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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는 MBSR 프로그램이 중소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반응, 혈청 코티졸, 소진, 감성지능,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효과 규명을 위한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실험설계이다. K시 소재 2개 중소 

병원 간호사 34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17명, 대조군 17명이었다. 실험처치는 주 2회 4주 동안 8회기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스트레스 반응, 소진, 감성지능, 자기효능감을 설문지로 측정하였고, 혈청 코티졸

은 Cobas e 602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사전, 사후, 사후 4주후 측정했으며, 

SPSS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했다. MBSR 프로그램은 간호사의 스트레스 반응과 소진을 감소시키고,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므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중심단어: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 스트레스 반응, 혈청 코티졸, 소진,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Program on Stress response,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and burnout among 
nurses. 
Methods: The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ith 34 participants 
(experimental group: 17, control group: 17). The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program for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 Nurses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in pre-class, in-class, and post-class 
stages for a total of 8 weeks Data were analyzed with an independent t-test and repeated measures 
ANOVA.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stress response (F=3.37, p=.041), 
burnout (F=3.38, p=.040), emotional intelligence (F=5.10, p=.009) and self-efficacy (F=3.51, p=.049).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MBSR program is an effective stress management 
method for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 Nurses. Therefore, the MBSR program is recommended to 
nurses and health care providers for stress management.

Key Words: MBSR, Stress response, Serum cortisol, Burnout,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ORIGINAL ARTICLE

서  론

병원의 종사자들은 최근 의료 분쟁의 증가, 병원간의 경

쟁 심화, 고객만족에 대한 강조 등으로 심한 신체적, 정신

적 부담과 긴장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Elkins et al., 2010). 우리 의료기관 3,255개 중 중소병

원은 3,052개로 전체의 98%를 차지한다(Korean Hospital 

Association, 2017).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상급 병원 간

호사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Lee T et al., 2014), 직업

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 업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많

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M et 

al., 2017). 또한 중소병원 간호사는 간호 업무 외에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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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다른 임상현장에서 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Cho GY et al., 2019).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반응은 시상하부-뇌하수체-부

신 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HPA) axis)과 

자율신경계를 매개로 코티졸 분비가 증가한다(Hellhammer 

et al., 2009). 이는 단기적으로는 인체가 환경에 적응하

는데 도움이 되지만(McEwen et al., 2010), 만성적인 스

트레스로 코티졸의 지속적인 상승은 혈당을 상승시켜 대

사성 질환 및 심혈관 질환을 유도하여(Sher et al., 2005)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소진이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 종사자가 스트레

스 요인에 노출되면서 겪게 되는 자기 직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형성되는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탈진 증후군으로 

정의된다(Maslach et al. 1993).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소

진은 환자와 보호자로부터의 정서적 요구, 과다한 업무량, 

병원 의사, 동료 간호사들과의 갈등 등 업무의 수행과정에

서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들과 

관련되어 있다(Choi KJ et al., 2013).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먼저 불안, 신체화, 우울, 분노 등의 개인적 수준으

로 나타난 다음, 업무 태만, 실수, 이직과 같은 조직 수준

의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예방적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Lee S, 2010). 

Salovey et al.(1990)는 감성지능은 자기와 타인의 기

분과 감성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생각과 행동하

는데 이용하는 사회적 지능이라 정의했다. 간호사는 전문

적인 업무와 함께 끊임없이 인간의 감정을 대하기 때문에 

간호업무 능력만큼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

하는 능력인 감성지능이 요구된다(Freshwater et al., 

2004). 감성지능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경감시키며

(Moon H et al., 2018),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최

소화하여 직원의 정서적 안녕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Dulewicz et al., 2004). 또한 자기효능감은 스트

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는 내적소인으로 작용하여 직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Lee 

