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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를 위한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고찰:
국외 문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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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ositive effects of mindfulness-based programs for nurses by using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international nursing journals, and further suggest the application of such programs for nurses in Korea.
Methods: A literature review was performed using international databases including PubMed, CINAHL, and PsycINFO. In
total, 8 papers were analyzed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author(s), year, country, publication source, research
design, participants, and key words. Additionally, the findings were summarized based on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key findings, and implications in a narrative form. Results: The mindfulness-based programs effectively reduced nurses’
negative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sponses such as burnout, stress, empathy fatigue, mental di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while improving their overall well-being by increasing responses to internal experiences, life satisfaction, and
empathy. It also provided the nurses working in challenging hospital settings with increased resilience, effective coping
strategies, and appropriate self-care practices, which can positively influence their intrapersonal as well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particular, mindfulness-based programs were one of the effective measures to address nursing errors. They
can improve nursing quality and directly affect patients’ well-being, thus becoming an important factor related to
professional nursing development. Conclusion: Mindfulness-based programs can not only improve nurses’ life quality but
also provide patients with holistic nursing.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organizations implement such programs for
nurses and evaluate the effects. This is expected to be influentially reflected in the nursing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contributing to nurses’ profess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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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 정신적·심리적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이 보
고되고 있다[6]. 마음챙김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효과

1. 연구의 필요성

적으로 다루는 데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가 많은 정서적 반응

현대의 병원조직은 고객 중심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

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지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용한

기 위해 다양한 경영전략을 시도하고 있으며, 조직의 목적

마음-신체 접근 방법으로 정의된다[7]. Kabat-Zinn [8-10]

에 부합하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도 변화되고 확장되어 간호

에 의해 개발된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은 마음챙김 명상에

업무 제공의 차원 이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 간의

기반을 둔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Mindfulness-Based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의료기관인증평가, 적

Stress Reduction, MBSR)으로,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마음

정성평가, 환자경험평가 등 다양한 평가제도가 도입됨으로

챙김기반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고 있고 일반

써 순수한 간호업무 수행 외에 여러 가지 간호사의 업무가

적으로 마음챙김은 주의깊은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 변화와 확장된 업무부담으로

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고통을 경감시켜 삶

인하여 간호사는 감정노동(emotional labor), 부정적 정서,

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스트레스, 소진과 같은 다양한 정신적·심리적 문제들에 직

특히, 간호학 연구에서의 마음챙김 명상에 대한 최근의 통

면하고 있으며, 특히 감정노동의 반복은 근무의욕이나 동기

합적 문헌고찰에 의하면 마음챙김 명상이 간호사 및 간호 학

부여 및 직무 만족을 저하시키고 이직을 초래함으로써 간호

생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 소진, 행복감 및 공감에 긍정적

사 자신은 물론 병원조직차원으로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어 스트레스와 소진을 예방

초래하게 된다[1]. 병원간호사회에 의하면 2018년 간호사

하고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고되었다[12].

의 전체 이직률이 13.9%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2], 최근

국내 간호분야의 마음챙김 명상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의 메타연구 분석결과에서 한국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높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

는 촉진요인의 일 순위가 감정노동으로 보고되었다[3].

지만[13,14],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감성지능과 스

더불어 조직의 성공적인 운영은 구성원의 정서적인 현상

트레스 사이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15], 마음챙김 수준

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되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효

향상과 간호사의 소진 감소효과[16], 마음챙김 명상프로그

율적인 정서관리를 통하여 개인적, 집단적, 또한 조직의 성

램이 간호사의 스트레스, 소진, 수면 및 행복감에 미치는 효

과에도 큰 차이점을 가져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4]. 또한,

과[17]를 확인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드문 실정이다. 특히 국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상태는 그들의 직업 만족도와 동기부

내 실무현장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마음챙김기반 프로그

여 및 정보처리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고려할

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1편[17]에 불과하였

때[5], 무엇보다도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경험과 감정노동

다. Ahn [17]은 간호사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및 소진 등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병원조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들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면 간호

직 차원에서 간호사의 정서 향상과 감정노동을 개선시킬 수

사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겪고 심각한 건강문제로 이어

있는 제도적인 장치(예: 간호사 마음건강센터, 간호사를 위

지며 행복감 및 삶의 질이 감소될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의

한 정서관리 교육프로그램)가 마련되어 효과적으로 운영이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간호의 질 수준에 부정적인 영

된다면 간호사의 정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간호업무 수행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하기 전에 자신의 정서적 건강에 대해

