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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명상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의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선 광 순
기독간호대학교 부교수

The Effects of Walking Meditation 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Cancer Patients in a Long-Term Care Hospital
Sun, Kwang Soon
Associate Professor,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Gwangju,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walking meditation on cancer patients suffering from depression and their
quality of life (QoL) in a long-term care hospital. Methods: This was a quasi-experimental study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and a pretest-posttest design. Forty-nine cancer patients living in a long-term care hospital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experimental group (n=24) received the 2-week walking meditation program while the control group (n=25) received no such
treatment. They all answered questionnaires on depression and QoL.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using SPSS PC+ 26.0
through paired t-tests, independent t-tests, and ANCOVA.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pression (paired t=
−3.944, p=.001) and QoL (paired t=2.443, p=.023) in the experimental group on pretest-posttest.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depression (F=8.302, p=.001) and QoL (t=2.360, p=.024)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walking meditation program has positive effects on the depression suffered by cancer patients as well as on their
QoL in a long-term care hospital. Thus, this program can be utilized a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cancer 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Key Words: Walking meditation, Depression, Quality of life

서 론

이나 치료와 관련된 증상으로 인해 통증, 피로, 인지장애, 불
면 등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감소를 경험하게 되며[4], 무력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는 악성 신생물로, 2019년에 암
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81,20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7.5%

감과 피로로 활동량이 적어지며 삶의 질이 떨어진다[5]. 따라
서 암환자에게 우울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중재가 요구된다.

가 암으로 사망하였다[1]. 암 진단은 인간의 삶에 큰 격변을

신체기능과 마음의 상호작용이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

일으킬 수 있고, 치료 동안 엄청난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겪

친다는 심신의학이 현대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을 수 있으며[2], 암환자들은 20∼40%가 치료적 중재가 필요

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

한 우울과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3]. 또한 암은 암 질병

녕한 상태 또는 몸, 마음, 영성이 안녕한 상태로 인식하면서

주요어: 걷기명상, 우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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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이 암환자들에게 통증이나 수면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마음챙김 명상

나 우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로 각광받고 있다. 마음

을 접목한 걷기명상이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암환자에게

챙김 명상은 지금 현재의 내적 경험에 대한 비판단적 주의와

적용하여 대상자의 우울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를 검증

알아차림으로[6], 특히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하고자 한다.

주며[7,8], 자기인식과 정서안정[9] 및 통증을 감소시키고 삶
의 질이 향상되었다[10]. 따라서 알아차림 명상 기반 치료가

2. 연구 목적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 특히 불안, 우울, 스트레스 감소에 효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에게 걷기명

과적인 치료임을 주장하였다[7,11]. 마음챙김 명상프로그램

상을 통하여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함

에는 호흡명상, 정좌명상, 신체관법(바디스캔), 걷기명상, 하

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타요가, 건포도 명상(먹기 명상), 자애명상 등이 있다[6].
인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움직임은 걷기이며, 걷기운동은
등산이나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에 비해 관절에 가해지
는 물리적 스트레스가 적고 안전하고 적합한 신체활동으로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독립적인 신체활동을 높일 수 있

ㆍ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우울 및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ㆍ걷기명상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다.
ㆍ걷기명상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
는 효과를 평가한다.

는 가벼운 형태의 운동이므로[12],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
자에게 안전하고 신체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의 방법

3. 연구 가설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걷기는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에게 걷기명상을 적용한 후 우

연구에서 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89.3%가 운동이 중요

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다고 생각하며, 운동의 종류로는 55%가 걷기를 하고 있다

가설을 설정하였다.

