13.63)

-.220

30

.827

관계형성

26.47

(6.39)

26.71

(6.24)

-.107

30

.916

권리주장

20.00

(5.96)

21.65

(4.44)

-.893

30

.379

타인배려

27.87

(4.55)

26.65

(3.04)

.901

30

.375

갈등관리

22.60

(4.36)

22.59

(3.02)

.009

30

.993

자기개방

9.80

(2.43)

10.35

(1.93)

-.717

30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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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변량 분석을 통한 사후 시점에 탈중심 및 회피분산의 차이분석
adjusted M(SE)

F

p

10.85(1.16)

0.01

.915

14.88(0.88)

4.40

.045

실험 (n=15)

비교 (n=17)

탈중심

11.04(1.24)

회피분산

17.80(0.95)

한 사후 시점의 집단차이에 관한 공변량 분석

(F=0.02, p=.891). 또한 회피분산에서도 추후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마음챙김의 하

시점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차이는 없

위변인인 탈중심에서는 사후 시점에 유의미한

었다(F=0.11, p=.743).

집단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F=0.01, p=.915).

다음으로,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 8

그러나 회피분산에서는 사후 시점에 실험집

에 나타내었다. 역마음챙김(마음챙김이 역채

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회피분산이 더 큰 것

점으로 되어있으므로)과 정서자각은 서로

으로 나타났다(F=4.40, p<.05).

역상관(r=.438, p<.05)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표 7에는 탈중심과 회피분산의 사전 점수를

다. 더불어 대인관계 유능성은 정서자각과 정

공변인으로 한 추후 시점의 집단 차에 관한

적상관(r=.451, p<.001)을 나타내었으며, 정서

공변량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절과도 유의미한 정적 관계(r=.398, p<.05)를

마음챙김의 하위변인인 탈중심에서는 추후 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에 유의미한 집단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7. 공변량 분석을 통한 추후 시점에 탈중심 및 회피분산의 차이분석
adjusted M(SE)

F

p

9.91(0.99)

0.02

.891

16.71(1.07)

0.11

.743

실험 (n=15)

비교 (n=17)

탈중심

9.70(1.06)

회피분산

17.27(1.15)

표 8. 이변량 상관계수 표
마음챙김

정서자각

정서조절

마음챙김

1

정서자각

-.438*

1

정서조절

.304

.130

1

대인관계유능성

-.232

.451**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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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 증분 점수의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사전-추후 증분 점수의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분석

분석

주요 종속 변수들의 사전-사후 증분 점수의

표 10에는 주요 종속 변수들의 사전-추후

독립표본 t-검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증분 점수의 독립표본 t-검증 결과를 제시하였

분석 결과 어떠한 변수에서도 유의미한 집단

다. 분석 결과 마음챙김은 증분 점수의 집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차이(t=2.146, p<.05)가 유의미한 것으로

실험집단의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처치 이후

나타났고, 그 하위변인인 비판단(t=2.049,

에 심리적 변화가 통제집단과 비교해 유의미

p<.05)에서도 유의미한 집단차이를 발견할 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있었다. 더불어, 하위변인인 주의집중의 경우
유의도가 p<.10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근

표 9. 사전-사후 증분 점수의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변인

M(SD)

t

df

p

-1.41(14.09)

1.618

30

.116

1.67(4.82)

-0.29(5.85)

1.026

30

.313

현재자각

1.07(5.01)

-0.24(4.01)

.816

30

.421

주의집중

2.40(5.65)

-0.12(4.41)

1.413

30

.168

정서자각

-5.20(18.61)

2.71(16.89)

-1.260

30

.217

정서명확성

-3.07(10.10)

0.47(7.50)

-1.134

30

.266

정서주의

-1.67(5.92)

1.35(6.45)

-1.372

30

.180

정서개선

-0.47(6.86)

0.88(6.25)

-.582

30

.565

정서조절

3.20(11.07)

2.65(17.19)

.106

30

.916

능동적

-0.67(5.74)

0.65(5.42)

-.666

30

.511

지지추구

2.33(7.19)

2.76(13.49)

-.115

24.99

.910

관계유능성

-6.07(27.41)

-0.65(19.17)

-.654

30

.518

관계형성

-2.13(9.71)

-0.47(9.27)

-.495

30

.624

권리주장

-2.00(7.01)

0.41(5.24)

-1.110

30

.276

타인배려

-0.87(7.95)

-0.29(4.52)

-.246

21.60

.808

갈등관리

-0.73(6.56)

-0.53(4.16)

-.106

30

.916

자기개방

-0.33(4.35)

0.24(2.91)

-.439

30

.664

실험 (n=15)

통제 (n=17)

마음챙김

7.80(18.08)

비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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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사전-추후 증분 점수의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변인

M(SD)

t

df

p

-0.35(16.53)

2.146

30

.040

3.00(3.61)

-0.18(4.95)

2.049

30

.049

현재자각

2.07(4.74)

0.24(4.15)

1.166

30

.253

주의집중

2.87(5.10)

-0.06(4.55)

1.716

30

.096

정서자각

-7.73(12.23)

5.24(18.08)

-2.343

30

.026

정서명확성

-3.67(7.72)

2.41(9.86)

-1.922

30

.064

정서주의

-2.27(2.81)

2.29(7.09)

-2.444

21.450

.023

정서개선

-1.80(5.17)

0.53(6.70)

-1.090

30

.285

정서조절

2.47(12.96)

1.53(16.46)

.177

30

.861

능동적

-1.67(5.90)

0.59(7.59)

-.929

30

.360

지지추구

3.07(8.43)

2.65(11.51)

.116

30

.908

관계유능성

-1.40(23.41)

-3.71(23.25)

.279

30

.782

관계형성

-0.27(8.94)

-0.71(9.63)

.133

30

.895

권리주장

-1.93(8.39)

-1.53(5.26)

-.165

30

.870

타인배려

-0.27(6.52)

-1.29(4.40)

.516

24.103

.611

갈등관리

0.27(6.04)

-0.47(5.37)

.365

30

.717

자기개방

0.80(2.96)

0.29(3.51)

.437

30

.665

실험 (n=15)

통제 (n=17)

마음챙김

12.07(16.11)

비판단

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합적

경우 그 차이가 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볼 때 프로그램 개입 이후에 마음챙김

하지만, 정서조절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

및 그 하위변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집

한 분석결과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

단 간 차이를 낳았으며, 특히 비판단의 변화

지 않았으며, 그 하위변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가 두드러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차이분석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정서자각에서도 사전-추후 증분점수
(t=-2.343, p<.05)의 유의미한 변화를 관찰할

논 의

수 있었다. 그 하위변인인 정서주의 또한 실
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사전과 추후 시점
간 변화의 정도(t=-2.444, p<.05)가 더 큰 것으

본 연구는 마음챙김 기반 감정코칭 프로그

로 나타났으며, 정서명확성의(t=-1.922, p<.10)

램(MBEC)이 정서자각, 정서조절, 대인관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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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계 유능성의 증진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위한 예비연구였다.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비판단적인 태도에 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순수한 알아차림을 내용으로 하는 불교의

MBEC 프로그램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마

마음챙김 명상을 응용한 K-MBSR 프로그램이

음챙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하위요인별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서를 조절하는데 유

로는 마음챙김 하위요인 중 비판단에서 유의

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장현갑, 김정

미한 차이가 있었고, 주의집중의 경우 통계적

모, 배재홍, 2007)와 차이가 있다. 또한 마음챙

유의성이 근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

김은 그 자체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째, MBEC 프로그램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하고, 간접경로로는 정서조절곤란을 감소시켜

정서자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하위요인

대인관계 문제를 감소시킨다는 김계양과 김완

별로는 정서자각의 하위요인 중 정서주의에서

석(2019)의 연구 결과와도 상이하다. 그리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정서명확성의 경우

박연주(2013)의 연구에서, 감정코칭 프로그램

그 차이가 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을 통한 정서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자기조

MBEC 프로그램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정

절력에서는 부분적 요인에서, 그리고 대인관

서조절과 대인관계 유능성에서는 유의미한 차

계능력에서는 하위요인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

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 하위변인들 또한

향을 미쳤다는 결과와도 상이하다. 이런 차이

마찬가지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를 본 연구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본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째, MBEC 프로그램이 정서자각 증진에 효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K-MBSR 명상 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기

련과 마음챙김 요가와 감정코칭을 통해 자신

위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다. 또한 정서조절과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서 자각에 기초한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수정과 보완이 필

정서표현 훈련 프로그램의 훈련이 정서자각을

요할 수도 있다.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정주와 김

본 연구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MBEC

정모(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신

프로그램은 단기간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

아영, 김정호, 김미리혜(2010)의 연구에서 정서

음챙김 수준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마음챙김이 정서인식의 명확성에서 유의미하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MBEC 프로그램은

게 증가했는데, 이는 정서 마음챙김에 대한

단기간보다는 8회기 이상 길게 진행할수록 그

교육을 비롯하여 정서 마음챙김 일지를 작성

리고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프로그램일 수 있다.

