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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명상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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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Fontana와 Slack(1998)이 제시하고 있는 아동명
상 교수법에 근거한 아동명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효과검증
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관찰과 2회의 면담을 통해 초등학교 아동
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분석하고 스트레스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 초등학교
4학년 12개반 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가 희망 신청 아동들 중 각 반별로 한 명씩 12명
을 목적성 무선 유층 표집하여 선정하였다. 본 실험을 위한 아동명상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2회 각 40분씩 8주간 총 16회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초등학교 아
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학업, 친구관계, 가족관계 및 개인생활의 4영역과 주의력 부족, 집중력
부족, 신체불안정 및 심리적 압박의 4요인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특히 학업과 관련된 과제부담 스트
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 아동명상프로그램 초기에 비해 후기에 아동들은 심리적
압박 부분에서 다소 약한 감소 효과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스트레스의 전 영역과 요인에 걸쳐 상
당히 감소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아동명상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주요어 : 아동 스트레스, 아동명상프로그램, 초등학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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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

로 취급한다(Homes & Rahe, 1967; Welford, 1973;

며,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사람들은 부단한 노

Anderson, 1978; Cox 1991). 스트레스인(stressor)은

력을 해 오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상당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인자 또는 자극을 말하는데,

한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도영(1990)은 학자들의 여

때로는 적응에 실패하여 사회적으로 회복이 어려

러 견해들을 종합․정리해 스트레스란 “개인으로

운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한다. 지속된 스트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위협과 좌절, 갈등과 불안상

레스는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생리적

태에 직면하게 하는 원인적 행동의 모든 것을 포

변화를 일으켜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Grey &

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둘째, 반응으로서의

Hayman, 1987). 스트레스의 개념과 정의는 시대에

스트레스(response based model of stress)는 어떤 자

따라 변해왔으며 학문 분야에서는 연구자의 관심

극에 대한 반응을 스트레스로 보는 관점으로서

과 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스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취급한다(Kagan & Levi,

트레스를 처음으로 명명한 Selye(1976)는 “스트레

1971). Selye(1976)은 외적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신

스란 신체에 가해진 어떤 요구에 대하여 신체가

체의 장애반응을 스트레스라고 보았다. 따라서 어

수행하는 일반적이고도 비 특징적인 반응이며, 만

떤 반응증후군이 발생한다는 것은 동시에 스트레

약 어떤 변화가 야기되어 이 변화가 신체의 항상

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역동적 상

성을 무너뜨리게 되면 신체는 스스로 보호하기

호작용으로서의

위해 신체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재

stress)이다.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간의 복잡하고

정비함(rearrangement)으로써 대내적인 반응태세를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이다(Cox, 1978,

취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스트레스란 반드시 불

1991; Howath, 1978; Lazarus & Folkman, 1984). 이

쾌한 것만은 아니며 신체가 재적응하는데 생물학

관점에서는 스트레스는 생태학적이고, 상호 역동

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어떤 필요한 물질을 생

적이고, 순환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스트레스(transactional

model

of

산하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이것은 Johnson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지각하는 스트

(1987)이 적합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인간의 생존

레스의 영역과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리

과 성장에 필수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주장한 것

말사전(2005)에서 영역이란 “활동, 기능, 효과, 관

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심 따위가 미치는 일정한 범위”를 말하며, 요인이

스트레스의 정의는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세 가

란 “사물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까닭. 또는 조건이

지 모형으로 알려져 왔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되는 요소.”로서, ‘원인’ 또는 ‘이유’로 순화하여

(stimulus based model of stress), 반응으로서의 스트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스트레스의 영역이란

레스(response based model of stress), 관계론적 개념

‘스트레스가 미치는 일정한 범위’를 말하며, 이와

에서의 지각된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

같은 맥락에서 천민필(1993)과 김계순(1996), 김금

스(transactional model of stress)가 그 세 가지 모형

숙(200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의 여러 가

이다(Laux & Vossel, 1982; Lazarus & Folkman, 1984;

지 스트레스 영역을 개인생활, 가정생활, 학교생

Cox 1991). 첫째,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stimulus

활, 사회생활 영역으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

based model of stress)는 환경내의 자극특징을 스트

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요인이란

레스로 보는 관점으로서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

‘스트레스가 성립되는 까닭 또는 조건이 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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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서 ‘스트레스의 원인 또는 이유’라고 풀이할

고 있다(정세진, 2005).