KO, 2018). 따라서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도

록 돕는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인지 

행동적 접근인 마음챙김(Mindfulness)이 부각(Hayes et 

al, 2004)되고있다.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Mind-

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이하 MBSR) 프로그

램은 Kabat-Zinn에 의해 개발된 명상 프로그램으로 자

신의 몸, 감각, 마음에 대한 자기탐지능력을 개발하고, 주

의집중, 자각, 통찰과 같은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스

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체계적 접근방법이다(Kabat-Zinn 

et al., 1992). 지속적인 마음챙김 명상수련은 자기감정을 

알아차리고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고 소멸시키는 과정을 

통해 타인의 감정 또한 나의 감정과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끼

게 되고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므로(Kabat- 

Zinn, 2003) 정서 지능의 요소와 관련된 감정이입, 공감, 

주의력 증진, 대인관계, 정서조절 능력, 자존감 등에 영향

을 미친다(Birnie et al., 2010).

간호사의 업무 상황에서 스트레스는 필연적이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나,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소진되거나 업무 및 조직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쳐 양질의 간호 제공은 물론 효과적인 간호 

수행을 할 수 없게 된다(Park JW, 2016). 환자 간호의 질 

보장과 간호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며, 간호사 대상의 스트레스 관련 중재프로그램

에 대한 13편의 고찰연구(Lee JH et al., 2019)에서 대부

분 스트레스 반응 관련 측정은 자가보고측정도구를 사용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사들에게 

MBSR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신체적 스트레스와 혈청 코

티졸을 측정하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소

진과 감성지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목적 

MBSR 프로그램이 중소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반응, 

혈청 코티졸, 소진, 감성지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를 규명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실험설계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K시에 위치한 간호 2등급의 200병상 

규모의 간호 조직, 병동 수, 환자의 중증도가 유사한 2개

병원 선정하였다. 실험 효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

군과 대조군의 소속병원을 달리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편

의표집하였다.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요가수행에 신체적 

문제가 없는 자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최근 한달 이내 

가족의 사망과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 

자 및 만성질환자로 현재 약물 복용중인 자는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G＊power 3.1.9.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행연구(Ahn MN, 2017)를 바탕

으로 효과크기 0.25, 유의수준 .05, 집단 수 2, 검정력 

.80, 측정횟수 3회, 반복측정치 간 상관계수(r) .50로 설

정하였을 때 총 28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 30%를 고려

하여 총 40명, 즉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 20명씩 선정하

였다. 연구 대상자 중 실험군에서 개인적인 사유(퇴사)로 

1명이 중도 탈락되었으며, 참여할 시간 내기가 어려워 실

험군 2명은 참여를 철회하여 총 3명(탈락률: 15%)이 탈락

되었다. 대조군은 불성실한 응답으로 3명(탈락률: 15%)이 

탈락되어 실험군 17명, 대조군 17명으로 총 3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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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반응은 Koh KB et al.(2000)에 의해 국내에

서 일반인 대상으로 개발된 것을 Choi SM et al.(2006)

이 수정한 것을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주일간 대상자가 경험한 스트레스 반응을 평가하는 것으

로서 신체적 반응, 우울, 분노의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

성된 총 22문항의 도구이다. 도구의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

로 측정되고, 점수 범위는 22∼1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스트레스 반응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

발자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97이었고, Choi 

SM et al.(2006)의 연구에서 Cronbach’ =.93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92였다. 

2) 혈중 코티졸 농도

실험 첫날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날 프로그램

을 마치고 난 후와 중재 후 4주에 채혈하였다. 검사 일에 

연구보조자가 혈청 분리관(Serum Separation Tube, 

SST)에 대상자의 혈액 2∼3 cc를 전완부 정맥에서 채혈

하여 혈청 분리관에 넣어 대상자의 아이디를 표기하였다. 

채혈 후 1시간 이내에 W병원 검사실에서 혈청 원심 분리 

후 K사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분석은 방사면역 측정방법

(Radioimmunoassay; RIA)으로 사용된 시약은 Cortisol 

RIA CT (AMP, Germany)이며, Cobas e 602장비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

이 일정한 시간에 채혈을 수행하였다.

3) 소진

소진은 Maslach et al.(1981)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인터넷사이트 Mind Garden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 탈진에 관한 

9문항, 비인격화에 대한 5문항, 개인적 성취에 대한 8문

항이며,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이다. 이 도구는 5

점의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

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 범위는 22∼110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소진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

발자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84였다. 

