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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2014년 7월까지 출간된

국내 학술지 논문 중 마음챙김 기반 치료를 실시한 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한 연구 54편(k 

= 57)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마음챙김, 스트레스, 

정신병리 및 정신건강 취약성, 정서, 주관적 안녕, 그리고 자아개념의 6가지 범주에 속하는

총 20개의 결과변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결과변인의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치료의 세부 종류, 참여자 특성, 연구 설계 등 총 6개의 조절변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마음챙김 기반 치료를 받은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마음챙김의 수준이 증가되었고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이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추후 측정에서도 유지되었다. 또한, 

정신병리 심각도, 분노, 충동성, 부정정서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데도 효과

를 보였다. 반면, 신체화, 강박증, 정신증 등 개별 정신병리, 긍정정서, 주관적 안녕, 자아효능

감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효과크기는 치료의 종류, 참여자의 성별 및 건강수준 등의 조

절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국내에서 시행된 마음챙김 기반 치료는 정상 및

임상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및 임상

적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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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mindfulness)이란 불교 명상 수행의

한 요소인 사티(sati)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현

재 순간순간의 경험에 의도적으로 그리고 비

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얻어지는 일

종의 자각(awareness)을 뜻한다(Kabat-Zinn, 1990). 

즉, 매 순간 경험하는 신체감각, 생각, 감정, 

외부자극 등을 주의 깊게 지켜봄으로써 자신

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료하게 알아차

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자면, 마음챙김은 주의 집중의 한 형태

로, 자신의 주의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과 자

신의 경험에 대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

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Bishop et al., 

2004).

이러한 개념은 현대 서구에서 Kabat-Zinn에

의해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MBSR)라는 프로그램으로

치료 장면에 접목되어, 만성 통증과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개발되었다

(Kabat-Zinn, 1990). 이 프로그램은 8-10회기의

구조화된 집단치료의 형태로 실시되며, 정좌

명상, 하타요가, 그리고 바디스캔의 세 가지

핵심요소를 가진다(Baer, 2003). MBSR 참가자는

마음챙김 기술을 훈련하고 증진시켜 자신의

신체적 및 심리적 상태를 비판단적으로 수용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내면적 고통과

스트레스 반응성을 줄이고 심신 건강을 증

진시킬 수 있게 된다(Kabat-Zinn, 1990). 현재

MBSR은 정상군 및 임상군을 대상으로 다양

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의 증진을 위한 개

입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e.g., Gotink et al., 

2015; Khoury, Sharma, Rush, & Fournier, 2015). 

또한,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다른 치료들

도 개발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울증

재발 방지를 위한 마음챙김 기반 인지 치료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MBCT; 

Segal, Williams, & Teasdale, 2002)이다.

이러한 마음챙김 기반 치료의 효과는 국제

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메타분석 연구도 상

당히 많이 존재한다. 국외 메타분석 연구 결

과들을 종합해보면, 마음챙김 기반 치료는 마

음챙김 수준을 증가시키고(de Vibe, Bjørndal, 

Tipton, Hammerstrøm, & Kowalski, 2012; Eberth 

& Sedlmeier, 2012; Khoury, Lecomte, Fortin, et 

al., 2013; Khoury et al., 2015),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며(Abbott et al., 2014; Eberth & 

Sedlmeier, 2012; Khoury et al., 2015), 면역기능

을 강화하여(Schutte & Malouff, 2014) 궁극적으

로 스트레스 반응성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질과 주관적 안

녕을 증가시키고(de Vibe et al., 2012; Eberth & 

Sedlmeier, 2012; Khoury et al., 2015), 긍정정서

는 증가시키고 부정정서는 감소시켰다(Eberth 

& Sedlmeier, 2012; Keng, Smoski, & Robins, 

2011). 나아가, 고질적인 신체 통증(Cramer, 

Haller, Lauche, & Dobos, 2012), 만성 질환

(Bohlmeijer, Prenger, Taal, & Cuijpers, 2010), 혈

관성 장애(Abbott et al., 2014), 그리고 암환자

(Ledesma & Kumano, 2009; Piet, Wurtzen, & 

Zachariae, 2012)들의 심신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효과를 미쳤다.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에 있어서도 마음챙김 기반 치료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우울과 불안의 증상을

감소시키고(Abbott et al., 2014; Bohlmeijer et al., 

2010; Chen et al., 2012; de Vibe et al., 2012; 

Eberth & Sedlmeier, 2012; Galante, Iribarren, & 

Pearce, 2013; Hofmann, Sawyer, Witt, & Oh, 

2010; Khoury, Lecomte, Fortin, et al., 2013; 

Khoury et al., 2015; Regehr, Glancy, & Pi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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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Strauss, Cavanagh, Oliver, & Pettman,, 

2014), 우울증의 재발을 줄이며 (Piet & 

Hougaard, 2011), 불안장애(Chen et al., 2012), 우

울 및 불안장애(Strauss et al., 2014), 신체화 장

애(Lakhan & Schofield, 2013), 정신증(Khoury, 

Lecomte, Gaudiano, & Paquin, 2013),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정신장애군(Galante et al., 2013; 

Klainin-Yobas, Cho, & Creedy, 2012)의 정신병리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메타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마음챙김 기반 치료는 마음챙김 수준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성을 감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심신 건강의 영역에

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마음챙김 기반 치료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어왔으나(양영필 등, 2010), 그 효

과성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학술 논문은

아직 두 편에 불과하다(i.e., 김잔디, 김정호, 

2011; 조용래, 노상선, 조기현, 홍세희, 2014). 

김잔디와 김정호(2011)는 2000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명상을 실시한 39편의 학위논문으로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메타분석의 대상을 학

위청구논문에만 국한시키고 연구 대상을 성인

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더 확장

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조용래 등(2014)은

2013년 12월까지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마음챙

김 기반 치료 연구 중 우울과 불안을 측정한

논문 33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마음챙김 기반 치료가 우울과 불안

둘 다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음

챙김 기반 치료는 원래 마음챙김의 증진과 스

트레스 감소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자 현

재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므

로, 우울과 불안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의 범

위를 확대하여 더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조용래 등(2014)의 연구가 집단 내

사전-사후 측정을 기반으로 효과를 분석하였

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인과 관계를 밝히

기 위해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효과 분석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된 마

음챙김 치료 연구에서 가장 많이 측정된 변인

20개를 선별하여 마음챙김 기반 치료가 집단

차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한, 본 연구 결과의 내적타당도를 위해서 통

제집단(대기 통제[waitlist control] 또는 통상적

치료[treatment-as-usual])이나 적극적 처치 대조

집단(active treatment comparison)이 비교집단으

로 존재하는 연구들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

를 위해 2014년 7월까지 출간된 국내학술지

54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20개

의 결과변인들은 다음과 같은 6개의 범주 개

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마음챙김, 스트레

스(심리적, 생리적), 정신병리 및 정신건강 취

약성(우울, 불안,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정신병리

심각도, 분노, 충동성), 정서(부정, 긍정), 주관

적 안녕, 자아개념(존중감, 효능감)에 해당하는

결과변인들을 분석하였다. 이 중, 신체화, 강

박증, 대인예민성,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9가지 정신병리 영역은 간이정신진

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

의 하위척도 점수들이며, 정신병리 심각도는

SCL-90-R의 전체심도지수(Global Severity Index, 

GSI)로, 전반적인 정신병리 수준을 나타낸다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94).

또한, 각 결과변인들에 대한 치료의 효과성

을 조절하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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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 속하는 총 6개의 조절변인을 분석하였

다. 즉, 치료의 종류, 참가자의 특성(성별, 연

령, 건강상태), 그리고 실험 설계(사전차이, 무

선할당)에 해당하는 조절변인들을 조사하였다. 

치료의 종류는 총 6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먼

저 마음챙김 기반 치료의 원형이 되는 MBSR 

(Kabat-Zinn, 1990)과 한국형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Korean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K-MBSR; 장현갑, 김정모, 배재홍, 

2007)를 구분하였다. K-MBSR은 MBSR을 토대

로 개발된 한국형 프로그램으로, 회기 구성은

비슷하나 한국 문화에 맞춰 호흡명상과 용서

명상을 추가한 것에 차이가 있다(김완석, 

2010). 그밖에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치료방

법들인 MBCT(Segal et al., 2002), 호흡에 주의

의 초점을 맞춘 호흡마음챙김명상(김정호, 김

수진, 2002), 마음챙김의 대상을 정서에 둔 정

서마음챙김명상(김정호, 2001)을 구분하여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입종류의 연구가

한 개씩밖에 없는 것은 “기타”로 분류하여

포함하였다. 이같이 총 6가지로 구분된 개

입종류는 MBSR과 MBCT로만 구분한 기존

연구(조용래 등, 2014)에 비해 더 세분화된

분류이다. 반면, 변증법적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Linenhan, 1993), 수용전념치

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Hayes, 

Strosahl, & Wilson, 1999), 그리고 마음챙김 기

반 재발 방지(Mindfulness-Based Relapse Prevention; 

Witkiewitz, Marlaatt, & Walker, 2005)는 마음챙

김이 개입의 핵심요소가 아니라 마음챙김 기

법이 일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Baer, 2003). 이러한 기준은

국외 메타분석의 기준과 동일하다(Gotink et 

al., 2015).

참가자의 특성으로 인한 조절변인으로는 첫

째, 집단 구성원들의 성별이 여자, 남자, 또는

남녀 혼합인지 구분하였다. 둘째, 참가자의 연

령을 청소년, 대학생, 대학원생, 성인의 네 가

지 집단으로 나누었다. 셋째, 참가자의 건강상

태를 건강, 준임상, 임상의 세 가지 수준으로

세분화하였다. 즉, 건강한 상태는 질병이나 선

별검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이고, 임상 상태는 유방암, 원형탈모증, 

우울증, 조현병 등 임상적 진단을 받은 집단

이며, 준임상 상태는 진단명은 없지만 문제행

동 척도의 절단점을 초과하는 등 중간 정도의

심각도를 가진 집단이다. 준임상 집단의 예를

들면, 시험불안 수준이 집단의 상위 20%인 경

우를 말한다. 이는 환자와 비환자로 나눈 기

존 연구(조용래 등, 2014)에서 더 세분화된 분

류인데, 많은 국내연구가 준임상 집단을 대상

으로 행해졌고 집단의 상태에 따라 치료 효과

에 대한 의의가 다를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임상, 준임상, 건강으로

구분하였다.

실험 설계에 관해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첫째, 무선할당이 존재하는지, 둘째, 사

전차이가 보고되었는지에 따라 치료의 효과크

기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국

내에서도 추후 측정을 실시한 연구들이 존재

하고, 국외에는 마음챙김 기반 치료의 지속력

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Hofmann et 

al., 2010; Khoury, Lecomte, Fortin, et al., 2013; 

Khoury et al., 2015), 추후 결과가 제시된 논문

들만 따로 모아서도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마음챙김 기반 치료의 장기 효과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연구(조용래 등, 2014)에

서는 행해지지 않아 한계점으로 남았던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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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마음챙김에 기반한 집단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국내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은 이전 연구를 통합하

고 조절변인을 확인하여(Schmidt & Hunter, 

2015), 연구의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고 후속

연구 방안을 모색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음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문헌 검색, 연구 선별, 그

리고 분석 과정을 제시하였다.