고 하였다[13]. 이에 암환자들의 체력수준이나 건강상태 정
도를 고려할 때 이 모든 명상을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
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에게 좀 더 접근성이 좋으며
쉽고 매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걷기운

제 1가설: 걷기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참여 전
보다 참여 후에 우울 점수가 낮을 것이다.
제 2가설: 걷기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참여 전
보다 참여 후에 삶의 질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동에 명상을 접목한 걷기명상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간
호중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연구 방법

걷기명상은 마음챙김없이 방심하면서 걷지 않고, 마음챙
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서 걷는 것으로,

1. 연구설계

걷는 경험을 온전하게 만끽하는데 있으며, 슬픔과 불안은 사

본 연구는 걷기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걷기

라지고 평화와 기쁨을 준다[14]. 숲에서 걷기운동과 걷기명

명상을 실시한 하여 우울과 삶의 질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상을 한 그룹을 비교한 연구에서, 숲에서 일반적으로 걷는 것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의 유사 실험연구 설계이다.

보다 걷기 명상을 하였을 때 긴장, 혼란, 우울이 감소되었고
[15],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각하는 정도는 증가하며, 타인

2. 연구대상

을 의식하는 자각은 감소하여, 숲 명상이 자연이 주는 회복효

연구대상자는 C도에 소재한 H군립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과를 보다 증진시킴을 보여주었으며[15], 만성폐쇄성폐질환

중 기관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실시하였다. 요양병원 내에 포

에서 호흡을 기초한 걷기가 불안, 우울, 호흡곤란과 삶의 질

스터를 통하여 모집광고를 했고, 연구목적과 진행과정을 설명

이 향상되었다[16].

을 듣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자로 다음의 선

걷기명상은 종교를 초월하여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치료뿐

정기준에 부합한 자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1) 진료과 담당

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2주일 이상 입원 예정인 자, 2) 설문지 내

검증되고 있지만, 아직 암환자에게 그 효과를 검증하여 보고

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 3) 걷기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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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프로그램

은 역산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

[17]을 활용하여 두 집단 평균에 대한 차이를 이용한 양측검

미한다. Lee [2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정으로 하여, Cohen [18]이 제시한 유의수준()=.05, 검정력

alpha=.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값은 .90이

(1-)=.80, 효과크기(d)=.80으로 산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

었다.

였으며, 필요한 최소 대상자수는 총 52명, 각 집단별 26명이
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대상자수를 수집하였다. 최종 분석
에 사용한 대상자는 실험군 24명, 대조군 25명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및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는 전라남도 소재 H군립요양병원에서 2018년 9월
11일 부터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 표집은 H

3. 연구도구

군립요양병원에 모집광고문을 부착하여 연구대상자가 모집

1) 일반적 특성

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편의표집방법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성별, 연령, 결혼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료수집은 2018년 9월에 모집광고

태, 학력, 종교, 직업, 투병기간, 걷기명상 경험 유무, 진단을

를 통해서 모집하였는데 이때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대상

조사하였다.

자 병동의 수간호사의 조언을 받았다. 실험효과 확산을 막아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9월 초에 먼저 대조군을 모집

2) 우울(Depression) 측정도구

하였고, 10월에 실험군에게 실험처치를 실시하였다. 설문조

본 연구에서 우울은 Beck 등[19]이 개발한 Beck Depres-

사는 연구자와 사전에 훈련된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고, 설문

sion Inventory (BDI) 도구를 Lee와 Song [20]이 번역한 것을

조사시에 대상자의 교육정도와 시력저하를 고려하여 필요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증상의 수준을 자가보

에는 직접 읽어주고 답하도록 하였다.

고형로 검사하며,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

실험군에게 제공한 걷기명상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및 운

상 영역을 포함하여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구성된 질문지

영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참여기간은 총 2주 동안에, 주 2

로 4개 문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

∼3회, 각 회기당 30∼40분 내외로 걷기명상을 실시하였다.

다 그 증상이 없는 수준(0점)에서 그 증상이 가장 심한 수준(3

처음 첫주 첫 번째 시간에는 병원의 소회의실에서 집단으로

점)까지의 점수가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점수의 범위는 최저

1시간정도 단전호흡, 수식관 호흡, 만트라 호흡(이완반응),

0점에서 최고 63점까지이며, 9점 이하는 우울하지 않은 상

걷기명상 등에 대해 이론교육 및 실습을 하였으며, 그 다음 회

태, 10∼15점은 가벼운 우울상태, 16∼23점은 중한 우울상

에는 병원로비에서 모여 다시 걷기명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

태, 24∼63점은 심한 우울상태로 분류하며, 점수가 높을수

과 시범을 보여준 후 습득하는 시간을 갖고, 연구자와 함께 H

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Song [20] 도구의 신

군립요양병원 주변 가까운 산책로를 걸으면서 걷기명상을

뢰도 Cronbach's 값은 일반인 .78, 우울환자 .85이었고, 본

약 40분간 실시하였다. 걷기명상이 끝난 후에는 5분간 휴식

연구에서는 Cronbach's 은 .82이었다.