4)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 et al. (2002)가 개발한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을 Hwang 

PJ(2007)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고 측정

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의 감성이해 4문항, 타인의 감성이

해 4문항, 감성조절 4문항, 감성활용 4문항으로 총 16문

항이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 범위는 

16∼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의 수준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자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88이었고, Hwang PJ(2007)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4였다. 

5)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et al.(1983)이 개발한 일반적 자

기효능감 도구를 Jung AS(2007)이 간호사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

고 측정하였다. 새로운 일의 시작 2문항, 목표달성에 대한 

노력 6문항,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려는 의지 5문항, 

성취 2문항, 확신 2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7문항이다. 도

구는 5점의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 범위는 17∼8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도구 개발자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 

.71이었고, Jung AS(2007)의 연구에서의 자기효능감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4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93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경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IRB No: GIRB-A18-Y-0061)을 받은 후 실시되었

다. 본 연구자가 사전에 연구대상 병원을 방문하여 부서장

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 허락을 구

하였다. 이후 병동에 모집 안내문을 개시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참여를 결정한 간호사에게 연구목적과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서면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 대상

자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이 

지급되었다. 대조군에게는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실

험군의 중재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된 후 프로그램을 원하

는 자에 한해 정좌 명상, 건포도 먹기 명상, 걷기 명상, 바

디스캔을 활용해 2회기 축약된 형태로 제공하였다. 

5. 연구설계

1)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 준비

연구자는 MBSR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한국 

MBSR 연구소에서 MBSR 일반과정 2회 참여와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 연구 진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호학 박

사과정생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선정하여 연구목적, 설문

조사 내용 및 방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연구보조원은 대조

군과 실험군의 중재 전후의 설문지 배부와 혈중 코티졸 농

도 확인을 위한 채혈을 수행하였다.

2) 예비 연구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200병상 이상 종

합병원에 근무하는 7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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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Sessions 
(70 min) 

Theme Contents

1st Introductions: There is more right with you than 
wrong with you

Introduce the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and make group rules and 
questionnaires (Watch video)

Eating meditation, Sitting meditation 
Supp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counseling. Explain home practice 

2nd “How you see things (or don’t see them) will 
determine in large measure how you will respond 
to them”

Sitting meditation. Body scan
Discussion of home practice and problem solving
Supp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counseling. Explain home practice 

3rd “There is pleasure and power in being present” Sitting meditation. Yoga meditation(Hata)
Discussion of home practice and problem solving
Supp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counseling. Explain home practice 

4th “Awareness of being stuck in one’s life and how to 
get unstuck”

Sitting meditation. walking meditation
Discussion of home practice and problem solving
Supp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counseling. Explain home practice 

5th “Reacting and responding to stress” Sitting meditation. 
Discussion of home practice and problem solving
Supp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counseling. Explain home practice

6th “Maintaining your center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itting meditation. Body scan. Watch video
Discussion of home practice and problem solving
Supp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counseling. Explain home practice

7th “Interpersonal mindfulness, staying open in an 
unpredictable process”

Sitting meditation. walking meditation
Discussion of home practice and problem solving
Supp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counseling. Explain home practice

8th “Keeping up the momentum and discipline” Sitting meditation. Compassion meditation. Write a letter to yourself
Discussion of home practice and problem solving
Supp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counseling. 
Post Survey.

2명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8일부터 2019년 2월 3일

까지 총 4회기로 회기당 60분씩 MBSR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해 만

족하였고, 설문지 문항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이 없어 수정한 문항은 없었다. 

