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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노인 스트 스 감소를 한 명상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 다. 명상 로그램은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 로그램과 크리야 요가로 구성하 다. 로그램은 노인집단에서 명상집단과 통제집단을 

상으로 스트 스 반응성, 우울, 불안,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사 -사후검사를 통해 효과 검증을 

하 다.  연구결과 노인 스트 스 감소를 한 명상 로그램이 명상집단에서 노인의 불안, 우울, 스트 스 

반응성이 사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 고, 사후검사 결과 집단비교에서도 통제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 명상집단은 삶의 질의 사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 고, 사후검사 결과 통제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따라서 노인 스트 스 감소를 한 명상 로그램이 노인의 불안, 우울, 

스트 스 반응성을 낮추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추후연구를 하

여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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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meditation programs for stress 

reduction in the elderly. Meditation program for elderly stress reduction were made based on 

K-MBSR program and kriya yoga. Study was to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meditation on 

stress reduction in the elderly. The program measured the effectiveness of the stress reduction 

techniques on stress response, depression, anxiety, and quality of life throughout pre-post 

testing in both the meditation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result indicated that.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decreased and QOL increased in meditation group. The results of study 

1 indicate that meditation program for elderly stress reduction effects on reducing stress and 

increasing quality of life. These results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cure mechanism for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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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스트레스 관리 기제로의 명상과 뇌 가소성

최근 속도로 발 한 기능  뇌 상 기술의 발달로 

명상의 효과가 뇌 활성화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 뇌는 충분한 자극만 주어지면 새로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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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1]. 이는 시냅스의 유연성과 신

경발생으로 요약되는 뇌세포가소성으로 볼 수 있다. 명

상 연구에서 뇌의 구조 , 기  변화 그리고 뇌의 

류, 사 인 측면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이를 뒷받침하

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뇌세포재생, 가소성과 

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2-4]. 명상은 마음이 조 자

로 작용하여 뇌에 정  향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 스 유발요인이 무엇이든 뇌와 몸에서 복잡한 

생리화학  반응이 포함된다. 스트 스 반응 체계는 마

음의 상태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을 극명하게 설명

해주고 있다. 한 스트 스의 생물학  회로는 심리  

상태에 민감하다. 스트 스가 몸의 기 과 일반  건강

에 미치는 향은 매우 명백하게 밝 져 있으며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스트 스 처에 한 

방법은 아직까지 보편 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실정

이 아니다.

스트 스 리는 다차원 이고도 포 인 근이 

필수 이다. 명상은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의 미국 국립 보완

체의학센터(National Center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CCAM)가 분류한 5개 범주의 

하나로 임상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노인의 스

트 스 감소 방안으로 생활양식의 변경을 제안하고 있

다[5]. 생활양식 변경에 따른 스트 스의 효율  처는 

스트 스로 인한 질병의 발병과 진행을 상당 부분 조

할 수 있다고 하 다. 명상은 생활양식의 변경과 스트

스의 효율  처에 유용한 행동의학이라 할 수 있

다.

명상은 1970년  이후 인이 직면하는 스트 스 

처에 효율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으면서 명상이 스

트 스성 질환을 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기 를 갖

게 하 다. 특히 이완반응[6][7]. 심장병 반  로그램

[8][9],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 스 감소 로그램[10]

은 명상을 의료장면에 용한 로그램이다.

2. 노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

 의과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

인구 증가와 사회의 고령화로 이어졌다. 특히 국내의 

경우 단기간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계층을 막론하고 보편 으로 노

인문제에 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 시키는 것이 틀

림없다. 노년기에는 신체능력이나 지  능력 하로 인

해서 다양한 과제에 처 능력이 떨어지고 심리  소외

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노년기의 심리

 스트 스는 노인에게 신체․심리 인 반응을 유발

하며, 이러한 스트 스 반응은 신체  질병과정에 향

을 미치는 요 요인이 된다[11-13].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스트 스 요인은 자신의 질병

이나 부상, 배우자의 사망, 퇴직 등 피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한 경미한 생활사건과 일상의 다양한 

생활 스트 스가 의학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노년

기는 이  시기에 비해 충분한 신체 , 심리 , 사회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 스가 질병으

로 이어지거나, 돌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질병에 

한 취약성은 개인차가 있지만 노년기 스트 스는 인

지기능에서 뚜렷하지 않은 기억력  집 력의 감소를 

일으키고, 정서  측면에서 성격과 감정 조 의 미세한 

변화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스트 스를 노

화에 따른 당연한 과정으로 방치하면 결국 인지장애로 

이어지고, 이런 결과는 치매의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2].