수 있다. 스트레스의 요인은 앞에서 살펴본 스트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

레스의 정의 중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와 유사

지 접근이 시도되어 오고 있으며, 아동 명상은 그

한 의미를 지니며, 정지연(2004)의 연구에서 스트

중 한 가지 방법이다. 최근 명상은 유년 교육의

레스의 요인을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오고 있

상황과 사건, 또는 인적 구성원을 총칭하는 개념

으며, 특히 최근에 현대 물질 사회의 한계를 극복

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로 이해

할 수 있는 대안교육으로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내의 여러 학자들이 아동

Seyle(1976)는 스트레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

명상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점점 더 많이 제시 해

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생의 일부로 연령에 관

오고 있다(김계숙, 2006; 김영채, 2004; 김정숙,

계없이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했다.

2002; 박민지, 2006; 박영선, 2003; 박인숙, 2003;

특히 아동들은 그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많은

박인경, 2005; 오복자, 2003; 정승아, 2005). 이 연

적응이 요구되므로 적응상의 문제를 안거나 심한

구들에 따르면, 정승아(2005)는 초등학생의 주의집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동

중력 향상을 위하여 바라보기명상 프로그램을 개

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어

발하여 적용한 결과 바라보기 명상이 초등학생의

진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일찍부터 치열한 경쟁

주의집중력을 향상시켰으며, 김영채(2004)는 명상

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적응해야

지도를 통해 참여아동들이 주의 집중력과 자아존

하는 환경과 경쟁은 끝없이 계속될 것으로 예견

중감이 향상되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이 감소된

되어, 그들이 신체적․심리적으로 느끼는 스트레

것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김정숙(2002)

스는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이다. 아동기는 6-7세

은 수식관 명상 프로그램이 아동의 스트레스를

부터 11-12세에 이르는 시기로 일컬으며(김봉소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으나, 실험 종료 4주 후

역, 1994),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초등학교의 시기

에는 지속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 된다. 이 시기는 가족 밖의 다른 성인이나 또

것으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박인숙(2003)의 연구

래, 책, 매스컴의 영향을 받게 되고 가정이나 이

에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식관 명상이

웃에만 국한되었던 생활환경이 학교라는 보다 넓

우울과 불안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

은 범위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과

타났다. 박영선(2003)의 연구에서는 자연의 소리

다양한 사회적 적응의 요구를 받게 된다(Elkind,

명상음악은 초등학생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

1983; 성도환, 2004; 한미현, 1996). 이처럼 아동이

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오복자(2003)는 뇌호흡 명

활동하는 생활환경의 범위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의 집중력 및 학습

많은 적응적 요구를 겪게 됨으로 아동은 이전보

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박민지

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한 학습에

(2006)는 명상을 통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자아개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에서의 대인관

념 발달 및 창의적 미술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계 등 그들이 미처 준비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인경(2005)의 연구에서

종류의 성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적응 능

는 명상활동이 유아의 공격적 행동 중 외현적 행

력을 무리하게 강요당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

동 및 내재적 행동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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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밝혀졌다. 김계숙(2006)은 초등학교 저학년

(2006)는 검사지나 질문지의 결과 분석에 의한 객

을 대상으로 명상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관적인 연구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주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품행문제에 미치는 영

장하고 있다. 요약하면, 첫째로 명상프로그램에

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과잉행동과 충동

동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둘째로 참여

행동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부주의-수

아동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동성의 감소에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

명상방법을 활용하고, 셋째로 명상지도자의 양성

데, 그 이유는 명상활동 프로그램이 정적인 면을

과 지도실제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과

강조한 나머지 학생들의 적극성을 지도하는데 효

함께,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과가 없었던 것으로 연구자(김계숙, 2006)가 스스