3) 실험처치 및 자료수집

프로그램의 구성은 Kabat-Zinn의 표준 MBSR 프로그

램을 Ahn HY(2010)이 한국어로 정리한 것을 근거로 하

였다. 표준 프로그램은 25명 내외의 대상자와 함께 온종

일 수업을 포함하여 8주간 주 1회 회기 당 2시간 30분에

서 3시간 프로그램으로 각 회기마다 주제에 따른 지도와 

실습이 있으며, 마음챙김 수련 연장을 위하여 집에서의 실

습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프로그램의 8회기 주제를 포함하고 

기간과 시간을 단축한 4주간 주 2회 회기 당 70분씩 회기

당 3∼7명 참여로 진행되었다(Table 1). 표준 프로그램의 

공식명상(바디스캔, 정좌명상, 요가명상, 걷기명상, 자애

명상)과 비공식 명상(건포도 먹기 명상, 유쾌한 일 알아차

리기, 불쾌한 일 알아차리기, 일상 마음챙김)으로 구성하

여 진행되었다. 수행증진을 위해 Bandura의 자기효능감 

증진 전략인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

태의 전략을 함께 사용하여 MBSR 프로그램의 효과기대

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 단계적 성공경험은 회기

별 MBSR 프로그램에 관한 팜플렛 제공하여 매 회기 주제

에 따른 교육을 통해 자가 명상일지를 작성하였다. 완성하

는 참여자에겐 커피 쿠폰을 제공하여 수련을 격려하였다. 

또한 자가 명상 수행 과제는 제공한 음원의 안내를 받으면

서 1∼2회기 동안은 15분, 그 후 20분 이상으로 단계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리경험은 회기 별 MBSR 

프로그램 후 느낌을 공유하면서 대리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회기 MBSR 참여자의 경험과 6회기에는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하여 대리 

경험을 하도록 하였으며, 3회기에는 예비조사에 참여자가 

동참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언어적 설득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자가명상 수행

을 독려(1회/일)하였으며, 참여자가 의문(경험한 지루함, 

MBSR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정

서적 반응, 신체적 과민반응 등)을 가지는 경우에는 개별 

면담 및 자문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생리적 상태

는 회기별 실습과정에서 현재 자신의 몸의 감각, 감정에 

대해 알아차림으로서 부정적 감정을 직면하여 완화시키고 

열린마음과 편안함을 갖도록 했다.

(1) 사전조사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MBSR 프로그램 중재를 적용하기 전 2019년 2월 7일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반응, 소진, 감성지능, 자기

효능감에 대해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 후 바로 수거하였

다. 혈중 코티졸 검사는 실험군과 대조군 2월 7일 오후 2

시에서 4시 사이에 채혈하였다.

(2) 실험처치: MBSR 프로그램 

2019년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4주간 주 2회(월요

일, 목요일) 총 8회기로 진행하였다. 실험군이 자신의 근

무 스케쥴에 맞추어 유연하게 참여하도록 1일 3회로 프로

그램을 진행하였다. 4주간의 프로그램 적용이 끝난 후 

2019년 3월 4일부터 7일까지 스트레스 반응, 소진,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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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4)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34) Exp. (n=17) Cont. (n=17)

2 or t p
n (%) or Mean±SD n (%) n (%)

Gender Female 31 (91.2) 16 (94.1) 15 (88.2) 0.36 1.000a

Male 3 (8.8) 1 (5.9) 2 (11.8)

Age 29 and under 17 (50.0 6 (35.3) 11 (66.7) - .080a

31∼39 10 (29.4) 5 (29.4) 5 (29.4)

40 and over 7 (20.6) 6 (35.3) 1 (5.9)

Mean±SD 31.68±7.21 34.12±7.14 29.24±6.60

Marital status No 20 (58.8) 8 (47.1) 12 (70.6) 1.94 .163

Yes 14 (41.2) 9 (52.9) 5 (29.4)

Education 3-year College 10 (29.4) 6 (35.3) 4 (23.5) - 1.000a

4-year University 20 (58.8) 8 (47.1) 12 (70.6)

≥Graduate school 4 (11.8) 3 (17.6) 1 (5.9)

Religion Yes 13 (38.2) 8 (47.1) 5 (29.4) 1.12 .290

No 21 (61.8) 9 (52.9) 12 (70.6)