시 간호사의 효과적인 정서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럼으로써 더 나은 간

를 지지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제도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절

호 업무환경을 창출하여 환자에게 더 만족스러운 간호서비

실하지만 국내 간호의 임상현장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

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조직차원에도 이익이 될 수

영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최근 정서중심의 대처방안의 하나로 알려진 마음챙김기

임상현장에서 감정노동을 경험하며 스트레스의 위험성에

반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소진,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노출되어 있는 간호사들에게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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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규명한 국외의 최근 문헌고찰을 통

가한 최근 5년간의 연구논문 8편이다. 자료수집기간은

해, 간호사의 정서 경험에 대한 관심과 돌봄(caring)의 필요

201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으며, 국외 전자데이터

성을 강조하고 국내 간호 실무현장에도 마음챙김기반 프로

베이스인 PubMed, CINAHL, PsyINFO를 사용하여 문헌검

그램과 같은 정서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제도를 제

색을 실시하였다. 주요어로 ‘mindfulness’, ‘nurse’을 선정

안하고자 한다. 이는 간호 조직의 유효성에 기여하고 나아

하였고 이들을 불리언 연산자 ‘AND’로 조합하였다. 출판연

가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해 정부정책에 영향력 있게 반영될

도는 2015년부터 2019년, 언어는 영어로 제한하였으며, 전

수 있는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 보기가 가능한 논문 만을 검색하였다. 일차적으로 검색
된 논문은 PubMed 61편, CINAHL 21편, PsycINFO 24편으

2. 연구의 목적

로 총 106편이었으며 이 중에서 중복 논문 25편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마음챙김기반 프

남은 논문은 89편이었다. 이 89편 중 간호사 만을 대상으로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국외 문헌 고찰을 통해 간호사를 위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를 파악하기 위해 제

한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파악하고자

목에 mindfulness training (마음챙김 훈련) 또는 mindful-

한다.

ness intervention (마음챙김 중재)과 nurse (간호사), nursing staff (간호직원), 또는 nursing professional (간호전문
직)이 포함된 논문만을 다시 확인한 결과 총 8편이었고, 이를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최종 문헌 고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Figure 1).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평가한 최근의 국외 간호분야 논문을 분석

3. 자료 분석
Cochrane Handbook [18]에 의하면, 문헌고찰 결과 분석
시 연구의 특성 및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요약과 같은 내

한 문헌고찰이다.

러티브 형태로 보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견해를 따라 본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문헌고찰 대상 8편의 저자, 출판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외 간호분야 연구논문 중 간호사

도, 국가, 출처, 연구설계방법, 대상자, 주요 용어 별로 연구

를 대상으로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평

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였고, 각 문헌의 연구방법과 주요

Figure 1.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fo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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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약되어 있다. 출판연도는 2016년∼2019년이고, 연구설계
유형은 유사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design)와 중재
전후 연구(Pre/post intervention design)가 각각 3편, 무작

연구 결과

위 대조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1편, 비무작위
Table 1에 분석대상 문헌 8편의 저자, 출판연도, 국가, 출

비교연구(Non-randomized comparison design)가 1편이

처, 연구설계방법, 대상자, 주요 용어 별로 일반적 특성이 요

었다. 모든 논문에서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

Table 1. Summary of the Literature
Author (year)

Country

Publication source

Research design

Participants

Duarte & PintoGouveia (2016)

Portugal

International J of
Nursing Studies

Non-randomized
comparison design

93 oncology
nurses

Mindfulness-based intervention
Burnout
Compassion fatigue
Stress
Nurses
Oncology

Mahon, et al.
(2017)

Ireland

J of Research in
Nursing

Quasi-experimental
design (pretest/
posttest design)

90 hospital
nurses

Compassion
Mindfulness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Nurses
Quasi-experiment
Stress

Wang, et al.
(2017)

Taiwan

Applied Nursing
Research

Quasi-experimental
design

78 hospital
nurses

Mindfulness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Nursing staff
Quasi-experiment
Stress

Daigle, et al.
(2018)

Canada

J of Advanced
Nursing

Randomized controlled
trial design

70 hospital
nurses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indfulness
Nurses
Nursing Error
Stress
Well-being

Wong, et al.
(2018)

Singapore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Quasi-experimental
design

36 hospital
nurses

Mindfulness-based training
Sustained attention
Psychomotor vigilance test
Nurses

Ceravolo &
Raines (2019)

USA

J of Holistic Nursing

Pre/post intervention
design

12 nurse
managers

Administrators
Meditation/mindfulness
Health and wellness coaching
Stress and coping
Nurse manager