확인해 볼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처럼 아동명상 연구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Fontana와 Slack(1998)이 제시하고 있는 ‘아동을 위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아동명상

한 명상 교수법’에 기초하여 아동명상 프로그램

연구의 보완점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있

을 개발․적용하고, 면담기법을 활용한 문화기술

다. 박인숙(2003)은 초반부에는 학생들의 자세나

적 연구법을 적용하여 아동명상 프로그램이 아동

집중상태가 좋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상의

의 스트레스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나

고자 한다. 이 교수법은 그들이 아이들과 오랜 기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새로운 명상 지도 방법이

간 일했고, 명상에 대해서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김정숙(2002)

에게 가르쳐 온 심리학자로서의 경험에 바탕을

은 명상수련 방법들은 동양적인 정적인 배경을

두고 있으며, 서두에서 ‘아동들에게 명상을 쉽고,

갖고 있지만, 서구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라나고 있

능률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돕고

는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들에 적합한 동적인 방

자 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아동들에게

법을 적절히 혼합하여 개선하고 발전시킬 필요성

체계적으로 명상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된 실

을 역설하였고, 류말선(2001)은 주의 집중력이 약

제적 안내서이다. Fontana와 Slack의 명상교수법의

한 것으로 평가되는 학생들에게 회기마다 반복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매 회기를 시작할

으로 거의 같은 형태로 훈련을 하는 것은 참여자

때마다 여러 가지 움직임 명상을 통해 활동성이

들로 하여금 흥미와 참여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

강한 아동들로 하여금 여분의 에너지를 소모하도

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박영선(2003)은 계

록 하고, 이어지는 명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속적으로 지루함이나 집중이 안 됨을 호소하는

배려를 하였으며, 둘째, 아동들의 흥미와 상상력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지 않은 점을 연

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명상방법을 동원하고, 명

구의 한계로 꼽았다. 또한 최효순(2004)은 아동들

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어른들의 역할과 규

의 발달특성을 고려해 볼 때, 아동들을 위해 정적

칙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함으로써, 아이들이 명상

인 활동보다는 동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을 즐기고 명상에 대해 보다 많은 동기를 유발할

을 구성할 필요성과 함께,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 명상활동들을

수 있도록 명상을 지도할 교사교육에 대한 프로

학교와 집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학

그램 개발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였으며, 서남희

교에서 9~12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함께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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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교에서 반 전체와 할 때 및 한 두 명의 아

(김정숙, 2002; 정승아, 2005). 그러므로 본 연구에

이들이나 가족이 함께 집에서 할 때 등 세 가지

서는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명상 초기

다른 상황에서 각각 적합한 명상지도 방법들을

와 후기에 걸쳐 각각 참여 아동들을 대상으로 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대상 아동의 연

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의 내적 상

령을 5～8세, 9～12세, 13～18세의 3가지로 구분

태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아동 스트레스를 심층적

하여 아동들의 발달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교수법

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변화와 행

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여러 가지 명상에 대

동변화를 점검하여 아동 스트레스의 변화를 확인

한 이론적․기술적 설명 및 아이들에게 직접 소

해 봄으로써 아동명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

개하는 실제적인 훈련지침들과 함께, 아동들의 자

보고자 한다.

발적인 참여와 협조적인 행동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등을 포함해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

방 법

다. 여섯째, 아이들과 비교적 같이 일해본 적이
없는 어른들을 위해 상세한 세부 항목을 제시하
고 안내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교수법은 단지 안

대상

내일 뿐이며 가르치는 대상 아동들을 위해 스스
연구대상은 B시에 위치한 Y초등학교 4학년 학

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사용할 수 있음을

생들로 구성되었다. 4학년 6개 반 학생 193명을

강조하고 있다(Fontana & Slack, 1998).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대상으로 교사들을 통해 ‘아동명상프로그램’에 대