Job position Clinical nurse 21 (61.8) 9 (52.9) 12 (70.6) 1.12 .290

Manager/Supervisor 13 (38.2) 8 (47.1) 5 (29.4)

Clinical experience (year) Less than 10 24 (70.6) 10 (58.8) 14 (82.4) - .109a 

10 and over 10 (29.4) 7 (41.2) 3 (17.6)

Clinical experience in current 
job (month)

Less than 12 16 (47.1) 9 (52.9) 7 (41.2) 0.47 .492

12 and over 18 (52.9) 8 (47.1) 10 (58.8)

aFisher’s exact test,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지능, 자기효능감에 대한 1차 사후조사를 진행하였다. 교

대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상황과 채혈시간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부분이었다. 선행연구(Kang GS et al.,2012)에서

는 코티졸이 높은 오전시간에 채혈을 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채혈을 하였다. 병동 상

황에 따라 나이트 근무자를 제외하고 오후 2시와 4시 사

이에 채혈을 실시하였다. 혈청 코티졸은 밤 근무 후 최소 

4일간의 호르몬 분비 조절기간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

(Niu et al., 2015)에 따라 밤번 근무 간호사의 경우 밤번 

근무를 종료 한 4일 이후에 채혈을 실시하였다. 1차 사후

조사 후 4주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반응, 소진, 

감성지능,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혈청 코티졸을 

측정하기 위해 채혈을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

일한 기간에 설문조사 및 채혈을 실시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

성과 연구변수인 스트레스 반응, 혈청 코티졸, 소진, 감성

지능, 자기효능감의 사전 동질성검증은 2-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MBSR 

프로그램의 스트레스 반응, 혈청 코티졸, 소진, 감성지능, 

자기효능감에 대한 효과 검증은 반복 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로 검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3명(8.8%), 여자가 31명

(91.2%)으로 여자가 더 많으며 평균 연령은 31.68세였다. 

결혼은 미혼이 20명(58.8%), 기혼 14명(41.2%)이었고, 

학력은 ‘전문대학교 졸업’ 10명(29.4%), ‘대학교 졸업’ 20

명(58.8%), ‘석사이상’ 4명(11.8%)이었다. 종교는 ‘있다’

가 13명(38.2%), ‘없다’가 21명(61.8%)이었으며, 일반간

호사가 21명(61.8%), 책임간호사 이상이 13명(38.2%)이

었다. 총 근무 경력은 ‘10년 미만’이 24명(70.6%), ‘10년 

이상’이 10명(29.4%)이었으며, 현 근무 경력은 ‘12개월 미

만’이 16명(47.1%)이었고, ‘12개월 이상’이 18명(52.9%)

이었다. 이상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2. 연구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정 및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사전 정규성 검증 위해 연구변수인 스트레스 반응, 혈청 

코티졸, 소진, 감성지능, 자기효능감을 이용하여 Shapiro- 

Wilk 정규성 검증한 결과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을 실

시한 결과는 실험군은 2.27±0.61점, 대조군 2.14±0.58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혈중 코티졸 결과는 실험군

이 8.75±2.72점, 대조군 10.32±2.93점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또한 소진 점수는 실험군이 2.90±0.50점, 

대조군 2.60±0.36점, 감성지능 점수는 실험군이 3.39± 

0.39점, 대조군 3.29±0.4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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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omogeneity test for study variables between groups (N=34)

Variables
Exp. (n=17) Cont. (n=17)

t p
Mean±SD Mean±SD

Stress response 2.27±0.61 2.14±0.58 0.64 .521

Serum cortisol 8.75±2.72 10.32±2.93 −1.62 .115

Burnout 2.90±0.50 2.60±0.36 2.00 .053

Emotional Intelligence 3.39±0.39 3.29±0.44 0.71 .479

Self-Efficacy 3.66±0.38 3.51±0.59 0.86 .394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자기효능감 역시 실험군이 3.66±0.38점, 대조군 3.51± 

0.5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어 동질성이 확보되었다(Table 3).

