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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신체 및 정서 상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신체 

및 정서 상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간호 

중재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

차설계를 사용하였다.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8월 21일까지 서울 소재 Y 대학병원의 암센터 

외래를 내원하여 암 치료중인 18명의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마음챙김명

상 프로그램을 주1회, 2시간 동안 총 8회기에 걸쳐 제공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중

재 전과 후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한

국형 간이통증척도(Brief Pain Inventory, BPI), 병원불안우울도구(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D), 디스트레스(Distress thermometer), 

삶의 질(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reast Version 4; 

FACT-B)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BM SPSS statistics 20.0 통

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모수적 통계방법인 Fisher’s exact test, Wilcoxon 

Singed-Rank test,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다음은 중재 전·후 차이 값이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차이를 보인 결과이

다.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평균 통증이 

3.44에서 1.78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z=-1.749, p=.080). 통증이 일상생활 방해 정도 요인 중에서 활동, 수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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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즐김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그룹 간 차이를 보였다(z=-1.749, p=.049,  z=-2.030, p=.042, 

z=-2.006, p=.045).

2. 다음은 실험군이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중재 전·후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결과이다. 

 1)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신체 상태로 중재 전·후 Standard 

deviation of the NN interval(SDNN) 값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 높아졌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Z=-1.955, p=.051). 

 2)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정서 상태로 중재 전·후 디스트레

스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z=-1.749, p=.046). 그러나 본 연

구에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불안, 우울, 

기능적 영역을 제외한 다른 삶의 질 영역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지는 않았다

 3)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삶의 질 하부영역 중 기능 웰빙 영

역이 중재 전·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다(z=-2.082, p=.037).  

결론적으로 마음챙김명상이 암 치료중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신체 상태와 디

스트레스를 포함한 정서 상태에 일부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

대로, 외래에서 치료중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중의 디스트레스를 중재하는

데 비약물적 중재 중의 하나로서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되는 말 : 전이성 유방암, 마음챙김명상, 디스트레스, 통증, 심박변이도,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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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유방암은 2012년도 발표한 보건복지부 2010년도 중앙암등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전체 암 발생의 7.1%를 차지하여 6위이며, 여성에게 발생하는 전체 

암 중 갑상선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한국의 여성 유

방암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서구는 60대 발병률이 높은 반면에, 한국 유방

암 환자는 40대인 젊은 나이에 호발하며 양상을 보인다(한국유방암학회, 2013) 

최근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유방암이 발견되고,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호르몬요법 및 표적치료법 등 유방암 표준 치료로 도입되어 적극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유방암의 장기 생존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유방암의 최근 5

년 생존율은 91%이며, 10년 생존률도 60.1%로 보고되고 있다(Jung et al., 

2013). 그러나 전체 유방암 환자 중 처음 진단시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받는 경

우는 5% 미만이지만(정경해, 2009), 2006년도 한국유방암학회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 재발률은 20~30%이고(한국유방암학회, 2013),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중

앙 생존률은 약 2~3년 정도 뿐이며 주로 뼈, 간, 폐, 림프절, 늑막 등에 전이를 

하고 완치가 어렵다(정경해, 2009). 따라서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목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생존기간 증가, 암으로 인한 증상 완화 및 삶의 질 증진

이다(정경해, 2009). 

  진행성 암 환자들은 에너지 저하, 졸리움, 통증을 자주 나타나는 디스트레스 증

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고, 오심, 구토, 수면장애, 저혈압 등 자율

신경기능이 실조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며,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Lobchuk & Degner, 2002; Stone, Kenny, Nolan, & Lawlor, 2012; 채진, 

2013; Lengacher et al., 2012).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치료의 부담감, 죽음에 대한 공포, 존재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

을 겪는다(Mustafa, Carson-Stevens, Gillespie, & Edwards, 2013).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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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치료 방법의 도입으로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은 장기간 항암치료를 받

으면서 오래 생존하고 있지만,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관현 연구는 많지 

않다.(Meisel et al., 2012).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 적용 가능한 여러 

심리중재 방법 중 한가지로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유방암 환자들에게 혈압,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과 관련된 싸이토카인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Carlson, 

Speca, Faris, & Patel, 2007; Tacon, Caldera, & Ronaghan, 2004). 자율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중의 하나로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는 

교감신경기능과 부교감신경기능 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며,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심박동의 역동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심근경색 후 사망률의 예측인자로 고

려된 바 있다(Balanescu, Corlan, Dorobantu, & Gherasim, 2004). 이후 암환

자에서도 최근 일반인에 비해서 폐암환자의 심박변이도가 낮다는 보고되었고(채

진, 2013), 말기암환자에서도 사망 예측인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춘  

보고도 있었다(D. H. Kim et al., 2010). 

  최근 여러 연구에서 조기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음챙김명상을 적용하여, 치료 종

료 후 유방암 생존자의 정서 상태, 삶의 질의 개선을 보여, 암 치료의 신체적, 정

서적 부작용을 덜어줄 수 있는 중재임이 보고되었다(Hoffman et al., 2012; 

Carlson et al., 2013). 국내 연구로는 치료 종료 후 생존자들 혹은 전체 유방암 

환자들에게 시행하여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고(강광순, 2010) 정서적 

측면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연구들이 있었다(장선주, 2013). 그러나 전

이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음챙김명상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이성 유방암 환자로 끊임없이 호르몬치료, 항암치료, 표적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 동안 디스트레스를 중재하기 위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는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치료중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시행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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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현재 치료 중인 전이성 유방암 환

자들의 신체 및 정서 상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

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1)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정서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1)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3)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3)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3. 용어 정의

1) 전이성 유방암

·이론적 정의 : 유방암 Ⅳ기는 목의 림프선, 뼈, 폐, 간 등의 전신 전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국유방암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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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전문의로부터 진단 당시 유방암 Ⅵ기로 진단받거나 

유방암 진단 받아 유방절제술 시행 후 유방암 Ⅵ기로 진단받아 서울소재 3차 의

료기관인 Y대학병원 암센터 외래에서 암 치료 중인 자를 말한다. 

2) 신체 상태

  본 연구에서는 신체 상태는 정량적으로 자율신경기능을 평가한 심박변이도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증으로 정의하였다. 각 세부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심박변이도 

·이론적 정의: 시간에 따른 심장박동의 주기적인 변화를 심박변이도라고 한다

(Heart rate variability, HRV). 심장박동은 교감신경과 자율신경계의 활동에 대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며, 심박변이도의 분석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시간 영역 분석법과 주파수 영역 분석법이다.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FM 5000 PLUS(Medicore Korea) 분석기를 이

용하여 심박변이도(HRV)를 측정하였으며, 스트레스저항도(Standard deviation 

of the NN interval; SDNN), RMSSD(Root Mean Square of Differences 

between Normal R-R Interval), 전체자율신경활성도 (Total power ; TP), 교

감신경활성도(Low Frequency; LF), 부교감신경활성도(High Frequency; HF)

와 LF/HF 비율의 하위 요소로 나타나는 수치를 의미한다(공정현, 2012).

② 통증 

·이론적 정의: 암 자체 또는 암의 진전과 관련된 통증과 암 치료에 의해 부수적

으로 수반되는 통증으로 (Foley, 1985)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면 존재하는 것이

다(McCaffery & Ferrell, 1995).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Yun 등(1999)이 번역한 한국형 간이 통증조사지

(Korean Version of Brief Pain Inventory, BPI-K)를 통해 자가 보고한 점수 

중 평균통증을 의미한다(윤영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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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서 상태

  본 연구에서 정서 상태는 불안, 우울, 디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각 세부 용어정

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불안

·이론적 정의: 불안은 임박한 또는 예상되는 불행에 대해 느끼는 불쾌하고 막연

한 염려를 의미한다(이정균, 2000).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Zigmoind와 Cnaith(1983)가 개발한 도구를 국내

에서 오세만, 민경준, 박두병(1999)이 표준화한 병원 불안-우울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HADS) 도구 중 불안 하부 척도 (HADS-A)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② 우울

·이론적 정의: 객관적 상황과 관계없는 정서의 병리적 현상으로, 슬픈 감정이 심

하고 오래가면서 그런 감정이 가져오는 여건을 넘어선 병적인 것을 의미한다(이

정균, 2000).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Zigmoind와 Cnaith(1983)가 개발한 도구를 국내

에서 오세만, 민경준, 박두병(1999)이 표준화한 병원 불안-우울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 HADS) 도구 중 우울 하부 척도 (HADS-D)로 측

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③ 디스트레스 (Distress)

·이론적 정의: 디스트레스는 암 및 암과 관련된 증상과 치료에 대한 적응 수준을 

낮추는 심리(인지, 행동, 감정), 사회, 영적으로 즐겁지 않은 다요인적인 모든 정

서적 고통을 의미한다(National Cacncer Information Center, 2008;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NCCN), 2013).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디스트레스는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NCCN)이 개발한 도구 Distress Thermometer and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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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PL)의 한국어 번역본을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삶의 질

·이론적 정의: 삶의 질은 신체적 기능, 사회적 기능, 역할 기능, 정신적 기능과 

활력, 통증, 인지기능 같은 개인이 지각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포함한다(Wilson 

& Cleary, 1995).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 

Breast(FACT-B)을 Yoo 등(2005)이 번안한 한국어 번역본을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Yoo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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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에서는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아 치료중인 환자들의 신체 및 정

서 상태와 삶의 질을 파악하고, 이를 중재하는 방법으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그 필요성과 임상에서 유용성을 확인하여 기존의 마음챙김명상 프로그

램들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과정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SEER) 자료에 따르면, 진단시부터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 24.3%는 5년 이상 생존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Howlader, Noone, & 

Krapcho, 2013).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 받은 이후에도 수개월만 생존하는 경우

도 있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 5~10%의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한다고 한다(정경해, 

2009).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여러 임상연구와 치료방법의 발전으로 전이성 병변

을 지니고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져 왔지만(Meisel et al., 2012), 아직까지 완치가 

불가능한 전이성 유방암에 있어서 치료 목표는 생존 기간의 연장, 증상 완화 및 삶

의 질 증진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Chung & Carlson, 2003; 정경해, 2009). 수

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및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피로 등을 포함한 신

체적 정신적 부작용이 적게는 몇 달에서 심지어는 몇 년 동안 지속되게 되며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Ganz, Kwan, Stanton, Bower, & Belin, 2011; Meeske et 

al., 2007). 

예후 인자로는, 병기는 진단시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이며(Mustafa et al., 

2013), 진단 후 재발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재발 후 생존률도 높아지고, 전이 부

위의 수, 내장 침범 유무로 질병 예후를 예측할 수 있고, 전이성 유방암을 진단 

받은 이후 호르몬 수용체와 HER(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2 

과발현 여부는 치료 반응 예측에 중요한 인자이다(정경해, 2009). 과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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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진단받은 환자들일 수록, 수술 후 보조요법을 마쳤던 환자들이 재발한 경

우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생존률이 더 증가하였다고 한다(Chia et al., 

2007). 이는 임상에서 현재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 호르몬치료, 항

HER2요법, 및 항암화학요법 등이 있으며,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호르몬 수용체와 

HER2 과발현 여부 등을 통해 치료에 대한 반응 예측의 중요인자로서 임상에서 

암의 특성에 따라 각 치료방법 순서 및 치료 효과와 예후를 예측하고 독성을 최

소화 하면서 개개인의 맞춤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정경해, 2009). 

2.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신체 상태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지속적인 의학적 치료로 통증, 인지기능저하, 수면장애와

(Palesh et al., 2007), 피로, 디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하며(Mosher et 

al., 2013;Palesh et al., 2007), 병이 말기로 진행될수록 증상이 더 심하다고 한

다(Butler et al., 2003). 자율신경기능을 평가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심박변이도

(Heart Rate Variability, HRV)는 심박동의 역동적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건

강한 사람에서 HRV 의 변화가 복잡하게 나타나지만, 질병 상태나 스트레스 상태

에서는 복잡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장질환 및 정신과 영역에서 

자율신경계의 항상성 조절 메커니즘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신진철, 김락

형, 송범용, & 육태한, 2008;채진, 2013), 심근경색 후 사망률 예측인자로 밝혀

짐에 따라(Balanescu et al., 2004) 당뇨 환자의 자율신경병증(Risk et al., 

2001) 등 임상에서 연구되고 있다. 질병이 진행된 말기 암환자의 경우 자율신경

계 이상이 질병의 진행과 함께 나타낸다는 보고와(Walsh & Nelson, 2002) 말기

암환자에서도 사망 예측인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보고되

고 있다(D. H. Kim et al., 2010). 

최근에는 생행동 연구로 심리적 증상과 연결 지어 임상에서 객관적 지표로 찾

아 볼 수 있는 지표를 찾으려는 연구들이 대두되고 있다. 수면주기, 내분비 활성

화와 심리사회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또 여러 사이토카인과 염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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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들을 통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암의 진행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Eismann, 

Lush, & Sephton, 2010;Sephton & Spiegel, 2003). 그래서 암환자들이 질병 

및 암 치료와 관련되어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인 통증(Schmidt, Hamamoto, 

Simone, & Wilcox, 2010), 수면장애(Cirelli, 2009), 우울(Muller, Myint, & 

Schwarz, 2011)과 같이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임상

적 가능성이 있는 생행동 지표를 찾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Miller, 

Ancoli-Israel, Bower, Capuron, & Irwin, 2008), 불안, 스트레스, 체중증가와 

관련된 바이오 마커로는 코티솔,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등이 있으며, 면역, 수면장

애, 피로와 관련된 것으로는 싸이토카인, 림프구 등 있다고 한다(Payne, 2006). 