활용하여 아동명상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아동들

한 안내를 하여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가 희망 신

의 스트레스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보

청을 받아, 그 학생들 중 각 반별로 남녀 각 1명

고자 한다. 문화기술적 연구는 복잡하고 미묘한

씩 12명을 목적성 무선 유층 표집하여 연구의 대

사회적 관계 또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상을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남

사건의 맥락, 흐름, 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녀 각 6명씩이었으나, 명상프로그램을 시작하기

할 때에 특히 유용하다(조용환, 2003) 그리고. 앞

전에 남학생 1명이 개인사정으로 탈락하고 여학

에서 서남희(2006)가 스스로 자신의 객관적인 연

생 1명이 충원되어 여학생 7명과 남학생 5명이

구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아동명상 연구에 피험자

되었으며, 프로그램 시작 전에 연구목적과 아동명

개인의 내적 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해 볼 연구방

상프로그램의 내용을 안내 한 후에 프로그램을

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문화기술적 연구방법

진행하였다.

을 통해 참여 아동의 스트레스 변화를 심층적으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된다. 뿐만 아

도구

니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프로그램 연
구를 진행한 다른 연구자들도 검사지의 결과 분

자기보고식 검사

석에 의한 객관적인 연구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16회기 동안 1회기와 8회

수 있으므로 아동 개개인의 감정변화나 행동변화

기 및 마지막 16회기의 마무리 시간에 각각 한

들을 자세히 고찰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번씩 명상을 통해 경험되는 내용과 행동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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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자유롭게 각자의 생각, 느낌, 의견을 서

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주 2회 총 8회 과정으로

술하도록 하는 자유기술형의 질문지를 작성하도

진행이 되었으며, 실험 전의 사전 면접과 함께 매

록 한다.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3가지로 명상을

회기 직후에 면접을 실시하여 명상에 대한 기대

하기 전의 기분과 명상을 하고 나서 기분 및 명

와 명상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효과를 점검하고자

상을 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 지를 묻는 것

하였다. 이렇게 이뤄진 면접을 통해 도출한 결과

이다. 1회기에 작성된 질문지 내용을 토대로 ‘초

를 바탕으로 Fontana와 Slack의 아동명상 프로그램

등학교 아동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분석하기

을 새로운 8회기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예비 실험

위한 1차면담을 진행하고, 8회기에 작성된 질문지

에서 Fontana와 Slack의 어린이명상 교수법에 기초

내용은 ‘아동명상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한 어린이명상 프로그램을 초등학생들에게 적용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2

해 본 결과, 면담을 통해 주의력·집중력 증진 및

차면담의 참고자료로 삼았으며, 마지막 회기에 작

몸의 안정과 마음의 안정에 대한 효과가 가장 빈

성한 질문지는 프로그램 전체 소감문으로 대체하

번하게 보고되었다. 주의력과 집중력은 초등학교

였다.

아동들이 발달과업을 효율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데 필수 요인이며, 몸과 마음의 안정 또한 아동들

면접법

이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면접은 실험 2주차에서 3주차 사이에 1차 면접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 중 주의력·집중

을 실시하고, 실험 7주차에서 8주차 사이에 2차

력․몸의 안정․마음의 안정을 위한 명상에 집중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1차 면접에서는 실

적으로 초점을 맞춘 수정된 ‘어린이명상 프로그

험 1주차와 2주차에 수집한 질문지 내용을 토대

램’을 재구성하였다. 수정된 프로그램은 Fontana와

로 명상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

Slack의 어린이명상 교수법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과 대답으로 진행하였다. 그 내용은 명상을 하면

‘주의력을 위한 명상’ ‘집중력을 위한 명상’ 부분

서 느끼는 감정, 명상을 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과

을 ‘주의력을 위한 명상1·2’ ‘집중력을 위한 명상

생각, 명상을 하면서 감지되는 자신들의 행동변화

1․2’로 세분화하여 각각 2회기에 걸쳐 실시하도

등에 관한 것이다. 2차 면접에서는 1차 면접결과

록 하였으며, ‘몸의 안정을 위한 명상’과 ‘몸의 인

와 그동안 수집된 질문지 내용을 토대로 보다 심

식을 위한 명상’ 부분을 ‘몸의 안정을 위한 명상

층적인 느낌과 행동변화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1․2’로 주제를 통합하면서 세분화하였으며, ‘감
정을 위한 명상’과 ‘사랑을 위한 명상’ 부분을