3. MBSR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MBSR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스트레스 반응은 

중재 전 2.27점에서 중재 직후 1.83점(t=2.70, p＜.015)

으로 감소하였으며, 중재 후 4주에도 1.57점(t=1.87, p= 

.079)으로 감소하여 중재의 효과가 지속되었다. 대조군은 

중재 전 2.14점에서 중재 직후에 2.08점(t=0.42, p= 

.676), 중재 후 4주에는 1.95점(t=1.31, p=.208)이었다.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스트레스(F=1.64, p=.209)에 대한 차이는 없었으나 시기

에 따른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었다(F=9.31, p＜.001). 또

한 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여(F=3.37, p= 

.041)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간이 흐름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SR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혈청 코티졸수치

가 중재 전 8.75 g/dl에서 중재 직후 6.25 g/dl (t=3.21, 

p=.005), 중재 후 4주 7.92 g/dl (t=−2.89, p=.010)로 

감소 후 다시 증가로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대조군은 중

재전 10.32 g/dl에서 중재 직후에 8.65 g/dl (t=1.11, 

p=.281), 중재 후 4주에는 8.86 g/dl (t=−0.14, 

p=.885)였다. 혈청 코티졸수치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혈청 코티졸수치(F=6.73, p=.014)는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시기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차이도 

있었다(F=3.74, p=.029). 하지만 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

작용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46, p=.632). 실험군

은 대조군보다 시간이 흐름에 따른 혈청 코티졸수치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MBSR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소진은 중재 전 

2.90점에서 중재 직후 2.59점(t=3.27, p=.005)으로 감소

하였으며, 중재 후 4주에도 2.57점(t=0.16, p=.874)으로 

감소하여 중재의 효과가 지속되었다. 대조군은 중재 전 

2.60점에서 중재 직후에 2.74점(t=−1.15, p=.265), 중

재 후 4주에는 2.69점(t=0.30, p=.764)이었다. 소진에 대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스트레스(F=0.01 

p=.921)에 대한 차이는 없었으며 시기에 따른 소진의 차

이도 없었다(F=0.85, p=.429). 하지만 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여(F=3.38 p=.040) 실험군은 대조군보

다 시간이 흐름에 따른 소진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SR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감성지능은 중재 

전 3.39점에서 중재 직후 3.65점(t=−2.87, p=.011)으로 

증가하였으며, 중재 후 4주에도 3.94점(t=−2.46, p= 

.025)으로 증가하여 중재의 효과가 지속되었다. 대조군은 

중재 전 3.29점에서 중재 직후에 3.28점(t=0.06, 

p=.948), 중재 후 4주에는 3.32점(t=−0.46, p=.648)이

었다. 감성지능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감성지능(F=12.51 p=.001)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시기에 따른 차이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95, 

p=.002). 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여(F=5.10 

p=.009)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간이 흐름에 따른 감성지

능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SR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자기효능감은 중

재 전 3.66점에서 중재 직후 3.82점(t=−1.58, p=.133), 

중재 후 4주 3.94점(t=−1.13, p=.272)으로 증가되었다. 

대조군은 중재 전 3.51점에서 중재 직후에 3.31점(t=1.25, 

p=.227), 중재 후 4주에는 3.33점(t=−0.17, p=.861)이

었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반복측정분산분석 시 구형성가

정을 만족하지 않아 Greenhous-Geisser방법을 이용하

여 검정한 결과이다. 집단 간 자기효능감(F=22.88 p＜ 

.001)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시기에 따른 차이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F=0.28, p=.692). 하지만 시기와 집

단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51 p=.049).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간이 흐름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사들에게 MBSR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상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는 스트레스 반응과 혈중 코티졸을 

측정하였다. MBSR 프로그램을 적용 받은 실험군은 스트

레스 반응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은 중재 직후

와 중재 후 4주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간호사 

대상으로 시행한 Ahn MN(2017)의 연구에서 MBSR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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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stress respose, serum cortisol, burnout,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between groups (N=34)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1 Posttest2

Source F (p)

Pretest vs 
Posttest1

Posttest1 vs 
Posttest2

Mean±SD Mean±SD Mean±SD t (p) t (p)