도움을 준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비교집단이 무처치

둘째, MBEC 프로그램이 정서조절과 대인관

집단이기 때문에 MBEC의 효과성 검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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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연구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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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Mindfulness-Based Emotion Coaching Program:
Focusing on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regul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isuk Jeong
Seoul Graduate School of Buddhism, Seoul, Korea, Ph.D.Candid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mindfulness-based emotion coaching(MBEC)
program on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regul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experimental
group was given MBEC program for 8 weeks (once a week, 3 hours/session), and the control group was
not given any treatment. Data from 32 participants (15 from experiment, 17 from comparison) were
finally analyzed. The mindfulness, emotional awareness (K-TMMS), emotional regulation (ERS),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ICQ) were measured 3 times;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and 4 weeks
after the experiment. The result shows that the mindfulness and the emotional awarenes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mong the sub-factors of mindfulness,
the non-judgmen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 atten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
sub-factors of the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atten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 emotional
clar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No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was found in emotional regul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conclusion, the MBEC program tends to improve the mindfulness and has
beneficial effects on the emotional awareness.
Key words : Mindfulness, Emotion Coaching,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regula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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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
*

매개변인으로 통증파국화와 신체자각을 중심으로
심

교

**

린

김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완 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인간은 끊임없이 통증을 관리하고 조절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외과적 처치와 약
물의 사용과 같은 의학적 방법 뿐 아니라, 심신통합적 관점에서 통증을 이해하고 조절하려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마음챙김에 기반한 중재들은 통증 뿐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왔다. 본 연구는 마음챙김이 통증에 미
치는 영향과 여기에 매개변인으로 통증파국화와 신체자각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 고찰에 따른 마음챙김과 통증, 통증파국화, 신체자각의 관계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
고, 통증을 경험한 364명의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마음챙김,
경험하는 통증강도, 통증파국화, 신체자각, 통증수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방정식 모
형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마음챙김은 통증파국화를 매개로 하여 통증강도를 감
소시키고, 신체자각의 감각수용과 감각복귀를 통해 통증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
는 활동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음챙김을 통한 자각의 증가로 통증 강도
에 대한 자각이 증가하지만, 감각수용을 증진시키고 통증파국화를 감소시켜 전체적으로는 통
증강도를 감소시키는 매커니즘을 양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마음챙김, 통증, K-MBSR, 신체자각, 통증파국화

* 본 연구는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심교린,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전공 겸임교수, (17869)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Tel: 031-659-8114, E-mail: shimk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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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은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갖고 연구되

게 식별하는 감각식별(sensory discrimination) 훈

어온 인류의 과제이다. 특히 건강심리 및 심

련이 통증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신통합 분야의 연구자들은 통증을 신체자각과

주었다.

관련지어 연구해왔는데, 연구 초기에는 통증

이처럼 통증과 신체자각의 관계에 대한 새

환자들이 신체증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로운 견해가 대두되면서 새롭게 그 관계를

불안의 표현으로 여기면서, 우울이나 신체화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Mehling, &

같은 부정적인 증상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했

Gospisetty 등(2009)은 신체감각을 ‘있는 그대로’

었다(Baas, Beery, Allen, Wizer & Wagoner, 2004).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마음챙김과 같은 독특한

그러므로 신체감각에 주의를 두는 이유는 통

주의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제안하였

증과 고통에 대한 불안이 높기 때문이며, 따

다. 즉, 매순간 직접 경험하는 느낌이나 감각

라서 신체감각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일수록

에 비판단적인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신체화 및 감각 자극에 대한 과잉 일반화나

은 통증에 적응적인 반면, 신체감각과 관련하

파국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여 반추적이며 자기 초점적인 방식으로 주의

그러나 통증과 신체자각에 대한 최근 연구

를 두는 것은 부적응적인 결과와 이어질 수

들은 신체자각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전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신체자각을 단순

통적인 관점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Goubert,

하게 신체 내부의 감각을 지각하는 것으로 이

Crombez, Eccleston과 Devulder(2004)는 통증으로

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각한 감각 자극에

향하는 주의를 회피하는 것은 비록 일시적으

대한 반응과 해석, 신체 감각을 통하여 통찰

로 통증을 덜 느끼게 할지라도, 장기적인 관

을 얻는 것 등을 포함한 신체자각 개념의 확

점에서 더 큰 통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

장을 통해 통증과 신체자각과 통증의 관계를

고, Mailloux와 Brener(2002)는 통증 자각과 관련

재정립하고자 하는 물음에 답을 찾고자 하였

하여 신체감각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것과

다(Mehling, Price, Daubenmier, Acree, Bartmess, &

신체감각을 유해한 것으로 경험하거나 과장적

Stewart, 2012).

으로 강렬하게 경험하는 것 간에는 아무 관련

한편, 통증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챙김 연

성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Burns(2006)는 만성

구들은 Kabat- Zin(1990)이 만성질환자를 대

요통 환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통증자각을 억

상으로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압하는 것보다 통증감각에 주의를 두는 것이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이하 MBSR)

근육 긴장의 완화과 스트레스 대처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고한 이후로 많은 관심

더 이롭다고 하였고, Flor, Denke, Schaefer와

을 받으며 지속되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의

Grusser(2001)는 환지통 환자들에 대한 연구에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 의도적으로

서 신체감각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감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순간순간 체험한 것을

각 자극에 따른 정서적 영향을 회피하는 것보

느끼며, 또한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

다는 신체감각의 특성에 주의를 두고 정교하

들이는 과정으로 정의되는데 , Kabat-Z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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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worth와 Burney(1985)은 마음챙김 수련을 하

도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면, 통증 감소를 가져오며, 우울, 불안과 같은

Ginzburg 등(2015)은 마음챙김이 통증파국화를

심리 증상이 감소된다고 하였다. 또한 4년여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즉, 마음챙김은 있는 그

의 추수 연구를 통해 마음챙김 수련이 만성통

대로 자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통증

증 환자들의 통증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경험을 왜곡해서 인식하는 경향인 통증파국화

것을 보여주었다(Kabat-Zinn, Lipworth, Burney,

감소의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 Selleres, 1986).

마음챙김이 인지적 측면에서 통증파국화의 감

이후로도 많은 연구자들이 마음챙김이 통증
에 유용한 심리적 접근법이라는 증거들을 발

소를 매개로 하여 통증 강도의 감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표해왔다. Sagula와 Rice(2004)은 MBSR이 만성

한편 마음챙김에 기반한 개입법들은 직접적

통증 환자의 우울과 불안 감소를 가져오고,

으로 통증 강도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Plews-Ogan, Owens, Goodman, M., Schorling과

통증과 관련된 기능의 개선에 더 중점을 둔다

Wolfe(2005)는 근골격계 통증환자들에서 MBSR

(Reiner, Tibi, & Lipsitz, 2013; Kabat-Zinn, 1990).

이 통증 강도와 정신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즉 통증을 경험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잘 영위

보여주었다. Randolph, Greak, Caldera와 Tacone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인

(1999)은 마음챙김 훈련이 만성통증 환자의

다. Kabat-Zinn(1990)은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

통증 발생 빈도, 통증 관련 심리증상에 효과

통증 감각을 관찰하여 생생한 감각 그 자체에

적임을, Morone, Rollman, Moore, Qin과 Weiner

주의를 기울이고, 신체 감각에 즉각적인 판단

(2009) 역시 40명의 만성요통 노인을 대상으로

을 내리기보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통

마음챙김 훈련이 통증 강도와 통증 관련 자기

해 통증과 자연스런 관계를 맺도록 하며, 통

효능감의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증에도 불구하고 활력이 넘치는 정상적인 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음챙김이 통증

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제안하였다.

강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

Reiner, Tibi와 Lipsitz(2013)는 대부분의 통증

해 보고되어왔다(McCracken, Gauntlett-Gilbert, &

치료를 위한 개입법들이 통증 강도를 감소시

Vowles, 2007; Morone, Rollman, Moore, Qin, &

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

Weiner, 2009; Zeidan, et al., 2011; Kingston,

MBIs는 통증과 관련된 괴로움과 기능의 개선

Chadwick, Meron, & Skinner, 2007; Chiesa, &

을 목적으로 하며, 통증의 강도를 변화시키기

Serretti, 2011).

보다는 마음챙김에 머물기를 더 강조한다고

또한 통증파국화는 통증과 관련된 중요한

하였다. McCracken(1999)는 통증을 피하거나 줄

심리적 변인 중 하나로서 실제적인 통증 경험

이려고 하지 않으면서 지속되는 통증을 받아

또는 통증 경험을 예견하는 과장적이고 부

들이려는 의지를 통증 수용(pain acceptance)으

정적인 심리상태인데, Sullivan, Bishop과 Pivik

로 정의하면서, 통증을 다루는 심리적 접근법

(1995)은 통증파국화 수준이 높을수록 통증강

에 있어서 통증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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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에 대한 왜곡된 인지적 특성인 통증파국

향상과 평안함을 제공하고, 신체 감각에 대한

화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통증수용 역시 효

민감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과적인 접근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Mehling 등(2012)은 신체자각은 개념적으로

마음챙김에 기반한 개입법들은 직접적인 통증

다차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고, 신체

강도의 감소가 목적이 아니라, 통증과 관련된

자각의 하위요인 중 감각수용 요인은 부정적

기능의 개선에 더 중점을 둔다(Reiner, Tibi, &

신체감각에 대한 일종의 기능적인 대처전략

Lipsitz, 2013). Kabat-Zinn(1990)은 마음챙김 수

또는 관계 맺기의 방식을 의미하며, 감각복귀

련을 통해 통증 감각을 관찰하여 생생한 감각

요인 또한 신체감각에 주의를 두고 고요함과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체 감각에 즉

이완을 가져오는 일종의 대처 방식을 의미한

각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있는 그대로 관찰

다(김완석, 심교린, 조옥경, 2016).이와 관련하

하는 것을 통해 통증과 자연스런 관계를 맺도

여 Hanley, Mehling과 Garland(2017)는 신체자각

록 하며, 통증에도 불구하고 활력이 넘치는

이 알아차림의 조절 측면과 행동에 대한 수용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신체자각의

제언하였다.

하위요인들이 상황에 따라 각기 고유한 기능

마음챙김과 신체자각의 관계를 살펴보면,

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따라

Bornemann, Singer, Herbert와 Mehling(2015)은 명

서 감각수용과 감각복귀와 같은 신체자각의

상 경험이 신체자각의 다양한 차원에 어떤 영

수용적 측면은 마음챙김에 기반한 개입법의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명상 경

고유한 효과일 수 있다. Mehling과 Gospisetty

험이 없는 일반인 226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등(2009)은 신체감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보디스캔과 호흡명상에 대한 명상훈련을 실시

않고 그대로 관찰하는 태도적 측면을 의미하

한 후에 나타나는 신체자각의 변화를 보고하

는 감각수용 요인이 통증파국화에 영향을 미

였다. 보디스캔은 신체에 초점을 맞추어 깊고

친다고 하였다. 감각수용은 신체에서 경험하

세심하게 관찰하는 방법으로 발끝에서부터 머

는 부정적인 감각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반영

리에 이르기까지 신체 여러 부위에 주의를 이

하는 것이며, 감각복귀 역시 신체 감각으로

동하는 명상 방법이며, 보디스캔의 핵심은 주

주의를 돌려 기능적 결과를 얻으려는 경향을

의를 기울이는 신체 부위에서 어떤 느낌이 일

반영하므로(김완석, 심교린, 조옥경, 2016), 통

어나는가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 느낌을

증강도를 감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증과 상

관찰하며 머무는 데에 있다. 또한 호흡명상은

관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통증 수용

기본적으로 호흡에 대해 의식을 집중하고 호

의 활동참여와 관련된다. 따라서 마음챙김은

흡에 수반되어 일어나는 감각을 느끼고 변화

신체자각의 하위 요인인 감각수용과 감각복귀

되는 감각의 내용에 주의를 두는 방법이다.