아동명상 프로그램

‘마음의 안정을 위한 명상 1․2’로 역시 주제를

초기 프로그램에서는 Fontana와 Slack의 아동명

통합하면서 Fontana와 Slack의 어린이명상 프로그

상 교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반

램을 표 1과 같이 새로운 8회기 과정의 명상프로

영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교수법에서 제안

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회기별 시간은 초등학교 아

하고 있는 아동명상 활동의 순서대로 총 8회기의

동들로 하여금 명상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집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근거하

중력과 흥미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회기

여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예비 실험에서는 부

의 시간을 초등학교 수업시간과 같은 40분으로

산지역에 거주하는 1~5학년 초등학생 14명을 대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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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동명상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요 활동
회기

주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강의 및 토의 :

주의력 증진은 공부하는 것과 그 외 아이들이 연관된 것들 즉, 스포츠나

1회기

주의력의 중요성

주의력을

활동1 :

위한

기억 속의 구멍

명상 I

활동2 :
‘킴’의 게임
활동1 :

2회기

집에서의 주의력

취미에 이르는 거의 모든 것에 큰 효율성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다룬다.
과거를 기억하는 그들의 기억력에 큰 공백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빠르게 보여줌으로써, 주의력을 배양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준다.
일단 아이들이 자신들의 기억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나면, 다음은 게임
을 통한 첫 번째 기억력 연습으로 넘어갈 수 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자주 보아왔던 집, 거리의 지도 등을 그려보게 함으
로써 자신의 주의 능력을 깨닫게 한다.

주의력을

활동2 :

아이들이 평소 살아오면서 보아왔던 사물을 그려 보면서 얼마나 주변을

위한

일상 삶에서의 주의력

인식해 왔으며, 얼마나 자신이 주의력이 있는지에 대해 체험토록 한다.

명상 II

활동3 :

사물들을 거꾸로 보고 그려봄으로써, 어떠한 사물이 어떻게 보여야 하

세상을 거꾸로 보기
3회기
집중력을

활동1 :
일상 삶에서의 주의력 2

위한

활동2 :

명상 I

호흡에 집중하기
활동1 :
두 번째 ‘킴’의 게임

4회기
집중력을
위한
명상 II

활동2 :
호흡에 집중하기 2
활동3 :
만트라를 사용한 명상
활동1 :

5회기
몸의
안정을
위한
명상 I

육체적 긴장 풀어주기 1
활동2 :
육체적 긴장 풀어주기 2
활동3 :
육체적 긴장 풀어주기 3

는지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연필과 많은 양의 종이를 주고 과제
로 관찰했던 물건들을 기억해 내서 그리게 한다.
명상은 주어진 자극에 계속 집중하는 마음의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
거의 어떠한 것이든 이러한 자극이 될 수 있지만, 보통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호흡이며, 호흡에 집중하는 짧은 명상을 한다.
기억력을 점검해 보는 ‘킴의 게임’을 몇 번 해보고 나면 아이들이 스스
로 주의집중력이 급격히 향상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아이들이 첫 번째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라고 세고, 내쉬면서 다시
반복하며, ‘열’까지 하도록 하여 그들의 집중을 더욱 도울 수 있다.
만트라는 단순히 명상의 초점이 되는 한 단어이거나 짧은 구절이다. 마
음이 특히 바쁜 아동들에게 만트라는 생각들이 가라앉을 수 있게 해주
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신체부위의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에 의하여, 아이들은
긴장과 이완의 차이를 느끼는 것을 도움 받을 수 있다.
송장자세로 가만히 누워서 코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
켜보도록 한다. 이어서 몸을 뒤집어 엎드린 채, 얼굴을 바닥에 대도록
하여 이전과 마찬가지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도록 한다.
아이들에게 자리에 바로 앉아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머리를 똑바로 세
운 상태로, 호흡을 지켜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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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동명상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요 활동 (계속)
회기

주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활동1 :

아이들에게 눈을 감고 각 아이들의 손등과 얼굴, 팔로 다양한 물건들을

몸에 대한 인식 경험하기 만지게 한다. 아이들에게 말하는 곳으로 몸에 대한 인식을 가져가도록
6회기
몸의
안정을
위한
명상 II

1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스스로 몸에 대한 인식을 움직이게 한다.