Vaclavik, et al.
(2018)

USA

Clinical J of Oncology
Nursing

Pre/post intervention
design

56 oncology
nurses

Moral distress
Mindfulness
False hope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Brazil

Explore

Pre/post intervention
design

13 hospital
nurses

Mindfulness
Meditation/mindfulness
Nurse
Stress
Quality of life

dos Santos, et al.
(2016)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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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용어로는 마음챙김(mindfulness), 마음챙김기반 스트레

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음챙김은 간호사에게

스 감소(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 소진

그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 내재한 일상의 스트레스 요인을

(burnout), 스트레스(stress), 간호사(nurses) 등이 사용되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처 기술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었다.

있는 적합한 자가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 중재가 될 수 있다

다음은 8편 문헌의 연구방법과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고 권장하였다.

을 기술하였다.
3. Wang, et al.
1. Duarte & Pinto-Gouveia

대학병원 간호사 78명을 대상으로 한 유사실험연구(Quasi-

비무작위 비교연구(Non-randomized comparison de-

experimental design)로 실험군(n=31), 대조군(n=35), 및

sign) 설계로 종양병동 간호사 93명을 대상으로 실험군(중

비중재 그룹(n=12)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실험군에서는

재그룹) 45명, 비교군 48명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중재로는

Kabat-Zinn [9]의 MBSR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이 프로

Kabat-Zinn [8,9]의 MBSR 원리를 따른 마음챙김기반 그룹

그램에는 주당 3시간/1회, 8주 동안의 중재와 하루의 피정

프로그램을 주당 2시간/1회, 6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주

(retreat)이 포함되었다. 대조군(n=35)은 인문학 수업에 참

요 주제와 연습은 여섯 번의 세션에 맞도록 선택되었고, 각

여하였고, 주당 3시간/1회, 8주 동안 이루어졌다. 인문학 수

세션에서는 새로운 주제와 다른 연습을 소개했다. 처음 네

업은 인도주의적인 치료 병원 지향을 위해 100명 이상의 자

번의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호흡, 몸, 힘든 감정과 생각에 대

원봉사자(주로 건강전문직 그룹의 책임자나 원로 의료진)

한 마음챙김에 대해 배웠다. 마지막 두 세션은 자애-인정

가 병원 환자를 위한 비의료 전문직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

(loving-kindness)과 대인 관계를 다루었으며, 주의 깊은 의

그램이다. 비중재 그룹(n=12)은 어떠한 프로그램에도 참여

사 소통, 자애 또는 인정의 중재 연습, 그리고 마무리하는 성

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간호사의 스트레스 수준은 MBSR

찰을 실시하였다.

중재 실험군 또는 인문학 수업 참여 대조군에서도 감소하였

연구결과, 중재그룹(실험군)의 간호사는 공감피로, 소진,

지만, MBSR 중재를 받은 실험군은 6개월 간의 추후 기간 동

스트레스 및 경험적 회피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삶의

안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었다.

만족, 마음챙김 및 자기 공감에서 증가를 보였다. 반면 비교

이는 MBSR 프로그램을 이용한 마음챙김기반 중재는 간호

그룹의 간호사는 이런 변수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

사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이 결과를 통해 마음챙김기반 중재는 종양 병동 간호사
의 심리적 증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그들의 전반적인
안녕(웰빙)을 개선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4. Daigle, Talbot, & French
대학병원 간호사 7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연구
(Randomized controlled trial)로 실험군(n=37)과 대조군

2. Mahon, Mee, Brett, & Dowling

(n=33)으로 나눠 이루어졌다. 실험군을 대상으로만 Kabat-

유사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design) 설계로 총 3

Zinn [9]의 MBSR 프로그램이 주당 2.5시간/1회, 8주 동안

곳의 대학병원 중 2곳의 간호사 51명을 대상으로 8주간, 1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앉아서 명상하기, 걸으면서

곳의 간호사 39명을 대상으로 6주간의 중재 프로그램을 진

명상 및 요가를 포함하여 주의력(주의집중)과 마음챙김을

행하였다. 중재는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 공감 훈련으로 이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

루어졌으며 간호사의 교대 근무 후 매 주 1회, 저녁에 2시간

다. 매 회당 45분의 연습 시간이 권장되었고 하루의 피정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인지된 스트레스가

(retreat)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MBSR 훈련은 정신적 고

중재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특히 공감 점수가 증가했다.