이러한 자료는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환자 교육과 증상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Miaskowski & Aouizerat, 2012) 

3.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정서 상태 및 삶의 질

 환자들은 암 치료 과정 동안 질병 뿐 아니라 치료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증상

을 경험하게 된다. 디스트레스란 암과 암 관련 증상 및 치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

는데 저해를 일으키는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불쾌한 정신적 고통이며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2013), 암환자의 디스트

레스는 정상적 반응에서부터 우울, 불안, 공황, 사회적 고립, 실존적 위기와 같은 

심리 사회적 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병리적 상태까지 다양하다(National Cacncer 

Information Center, 2008). 전이성 유방암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에서 환자들은 신체적 증상 부담감, 감정적 디스트레스 신체상 장애, 일상 활동 

장애를 경험한다고 한다(Mosher et al., 2013).

 우울과 같은 정신적 증상이 암을 더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었고(Hamer, 

Chida, & Molloy, 2009;Satin, Linden, & Phillips, 2009), 2010년에는 전이성 

폐암 환자에서 조기 완화 의료 도입이 기존 치료보다 삶의 질을 증가시키고 생존

율을 향상시키다는 무작위 임상연구로 입증되었다(Temel et al., 2010),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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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중재연구가 필요하며 조기중재의 필요성

을 시사하고 있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시행되었던 심리적 중재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정확성, 무기력, 통제력 손실 등을 개선하는 교육중재, 디스트

레스를 감소하고 자아 존중감과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 정신치료, 사고와 감

정과 행동을 옳게 인지하는 인지행동치료, 그리고 환자들끼리의 자가그룹 혹은 전

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는 그룹 중재로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Mustafa et al., 2013).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무작위 임상연구로 심리적 중

재와 관련되니 최근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총 1378명의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임상연구가 총 10개 있었다고 한다(Mustafa et al., 2013). 이 

중에서 6개의 연구를 통해 정신심리 중재의 전반적인 효과가 Odds ration 1.46

으로 1년 생존율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나마 

통증 정도를 약간 개선하고, 일부 정서적 증상 완화와 통증에 있어서 약간의 개선

을 보인다고 한다. 

4. 마음챙김명상  

  1979년 메사추세츠 의과대학병원에서 Kabat-Zinn은 스트레스 완화프로그램으

로 바디스캔(body scan), 히타요가 등을 통합하여 마음챙김명상(Mindfulness - 

based stress reduction; MBSR)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John Kabat-Zinn, 

1990).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은 8주간, 주1회, 2시간 30분씩 호흡마음챙김명상, 

바디스캔, 히타요가, 먹기명상, 걷기 명상 등을 배우고 소감을 나누며, 매일 집에

서 CD를 통해 복습하도록 요구받는다(Kang, 2011; 대한스트레스학회편, 2013). 

마음챙김은 지금 여기 깨어있어 마음을 집중하며 기존의 자신의 인지체계로 판단, 

분석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관찰하며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J. Kabat-Zinn et 

al., 1992;대한스트레스학회 편, 2013). 몸의 감각 알아차림,  호흡 알아차림 훈

련을 통해 일상생활에 마음챙김을 적용하여 다른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르는 대로 

알아차림하고 이를 수용하여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다(대한스트레스학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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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복식호흡을 하게 되고, 이완을 통해 맥박과 혈압이 감소되어(Wallace, 

Benson, & Wilson, 1971) 부교감계 활성화로 졸리움을 느낀다(Rubia, 2009; 

대한스트레스학회 편, 2013). 최근에는 기능MRI를 이용한 연구들을 통해 명상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Chiesa, Calati, & Serretti, 

2011;Holzel et al., 2007). 

  마음챙김명상은 섬유근육통증에 도움을 주고(Lauche, Cramer, Dobos, 

Langhorst, & Schmidt, 2013), 유방암 환자들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

고(Tacon et al., 2004), 활력징후를 안정시키며, 수면의 질 향상, 스트레스 감소 

및 피로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Shapiro, Bootzin, Figueredo, Lopez, & 

Schwartz, 2003; Tacon et al., 2004). 객관적인 지표와 관련하여 지주막하 출

혈로 수술 후 회복환자 13명에게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 심박

변이도의 개선이 보고됐다(Joo et al., 2010). 또한 마음챙김명상이 사이토카인과 

코티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다(Carlson, Speca, Patel, & 

Goodey, 2004; Matchim, Armer, & Stewart, 2011; Witek-Janusek et al., 

2008). 조기 유방암 생존자들이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이후 아침의 코티솔 레벨

의 감소를 보인 연구도 있었다(Matchim et al., 2011), 

  정서 상태 관련하여 여러 무작위 임상연구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대상자들이 불안, 우울, 재발의 공포, 디스트레스 증상, 스트레스, 기분 

장애가 더 낮고, 삶의 질, 수면의 질, 에너지, 신체적 기능이 더 높게 나타났다

(Lengacher et al., 2009;Lengacher et al., 2012;Monti et al., 2006; Shapiro 

et al., 2003; Speca, Carlson, Goodey, & Angen, 2000). 유방암에 있어서는 

2012년에 발표된 조기유방암 1~3기 2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무작위 임상연구

에 따르면 8주간의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시행한 군이 우울, 기분, 유방암과 

내분비적 삶의 질, 안녕감에 있어서 개선을 보여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의학적 

치료의 정서적 신체적 부작용을 장기간 덜어줄 수 있는 중재임이 보고되었다

(Hoffman et al., 2012). 또한 유방암 1~3기 진단받고 생존자 271명을 대상으

로 마음챙김 기반으로 한 암 극복 중재프로그램과 지지적 감정을 표현하는 자조

모임 그룹 치료 중재를 1:1로 무작위로 비교한 연구에서도 지지적 표현 그룹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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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비해서 마음챙김 기반한 암 극복 중재 프로그램이 삶의 질이 증가하여 심

리적 중재 프로그램별로 비교한 연구도 있었다(Carlson et al., 2013). 

  국내 연구로는 유방암 수술 이후 생존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마음챙김명상 프

로그램을 시행하여 스트레스 지각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대처가 줄어들어 유방암 

환자의 스트레스 관리 중재로서 임상적 적용 근거를 확인한 연구가 있었다(강광

순, 2010). 명상프로그램을 유방암 총 42명에게 주1회 1시간씩 8주간 시행한 무

작위 대조군 실험설계를 사용한 국내 연구에서도 명상군에서 불안, 우울이 낮아지

고, 삶의 질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장선주, 2013), 총 18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

상으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종결된 지 10주 후 효과가 일부 지속된 연구도 있

었다(김상대, 2013). 그러나 상기 연구에서 전이성 유방암은 각각 6명과 1명에 

불과하여, 전이성 유방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과정 동안 신체상태, 정서

상태, 삶의 질에 문제가 있음과 이에 대한 중재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정서적 지지 중재방법 중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조기 유방암으로 진행한 연구들이 많으며,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에 많지 않았다. 따라서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마음챙

김명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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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그림 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유방암 진단, 재발, 치료 과정의 진행 동안 겪은 과거의 감정으로 인

한 우울한 정서 상태와, 현재 항암치료를 포함한 암 치료를 받는 여정동안 느끼는 

디스트레스를 심신이론과(Kinney, Rodgers, Nash, & Bray, 2003), Ferrell의 

삶의 질에(Ferrell et al., 1996) 관한 개념적 기틀을 중심하여 마음챙김 명상프

로그램이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지 이론에 근거하여 암 경험을 인지적으로 고찰하고 감정적 경험을 서로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정서적 웰빙에 효과가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Lepore, 

2001) 같은 전이성 유방암 그룹 중재로 시도하였다. 마음챙김명상을 통해 판단하

지 않음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고, 바디스캔을 통해 몸의 불편함을 알아

차림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혀, 복식호흡을 통하여 몸의 이완을 

부교감신경 활성화가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총체적 개

념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중재 효과가 있는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완화목적 암 치료
·호르몬치료
·항암치료
·표적치료
·방사선치료

신체
-HRV, 통증

정신
-불안,우울,디스트레스

전이성 유방암

마음챙김명상

삶의 질
FAC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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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중재 전 중재 중재 후
실험군 E1 X E2
대조군 C1 관찰 및 방문 C2

Ⅳ.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적용하

여 신체 및 정서 상태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

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이용하

였다.<표1> 

표1. 연구 설계

·E1, C1= 사전검사(심박변이도, 통증, 불안, 우울, 디스트레스, 삶의 질)

·E2, C2= 사후검사(심박변이도, 통증, 불안, 우울, 디스트레스, 삶의 질)

·X =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 1회 2시간씩, 주당 1회, 총 8회 실시되는 소그룹 중재 프로그램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 암센터 외래에서 호르몬치료, 항암치료, 표적치료 혹은 

방사선치료 중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 중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스크리닝 검사항목은 따로 없었다. 

 

1) 대상자 선정기준

  (1)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글을 쓰고 이해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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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직학적으로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자 

  (3) ECOG(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기능 상태 지수가 2 이하

이거나 3인 경우 8주간 외래에서 진행되는 명상프로그램을 수행 가능한 자

  (4)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

2) 제외 기준 

  (1) 유방 양성 질환 자

  (2) 1, 2, 3기 유방암 환자로 치료중인 자

  (3) 유방암 진단받은 적이 있는 완치된 생존자

  (4) 5년 이내 유방암 이외의 다른 암을 진단 받은 자

  (5) 시각장애, 청각장애, 연구 참여가 어려운 인지 문제 또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

는 자는 구두로 확인하거나 의무기록을 참조하여 확인하여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표본 크기는 Cohen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른 sample size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 프로그램(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을 이용하여 α=0.05, effect size f=0.25(small), power=0.8 로 표본을 24명

이 요구되나, 탈락율 10%을 고려하여 총 연구 환자는 30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 동의한 총 20명의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1회기 이상 마음챙김명상에  

참여했으며,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 동의한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12명 모집하여 

대조군으로 배정했다. 총 4회기 이상 참석자는 10명, 1~3회기 참석자는  10명이

었다. 1회 이상 참석 이후 참여 의지 변화에 의한 4명, 4회 미만 참석자 6명, 본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중 허리를 다쳐 상해로 인한 기동성 장애 발병으로 2시간 

동안 좌식 명상이 어려웠던 자 1명을 제외하여, 총 4회기 이상 참석한 전이성 유

방암 환자는 9명이며, 이들의 자료를 실험군으로 분석하였다. 대조군으로 동의한 

총 12명 중 본 연구동의 이후 폐 전이가 아닌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 받고, 폐 수

술을 시행한 1명, 추적 조사 거부한 2명을 제외하여, 대조군은 총 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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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대상자 모집 과정 흐름도

Y병원 암센터 외래에서 치료 중인

전이성 유방암 모집 공고 및 연락 (N=72)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확인 

및 본 연구 설명 

연구 참여에 동의 한

실험군 (n=20)

추가적으로 모집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조군 (n=12)

사전 제외 및 거절(n=40)

·유방암 (1~3기)

·지방거주

·어린 자녀 돌봄

탈락사유

·폐암진단         (n= 1)

·추적 설문지 거절 (n= 2)

탈락 및 분석 제외

·1~3회 참석                    (n= 10)

·상해로 인한 기동성 장애 발병   (n=  1)

마음챙김명상 시행군 배정        (n=20)

· 4회기 이상 참석              (n=10)

· 2~3회기 참석                (n= 7)

· 1회기 참석                   (n= 3) 

최종 연구 분석 대상자 총 18명

실헌군(n=9), 대조군(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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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표준범위 의미

시간영역분석

mean

HRV

60~100

cycle/min
평균 심박수를 의미하며 cycle/min이며, 100이상이면 빈맥이고, 60미

만이면 서맥이다.

SDNN 30-60

ms
R-R 간격의 표준편차로서 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활동성을 나

타낸다. SDNN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및 자극에 대한 저항

도가 높고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30 이상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

하며, 20이하는 기능 이상이나 질병의 가능성이 있다. 

RMSSD 18~65

ms
인접 R-R 간격 차이의 제곱 평균의 제곱근으로, 부교감신경의 활동성

을 대변한다. RMSSD 역시 SDNN과 같이 높을수록 건강한 상태를 의

미한다. 높을수록 심기능이 좋은 것이다. 

주파수 영역 분석 

TP 6.7~8.1

(1000~

2000이상)

모든 주파수 영역 (0.004~0.4Hz)의 oscillation power의 합이며(HF, 

LF, VLF등의 합), 자율신경계의 전체적인 활동성과 조절능을 의미한

다. 높을수록 건강한 상태를 나타낸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신체 상태로 심박변이도를 측정하였고, 표준화된 설문지 도구로 통증

을 측정하였다. 정서 상태로서 자가설문보고지를 사용하여 불안, 우울, 디스트레스

와 삶의 질 측정하였고 설문지는 총 115문항으로, 총 소요시간은 20분이었다. 설

문지는 표준화 및 신뢰도, 타당도 검사가 되어 있다.

1) 심박변이도

  본 연구에서 심박변이도 측정은 bFM 5000 PLUS (Medicore, Korea)을 이용

하여 측정 전 5분간 안정을 취하고, 앉은 자세에서 좌우 손목부위와 왼쪽 발목부

위에 각각 측정전극을 부착한 후 5분간 측정하였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실내 온

도를 25~28℃정도로 유지하였고, 조명을 밝게 하고, 외부 자극이 없는 곳에서 진

행하였고, 검사 전 커피 등 카페인 함유 음식은 드시지 않도록 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한 심박변이도 관련 지표들이다(공정현, 2012).<표2>

표2. 심박변이도 표준범위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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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4.7~7.0 0.04~0.15 Hz 영역의 로그 변환 값이며, power 값이며, 표준범위 내

에서 낮을수록 건강하다. 심장에 대한 교감-부교감 신경계의 합동작용

을 나타내나 주로 교감신경계 활동성에 대한 지표이다. 정신적인 스트

레스와 관련이 있으며 피로상태에서 교감신경활성도는 저하하여 생체

에너지 소실을 보여준다. LF 증가시 교감신경계의 항진을 나타낸다. 