문헌 검색과 연구의 포함 기준

분석에 포함할 연구를 선별하기 위해, 학술

자료 온라인 검색엔진인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 그리고 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DBpia)을 이용하여 2014

년 7월 11일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어로는 “마음챙김”, 

“mindfulness”, “MBSR”, “K-MBSR”, 또는

“MBCT”가 사용되었다. 초기 검색 결과, RISS

에서 393개, KISS에서 217개, 그리고 DBpia에

서 61개의 총 671개의 논문이 나왔다. 그러나

검색 조건과 맞지 않은 논문을 제외하면, RISS

에서 310개, KISS에서 170개, 그리고 DBpia에

서 61개의 총 541개가 도출되었다. 또한, 수작

업 검색을 통해 2편의 논문을 추가하였다. 이

중 중복되는 196개의 논문을 제외하면 총 347

개의 논문이 나왔다.

이렇게 나온 347개의 논문들 중에서, 개관

논문이나 설문연구 등 경험 논문이 아닌 연구

는 제외되었고, 마음챙김에 기반하지 않은 명

상, 요가 등의 치료 연구가 제외되었다. 마음

챙김 기반 치료라 하여도 그 대상이 유아, 아

동, 노인일 경우, 각 연구의 수가 한두 개밖에

되지 않고 연령대에 맞게 프로그램이 변형된

것이 많아 본 연구에는 제외되었다. 치료의

종류는 논문에 제시된 회기의 내용이나 개입

에 대한 참고문헌을 확인하여 구분하였다. 또

한, 한 명의 사례 연구이거나, 비교집단 없이

단일 집단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를 비교한

연구도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메타분석에

필요한 통계 수치가 기록되지 않은 연구가 제

외되었으며,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해당 연구

의 교신저자에게 정보를 요청하였다. 결과적

으로, 총 54개의 논문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

었다(그림 1). 포함된 논문들의 특성은 부록에

제시되어있다.

논문 코딩 절차

두 명의 저자와 두 명의 연구조교가 두 명

씩 짝을 이루어 선별된 54개의 논문들의 절반

을 독립적으로 코딩하였다. 즉, 논문 한 개당

한 명의 저자와 한 명의 연구조교가 독립적으

로 두 번 코딩을 하였다. 각 논문에서 표본의

특성(표본크기, 성별, 연령, 건강상태), 설계의

특성(사전 집단 차이의 유무, 무선할당 유무, 

추후 측정 유무, 대조집단 정보), 각 결과변인

의 특성(구성개념, 측정도구, 측정방법), 그리

고 각 결과변인(마음챙김, 스트레스[심리적, 생

리적], 우울, 불안,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

성,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GSI, 분

노, 충동성, 부정정서, 긍정정서, 주관적 안녕

(삶의 질),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에 따른 각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코딩되었다. 코딩

에 앞서 평정자 간 일관된 평정을 위한 오리

엔테이션과 연습을 실시하였다. 코딩이 완료

된 후, 자료가 제대로 코딩이 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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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두 개의 코딩 시트들을 비교하였다. 

평정자간 일치도(inter-rater agreement)는 99.5%

로 나타났고, 불일치하는 항목들은 원 논문을

다시 확인하여 오류를 수정하였다.

분석

메타분석은 Borenstein, Hedges, Higgins, 그리

고 Rothstein(2009)의 메타분석 방법에 기반한

Comprehensive Meta-Analysis(CMA) 2.2.055 프로

그램(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10)을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독립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비교를 위해서 사용된 효과크기

(effect size)는 Hedges의 g이다. Hedges의 g는 표

준화된 평균 차이(standardized mean difference)를

검정한다는 점에서 Cohen의 d와 유사하지만, 

학술 온라인 검색엔진

671편의 논문 검색됨

RISS(n = 393)

KISS(n = 217)

DBpia(n = 61)

총 673편의 논문 검색됨

조건 확인 후

총 543편의 논문 남음

RISS(n = 310)

KISS(n = 170)

DBpia(n = 61)

수작업(n = 2)

조건 불일치하는

총 130편의 논문 제외

중복 확인 후

총 347편의 논문 남음

중복되는

총 196편의 논문 제외

최종적으로

총 54편의 논문 포함됨

수작업

2편의 논문 검색됨

비경험논문, 마음챙김 기반

치료가 아닌 연구 등

총 293편의 논문 제외

그림 1. 문헌 검색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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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이 작을 때 d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평균

차이 과대추정 편향(bias)을 교정한 값이다

(Borenstein et al., 2009). 따라서 일반적으로 g가

d 보다 약간 작다. 효과크기는 대체로 0.20 ∼

0.50은 작은 크기, 0.50 ∼ 0.80은 중간 크기, 

0.80 이상은 큰 크기라고 해석된다(Cohen, 

1988). 효과크기와 더불어, 표준오차(standard 

error, E), 추정치의 분산(variance, V), 95.0%의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그리고 효과크기의

z값과 그 유의도가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무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을 사용하였

다.

조절효과는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하여 탐색

되었다. 첫째, 포함된 연구의 동질성을 통계적

으로 검정해 주는 Q값이 이용되었다. Q값이

유의하면 포함된 연구가 동질하지 않은 것이

므로, 조절변인의 가능성을 내포한다(Borenstein 

et al., 2009). 둘째, I2가 사용되었다. 이 수치는

관찰된 분산에서 효과크기의 실질적 차이를

반영하는 비율이므로, 수치가 클수록 조절변

인의 가능성을 암시한다(Borenstein et al., 2009). 

만약 각 결과변인의 전체 결과에서 집단이 동

질하지 않다고 나오면, 하위집단 별 결과 분

석을 따로 실시하여 집단에 따라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메타분석에는 학술지 논문

만을 포함하였기에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은 효과크기와 유의도 수준에 있어서 전

체 논문을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Schmidt & 

Hunter, 2015). 이에, 본 메타분석에서는 포함

된 연구의 숫자 순서대로 상위 다섯 개의 결

과변인에 대한 출판편향을 분석하였다. 여기

에는 마음챙김,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 불안, 

그리고 주관적 안녕이 포함되었다. 출판편향

분석은 첫째로, Light와 Pillemer(1984)의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깔때

기 그림은 각 연구의 효과크기(Hedges’s g)를 x

축으로, 이에 상응하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

를 y축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표준오차가 큰

연구(즉, 표본이 작은 연구)들 사이에서는 변

산성(variability; 효과크기들의 범위)이 크게 나

타나는 반면 표준오차가 작아질수록(즉, 표본

이 커질수록) 변산성이 작아지고 모수치에 수

렴하는지를 확인한다(Borenstein et al., 2009). 또

한, 모수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지도 함

께 확인한다(Borenstein et al., 2009). 둘째로, 

Duval과 Tweedie(2000)의 추정치 가감법(Trim 

and Fill)을 사용하였다. 이는 깔때기 그림이 비

대칭일 때 이를 조정하여 극단치를 보이는 연

구를 빼고(trim) 빠진 연구를 채워(fill), 대칭으

로 만들었을 때의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결 과

메타분석의 결과가 표 1부터 표 23에 결과

변인의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표

20까지는 각 결과변인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 간 차이가 주효과와 조절효과로 나뉘

어서 정리되어 있다. 표 21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추후 결과가 제시된 논문만 따로

모아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2, 23은 실험집

단과 대조집단 간 차이에 대한 결과로, 표 22

는 주효과를 결과변인 별로 정리하였고, 표 23

은 추후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의 하위집단 중에는 한 개의 연구만이 포

함된 경우가 간혹 있었다. 메타분석을 실시하

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연구가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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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절변인 분석에서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경우에도 해

당되는 수치를 제시하였다.

마음챙김

표 1을 보면,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14 1.06 0.27 0.07 0.53 1.59 3.91*** 67.95*** 80.87

조절효과 - 개입종류

MBSR  2 1.60 0.50 0.25 0.62 2.58 3.21** 0.31 0.00

K-MBSR  5 0.13 0.32 0.10 -0.50 0.76 0.41 7.56 47.06

MBCT  5 1.69 0.34 0.11 1.03 2.35 5.00*** 15.92** 74.87

호흡  1 0.88 0.73 0.53 -0.55 2.31 1.21 0.00 0.00

기타  1 1.77 0.74 0.55 0.32 3.22 2.39* 0.00 0.00

조절효과 - 성별

여자  6 0.70 0.40 0.16 -0.08 1.48 1.76 27.67*** 81.93

혼합  8 1.32 0.34 0.12 0.65 2.00 3.85*** 29.33*** 76.13

조절효과 - 연령

청소년  1 0.14 0.94 0.88 -1.70 1.98 0.15 0.00 0.00

대학생  7 1.62 0.35 0.12 0.94 2.30 4.66*** 19.67** 69.50

성인  6 0.57 0.37 0.13 -0.15 1.29 1.56 26.80*** 81.34

조절효과 - 건강상태

건강  6 1.71 0.35 0.12 1.02 2.40 4.85*** 18.67** 73.22

준임상  5 0.77 0.39 0.15 0.01 1.53 1.98* 19.05** 79.00

임상  3 0.18 0.51 0.26 -0.82 1.17 0.35 3.77 46.92

조절효과 - 사전차이

없음  9 1.22 0.35 0.12 0.54 1.91 3.50*** 25.18** 68.23

있음  1 1.46 0.99 0.98 -0.49 3.40 1.47 0.00 0.00

정보없음  4 0.61 0.51 0.26 -0.38 1.61 1.22 31.35*** 90.43

조절효과 - 무선할당

했음  5 0.83 0.42 0.18 0.00 1.65 1.97* 14.57** 72.54

안했음  7 1.45 0.37 0.13 0.74 2.17 3.97*** 27.08*** 77.85

정보없음  2 0.36 0.65 0.43 -0.92 1.64 0.55 6.37* 84.29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마음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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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k = 14, g = 1.06, z = 3.91, p < .001. 신뢰구

간 역시 영을 포함하지 않아, 측정오차를 고

려하고도 치료 효과가 실질적으로 존재함이

나타났다. 그러나 포함된 연구 간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아 조절변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Q = 67.95, p < .001, I2 = 80.87.