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감각수용은 통

Kabat-Zinn(1990)은 보디스캔과 호흡명상은 모

증파국화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감각수용과

든 명상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의집중력

감각복귀는 활동 참여와 정적인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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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본가설모형

것을 가정하였다.

측정도구

지금까지 문헌리뷰를 통해 고찰한 마음챙김
과 통증강도와 통증수용, 그리고 매개변인으

마음챙김 척도

로 기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통증파국화와 감

박성현(2006)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마음챙김

각수용, 감각복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가정

척도는 1∼5의 5점 척도, 총 20문항으로서 순

을 종합하여 그림 1과 같이 기본가설모형을

간순간 의식의 장에서 발생하는 몸과 마음의

설정하여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해

현상(느낌, 감정, 욕구, 의도, 생각 등)에 대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자각, 주의 집중, 비판단적 수용, 탈중심
적 주의의 4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어느 정도 마음챙김 결여 상태(mindless states)

연구방법

가 덜한가를 반영하는 진술문들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 보다 적용가능하다는 제안
(McIntosh, 1997)에 따라 모든 문항을 부정문으

연구 대상자

로 구성하여 역산하도록 하였다. 척도 전체의
경기도에 위치한 C대학과 A대학에 재학 중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검사-

인 대학생 175명과 일반인 189명으로 총 364

재검사 신뢰도는 .725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

명에게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마음챙김,

에서 척도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937이었다.

신체자각, 통증강도 및 통증파국화, 통증수용
을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만성통증으로

한국판 다차원 신체자각척도(K-MAIA)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최근 1달 이내에 통증을

Mehling과 Price등(2012)이 개발한 다차원

경험한 적 있는 대상자로 제한하였으며, 인구

신체자각척도(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통계학적 기술통계는 표 1로 제시하였다.

Interoceptive Awareness)를 김완석, 심교린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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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기술통계

성별

나이

학력

통증 경험

대학생(n = 175)

일반인(n = 189)

전체(N = 364)

남자 67명(38.3%)

43명(22.8%)

남자 110명(30.2%)

여자 108명(61.7%)

146명(77.2%)

여자 254명(69.8%)

18세 ∼ 26세

18세 ∼ 70세

18세 ∼ 70세

M 20.25(SD 2.09)

M 38.13(SD 11.57)

M 28.32(SD 11.72)

고졸이하 21명(10.8%)

고졸이하 21명(5.8%)

대학재학 12명(6.3%)

대학재학 187명(51.4%)

대학졸업 73명(38.6%)

대학졸업 73명(20.1%)

대학원재학 28명(14.8%)

대학원재학 28명(7.7%)

대학원졸이상 55명(29.1%)

대학원졸 이상 55명(15.1%)

잦은 통증 66명(36.7%)

잦은 통증 116명(61.4%)

잦은 통증 182명(50.0%)

드문 통증 107명(59.4%)

드문 통증 69명(36.5%)

드문 통증 171명(47.0%)

대학재학 175명

두통 35명

두통 76명

두통 111명

요통 10명

요통 43명

요통 53명

근육통 30명

근육통 65명

근육통 95명

통증 종류

관절통 21명

관절통 36명

관절통 51명

(중복 기재)

복통 22명

복통 40명

복통 62명

생리통 28명

생리통 29명

생리통 57명

치통 2명

치통 3명

치통 5명

기타 10명

기타 7명

기타 17명

옥경(2016)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다

통증강도

차원 신체자각척도(K-MAIA)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 참여자가 최근에 경험한 통증경험의

척도는 0∼5점의 6점 척도로서 총 32문항, 다

강도를 해당하는 숫자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섯 차원의 여섯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숫자 유목척도(VAS, Visual Analogue Scale)를 사

감각에 대한 정서 및 주의 반응에 관한 감각

용하였다. 제시한 숫자는 “0(전혀 아프지 않

수용 요인에 대한 4문항과 신체감각으로 주의

다)”에서 “10(아파서 죽을 것 같다)”사이의 10

를 돌려 기능적 결과를 얻으려는 경향을 반영

칸의 공간에서 본인이 최근에 경험한 통증의

하는 감각복귀 요인에 대한 7문항의 데이터만

강도와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사용하였다. 척도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4였
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 전체의 내적 합치도

한국판 통증파국화 척도

는 .937이었다.

Cho, Kim과 Lee(2013)가 타당화한 한국판

통증파국화척도(Korean version of the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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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strophizing Scale; K-PCS)는 13문항, 0∼4점

당화한 한국판 만성통증수용척도(Korean version

의 5점 척도로서, 통증 감각에 대한 반응의

of the Chronic Pain Acceptance Questionnaire;

파국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통증

KCPAQ)는 20문항, 0∼6점의 7점 척도로서, 본

과 관련된 사고에 대한 저항을 억제할 수 없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을 측

음을 측정하는 ‘반추(rumination)’, 통증이 더 나

정하는 활동참여(activity engagement) 요인을 측

빠지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정하는 10문항의 데이터만 사용하였다. 활동

염려하는 ‘확장(magnification)’, 통증에 대해

참여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으며, 검사

염려하거나 압도되고 말 것이라는 ‘무력감

-재검사 신뢰도는 .81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

(helplessness)’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에서 내적 합치도는 .87이었다.

으며, 척도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검
사-재검사 신뢰도는 .79로 보고하였다. 본 연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구에서 척도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935였다.
기본가설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에 앞서,
한국판 만성통증수용 척도

우선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Cho, Heiby, McCracken, Moon과 Lee(2012)가 타

확인하였다. 표 2에서 연구 분석에 포함된 주

표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잠재변인

마음챙김

통증파국화

감각수용

감각복귀
통증강도

활동참여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탈중심주의

3.30

1.00

-.195

-.817

비판단적수용

3.64

.96

-.386

-.775

현재자각

3.88

.80

-.578

-.229

주의집중

3.56

.97

-.514

-.202

반추

1.50

1.04

.286

-.962

과장사고

1.26

1.00

.548

-.616

무기력

0.70

.73

1.180

.893

감각수용1

2.33

.93

-.020

-.026

감각수용2

2.40

1.08

-.050

-.598

감각복귀1

2.63

.96

.034

-.067

감각복귀2

2.64

.97

.027

-.135

통증강도

4.90

2.33

-.172

-.679

활동1

3.92

1.20

-.458

-.019

활동2

3.50

1.22

-.166

-.585

활동3

3.38

1.22

-.156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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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3의 주요변인 간 상관계수(N = 364)
1
1.탈중심주의
2.비판단적수용
3.현재자각
4.주의집중
5.반추
6.과장사고
7.무기력
8.감각수용1

2

***

-

***

.65***

-

***

***

.61

.71
.59
.53

***

-.40

***

-.48

***

-.40

***

.20

***

.32

10.감각복귀1

.12

12.활동1
13.활동2
14.활동3
15.통증강도

4

5

6

7

8

9

10

11

12

13

14

-

9.감각수용2

11.감각복귀2

3

*
*

.14

**

.17

.06
**

.16

***

-.21

.59

***

-.27

***

-.36

***

-.37

***

.18

***

.23

.09
.09
**

.17

.10
***

.19

-.09

***

-

***

-.25

-.25

***

-.35

***

-.32

***

-

***

.76***

-

***

***

.71

-.31
-.35

*

.12

.08

***

.17

**

.16

.20

.18

***

.22

*

.13

.07
**

.16

-.06

**

.72

***

-.21

***

-.28

**

-.05

*

*

.12

**

.14

-.10

**

-.16

***

-

**

-.19

-.15

***

-.25

-.08
-.07
**

-.14

***

-

***

.68***

-

***

.20

-.26

-.08
-.07
***

-.19

.04

-.06

-.01

-.06

*

*

*

*

.14

**

-.15

-.12

***

.56

-.14

***

.46

-.12

***

.49

.20

***

.20

***

.28

***

.29

***

***

-

**

.86

.18

***

.28

***

.27

***

.27

.19

-.03

-.06

***

-

***

.16**

-

**

**

.71

.20

.16

***

.20

.03

.16

**

***

-

***

.70

.16

.72

-.02

-.08

***

.02

-.06

주. *; p < .05, **; p < .01, ***; p < .001.

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평균, 표준편차)을 제

NFI = .940, TLI = .950, RESEA = .063(90%

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변인들의

신뢰구간, .51∼.74)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

정상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조건(왜도 < 2,

고, 측정 모형의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다(p <

첨도 < 4)을 만족하여(Hong, Malik, & Lee,

.001). 이어서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2003),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었다. 주요변

검증하였다. 측정 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3에서 제시하였다.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기준이 부합
되어야 한다(Fornell, & Lacker, 1981; Fornell,
Tellis, & Zinkhan, 1982). 우선 신뢰도의 경우,

마음챙김과 통증: 구조모형 분석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사이의 표준화된 요인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측

부하량이 .5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구성개념

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가 .7 이상이어야 하

를 확인하기 위해 Amos 22.0v.을 사용하여 측

며, 추출된 분산평균(average variance extracted;

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결과, χ²(df = 76, N =

이하 AVE)이 .5 이상 되어야 한다. 검증 결과

364) = 184.830이었고(p < .001), CFI = .964,

해당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측정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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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N = 364)
잠재변수

관측변수
탈중심주의

마음챙김
(A)

비판단수용
현재자각
주의집중
반추

통증파국화
(B)

감각수용
(C)

(D)

활동1

활동참여

활동2

(E)

활동3
통증강도

.616

***

.865

A와B

-.502(.252)

A와C

.310(.096)

A와D

.167(.028)

***

A와E

.196(.038)

***

A와F

-.159(.025)

.770
.702
.877

***

.827

감각복귀2

통증강도 (F)

.849

상관계수(상관제곱)

신뢰도

***

.855

감각복귀1

구성개념

***

무기력
감각수용1

AVE

.811

과장사고

감각수용2

감각복귀

표준화 계수

.728

.889

***
***

.871

***

.783

.686

.813

.862

.926

***

.872

***

.982

***

.856

***

.832

.709

.879

***

.837
-

-

-

B와C

-.327(.107)

B와D

-.085(.007)

B와E

-.156(.024)

B와F

.592(.350)

C와D

.242(.059)

C와E

.363(.132)

C와F

-.055(.003)

D와E

.227(.052)

D와F

.020(.000)

E와F

-.051(.003)

*; p < .05, **; p < .01, ***; p < .001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2. 기본가설모형(모든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N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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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신뢰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고, RESEA값도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χ²(df

으로 측정모형의 타당도 기준은 첫째, 요인부

= 82, N = 364) = 203.348이었고(p < .001),

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둘째, 요인부하

CFI = .959, NFI = .934, TLI = .948, RESEA

량이 .7 이상이어야 하며, 잠재변수의 AVE가

= .064(90% 신뢰구간, .053∼.075). 기본가설모

잠재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커야 한다

형의 검정 결과를 그림 2에서 제시하였다.