HF 3.5~6.8 0.15~0.4 Hz영역의 로그 변환 값이고, 표준범위 내에서 높을수록 건강

한 상태를 의미한다. 주로 호흡 조절에 관련있는 고주파수 성분으로, 심

장에 대한 부교감 신경계 활동에 대한 하나의 지표이다. 부교감신경활성 

성분 전력은 심장의 전기적 안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정상인의 경우 좀처

럼 감소하지 않으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공포, 불안을 겪는 환자나 심장 

질환시 낮게 나타나고, 증가시 부교감신경계의 항진을 나타낸다. 

L F / H F 

ratio
LF와 HF 간의 비로 계산되며, 자율신경계의 전체적인 균형 정도를 반

영한다. 표준범위 1.2~1.8내에서 낮을수록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mean HRV=Heart rate variability, SDNN=Standard deviation of all Normal to Normal 
Intervals, RMSSD=Root Mean Square of Differences between Normal R-R Interval, 
TP=Total Power, LF=Low-Frequency component, HF=High Frequency Oscillation 
poser, LF/HF ratio : LF/HF component ratio

2) 통증

  Brief Pain Inventory(BPI) 는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Symptom 

Research에 있는 Dr Charles Cleeland 등이 개발한 척도로서, 국내에서도 윤영호 

등(1999)이 한국형 간이통증조사지(Korean Version of Brief Pain Inventory, 

BPI-K)로 개발하여, 그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Cleeland & Ryan, 1994; 

Daut, Cleeland, & Flanery, 1983; 윤영호, 1999). 지난 24시간 동안 평균통증 

정도를 0~10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번안도구 윤영호(1999)의 Cronbach’s alpha는 .85였고(Yoo et al., 2005; 윤

영호, 1999),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통증으로 인해 지장을 받는 일상생활 방해척도는 7가지 항목(일반적인 활동, 기분, 

보행, 통상적인 일, 대인관계, 인생을 즐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Serlin, Mendoza, 

Nakamura, Edwards, & Cleeland, 1995), 0~10점 척도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

을수록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래 

Yun(2004) 연구에서 일상생활 방해척도의 Cronbach’s alpha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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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과 우울 

  Zigmond와 Snaith(1983)의 불안 우울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로 측정하였다. 총 14문항(불안 7항목, 우울 7항목)

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한 주간의 불안과 우울에 대한 평가 문항이다. 각 문항

은 0점부터 3점까지 4점의 Likert 척도로 되었으며, 점수는 합산한다. 가능한 총 

점수범위는 불안 0점에서 21점, 우울 0점에서 21점이며, 8점 이상이면 임상적으

로 의미가 있고, 11점 이상이면 정서장애를 의미한다(Zigmond & Snaith, 

1983). 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번안한 도구를 표준화한 연구자에게 구두로 

도구 사용 허락을 구하였다. Oh 등(1999)이 번안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는 불안 .89, 우울 .86이었다(오세만, 민경준, & 박두병, 1999).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는 불안은 .96, 우울은 .88이었다.

4) 디스트레스

  디스트레스는 NCCN에서 개발한 Distress thermometer(DT)인 자가보고도구

로(NCCN, 2013), 한국인 암환자에서 타당성이 확립된 번역본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National Cacncer Information Center, 2008;Shim, Shin, Jeon, & 

Hahm, 2008). 총 2가지 항목으로 첫 번째 항목은 지난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정도를 0점(디스트레스 없음)에서 10점(극도의 디스트레스) 사이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도록 하는 시각적 상사 척도로, 절단점은 4점 이상인 경우 중증의 디스

트레스를 의미한다. 두 번 째 항목은 실질적 영역, 사회/가족영역, 정서적 영역, 

영적/종교적 고민, 신체적 영역의 5가지 영역, 총 35문항으로  지난 일주일간 대

상자가 경험한 증상의 문제 유무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5) 삶의 질 

  삶의 질은 Cella 등(1993)이 개발한 FACT-B(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scales for Breast Cancer)를 Yoo 등(2005)이 한국어로 표준

화된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Cella et al., 1993; Yoo et al., 2005). 

FACT-B는 암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자기보고식 평가도구로, 암환자의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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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에 유방암과 관련된 특수 영역을 평가하는 문항이 추가된 

유방암 삶의 질 측정도구이다.  신체적 웰빙(7문항), 사회/가족 웰빙(7문항), 정

서적 웰빙(6문항), 기능적 웰빙(7문항), 유방암 관련 특화 웰빙(9문항)으로 나누

어져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가 일주일 동안 삶의 질을 어떻게 느꼈는

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며, 0~4점의 Likert척도로, 부정적 문항의 점수는 역으

로 계산하며 합산으로 점수를 환산한다. 가능한 총 점수범위는 0부터 144이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You 등(2005)은 201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로 표준화하여 

FACT-B 한국판 Cronbach's alpha는 .90이었고, 평균 점수는 92.0±22.6로 나

타났다. Trial Outcome Index(TOI)는 신체적 웰빙, 기능적 웰빙, 유방암 특화 

영역 점수의 합산이며(0~96점),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하며, 여러 임상

연구에서 세심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Cortes et al., 2013). 본 연구를 위해 

FACT 공식 웹사이트(www.facit.org)를 통해 사용 허락을 구한 뒤, FACT-B 

Korean version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FACT-B Cronbach's alpha

는 .89였다.

6) 일반적 사항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최종학력, 결혼상태, 직업상태, 경제상태, 

동반질환유무, 명상에 대한 기대여부, 운동유무, 수면시간 등 14개 항목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질병관련 특성으로 전이성 유방암 진단일, 조직병리결과, 전이부위, 

전이성 유방암 진단 이후 치료 내역, 혈액검사 수치 등을 연구자가 의무기록을 통

해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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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작 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프로그램

종료 후

모집 모집공고 ○
실험군 심박변이도 ○ ○

설문지 ○ ○
프로그램평가 ○
마음챙김명상 ○ ○ ○ ○ ○ ○ ○ ○

대조군 심박변이도 ○ ○
설문지 ○ ○

연구자
명상군에 전화 ☎ ☎ ☎ ☎ ☎
명상군에 문자 ○ ○ ○ ○ ○

4.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자료 수집 이전에 해당 병원 연구윤리

심의 위원회의 승인(IRB 승인번호 : 4-2013-0104)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부

록1) 본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필요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과 개인 정보 보호함을 설명하고 연구의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5월 1일에서 2013년 8월 21일까지 환자 모집과 대조군의 

추적 조사까지 포함하여 시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배정은 본 연구에 동의한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 후 추가적으로 

모집된 군을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매 주 1회, 총 2시

간, 8회기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시행 전에 설문지 문항과 임상자료를 수집

하고, 8회기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종료 직후 수집하였다. 대조군은 연구 시작이

후 본 연구 등재되는 순서대로 설문지와 임상자료를 수집하고 7주 이후 외래 진

료 방문일정에 맞춰서 추적 조사를 시행하였다.<표3> 증례기록서와 회수한 설문

지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잠금장치에 보관하였고, 피험자 정보를 접근이 제한

된 컴퓨터에 코드화 하여 저장하여 자료안전모니터링을 수행하였고, 연구 논문이 

인쇄자료로 발표된 후에는 분쇄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표3. 연구 진행 절차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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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 :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①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구성 내용

  본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은 전이성 암환자라는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바닥

에 좌식으로 앉지 아니하고, 의자에 앉아 일주일에 1번씩 매 회기 2시간 동안 

총 8회기 시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마음챙기명상은 바디스캔, 좌식명상, 자애명

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회기 함께 경험하며 익힌다. 바디스캔을 통해 현재 몸

을 바라보며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좌식명상은 복식호흡을 통해 몸을 이완하

도록 한다. 생각, 느낌, 감각을 알아차렸을 때 이를 수용하고 다시 호흡으로 되

돌림을 통해 현재 순간에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며, 부정적인 생

각을 통해 마음의 감정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다

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애명상은 머리 속의 빛을 그래 치유의 빛으로 

그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

원하면서 동시에 남도 잘 되길 기원하는 명상이다. 구체적 내용은 표4에 제시되

었다.

②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강사 및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에서는 마음챙김명상과 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수행중인 박사학위 소

지자인 명상 강사 1인을 초청하여 같은 강사에 의해 8회기 시행하였다. 본 연구

자 는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 마음챙김명상 연구소에서 일반과정과 마음챙김명상 

지도자 2단계 과정을 총 47시간을 수료하며 보조진행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항

암치료중인 암 환자를 6년 이상 돌보며 경력을 갖추었고, 종양내과 코디네이터 간

호사로 근무하고 있어 암 치료중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신체적·정서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③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운영

  본 연구를 시행한 곳은 명상 진행에 필요한 이완반응과 정신집중을 유도하는 조

용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서울 소재 Y대학병원과 연계된 Y대학 간호대학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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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시행하였으며, 20명이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좌식 명상을 할 만큼 충분

히 넓은 공간이었다.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시행 동안에는 불을 끄고 시행하였다. 

  본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은 1회기 진행 후 대상자가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마

음챙김을 경험하도록 명상 CD를 제공하였으며, 매 회기 숙제로 집에서 하루 1번 

이상 CD를 들으면서 명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명상 CD는 바디스캔 

20분, 정좌명상 18분, 자애명상 15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상 강사가 매 회기 

숙제를 통해 집에서도 명상을 하도록 하였고, 다음 회기 때 궁금했던 점, 어려웠

던 점을 한 명씩 확인하여 답변하였다. 집에서도 혼자 독립적으로 명상을 시행하

도록, 또한 매 회기 참석을 격려하기 위해, 연구자가 홀수 회기 시에는 전화를, 짝

수 회기 시에는 문자를 발송했다. 프로그램 진행 중간 힘들 때에는 언제든 쉬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며, 프로그램 전 회기 동안 연구자인 간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환자들의 상태를 돌보았다.   

   본 연구자가 본 프로그램에 관찰자로 함께 참여함으로써, 참여자 중 통증 증상 

악화가 본인의 질병 악화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 문의시 성실히 답하였다. 프로그

램 기간 동안 림프부종으로 인한 팔 저림, 피부에 전이 병변을 가진 환자들의 경

우 진물 증가, 병변의 크기 변화, 냄새 유무 등 피부병변 악화여부 등을 확인하고, 

참가자와 상담하였고, 항암제 약제 반응, 항암치료 부작용 등 임상적으로 의미 있

는 내용은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외래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통증의 

경우 복용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의 돌발성 통증 조절에 대해 재교육을 시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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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회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주제
마음챙김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바디스캔 수용과 평정심 회복하기

통증과 신체적 
불편감 다루기

소요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도입
(10분)

강사소개 집에서 명상 여부 확인
명상 시행시 

어려운 점 확인
집에서 명상 여부 확인

활동
(110분)

휴식
(10분)

·대상자 짝지어서 소개.
·전체 구성원에게 함께 이
야기 나눈 상대에 대해 소개
·마음챙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임하는 7가지 
마음가짐
마음챙김 명상 실습 및 경험 
나누기

·바디스캔 교육
·바디스캔 실습 (10분)
·바디스캔 실습 후 몸의 
감각, 생각, 감정 공유. 불
편한 몸의 느낌을 다루는 
법 배우기. 
·시 낭독 :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기도’ 

·바디스캔 20분
·명상 하다 느껴지는 통
증, 가려움 다루기. 
· 유쾌한 일 있을 때 몸의 
감각 알아차리기
·호흡명상 경험
·호흡명상 후 느낌 공유
·시 낭독 :근심은 알고 나
면 허수아비다, 이외수

·바디스캔 30분
·불쾌한일 있을 때 몸의 
경험 공유. 
·스트레스 상황 서로 공유
·먹기 명상(산딸기)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 
하고 지금 이순간으로 돌아
오는 연습하기
·시 낭독 : 이것 또한 지
나가리라, 랜터 윌슨 스미
스

마무리
(20분) 

마음챙김명상 실습 15분 
이전 명상 실습과 비교 경험

바디스캔 20분 호흡명상 20분 호흡명상 20분

종결 
(10분)

집에서 명상 CD를 들으면서 
매일 연습

유쾌한 일 기록표 숙제 불쾌한 일 기록표 숙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표4.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각 회기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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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주제 생각 버리기 사랑과 자비심 갖기 삶의 의미 발견하기 꿈을 향해 나아가기

소요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도입
(10분)

집에서 명상 시행 확인
한주간 안부

집에서 명상 시행 확인
한주간 안부 

명상 시행시 
어려운 점 확인

집에서 명상 시행 확인
한주간 안부

활동
(110분)

휴식
(10분)

·정좌명상 20분
·스트레스 해소하는 법 공유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하면 서로 이야기 나누기
· 시 낭독 : 여인숙, 잘랄
루딘 루미 

·정좌명상 20분
·자애명상 경험(빛 명상)
·시 낭독 : 우리의 아름다움
 

·호흡명상 30분
·살면서 의미 있었던 일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암과 함께 살아가기

·앞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 
유지 위한 계회 세우기
·익힌 명상 방법 중에 나
에게 가장 잘 맞는 명상은?
·통증을 다루는 방식에 변
화가 생겼는지?
·프로그램 평가 및 인터뷰

마무리 
(20분) 

정좌명상 20분 바디스캔 20분 호흡명상 20분 호흡명상 20분

종결 
(10분)

바디스캔과 정좌명상 숙제 호흡명상과 자애명상 숙제
바디스캔, 호흡명상, 

자애명상 숙제
최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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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조군

  대조군은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시작 이후 본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와 다른 이유로 인하여 하반기에 참석 원하는 환자를 추가적으로 모

집하였으며 그 동안 일반적인 간호를 제공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추적 조사를 마친 

시점에 실험군과 동일한 마음챙김명상 CD를 제공하였고, 본 연구 종료 이후 동일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대조군 중에서 추적 조사를 거절하거나, 본 연구 도중

에 참여 의사가 바뀐 경우 중도 탈락시키고, 명상 CD 제공하였으며, 마음챙김명

상을 원하는 경우 본 연구와는 별개로 연구자가 따로 개별로 명상을 시행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 2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로 

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은 서술적 통계방법으로 실수와 백분

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 시작 전 Baseline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사는 Fisher’s exact 

test와 χ2 test, 연속형 변수는 Mann-Whitney U test를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실험군과 대조군의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전과 후의 우울, 불안, 디스트레스, 

통증, 삶의 질은 Wilcoxon singed-rank test로 분석하였고, 두 집단의 실험 

전·후 변화에 대한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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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험군(n=9)

(n%)
mean±SD

대조군(n=9)
(n%)

mean±SD
χ2/t p

평균 나이 50.22±8.39 54.67±8.80 -1.283 .199

연령(세) 30세이상~40세미만 1(11.1) 1(11.1) 1.715a .813

40세이상~50세미만 3(33.3) 1(11.1)

50세이상~60세미만 4(44.4) 5(55.6)

60세이상~70세미만 1(11.1) 2(22.2)

교육수준 고졸 4(44.4) 5(55.6) .222b 1.000

대졸이상 5(55.6) 4(44.4)

종교 없음 1(11.1) 0(0.0) 4.261a .218
기독교 5(55.5) 2(22.2)
천주교 2(22.2) 6(66.7)
불교 1(11.1) 1(11.1)

Ⅴ.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평균 연령은 52.44±8.74이었으며, 최소 35세에서 최대 67세까지 분포하

고 있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종교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

등학교 졸업 이상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 혹은 동거가 많았고, 주 간호제공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많았다. 월 수입은 실험군의 경우 300~400만원이 4명(44.4%)

으로 가장 많았으나,  대조군은 100만원 미만이 4명(44.4%)을 차지하였고, 경제

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1명씩 있었다. 