개입종류 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1), 

두 개 이상의 연구가 포함된 MBSR, K-MBSR, 

그리고 MBCT 중에서 MBCT가 가장 효과적이

었고, k = 5, g = 1.69, z = 5.00, p < .001, 

MBSR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k = 2, g = 1.60, z = 

3.21, p < .01. 그러나 K-MBSR은 유의한 효과

크기를 보이지 않았다, k = 5, g = 0.13, z = 

0.41, ns. 참가자들의 성별 분석 결과에서는 남

녀 혼합일 경우에는 유의한 효과크기를 보였

으나, k = 8, g = 1.32, z = 3.85, p < .001,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단 간 차이

가 없었다, k = 6, g = 0.70, z = 1.76, ns. 연

령대별로는 대학생 집단에서는 마음챙김의 증

가가 유의하였으나, k = 7, g = 1.62, z = 

4.66, p < .001, 성인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

았다, k = 6, g = 0.57, z = 1.56, ns. 참가자의

건강상태 별 분석에서는 건강 집단에서 가장

효과적이었고, k = 6, g = 1.71, z = 4.85, p 

< .001, 준임상 집단에서도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k = 5, g 

= 0.77, z = 1.98, p < .05. 그러나 임상 집단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k = 

3, g = 0.18, z = 0.35, ns. 실험 설계 방법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을 살펴보면, 사전차이가

없을 때 유의한 집단 차이가 있었다, k = 9, g 

= 1.22, z = 3.50, p < .001. 마지막으로, 무선

할당을 했을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

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k = 5, g = 0.83, 

z = 1.97, p < .05, 무선할당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집단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k 

= 7, g = 1.45, z = 3.97, p < .001.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표 2를 보면,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낮게 나타났

고, k = 12, g = -1.02, z = -3.89, p < .001, 

신뢰구간 역시 영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함된 연구들이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

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을 암시하였다, Q = 

56.47, p < .001, I2 = 80.52.

개입종류 별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포함

된 연구가 두 개 이상인 MBSR, MBCT, 그리고

호흡마음챙김 중에서, MBCT만이 유의한 집단

차이를 나타냈다, k = 2, g = -2.36, z = 

-4.68, p < .001. 참가자의 성별 분석 결과, 여

성만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집단 간 차이

가 유의하지 않았고, k = 7, g = -0.55, z = 

-1.69, ns, 남녀 혼합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유의한 효과크기가 있었다, k = 3, g = -1.65, 

z = -3.37, p < .01. 연령대별로는 청소년 집단

은 유의한 효과크기를 보이지 않았으나, k = 

2, g = -0.18, z = -0.26, ns, 성인 집단에서는

유의한 효과크기가 나타났고, k = 5, g = 

-0.97, z = -2.37, p < .05, 대학생 집단에서 가

장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k = 5, g = 

-1.38, z = -3.18, p < .01. 건강상태 별 하위집

단 분석을 보면, 준임상 집단에서만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k = 5, g = -1.44, z = 

-3.20, p < .01. 실험 설계를 살펴보면, 사전차

이가 없을 때 유의한 집단 차이가 있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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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12 -1.02 0.26 0.07 -1.53 -0.50 -3.89*** 56.47*** 80.52

조절효과 - 개입종류

MBSR  3 -0.77 0.42 0.17 -1.58 0.05 -1.84 2.43 17.78

K-MBSR  1 -1.03 0.63 0.40 -2.27 0.21 -1.63 0.00 0.00

MBCT  2 -2.36 0.51 0.26 -3.35 -1.37 -4.68*** 10.38** 90.37

호흡  4 -0.16 0.37 0.14 -0.89 0.57 -0.43 1.38 0.00

정서  1 -2.14 0.64 0.42 -3.40 -0.88 -3.32** 0.00 0.00

기타  1 -0.76 0.69 0.48 -2.12 0.59 -1.10 0.00 0.00

조절효과 - 성별

여자  7 -0.55 0.33 0.11 -1.19 0.09 -1.69 7.95 24.50

혼합  3 -1.65 0.49 0.24 -2.61 -0.69 -3.37** 27.55*** 92.74

정보없음  2 -1.65 0.62 0.38 -2.85 -0.44 -2.67** 2.96 66.25

조절효과 - 연령

청소년  2 -0.18 0.72 0.52 -1.59 1.23 -0.26 1.19 15.75

대학생  5 -1.38 0.44 0.19 -2.24 -0.53 -3.18** 38.56*** 89.63

성인  5 -0.97 0.41 0.17 -1.77 -0.17 -2.37* 11.73* 65.90

조절효과 - 건강상태

건강  4 -0.88 0.46 0.21 -1.77 0.02 -1.91 22.55*** 86.70

준임상  5 -1.44 0.45 0.20 -2.32 -0.56 -3.20** 23.37*** 82.88

임상  3 -0.58 0.56 0.32 -1.68 0.53 -1.03 3.03 34.03

조절효과 - 사전차이

없음  9 -1.13 0.31 0.10 -1.75 -0.52 -3.63*** 48.73*** 83.58

있음  1 -0.25 0.88 0.78 -1.98 1.48 -0.28 0.00 0.00

정보없음  2 -0.92 0.70 0.49 -2.28 0.45 -1.32 0.57 0.00

조절효과 - 무선할당

했음  4 -0.89 0.48 0.23 -1.82 0.04 -1.87 27.63*** 89.14

안했음  6 -1.00 0.38 0.15 -1.75 -0.25 -2.60** 16.08** 68.91

정보없음  2 -1.33 0.66 0.44 -2.63 -0.03 -2.01* 0.96 0.00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심리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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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g = -1.13, z = -3.63, p < .001. 마지막

으로, 무선할당을 했을 때는 집단 간 평균 차

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k = 4, g = -0.89, z 

= -1.87, ns, 무선할당을 하지 않았을 때는 실

험 집단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통제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k = 6, g = -1.00, z 

= -2.60, p < .01.

생리적 스트레스

생리적 스트레스를 결과변인으로 사용한 연

구는 단 두 개에 불과했다(표 3). 이 두 연구

에서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다, k = 2, g = -0.66, z = -1.68, ns. 

분석에 포함된 두 개의 연구는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Q = 1.96, ns, I2 = 48.88.

정신병리/정신건강 취약성

우울

표 4를 보면,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더 낮게 나타났다, k = 

27, g = -1.01, z = -6.65, p < .001. 그러나 포

함된 연구들이 동질하지 않아 하위집단에 따

라 효과크기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Q = 

89.36, p < .001, I2 = 70.90.

개입종류로 하위집단을 구분하면, MBCT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k = 9, g = 

-1.39, z = -5.01, p < .001, K-MBSR도 유의한

효과크기를 보였다, k = 9, g = -0.92, z = 

-3.50, p < .001. MBSR의 경우, 효과크기 자체

는 K-MBSR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측

정의 표준오차가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k = 3, g = -0.90, z = -1.96, ns. 성별

로는 남녀 혼합 집단에서 실험집단의 우울이

통제집단의 우울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고, 

k = 12, g = -1.41, z = -7.26, p < .001, 여성

만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k = 9, g = -0.39, z = 

-1.84, ns. 연령별로는 대학생 집단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k = 11, g = -1.20, z 

= -4.95, p < .001, 성인 집단도 유의한 효과

크기를 보였다, k = 11, g = -0.88, z = -3.60, 

p < .001. 건강상태별로는 건강 집단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고, k = 9, g = -1.23, z = 

-4.67, p < .001, 준임상 집단, k = 8, g = 

-0.93, z = -3.18, p < .01, 및 임상 집단, k = 

10, g = -0.86, z = -3.23, p < .01, 역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사전차이가 있는 연구는

단 하나밖에 없었고, 사전차이가 없는 경우에

유의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k = 19, g = 

-0.94, z = -5.08, p < .001. 마지막으로, 무선

할당을 한 경우와, k = 8, g = -1.18, z = 

-4.05, p < .001, 안 한 경우, k = 15, g = 

-1.01, z = -4.85, p < .001, 모두 유의한 집단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2 -0.66 0.39 0.15 -1.43 0.11 -1.68 1.96 48.88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생리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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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27 -1.01 0.15 0.02 -1.31 -0.71 -6.65*** 89.36*** 70.90

조절효과 - 개입종류

MBSR  3 -0.90 0.46 0.21 -1.79 0.00 -1.96 9.24* 78.36

K-MBSR  9 -0.92 0.26 0.07 -1.44 -0.41 -3.50*** 35.10*** 77.21

MBCT  9 -1.39 0.28 0.08 -1.94 -0.85 -5.01*** 21.81** 63.33

호흡  4 -0.70 0.42 0.18 -1.53 0.13 -1.65 7.45 59.74

정서  1 -0.36 0.73 0.53 -1.78 1.06 -0.50 0.00 0.00

기타  1 -0.91 0.91 0.82 -2.69 0.87 -1.01 0.00 0.00

조절효과 - 성별

남자  1 -1.33 0.71 0.50 -2.71 0.06 -1.88 0.00 0.00

여자  9 -0.39 0.21 0.05 -0.81 0.03 -1.84 9.64 17.03

혼합 12 -1.41 0.19 0.04 -1.79 -1.03 -7.26*** 37.18*** 70.41

정보없음  5 -1.13 0.29 0.08 -1.69 -0.57 -3.93*** 6.72 40.49

조절효과 - 연령

청소년  4 -0.69 0.42 0.17 -1.51 0.12 -1.67 4.71 36.28

대학생 11 -1.20 0.24 0.06 -1.68 -0.73 -4.95*** 52.29*** 80.87

성인 11 -0.88 0.25 0.06 -1.36 -0.40 -3.60*** 26.35** 62.04

기타  1 -1.50 0.82 0.67 -3.10 0.11 -1.83 0.00 0.00

조절효과 - 건강상태

건강  9 -1.23 0.26 0.07 -1.75 -0.71 -4.67*** 52.14*** 84.66

준임상  8 -0.93 0.29 0.08 -1.49 -0.36 -3.18** 14.79* 52.66

임상 10 -0.86 0.27 0.07 -1.39 -0.34 -3.23** 20.36* 55.80

조절효과 - 사전차이

없음 19 -0.94 0.18 0.03 -1.30 -0.58 -5.08*** 52.10*** 65.45

있음  1 -1.60 0.75 0.57 -3.08 -0.13 -2.13* 0.00 0.00

정보없음  7 -1.12 0.30 0.09 -1.71 -0.52 -3.68*** 31.33*** 80.85

조절효과 - 무선할당

했음  8 -1.18 0.29 0.09 -1.75 -0.61 -4.05*** 14.99* 53.32

안했음 15 -1.01 0.21 0.04 -1.41 -0.60 -4.85*** 59.07*** 76.30

정보없음  4 -0.73 0.39 0.15 -1.49 0.04 -1.87 10.46* 71.31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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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26 -0.95 0.14 0.02 -1.23 -0.67 -6.60*** 75.08*** 66.70

조절효과 - 개입종류

MBSR  3 -0.68 0.38 0.14 -1.42 0.06 -1.80 6.65* 69.95

K-MBSR 10 -0.62 0.20 0.04 -1.01 -0.24 -3.17** 23.61** 61.88

MBCT  7 -1.59 0.27 0.07 -2.12 -1.07 -5.97*** 16.71* 64.10

호흡  5 -0.98 0.33 0.11 -1.62 -0.34 -3.00** 5.45 26.60

기타  1 -0.90 0.69 0.47 -2.25 0.44 -1.32 0.00 0.00

조절효과 - 성별

남자  1 -1.99 0.81 0.65 -3.57 -0.41 -2.47* 0.00 0.00

여자  8 -0.34 0.22 0.05 -0.76 0.08 -1.57 14.12* 50.42

혼합 16 -1.20 0.16 0.03 -1.51 -0.88 -7.52*** 33.46** 55.17

정보없음  1 -0.92 0.56 0.31 -2.01 0.16 -1.67 0.00 0.00

조절효과 - 연령

청소년  6 -0.87 0.33 0.11 -1.52 -0.22 -2.62** 12.28* 59.30

대학생 10 -1.20 0.24 0.06 -1.67 -0.72 -4.94*** 50.94*** 82.33

대학원생  1 -0.96 0.77 0.59 -2.47 0.54 -1.26 0.00 0.00

성인  9 -0.74 0.26 0.07 -1.24 -0.23 -2.85** 11.02 27.43

조절효과 - 건강상태

건강 10 -0.77 0.22 0.05 -1.19 -0.34 -3.54*** 29.19** 69.17

준임상  9 -1.39 0.25 0.06 -1.88 -0.89 -5.52*** 28.80*** 72.22

임상  7 -0.69 0.29 0.08 -1.25 -0.13 -2.41* 9.20 34.77

조절효과 - 사전차이

없음 16 -1.01 0.19 0.04 -1.38 -0.63 -5.29*** 52.53*** 71.44

있음  2 -0.43 0.49 0.24 -1.39 0.53 -0.88 4.35* 77.02

정보없음  8 -1.00 0.27 0.07 -1.53 -0.47 -3.72*** 14.84* 52.82

조절효과 - 무선할당

했음  7 -1.20 0.29 0.08 -1.76 -0.64 -4.22*** 21.89** 72.60

안했음 14 -0.95 0.20 0.04 -1.33 -0.56 -4.79*** 37.56*** 65.39

정보없음  5 -0.65 0.31 0.10 -1.26 -0.04 -2.10* 8.70 54.02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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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였다.