을 갖으면서 느낌이나 경험을 나누었다. 그리고 입원기간동
안에 아침저녁으로 걷기명상을 하도록 하였으며, 침대에 누

3) 삶의 질 측정도구

워있는 동안에는 호흡명상을, 복도에 다니면서도 걷기명상

삶의 질은 국내암환자를 대상으로 타당성이 검정된 한국

을 하도록 교육하였다.

암 특이형 삶의 질 측정도구[21]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1

걷기명상은 마음챙김없이 방심하면서 걷지 않고, 마음챙

개 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서 걷는 것이며

으며, 신체적 상태 6문항, 정서적 상태 6문항, 사회적 기능 3

또한 걷기명상은 걷는 것 그 자체에 의도적으로 의식을 집중

문항, 걱정상태 2문항 및 대처기능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하는 것으로, 걸어갈 때 일어나는 감각을 내적으로 관찰하는

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14,22]. 본 연구에서 걷기명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조금 그렇다’ 1점, ‘보통이다’ 2점,

Hanh과 Anh-Huong [14]과 Chang [22]의 걷기명상을 토대

‘꽤 그렇다’ 3점, ‘매우 많이 그렇다’ 4점을 주었고 부정문항

로 하였으며, 걷기명상을 할 때는 발걸음 전체를 알아차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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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걷는 것으로, 다시 말해 걸을 때 발을 들고, 앞으로 뻗고,

연구 결과

내려놓는 걸음 동작 하나하나의 움직임과 움직임에 수반되
는 감각을 알아차림하며, 걷는 동안 주변의 소리, 냄새, 시각

1. 연구대상자 특성 및 사전 동질성 검정

적 자극들에 대해서도 알아차림하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도 알아차림 한다. 걷기명상을 실시할 때는 주로 말은 삼가고

종교, 직업, 투병기간, 걷기명상 경험 유무, 진단을 조사하였

주위 경치를 둘러보지 말며 시선을 앞쪽으로 고정하고 걸을

으며, 두 집단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에서 직업

때 느낌과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면서 걷는 것을 말한다.

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집중하기 위해서 호흡 집중하기, 숫자 세기, 만트라 단어나

본 연구에서 실험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구를 마음으로 읊조리고, 관찰하기는 떠오르는 생각 관찰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우울점수에서 실험군 18.20±7.22

기, 몸의 감각 관찰하도록 하였다. 숲을 걸을 때는 천천히 걸

점, 대조군 13.76±7.6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면서, 입가에는 미소를 짓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숫

였다(t=2.098, p=.041). 삶의 질 점수에서는 실험군 2.21±

자를 세거나 또는 만트라 단어나 구를 마음으로 읊조리도록

0.59점, 대조군 1.97±0.51점으로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

하면서 걷도록 하였다.

가 없어 두 집단간에 동질하였다(t=1.520, p=.133). 하지만
하위영역 중 사회적 상태 점수에서 동질하지 않았다(t=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2.431, p=.019)(Table 2).