(김정진, 박경규, 2008). 본 연구의 측정 모형

기본가설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기에, 연

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결과는 표 4에서 제

구 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로계수로 본 연구의

시한 바와 같이 만족할만한 신뢰도와 타당도

기본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 모형에서

를 확보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직접, 간접 및 총효과(표 5)와

이어서 기본가설모형의 분석 결과, 적합도

각 간접경로의 부트스트랩 결과(표 6)를 제시

지수가 CFI, NFI, TLI 모두 .9 이상으로 양호하

하였다.

표 5. 연구모형에서 주요 변인들의 직접, 간접 및 총효과(표준화 계수)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통증강도

.188

-.344

-.156

통증파국화

-.449

-.055

-.504

감각수용

.320

-

.320

감각복귀

.181

-

.181

활동참여

.077

.124

.201

통증강도

.684

-

.684

통증파국화

-.171

-

-.171

통증강도

-

-.117

-.117

활동참여

.300

-

.300

활동참여

.153

-

.153

마음챙김

통증파국화

감각수용

감각복귀

표 6. 연구모형에서 각 간접경로의 부트스트랩 결과
95% percentile C.I

95% bias-corrected C.I

(lower, upper)

(lower, upper)

마음챙김 → 활동참여

.075, .306

.066, .207

.000

마음챙김 → 통증파국화

-.606. -.393

-.105, -.015

.007

마음챙김 → 통증강도

-.268, -.043

-.454, -.254

.000

감각수용 → 통증강도

-.193, -.028

-.194, -.029

.012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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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은 통증파국화에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챙김이 증가하면

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마음챙김

신체자각의 감각수용과 감각복귀가 증가하고,

수준이 높을수록 통증파국화 수준이 낮아짐을

감각수용과 감각복귀의 증가는 통증이 있음에

나타내는 것으로, 마음챙김이 통증파국화를

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

감소시킨다는 Ginzburg 등(2015)의 연구를 지지

하는 활동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한다. 또한 통증파국화는 통증강도에 통계적

그런데, 마음챙김에서 활동참여로 향하는 직

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신체자각의

통증파국화 수준이 증가하면 통증강도가 증가

감각수용과 감각복귀가 마음챙김이 활동참여

하는 것을 나타내며, Sullivan, Bishop과 Pivik

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보인

(1995)의 연구를 지지한다.

다. 이는 마음챙김을 통해 신체 감각에 대한

또한 기본가설모형의 마음챙김이 통증파국

수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통증과 자연스런 관

화를 매개변인으로 통증강도를 감소시킬 것이

계를 맺게 하여,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가정이 지지되었다. 모형검증 결과, 마음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도록 한다는 Kabat-Zinn

챙김에서 통증파국화에 대한 경로와 통증파국

(1990)과 일치한다.

화에서 통증강도에 대한 경로, 그리고, 마음챙

또한 감각수용에서 통증파국화로 향하는 경

김에서 통증강도에 대한 직접 경로 및 간접

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나타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낸다. 이는 감각수용이 통증파국화에 영향을

마음챙김이 통증강도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

미친다고 한 Mehling과 Gospisetty 등(2009)의

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마음챙김은 통증강도

제언을 지지한다. 그리고 부트스트랩핑 결과,

를 감소시킨다. 그런데, 직접 효과는 통증강도

마음챙김이 감각수용을 통해 통증파국화에 미

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통

치는 간접경로와 감각수용이 통증파국화를 통

증파국화를 통한 간접효과는 전체 통증강도를

해 통증강도의 감소에 미치는 간접경로가 모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여기에 대해서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는 논의에서 더 자세하게 기술하겠다.

종합하여, 모형검증의 결과는 기본가설모형

다음으로 마음챙김에서 활동참여에 대한 경

의 설정에서 제시한 가정들을 모두 지지하였

로를 살펴보면, 마음챙김에서 활동참여로 향

다. 즉, 마음챙김은 통증파국화를 매개로 하여

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마

통증강도를 감소시키고, 또한 신체자각(감각수

음챙김에서 신체자각의 두 하위요인인 감각수

용, 감각복귀)을 매개로 하여 활동참여를 증가

용과 감각복귀로 향하는 경로는 모두 통계적

시킨다. 또한 감각수용은 통증파국화를 감소

으로 유의하였으며, 감각수용과 감각복귀에서

시킨다.

활동참여로 향하는 경로 역시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마음챙김에서 활동참
여로 향하는 간접경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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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여 설명한다. Germer, Siegel과 Fulton

논 의

(2012)은 마음챙김의 핵심요인을 “순간순간의

본 연구는 마음챙김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

알아차림(moment-by-moment awareness)”의 자각

을 통증파국화와 신체자각의 감각수용과 감각

적 측면과 “비판단적(non-judgement)이고 수용

복귀의 역할을 과정변수로 설정하여 종합적인

(acceptance)적 태도”의 태도적 측면으로 요약하

모형으로 설정하여 검증한 첫 연구로서 가치

는 것에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한다고 하였

와 의의가 있다.

다. 즉, 마음챙김을 통해 신체감각에 대한 자

통증에 대한 마음챙김 연구는 크게 두 축

각이 증가하면,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통증

을 형성해왔다. 마음챙김이 통증강도 감소

감각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

에 효과적이라는 데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

로 마음챙김의 자각적 측면은 통증 그 자체를

들(Goldenberg et al., 1994; Astin et al., 2003;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함으로써 통증강도가

Sephton et al., 2007; Grossman, Tiefenthaler-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직

Gilmer, Raysz, & Kesper, 2007; Pradhan et al.,

접효과). 또한 동시에 마음챙김의 태도적 측면

2007; Zautra et al., 2008; Morone, Greco, &

은 신체감각에 대한 비반응적인 태도(감각수

Weiner, 2008; Gardner-Nix, Backman, Barbati, &

용)를 증가시키고, 통증에 대한 왜곡된 사고

Grummitt, 2008)과 통증강도 그 자체가 목적이

(통증파국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아닌 통증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적응적으

미칠 것이다(간접효과). 따라서 통증을 있는

로 수행하는 통증수용과 같은 심리적 변인에

그대로 자각하면서 동시에 통증에 대한 부정

미치는 효과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Randolph,

적 태도를 줄이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마음챙

Greak, Caldera, & Tacone, 1999; Plews-Ogan,

김이 통증강도를 감소시키는 결과(총효과)로

Owens, Goodman,Schorling, & Wolfe, 2005;

마음챙김과 통증강도의 메터니즘을 설명할 수

Chiesa, & Serretti, 2011; Reiner, Tibi, & Lipsitz,

있게 된다.

2013; 안상섭, 2007; 신재숙, 이봉건, 이혜경,

또한 마음챙김이 통증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2014)들이 각기 발전해왔다. 여기에 본 연구는

경로에서 통증파국화가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

두 가지 큰 흐름을 통합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로 기능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

즉, 마음챙김은 통증강도 자체를 감소시키면

통증파국화는 통증에 대한 왜곡된 사고로서

서, 동시에 통증수용을 증가시켜 통증에도 불

통증감각을 실제 감각보다 크게 지각 또는 인

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도움을

지하도록 하며 통증으로 인한 괴로움을 확장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킨다. 여기에 마음챙김은 통증파국화에 대

한편, 모형검증을 통해 살펴본 직접, 간접효

한 직접경로와 신체자각의 감각수용을 통해

과 및 총효과에 대한 분석은 마음챙김이 통증

통증파국화를 줄이는 간접경로가 모두 유의하

강도를 감소시키는 기제를 그 동안 언어적으

게 통증파국화를 감소시킴으로써 통증강도를

로 설명해왔던 내용을 구체적인 통계수치에

감소시킨다. 즉, 마음챙김은 통증파국화를 매

- 32 -

심교린․김완석 / 마음챙김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 매개변인으로 통증파국화와 신체자각을 중심으로

개로 통증강도를 감소시킨다.

안상섭 (2007).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마지막으로 마음챙김에서 통증 수용의 활동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만성통증에 미치

참여로 향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마음챙김이

는 효과.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영남대학

신체자각의 감각수용, 감각복귀가 매개변인으

교 대학원.

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마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음챙김을 통해 감각수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통증과 자연스런 관계를 맺게 하여, 통증이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게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한다(Kabat-Zinn, 1990)는 것을 지지한다.

Astin, J. A., Berman, B. M., Bausell, B., Lee, W.,

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

Hochberg, M. & Forys, K. L. (2003). The

다. 연구의 대상집단이 비록 최근 통증경험을

efficacy of mindfulness meditation plus Qigong

보고한 대상군으로 전반적인 마음챙김과 통증

movement therapy in the treatment of

의 관계에서 통증파국화와 신체자각의 역할을

fibromyalgia: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검증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고 여겨지지만

Journal of Rheumatology, 30(10), 2257-2262.