불안

표 5를 보면,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불안 점수가 유의하게 더 낮게 나타났다, k = 

26, g = -0.95, z = -6.60, p < .001. 그러나 포

함된 연구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Q = 

75.08, p < .001, I2 = 66.70.

개입종류 간 조절효과 분석을 보면, MBCT

가 가장 효과적이었고, k = 7, g = -1.59, z = 

-5.97, p < .001, 그 다음으로 호흡마음챙김과, 

k = 5, g = -0.98, z = -3.00, p < .01, K-MBSR

이, k = 10, g = -0.62, z = -3.17, p < .01, 효

과적이었다. MBSR의 경우, K-MBSR과 비교하

여 효과크기 자체는 더 컸지만 측정의 표준오

차가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k = 

3, g = -0.68, z = -1.80, ns. 성별에 따른 하위

집단으로 두 개 이상의 연구가 포함되어 메타

분석이 가능했던 남녀 혼합 연구와 여성들만

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비교해 보면, 혼합 연

구에서는 유의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으나, k 

= 16, g = -1.20, z = -7.52, p < .001, 여성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k 

= 8, g = -0.34, z = -1.57, ns. 연령별로는 대

학생 집단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k 

= 10, g = -1.20, z = -4.94, p < .001, 그 다

음으로는 청소년 집단과, k = 6, g = -0.87, z 

= -2.62, p < .01, 성인 집단도, k = 9, g = 

-0.74, z = -2.85, p < .01,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건강상태별로는 준임상 집단에서 가장 큰

평균 차이가 나타났고, k = 9, g = -1.39, z = 

-5.52, p < .001, 건강 집단, k = 10, g = -0.77, 

z = -3.54, p < .001, 및 임상 집단에서도, k = 

7, g = -0.69, z = -2.41, p < .05,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사전차이 유무에 따른 조절효과에

서는 사전차이가 없었던 연구에서 유의한 효

과크기가 있었으며, k = 16, g = -1.01, z = 

-5.29, p < .001, 사전차이가 있었던 연구는 차

이가 없었다, k = 2, g = -0.43, z = -0.88, ns. 

마지막으로, 집단 간 무선할당을 한 경우와, k 

= 7, g = -1.20, z = -4.22, p < .001, 안 한

경우, k = 14, g = -0.95, z = -4.79, p < .001, 

모두 유의한 효과크기를 보였다. 무선할당에

대한 정보가 없는 연구들 역시 유의한 효과크

기를 보이기는 했지만, 다른 두 연구들 보다

약했다, k = 5, g = -0.65, z = -2.10, p < .05.

신체화

표 6의 신체화 점수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k = 6, g = -0.33, z = -1.13, ns. 그러나 포함

된 연구들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하위집단 간

조절효과가 예상되었다, Q = 17.79, p < .01, 

I2 = 71.89.

성별과 사전차이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에서

는 참가자와 실험설계에 따라 효과크기가 다

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유의한 효과크기를 보

인 범주에 포함된 연구가 한 개밖에 없었다.

강박증

표 7의 강박증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k = 4, g = 

-0.73, z = -1.20, ns. 그러나 포함된 연구들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하위집단 간 조절효과가

예상되었다, Q = 38.96, p < .001, I2 = 92.30.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에서 남녀 혼합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참가자 성별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 간 유의한 평균 차이가 보고되었으나, 

각 범주에 포함된 연구가 한 개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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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예민성

표 8의 대인예민성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k = 5, g 

= -0.46, z = -1.00, ns. 하위집단에 따라 다른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6 -0.33 0.29 0.08 -0.89 0.24 -1.13 17.79** 71.89

조절효과 - 개입종류

K-MBSR 5 -0.27 0.32 0.10 -0.89 0.35 -0.85 16.89** 76.32

기타 1 -0.80 0.89 0.79 -2.54 0.94 -0.90 0.00 0.00

조절효과 - 성별

여자 3 0.20 0.18 0.03 -0.15 0.55 1.14 0.31 0.00

혼합 2 -0.66 0.35 0.12 -1.34 0.02 -1.90 0.07 0.00

정보없음 1 -1.33 0.35 0.12 -2.01 -0.65 -3.82*** 0.00 0.00

조절효과 - 연령

대학생 1 0.16 0.83 0.69 -1.47 1.79 0.20 0.00 0.00

대학원생 1 -0.60 0.90 0.80 -2.36 1.15 -0.67 0.00 0.00

성인 4 -0.43 0.46 0.21 -1.32 0.47 -0.93 14.11** 78.74

조절효과 - 건강상태

건강 2 -0.19 0.62 0.38 -1.40 1.01 -0.31 2.51 60.12

준임상 2 -0.49 0.61 0.37 -1.68 0.71 -0.79 13.01*** 92.31

임상 2 -0.35 0.69 0.48 -1.71 1.01 -0.50 1.06 5.40

조절효과 - 사전차이

없음 4 -0.15 0.23 0.05 -0.60 0.30 -0.66 3.85 22.08

있음 1 -1.33 0.41 0.17 -2.14 -0.52 -3.22** 0.00 0.00

정보없음 1 0.32 0.37 0.14 -0.40 1.05 0.87 0.00 0.00

조절효과 - 무선할당

했음 1 0.03 0.94 0.88 -1.81 1.87 0.04 0.00 0.00

안했음 3 -0.35 0.53 0.28 -1.38 0.68 -0.67 3.77 47.01

정보없음 2 -0.49 0.61 0.37 -1.68 0.71 -0.80 13.01*** 92.31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신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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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크기가 보고되었으나, Q = 33.50, p < 

.001, I2 = 88.06, 각 범주에 포함된 연구가 적

어서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적대감

표 9의 적대감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k = 6, g = -0.29, z = 

-1.22, ns. 하위집단에 따라 다른 효과크기가

보고되었으나, Q = 16.67, p < .01, I2 = 

70.01, 각 범주에 포함된 연구가 적어서 조절

효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포불안

표 10의 공포불안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k = 4, g 

= -0.42, z = -1.35, ns. 동질성 검정에서 조절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4 -0.73 0.61 0.37 -1.93 0.46 -1.20 38.96*** 92.30

조절효과 - 성별

여자 2 0.33 0.19 0.04 -0.04 0.71 1.73 0.02 0.00

혼합 1 -1.86 0.49 0.24 -2.81 -0.90 -3.79*** 0.00 0.00

정보없음 1 -1.92 0.38 0.15 -2.67 -1.17 -5.02*** 0.00 0.00

조절효과 - 연령

대학생 1 0.31 1.59 2.54 -2.81 3.43 0.19 0.00 0.00

대학원생 1 -1.86 1.65 2.72 -5.09 1.38 -1.13 0.00 0.00

성인 2 -0.77 1.14 1.30 -3.00 1.47 -0.67 22.11*** 95.48

조절효과 - 건강상태

건강 2 -0.73 1.12 1.25 -2.93 1.46 -0.66 15.55*** 93.57

준임상 2 -0.77 1.11 1.24 -2.94 1.41 -0.69 22.11*** 95.48

조절효과 – 사전차이

없음 2 -0.73 1.08 1.17 -2.85 1.39 -0.68 15.55*** 93.57

있음 1 -1.92 1.53 2.34 -4.91 1.08 -1.25 0.00 0.00

정보없음 1 0.36 1.51 2.28 -2.60 3.32 0.24 0.00 0.00

조절효과 - 무선할당

안했음 2 -0.73 1.12 1.25 -2.93 1.46 -0.66 15.55*** 93.57

정보없음 2 -0.77 1.11 1.24 -2.94 1.41 -0.69 22.11*** 95.48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강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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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존재가 시사되었지만, Q = 11.64, p < 

.01, I2 = 74.22, 공포불안을 결과변인으로 사

용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아서 조절효과를 확

인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편집증

표 11의 편집증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한 평균 차이가 없었다, k = 4, g = 

-0.67, z = -1.63, ns. 포함된 연구가 이질적이

었지만, Q = 18.65, p < .001, I2 = 83.92, 조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5 -0.46 0.46 0.21 -1.37 0.44 -1.00 33.50*** 88.06

조절효과 - 성별

여자 3 0.29 0.18 0.03 -0.06 0.64 1.60 0.41 0.00

혼합 1 -1.94 0.50 0.25 -2.91 -0.97 -3.91*** 0.00 0.00

정보없음 1 -1.51 0.36 0.13 -2.21 -0.81 -4.23*** 0.00 0.00

조절효과 – 연령

대학생 1 0.30 1.05 1.11 -1.76 2.36 0.28 0.00 0.00

대학원생 1 -1.94 1.14 1.29 -4.17 0.28 -1.71 0.00 0.00

성인 3 -0.29 0.63 0.40 -1.52 0.95 -0.45 16.87*** 88.14

조절효과 - 건강상태

건강 2 -0.77 0.97 0.95 -2.67 1.14 -0.79 16.28*** 93.86

준임상 2 -0.66 0.96 0.93 -2.55 1.23 -0.69 13.20*** 92.42

임상 1 0.54 1.41 2.00 -2.23 3.31 0.39 0.00 0.00

조절효과 - 사전차이

없음 3 -0.34 0.71 0.50 -1.72 1.05 -0.48 17.89*** 88.82

있음 1 -1.51 1.20 1.45 -3.87 0.84 -1.26 0.00 0.00

정보없음 1 0.18 1.19 1.41 -2.15 2.50 0.15 0.00 0.00

조절효과 - 무선할당

했음 1 0.54 1.41 2.00 -2.23 3.31 0.39 0.00 0.00

안했음 2 -0.77 0.97 0.95 -2.67 1.14 -0.79 16.28*** 93.86

정보없음 2 -0.66 0.96 0.93 -2.55 1.23 -0.69 13.20*** 92.42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대인예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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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효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신증

표 12의 정신증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의 유의한 효과크기가 보고되지 않았다, k = 