Stress 
response

Exp. (n=17) 2.27±0.61 1.83±0.48 1.57±0.59 G 1.64 (.209) 2.70 (.015) 1.87 (.079)

Cont. (n=17) 2.14±0.58 2.08±0.30 1.95±0.44 T 9.31 (＜.001) 0.42 (.676) 1.31 (.208)

G×T 3.37 (.041)

Serum cortisol Exp. (n=17) 8.75±2.72 6.25±1.86 7.92±2.46 G 6.73 (.014) 3.21 (.005) −2.89 (.010)

Cont. (n=17) 10.32±2.93 8.65±4.97 8.86±3.09 T 3.74 (.029) 1.11 (.281) −0.14 (.885)

G×T 0.46 (.632)

Burnout Exp. (n=17) 2.90±0.50 2.59±0.54 2.57±0.51 G 0.10 (.921) 3.27 (.005) 0.16 (.874)

Cont. (n=17) 2.60±0.36 2.74±0.51 2.69±0.56 T 0.85 (.429) −1.15 (.265) 0.30 (.764)

G×T 3.38 (.040)

Emotional 
Intelligence

Exp. (n=17) 3.39±0.39 3.65±0.50 3.94±0.43 G 12.51 (.001) −2.87 (.011) −2.46 (.025)

Cont. (n=17) 3.29±0.31 3.28±0.31 3.32±0.28 T 6.95 (.002) 0.06 (.948) −0.46 (.648)

G×T 5.10 (.009)

Self-Efficacy Exp. (n=17) 3.66±0.38 3.82±0.31 3.94±0.43 G 22.88 (＜.001) −1.58 (.133) −1.13 (.272)

Cont. (n=17) 3.51±0.59 3.31±0.32 3.33±0.28 T 0.28 (.692) 1.25 (.227) −0.17 (.861)

G×T 3.51 (.049)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G: Group, T: time, Posttest1: right after intervention, Posttest2: 4 weeks after intervention. 

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스 반응

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으며, 유방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Kang GS et al.(2012)의 연구에

서도 실험군의 스트레스 반응이 유의한 감소를 보여 간접

적으로 지지하였다. MBSR 프로그램이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 것은 호흡, 생각, 신체 감각 등에 집중함으로서 순간

순간을 알아차리고, 생각과 기억, 망상 등으로 방황할 때

마다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러한 방황을 바라봄과 동시에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게 되어(Kabat–Zinn, 1990), 불안

과 관련된 부정적 심리 감소(Baer et al., 2004)로 스트레

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MBSR 프로그램을 적용 받은 실험군의 혈청 코티졸은 

중재 전에 비해 중재 직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집단과 시점 간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BSR 프로그램을 적용한 외과계중환자실의 의료진 대상 

연구(Duchemin et al., 2015)에서 MBSR 프로그램 중

재 후 타액 코티졸의 평균값을 봤을 때 유의하게 감소하여 

본 연구에서의 중재 직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이 유의한 차

이가 있다는 점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Carlson et 

al.(2007)의 연구에서는MBSR 프로그램을 유방암과 전립

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중재 전, 중재 직후, 6개월 후, 1년 

후 코티졸의 평균값 변화에서 유의한 감소가 유지된 점은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 직후에 코

티졸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MBSR이 객관적인 

생리적 스트레스 지표인 코티졸 분비를 줄여주는 것을 확

인하였으나, 중재 4주 후의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혈청 코티졸을 검사를 위해 오후 2∼4시에 채혈을 실시하

였는데,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는 심적 안정없이 채혈을 

실시하였다. 코티졸의 분비는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었을 

때 즉시 기저 수준보다 뚜렷하게 증가하고 20∼30분 후 

기저수준으로 코티졸이 저하되어 급성 반응이 종료되므로

(Lewis et al., 1995) 추후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안

정의 시간을 가진 후에 코티졸을 측정해 볼 것을 제안한다. 