향후 연구에서는 급성통증 또는 만성통증을

Baas, L. S., Beery, T. A., Allen, G., Wizer, M.,

진단받은 임상군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을 확장

& Wagoner, L. E. (2004). An exploratory

해서 타당화할 필요가 있겠다.

study of body awareness in persons with
heart failure treated medically or with
transplantation. Journal of Cardiovascular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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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mindfulness on pain:
focusing on body awareness and
pain catastrophizing as process variables

Sim Kyo-Lin

Gim Wan-Suk

Pyeongtaek University

Ajou University

Humans have consistently endeavored to manage and control pain; recently, attempts to understand and
control pain from a mind-body integration perspective have become more common, rather than solely from
medical methods such as surgical treatment and drug use. In particular, recent research shows that
mindfulness-based interventions have positive effects not only on pain but throughout various facets of
individuals’ l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indfulness on pain and how
interoceptive awareness and pain catastrophizing function between mindfulness and pain. We developed
assumptions about the relationships among mindfulness, pain action, pain catastrophizing, and interoceptive
awareness and collected data via questionnaires sent to 364 general and university students. The methods
of this study were confirm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verification. Results show that mindfulness
decreased the intensity of pain by mediating pain catastrophizing. It also increased “accept and return to
body” in interoceptive awareness and improved participation in daily life activities despite pain. This paper
provides meaningful quantitative evidence suggesting that an increase in awareness through mindfulness
increases the awareness of the intensity of pain, but interoceptive awareness decreases pain catastrophizing
and intensity of pain.
Key words : Mindfulness, pain, K-MBSR, interoceptive awareness, pain catastroph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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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능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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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아주대학교 라이프미디어협동과정

완

*

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IT 심리전공 박사과정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이완 용이성의 특질 수준을 평가하는 이완 능력 척도를 개
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집중명상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써 이완 용
이성을 제안한다. 연구 1에서 이완 용이성을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쉽게 또는 빠르게 이완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완 용이성을 신체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의 2요인 구조로 가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예
상한대로 이완 용이성은 2요인 구조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확인적 요인분
석 결과, 1요인과 2요인 모형 중 2요인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나 2요인 구조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완 용이성과 신체 자각, 긍정 정서, 삶의 만족의 상관이 정적으로 나타나
준거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완 능력 척도의 제한점 및 후속 연
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이완 능력, 이완 반응, 이완 상태, 집중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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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relaxation)이란 신체적 긴장이 감소하고

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스

불필요한 걱정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트레스 상황 같은 이완이 필요한 순간에 사람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Payne & Donaghy, 2010).

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완된 상태

오랜 세월에 걸쳐 이완을 훈련하는 방법이 개

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삶의 질을 결정하

발되어 왔으며, 이완 훈련은 불안, 스트레스

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및 통증 등에 훌륭한 중재 방법으로 알려져

그러나 현재 이러한 요소를 측정하거나 평가

왔다(손정락, 2011). 이완에 대한 다양한 탐구

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는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만연한 현대에

보인다.

와서 더욱 필요해졌으며(손정락, 2012), 여기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삶의 장면에서 사

에는 다양한 훈련법들에 따른 이완 효과를

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하는 것이 포함될

를 측정하기 위해 ‘이완 용이성’이라는 개념을

것이다.

제안하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이완 용이성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완을

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평가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완된 상태를 경

위해 먼저 이완의 정의와 특성 및 이완 효과

험하고 있는지에 주로 초점이 맞혀져 있다.

와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거쳐 이

예를 들어, 골격근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

완 용이성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발된 EMG를 이용하여 이완 전과 후에 근육

로 이완 능력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과

의 활동 전위 수를 측정하고 이완 훈련의 결

정을 수행하였다.

과로 근육 긴장이 감소되었는지를 평가한다
(Lundervold & Poppen, 2004). 즉, 훈련 전 후의

이완의 정의 및 특징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이완된 정도를 평가
하는 것이다.
또한, 이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생리적인 용어로 이완이란 근육의 수축상태

자기-보고식 척도들도 대부분 이완 상태의 정

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도 또는 빈도를 측정하고 있다(Crist, Rickard,

교감신경계의 각성이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Prentice-Dunn, & Barker, 1989; Smith, 2001). 더

(Jacobson, 1962/1995).

욱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완 관련 척

이완에 대한 반응은 크게 생리적인 측면과

도는 매우 한정적인 실정이다. 주로 이완 상

심리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으

태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Smith’s

로는 근육이 이완되고, 심장 박동이 줄어들고,

Relaxation States Inventory(Smith, 2001)를 방석찬

호흡이 느려지며, 혈압이 내려가고, 느리고 규

(1998)의 연구에서 번안한 것이 사용되고 있다.

칙적인 뇌파인 알파파와 세타파가 두드러지게

하지만 이완 상태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사

출현하고, 체온이 내려가며, 신진대사가 줄어

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는지

든다(장현갑, 2019). 심리적으로는 불안과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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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 편안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증가한다

반응 또는 스트레스 반응과 반대되는 생리적

(박정숙, 1989).

반응”으로 스트레스와 같은 괴로움 때문에 촉

또한, 긴장과 이완은 서로 양립할 수 없으

발되는 교감신경계의 과잉 반응이 감소되고

며(Jacox, 1977), 이것은 상호 억제 기제가 작용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이 우세해진 반응을 말한

하는 것으로 긴장이 줄어들면 이완이 자연스

다(Benson, Beary, & Carol, 1974). 이 반응은 심

럽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Wolpe, 1968).

박수, 대사율, 호흡률을 감소시키는 신체변화

이런 관점에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불안

를 유도함으로써 인체를 건강한 균형상태로

지표를 측정하여 이완을 평가한 것을 알 수

되돌린다(김완석, 2016).

있다(Crist et al, 1989).

Benson(2020/2000)은 여러 가지 생리적 측정

방법을 통해 이완 반응을 평가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뇌파도(electroencep-halogram: EEG)를 이

이완 관련 개념

용한 것이었다. 뇌파도는 뇌파 활동의 빈도와
크기로 이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온 방법
으로 명상을 수행하는 동안에 느린 뇌파인 알

이완 반응

파파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
명상은 수천 년에 이르는 오랜 전통을 가진

였다. 알파파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 알려지지

심신수련법으로 본래 명상의 목적은 아니지만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웰빙감과 관련된 뇌파로

몸과 마음을 휴식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완석,

사람들이 이완감을 느낄 때 존재한다. 이외에

2016). 특히 집중명상은 하나의 특정 대상을

산소섭취량, 젖산, 혈중농도, 그 밖에 다양한

선정해서 의도적으로 집중적인 주의를 기울여

측정치들을 통해 명상은 교감신경계 활성 감

유지하려는 훈련으로 의식에 떠오르는 경험들

소와 관련된 고도의 이완 상태라는 개념을 뒷

을 감소시켜 심신의 이완효과를 쉽게 얻을 수

받침 하였다.

있다(김완석, 2019).

Benson의 이완반응 모형은 이완될 때의 생

하지만 집중명상의 이완 효과를 측정하고

리적으로 각성이 저하되는 반응에 주목함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

써(Benson & Klipper, 1975), 이완 반응이 일어

다. 1975년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교수

날 때의 심리적 양상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는 집중명상의 이완 반응 효과를 과학적으로

또한 이완 반응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생리

입증하였고(장현갑, 2019), 집중명상의 일종인

적 측정 지표들은 가장 객관적인 측정치이기

초월명상 특히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며 하는

는 하나 측정하는 장비가 매우 비싸며, 측정

명상인 만트라를 기반으로 하는 ‘이완 반응

절차에서 숙련된 조작자가 요구되어(손정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료용으로 처음 도입

2011) 일상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완을 하는

하였다(김완석, 2016).

정도를 평가하는데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이완 반응(Relaxation response)이란 “투쟁-도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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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p)이 가장 부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 상태

두 번째, 이완 상태는 안정되고 평화롭게
자기-보고식 척도는 이완 효과를 평가하는

정신적으로 이완된 것이다. 이 요소의 전체

중요한 반응 양식 중 하나이며, 이완 효과에

내용에는 차분한(calm), 편안한(at ease), 평온

대한 내담자의 주관적인 보고에 대한 평가

한(carefree), 만족스러운(contented), 느긋한(laid

를 이용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Smith,

back), 평화로운(peaceful), 이완된(relaxed), 회복된

1999). Smith(1999)는 이완의 정도와 진행에

(restored), 진정된(soothed)이 포함된다. 이 중 편

대한 내담자의 보고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안한(at ease), 평화로운(peaceful)이 지속적으로

완이 완전히 이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가장 많이 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하였다.

결과, Smith(2007)는 정신적으로 이완되었다는

Smith는 내담자의 이완에 대한 자기-보고

것은 최소한 두 가지 근원이 있다고 설명하

를 기술하고 측정하는데 보편적인 어휘를 차

였다. 하나는 정신적인 이완은 신체적 이완

용하기 위해 이완 상태(Relaxation-State: 이하

의 심리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R-States) 개념을 개발하였다. Smith의 정의에

어떤 형태의 심리적 스트레스의 감소로 인한

의하면 R-상태는 “수동적이고 단순한 집중을

것이다.
Smith(2001)는 이 과정을 통해 이완 상태

유지하는 행위를 숙달하는 것과 연관된 심리

를 측정하는 Smith 이완 상태 검사(Smith’s

적 마음상태”이다(Smith, 1999, p. 5).
Smith(2005)는 이완텍스트북과 전문실무자들

Relaxation States Inventory: 이하 SRSI)를 개발하

로부터 나온 이완을 기술하는데 사용된 용어

였다. 이 검사 도구의 문항들은 1)졸음, 2)신체

400개 이상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이

적 이완, 3)걱정 철수, 4)심리적 안정, 5)의식

완 경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를 추출하였

명료, 6)즐거움, 7)사랑 받음, 8)신비감, 9)초월

다. 단어들은 신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으로

의 하위영역과 관련된 이완 상태를 측정한다.

구분되었다(Smith, 2007).

현재 국내에서는 방석찬(1998)의 연구에서

첫 번째, 이완 상태는 신체적으로 이완된

SRSI가 번안되어 긴장이완척도라는 이름으로

다. 이 요소에 부하되는 어휘로는 녹아내리

명명되어 사용된 이 후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는(dissolving), 탄력 있는(elastic), 나른한(listless),

않은 채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SRSI는 각

유연한(limp), 가벼운(light), 맑은(liquid), 묵직한

하위 영역들이 하나 또는 세 개의 문항으로

(heavy), 마사지된(massaged), 누그러진(melting),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

움직임이 없는(motionless), 감각적인(sensual), 가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SRSI의 하위

라앉는(sinking), 느슨한(slack), 느린(slow), 두근

영역 중 초월적인 또는 영적인 느낌은 수도적

거리는(throbbing), 간질간질한(tingling), 따뜻한

인 접근을 하는 수행자들이 느낄 수 있는 측

(warm)이 포함된다. 이 중 신체적으로 이완된

면으로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손정

(relaxed), 따뜻한(warm), 묵직한(heavy), 유연한

락, 2011), 일반인에게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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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주어진 상황

수 있다.