재 국내 노년기 스트 스 리 로그램들은 노인

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 이고, 자기 주도 으로 시행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이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학

습하여 지속 으로 훈련이 가능하고, 자신의 스트 스

를 스스로 리할 수 있는 방안이 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생활습 과 신체  한계를 

고려하여 ‘노인을 한 명상 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

과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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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인 스트 스 감소를 한 명상 로

그램을 구성하고 그 과정을 진행하 다. 노인 스트 스 

감소를 한 명상 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상자에게 

연구자가 일주일에 1회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고, 본 

로그램을 숙지한 사회복지사에 의해 주 5일간 50분씩 

반복실습이 이루어졌다. 8주간의 로그램이 시행되었

고, 사 검사와 사후검사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질문과 

상자의 답으로 이루어졌다.

본 로그램은 2007년 3월에 시작하여 5월까지 진행

되었다. 로그램 실시 에 사  검사를 실시하고, 

로그램 종료와 동시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명상집

단과 통제집단의 사  평균 수가 유의한 차이가 없다

고 나타난 경우에는 집단과 시기에 따라 변량분석으로 

자료처리를 하고, 사  평균 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낸 경우에는 사 검사 평균 수를 공변인으로 한 사후

검사 평균 수의 차이를 알아보는 공변량분석과 집단

간 사 -사후 t-검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로그램 진행자는 심리학 공 박사 수료

자로서 마음챙김 명상 문가 과정을 수료한 본 연구의 

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2. 연구대상 

경상북도 ＯＯ시 소재 ＯＯ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

을 상으로 연구하 다. 노인들에게 여가활용을 한 

명상을 소개한다고 알린 후 참가를 희망한 30명을 상

으로 무선 으로 명상집단(남 5, 여 10)과 통제집단(남 

4, 여 11)으로 나 었다. 연구자는 연구 상자를 명상집

단에 15명, 통제집단에 15명으로 나 었다. 명상집단의 

평균연령은 71.66(표 편차는 8.34), 통제집단은 77.46

(표 편차는 4.03)이었다.

3. 프로그램 

노년기는 체력의 하와 인지기능의 감소 그리고, 사

회  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스트 스의 특징은 복합

이고 총체 이다. 즉, 건강상태의 변화, 사회  고립, 

경제  빈곤, 주변의 계인들의 죽음 등과 같은 생활

사건과 일상의 혼란, 그리고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 , 

심리  변화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런 노년기의 스트

스 는 정서 , 인지 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노년기의 스트 스 리를 해 신체 으로는 

근육과 의 움직임을 게 사용하여 몸의 무리를 주

지 않는 범  내에서  움직임을 자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고, 심리 으로는 감정  응을 자제하고, 자신

의 욕구를 조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명상이 스트 스 조 기법으로

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K-MBSR 로그램[14]

의 구성요소를 본 로그램에 주로 사용하 다. 한 

노인들의 신체 활동력을 높이는 동  명상법인 요가를 

결합하여 노인 스트 스 감소를 한 명상 로그램을 

구성하 다.

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기 해 Khalsa의 「Brain 

Longevity」[15]를 심으로 하고 「Meditation as 

Medical」[16]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 다. Khalsa의 

로그램[16]은 뇌의 최 화를 한 로그램을 구성하면

서 식이처방 등을 혼용하여 개인별로 로그램을 용

하 으나 한국의 실정에서는 심리․행동 로그램이 

보조식품과 병행 용할 수 있는 실정이 되지 못하여 

이를 식이처방은 제외하 다. 개개 명상법들이 신체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명상과 요가

가 결합된 복합형의 의료명상이 효과가 크다는 [17]

을 고려하 다. 노인스트 스 감소를 한 명상 로그

램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회기 주제 내용

1 마음과 몸, 그리고 뇌 자애명상 

2 스트레스대처와 뇌의 최적화 마음챙김호흡법

3 신체감각을 통한 마음챙김 보디스캔

4 심신수련과 에너지 강화 신체에너지 활성화법

5 만트라와 대뇌 자극 뇌 자극 증강법

6 손가락과 뇌의 관계 무드라

7 송과선과 멜라토닌 송과선 강화법

8 혈류 증강과 뇌신경 가소성 혈류증강법

표 1. 노인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명상프로그램

4. 측정도구

4.1 스트레스 반응 척도

스트 스 반응 척도[18]는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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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우울, 피로, 좌  등의 7개의 하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 척도는 ‘긴장’이 6개 문항, ‘공격성’이 4개 문