통(distress)에 있어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대상자의 대부분

6주와 8주 마음챙김 중재의 결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이 높은 수준의 훈련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간호업무 오류

었다. 이 연구 결과는 마음챙김기반 명상 훈련이 간호사의

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했던 간호사 중에서 훈련 3개월

인지된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간호사의 공

후에는 3분의 1 이상에서 인지된 향상이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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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R의 이점이 스트레스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간호업무

도 증가, 소진 위험성이 감소하였으며, 소진의 하위 요인인

오류 개선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적 소진과 직업관련 소진이 감소하였다. 중재 3개월 후
의 결과는 중재 직후와 비슷했으며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5. Wong, et al.

이러한 결과는 습득한 마음챙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지속

대학병원 간호사 36명을 대상으로 한 유사실험연구(Quasi-

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시사한다. 지속적인 보강과 강화

experimental design)로 주당 2시간/1회, 8주 동안 마음챙

가 없다면, 마음챙김의 실천은 바쁜 일상에서 할 일 목록의

김기반 훈련(mindfulness based training, MBT) 프로그램

맨 아래로 가게 되는 자가 관리(self-care) 실천의 하나로만

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주의집중과 에너지 비용의 향상 여부

되어버릴 수 있다.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이러한 마음챙김

를 조사하였다. 지속적인 주의집중의 변화는 정신운동 각성

기반 중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중재 프로그램 후에도 그

과제(Psychomotor Vigilance Task, PVT)를 이용하여 측정

변화를 계속 지지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되었고, 뇌파 검사(EEG)는 PVT 수행 중과 명상 동안 측정되
었다. 연구결과, MBT 프로그램에서 명상 도중에 측정된 뇌

7. Vaclavik, Staffileno, & Carlson

파검사(EEG)의 결과가 모두 프로그램 정기 참석과 상관 관

이 연구의 목적은 Kabat-Zinn MSBR [10] 중재프로그램

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PVT 수행은 8주 동안 감소되었지

을 적용하여 종양병동 간호사들이 도덕적인 정신적 고통

만 프로그램에 잘 참석함으로써 이러한 감소는 완화되었다.

(moral distress)대한 지각을 감소시키고 영향을 최소화하

PVT 수행으로 인한 주관적인 에너지 고갈 또한 정기적 참가

기 위함이다. 사전/사후 중재 설계(pre/post intervention

자들에게는 적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VT 수행 동안 주

design)를 하였고, 종양병동 간호사 56명을 대상으로 MSBR

의집중 EEG marker의 변화는 이러한 행동 변화와 유사했

중재프로그램을 주당 1시간/1회, 6주동안 진행하였다. 중

다. 이 결과는 지속적인 주의집중과 관련된 손실(associ-

재 프로그램에는 중요한 디브리핑(환자간호와 관련된 병동

ated costs)이 간호 전문직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

의 주요 사건), 코드 라벤더 가방(code lavender bag, 도덕적

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마음챙김기반 훈련 프로그램에

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간호사에게 신체적 정서적 지지) 제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이러한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공, 개별 요가, 명상, 이완 등이 포함되었으며, 중재 사전 사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후에 설문조사(Moral-Distress Scale-Revised, MDS-R)를
통해 간호사의 도덕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지각에 관한 자

6. Ceravolo & Raines

료를 수집하였다. 결과는 중재 후에 종양변동 간호사가 환

급성 의료 병원에 근무하는 12명의 간호 관리자에 대한 마

자 간호 상황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빈도가 유의하게 감

음챙김기반 중재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로 사

소되었다. 이는 마음챙김 전략을 통해 종양 간호사는 자신

전/사후 중재 설계(pre/post intervention design)를 통해

의 감정과 신념을 인정하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윤

중재 전, 중재 직후, 중재 후 3개월 경과 시점에 걸쳐 세 번의

리에 충돌하지 않으면서 총체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자료수집을 하였다. 중재 세션으로 Kabat-Zinn [9]의 MBSR

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데 이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의 원리에 기초한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을 주당 1시간/1
회, 8주동안 진행하였다. 각 세션에는 교훈적인 소개, 경험

8. dos Santos, et al.

적 활동, 성찰 및 토론이 포함되었으며 세션 별로 명상, 자애-

이 연구는 브라질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마

인정(loving-kindness), 공감 훈련, 사색적 대화 등의 마음

음챙김을 포함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

챙김 실천을 진행하였다. 세 번의 자료수집은 설문 조사를

를 평가하고자 실시되었다. 양적 및 질적 방법을 사용한 통

통해 전문직 삶의 질(Professional Quality of Life, ProQOL),

합 방법으로 사전/사후 중재 설계(pre/post intervention

지각된 건강(perceived wellness) 및 소진(burnout)에 대한

design)를 하였다. 양적 자료는 중재 전, 중재 후, 중재 후 3

변화를 확인하였다.