에서 이완을 쉽게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완 용이성의 구성개념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이완
능력 척도는 일반 성인들의 이완 용이성 특질

본 연구는 사람들이 일상의 문제를 더욱 효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써 이완 용이성이란

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이완을 사용할 수 있음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

을 측정하기 위해 ‘이완 용이성’ 개념을 제안

을 쉽게 또는 빠르게 이완할 수 있는 능력’을

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완은 크게 생

말한다.

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완 용이성의 신체적 차원과 심리적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신진 대사율, 이산화탄

차원을 각각 단일 요인으로 구조화하여 조작

소 배출량, 심박동수와 호흡수, 산소소모량 등

적으로 정의하였다. 신체적 이완 용이성은 ‘사

이 감소하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며(Jacobson,

람들이 스트레스나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1962/1995). 심리적으로는 불안, 긴장, 우울의

경험하는 다양한 신체적 긴장 및 경직 반응

감소와 평화로운 마음, 안녕감 등이 증가한다

등을 쉽게 또는 빠르게 완화시켜 근긴장 감소,

(박정숙, 1989). 또한, 긴장과 이완은 서로 양

호흡이 느리고 일정해지는 상태와 같은 신체

립할 수 없다(Jacox, 197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으로 편안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정도’를 말

는 이완을 신체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으로 구

한다. 심리적 이완 용이성은 ‘사람들이 스트레

분하였으며, 스트레스, 불안, 긴장에서 벗어난

스나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다

다는 것은 이완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양한 심리적 긴장 및 불안 반응 등을 쉽게 또

보았다.

는 빠르게 완화시켜 편안하고 평화로운 마음

한편 용이성의 사전적 정의는 ‘어렵지 아니

상태로 되돌아가는 정도’를 말한다.

하고 매우 쉬운 성질’을 의미하며, 학술적인
용어로는 주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연구1

태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의 용이성은 ‘개인이 특정한 시스템을 이용
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노력이 적게 들 것

방 법

이라고 인식하는 정도’(Davis, 1989) 또는 ‘육체
적/정신적 노력 없이 특정 기술을 사용할 수

구성개념 도출 및 예비문항개발

있다는 믿음’(정득일, 2017)으로 정의된다. 즉,
개인이 다양한 활동들에 할당할 수 있는 자원

연구자는 이완 능력 척도의 예비문항을 세

이 한정되어 있고, 용이성이 높을수록 더 쉽

가지 과정을 거쳐 개발하였다. 먼저, 본 연구

고 빠르게 특정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에서 정의한 이완 용이성의 이론적 구성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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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신체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의 2

두근거릴 때 빨리 안정되도록 한다.’라고 수정

요인에서 각 15문항씩 총 30개의 예비 문항

하였다. 또한, ‘나는 긴장되더라도 빠르게 긴

을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장을 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편이다’라

완상태를 측정하는 Smith’s Relaxation States

는 문항을 ‘나는 낯선 곳(또는 상황)에서 긴장

Inventory(Smith, 2001)와 The relaxation inventory(Crist,

되더라도 빠르게 긴장을 풀고 내가 원하는 것

Rickard, Prentice-Dunn & Barker, 1989)의 문항들

을 하는 편이다’라고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을 참고하였다. 예를 들어, 이완 상태에서 경

일반인들에게 각 문항의 내용이 이해가되지

험될 수 있는 신체적 반응과 심리적 반응들

않거나 어렵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

(EX. 나는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교 1학년 학생 3명에게 문항의 난이도를 5점

매우 평화롭다 등), 또는 이와 반대로 긴장 상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한 결과 모든 문항들

태에서 경험될 수 있는 신체적 반응과 심리적

이 평균 4점 이상으로 일반인들이 문항을 이

반응들(EX. 심박이 증가하고 있다. 나는 내 모

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든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등)을 나타내
는 표현들을 참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긴장

조사대상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을 완화시키거
나 이완 상태로 되돌아오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전국의 만 20세-69세 사이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17

다음으로 연구자는 예비 문항들의 적절성을

명(남자 109명, 여자 109명)의 설문 응답을 수

평가하기 위해 5명의 심리학 박사 및 박사 과

집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3.92세였고, 범

정생에게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의 적

위는 만 20세에서 69세였다. 이들 중 명상 경

절성을 평정하도록 하고, 각 문항 내용에서

험이 없는 사람은174명(79.8%)이었으며, 나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지 명상 경험이 있는 44명중 명상 경험이 1개

받았다. 전문가의 문항 적절성 평정 결과, 5점

월 미만인 사람은 24명(11%), 1개월 이상 6개

척도 상에 평균 3점미만의 문항들이 없어 모

월 미만인 사람은 10명(4.6%), 6개월 이상 1년

든 예비문항들을 분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

미만인 사람은 4명(1.8%), 1년 이상인 사람은

였다. 다만 몇 개의 문항들의 내용을 전문가

6명(2.8%)이었다.

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다양화하고, 이런

측정도구

상황에서 실제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등의 의견이 있

이완 능력

었다. 이를 반영하여 ‘나는 몸이 긴장되었다고

예비문항 선정과정을 통해 개발된 30개의

느껴질 때 내 몸의 긴장을 빨리 풀고는 한다.’

문항을 사용하였다. 불안이나 긴장을 유발하

라는 문항을 ‘나는 긴장되는 상황에서 가슴이

는 상황에서 신체 및 심리적 불편감을 완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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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정도에 대해 본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중 불안 척도에 해당하는 10문항을 사용하였

응답하도록 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서 매

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SCL-90-R의 요강

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로 구성

에 보고된 불안 척도의 신뢰도는 .85이었다.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41이었다.

이완 상태

신체화

Smith’s Relaxation States Inventory(Smith, 2001)

김광일 등(1984)이 타당화한 간이정신진단검

를 방석찬(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SCL-90-R)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졸음,

신체증상들의 정도를 측정하는 신체화 척도를

신체적 이완, 걱정 철수, 심리적 안정, 의식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5

명료, 즐거움, 사랑받음, 신비감, 초월의 하위

점 리커트 척도이다. SCL-90-R의 요강에 보고

영역을 측정하는 18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된 신체화 척도의 신뢰도는 .72이었다. 본 연

있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긴장이 이완된

구에서의 신뢰도는 .922이었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방석찬(1998)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87로 나타났

주관적 건강 상태

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22이었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 상
태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단일

정서 조절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현재 귀하의 건강 상태

Catanzaro와 Mearns(1990)가 개발한 부정적

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

정서 조절(Negative Mood Regulation: NMR) 척

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나쁘다(1)에서 매우 좋

도를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한국판으로 타

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조

였다.

절에 대한 신념, 정서조절 가능, 정서조절 책
략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문항

분석방법

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이수정과 이훈구
(1997)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78

이완 용이성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해 연구1에서 평행선 분석(Parallel Analysis: 이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17이었다.

하 PA)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불안

Analysis: 이하 EFA)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완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타당화 한

용이성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는 개인이 호소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추가적

는 증상들을 9개 하위 차원에서 측정하는 90

으로 준거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연구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1에서 도출된 요인구조를 바탕으로 연구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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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였다.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추정방법으로 주

CF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 과

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

정은 Jamovi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으며, 하위요인 간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

하였다.

하였으므로 요인의 회전은 사각회전(oblique

Jamovi 프로그램은 SPSS와 SAS 같은 상업용

rotation) 중 Oblimin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의 대안으로 2017년 초부터 호

또한, 적절한 요인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에 있는 University of Newcastle 연구진에

평행선 분석(Parallel Analysis: PA)과 Scree plot을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R 프로그램의 알고리

참조하였다. Timmerman과 Lorenzo-Seva(2011)가

즘에 기초하고 있는 무료 공개(free and open

제시한 PA추정방법은 경험자료의 고유값(eigen

software) 통계 프로그램으로 매뉴얼이 필요 없

value)이 무선자료(random)의 95% 신뢰구간 고

을 정도의 쉬운 분석 환경을 제공하며, 통계

유값보다 큰 상태가 유지되는 수준에서 요인

분석 결과표가 APA 스타일 형태로 제공되기

수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Jamovi 프로그램에

때문에 사용자가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서는 이에 해당하는 Scree plot을 제공한다. PA

있다는 장점이 있다(설현수, 2020). 이외에도

분석에 따른 Scree plot 결과를 살펴보면, 경험

다양한 활용성과 편리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자료의 고유값이 무선자료의 고유값보다 큰

써 본 연구에서는 Jamov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 수는 2개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가 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려했던 바와 같이 2요인이 타당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그림 1 참조).
2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결과 및 논의

요인분석과 문항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하
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였다. 문항 제거 시 다
음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요인

탐색적 요인분석

부하량이 .40 이하인 문항(Hair, Black, Babin,
먼저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당한 자

anderson, & Tatham, 2006), 둘째, 교차계수

료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성 검

(cross-loading)가 .30 이상인 문항 (Fabrigar,

증(test of sphericity)과 KMO의 MSA(measure of

Wegener, MacCallum, & Strahan, 1999), 셋째, 문

sampling adequacy)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항-총점 간 상관(item-total corrlation)이 .40 이하

구형성 지표  =4800(P<.001), MSA=.960으로

인 문항(Kline, 1986)을 다면적으로 고려하여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당한 자료로 나타났다

제거하였다. 추가적으로 척도의 경제성을 고

(양병화, 1998).