4, g = -0.48, z = -1.32, ns. 집단에 따라 효과

크기가 다를 수 있음이 시사되었지만, Q = 

15.63, p < .01, I2 = 80.81, 포함된 연구가 적

어서 하위집단 별로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다.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6 -0.29 0.24 0.06 -0.76 0.18 -1.22 16.67** 70.01

조절효과 - 성별

여자 3 0.19 0.18 0.03 -0.16 0.54 1.08 0.84 0.00

혼합 1 -0.69 0.23 0.05 -1.15 -0.24 -2.98** 0.00 0.00

정보없음 2 -0.89 0.26 0.07 -1.41 -0.38 -3.43** 0.13 0.00

조절효과 - 연령

대학생 2 -0.27 0.47 0.22 -1.18 0.65 -0.57 6.46* 84.53

대학원생 1 -0.77 0.75 0.56 -2.24 0.69 -1.04 0.00 0.00

성인 3 -0.15 0.42 0.17 -0.96 0.67 -0.35 8.80* 77.27

조절효과 - 건강상태

건강 3 -0.40 0.36 0.13 -1.11 0.30 -1.13 7.61* 73.71

준임상 2 -0.43 0.44 0.20 -1.30 0.44 -0.97 5.54* 81.96

임상 1 0.61 0.74 0.55 -0.84 2.06 0.82 0.00 0.00

조절효과 - 사전차이

없음 4 -0.21 0.31 0.10 -0.83 0.40 -0.69 10.95* 72.59

있음 1 -0.97 0.62 0.38 -2.18 0.24 -1.57 0.00 0.00

정보없음 1 0.08 0.60 0.36 -1.09 1.25 0.13 0.00 0.00

조절효과 - 무선할당

했음 1 0.61 0.74 0.55 -0.84 2.06 0.82 0.00 0.00

안했음 3 -0.40 0.36 0.13 -1.11 0.30 -1.13 7.61* 73.71

정보없음 2 -0.43 0.44 0.20 -1.30 0.44 -0.97 5.54* 81.96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적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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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리 심각도(GSI)

표 13을 보면,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낮게 나타났다, k = 4, g 

= -1.02, z = -2.91, p < .01. 또한, 하위집단

별로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Q = 9.64, p < .05, I2 = 68.88.

참가자의 성별이 혼합된 연구에서는 유의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k = 2, g = -1.18, z = 

-2.40, p < .05.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 집단에

서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었으나 포함된 연구

수가 단 하나밖에 없었고, 준임상 집단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 

= 3, g = -0.83, z = -2.14, p < .05.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4 -0.42 0.32 0.10 -1.04 0.19 -1.35 11.64** 74.22

조절효과 - 개입종류

K-MBSR 4 -0.42 0.32 0.10 -1.04 0.19 -1.35 11.64** 74.22

조절효과 - 성별

여자 2 0.09 0.19 0.04 -0.28 0.46 0.47 0.03 0.00

혼합 1 -1.17 0.44 0.19 -2.03 -0.30 -2.65** 0.00 0.00

정보없음 1 -0.92 0.33 0.11 -1.57 -0.28 -2.79** 0.00 0.00

조절효과 - 연령

대학생 1 0.12 0.66 0.44 -1.18 1.41 0.17 0.00 0.00

대학원생 1 -1.17 0.76 0.57 -2.65 0.32 -1.54 0.00 0.00

성인 2 -0.43 0.49 0.24 -1.38 0.53 -0.87 4.83* 79.28

조절효과 - 건강상태

건강 2 -0.46 0.56 0.32 -1.56 0.65 -0.81 6.43* 84.45

준임상 2 -0.43 0.55 0.31 -1.51 0.66 -0.77 4.83* 79.28

조절효과 - 사전차이

없음 2 -0.47 0.64 0.41 -1.73 0.78 -0.74 6.43* 84.45

있음 1 -0.92 0.90 0.80 -2.68 0.83 -1.03 0.00 0.00

정보없음 1 0.05 0.88 0.78 -1.68 1.78 0.06 0.00 0.00

조절효과 - 무선할당

안했음 2 -0.46 0.56 0.32 -1.56 0.65 -0.81 6.43* 84.45

정보없음 2 -0.43 0.55 0.31 -1.51 0.66 -0.77 4.83* 79.28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10.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공포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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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표 14를 보면,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분노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k = 3, g = 

-0.52, z = -2.60, p < .01. 포함된 연구는 동질

하였다, Q = 1.87, ns, I2 = 0.00.

충동성

표 15를 보면,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충동성이 유의하게 더 낮았다, k = 4, g = 

-1.05, z = -2.06, p < .05. 포함된 연구가 동질

하지 않았지만, Q = 12.81, p < .01, I2 = 

76.58,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조절변인 확인

이 어려웠다.

정서

부정정서

표 16을 보면,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부정정서는 유의하게 더 낮았다, k = 6, g = 

-0.54, z = -2.36, p < .05. 그러나 포함된 연구

가 동질하지 않아서 하위집단 간 차이가 예상

되었다, Q = 11.11, p < .05, I2 = 55.01.

개입종류에 대한 조절변인 분석에서는

K-MBSR이 유의한 효과크기를 보였다, k = 3,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4 -0.67 0.41 0.17 -1.47 0.13 -1.63 18.65*** 83.92

조절효과 - 연령

대학생 1 -0.11 0.90 0.81 -1.87 1.65 -0.12 0.00 0.00

대학원생 1 -1.87 0.99 0.99 -3.82 0.08 -1.88 0.00 0.00

성인 2 -0.48 0.65 0.42 -1.75 0.80 -0.73 8.36** 88.04

조절효과 - 건강상태

건강 2 -0.92 0.76 0.58 -2.41 0.57 -1.21 10.24** 90.24

준임상 2 -0.48 0.75 0.55 -1.94 0.98 -0.64 8.36** 88.04

조절효과 - 사전차이

없음 2 -0.94 0.88 0.77 -2.66 0.78 -1.07 10.24** 90.24

있음 1 -1.14 1.23 1.51 -3.54 1.27 -0.93 0.00 0.00

정보없음 1 0.17 1.22 1.48 -2.22 2.55 0.14 0.00 0.00

조절효과 - 무선할당

안했음 2 -0.92 0.76 0.58 -2.41 0.57 -1.21 10.24** 90.24

정보없음 2 -0.48 0.75 0.55 -1.94 0.98 -0.64 8.36** 88.04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1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편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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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0.82, z = -2.40, p < .05. MBCT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k = 2, g = -0.21, z = 

-0.44, ns.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녀 혼합 연

구는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였지만, k = 2, g 

= -1.15, z = -4.25, p < .001, 여성만으로 이

루어진 연구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k = 4, 

g = -0.28, z = -1.59, ns. 연령에 따라서는 대

학생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k = 4, 

g = -0.70, z = -2.19, p < .05. 건강상태에 따

른 분석에서는, 건강 집단에서는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였으나, k = 3, g = -0.76, z = 

-2.35, p < .05, 준임상 집단에서는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k = 3, g = -0.28, z = -0.81, ns. 

무선할당과 관련해서는 무선할당을 한 연구에

서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였다, k = 3, g = 

-0.76, z = -2.03, p < .05.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4 -0.48 0.37 0.14 -1.21 0.24 -1.32 15.63** 80.81

조절효과 - 성별

여자 2 0.13 0.19 0.04 -0.24 0.51 0.70 0.19 0.00

혼합 1 -1.41 0.46 0.21 -2.30 -0.51 -3.09** 0.00 0.00

정보없음 1 -1.00 0.33 0.11 -1.65 -0.34 -2.99** 0.00 0.00

조절효과 - 연령

대학생 1 0.20 0.70 0.49 -1.17 1.58 0.29 0.00 0.00

대학원생 1 -1.41 0.80 0.64 -2.97 0.16 -1.76 0.00 0.00

성인 2 -0.47 0.52 0.27 -1.48 0.54 -0.92 5.34* 81.27

조절효과 - 건강상태

건강 2 -0.53 0.66 0.43 -1.83 0.76 -0.81 9.62** 89.60

준임상 2 -0.48 0.65 0.42 -1.75 0.80 -0.73 5.34* 81.27

조절효과 - 사전차이

없음 2 -0.56 0.80 0.64 -2.13 1.02 -0.69 9.62** 89.60

있음 1 -1.00 1.13 1.27 -3.21 1.21 -0.89 0.00 0.00

정보없음 1 0.03 1.12 1.25 -2.16 2.22 0.03 0.00 0.00

조절효과 - 무선할당

안했음 2 -0.53 0.66 0.43 -1.83 0.76 -0.81 9.62** 89.60

정보없음 2 -0.48 0.65 0.42 -1.75 0.80 -0.73 5.34* 81.27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1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정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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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정서

표 17의 긍정정서에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

단 간의 유의한 효과크기가 없었다, k = 5, g 

= 0.07, z = 0.41, ns. 동질성 검사도 유의하지

않아 하위집단 간 차이도 예측되지 않았다, Q 

= 4.55, ns, I2 = 12.08.

주관적 안녕

표 18의 주관적 안녕에서도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 간의 유의한 효과크기가 없었다, k = 

8, g = 0.39, z = 1.91, ns. 그렇지만 포함된 연

구가 이질적이어서 하위 연구에 따른 차이가

예상되었다, Q = 15.50, p < .05, I2 = 54.85.

건강상태 별 조절효과 분석에서, 임상 집단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4 -1.02 0.35 0.12 -1.70 -0.33 -2.91** 9.64* 68.88

조절효과 - 성별

여자 1 -0.31 0.59 0.35 -1.48 0.85 -0.53 0.00 0.00

혼합 2 -1.18 0.49 0.24 -2.14 -0.22 -2.40* 2.20 54.53

정보없음 1 -1.51 0.63 0.39 -2.74 -0.28 -2.41* 0.00 0.00

조절효과 - 연령

대학생 1 -0.69 0.91 0.82 -2.47 1.08 -0.77 0.00 0.00

대학원생 1 -1.68 0.91 0.83 -3.46 0.11 -1.84 0.00 0.00

성인 2 -0.90 0.60 0.36 -2.07 0.28 -1.50 6.60* 84.84

조절효과 - 건강상태

건강 1 -1.68 0.73 0.54 -3.11 -0.24 -2.29* 0.00 0.00

준임상 3 -0.83 0.39 0.15 -1.59 -0.07 -2.14* 6.64* 69.89

조절효과 - 사전차이

없음 2 -1.18 0.49 0.24 -2.14 -0.22 -2.40* 2.20 54.53

있음 1 -1.51 0.63 0.39 -2.74 -0.28 -2.41* 0.00 0.00

정보없음 1 -0.31 0.59 0.35 -1.48 0.85 -0.53 0.00 0.00

조절효과 - 무선할당

안했음 1 -1.68 0.73 0.54 -3.11 -0.24 -2.29* 0.00 0.00

정보없음 3 -0.83 0.39 0.15 -1.59 -0.07 -2.14* 6.64* 69.89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1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정신병리 심각도(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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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3 -0.52 0.20 0.04 -0.92 -0.13 -2.60** 1.87 0.00