  이전의 심신요법 경험에 대해 실험군은 6명, 대조군은 5명이 경험이 있었고, 마

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실험군이 7명

(77.8%), 대조군 6명(66.7) 기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표5>

표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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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입(원) 100만원미만 1(11.1) 4(44.4) 3.523a .325

100-299만원 2(22.2) 2(22.2)

300-499만원 4(44.4) 1(11.1)

500-799만원 2(22.2) 2(22.2)

경제적 부담 매우 부담스럽다 1(11.1) 2(22.2) 2.008a .456

약간 부담스럽다 6(66.7) 3(33.3)

부담스럽지않다 2(22.2) 4(44.4)

결혼상태 미혼 1(11.1) 0(0.0) 1.141a 1.000

기혼/동거 6(66.7) 7(77.8)

이혼/사별 2(22.2) 2(22.2)

동거인†
없음 0(0.0) 2(22.2)

배우자 7(77.8) 6(66.7)

부모 2(22.2) 1(11.1)

자녀 6(66.7) 2(22.2)

주 간 호 제 공
자*†

없음 1(11.1) 1(11.1)

배우자 5(55.6) 4(44.4)

부모 2(22.2) 2(22.2)

형제자매 1(11.1) 2(22.2)

자녀 3(33.3) 1(11.1)

직업 무 1(11.1) 2(22.2) .735a 1.000

주부 7(77.8) 6(66.7

유 1(11.1) 1(11.1)

운동 하지 않음 2(22.2) 2(22.2) 3.506a .267

가끔 함 7(77.8) 4(44.4)

규칙적으로 함 0(0.0) 3(33.3)

이전의 

심신요법

경험유무†

없음 3(33.3) 5(55.6)

명상 1(11.1) 1(11.1)

요가 5(55.6) 2(22.2)

기훈련 1(11.1) 0(0.0)

국선도 0(0.0) 1(11.1)

명상에 대한

기대여부

기대한다 7(77.8) 6(66.7) .735a 1.000

보통 1(11.1) 2(20.0)

기대하지않는다 1(11.1) 1(11.1)

 Mann-Whitney U test, a Fisher’s exact test,, b Pearson 카이제곱
† 중복 동거인, 주 간호제공자, 이전의 심신요법 경험 중복응답이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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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질병치료관련 특성

유방암 치료관련 특성으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연구 당시 전이성 유방암 

환자로 병기는 4기이며, 모두 호르몬치료,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중 암 치료를 전

부 시행 중인 환자들이었다. 전이성 유방암을 진단받고 연구시작 시까지 실험군은 

평균 18.00개월이고, 1년이상 2년 미만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은 평균 

19.33개월로 1년 미만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년 이상 된 경우도 3명이었다. 

전이병변부위 개수는 실험군 평균 2.67개로 이중 폐전이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은 2.44개로  림프절 전이 6명, 뼈전이 5명 순으로 많았다. 동반질환으로

는 고혈압 당뇨, 갑상선기능저하증, 고지혈증, 골다공증이 있었다. 

병리학적 소견으로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Invasive ductal carcinoma가 각각 

8명(88.7%), 6명(66.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실험군에는 mucinous type 1

명, 대조군에는 염증성 유방암 1명, Mixed type 2명이었다. 호르몬 상태와 

HER2상태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4명(44.4%)였으며, 삼중

음성 전이성 유방암은 실험군 1명, 대조군 2명 있었다. 연구 시작시 질병상태는 

실험군의 경우 Stable disease가 4명(44.4%), 대조군은 5명(55.6%)였으며, 연

구 시작시 Progression disease로 항암치료가 바뀐 경우가 실험군 대조군 모두 

2명(22.2%)씩 있었다. 연구 시작 시까지 경험한 완화 목적의 항암치료는 실험군

이 첫 번째 라인이 4명(44.4%), 대조군이 5명(55.6%)로 가장 많았으며, 실험군

의 경우 5번째 라인이 1명 있었다. 완화 목적의 호르몬 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실

험군에는 각각 3명(33.3%)이었고, 대조군은 각각 5명(55.5%), 3명(33.3%)이었

다. 연구 시작 당시 표적치료를 포함한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는 실험군 대조군 모

두 7명(747.8%)이었다. 평균 수면시간은 실험군 6.11시간, 대조군 6.44시간이었

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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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험군(n=9)

(n%)
mean±SD

대조군(n=9)
(n%)

mean±SD
χ2/t p

병기 4기 9(100%) 9(100%)
일상생활수행도 ECOG 0 3(33.3) 4(44.4) 2.193a 1.000

ECOG 1 5(55.6) 4(44.4)
ECOG 2 1(11.1) 0(0.0)
ECOG 3 0(0.0) 1(11.1)

전이성유방암 진단 후 평균시간(월) 18.00±13.01 19.33±16.00 -.354 .723
전이성 유방암 
진단 이후 시간
(년)

       ~1년이하 2(22.2) 5(55.6) 5.539a .085
1년초과~2년이하 6(66.7) 1(11.1)
2년초과~ 1(11.1) 3(33.3)

전이병변부위 갯수 2.67±1.50 2.44±1.33 -.322 .748
전이병변부위*† 뇌 1(11.1) 1(11.1)

폐 5(55.6) 4(44.4)
간 4(44.4) 3(33.3)
뼈 4(44.4) 5(55.6)
림프절 4(44.4) 6(66.7)
흉벽 3(33.3) 3(33.3)
피부 0(0.0) 2(22.2)
흉수 1(11.1) 0(0.0)

조직병리 IDC 8(88.7) 6(66.7) 3.772a .329
Muscinous 1(11.1) 0
Mixed 0 1(11.1)
Inflammatory 0 2(22.2)

Molecular
profile

호르몬 양성 4(44.4) 4(44.4) .642a 1.000
HER2 양성 4(44.4) 3(33.3)
삼중음성 1(11.1) 2(22.2)

연구 시작시
RECIST

R NED 2(22.2) 1(11.1) .904a 1.000
PR 1(11.1) 1(11.1)
SD 4(44.4) 5(55.6)
PD 2(22.2) 2(22.2)

완화적 목적의 항암치료 라인 수 2.11±1.45 1.33±0.87 -1.193 .233
연구시까지 
완화 목적의
항암치료 라인

0 0(0.0) 1(11.1) 1.354a 1.000
1~2 regimen 7(77.8) 7(77.8)
3~5 regimen 2(22.2) 1(11.1)

연구시까지 
완화 목적의
호르몬치료라인

0 6(66.7) 4(44.4) 2.098a .534
1 3(33.3) 3(33.3)
2 0(0.0) 2(22.2)

  표6. 대상자의 질병치료관련 특성

(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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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까지 
완화 목적의
전이병변부위
방사선치료

0 6(66.7) 6(66.7) 1.214a 1.000
1 3(33.3) 2(22.2)
3 0(0.0) 1(11.1)

완화목적의 
수술 시행여부

0 6(66.7) 6(66.7) 1.214a 1.000
1 3(33.3) 2(22.2)
2 0(0.0) 1(11.1)

연구시작시
치료

호르몬치료 2(22.2) 0(0.0) 3.264a .224
항암치료 7(77.8) 7(77.8)
방사선치료 0(0.0) 2(22.2)

동반질환여부† None 5(55.6) 6(66.7)
HTN 0(0.0) 3(33.3)
DM 1(11.1) 1(11.1))
Thyroid 3(33.3) 1(11.1)
Hyperlipidemia 1(11.1) 0(0.0)
Osteoporosis 2(22.2) 2(22.2)

평균 수면 시간 6.11±1.45 6.44±2.51 -.635 .526
Mann-Whitney test, aFisher’s exact test, †다중응답
·ECOG=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scale performance status. 0=정상 활동 
능력, 1=증상이 있으나 거동할 수 있음, 2=50%이상의 시간을 거동할 수 있음, 3=50%이하의 
시간을 거동할 수 있음, HER=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R=estrogen 
receptor, PR=progesterone receptor, 호르몬 양성= HER2가 음성이고, ER 혹은 PR 
양성인 유방암, HER2양성=ER, PR과 관계 없이 HER2가 양성인 유방암, 삼중음성=ER, PR, 
HER2 모두 음성인 유방암.
·RECIST=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s, R NED = Radiological no 
evidence of disease, PR=Partial response, SD=Stablel disease, PD=Progression 
disease, IDC = Invasive ductal carcinoma, Mucinous=Mucinous carcinoma, Mixed 
type=Invasive ductal carcinoma with extensive squamous differentiation, Inflammatory 
= Inflammatory breast cancer

2. 대상자의 동질성검정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질병관련 특성 및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Fisher’s exact test와 Mann- 

Whitney U test를 이용해 비교한 결과, 통증이 수면에 방해를 주는 정도를 제외

하고는, 일반적 특성, 질병치료관련 특성 및 종속변수의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수면의 경우 실험군이 

4.44, 대조군이 1.78로 실험군이 통증으로 인한 수면 방해가 심하여 동질성이 확

보되지 못하였다(p=.044). 심박변이도의 경우 ECOG 3인 대상자 1명을 포함하

여 대조군에서 3명은 측정을 원하지 않아, 총 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표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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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실험군(n=9)
mean±SD

대조군(n=6)
mean±SD

총(n=15)
mean±SD Z p

신체상태

-HRV

Mean HRT(bpm) 83.89±13.33 100.83±33.47 90.67±23.99 -.947 .344
SDNN(ms) 24.84±8.23 59.95±63.40 38.89±42.32 -1.003 .316
RMSSD(ms) 17.47±6.85 22.62±15.54 19.53±10.95 -.590 .555
Tp (ms2) 491.68±467.28 3167.80±5984.39 1562.13±3841.44 -1.179 .239
LF (ms2) 120.26±79.92 310.98±380.08 196.55±254.16 -.471 .637
HF (ms2) 72.37±87.06 80.42±81.61 75.59±82.01 -.236 .814
LF/HF 3.68±2.62 4.00±1.64 3.81±2.22 -.354 .724

Mann-Whitney U test                                                                    *p<.10, **p<..05·mean 
·HRV=Heart rate variability, SDNN=Standard deviation of all Normal to Normal Intervals, RMSSD=Root Mean Square of 
Differences between Normal R-R Interval, TP=Total Power, LF=Low-Frequency component, HF=High Frequency Oscillation 

poser, LF/HF ratio : LF/HF component ratio

표7.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표 계속)                                                                                        (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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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응답가능
점수범위

실험군(n=9)
mean±SD

대조군(n=9)
mean±SD

총(n=18)
mean±SD Z p

신체상태

-통증

평균 통증 0-10 3.44±1.74 1.78±1.99 2.61±2.00 -1.687  .092* 
활동 0-10 4.11±1.90 2.22±2.22 3.17±2.23 -1.781  .075* 
기분 0-10 4.00±2.18 2.44±2.60 3.22±2.46 -1.426 .154
보행 0-10 3.78±2.44 2.67±2.60 3.22±2.51 -.937 .349
통상적인 일 0-10 4.67±2.24 2.67±2.60 3.67±2.57 -1.651  .099* 
대인관계 0-10 3.22±2.28 2.22±2.44 2.7±2.3 -.989 .322
수면 0-10 4.44±2.55 1.78±1.92 3.1±2.6 -2.011   .044** 
인생즐김 0-10 4.33±2.50 2.22±2.44 3.3±2.6 -1.740  .082* 

정서상태

-불안우울

HADS-A 0-21 8.67±3.35 7.11±6.39 7.89±5.02 -1.067 .286
HADS-D 0-21 10.44±1.94 7.44±5.94 8.94±4.56 -1.195 .232

정서상태

-Distress

DT 0-10 4.89±2.52 4.2±2.7 4.56±2.57 -.493 .622
DT 가지수 0-35 14.44±6.15 11.44±7.45 12.94±6.80 -.972 .331

삶의 질 FACT-B 0-144 73.20±19.81 85.60±24.01 79.40±22.29 -.927 .354
TOI 0-92 44.22±12.25 55.00±20.28 49.61±17.17 -1.281 .200

신체적 웰빙 0-28 16.11±6.58 20.89±7.72 18.50±7.38 -1.415 .157
사회/가족 웰빙 0-28 13.64±5.48 14.60±4.97 14.12±5.10 -.486 .627
정서적 웰빙 0-24 15.33±3.87 16.00±5.10 15.67±4.41 -.799 .424
기능적 웰빙 0-28 10.56±5.70 15.56±9.00 13.06±7.75 -1.372 .170
유방암 특화 웰빙 0-36 17.56±4.07 18.56±7.20 18.06±5.69 -.356 .722

Mann-Whitney U test                                                                             *p<.10, **p<..05

                                                                                                   (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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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의 효과

  마음챙김명상이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신체상태, 정서상태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중재 전, 중재 직후 종속변수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1)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신체 상태에 미치는 효과

①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의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효과 

  중재 전 실험군의 모든 심박변이도 영역의 수치가 대조군에 비해서 낮았다. 실

험군의 SNDD은 마음챙김명상 실시 전 24.48에서 실험 후 53.93, RMSSD도 중

재 전 17.47에서 중재 후 28.21로 향상하였으나 각각 통계적으로 의미 있지는 

않았다.(p=.051, p=.086) 대조군 역시 중재 전·후 모든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지는 않았다.<표8>

② 통증에 미치는 효과

  실험군의 평균 통증 점수는 중재 전 3.44에서 중재 후 3.11로 통증 정도가 줄

어들었으나, 대조군은 1.78점에서 연구 후 3.11로 평균 통증 정도가 증가하였다. 