MBSR 프로그램을 적용 받은 실험군의 소진은 대조군

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 대

상의 Ahn MN(2017)과 Penque(2019)의 연구에서도 

MBSR 프로그램 중재 후 소진이 실험군에서 유의한 감소

를 보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높은 긍정 정서는 소

진을 감소시키고 높은 부정 정서는 소진을 증가시킨다

(Jang HM et al., 2016). Kabat-Zinn(2003)은 MBSR 

프로그램을 통해 비판단적으로 온전하게 삶의 경험들에 

접촉하게 함으로써 자각, 통찰, 지혜, 연민 그리고 평정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MBSR 

프로그램은 마음챙김 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심리적 문제

에 노출될 위험을 완화시키는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MBSR 프로그램을 적용 받은 실험군의 감성지능은 대

조군보다 감성지능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MBSR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어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

학생 72명을 대상으로 MBSR 프로그램 적용한 Cho 

IS(2018)의 연구에서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감성

지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였다.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며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스

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

한 방향의 대처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opes et al., 2004). 간호사에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

정노동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며(Karimi et al., 2014),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향상 시키

는데 MBSR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MBSR 프로그램을 적용 받은 실험군의 자기효능감은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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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간호 대학생 59명을 대상으로 한 Yeom YR et 

al.(2013)의 연구에서 MBSR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명상 중

재에 대한 메타 분석연구(Dharmawardene et al., 

2016)에서 돌봄 제공자에게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였다. MBSR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여 그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되어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의 확산

을 막고 현재를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게 됨으로써 충동적

이고 자동적 의사소통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선택하

여(Brown et al., 2003) 자기효능감을 보다 용이하게 증

진시켜 줄 수 있는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MBSR 프로그램은 4주 동안 주 2

회로 회기당 70분 총 560분 진행되었으며, 운영 시간에 

있어서 간호사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긴 시간을 내지 

않고 출근 전과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축 프

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간호사 대상 선행 연구 Ahn 

MN(2017)의 연구에서는 5주간 주2회 회기 당 50분 총 

500분을 제공하였고, Mackenzie et al.(2006)은 4주간 

주 1회 회기당 30분씩 총 120분으로 진행한 선행연구들

의 효과는 본 연구의 단축 프로그램의 구성을 지지한다.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MBSR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

는 간호사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초반에는 프로그

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팜플렛을 활용하여 마음

챙김에 대한 이해와 수련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고, 후반으

로 갈수록 간호 업무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마음챙김 명

상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수련을 증진

시키기 위해 Bandura 자기효능감 증진 전략인 단계적 성

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있어 일상에서도 마음챙김 수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수행 후 현재의 명상의 경

험과 간호사로써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들에 대해 

나눌 때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명상수행증진에 도움

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이 충분히 명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와 차단

되고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확보된 

공간이 실험군의 병원내에 있지 않고 외부에 위치하고 있

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이동에 시간이 소요되었다. 병

원 내에 이동의 불편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하고 간호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설 프로그램으로 진

행하여 스트레스 관리에 기여하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MBSR 프로그램이 중소병원 간호사의 스트

레스 반응, 소진을 감소시키고,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특정 지역에 위치한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

의표집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기에 다양한 임상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

하겠다.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면서 혈청 코티졸의 결과 해석시 코티졸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보임으로 측정 시기의 맥

박, 혈압과 호흡등의 신체적 상태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연구자가 MBSR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프로그램 진행자가 

MBSR 프로그램을 중재하여 연구자의 편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참여한 간호사에게 중재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러한 변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꾸준한 명상 

수련 이루어져야 하므로 참여자의 실천과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표준 MBSR 프로그램의 회기에 따른 주제는 그대

로 하였으나,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축 MBSR 프

로그램을 적용 하였기에 추후 연구에서 간호사에게 표준 

프로그램과 단축 프로그램 운영을 비교하여 프로그램 효

과를 검증하거나, 장기적인 지속 효과에 대한 추후 효과 

검증을 고려해 볼 것을 제언한다. 

이상과 같이 MBSR 프로그램은 중소병원 간호사의 스

트레스 반응과 소진을 줄여주고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므로 중소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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