조절효과 - 성별

남자 1 -1.17 0.58 0.34 -2.32 -0.03 -2.01* 0.00 0.00

혼합 2 -0.44 0.21 0.05 -0.86 -0.02 -2.03* 0.47 0.00

조절효과 - 사전차이

없음 2 -0.44 0.21 0.05 -0.86 -0.02 -2.03* 0.47 0.00

정보없음 1 -1.17 0.58 0.34 -2.32 -0.03 -2.01* 0.00 0.00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1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분노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4 -1.05 0.51 0.26 -2.06 -0.05 -2.06* 12.81** 76.58

조절효과 - 성별

남자 1 -2.05 1.00 1.00 -4.01 -0.09 -2.05* 0.00 0.00

혼합 1 -1.64 0.96 0.92 -3.52 0.24 -1.71 0.00 0.00

정보없음 2 -0.33 0.66 0.44 -1.63 0.96 -0.51 4.20* 76.17

조절효과 - 연령

청소년 1 -2.05 1.44 2.06 -4.86 0.76 -1.43 0.00 0.00

대학생 2 -0.64 0.99 0.98 -2.58 1.30 -0.65 8.18** 87.78

성인 1 -0.98 1.38 1.91 -3.69 1.73 -0.71 0.00 0.00

조절효과 - 건강상태

준임상 2 -0.64 0.80 0.64 -2.21 0.93 -0.80 8.18** 87.78

임상 2 -1.49 0.81 0.65 -3.07 0.10 -1.84 2.16 53.78

조절효과 - 무선할당

했음 3 -1.09 0.76 0.57 -2.58 0.39 -1.45 12.81** 84.39

안했음 1 -0.98 1.28 1.64 -3.49 1.53 -0.77 0.00 0.00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1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충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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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주관적 안녕 점수를 보고하였다, k = 5, g = 

0.62, z = 2.24, p < .05.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표 19를 보면,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k = 5, g 

= 0.57, z = 3.99, p < .001. 동질성 검사에서

하위 연구 간 차이가 없음이 시사되었다, Q = 

3.26, ns, I2 = 0.00.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6 -0.54 0.23 0.05 -0.99 -0.09 -2.36* 11.11* 55.01

조절효과 - 개입종류

K-MBSR 3 -0.82 0.34 0.12 -1.49 -0.15 -2.40* 6.79* 70.53

MBCT 2 -0.21 0.48 0.23 -1.15 0.73 -0.44 0.62 0.00

정서 1 -0.24 0.55 0.30 -1.31 0.84 -0.43 0.00 0.00

조절효과 - 성별

여자 4 -0.28 0.18 0.03 -0.63 0.07 -1.59 0.77 0.00

혼합 2 -1.15 0.27 0.07 -1.68 -0.62 -4.25*** 3.06 67.34

조절효과 - 연령

청소년 1 0.07 0.72 0.52 -1.34 1.49 0.10 0.00 0.00

대학생 4 -0.70 0.32 0.10 -1.33 -0.07 -2.19* 8.77* 65.80

성인 1 -0.37 0.60 0.36 -1.54 0.79 -0.63 0.00 0.00

조절효과 - 건강상태

건강 3 -0.76 0.32 0.10 -1.39 -0.13 -2.35* 8.54* 76.59

준임상 3 -0.28 0.35 0.12 -0.96 0.40 -0.81 0.73 0.00

조절효과 - 사전차이

없음 3 -0.22 0.31 0.10 -0.83 0.38 -0.72 0.62 0.00

정보없음 3 -0.82 0.29 0.08 -1.38 -0.25 -2.83** 6.79* 70.53

조절효과 - 무선할당

했음 3 -0.76 0.38 0.14 -1.50 -0.03 -2.03* 8.54* 76.59

안했음 2 -0.21 0.52 0.27 -1.22 0.81 -0.40 0.62 0.00

정보없음 1 -0.37 0.62 0.39 -1.59 0.85 -0.60 0.00 0.00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1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부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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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마지막으로, 표 20의 자기효능감의 경우,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k = 7, g = 0.78, z = 1.48, ns. 하지만 포함된

연구가 동질하지 않았기에, Q = 72.05, p < 

.001, I2 = 91.67,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입종류 별 조절효과 분석에서, MBSR 프

로그램이, k = 2, g = 2.02, z = 1.97, p < 

.05, 호흡마음챙김, k = 3, g = 0.01, z = 0.01, 

ns, 보다 더 효과적임이 나타났다. 연령 별 분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5 0.07 0.16 0.03 -0.25 0.38 0.41 4.55 12.08

조절효과 - 개입종류

K-MBSR 3 -0.01 0.25 0.06 -0.50 0.48 -0.03 3.23 38.13

MBCT 1 -0.05 0.53 0.28 -1.10 0.99 -0.10 0.00 0.00

정서 1 0.34 0.39 0.15 -0.42 1.10 0.87 0.00 0.00

조절효과 - 성별

여자 3 0.09 0.24 0.06 -0.37 0.56 0.39 1.22 0.00

혼합 2 0.04 0.31 0.09 -0.56 0.64 0.12 3.19 68.69

조절효과 - 연령

대학생 4 0.12 0.21 0.05 -0.29 0.54 0.58 4.20 28.60

성인 1 -0.09 0.37 0.14 -0.82 0.64 -0.24 0.00 0.00

조절효과 - 건강상태

건강 3 0.16 0.23 0.05 -0.29 0.60 0.69 4.05 50.64

준임상 2 -0.08 0.29 0.09 -0.65 0.50 -0.26 0.01 0.00

조절효과 - 사전차이

없음 2 0.22 0.28 0.08 -0.33 0.76 0.78 0.52 0.00

정보없음 3 -0.03 0.22 0.05 -0.45 0.40 -0.11 3.23 38.13

조절효과 - 무선할당

했음 3 0.17 0.28 0.08 -0.37 0.71 0.62 4.05 50.64

안했음 1 -0.05 0.57 0.33 -1.17 1.07 -0.09 0.00 0.00

정보없음 1 -0.09 0.45 0.20 -0.97 0.79 -0.20 0.00 0.00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1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긍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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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는, 성인 집단에서는 자기효능감을 높

이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k = 2, g = 2.45, z 

= 4.32, p < .001, 대학생 집단에서는 효과적

이지 않았다, k = 2, g = 0.44, z = 0.77, ns.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8 0.39 0.20 0.04 -0.01 0.79 1.91 15.50* 54.85

조절효과 - 개입종류

K-MBSR 1 0.48 0.82 0.66 -1.12 2.08 0.59 0.00 0.00

MBCT 2 0.79 0.56 0.32 -0.31 1.89 1.40 8.50** 88.23

호흡 2 0.11 0.57 0.32 -1.00 1.22 0.19 2.50 59.93

정서 2 0.43 0.50 0.25 -0.54 1.40 0.87 1.17 14.82

기타 1 0.09 0.72 0.52 -1.33 1.51 0.13 0.00 0.00

조절효과 - 성별

여자 4 0.28 0.34 0.11 -0.38 0.94 0.83 1.71 0.00

혼합 3 0.64 0.37 0.14 -0.09 1.37 1.72 11.29** 82.29

정보없음 1 0.09 0.61 0.38 -1.11 1.30 0.15 0.00 0.00

조절효과 - 연령

청소년 1 0.09 0.65 0.43 -1.18 1.37 0.15 0.00 0.00

대학생 4 0.58 0.35 0.13 -0.11 1.27 1.65 10.33* 70.97

성인 3 0.27 0.40 0.16 -0.51 1.05 0.68 4.14 51.67

조절효과 - 건강상태

건강 2 0.16 0.38 0.14 -0.59 0.90 0.42 0.08 0.00

준임상 1 -0.17 0.64 0.41 -1.42 1.08 -0.26 0.00 0.00

임상 5 0.62 0.28 0.08 0.08 1.16 2.24* 11.38* 64.85

조절효과 - 사전차이

없음 7 0.44 0.24 0.06 -0.02 0.90 1.87 14.63* 58.99

정보없음 1 0.09 0.57 0.33 -1.03 1.22 0.17 0.00 0.00

조절효과 - 무선할당

했음 4 0.47 0.32 0.10 -0.16 1.10 1.46 12.11** 75.23

안했음 4 0.32 0.31 0.10 -0.29 0.93 1.02 3.38 11.17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1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주관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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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별 분석에서 준임상 집단에서는 유

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으나, k = 2, g = 

1.97, z = 2.32, p < .05, 건강 집단이나, k = 

2, g = 0.27, z = 0.33, ns, 임상 집단에서는, k 

= 3, g = 0.36, z = 0.51, ns, 유의한 평균 차

이가 없었다.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5 0.57 0.14 0.02 0.29 0.85 3.99*** 3.26 0.00

조절효과 - 개입종류

MBSR 1 0.26 0.31 0.10 -0.35 0.87 0.84 0.00 0.00

MBCT 1 1.13 0.49 0.24 0.17 2.08 2.32* 0.00 0.00

정서 2 0.64 0.20 0.04 0.25 1.03 3.23** 0.77 0.00

기타 1 0.47 0.34 0.11 -0.19 1.13 1.40 0.00 0.00

조절효과 - 성별

여자 1 0.83 0.32 0.10 0.21 1.45 2.61** 0.00 0.00

혼합 3 0.51 0.20 0.04 0.11 0.90 2.51* 2.25 11.13

정보없음 1 0.47 0.36 0.13 -0.23 1.17 1.32 0.00 0.00

조절효과 - 연령

청소년 1 0.47 0.34 0.11 -0.19 1.13 1.40 0.00 0.00

대학생 2 0.91 0.25 0.06 0.42 1.40 3.61*** 0.28 0.00

성인 2 0.39 0.20 0.04 -0.01 0.79 1.91 0.28 0.00

조절효과 - 건강상태

건강 3 0.54 0.18 0.03 0.18 0.89 2.97** 1.80 0.00

준임상 1 1.13 0.49 0.24 0.17 2.08 2.32* 0.00 0.00

임상 1 0.48 0.27 0.07 -0.04 1.00 1.80 0.00 0.00

조절효과 - 사전차이

없음 3 0.71 0.18 0.03 0.35 1.07 3.86*** 1.64 0.00

있음 1 0.26 0.31 0.10 -0.35 0.87 0.84 0.00 0.00

정보없음 1 0.47 0.34 0.11 -0.19 1.13 1.40 0.00 0.00

조절효과 - 무선할당

했음 3 0.65 0.20 0.04 0.27 1.04 3.34** 2.88 30.49

안했음 2 0.48 0.21 0.04 0.07 0.89 2.27* 0.00 0.00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1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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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추후 측정 분석

표 21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추후 측

정을 실시한 연구들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마음챙김의 경우 치료의 효과가 추후 측정에

도 유의했으며, k = 4, g = 1.51, z = 5.05, p 

< 0.01, 심리적 스트레스의 추후 측정 효과도

매우 컸다, k = 2, g = -3.10, z = -3.85, p <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주효과 7 0.78 0.53 0.28 -0.25 1.82 1.48 72.05*** 91.67