본 연구는 C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CCN-2018-6-1)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윤리

2. 걷기명상 프로그램이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검정

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의 목적, 절차, 수집

1) 제 1가설 검정

된 자료의 비밀유지, 연구참여의 철회 권리 등에 대하여 설명

‘제 1가설: 걷기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참여 전

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 한 대상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보다 참여 후에 우울 점수가 낮을 것이다.’를 검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는 시작 시기에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먼저 우울점수에서 실험군 사전 18.20±7.22점, 사후 11.29±
9.11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t=−3.944, p=.001), 대조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ㆍ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ㆍ연구 대상자의 우울과 삶의 질 정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ㆍ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값을

군에서는 사전 13.76±7.60점, 사후 12.28±6.10점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1.185, p=.248).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간 사후 우울점수 간에 차이를 검정
하기 위해, 두 집단간 사전에 차이를 보여 이를 공변량 분석한
결과, 먼저 실험군 우울은 평균 −6.92±8.59점, 대조군 우울
은 −1.48±6.24점으로 두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F=8.302, p=.001)(Table 3). 따라서 제 1가설은 지
지되었다.

구하였다.
ㆍ실험군과 대조군간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2) 제 2가설 검정

Chi-squared test 및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제 2가설: 걷기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참여 전

ㆍ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과 삶의 질에 대한 사전 동질성

보다 참여 후에 삶의 질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였

검증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다. 실험군 내에서 삶의 질 점수는 사전 2.21±0.59점, 사후

ㆍ걷기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2.49±0.54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aired t=2.443,

과 삶의 질 정도의 변화는 paired t-test, independent

p=.023), 대조군내에서는 사전 1.97±0.51점, 사후 2.18±

t-test 및 ANCOVA로 분석하였다.

0.32점으로, 대조군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aired t=
2.165, p=.041). 처치전과 처치후의 평균차이를 이용한 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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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의 비교에서 삶의 질 점수는 처치전보다 처치후에 실험

0.78점, 사후 2.53±0.63점(paired t=2.648, p=.014), 대조군

군 0.28±0.55점, 대조군 0.21±0.49점으로 두 집단간에 통

사전 2.08±0.69점, 사후 2.26±0.37점(paired t=1.248,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360, p=.024)(Table 3).

p=.024)으로 전후에 유의하였으나 집단간에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제 2가설은 채택되었다.

(t=1.852, p=.070). 정서적 상태는 실험군 사전 2.50±1.17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상태는 실험군 사전 2.13±

점, 사후 2.88±0.78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aire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Homogeneity
Group (M±SD)
Categories
Gender

Female
Male

Age (yrs)
Marital status

Academic achievement

Religion
Occupation
Duration of struggle
against disease

Experience in hearing of
mediation
Diagnosis

Single
Married
Other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Yes
No
Yes
No
＜6 mon
≥6 mon, ＜1 yr
≥1 yr, ＜3 yrs
≥3 yrs, ＜5 yrs
≥5 yrs
No
Yes
Breast, urogenital Ca
Gastrointestinal Ca
Lung, lymph, vascular Ca
Hepatobiliary Ca
Brain tumor
Others

Exp. (n=24)

Cont. (n=25)

16 (66.7)
8 (33.3)
58.5±10.7
(Range: 37∼84)
2 (8.3)
19 (79.2)
2 (8.3)
5 (20.8)
4 (16.7)
7 (29.2)
8 (33.3)
10 (41.7)
14 (58.3)
4 (16.7)
20 (83.3)
14 (58.3)
5 (20.9)
1 (4.2)
2 (8.3)
2 (8.3)
13 (54.2)
11 (45.8)
13 (54.2)
4 (16.7)
2 (8.3)
2 (8.3)
1 (4.2)
2 (8.3)

16 (64.0)
9 (36.0)
57.0±10.1
(Range: 41∼76)
2 (8.0)
22 (88.0)
1 (4.0)
4 (16.0)
6 (24.0)
6 (24.0)
9 (36.0)
16 (56.0)
11 (44.0)
12 (48.0)
13 (52.0)
12 (48.0)
6 (24.0)
4 (16.0)
0 (0.0)
3 (12.0)
9 (36.0)
16 (64.0)
7 (28.0)
9 (36.0)
5 (20.0)
3 (12.0)
1 (4.0)
0 (0.0)

χ2 or t

p values

.038

.845

.493

.625

.470

.790

.627

.890

1.007

.316

5.467

.019*

4.226

.376

1.633

.201

10.000

.26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p＜.05, **p＜.01.