두 집단의 실험 전·후 차이에 대해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증상이 경감되는 경향성은 보였다.(z=-1.749, 

p=.080)<표9>

  통증이 일상생활에 방해하는 정도는 실험 전 7가지 요인 모두 대조군 보다 실

험군이 높았고, 중재 후 모든 영역에서 실험군은 방해정도가 경감된 반면, 대조군

의 방해정도가 더 심해졌다. 두 집간의 중재 전·후 차이 값에 대해 Mann- 

Whitney U test 시행 결과, 통증이 활동, 수면, 인생즐김에 방해 주는 정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49, p=.042, p=045), 기분에 방해 주는 정

도가 그룹간 차이의 경향성을 보였다(p=.054). 이는 대조군에서 통증이 활동, 기

분, 인생즐김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중재 전·후 부정적으로 증가하였고(p=.058, 

p=.042, p=.089), 반면에 실험군은 중재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

나 증상이 경감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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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변이도 그룹
중재 전 중재 후 

Z p
전·후 차이

 Z p
Median± Median±SD Mean±SD

mean HRT 실험군(n=9) 83.89±13.33 90.67±32.47 -.119c .906 6.78±24.49 -767 .443

대조군(n=6)† 100.83±33.47 109.50±61.28 -.943c .345 8.67±37.71

SDNN (ms) 실험군(n=9) 24.84±8.23 53.93±66.93 -1.955c  .051* 29.09±67.75 -1.061 .289 

대조군(n=6)† 59.95±63.40 112.15±60.21 -1.572c .116 52.20±76.57 

RMSSD (ms) 실험군(n=9) 17.47±6.85 28.21±21.68 -1.718c  .086* 10.74±16.97 -1.650  .099* 

대조군(n=6)† 120.26±79.92 246.62±543.34 -.889c .374 126.37±562.16

Tp (msec2) 실험군(n=9) 491.68±467.28 2288.64±4178.42 -1.244c .214 1797.97±4266.18 -1.179 .239 

대조군(n=6)† 3167.80±5984.39 6566.05±4244.84 -1.363c .173 3398.25±7068.63 

LF(msec2) 실험군(n=9) 120.26±79.92 246.62±543.34 -.889c .374 126.37±562.16 -1.650  .099* 

대조군(n=6)† 310.98±380.08 1390.13±1372.51 -1.782c  .075*  1079.15±1569.97

HF(msec2) 실험군(n=9) 72.37±87.06 326.49±413.39 -1.481c .139 254.12±380.68 -.589 .556 

대조군(n=6)† 80.42±81.60 440.40±455.06 -1.782c  .075* 359.98±470.73 

LF/HF 실험군(n=9) 3.68±2.62 3.27±2.92 -.059c .953 -.41±3.28 -.118 .906 

대조군(n=6)† 4.00±1.64 3.67±1.37 -.315c .752 -.33±2.22 
cWilcoxon signed-rank test, Mann-Whitney U test                                                              *p<.10, **p<..05
* HRV=heart rate variability, SDNN=standard deviation normal to normal, RMSSD=square root of the mean of sum of the square of 
differences between adjacent NN intervals,LF=lower frequency, HF=Hight Frequency, LF/HF ratio=LF/HF component ratio
†대조군 중 3명은 심박변이도 측정 거부하여 총 6명으로 분석함

표8.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체상태 효과

(표 계속)                                                                                           (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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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그룹
중재 전 중재 후 

Z p
전·후 차이

 Z p
Median±SD Median±SD Mean±SD

평균통증 실험군(n=9) 3.44±1.74 3.11±2.09 -.775c .439 -.33±2.00 -1.749  .080*

대조군(n=9) 1.78±1.99 3.11±2.57 -1.510c .131 1.33±2.50

활동 실험군(n=9) 4.11±1.90 3.33±3.61 -.704c .481 -.78±2.95 -1.965   .049**

대조군(n=9) 2.22±2.12 3.67±2.87 -1.897c  .058* 1.44±.1.94

기분 실험군(n=9) 4.00±2.18 3.67±3.28 -.426c .670 -.33±2.12 -1.929  .054* 

대조군(n=9) 2.44±2.60 3.89±2.80 -2.032c   .042** 1.44±.1.59

보행 실험군(n=9) 3.78±2.44 3.44±3.40 -.359c .719 -.33±2.55 -0.807 .419 

대조군(n=9) 2.67±2.60 3.00±2.83 -.677c .498 -.33±.1.94

통상적인일 실험군(n=9) 4.67±2.24 4.89±2.89 -.345c .730 .22±2.05 -0.630 .529 

대조군(n=9) 2.67±2.60 3.44±3.00 -.863c .388 .78±2.82

대인관계 실험군(n=9) 3.22±2.28 3.11±3.18 -.574c .566 -.11±2.32 -0.717 .473 

대조군(n=9) 2.22±2.44 2.78±2.73 -.680c .496 .56±2.46

수면 실험군(n=9) 4.44±2.55 3.67±2.74 -1.08c .280 -.78±2.05 -2.030  .042* 

대조군(n=9) 1.78±1.92 2.89±2.47 -1.403c .161 1.11±2.09

인생즐김 실험군(n=9) 4.33±2.50 3.44±3.13 -1.129c .259 -.89±2.76 -2.006  .045*

대조군(n=9) 2.22±2.44 3.67±3.04 -1.703c  .089* 1.44±2.19
 cWilcoxon signed-rank test, Mann-Whitney U test                                                             *p<.10, **p<..05 

                                                                                                (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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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정서 상태에 미치는 효과

① 불안에 미치는 효과

  실험군의 불안 점수는 중재 전 8.67에서 중재 후 8.11로 낮아졌으며, 대조군은 

중재 전 7.11에서 중재 후 6.78로 낮아져서, 두 집단의 중재 전·후 변화 값에 

대해  Mann-Whitney U test 시행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532). 

② 우울에 미치는 효과

  실험군의 우울 점수는 중재 전 10.44에서 중재 후 9.44로 낮아졌고, 대조군도 

중재 전 7.44에서 중재 후 7.33로 낮아져서, 두 집단의 중재 전·후 변화에 대해  

Mann-Whitney U test 시행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720).

③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실험군의 중재 전·후 디스트레스 점수는 Wilcoxon signed-rank test 시행 결과 

중재 전 4.89에서 중재 후 3.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z=-1.992, 

p=.046). 대조군도 4.22에서 실험 후 3.78로 디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고(p=.527), 두 집단의 실험 전·후 변화에 대해 Mann- Whitney U test 

시행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420) 

3)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실험 전 삶의 질의 모든 영역 실험군의 삶의 질 점수가 대조군보다 낮았다. 실

험군의 FACT-B의 경우 중재 전 73.20에서 중재 후 77.56으로 증가하였고, 대

조군의 경우 중재 전 85.60에서 중재 후 86.66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

지는 않았다. 삶의 질 하부 영역 중 중재 전·후 차이 값에 대해 두 군간 통계적

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험군에 있어서 중재 전·후로 

기능적 웰빙 영역이 중재 전 10.56에서 중재 후 13.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37). 실험군의 경우 중재 전·후로 감소한 영역은 정서적 웰빙

과 유방암 특화 웰빙 영역이며, 대조군은 사회/가족웰빙, 기능적 웰빙 영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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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그룹
중재 전 중재 후

Z p
전·후 차이

Z p
Mean±SD Mean±SD Mean±SD

불안 실험군(n=9) 8.67±3.35 8.11±3.82 -.431c .667 -0.56±2.55 -.626 .532

대조군(n=9) 7.11±6.39 6.78±6.59 -1.127c .260 -0.33±4.18 
우울 실험군(n=9) 10.44±1.94 9.44 ±3.13 -1.476c .140 -1.00±1.80 -.358 .720 

대조군(n=9) 7.44±5.94 7.33 ±5.92 -.254c .799 -0.11±4.94 　 　
DT 실험군(n=9) 4.89±2.52 3.56 ±2.46 -1.992c   .046** -1.33±1.65 -.806 .420 

대조군(n=9) 4.22±2.73 3.78 ±2.54 -.632c .527 -0.44±2.19 
DT가지수 실험군(n=9) 14.44±6.15 12.22±6.85 -1.256c .209 -2.22±4.89 -.178 .859 

대조군(n=9) 11.44±7.45 9.33 ±8.06 -1.008c .314 -2.11±6.68 
cWilcoxon signed-rank test, Mann-Whitney U test, DT= Distress                                 *p<.10, **p<..05 

표 9. 실험군과 대조군의 정서 상태 효과

                                                                                               (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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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그룹
중재 전 중재 후 

Z p
전·후 차이

Z p
Median±SD Median±SD Mean±SD

FACT-B 실험군(n=9) 73.20±19.81 77.56±23.54 -.533c .594 4.36±14.35 -.353 .724

대조군(n=9) 85.60±24.01 86.66±24.81 -.652c .515 1.06±18.46

TOI-B 실험군(n=9) 44.22±12.25 47.67±16.73 -.593c .553 3.44±12.07 -.310 .757

대조군(n=9) 55.00±20.28 55.78±20.25 -.771c .440 0.78±13.75

신체적 웰빙 실험군(n=9) 16.11±6.58 16.44±8.90 -.070c .944 0.33±6.46 -.133 .894

대조군(n=9) 20.89±7.72 21.33±6.22 .000c 1.000 0.44±4.61

사회/가족웰빙 실험군(n=9) 13.64±5.48 15.44±4.27 -1.439c .150 1.80±3.34 -1.376 .169

대조군(n=9) 14.60±4.97 14.21±6.29 -.509c .611 -0.39±2.80

정서적 웰빙 실험군(n=9) 15.33±3.87 14.44±5.36 -.483c .629 -0.89±3.37 -.402 .688

대조군(n=9) 16.00±5.10 16.67±4.92 -.172c .863 0.67±5.55

기능적 웰빙 실험군(n=9) 10.56±5.70 13.89±4.83 -2.082c   .037** 3.33±3.57 -1.356 .175

대조군(n=9) 15.56±9.00 14.89±8.02 -.781c .435 -0.67±7.28

유방암 특화 웰빙 실험군(n=9) 17.56±4.07 17.33±6.00 -.561c .574 -0.22±5.67 -.579 .563

대조군(n=9) 18.56±7.20 19.56±8.31 -.704c .482 1.00±5.52
cWilcoxon signed-rank test, Mann-Whitney U test                                                         *p<.10, **p<..05 

표 10. 실험군과 대조군의 삶의 질 효과

                                                                                                  (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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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후 추가분석

  마음챙김명상 8회기 마지막 시간에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가자들끼리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실험군과 중도 탈락군을 대상으로 사후 설문지와 인터

뷰에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 주관적인 느낀 점, 운영에 대해 제안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1) 참가자가 기술한 마음챙김명상의 효과

  신체 상태에 있어서 실험군 9명의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치료받는 동안 수면

장애를 호소하였고, 본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표

현하였다. 정서 상태에 있어서 평안, 위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

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화, 짜증의 부정적인 단어에서 기쁨과 감사의 긍정적인 단

어로 변화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표11> 본 프로그램을 3회 이하만 참석하여 

중도 탈락한 경우에도 추가분석 한 결과, 도움이 된 경우는 잠은 조금 더 잘 자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참석자들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2) 참가자가 제시한 추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제언

  본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참가한 대상자들 중에 특별히 불편했던 점은 없었다

고 한다. 4회 이상 참석한 대상자들은 집에서 CD들으면서 명상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표현하였다. 대상자들의 추후 프로그램을 위한 접근성, 구조, 운영 관련 제

안으로는 다음과 같다.<표12>

  본 프로그램을 3회 이하만 참석하여 중도 탈락한 경우에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증상으로 명상에 참석하기가 어려웠고, 다리 불편

감으로 2시간이 조금 길다고 호소한 경우가 있었다. 접근성으로는 집과 병원의 거

리상의 문제 혹은 시간이 맞지 않거나,  직장에 다니는 경우 8번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기타 1회기 참석 후 참석 의지 변경 사유로는“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종교적인 차이를 약간 느꼈다”는 선호도와 맞지 않는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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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키워드 대상자 진술문

신체

상태

통증
“원래 진통제를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명상을 하고 가면 통증

이 조금 덜해요”(M4).