조절효과 - 개입종류

MBSR 2 2.02 1.03 1.05 0.01 4.03 1.97* 36.48*** 97.26

MBCT 1 1.42 1.49 2.22 -1.51 4.34 0.95 0.00 0.00

호흡 3 0.01 0.88 0.77 -1.71 1.72 0.01 1.22 0.00

기타 1 -0.20 1.46 2.12 -3.05 2.66 -0.14 0.00 0.00

조절효과 - 성별

남자 1 0.42 0.78 0.60 -1.11 1.94 0.54 0.00 0.00

여자 2 -0.20 0.55 0.31 -1.28 0.89 -0.35 0.39 0.00

혼합 1 3.35 0.66 0.43 2.07 4.64 5.11*** 0.00 0.00

정보없음 3 0.60 0.38 0.15 -0.15 1.34 1.57 8.95* 77.66

조절효과 - 연령

청소년 3 -0.08 0.49 0.24 -1.03 0.87 -0.17 1.37 0.00

대학생 2 0.44 0.57 0.32 -0.67 1.55 0.77 1.31 23.70

성인 2 2.45 0.57 0.32 1.34 3.57 4.32*** 11.27** 91.13

조절효과 - 건강상태

건강 2 0.27 0.82 0.67 -1.33 1.87 0.33 4.65* 78.50

준임상 2 1.97 0.85 0.72 0.31 3.64 2.32* 20.99*** 95.24

임상 3 0.36 0.71 0.51 -1.03 1.75 0.51 7.47* 73.22

조절효과 - 무선할당

안했음 6 0.36 0.27 0.07 -0.18 0.89 1.31 12.21* 59.05

정보없음 1 3.35 0.61 0.37 2.17 4.54 5.53*** 0.00 0.00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20.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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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우울과, k = 5, g = -1.00, z = -2.14, p 

< .05, 불안도, k = 6, g = -1.49, z = -2.91, p 

< .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충동성에만

효과적이지 않았다, k = 2, g = -0.58, z = 

-0.69, ns.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 주효과 비교

표 22에는 마음챙김 기반 치료를 실시한 실

험집단과 마음챙김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실시한 대조집단을 비교한 연구들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대조집단과의 비교에는 네 가

지 결과변인이 이용되었는데, 이 중 우울에서

만 유의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고, 실험집단이

대조집단 보다 낮은 우울 점수를 보고했다. k 

= 5, g = -0.55, z = -2.71, p < .01. 심리적

스트레스도 비슷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나 표준

오차가 커서 유의하지는 않았다, k = 3, g = 

-0.65, z = -1.62, ns.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마음챙김 4 1.51 0.30 0.09 0.92 2.09 5.05*** 3.82 21.51

심리적

스트레스
2 -3.10 0.81 0.65 -4.68 -1.52 -3.85*** 3.45 71.02

우울 5 -1.00 0.47 0.22 -1.91 -0.08 -2.14* 19.65** 79.65

불안 6 -1.49 0.51 0.26 -2.49 -0.49 -2.91** 32.50*** 84.62

충동성 2 -0.58 0.83 0.69 -2.21 1.05 -0.69 6.00* 83.35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2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추후 연구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마음챙김 5 -0.08 0.40 0.16 -0.86 0.70 -0.21 14.27** 71.96

심리적

스트레스
3 -0.65 0.40 0.16 -1.44 0.14 -1.62 5.03 60.24

우울 5 -0.55 0.20 0.04 -0.95 -0.15 -2.71** 0.84 0.00

불안 5 -0.38 0.26 0.07 -0.90 0.14 -1.44 7.00 42.87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22.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 비교 – 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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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 추후 측정 분석

표 23에는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 비교에

서 추후 측정이 실시된 연구가 두 개 제시되

어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마음챙김이 결과변

인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유의한 집단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k = 2, g = -0.49, z = 

-0.38, ns.

출판편향 분석

본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숫자로 상위

5개의 결과변인인 우울(k = 27), 불안(k = 26), 

마음챙김(k = 14), 심리적 스트레스(k = 12), 

그리고 주관적 안녕(k = 8)을 대상으로 한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연구에서의 출판편

향을 분석한 결과(그림 2), 마음챙김, 우울, 불

안, 그리고 주관적 안녕에서는 출판편향이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빠진 연

구가 없고, 조정 전후의 효과크기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서는 빠진 연구가 두 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빠진 연구를 채워 넣고 조정했을 때 효과

크기가 약간 증가하였다, k = 12, g = -1.02 

vs. 조정된 k = 14, 조정된 g = -1.19.

k
Hedges’s 

g

표준오차

SE

분산

V

95.0% 신뢰구간
z Q I2

하한 상한

마음챙김 2 -0.49 1.30 1.69 -3.04 2.06 -0.38 6.74** 85.16

주. Hedges’s g가 양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점수보다 크고, 음수이면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

교집단의 점수보다 작음. *p < .05, **p < .01, ***p < .001.

표 23.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 비교 – 추후 연구

그림 2. 출판편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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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시행된 마음챙김 기반 치료가 마음챙김, 스트

레스, 정신병리 등 20개의 다양한 변인에 미

치는 효과를 양적으로 고찰하고, 그 효과크기

가 조절변인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문헌 검색을 통해 도출된 347편의 학

술논문 중 연구 포함 기준에 맞는 54편(k = 

57)을 대상으로 치료효과의 크기를 도출하였

다.

결과를 요약하면, 마음챙김 기반 치료는 마

음챙김 수준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또한, 

우울, 불안 등의 정신병리를 감소시키고, 나아

가 전반적인 정신병리 심각도, 분노, 충동성, 

그리고 부정정서를 감소시키며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의 효과는 대부분의 경우 추후 측정까지

유지되었다. 효과크기는 치료의 개입종류, 참

가자의 성별, 연령 및 건강상태, 연구 설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각 결과변인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챙김 기반 치료는 마음챙김

수준을 높이는 데 큰 효과(g = 1.06)가 있었다. 

국외에서 시행된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에 따

르면 마음챙김을 증진시키는 데는 중간 크기

의 치료 효과(g = 0.70, de Vibe et al., 2012; g 

= 0.42 ∼ 0.53, Khoury, Lecomte, Fortin, et al., 

2013)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는

그보다 더 컸다. 마찬가지로, 국외에서 정상군

(g = 0.43, Khoury et al., 2015)을 대상으로 실

시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에서 건강

집단(g = 1.71)과 준임상 집단(g = 0.77)에서 

나타난 마음챙김에 대한 치료 효과가 더 컸다. 

반면,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g = 

0.39, Piet et al., 2012)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임상 집단(g = 0.18)을 대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임상 집단을 대

상으로 마음챙김 수준을 측정한 연구의 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k = 3) 포함된 집단들의

이질성이 높아 임상 집단 내에서도 조절변인

의 가능성이 암시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임

상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둘째, 마음챙김 기반 치료는 심리적 스트레

스의 감소에 큰 효과(g = -1.02)1)가 있었다. 기

존 메타분석에서 정상군(g = 0.74, Khoury et 

al., 2015)과 비임상군(d = 0.78, Eberth & 

Sedlmeier, 2012)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비교했

을 때, 본 메타분석에서 나타난 건강 집단(g 

= -0.88)과 준임상 집단(g = -1.44)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더 컸다. 반면, 본 연구 결과에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효과크기는 상대적

으로 작았는데(g = -0.58), 이는 임상군을 대상

으로는 작은 효과크기(d = 0.38, Abbott et al., 

2014)를 보이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다만,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임상 집단의

적은 연구 수(k = 3)를 기반으로 한 결과이므

로, 추후 각 임상 집단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

라서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 생리적 스트레스는 심리적 스트레스

와는 달리 치료의 유의한 효과가 나오지 않았

다. 그러나 포함된 연구의 수가 두 개밖에 되

지 않아 지금은 결론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

1)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효과크기 차이의 방향성

을 -/+ 기호로 표시하였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방향성을 가정한 상태에서 효과크기의 절대값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와 다른

연구와의 효과크기 비교는 절대값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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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셋째, 마음챙김 기반 치료는 정신병리 및

정신건강 취약성에도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우울(g = -1.01)과 불안(g = -0.95) 수준을 줄이

는 데 큰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국내에서

집단 내 사전-사후 간 측정의 차이를 바탕으

로 실시된 메타분석(조용래 등, 2014)의 우울(g 

= 1.02)과 불안(g = 1.10)에 대한 결과와 비슷

하다. 한편, 본 연구 결과는 국외 메타분석 결

과(우울 g = 0.54, 불안 g = 0.53, de Vibe et 

al., 2012)와 비교했을 때 보다 효과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국외의 정상군(우울 g = 0.80, 

불안 g = 0.64, Khoury et al., 2015)과 비임상군

(불안 d = 0.78, Eberth & Sedlmeier, 2012)과 비

교해서도 본 연구의 건강 집단(우울 g = 

-1.23, 불안 g = -0.77)과 준임상 집단(우울 g 

= -0.93, 불안 g = -1.39)의 효과크기가 더 컸

다. 특히,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불안에

대한 효과(g = 0.73, Regehr et al., 2013)와 비

교했을 때 본 메타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생 집

단의 효과(g = -1.20)가 더 컸다. 마찬가지로,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우울 d = 

0.27, 불안 d = 0.47, Bohlmeijer et al., 2010; 불

안 d = 0.52, Chen et al., 2012; 불안 d = 0.42, 

Galante et al., 2013; 우울 g = 0.46, 불안 g = 

0.57, Hofmann et al., 2010; 우울 d = 0.53, 

Klainin-Yobas et al., 2012; g = 0.44, 불안 g = 

0.37, Piet et al., 2012)과 비교하면, 본 연구에

서 나타난 임상 집단(우울 g = -0.86, 불안 g 

= -0.67)의 효과크기가 더 컸다.

종합하면, 앞서 언급된 마음챙김이나 심리

적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외

에서 시행된 연구들에 비해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들에서 마음챙김 기반 치료가 우울 및 불

안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전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는 다양한 진

단명을 가진 임상 집단이 포함되었으므로 마

음챙김 기반 치료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임상 집단에 있어 우울

과 불안의 증상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마음챙김 기반 치료는 또한 정신병리

심각도 수준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 

전반적인 정신병리 심각도는 SCL-90-R의 GSI 

점수로 측정되었고, 본 연구의 효과크기(g = 

-1.02)가 기존의 GSI 점수를 사용한 메타분석

결과(g = 0.64, Baer, 2003) 보다 더 크게 나타

났다.

다섯째, 마음챙김 기반 치료는 부정정서의

감소에 효과를 보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기반 치료는 부정정서를 감소하는

데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는데(Eberth & 

Sedlmeier, 2012), 이는 본 연구(g = -0.54)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그밖에도, 본 연구 결과, 마

음챙김 기반 치료는 분노를 줄이고 자아존중

감을 증가시키는 데도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으나, 이 변인들에 대한 기존 메타분석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반면, 마음챙김 기반 치료는 SCL-90-R로 측

정된 신체화, 강박증, 편집증, 정신증 등의 개

별 정신병리와 긍정정서, 주관적 안녕, 그리고

자기효능감에는 유의한 효과크기를 보이지 않

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긍정정서가 증진되는

데 중간정도의 효과크기가 있었고(Eberth & 

Sedlmeier, 2012), 주관적 안녕의 증진 효과도

있다고 보고되었으나(g = 0.57, de Vibe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 중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

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컸던 주관적 안녕(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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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 결과를 보면, 효과가 유의하지는 않았으

나, MBCT를 사용했을 경우 가장 큰 효과크기

를 보였다(k = 2, g = 0.79). 따라서 MBCT가

주관적 안녕의 증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존

재한다. 그러나 유의한 효과가 나오지 않은

대부분의 변인들의 경우, 포함된 연구의 수가

매우 작았기에 현시점에서 결론내리기보다는

후속 연구의 축적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실시된 마음챙김 기반 치료 연구

에서 추후 측정을 실시하고 집단 간 비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연구는 총 11개였다. 