활동2 :

눈을 감고, 자신에게 지금 현재 인식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그들의

몸에 대한 인식 경험하기 의식이 눈꺼풀로 갔을 때, 그것을 더 나아가 다른 쪽으로 가게 하도록
2
활동3 :
인식하며 움직이기 1
활동4 :
인식하며 움직이기 2

해본다.
마치 달걀 위를 걷거나 숲 속에서 나뭇가지를 밟지 않고 누군가를 미행
하듯이, 가능한 부드럽고 조용하게 방을 돌아다니게 한다.
아이들에게 몸의 상체 중 어느 한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하고, 동시에 어
떠한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아이들이 더 감정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사회적으로 적합하고 도움이

7회기

활동1 :

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약간의 두려움을 자극한

두려움 다루기

것 같으면, 이야기나, 비디오를 멈추고, 아이들 눈은 계속 감게 하고 있
는 상태로, 그들 몸 안의 두려움에 대해 탐구하도록 한다.

마음의
안정을
위한
명상 I

활동2 :
노여움 다루기

아이들이 약간의 노여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들에게 몸 안에 어디에 노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노여움으로 인식하는지 물어본다.

활동3 :

아이들과 그들이 살아오면서 느낀 슬픔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 슬픔의

슬픔 다루기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본다. 그리고 슬픔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본다.
명상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근심을 다룰 수 있게 도와준

활동1 :
근심 풀기

다. 특히 호흡과 몸의 인식에 대한 집중은 근심을 덜어준다. 호흡에 집
중할 때, 숨은 가능한 깊은 곳에서 나와야 하며, 안정적이고 규칙적이

8회기

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아닌 그 숨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

몸의

시켜준다.

안정을
위한
명상 II

활동2 :
사랑과 동정

활동3 :
자연과의 접촉

아이들은 서로에게 더 친근하고 이해심 있는 경향이 있을 뿐만이 아니
라, 명상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그들 안에 따뜻함과, 이해심, 자애에
대한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고요하게 있으면서, 아이들은 그들의 심장 박동, 피가 동맥과 정맥을 흐
르며 내는 희미하면서도 명백한 소리, 그들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생기
는 다양한 소리에 조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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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Fontana와 Slack(1998)이 제시하고 있는

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내 주었다. 그러나 수

명상교수법에서는 연령에 따라 회기별 프로그램

정된 프로그램이 8회기로 다소 짧다는 지적이 있

진행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를 일련의 순서로

었으며, 명상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리해 보면 움직임 명상(혹은 여분의 에너지 소

서는 주 1회보다는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게 바

모하기)․정기적인 짧은 (호흡)명상․본 명상활

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아동들에게 반복학습이

동․마무리의 단계로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래서 전문가들

본 연구에서는 Fontana와 Slack이 제시하고 있는

의 평가내용을 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하여 전체

움직임 명상과 정기적인 짧은 명상을 하나로 묶

8회기 프로그램을 주 2회씩 4주 동안 진행하는

어 준비단계로 하고, 이어서 본 명상활동단계와

것을 두 번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8주 동안 총 16

마무리단계로 진행을 하는 3단계의 회기별 내용

회를 실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무리단계에서는 참여
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층적인 자기성찰이

절차

이뤄질 수 있도록 소감나누기를 하고(김영채,
2004), 아동들로 하여금 명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

수정된 아동명상 프로그램(1회 40분, 총 8회기)

하도록 간단한 명상과제를 제시하고, Fontana와

을 주 2회씩 4주 동안 실시하는 것을 2회 반복적

Slack이 제안하고 있는 짧은 정리명상으로 마무리

으로 실시하여 8주 동안 총 16회를 실시하였다.