수면

“무엇보다 잠을 훨씬 더 잘 자게 되었고, 꿈을 안꿔요.”(M2)

“원래 수면제를 먹었었는데 수면제 먹는 횟수가 줄었다”(M11) 

“잠자기 전에 명상CD를 들으면서 명상을 해서 그런지, 명상 때문에 매

주 병원과 집을 오가서 그런지 몰라도 수면 전에 마음이 평온해지고 잠

들기가 쉬워졌고 푹 잘 잤어요.”(M5, M8) 

정서

상태

평안

“화가 나거나 짜증이 있을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더   고

요하게 지내는 삶에 도움이 되었다.”(M9)

“마음 불안함과 두려움이 많이 가셨다”.(M5)

“마음챙김 통해 좀 더 편안한 마음에 도움이 되었다.”(M1,M3,M7)

“병에 대한 마음을 멀리 놓고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M6)

위로

친밀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쳤을 때 명상시간을 통해, 환우들을 만나면

서 큰 위안이 되었다.”(M5, M8)

“같은 고통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감을 갖는 것이 친밀

해서 좋았다.”(M12, O1)

“주치의도 그렇고, 이렇게 나를 위해 누군가 내 조력자가 있다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O1)

기쁨

감사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빌 때 내 마음에 기쁨을 느낀다.”(M4)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M8) 집에서 딸이 엄마가 요새 좀 착해진 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기쁘다.”(M3)

“마음이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고 암환자라는 것을 잊게 해줘서 좋았다. 

병원 측 배려에 감사드린다.”(M4)
M : 마음챙김명상 참가자, O : 중도 탈락자

종류 대상자 진술문

접근성 “암환자들의 특성상 정서적지지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있었으

면 좋겠다”(M3,M4,M5,M6)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는 날 시간 날 때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이 다양한 시간대에 있었으면 좋겠다”(M8, O1, O3) 

구조 “공기 좋은 산속에서 명상을 하면 좋겠다”(M1)

운영 “연령대 별로 참여 가능한 다양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M9, O5)

“가족과 함께 하는 명상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다(M7)”

“환자들끼리 이야기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M8)

 표 11. 참가자가 기술한 마음챙김명상의 효과

 

표12. 참가자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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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에서는 조기유방암에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이를 토대로 전이성 유방암에서도 임상에서 

적용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조기 완화중재 

법으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8주간 적용하여 신체 상태, 정서 상태, 및 삶의 

질에 미친 효과를 논해보고자 한다. 

1. 마음챙김명상이 신체상태에 미치는 효과  

1) 마음챙김명상이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로 임상에서 신체기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자율신

경계 변화의 객관적 평가도구인 심박변이도를 측정하였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심박변이도에 있어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SDNN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는 아마도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 심박변이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실험군은 9명 전원이 측정한 반면에, 대조군에 

ECOG 3인 대상자를 포함하여 항암제를 투여 중인 총 3명이 측정을 원하지 않아 

6명만 분석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SDNN은 30이하에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고 20이하는 기능이상이나 질

병가능성을 시하는 점수인데, 본 실험군의 중재 전 SDNN 24.84로, 스트레스 관

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임을 알 수 있었고, 중재 후 53.93으로 정상 범위로 회복되

었다. 호스피스 대상자인 말기암환자에서 심박변이도를 통해 생존률을 예측 가능

성을 알아보고자 한 Kim(2010)의 연구에 따르면 말기암 환자에 있어서 SDNN이 

21.3미만인 경우가 그 이상인 경우보다 생존률이 낮다고 보고한 연구(D. H. Kim 

et al., 2010)에 비추어 볼 때, 본 실험군이 마음챙김명상 중재 후 SDNN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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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범위로 회복되어 스트레스 저항에 대한 탄력 정도가 증가하였고, 자율신경기

능 개선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이며, 비록 본 연구의 참여자 수가 적어 일반

화 하긴 어렵지만, 임상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SDNN 39.6,  TP 1358.9이었고(G.-M. Kim & Woo, 2011), 

유방암 절제술을 받은 0기~3기의 환자 8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DNN 

69.95로(김경철, 박상욱, & 김이순, 2011) 본 실험군의 SDNN)은 24.8, 자율신

경활성도(TP)491.7 값이 더 낮았고, 말기암 71명을 대상으로 Kim(2010)의 연

구에서 SDNN 17.8, TP 360.0으로 호스피스 대상자의 SDNN보다는 본 실험군

이 높아,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167명의 국소진행을 포함한 전이성 

및 재발 한국인 비소세포폐암 167명을 대상으로 한 채진(2013)의 연구에서 

SDNN 24.5, TP 656.2로 인 것과 비교했을 때에도 본 대상자의 자율신경기능이 

낮았고, 항암화학치료 과거력이 HRV 값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는 완화 목적의 항암제 투여만 측정하고, 수술 후 보조 요

법 항암제 투여했던 기록은 본 연구결과에 계산하지 않아, 본 연구 참가자들의 생

애에서 실제 항암제 투여 횟수는 더 많았음을 고려 할 때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

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 부작용이 심장 및 

자율신경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마음챙김명상이 신체 기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의 참여자 수가 적어서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2) 마음챙김명상이 통증과 그 하부 요인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증이 활

동, 수면, 인생즐김에 방해를 주는 정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본 연구에서 평균 통증은 3.44로 한국인 암성 통증 지침에 따르면 통증이 4

점 이상일 때는 약물적 중재가 필요하고 하고 임상 현장에서도 중재를 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진통제, 보조 진통제로서 항전간제,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이

미 투여하고 있었다. 대상자 중에 피부로 전이된 부분을 완화적 목적의 수술로 절

제를 하고, 그 위에 피부를 이식 받은 경우, 지속적인 가슴 조임증상을 호소하였

으며, 마약성 진통제, 항불안제, 수면제를 복용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명상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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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에 참석 했다고 표현하였고, 8회기 모두 참가하

였으나, 평균통증은 개선되지 않았다. 한명의 사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진통

제 투약이 반드시 필요한 심한 통증 보다는, 통증 초기 단계에서 통증 조절에 약

물적 중재와 더불어 비약물적 중재로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7가지 요인 중에 대조군에서 활동, 

기분, 인생즐김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심해진 반면, 명상군에서 약간 경감된 경향

을 보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우울 정도의 개선을 보이지는 못했으

나, Hoffman(2012), Lengacher(2012)의 선행연구에서처럼 기분, 즐김의 악화 

방지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중재 전 동질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통증이 수면 방해한 정도에 대해 중재 전·후 차이에 대해 

실험군과 대조군간 그룹 간 차이를 보였다. 이는 수면장애가 더 큰 집단이 실험군

으로 배정되어, 수면에 대한 마음챙김명상의 효과가 과대평가되었을 수도 있지만, 

추가 분석한 참가자 인터뷰에서 수면의 질이 향상되거나 수면제 복용 횟수가 줄

어들었다는 참가자들의 주관적인 의견과도 일치였다. 외래에서 항암제를 투여 받

는 127명의 유방암 대상자에게 수면의 질을 알아본 연구에서 76.6%의 환자가 수

면의 질이 낮았던 것으로 보고되어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전이성 유방을 포함

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암 치료중인 유방암 환자의 중재 방법으로 추후 연구 가

능성을 시사하고 있고(박주현, 2011). 향후 연구시 사전에 증상별 스크리닝 하여 

수면장애 정도에 따라 층화집단을 선별하여 배정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마음챙김명상이 정서 상태에 미치는 효과 

1) 마음챙김명상이 불안, 우울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치료중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불안, 우

울 증상이 중재 전·후로 좋아지는 경향성은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지는 

않았다. 이는 마음챙김명상이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호전시키다는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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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일치하지 않았다(Carlson et al., 2013;Hoffman et al., 2012;장선주, 

2013).  아마도 본 연구가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질병을 지니

고 있는 환자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낮아지기 쉽지 않은 것으로 생

각된다. 

실험군의 중재 전 불안은 평균 8.67이어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8점 이상인 

경우가 66.7%(6명)이었고, 특히 11점 이상은 44.4%(4명)이었다. 불안이 높은 

그룹에서 중재 후 대부분 11점 이하로 줄었으나, 2명은 여전히 11점 이상이었다.  

우울의 경우 중재 전 실험군의 우울은 평균 10.44이었으나 전부 8점 이상으로 우

울 정도가 중등도 이상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점수였으며, 우울이 11점 이상인 

경우도 4명(44.4%)이나 되어,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우울정도가 크다는 선행연

구와 일치하였다(Caplette-Gingras & Savard, 2008). 마음챙김명상 시행 후 실

험군에서 8점 이상인 경우는 7명(77.8%)으로 줄었고, 11점 이상인 경우는 2명

(22.2%)로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도로 증상이 경감

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이 중재 전 불안과 우울 

정도가 심했던 그룹이었다. 중재 후 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이 정서적 지지에 도움이 

되었고, 항암치료로 고통받는 암환자들에게 정서적지지 프로그램의 지속이 꼭 필

요하다고 표현하였고,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서 우울 정도를 낮추는 것이 생존률

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Giese-Davis et al., 2011), 치료 중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지속적인 중재연구가 필요하겠다.

2) 마음챙김명상이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의 실험 전후 차이 값에 대해 통계적인 차

이는 없었으나, 실험군의 디스트레스 점수는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시행 전 4.89

에서 실험 후 3.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z=-1.992, p=.046). 이

는 9명 전원이 암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암 치료의 부작용과 관련된 불

편감이 마음챙김명상을 통해 스트레스 조절하고 자기 보호 기전을 강화함으로써  

총체적인 고통인 디스트레스를 다소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인 0~4기 암환자 109명을 디스트레스 선별검사의 고위험 집단간의 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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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의미를 알아본 심은정(2008)연구에서 대상으로 디스트레스 4점 이상이면서 

불안 8 이상인 군은 14.3%, 우울이 8이상인 경우는 21.3%었다. 본 연구의 전이

성 유방암 실험군에서는 각각 66.7%(6명)로 선행연구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본 연구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는 아니였지만, 암 치료중인 불

안, 우울, 디스트레스의 높은 고위험 집단을 중재하여, 그 정도가 낮아진 경향성을 

보인 것도 임상적으로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마음챙김명상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삶의 질에 있어서도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기능적 웰빙 점수를 제외하고 통계

적으로 의미 있지는 않아, 장선주(2013) 등 선행연구에서 8주간 명상 프로그램 시

행 후 41명의 유방암 환자 삶의 질에 유의한 향상을 가져온  결과와는 달랐다. 본 

연구 시작 전 실험군의 모든 삶의 질 점수는 대조군 보다 낮아서, 본 연구 대상자

들이 암 치료 기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대상자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

의 중재 전 FACT-B는 73.20로 대조군 85.60, 총 평균 79.40이다. 이는  

You(2005)등 FACT-B 번안 개발 당시 유방암 1~3기 환자 201명을 대상으로 

평균 92.0이었으며, 41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선주(2013)에서는 

FACT-B 84.9인 것이 비해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 점수가 훨씬 낮았는데, 이

는 41명 중 6명만이 유방암 4기이고 나머지는 암 치료 종료된 생존자들 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김상대(2013) 연구의 유방암 18명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시행한 연구에서 EORCT QLQ-BR23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Breast 

23)을 사용한 연구에서도 기능과 증상 삶의 질의에서 개선을 보였으나, 전이성 유

방암은 1명이었다. 국외 마음챙김명상이 229명의 유방암 0~3기 생존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 근거를 마련한 무작위 임상연구인 Hoffman(2012)의 연구에

서도 중재 전 FACT-B가 실험군 96.57, 대조군 96.68로 본 연구 대상자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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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삶의 질인 훨씬 낮았다(위 연구에서는 통증문항(0-4점)까지 포함된 삶의 질 

점수로 생각된다). 5년 이상 생존하는 전이성 유방암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Meisel(2012)연구에서도 FACT-B는 100.44로 본 연구 대상자보다  높았고, 기

능적 웰빙 20.33, 정서적 웰빙 11.33이었고, 본 연구의 실험군에서는 각각 10.56

과 13.64인 것과 비교해 보면,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 받고 5년이상 생존한 대상

자였기 때문에 신체, 기능적 영역은 높지만, 장기간 치료를 받다 보니 정서적 영역

은 더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의 하부 영역 중 실험군에 있어서 기능적 웰빙 점수가 

10.56에서 중재 후 13.89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다.(p=.037). 따라서 

본 연구 참가자들이 주관적 보고로 수면의 질 향상을 이야기 한 점과, 마음챙김명

상을 통해 긍정적 느낌들이 반영 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가족 웰빙이 통계적으

로 의미있지는 않지만 실험군에서 증가한 것에 비하여. 대조군에서 중재 전·후 

감소하였는데, 본 참가자들이 마음챙김명상과 유방암 환우 그룹 활동을 통해 평안

과 정서적 지지를 얻었다고 표현한 점과 일치하였다. 한 참가자는 “딸이 저더러, 

엄마가 요새 좀 착하진 것 같대요”라고 표현하였는데, 스트레스 조절 방법을 배

움으로써 가족들과 소통하는 것 혹은 자조모임을 통한 정서적 지지가 일부 도움

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군에서 정서적 웰빙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참가자들이 치료중인 유방암 4기이며, 본 연구 종료시점시 질병이 진행된 

대상자가 4명으로 죽음과 병의 악화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사회/가족 웰빙, 기능적 웰빙에서는 실험군의 경우 중재 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지는 않았다. 

4.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의 전이성 유방암 적용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심리적 효과의 중재 연구가 쉽지 않은데, 지속적인 암 치

료에 있어서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취약한 그룹이라 중재 연구를 시행하기도 어

렵고, 기대 여명 관련하여 임상연구를 한다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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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afa et al., 2013), 치료가 진행이 되면서 신체적 요인이 급격히 변화하거

나 질병이 일찍 질행하는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 종양 크기 및 전이 부위에 따른 

증상 관련된 질병 자체 요인, 일상생활수행도 정도, 항암치료에 잘 안 듣는 치료 

반응 요인, 보조 요법으로 투여되는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여러 약물적 중재 등 다

양한 혼란변수 요인들로 인하여 대상자의 상황이 다양하여, 전이성 암환자에게 중

재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목적의 치료를 받

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디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정서

적지지 중재연구를 시행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하겠다.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은 본래 주 1회 2시간~2시간 30분, 8회기동안 시행되는 

표준화된 중재방법이지만, 본 연구에서 총 20명의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본 프로

그램에 참여하였으나, 8회기를 다 마친 경우는 4명밖에 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는 문헌들과 임상경험을 토대로 8주간 주1회, 2시간씩은 유지하되,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의자에 앉아 시행하였고, 신체활동은 하지 않고 명

상과 토론으로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은 2시간이 길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탈락자들 중 항암치료를 외래에서 시행하고, 같은 날 본 프로그램에 참가 한 경

우, 오심, 구토, 피로로 인하여 2시간을 다 유지하기 어려웠던 경우도 있었다. 