Table 2. Homogeneity of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between Two Groups
Group (M±SD)
Variables
Depression
Quality of life
Physical status
Emotional status
Social status
Concern status
Coping function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p＜.05, **p＜.01.

Exp. (n=24)

Cont. (n=25)

18.20±7.22
2.21±0.59
2.13±0.78
2.50±1.17
1.78±0.94
1.39±1.27
2.62±0.88

13.76±7.60
1.97±0.51
2.08±0.69
2.39±1.12
1.12±0.94
1.14±1.26
2.21±1.11

t

p values

2.098
1.529
0.215
0.347
2.431
0.705
1.438

.041*
.133
.831
.730
.019*
.484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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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between Two Groups
Pre-test
Variables

Post-test

Group

Depression
Quality of life
Physical status
Emotional status
Social status
†

Concern status

Coping function

Exp. (n=24)
Cont. (n=25)
Exp. (n=24)
Cont. (n=25)
Exp. (n=24)
Cont. (n=25)
Exp. (n=24)
Cont. (n=25)
Exp. (n=24)
Cont. (n=25)
Exp. (n=24)
Cont. (n=25)
Exp. (n=24)
Cont. (n=25)

Paired t
M±SD

M±SD

18.20±7.22
13.76±7.60
2.21±0.59
1.97±0.51
2.13±0.78
2.08±0.69
2.50±1.17
2.39±1.12
1.78±0.94
1.12±0.94
1.39±1.27
1.14±1.26
2.62±0.88
2.21±1.14

11.29±9.11
12.28±6.10
2.49±0.54
2.18±0.32
2.53±0.63
2.26±0.37
2.88±0.78
2.44±0.66
1.84±0.91
1.41±0.66
1.89±1.25
1.58±1.01
2.60±1.11
2.55±0.69

p

Mean difference
(post-pre)

t or
F

p values

M±SD
−3.944
−1.185
2.443
2.165
2.648
1.248
2.519
0.262
0.336
1.485
2.533
1.722
−0.076
1.437

.001**
.248
.023*
.041*
.014*
.024*
.019*
.796
.740
.151
.019*
.098
.940
.164

−6.92±8.59
−1.48±6.24
0.28±0.55
0.21±0.49
0.40±0.74
0.17±0.69
0.38±0.72
0.05±1.01
0.07±1.01
0.29±0.98
0.50±0.96
0.44±1.27
−0.02±1.33
0.34±1.18

8.302 .001**
2.360 .024*
1.852 .070
2.102 .041*
5.296 .009**
0.967 .338
0.204 .84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inverse coding.
*p＜.05, **p＜.01.

t=2.519, p=.019), 두집간의 평균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스트레스를 비롯한 많은 부적절한 요

보였다(t=2.102, p=.041). 걱정 상태는 실험군 사전 1.39±

소들을 통제하여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9], 본 연구

1.27점, 사후 1.89±1.25점(paired t=2.533, p=.019)으로 유

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에게도 그 효과를 확인한 데 의

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두 집간의 평균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

의가 있다.

이를 보이지 않았다(t=0.967, p=.338).

우울 정도는 실험군에서 18.2점, 대조군 13.8점으로 나타
났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가벼운 우울상태에서 중한 우

논 의

울상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요양병원
에 입원한 암환자의 Beck 우울점수 8.2점[24], 항암치료를 받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는 질병 및 치료로 인하여 통증,

는 부인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점수 11.3점[25], 유방암환자

식욕부진, 피로감 등을 경험하고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증

우울점수 16.5점[26], 말기 암환자에서 우울 점수 23.7점

가하며 삶의 질이 감소한다[23].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입원

[27],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군에서 24.2점[9]을

해있는 암환자에게 걷기명상을 적용하여 우울과 삶의 질에

제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

대한 효과를 검정하고자 시행되었다.