항, ‘신체화’가 3개 문항, ‘분노’가 6개 문항, ‘우울’이 8개 

문항, ‘피로’가 5개 문항, ‘좌 ’이 7개 문항으로 총 39문

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문항을 스트 스 

반응으로 보고 자료처리를 실시하 다. 각 문항은 0

(  그 지 않다)에서 4 (아주 그 다)으로 평가하

는 Likert형 척도로서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에 

한 반응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검사에서 나타난 신

뢰도는 7개의 하 척도의 Cronbarch's α가 .76～.91, 척

도 체의 Cronbarch's α가 .97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

 일치도(Ch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4.2 우울

본 연구에 사용된 Beck의 우울척도는 한국  Beck의 

우울척도(Beck Dr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19]

이다. BDI는 1961년에 개발된 이후 재까지  세계

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21 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

로, 우울증의 인지 , 정서 , 동기 , 신체  증상 역

을 포함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의 인지치료

이론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인지  증상을 강조한다. 

각각의 문항은 0 에서 3 으로 평가되며, 체 수는 

0 에서 63 까지이다. 0-9 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 은 가벼운 우울상태, 16-23 은 한 우울 상

태, 24-63 은 심한 우울상태로 본다. 한국  BDI에서 

정상집단 539명과 우울증집단 171명을 비교한 결과 정

상집단의 평균 수는 13.01(표 편차는 7.77), 우울증 

집단의 평균은 23.81(표 편차는 11.56)으로 나타났으

며, 반분신뢰도는 .886이었다고 보고하 다[19]. 본 연

구에서 내  일치도(Chronbach's α)는 .82이었다.

4.3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

본 연구에 사용된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20]은 불안 검사에 가장 리 사용되는 문항표 검

사들 가운데 하나이다.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Y형은 X

형 검사를 연구하고 리 사용해 본 경험을 토 로 X형 

검사의 문항들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개정

하여 이루어졌다. 특성불안은 스트 스를 경험하는 상

황을 하거나 이 된다고 지각하거나 이 상황에

서 자신의 상태불안 반응들의 강도를 높여서 반응하는 

경향에서의 개인차를 의미한다. 상태불안이란 자율신

경계의 활성화 혹은 흥분 유발에 의한 긴장, 우려,  

 걱정의 주 인 상태이다. 상태 불안의 신뢰도는 

.92, 특성불안의 신뢰도는 .90이었다[21]. 본 연구에서는 

상태 불안의 내  일치도(Chronbach's α)는 .89, 특성불

안의 내  일치도(Ch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4.4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단축형

     (WHOQOL-BREF)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단축형은 세계보건기구

에서 모든 문화권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해 만든 

자기보고식 검사로 국내 표 화[22]가 되어있다. 체 

2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신체  건강 역

(physical health domain), 심리  역(psychological 

domain), 사회  계 역(social relationships 

domain), 환경 역(environment domain)의 4개 하

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는 체문항을 삶의 

질로 보고 자료처리를 실시하 다. 내 일 성을 나타

내주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9이다. 본 연구에

서는 .91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스트 스 반응성, 우울, 불안, 삶의 질에 한 명상 집

단과 통제 집단의 검사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다.

1. 스트레스 반응성

집단과 검사 시기에 따른 이원반복 변량분석 결과, 

검사시기[F(1, 28) = 1.25, n.s]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고, 집단[F(1, 28) = 6.35, p < .05]  집단

과 검사 시기의 상호작용[F(1, 28) = 32.97, p < .001]에

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단순 주효과 분석으로 살

펴보면, 사 검사에서 명상집단과 통제집단에서 평균

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F(1, 28) = .47, 

n.s], 사후검사에서는 두 집단간 평균 수의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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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집단
사전 검사
M(SD)

사후 검사
M(SD)

집  단
F

시  기
F

집단×시기
F

스트레스 
반응성

명상집단 17.13 (14.19)  7.93 ( 7.85) 6.35 *  1.25 32.97 ***

통제집단 20.47 (12.52) 26.67 (14.47)

우울
명상집단 13.60 ( 7.90)  8.20 ( 3.51) 2.52  7.66 ** 19.92 ***

통제집단 13.53 ( 5.89) 14.80 ( 5.86)