Lengacher(2012)의 진행성 암환자 2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작위 연구에서는 

6주였으며, 1, 3, 6주차에 임상심리사와 만나서 2시간 동안 그룹으로 시행하고, 

2, 4, 5주는 집에서 시행하였으며 상태불안, 우울, 정서적 웰빙에 개선을 보였다. 

장선주(2013) 연구에서는 8주간 주1회 1시간동안 명상과 요가를 시행하였고 유

방암 생존자의 불안, 우울, 삶의 질에 개선이 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연구를 통해,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적용시 탈락률뿐만 아니라, 총 회기, 진행시간, 내용을 고

려하여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맞춤화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

가 있겠다.  

  전이성 유방암의 경우 그 치료방법이 다양하여, 같은 완화적 목적의 치료 방법

이라 할지라도, 항호르몬제, 표적치료, 항암치료 등 치료 종류에 따라 경험하는 삶

의 패턴이 다르기도 하지만, 피부로 전이된 전이성 유방암의 경우, 완치가 어렵고 

눈에 보이는 병변으로, 고통이 커서, 피부로 전이된 환자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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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전이성 유방

암의 경우 항암치료 중에 6주~8주 간격으로 영상검사를 통해 병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은 8주 동안 이루어져, 참가자들 중에 3명이 본 프

로그램 중에 질병이 진행된 경우가 있었다. 영상검사를 하여 질병이 진행됨을 알

고 본 프로그램에 참석한 경우, 같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로 구성되어 서로가 격

려하고 지지하는 도움이 되는 모습도 보였지만, 질병이 진행한 사람, 좋아진 사람 

섞여 있다 보니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파급효과도 있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전이성 유방암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질의 개선을 입

증하지는 못했으나, 주관적인 환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가 높았고, 같은 유방암 환자들끼리 만나서 자조모임을 통해 도움이 된다고 표현

하였고, 암환자의 특성상 정서적 지지프로그램이 병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있기를 

희망하여 일개 개인의 연구가 아닌 기관 혹은 정책 차원에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으로 도입 할 필요가 있겠다. 본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질병이 진행이 된 환자분

이 “명상을 통해 불편한 증상이 많이 좋아져, 진짜 병이 좋아지는 줄 알았어

요.”라고 하였다. 의료진들이 정서적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좋아진단 함은“증상

이 악화되지 않고 완화됨”을 의미하나 환자들이 생각하는 “좋아짐”은 “질병

이 치유됨”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심신요법을 중재

요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심리전문가 뿐 아니라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대해 전문

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함께 시행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의

사소통을 하여 치료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조기유방암의 경우 치료방법이 호르몬양성, HER2양성 및 분

자표적 마커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가 있으므로, 동질적인 그룹

으로 제한하여 정서적지지 프로그램이 선호도 이외에 어떤 대상자에게 도움이 가

능한지 예측을 해보거나, 혹은 같은 호르몬 치료를 복용하는 동질적인 그룹으로 

제한하여 유사 증상 경험을 중재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술적으로는 수면장애, 불안 등 환자들의 주관적 호소 뿐만 아

니라 심박변이도, 코티솔, 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생행동 마커를 찾아보는데 의

의를 두고, 정서적 상태를 면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융합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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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 점

1) 본 연구는 현재 항암치료, 호르몬치료, 표적치료, 방사선 치료 중인 전이성유

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같은 전이성 유방암이면서 외래에서 암 

치료가 가능한 일상수행능력도가 좋은 대상자로 제한하여 시행하였지만, 현재 

치료 중인 치료 종류, 전이 병변 부위, 얼마나 항암치료에 반응하는 가 등 대

상자 경험이 다양하여 통제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었다.  

2)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수가 적어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어, 향후 다수를 대

상으로 다기관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3) 본 연구는 결과에서 불안, 우울, 삶의 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객관적 결

과를 도출하지 않았으나 추가분석에서 참여한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의 주관적

인 평가로 도움이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다기관,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반복적 연구와 치료경험에 따른 혹은 전이부위에 따른 포커

스 그룹을 통한 질적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 51 -

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연구로 호르몬치료,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중인 대상자의 디스트레스를 중재하기 위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2013년 5월에서 8월까지 총 8회기 명상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4회

기이상 참가한 실험군 9명과, 추적 조사까지 응한 대조군 9명을 대상으로 결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비모수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

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마음챙김명상을 받은 실험군의 대조군에 비해 개선된 부분은 통증

이 일상생활에 방해를 준 하부요인 중 활동, 수면, 인생즐김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향상되었다. 실험군 내에서 중재 전·후로 개선의 경향성을 보인 영역으로

는 신체 상태로 심박변이도와 평균통증, 일상생활 방해요인 중 기분이었다. 정서

상태로 실험군에서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 영역 중 기능적 웰빙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마

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통증, 디스트레스 및 일부 신체 기능에 있어

서도 도움이 되어, 임상에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이자 추후에 있을 간호이론, 간호연구, 

간호실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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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이론 측면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그룹으로 정서적 중재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음챙김명

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신체 상태와 정서 상태에 약간 도움이 되며, 전이성 유

방암 환자에게 심신 이론의 한 방법으로 마음챙김명상의 암 치료 중 겪는 디스트

레스 중재 방법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지속적인 암 

치료로 고통을 호소하여 암 치료 관련된 디스트레스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

재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성이 높다 하겠다. 그러나 병변 및 치료 방법에 따라 삶

의 패턴과 기대 여명이 달르고,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

에 있는 대상에게는 그룹 치료 보다 개별적인 접근이 더 적합할 가능성도 있어, 

접근 방법에 대해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일 병원의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 시간 내에 1회의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시행한 것으로, 대상자 수가 적어 추후 좀 더 충분한 시간 

동안 많은 수의 대상자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시

행한 이번 연구에는 프로그램 시행 전·후로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

처럼 전이성 유방암에도 6개월 후 혹은 12개월 후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지 역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를 토대로,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중재연구 

시행시 탈락률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시, 유방암 완치 생존자와는 다르게, 분자

생물학적 특징인 질병 자체의 특징뿐만 아니라 암 치료 방법이 다양하여 대상자

가 굉장히 이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이 병변에 따라 혹은 비슷한 치료

방법, 일부 증상을 호소하는 그룹, 혹은 명상의 특성상 인지적 사고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연령, 지식수준 등을 고려한 포커스 그룹에게 다시 적용하는 것은 의

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추후 중재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외래에서 지

속적인 암 치료를 받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불안, 우울, 디스트레스 점수를 사

전에 스크리닝하여 중재가 필요한 고위험 군 중에 요구도가 있는 그룹을 선별하

여 시행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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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실무 측면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암 치료 관련 디스트레스 중재를 위해, 외래에서 암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시행 시 탈락률, 총 회기, 진행시간을 

고려하여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맞춤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성이 있겠다.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은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해가 되지 않으므로, 환자들이 

항암치료 받는 동안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외래 주사실에서 항암제를 투

여 받는 동안 마음챙김명상을 CD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제언한다. 그러나 명상의 특성상 개개인의 선호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가 다양하고, 치료에 따라 유방암 삶의 패턴이 달라질 뿐

만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는 피부 전이와 같이 전이 병변 부위에 따라서도 치료 

효과가 예측되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서로의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 모습을 엿보

았다. 더불어 참가자들이 환자들끼리 표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위로를 얻었다

고 표현하여 자조 모임에서 긍정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종양

전문간호사를 통해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자조모임을 통한 정서적 환기의 기

회를 제공할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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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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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일

그 일이 일어나
고 있을 때 유
쾌한 기분을 알
아차렸는가?

구체적으로 그 경
험을 하는 동안 몸
이 어떤 감각이었
는가?

이 사건 경험 후, 
어떤 정서, 느낌,
생각 들이 동반되
었는가?

이 글을 쓰는 지
금 마음에 떠오르
는 생각은?

예) 일과 후 집으
로 돌아갈 때 공
원에서 새가 지저
귀는 소리를 들고 
멈춰 섰다

알아차렸음

얼굴에 가벼운 느
낌이 스쳐지나가고, 
어깨 긴장이 풀리
고 , 입 주위 근육
이 올라감

안도감, 기쁨, 
“정말 들기 좋
아”, “이렇게 
상쾌한 야외에 있
으니 기분이 그만
이야”

아주 작은 일이 
었지만 그것을 알
아차리게 된 것이
기쁘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부록 2.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 활동지

유쾌한 일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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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일

그 일이 일어나
고 있을 때 불
쾌한 기분을 알
아차렸는가?

구체적으로 그 
경험을 하는 동
안 몸이 어떤 
감각이었는가?

이 사건 경험 
후, 어떤 정서, 
느낌,
생각 들이 동반
되었는가?

이 글을 쓰는 
지금 마음에 떠
오르는 생각은?

예) 집에서 위성 
방송 설치 기사를  
기다리느라고 직
장에서 중요한 회
의에 참가 하지 
못할 상황

알아차렸음

가슴이 뜀, 열이 
남, 목과 어깨의 
뻐근함, 이리저리 
서성임

화가남, 무력감, 
“회의에 늦으면 
안되는 데” “소
비자의 시간을 안 
지키는 회사는 망
해야 돼”

그런 일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
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불쾌한 일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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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명상>

  바닥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몸이 바닥에 누여진 것을 느껴봅니다. 머리를 느낍

니다.

  머리 위쪽에 아름다운 빛이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 빛은 나에게 이완과 평화로

움을 가져다줍니다. 이 빛은 내 몸을 치유해줍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빛이 

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온몸의 모든 긴장감, 스트레스, 통증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빛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세포 사이

사이에 스며듭니다. 빛이 들어와서 내 안의 피로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줍니

다. 모든 피로감과 긴장이 발을 통해 바닥으로 쓸어져갑니다. 빛의 물결이 내 몸

을 통과해서 마음의 어두움을 모두 씻어준다고 상상하세요. 이제 몸은 빛으로 가

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가득 채운 빛이 내 몸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제 내 몸은 치유의 빛으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이 빛은 마치 공처럼 나를 둘러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빛 안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빛

은 나를 보호해줍니다. 이 빛 안에 있을 때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안전

하게 보호받습니다. 이 빛 안에서 점점 더 깊은 이완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상

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마다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깊이 이완되어 빛의 공 안에

서 깊은 휴식을 취합니다. 

  이제 몸의 불편한 부위로 주의를 옮기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껴보고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위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 부위를 느껴보십시오. 그 부위로 

호흡을 한다고 상상하십시오. 통증 부위로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아픈 부분의 세포로 치유의 빛이 들어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

마다 내쉬는 숨과 함께 통증이 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치유

의 빛이 이 부분의 세포로 들어가 어루만져줍니다. 치유를 해줍니다. 지금은 그 

부분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의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아주 신기한 물건을 

보듯이, 마치 그것을 처음 만난 것처럼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십시오. 정확하게 몸

의 어느 부분이 아픈지 살펴보십시오. 통증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느낌이 처음

과 다릅니까? 



- 71 -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유방암을 진단받고 치료 과정 동안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던 

신체적, 정서적 고통의 정도를 회복 과정 동안 경험하고 느끼는 문제를 파악하

고자 함입니다.   더불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과정 동안 겪었

던 총체적 고통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설문지, 혈압, 맥박, 비만도, 심박변이도, 면역

력 등 회복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검사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치료과정 동안 정기적인 이메일, 외래 방문시 설문 등의 방법에 의해 진행 예

정입니다. 설문 조사 항목은 크게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기본정보, 암 치료 

받는 동안 겪은 수면부족,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증상에 관한 경험 부분과  

삶에 대한 만족도 입니다.

귀하의 개인식별 가능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거나 출판되지 않으며, 

작성해 주신 모든 정보는 연구논문 작성시 모두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

으시고, 설문지 작성이 어려우실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하실 수 있습

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귀하께는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없을 것

입니다. 

귀하의 답변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본 설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연구자 : 이충은

***연락처 : 02-22**-****, E-mail :*******@****.**

설문 작성일             년          월              일
 
 

연구 참여자                               (서명 또는 인)

부록 3. 연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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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귀하의담당의료인이여러분의감정상태를보다잘이해하기위한질문입니다. 
아래의항목을하나하나읽어보시고지난일주일동안자신이경험했던감정과가장가까운답에표
시해주십시오. HADS (1~14)

1.나는 긴장감 또는“정신적고통”을 
느낀다.
0) 전혀 아니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거의 그렇다.

2.나는 즐겨오던 것들을 현재도 즐기고있다.
0) 똑같이 즐긴다.
1) 많이 즐기지는 못한다.
2) 단지 조금만 즐긴다.
3) 거의 즐기지 못한다.

3. 나는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0) 전혀 아니다.
1) 조금 있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2)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3) 매우 분명하고 기분이 나쁘다.

4. 나는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잘 웃는다.
0) 나는 항상 그렇다.
1) 현재는 그다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전혀 아니다.

5. 마음속에 걱정스러운 생각이 든다.
0) 거의 그렇지 않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6. 나는 기분이 좋다.
0) 항상 그렇다.
1) 자주 그렇다.
2) 가끔 그렇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7. 나는 편하게 긴장을 풀 수 있다.
0) 항상 그렇다.
1) 대부분 그렇다.
2) 대부분 그렇지 않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8. 나는 기력이 떨어진 것 같다.
0) 전혀 아니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거의 항상 그렇다.

9. 나는 초조하고 두렵다.
0) 전혀 아니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매우 자주그렇다

10. 나는 나의 외모에 관심을 잃었다.
0) 여전히 관심이 있다.
1) 전과 같지는 않다.
2) 이전보다 확실히 관심이 적다.
3) 확실히 잃었다.