의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은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생의 위기

연구결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에게 걷기명상 프로

에 직면하여 대부분이 약한 정도에서 중증도의 우울을 경험

그램을 받은 실험군에서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는

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정서 상태와 그가 처한 상황과 위협

중년여성에게 숲 걷기운동보다 숲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응

을 받아들이는 적응능력이나 대처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

용한 걷기명상을 하였을 때 우울뿐만 아니라 긴장, 혼란이 유

난 것[28]으로 시사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암전문

의하게 감소되어 효과적인 중재라고 보고한 연구[15]와 중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과 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대상자

여성에게 마음챙김 숲 속 걷기명상 프로그램을 6주 동안에

들로서 전체 대상자의 70% 이상이 1년 미만의 투병기간을 차

실시하여 우울 증상이 경감되어 마음챙김 숲 속 걷기명상이

지하고 있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심리적, 생리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에게 걷기명상 프로그램이 삶의

보고한 연구결과[8]을 지지한다. 이처럼 마음챙김 걷기명상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한 결과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후에

은 명상 치료를 통해 자기인식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긍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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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걷기명상이 삶의 질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여, 2달 동

은 결과는 걷기명상을 할 때 마음을 신체의 움직임이나 호흡,

안 호흡, 명상, 걷기를 실시한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불안,

느낌, 단전에 집중하기 때문에, 암환자의 우울이나 스트레스

우울, 호흡곤란이 변화되었으며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선

등 부정적인 감정이나 잡념에 빠지지 않고 현재의 생각이나

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16]. 하지만 마음챙김명상이 만성

감정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 성찰의 기회를 준 것[6]을 시사한

요통 환자, 유방암환자나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다. 하지만 걷기명상이 삶의 질에 대한 증거는 아직 미약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있지만[10,29-31],

향후 보다 장기간의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검증을 해볼 필요

걷기명상이 삶의 질에 대한 효과검정은 아직 미비하므로 반

가 있다.

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요양병원에 입원

삶의 질 정도를 살펴보면 4점 만점에 실험군 사전 2.21점,

해 있는 암환자에게 걷기명상이 우울 감소와 삶의 질을 향상

대조군 사전 1.97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암환

시킨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간호중재라고 하겠다. 그러나

자의 삶의 질 점수는 2.16점[32], 항암요법을 받는 부인암 환

본 연구는 단기간의 실험처치를 통한 효과검정을 하였으며,

자의 삶의 질 점수 2.56점[25], 재가 암환자의 삶의 질 점수

또한 표의표집으로 인한 표집오차의 연구 제한점이 있어 향

3.06점[33], 사회재가 암환자 삶의 질 점수 3.5점[34]과 비교

후 무작위 표집을 통한 임상시험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면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Baik과 Kim [32]의 연구 대상자가 20세 이상의 성인 암환자

결론 및 제언

로 서울 Y 대학병원에서 암으로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을 위
해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이며, Nho 등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암환자에게 걷기 명상

[25]의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부인암으

을 적용하여 우울과 삶의 질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

로 진단받고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20세 이상의 부인암

도되었다. 연구결과 걷기명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암

환자이었고, Park과 Oh [33]은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 암환자

환자에게 우울 및 삶의 질에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나타났다.

들이었고, Kang 등[34]은 주로 유방암환자가 많았던 지역사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회재가암환자이었다. 선행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째, 걷기 명상을 장기간 적용하여 그 효과와 변화양상을 확인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와 같이 삶의 질이 낮은 점수를 보인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걷기 명상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스

것은 본 연구 대상자들이 요양병원 인근 암전문 병원에서 치

트레스 요인을 포함한 생리적 변수 및 불안 등의 심리적 변수

료를 받는 전후 환자들이었던 점과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를 포함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걷기 명상이 성별, 연

위암, 직장암, 간암 등의 다양한 암환자를 포함하였던 점에서

령, 질병의 심각성 정도, 대처양식이나 적응능력에 따라 달라

이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질은 신체

질 수 있고, 명상 지도자의 숙련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적 증상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요양병원 이용만족도가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설계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높을수록, 보안대체요법 중 운동요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있다.

수록 삶의 질이 증가한다고 한 연구결과[23]를 고려해보면,
향후 병원 종류별, 암 진단 및 단계별, 통증 증상이나 징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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