이 연구들만 모아 분석한 결과, 충동성을 제

외하고 마음챙김,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 불

안 모두 효과가 유의하게 지속되었다. 정상군

을 대상으로 한 국외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MBSR의 효과는 평균 19주의 추후 연구에서도

유지되었다(Khoury et al., 2015). 임상군과 정상

군을 함께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우울, 그리고 불안을 평균 29주 후 측정했더

니 치료가 끝날 때와 비슷한 중간정도의 효과

크기를 유지했다(Khoury, Lecomte, Fortin, et al., 

2013). 임상군만을 대상으로 평균 27주 후 추

후 측정을 실시한 연구에서도 우울과 불안은

치료가 끝날 때와 비슷한 중간정도의 효과크

기를 유지했다(Hofmann et al., 2010).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해서 국내에서 시행된

마음챙김 치료 기반의 추후 측정 효과는 마음

챙김, 우울, 불안 모두 큰 효과크기가 유지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치

료 연구의 효과가 애초에 더 크기 때문일 수

도 있고, 국내에서 시행된 추후 연구의 평균

측정 시기가 7주(Mdn = 4주; SD = 8주)로 기

존 연구의 평균 19 ∼ 29주 보다 짧아서일 수

가 있다. 또는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경우 추

후 측정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Hofmann et al., 

2010). 심리적 스트레스의 경우 매우 큰 추후

측정 효과(g = -3.10)를 보였으나 포함된 연구

의 수가 두 개밖에 되지 않아 현재 결론내리

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실시된 마음챙김 기반 치료의 종

류를 종합해보면, MBCT(k = 17)와 K-MBSR(k 

= 15)이 가장 많이 실시되었고, 그 다음이 호

흡마음챙김명상(k = 9), MBSR(k = 8), 정서마

음챙김명상(k = 2)의 순서이다. 개입종류 별

조절효과를 분석해보니, 부정정서를 제외하고

마음챙김,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불

안에서 MBCT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는 우울과 불안에서 MBCT가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보인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조용래 등, 2014; Hofmann et al., 2010). 하

지만 조용래 등(2014)의 경우, MBSR과 K-MBSR

을 구분하지 않아 각 효과크기를 비교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MBSR과 K-MBSR을 구분

해서 분석해본 결과, 우울과 불안 둘 다

K-MBSR은 효과가 있었지만 MBSR은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K-MBSR과 MBSR의 효

과크기 자체는 비슷했기 때문에, MBSR에 포함

된 연구의 수가 작고 표준오차가 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연구 결

과를 종합해 볼 때, 불안과 우울에는 MBCT가

효과적인 개입종류라 할 수 있으나, K-MBSR

이 MBSR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에는 조금 더 많은 수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참여자 집단의 성별 구성은 혼합(k = 26)이

가장 많았고, 여자만으로 구성된 경우(k = 19)

도 많았으나, 남자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두

개밖에 없었다. 조용래 등(2014)의 연구와 일

치하게, 결과변인에 상관없이 여자만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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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집단 보다는 남녀혼합인 경우가 더 유의

한 치료 효과가 있었다. 이는 또한 집단의 성

별 구성이나 비율이 집단 치료의 효과에 영

향을 미친다는 기존 결과와도 일치한다(e.g., 

Greenfield, Cummings, Kuper, Wigderson, & Koro- 

Ljungberg, 2013; Wade & Goldman, 2006). 기존

연구들에서는 치료의 목적에 따라 바람직한

성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 따

르면 마음챙김을 증진시키기 위한 치료는 여

자만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남녀 혼합으로 구

성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다

만, 남자만으로 구성된 연구의 수가 너무 적

어 성별 구성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고, 

결과변인에 따라서 성별 구성에 따른 조절효

과를 살펴보기에는 포함된 연구의 숫자가 너

무 적은 경우들이 있었다.

연령별로는 대학생(k = 2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성인(k = 16), 청소년(k = 10), 그리

고 대학생/대학원생(k = 2)의 순이었다. 자기

효능감을 제외하고, 마음챙김, 심리적 스트레

스, 우울, 불안, 부정정서, 그리고 자아존중감

에서 대학생 집단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에서는 성인 집단에서 가장 큰 효

과를 보였고,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불안에서도 성인 집단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

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실시된 마

음챙김 기반 치료는 대학생 및 성인에게 이로

운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

과변인에 따라 미치는 효과크기가 달랐고, 특

정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예 없

거나 적은 수가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해석

에 주의를 요한다.

참여자의 건강상태로 구분할 경우, 건강(k 

= 20)과 준임상(k = 2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임상(k = 14)이었다. 우울과 불안의 경

우,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었지만, 건강, 준임

상, 임상 세 집단 모두에서 효과가 있었다. 마

음챙김은 건강 집단과 준임상 집단에서 효과

가 있었다.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은 건강 집

단에서만 효과가 있었고, 심리적 스트레스, 정

신병리 심각도,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준임상

집단에서만 효과가 있었다. 주관적 안녕은 임

상 집단에서만 효과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마

음챙김 기반 치료는 건강 및 준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로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변인에 따라 미치는 효과

크기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특정 결과변인에

서 일부 건강상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예 없거나 적은 수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사

전차이가 없을 때는 대체로 치료 효과가 있었

다. 하지만, 무선할당의 경우, 마음챙김, 우울, 

불안, 그리고 자기효능감에서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 간 무선할당을 하지 않았을 때나 무선

할당을 했을 때 모두 유의한 치료효과를 보였

고, 특히 마음챙김에서는 무선할당을 하지 않

았을 때 더 큰 효과를 보였다.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하지 않았을 때만 효과가 있었다. 

이는 무선할당을 하지 않은 연구들에서 효과

크기가 과대추정된다는 기존 결과들과 일치하

며(Eberth & Sedlmeier, 2012; Khoury, Lecomte, 

Fortin, et al., 2013; Khoury et al., 2015), 참여자

가 치료에 대한 긍정적 기대 등을 가질수록

치료효과가 더 높게 측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

는 결과이다(Eberth & Sedlmeier, 2012).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음챙김 기반 치료의 효과가

마음챙김 훈련 때문인지 아니면 치료자 또는

참여자가 가진 위약효과나 요구특성 등과 같

은 오염변인 때문인지 구분이 필요하며,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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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선통제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가 필요하다(Chambless & Hollon, 

1998). 한 가지 예외는, 부정정서를 결과변인

으로 할 때는 무선할당을 했을 때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나아가, 마음챙김 기반 치료가 다른 치료와

비교해서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극적 처치가 있는 대조집단과의 비교가 필

요한데, 국내에서 실시된 마음챙김 기반 치료

연구에서 대조집단과 비교한 연구는 총 아홉

개였다. 모든 경우, MBSR이나 K-MBSR이 대조

집단과 비교되었으며, 대조집단으로는 심리교

육(k = 5), CBT나 REBT와 같은 다른 종류의

심리치료(k = 2), 그리고 마음챙김이 아닌 다

른 종류의 명상프로그램과 약물치료와 비교한

연구가 각각 1개씩 있었다. 이 연구들만 모아

분석한 결과, 우울을 제외한 마음챙김, 심리적

스트레스, 불안에서 모두 효과가 유의하지 않

았다. 우울의 경우, 마음챙김 기반 치료를 받

은 집단이 대조집단과 비교하여 우울을 감소

시키는 데 더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나(k = 5, 

g = -0.55),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보다는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는 실험집단과 무

처치 대기통제집단 간의 효과크기가 실험집단

과 적극적 처치의 대조집단 간의 효과크기 보

다 더 크다는 기존 결과와 일치한다(Khoury 

Lecomte, Fortin, et al., 2013).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의 효과크기에 대

한 출판편향을 분석한 결과, 마음챙김,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에 대해서는 출판편향이 나

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

해서 출판편향이 나타났는데, 출판편향을 조

정한 후의 효과크기는 현재 결과보다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마음챙김과

스트레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변인들에 있어

효과크기를 알아보고자 많은 수의 결과변인을

포함하였는데, 그로 인해 몇몇 결과변인이나

조절변인 분석에 있어서 포함된 연구의 수가

적은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적은 수로 도출

된 결과는 신중한 해석을 기해야하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축적될 경우 추후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검증받아야 할 부분이다.

후속 연구로는 마음챙김 기반 치료의 추후

측정 시기를 더 늘려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적극적

대조집단을 이용하여 마음챙김 기반 치료와

다른 종류의 표준화된 치료를 직접적으로 비

교할 수 있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국외 메타분석 연구들에 따르면, 

마음챙김 기반 치료는 우울과 불안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인지행동치료 또는 행동치료, 그리

고 약물치료와 비교해서 유의하게 다르지 않

았던 반면(Khoury, Lecomte, Fortin, et al., 2013), 

불안장애를 지닌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마

음챙김 치료가 약물치료보다는 작지만 다른

종류의 심리치료보다는 더 큰 효과크기를 가

진 결과도 있었다(Bandelow et al., 2015). 국내

에서도 마음챙김 기반 치료와 다른 종류의 치

료와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의 수가 증가한

다면 이러한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종합하면, 국내에서 시행된 마음챙김 기반

치료는 다양한 정신건강 및 심리적 기능 영역

에서 비교적 큰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이 효과는 추후 측정 시에도 유지

되었다. 치료 효과는 많은 경우, MBCT를 실시

할 때,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건

강 및 준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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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구성이 혼합일 때 더 크게 나타났다. 이

는 마음챙김 기반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여 개입 프로

그램과 측정변인을 선택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된 마음챙김 기반 치

료의 효과크기와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잠정적 결론을 제

공하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

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치료 변인들을 선택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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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Mindfulness-Based Therapy:

A Meta-Analytic Study

Hyejeen Lee                    Hyung I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nducted meta-analyses on the effectiveness of mindfulness-based therapy (MBT). Fifty-seven 

studi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until July, 2014 were included. The effectiveness was evaluated on 6 

categories of 20 outcome variables (mindfulness, stress, psychopathology and mental health vulnerability, 

emotion,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concepts) and 6 moderator variables (intervention typ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study design). Results indicated that MBT increased the level of 

mindfulness and decreased the level of psychological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and these effects were 

maintained over follow-up. MBT was also effective for reducing the severity of psychopathology, anger, 

impulsivity, and negative emotion and for enhancing self-esteem. Effect sizes differed according to 

moderators including intervention type and age and health status of participa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MBT conducted in Korea is an effective treatment for a variety of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Further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interven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mindfulness, meta-analysis, therapy effectiveness, effec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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