11.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한다.
0)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12. 나는 일들의 즐거움을 고대한다. 
0) 내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
1) 전보다 조금 덜 그렇다.
2) 전보다 확실히 덜 그렇다.
3) 전혀 그렇지 다.

13. 나는 갑자기 당황스럽고 두려움을 
느낀다.
0) 전혀그렇지않다.
1) 가끔 그렇다.
2) 꽤 자주 그렇다.
3) 거의 항상 그렇다.

14. 나는 좋은 책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을 
즐길 수 있다.
0) 자주 즐긴다.
1) 가끔 즐긴다.
2) 거의 못 즐긴다.
3) 전혀 못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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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
일 동안 여러분이 체험하신 정
서적 스트레스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2.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각   영역의 항목들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각 항목마다 ‘예’ 혹은 ‘아니오’를   빠짐없이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실생활문제 예 아니오 신체적문제

극도의   
스트레스

□
□
□
□
□

□
□
□
□
□

자녀양육
주거
보험/재정
교통수간
직장/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관
목욕/옷 갈아입기
호흡
소변의 변화 
변비
설사
식사
피로, 탈진
부은 느낌
열
거동, 돌아다니기
소화불량
기억력/집중력
입 쓰라림
구역,구토
코 건조/코막힘
통증
성적문제
피부건조/가려움
수면
손발 쑤심

예
□
□
□
□

아니오
□
□
□
□

가정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기타 가족과의 관계

스트레스
전혀없음

예
□
□
□
□
□
□

아니오
□
□
□
□
□
□

정서적 문제
우울함
두려움
신경질
슬픔
걱정
일상 활동 흥미 상실

예
□

아니오
□

영적 종교적 고민

기타문제들 :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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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 상태

전혀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보통
이다

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GP1 1) 나는 기운이   없다 0 1 2 3 4

GP2 나는 속이 메슥거린다 0 1 2 3 4

GP3 몸 상태 때문에 나는 가족의 요구를 들어 주는
데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GP4 나는 통증이 있다. 0 1 2 3 4

GP5 나는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괴롭다. 0 1 2 3 4

GP6 나는 몸이 아픈 느낌이다
···················································································································································0 1 2 3 4

GP7 2) 나는 자리(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 0 1 2 3 4

2. 사회/가족 상태

전혀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보통
이다

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GS1 나는 친구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0 1 2 3 4

GS2 나는 정서적으로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다. 0 1 2 3 4

GS3 나는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0 1 2 3 4

GS4 내 가족들은 내 병을 받아들였다. 0 1 2 3 4

GS5 나는 내 병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에 만족한다. 0 1 2 3 4

GS6
나는 배우자와 가깝게 느낀다 (배우자가 없는 경
우는 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0 1 2 3 4

Q1
현재 귀하의 성 생활 정도와 상관없이 (성생활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간에), 아래 질
문에 답해 주십시오. 만약 답하고 싶지 않으면 이 네모   칸에         체크 표시하고 다음 
난으로 가십시오.

GS7 가. 나는 성생활에 만족한다. 나. 0 1 2 3 4

(1-14) 다음은 귀하과 동일한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중요하다고 한 내용입니다. 지난 7
일 동안에 해당되는 귀하의 응답을 각 줄에 하나씩 숫자에  ○를 하거나 표시하여 나타내
십시오. (FAC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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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서 상태

전혀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보통
이다

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GE1 1) 나는 지난 일주일동안 슬프다. 0 1 2 3 4

GE2 나는 내가 병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에 만족한
다. 0 1 2 3 4

GE3 나는 병과의 싸움에서 희망을 잃고 있다. 0 1 2 3 4

GE4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다. 0 1 2 3 4

GE5 나는 죽음에 대해 걱정이 된다. 0 1 2 3 4

GE6 나는 내 상태가 더 나빠질까 봐 걱정이다. 0 1 2 3 4

4. 기능 상태

전혀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보통
이다

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GF1 1) 나는 일을 할 수 있다 (집안 일 포함) 0 1 2 3 4

GF2 나의 일(집안일   포함)에서 성취감을 느
낀다. 0 1 2 3 4

GF3 나는 인생을 즐길 수 있다. 0 1 2 3 4

GF4 나는 내 병을 받아들였다. 0 1 2 3 4

GF5 나는 잠을 잘 잔다. 0 1 2 3 4

GF6 나는 평소에 재미로 하는 일들을 즐겁게 
한다. 0 1 2 3 4

GF7 2) 나는 지금의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
다. 0 1 2 3 4

(15-27) 지난 7일 동안에 해당되는 귀하의 응답을 각 줄에 하나씩 숫자에 ○를 하거나 

표시하여 나타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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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상 태

전혀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보통
이다

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B1 나는 숨이 찰 때가 있다. 0 1 2 3 4

B2 나는 나의 옷차림에 대해 자신이 없다. 0 1 2 3 4

B3
한팔 또는 양팔이 부어 오르거나 만지면 
아프다. 0 1 2 3 4

B4 나는 성적 매력이 있다. 0 1 2 3 4

B5 나는 머리가 빠져서 괴롭다. 0 1 2 3 4

B6
나는 나의 가족이 나와 똑 같은 병에 걸릴
까 봐
걱정이다. 0 1 2 3 4

B7
나는 스트레스가 내 병에 영향을 끼칠 것
을 걱정된다 0 1 2 3 4

B8 나는 체중 변화 때문에 걱정한다. 0 1 2 3 4

B9 나는 내가 여자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0 1 2 3 4

P2 나는 몸의 특정 부위에 통증이 있다. 0 1 2 3 4

(28-37) 지난 7일 동안에 해당되는 귀하의 응답을 각 줄에 하나씩 숫자에 ○를 하거나 
표시하여 나타내십시오. . (FAC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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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태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보통
이다

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ES1 나는 몸에 화끈거림이 있다 0 1 2 3 4

ES2 나는   식은 땀이 난다 0 1 2 3 4

ES3 나는 밤에 땀을 흘린다 0 1 2 3 4

ES4 질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0 1 2 3 4

ES5 질 가려움증/염증이 있다 0 1 2 3 4

ES6 질 출혈이 있거나 피가 비친다 0 1 2 3 4

ES7 질 건조증이 있다 0 1 2 3 4

ES8 나는 성관계시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다 0 1 2 3 4

ES9 나는 성적 활동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 0 1 2 3 4

ES10 체중이 늘었다 0 1 2 3 4

An9 쓰러질 것 같다 (어지럽다) 0 1 2 3 4

O2 구토를 한다 0 1 2 3 4

C5 설사를 한다 0 1 2 3 4

An10 머리가 아프다 0 1 2 3 4

Tax1 나는 몸이 부어 오른 느낌이다 0 1 2 3 4

ES11 유방이 민감하거나 만지면 아프다 0 1 2 3 4

ES12 갑작스런 기분의 변화가 있다 0 1 2 3 4

ES13 쉽게 화가 난다 0 1 2 3 4

BRM1 관절에 통증이 있다 0 1 2 3 4

(38-56) 지난 7일 동안에 해당되는 귀하의 응답을 각 줄에 하나씩 숫자에 ○를 하거나 
표시하여 나타내십시오. (FAC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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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이 없음   …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심한통증

3. 당신의 통증이 지난 24시간 동안 가장 심했을 때 
그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 를 하십시
오.

0 1 2 3 4 5 6 7 8 9 10

4. 당신의 통증이 지난 24시간 동안 가장 약했을 때 
그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 를 하십시오 0 1 2 3 4 5 6 7 8 9 10

5. 당신이 느끼는 통증의 평균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 를 하십시오 0 1 2 3 4 5 6 7 8 9 10

6. 당신이 바로 지금 느끼는 통증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 를 하십시오. 0 1 2 3 4 5 6 7 8 9 10

7.지난 24시간 동안 통증이 당신에게 얼마나 지장을   주었는지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를 하
시오.

지장 주지   않음    ………………  완전히   지장을 줌

가. 일반적인활동 0 1 2 3 4 5 6 7 8 9 10

나. 기분 0 1 2 3 4 5 6 7 8 9 10

다. 보행능력 0 1 2 3 4 5 6 7 8 9 10

라. 통상적인일 (집안·밖 다 포함) 0 1 2 3 4 5 6 7 8 9 10

마. 대인관계 0 1 2 3 4 5 6 7 8 9 10

바. 수면 0 1 2 3 4 5 6 7 8 9 10

사. 인생을 즐김 0 1 2 3 4 5 6 7 8 9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혀
줄어들지   않음

완전히   
줄어듦

<간이 통증 통증지 (축소판) - 한국어판 BPI 설문>

1. 우리들 대부분은 살아가는 동안 이따금 통증(가벼운 두통, 근육통, 치통 등)을 경험합니

다. 이러한 일상적인 통증 외에 다른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적어주세요. 

* 아래는 그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하시오

8. 당신은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현재 어떤 치료나투약을받고있습니까?  

                                                                         

9. 지난 24시간 동안 당신이 받고 있는 통증치료나 투약이 얼마나통증을줄여주었습니까? 
통증이 줄어든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퍼센트에 ○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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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각 해당하시는 번호에 ∨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성별  ① 여  ② 남                               2. 나이 : 만__________세  

3. 귀하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①미혼 ② 기혼(사실혼 포함) ③ 이혼  ④사별   ⑤별거  ⑥ 동거   ⑦ 기타(       )

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없음  ② 초등학교졸업  ③중학교졸업  ④고등학교졸업  ⑤대학졸업  ⑥대학원이상

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없다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

6. 귀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부모     ④ 시부모   ⑤ 자녀     기타(            )

7. 귀하에게 주로 돌봄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①없음 ②배우자 ③부모 ④ 부모 ⑤형제/자매 ⑥자녀 ⑦친척 ⑧친구⑨간병인 ⑩기타(     

)

8. 현재 다른 앓고 계신 질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고혈압   ③당뇨   ④간 질환   ⑤결핵   ⑥갑상선   ⑦ 기타(        )

9. 귀하 가족의 월 총수입은 대략 얼마 입니까? 

①100만원 미만   ②100~299만원    ③300~499만원    ④500~799만원  ⑤800만원 

이상

10. 치료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매우 부담스럽다 ②조금 부담스럽다 ③보통 ④그다지 부담스럽지않다 ⑤전혀부담스럽지

않다

11. 귀하는 현재 직업은 어떠합니까?

①무직 ②주부 ③시간제 ④계약직 ⑤정규직 ⑥고용주 ⑦자영업 ⑧ 기타(             )

11-1) 과거 혹은 현재 종사하고 계신 직종은무엇입니까? (                  )

12. 귀하는 이전에 심신요법을 해보셨던 것들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없음__     명상__      요가__     단학__    기훈련__   국선도__     기타(       )

13. 현재 운동을 하십니까?    ① 아니오 ② 가끔한다 ③ 규칙적으로 한다. 

14. 수면시간은 평균 몇 시간입니까?   (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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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프로그램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명상 한번이상 참가하신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명상 프로그램이 현재 질병 치료과정에 도
움이 되셨습니까?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명상 프로그램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명상프로그램을 추후 재이용할 의사가 있습
니까?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양간호사가 문자나 전화 등 연락을 드린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추적조사 설문지

※명상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입니다.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골라○로 표시해주십시오

3. 본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된 점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                                                                        )

4. 본 명상프로그램을 통해 불편했던 점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                                                                        )

5. 본 명상프로그램이 본인과 맞지 않은 부분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                                                                        )

6. 다음 프로그램을 위한 제안 혹은 기타 병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

시오. 

(                                                                         )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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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Program on Physical, Psychological status and Quality of 

life for patients with Metastatic Breast cancer

                                                Lee, Chung Eun

                                                Oncology Nursing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effectiveness of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MBSR) program for improving 

physiological function, psychological status, and quality of life for 

metastatic breast cancer patients in outpatient clinic.

Methods: This is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was utilized. The MBSR Program in Y hospital Cancer center outpatient 

clinic,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Korea from May 14th to August 21th in 

2013. The MBSR program was conducted once a week, 2 hours each, for 

8 weeks. 20 metastatic breast cancers 11 patients dropped out because 

of poorer general condition from adverse effect of chemotherapy or 

patient’s withdrawal, so total 9 patients were completed for 8 week 

course more than 4 times. 12 MBC patients enrolled the observational 

group, but 3 patients dropped out this study so 9 patients were 

completed followed visit. We assessed Heart rate variability, Korean 

Version of Brief Pain Inventory,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Distress Thermometer, and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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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st(FACT-B) to evaluate autonomic nervous function, pain, anxiety, 

depression, distress and quality of life, respectively at baseline and at the 

end of MBSR program. This data were analyzed using nonparametric 

statistics because of insufficient number. 

Results: All of 18 metastatic breast cancer patients were under the 

treatment among palliative hormone therapy, chemotherapy, or 

radiotherapy. Average pain score slightly decreased(z=-1.749, p=.080), 

and general activity, sleep, and enjoyment of life were improved(p=.049, 

p=.042, p=.045 respectively) among  pain interference between groups. 

Within experimental group, compared with the baseline, the mean of 

SDNN showed improved tendency from 24.84 to 59.95(p=.051). Distress 

score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distress decreased from 4.89 to 

3.56 (z=-0.806, p=.042), and functional well-being was 

increased(z=-2.082, p=.037). This study did not showed improvement in 

anxiety,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for metastatic breast cancer 

patients. 

Conclusion: The MBSR program had some mild effect to improve physical 

status and alleviate distress. This study did not show to reduce anxiety,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for the metastatic breast cancer. However, 

all of them were satisfied with the MBSR program, felt improved sleep 

quality and wanted to maintain the peer group activities though the 

interview. Therefore, there should be the supportive intervention program 

to intervene distress for the patients with metastatic breast cancer under 

the treatment. 

Key words: Metastatic breast cancer,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program, distress, Quality of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