려하여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으로 이완 능력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

가능한 적은 수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요인

인하기 위하여 예비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순으로 문항을 선정하였다.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

분석결과, 1요인 문항 6개, 2요인 문항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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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평행선 분석에 따른 Scree Plot

로 총 12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요인분석 결과

완 상태 척도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와 각 요인별 신뢰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이완을 경험하고

문항분석 이후 2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이완 상태는 이완 용이

60.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변량

성과 정적 상관이 있을 수 있다. 분석 결과,

중 30.9%를 설명하는 요인 1은 이완 용이성의

이완 용이성은 이완 상태와 r=.528(p<.001)의

심리적 차원에 해당하는 심리적 이완 용이성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신체적 이완 용이성과

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2는 전체 변량 중 30%

이완 상태는 r=.505(p<.001)의 정적 상관이 나

를 설명하였고 이완 용이성의 신체적 차원에

타났으며, 심리적 이완 용이성과 이완 상태는

해당하는 신체적 이완 용이성으로 나타났다.

r=.474(p<.001)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608에서 .901로
매우 양호하였으며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

준거 타당도

cronbach’s 는 요인 1이 .898, 요인2는 .902로

나타나 좋은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완 능력 척도의 준거로 불

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심리

안, 신체화, 정서조절, 주관적 건강 상태를 선

적 이완 용이성과 신체적 이완 용이성 간 상

정하여 동시 타당도(concurrent validity) 분석을

관은 r=. 716(p<.001)으로 다소 높은 요인 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동시

상관이 나타났다.

타당도는 준거관련 타당도의 한 유형으로 측
정도구와 준거변수(criterion variable) 간의 관계
가 동시에 평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기준

수렴 타당도

변수가 미래사건이면 예측 타당도이고 현재사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

건이면 동시 타당도이다(이학식, 임지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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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계수
하위
요인

요인1
심리적
이완

요인

문항내용

신뢰도

부하량

1. 나는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쉽게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한다.

.684

2. 나는 무엇인가 급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차분히 처리해나간다.

.616

3. 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빠르게 내 마음을 가다듬고는 한다.

.797

4. 나는 당황스럽거나 황당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편이다.

.734

5. 나는 낯선 곳(또는 상황)에서 긴장되더라도 빠르게 긴장을 풀고 내가 원하

.710

.898

는 것을 하는 편이다.

6. 나는 화가 나도 계속해서 분노에 빠져있기 보다는 평상심으로 잘 돌아오는

.901

편이다.

7. 나는 초조하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긴장감에서 쉽게 벗어

.608

나는 편이다.
요인2
신체적
이완

8. 나는 긴장되는 상황에서 가슴이 두근거릴 때 빨리 안정되도록 한다.

.785

9. 나는 불안이나 초조함으로 손이나 발이 떨릴 때 쉽게 진정시킨다.

.716

10. 나는 불안하거나 초조하여 움츠린 몸의 긴장을 빠르게 해소하고는 한다.

.659

11. 나는 스트레스로 가슴이나 어깨, 머리가 경직되면 그것을 쉽게 완화시킨다.

.833

12. 나는 긴장되는 상황에서 몸이 움츠러들면 쉽게 이완시키고는 한다.

.797

요인 1 설명변량(%) / 고유치

30.9 / 2.324

요인 2 설명변량(%) / 고유치

30.0 / 2.366

누적설명변량(%)

60.9

.902

.932

표 2. 관련변인과의 상관분석 결과

이완 용이성

이완

신체적

심리적

이완

용이성

이완

이완

상태

1

***

-.185

.505

***

.474***

.528
***

신체적 이완 용이성

.926

심리적 이완 용이성

.927***

1
.716***

1

불안

신체화

**

-.161

-.151

*

-.191**

정서

주관적

조절

건강상태

*

.545

***

.403

-.167

*

-.130

***

.477

***

.419

.532***

.329***

***

n=277, * p<.05, ** p<.01, *** p<.001

이완 용이성은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긴장이

신체적으로 표현된 신체화와 부적 상관이 나

나 불편감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타날 수 있다. 또한, 정서조절과 주관적 건강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안 또는

상태와는 정적 상관이 나타날 수 있다.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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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의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신체화와

연령은 44세, 범위는 만 20세에서 69세였다.

r=-.161(p<.05)의 부적 상관이 있었지만 그 정

이들 중 명상 경험이 없는 사람은 209명

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 용이

(75.5%)이었으며, 나머지 명상 경험이 있는 68

성의 하위 요인과 신체화의 상관 결과를 살펴

명중 명상경험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44명

보면, 신체적 이완 용이성과 신체화는 r=-.167

(15.9%),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사람은 16

(p<.05)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명(5.8%),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은 5명

심리적 이완 용이성과 신체화는 r=-.130 (p=

(1.8%), 1년 이상인 사람은 3명(1.1%)이었다.

.054)로 부적 상관이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측정도구

이완 용이성과 정서 조절은 r=.545(p<.001)
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 상

이완 능력

태와도 .403(p<.001)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연구 1에서 이완 능력 척도의 최종 문항으
로 선정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나타났다.

신체 자각

연구2

김완석, 심교린(2016)이 개발한 아주신체
자각척도(Ajou Body Awareness Questionnaire;

연구 2에서는 첫째, 연구 1을 통해 결정된

ABA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인의 신

요인과 문항들을 이용하여 다른 표본에서 확

체자각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반응자각,

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

패턴자각, 정서자각, 질병자각의 4요인으로 구

시하여 구성개념타당도 및 교차타당도를 확인

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완 용이성과 관련 있

이다. 김완석, 심교린(2016)의 연구에서 전체

는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준

척도의 신뢰도는 .90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신뢰도는 .939이었다.
긍정 정서

방 법

이은경과 이양희(2006)가 개발한 정서경험척
도에서 긍정 정서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을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9세 이상의 아동을

조사대상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문항의 수준을 고려했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인 277명(남자 137명,

을 때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여자 140명)을 대상으로 연구 1에서 개발된

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정서 하위

이완 능력 척도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평균

요인은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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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트 척도이다. 이은경과 이영희(2006)의 연

형으로 함께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구에서 긍정 정서 신뢰도는 .97이었으며, 대학

제시하였다. 1요인 모형에서 CFI와 TLI는 모두

생을 대상으로 한 조은영과 임정하(2014)의 연

.9 보다 높았으나 RMSEA 지표를 살펴보면 .90

구에서 신뢰도는 .9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

이상으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서의 신뢰도는 .969이었다.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요인 모형은 CFI와
TLI는 모두 .90 보다 높았으며, RMSEA 지표

삶의 만족

또한 .80 이하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적합도

Diener, Emmons, Larsen, Griffin(1985)이 개발

를 보였다. 따라서 2요인 모형이 1요인 모형

한 삶의 만족(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에 비해 더 좋은 모형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

척도를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번역한 것을

로 나타나 2요인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임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자신의 총체적

확인하였다.

인 삶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

추가적으로 Fornell과 Lacker(1981)와 Fornaell,

지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을 측정한다. 또한,

Tellis와 Zinkhan(1982)이 제안한 확인적 요인분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문항의 7

석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926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한 3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뢰
도는 첫째,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사이의 표준

결과 및 논의

화된 요인부하량(λ)이 .50이상, 둘째, 구성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가 .70이상, 셋째, 추
출된 분산평균(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확인적 요인분석

이 .50 이상 되어야 한다. 타당도의 기준은 첫
이완 능력 척도 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

째, 요인부하량(λ)이 유의미하여야 하고, 둘째,

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요인부하량(λ)이 .70 이상, 셋째, 잠재변인의

1에서 이완 능력 척도는 2요인 구조가 적합한

AVE가 잠재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커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요인 간 상관이 다소

야 한다. 하지만 제시한 신뢰도와 타당도의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1요인 모형을 경쟁 모

기준들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김대업, 2008

표 3. 이완 용이성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df

CFI

TLI

RMSEA

2요인

96.6***

53

.981

.976

.054

1요인

180***

54

.944

.932

.09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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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측정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결과
잠재변수

심리적
이완 용이성
(A)

신체적
이완 용이성
(B)

측정변수

표준화 계수

AVE

C.R.

.575

.890

상관계수(상관제곱)

***

문1

.749

문2

.816***

문3

.766***

문4

.776***

문5

.706***

문6

.733***

문7

.728***

문8

.703***

문9

.786***

문10

.828***

문11

.763***

문12

.799***

***
A&B=.809 (.654)

.591

.896

* p<.05, ** p<.01, *** p<.001

재인용).

준거 타당도

모든 문항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50이
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p<.001), 2요인

본 연구에서는 이완 능력 척도의 준거로 신

의 CR은 .70 보다 크며, AVE는 .50 보다 커서

체 자각, 긍정 정서, 삶의 만족을 선정하여 동

좋은 신뢰성을 나타냈다. 반면, 타당도를 살펴

시 타당도(concurrent validity) 분석을 실시하였

보면 모든 요인부하량이 .70 이상으로 유의미

으며,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하였으나 잠재변인의 AVE가 요인 간 상관제

이완 용이성은 이완이 필요한 순간에 대한

곱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1의

자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체적이고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 요인 간 상관이 높게

심리적인 긴장이나 경직 반응 등에 대한 신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구 모형

자각과 정적 상관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

비교 결과를 함께 고려해보았을 때 1요인 모

완 용이성은 몸과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평

형은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

온하고 평화로운 상태로의 변화 가능성이 높

타났기 때문에 2요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음을 의미하므로 긍정 정서, 삶의 만족과 정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 상관이 나타날 수 있다. 분석 결과, 이완
용이성과 신체 자각은 r=. 424(p<.001)의 정
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긍정 정서와는 r=.

- 51 -

한국명상학회지, 제11권 제2호

표 5. 관련변인과의 상관분석 결과
이완

신체적

심리적

신체

긍정

삶의

용이성

이완

이완

자각

정서

만족

***

이완 용이성

1

신체적 이완 용이성

.948***

1

심리적 이완 용이성

.954***

.809***

1

.424

***

.431

.467***

.411***

.368***

.441***

.397***

.450***

.448***

n=277, * p<.05, ** p<.01, *** p<.001

431(p<.001)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삶

다음으로 이완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상관분

의 만족과도 r=. 467(p<.001)의 정적 상관이

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이

나타났다.