상태불안
명상집단 38.47 ( 8.78) 34.87 ( 5.67) 19.69 *** 1.56 19.17 ***

통제집단 45.40 ( 4.40) 47.40 ( 5.29)

특성불안
명상집단 40.87 ( 9.58) 36.80 ( 6.36) 15.52 *** 8.16 ** 16.93 ***

통제집단 47.47 ( 3.94) 48.20 ( 4.35)

삶의 질
명상집단 77.27 (14.92) 83.87 (10.38) 1.91 20.02 *** 10.00 **

통제집단 74.20 ( 9.91) 75.3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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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집단과 검사 시기에 따른 각 변인의 변량분석결과

이가 나타났다[F(1, 28) = 19.41, p < .001]. 명상집단은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평균 수의 유의한 감

소가 나타났고[F(1, 14) = 23.38, p < .01], 통제집단에서

도 사 검사와 사후검사에서 평균 수의 유의한 증가

가 나타났다[F(1, 14) = 10.76, p < .01].

체 으로 살펴보면, 명상집단은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스트 스 반응성이 유의하게 감소되었

고, 통제집단은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스트

스 반응성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사후검사 집단 비교

에서는 명상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스트

스 반응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한 결과를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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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집단과 검사 시기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성의 

평균점수

2. 우울

우울의 집단과 검사 시기에 따른 이원반복 변량분석 

결과, 집단[F(1, 28) = 2.52, n.s]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검사 시기[F(1, 28) = 1.25, p < .01]  

집단과 검사시의 상호작용[F(1, 28) = 19.92, p < .001]

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단순 주효과 분석으로 

살펴보면, 사 검사에서 명상집단과 통제집단에서 평

균 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F(1, 28) = 

.33, n.s], 사후검사에서는 두 집단간 평균 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 28) = 14.01, p < .001]. 명상집단

은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평균 수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고[F(1, 14) = 14.19, p < .01], 통제집단은 

사 검사와 사후검사에서 평균 수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F(1, 14) = 9.12, p < .01].

체 으로 살펴보면, 명상집단은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하 고, 통제집단

은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우울이 유의하게 증

가되었다. 사후검사 집단 비교에서 명상집단이 통제집

단에 비해 유의하게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한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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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집단과 검사 시기에 따른 우울의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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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태불안

집단과 검사 시기에 따른 이원반복 변량분석 결과, 

검사기[F(1, 28) = 1.562, n.s]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

타나지 않고, 집단[F(1, 28) = 19.69, p < .001]  집단과 

검사시의 상호작용[F(1, 28) = 19.17, p < .001]에서 유

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단순 주효과 분석으로 살펴보면, 

사 검사에서 명상집단과 통제집단은 평균 수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1, 28) = 7.47,  p < .05], 사후

검사에서는 두 집단간 평균 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F(1, 28) = 39.21, p < .001]. 명상집단은 사 검사

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평균 수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

났고[F(1, 14) = 13.11, p < .01], 통제집단은 사 검사와 

사후검사에서 평균 수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F(1, 

14) = 6.18, p < .05]. 사 검사 평균 수가 유의한 차이

가 있어, 사 검사 평균 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 조정된 사후검사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명상집단은 사후검사 평균 수가 38.47, 조정

된 사후검사 평균 수가 37.67로 나타났고, 통제집단은 

사후검사 평균 수가 47.40, 조정된 사후검사 평균 수

가 42.59로 나타나 집단간 조정된 사후검사 평균 수에 

4.92의 차이가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사 검사 평균

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1, 27) = 111.73, p < 

.001],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 27) = 24.82, 

p < .001]. 이에 집단차이를 Scheffé 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1, 14) = 4.98, p 

< .001].

체 으로 살펴보면, 명상집단은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상태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하 고, 통제

집단은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상태불안이 유

의하게 증가되었으며, 사후검사 집단 비교에서는 명상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상태불안이 낮게 나

타났다. 이에 한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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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집단과 검사 시기에 따른 상태불안의 평균점수

4. 특성불안

집단과 검사 시기에 따른 이원반복 변량분석 결과, 

집단[F(1, 28) = 15.52, p < .001], 검사시기[F(1, 28) = 

8.16, p < .001]  집단과 검사시의 상호작용[F(1, 28) = 

16.93, p < .001]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살

펴보기 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하 다. 단순 주효과 

분석으로 살펴보면, 사 검사에서 명상집단과 통제집

단에서 평균 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1, 28) = 

6.08, p < .05], 사후검사에서도 두 집단간 평균 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 28) = 32.85, p < .001]. 명