개월 경과 시점에 걸쳐 설문지를 이용해 세 번의 자료수집을

연구 결과, 중재 직후에 ProQOL의 하위 요인인 공감만족

하였다. 질적 자료는 중재 후 그룹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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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재 프로그램은 Kabat-Zinn [10]의 MBSR 프로그램과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

Burch [19]의 호흡법 마음챙김(breathworks mindfulness)

여, 간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수준의 질 향상과 대상자

에 기반하였고, 13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1시간/1회, 총

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간호전문직 향상과

24회로 6주간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활동에는 주의 집중 훈

도 중요한 관련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련(attention and concentration training), 호흡 마음챙김

이러한 연구결과는 Kabat-Zinn [8-10]의 마음챙김기반

(mindfulness of breathing), 비공식적 마음챙김(informal

스트레스 감소(MBSR) 프로그램의 원리인 마음챙김기반 명

mindfulness),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각과 정서에 집중하는

상을 통해 신체와 마음 및 감각에 관한 자기탐지 능력 및 자

자애 명상(loving kindness meditation) 등이 포함되었다.

기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성찰적이고 비판단적·탈중심적

결과는 중재 직후에 간호사의 지각된 스트레스, 소진, 우

사고 패턴을 키울 수 있으며, 심호흡을 통해 심신의 균형을

울 및 불안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중재 3개월 후의

이룰 수 있다는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원리를 통해 간

결과는 중재 직후와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그룹 면담을 통

호사의 업무에 대한 집중력 증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공감

한 질적 자료 분석 결과, 내적 경험에 대한 반응성 개선, 내적

력 증가 및 감정 개선의 효과가 있으며[20], 간호 실무에 대

및 외적 경험에 대한 보다 세심한 인식, 모든 순간의 행동과

한 자기 공감과 소명감이 증가하였음이 보고되고 있다[7].

태도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인지 및 마음챙김기반 스트레스

또한, 간호 실무 수행시 침착함, 평화롭고 개인적 및 직업적

감소 프로그램이 간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삶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하여[21],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병원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의 적용이 개별적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낮은

스트레스, 소진, 우울 및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돕기 위해

질의 업무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을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실현 가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

능하고, 특히 이러한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정

그램의 중재는 소진, 이직 및 스트레스가 많은 간호 실무 환

서 경험 향상을 위해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접근법일 수 있음

경의 악순환을 막고, 직장을 보다 긍정적인 업무 현장으로

을 시사한다.

이끌어 간호사의 공감력과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주
며, 결과적으로 대상자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결과를 경험할

논 의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22].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은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스

이상의 결과들을 고려할 때,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은 간

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부작용이 없는 중재 방

호사에게 소진, 스트레스, 공감피로, 정신적 고통, 우울 및

법으로서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상관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인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효과적으로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수행가능한 장점이 있다[17]. 이렇듯,

감소시키는 반면, 내적 경험 반응성과 삶의 만족 및 공감 능

병원 조직 차원에서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과 같은 정서관

력의 증가를 통해 간호사의 전반적인 안녕(웰빙)을 개선할

리 교육프로그램을 확립하여 대인관계 및 직무관련 스트레

수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가 높은 간호사들의 감정 노동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중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은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소진을 예

재 방안으로 적용하여 간호사들이 본인의 편안한 시간과 장

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소에서 이를 자유롭게 수행하여 효율적인 정서관리를 위한

문헌고찰[12]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마음챙김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간호사의 이직 의도를 감

반 프로그램은 도전적인 병원 환경에 직면한 간호사에게 스

소시키는 반면 재직 의도를 높여 이들이 임상 현장에 남아

트레스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resilience) 증가, 효과적인 대

간호 경력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

처 능력 및 적합한 자가관리 시행을 증가시켜 직장이나 대인

대된다.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본인 개인의 삶에도 이로운 영향력을

간호실무 현장에서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은 간호사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간호업무 오류

데, 첫 번째 단계는 무엇보다도 간호관리자가 마음챙김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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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

이루어지고, 마음챙김기반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

력이 요구된다. 간호관리자는 현 근무지의 역학 및 직업 스

한 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여 국가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

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중재 방법에 대해 간호사들과 논의하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

고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와 잠재력을 확인하는 것이

져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 그런 다음, 병원 조직의 관리행정부서 및 인적자
원개발부서와 협력하여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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