완 용이성은 이완 상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이 나타나 수렴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완 용이성이 높은 사람은

전체 논의

이완 상태를 경험하는 정도도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이완 용이

또한, 이완 용이성은 불안과 신체화와 부적

성의 특질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인 이완 능력

상관이 나타났으며, 정서조절과 주관적 건강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이완 관련 문

상태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동시

헌에서 이완에 대한 정의 및 특성을 살펴보고,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이 때, 이완 용이성과

이완 관련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방법들도 함

불안의 부적 상관과 이완 용이성과 신체화와

께 살펴보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완 용이성

의 부적 상관이 매우 낮은 정도로 나타난 결

을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과

과는 이완 용이성이 불안 또는 신체화와 서로

마음을 쉽게 또는 빠르게 이완하는 능력’으로

전혀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으며, 상호 관

정의하였으며, 이완을 크게 신체적 차원과 심

련이 없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긴장이나

리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2요인으로 가정하고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이완 상태로의 변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다.

화를 비교적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과 일

연구 1에서 일반 성인 217명을 대상으로 예

상 생활에서의 불안과 신체화 수준 자체는 관

비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련이 없을 수 있다. 오히려 이완 용이성은 불

연구자가 가정한 2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안과 같은 불편한 감정이나 신체 반응이 일어

났다. 첫 번째 요인은 심리적 차원에 해당하

난 경우 그것을 적응적인 방식으로 조절하는

는 ‘심리적 이완 용이성’으로 명명하였으며,

것과 더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분

두 번째 요인은 신체적 차원에 해당하는 ‘신

석 결과는 이완 용이성이 높을수록 정서 조절

체적 이완 용이성’으로 명명하였다.

능력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높을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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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도 구분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요인분석 결과를 확

연구에서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을 비교한

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함께 고려해보았을 때 2요인 구조를

분석 결과, 1요인 모형은 모형적합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반면 2요인 모형은 CFI=

마지막으로 연구2에서 이완 용이성과 신체

.981, TLI=.976, RMSEA=.054로 모든 기준을

자각, 긍정 정서, 삶의 만족은 정적 상관이 나

만족시켜 2요인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인 것

타나 동시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분석 결과는

으로 나타났다.

이완 용이성이 높은 사람들은 신체를 자각하

추가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의 신뢰도와 타

는 능력 또한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당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 기준은 모두 충

개인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이

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타당도 기준에서 일

용이할수록 긍정 정서 경험도 높을 수 있으며,

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는 연구1과 마찬가지로 두 하위 요인 간 상

을 보여준다.

관이 높아 잠재변인의 AVE가 두 요인 간 상

본 연구는 연구1과 연구2를 통해 이완 능

관계수의 제곱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

력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을 확인하

문이다.

였으며,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실무적 의의를

하지만 이러한 신뢰도와 타당도의 기준들은

가진다.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김대업, 2008 재인용),

첫째, 일반인들의 이완 용이성 특질 수준을

이완의 심리적 차원과 신체적 차원은 개별적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인 것이 아닌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는 부분

이완을 평가할 때 이완과 반대되는 개념(EX.

이 많기 때문에 두 요인간 상관이 높게 나타

불안, 각성 정도)을 측정하거나 개인의 이완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arvey(1998)는 이

상태 정도를 측정하였다. 즉, 결과적인 측면에

완의 수준을 구분하고 이 수준들이 많은 방식

초점을 맞추어 이완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예를

하지만 이완 능력 척도는 개인이 필요한 순간

들어, 깊은 근육 이완은 신경계를 평온하게

에 이완 상태로 쉽게 진입하는 정도를 측정함

할 것이고, 심박률을 낮추고 호흡을 부드럽게

으로써 좀 더 과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하고, 차분한 마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반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적극적인 의미로써

로 우리가 마음에 집중하고 평온하게 하면 더

이완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쉽게 호흡하고 근육 긴장을 풀게 되며 우리는

둘째, 한 연구 분야에서 연구를 촉진하거나

평화로움을 느낀다(손정락, 2012).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신뢰롭

그러나 이완의 심리적 차원과 신체적 차원

고 타당한 척도가 있어야 한다. 이완 능력 척

이 나타나는 양상은 뚜렷하게 구분되며, Smith

도는 이완과 관련된 연구 또는 긴장이나 불안

(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이를 표현하는 어휘들

과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한 척도로써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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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국내에

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서 이완 효과를 측정하는 타당화 된 척도가

둘째, 본 연구는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

거의 없음으로 이완 능력 척도를 활용할 수

의 결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몇 가

있는 범위가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척도

셋째, 이완 능력 척도는 집중명상을 비롯하

개발의 절차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

여 이완 훈련법들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안정

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

성을 확보한 후 타당도 검증을 하는 것이 적

히 집중 명상의 경우 수련을 하는 동안 하나

절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

의 대상에 주의를 지속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선정된 요인과

주의를 조절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수련자가

최종문항이 동일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이

의식적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후의 타당도 검증도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척

힘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훈련의 효과는 일상

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

적인 삶의 장면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예

로 보인다.

를 들어, 불안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을

셋째, 집중 명상이 이완 용이성을 향상시킬

때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집중될 수 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중 명상 또는

는 주의를 조절하여 현재에 하고 있는 일에

집중 명상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이완 용이성

집중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마음의 동요를

을 실제로 향상시키는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방지하고 보다 빠르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완 능력

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집중명상

척도가 적절히 기능하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완

으로 기대한다.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넷째, 이완 용이성은 일반인의 심신건강 증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집중 명상의

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완 용

효과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로써 이완 용

이성이 심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이성를 제안한다.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인다. 이러한 연구는 일반인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인의 이완 용이성 특
질 수준을 파악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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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 tool to evaluate the trait level of ease of
relaxation for general adults, and proposes ease of relaxation as an index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concentration meditation. In Study 1, the ease of relaxation was defined as ‘the ability of people to easily
or quickly relax their body and mind in a necessary situation’. Based on thi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assuming that the relaxation ability scale was a two-factor structure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mens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as expected, the 2-factor structure was found to be
appropriate for the relaxation ability scale. In Study 2, the appropriateness of the two-factor model was
confirmed as a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addition, the relaxation ability scal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ody awareness, positive emotions, and life satisfaction.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relaxation ability scale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Relaxation ability, Relaxation response, Relaxation state, Concentration 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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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띄움, 줄 간격 160%]

연구대상, 측정도구, 절차 등(중고딕

10, 진하게, 양쪽 혼합, 좌측 첫째 칸에서 시작)

[한 줄 띄움, 줄 간격 160%]

연구대상, 측정도구, 절차의 내용(신명조

10, 진하게, 양쪽 혼합, 첫 칸을 띄우고 시작)

[두 줄 띄움, 줄 간격 160%]

결 과(신명조

11, 진하게, 가운데)

[두 줄 띄움, 줄 간격 160%]

결과의 내용(신명조

11, 진하게, 가운데)

표 1. 표제목
(중고딕 9, 보통, 표 제목은 표의 위쪽 좌측에, 제목이 길어서 두 줄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들여쓰기나
내어쓰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

그림 1. 그림제목(중고딕 9, 보통, 그림제목은 그림 아래쪽 가운데)

논 의 (신명조

11, 진하게, 가운데)

[두 줄 띄움, 줄 간격 160%]

참고문헌(신명조

11, 진하게, 가운데)

[한 줄 띄움, 줄 간격 160%]

참고문헌의 내용(신명조

10, 보통, 양쪽 혼합, 문단 첫 줄부터, 여백: 왼쪽 4, 오른쪽 0, 첫째줄: 내어

쓰기, 정렬: 양쪽 혼합)
(예) 장지현, 김완석 (2014). 단기 자비명상이 자비심과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 89-105.
중고딕 10, 보통
(예) Musen, G., & Treisman, A. (1990). Implicit and explicit memory for visual patter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6(1), 127-137.
신명조 10, 이탤릭체
[두 줄 띄움, 줄 간격 160%]

영문제목

(신명조 20, 진하게, 가운데, 페이지를 바꾸어서 시작)

[두 줄 띄움, 줄 간격 160%]

영문 저자명
(신명조 11, 진하게, 가운데, 이름을 성보다 먼저 제시하고 이름과 성 중간에 ‘,’는 넣지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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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소속 (신명조

10, 진하게, 가운데)

[두 줄 띄움, 줄 간격 160%]

영문초록 시작(신명조 9, 보통, 양쪽혼합, 문단모양: 왼쪽 3, 오른쪽 3)
[한 줄 띄움, 줄 간격 160%]

keywords: (신명조 9, 이탤릭체, 양쪽 혼합, 첫 칸을 띄지 않고 시작, 문단모양: 왼쪽 3, 오른쪽3)
[부록이 있을 경우 페이지를 바꾸십시오]

부 록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한 줄 띄움, 줄 간격 160%]

부록의 제목(신명조

10, 진하게, 양쪽 혼합)

[부록이 여러 개인 경우 부록마다 일련번호를 붙임]
부록의 내용(신명조 9, 보통, 양쪽 혼합)

3. 실증연구 논문의 구성
1) 본문 형식은 서론(제목없이),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경험적 연구 논문 본문의 내용
① 서론
- 논문의 목적을 언급하고, 연구나 관찰의 근거를 요약한다.
- 서론에는 논문 자료나 논문의 결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② 방법
- 관찰 대상이나 실험대상자의 선정 방법을 명확히 기술한다.
- 대상자의 연령, 성별, 및 기타 중요한 특징을 기재한다.
- 실험(또는 관찰)방법, 장치, 검사도구나 기구 및 실험 과정은 다른 연구자가 결과를 재

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한다. 잘 알려진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문헌만을 기록
할 수 있다. 출판된 방법이지만 잘 알려지지는 않은 방법인 경우 참고문헌을 달고 짧
게 기술한다.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거나 새롭다고 할 정도로 변형 시켜 사용한 경우에
는 그 방법을 사용한 이유와 그 방법의 한계를 평가해야 한다.
③ 결과
- 연구 결과를 본문, 표, 그림을 이용하여 논리적 순서에 맞게 제시한다. 표나 그림의 자

료 전부를 본문에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한 중요한 소견만 강조하거나 요약
한다.
- 통계 처리된 결과는 통계치, 자유도와 유의확률 P값(p-value)또는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수치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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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논의
- 서론이나 결과 항목에 기술한 연구 자료를 반복하여 서술하지 않는다.
- 논의 항목에는 연구 소견의 의미, 그 의미의 한계, 그리고 장래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

을 포함시킨다.
- 관찰 결과를 다른 유사한 연구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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