상집단은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평균 수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고[F(1, 14) = 13.62, p < .01], 통

제집단은 사 검사와 사후검사에서 평균 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 14) = 3.65, n.s]. 사 검사 

평균 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어, 사 검사 평균 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조정된 사

후검사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명상집단은 사후검

사 평균 수가 36.80, 조정된 사후검사 평균 수가 

39.22로 나타났고, 통제집단은 사후검사 평균 수가 

48.20, 조정된 사후검사 평균 수가 45.04로 나타나 집

단간 조정된 사후검사 평균 수에 5.82의 차이가 나타

났다. 변량분석 결과 사 검사 평균 수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고[F(1, 27) = 170.08, p < .001], 집단간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F(1, 27) = 50.69, p < .001]. 이에 

집단차이를 Scheffé 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집단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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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나타났다(t(1, 14) = -7.12, p < .001).

체 으로 살펴보면, 명상집단은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특성불안이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통제

집단은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특성불안이 증

가되었다. 사후검사 집단 비교에서 명상집단이 통제집

단에 비해 유의하게 특성불안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한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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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집단과 검사 시기에 따른 특성불안의 평균점수

5. 삶의 질

집단과 검사 시기에 따른 이원반복 변량분석 결과, 

집단[F(1, 28) = 1.91, n.s]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고, 검사 시기[F(1, 28) = 20.02, p < .001]  집단

과 검사시기의 상호작용[F(1, 28) = 10.00, p < .01]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단순 주효과 분석으로 살펴보

면, 사 검사에서는 명상집단과 통제집단에서 평균

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F(1, 28) = .44, 

n.s], 사후검사에서는 두 집단간 평균 수의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F(1, 28) = .4.76, p < .5]. 명상집단은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평균 수의 유의한 증가

가 나타났고[F(1, 14) = 16.00, p < .01], 통제집단에서도 

사 검사와 사후검사에서 평균 수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F(1, 14) = 4.84, p < .05].

체 으로 살펴보면, 명상집단은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삶의 질이 유의하게 증가하 고, 통제집

단도 사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삶의 질이 증가되

었다. 사후검사 집단 비교에서는 명상집단이 통제집단

에 비해 유의하게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한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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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집단과 검사 시기에 따른 삶의 질의 평균점수

Ⅳ. 논의

본 연구의 결과 ‘노인스트 스 감소를 한  명상

로그램’이 노인의 스트 스 반응성, 우울, 불안을 감소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마음챙김 명상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인간은 심리 으로 스트 스라는  상황에 처하면 

생리반응과 더불어 우울과 불안까지 증가하는데 이것

은 보편 인 인간 정서의 문제이다[24]. 그러나 노인들

은 우울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이러한 문제를 은폐하

고 있다[25]. 이러한 과정에 마음챙김 명상은 스트 스 

반응을 일으키는 심리  기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음챙김 명상에서 강조하는 비

단  태도, 인내심, 발심, 자신감, 애쓰지 않은 태도, 

수용, 내려놓기 등의 7가지 태도가 스트 스 상황을 다

르게 해석함으로써 스트 스 반응을 낮출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자신의 

사고에 한 비 단 이고, 탈 심 인 

(decentered view)을 갖게 됨으로써, 우울증의 주요 특

징으로 알려진 반추 인 사고패턴을 되풀이 하지 않아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26],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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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정서를 있는 그 로 완 하게 경험하는 수용능

력과 부정  정서 상태에서도 자신의 의미있는 과업에 

념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므로, 이를 통해 심리  

문제의 공통원인인 회피행동이 감소할 수도 있으며

[27], 마음챙김이 참여자로 하여  기꺼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권유하는 매개로 작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함으로써 생활을 반추하도록 강화하기보다는 

곤란한 일들에 해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경험에 

하여 온순한 태도를 취하여 효과를 얻었을 수도 있다

[28].

본 연구의 결과는 명상을 실천한 사람은 스트 스를 

경감시켜 수명기간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

다[16]는 견해와 일부 일치하며, 명상이 불안을 감소시

키고 우울감이 낮아진다[13]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

다. 국내에서 연구된 K-MBSR 로그램의 효과연구에

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국내 연구 증 마음챙김 

명상을 실시한 일반인과 심신증 환자에게서 불안과 우

울이 감소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14], 학생을 

상으로 한 K-MBSR 로그램에서도 불안과 우울이 유

의하게 감소하고, 부 정서가 감소되는 결과를 보고하

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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