를 하는 순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화기술적 연구의 방법을 적용한

한편,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점이
제시되었는데, 지도자의 말이나 설명을 줄이고 참

면담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 절차를 보면 다
음과 같다.

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충분히 주었

첫째, 정보제공자와의 라포 형성을 하고자 노

으면 하는 점, 각 주제에 따른 회기를 1회로 하는

력하였다. 정보제공자들은 면담자의 지도로 아동

데 따른 한계점, 초등학교 아동들이 흥미와 집중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으로 예고되었다. 그

력을 유지하면서 참여하기에 다소 긴 시간 등이

래서 2007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주간

그것이다. 참여자들의 피드백 외에도 연구자가 예

총 16회기의 아동명상을 함께 하였으며, 명상프로

비 실험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것들,

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라포 형성이 이루

즉 과제물을 부과하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

어지도록 하였다.

려하는 것, 명상활동의 흥미로운 진행 및 지속적

둘째, 1차면담과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관찰은

인 명상실습 필요성의 강조를 통해 아동 스스로

명상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아동의 상황 및 행동

자기 작업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 참여 아동들 간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참여 아동들의 행동특성 및

의 신뢰감과 개방성을 촉진시키는 것 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태를 확인하여 아동들을 대상으로 면

내용으로 이 사항들을 프로그램 수정에 반영하였

담을 진행하는 데에 참고 자료로 삼고자 한다. 명

다.

상 프로그램을 1회 진행한 후, 아동들로 하여금

이렇게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델파이 의견조

명상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

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3명에게 본 프로그램의

여 초등학교 아동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분

구성과 내용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 결과, 대체적

석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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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면담의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과

리하여 전체 아동의 스트레스 변화표를 작성하였

의 개별적, 전체적 라포 형성의 과정에서 관찰을

다. 그렇게 하여 정리된 정보제공자들의 스트레스

통해 얻은 정보와 자서전법을 활용한 명상소감문

영역과 요인에 관한 표와 스트레스의 변화에 대

을 토대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맞게 재구

해 보고한 내용들을 토대로 의미를 해석하고, 얻

성하였다. 면담을 위한 질문지는 크게 학업과 관

어진 의미에 보완할 내용이 발견되면 추가하는

련해서 가장 힘든 경우, 친구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환과정을 거쳐 연구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경우, 가족관계에서 가장 힘든 경우, 개인생활에
서 가장 힘든 경우의 네 가지로 구성이 되었다.

결 과

넷째, 그 결과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초등학교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의 영역과 세부영역 및 스
트레스의 영역별 요인을 분류하여 표를 작성해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분석

보았다. 자료 분석의 절차는 먼저 영역분석을 실
시하고, 다시 각 영역별 내용을 분류하는 과정을

아동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을 대

거쳤다.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의 내용에 따라 미흡

상으로 프로그램 초기에 관찰과 1차면담을 실시

한 내용과 누락된 내용을 수시 면담으로 보충하

하여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파악

였다. 1차면담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분분석을 실

해 보았다. 그 결과 스트레스의 영역은 크게 ‘학

시하여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분

업 스트레스’ ‘친구관계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

석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를 기초로

트레스’ ‘개인생활 스트레스’의 4가지 영역으로

하고, 1차면담에서 얻은 각 개인별 스트레스 내용

분석이 되었으며, 스트레스의 요인은 크게 ‘주의

을 참고하여 각자가 지각하고 있는 스트레스 표

력 부족’, ‘집중력 부족’, ‘신체적 요인’, ‘심리적

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비록 질적 연구방법으로

요인’의 4가지 요인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를 토

수집한 자료이지만, 초등학교 아동들이 겪고 있는

대로 B시의 Y초등학교 4학년 아동 12명이 지각하

스트레스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명상프로

는 스트레스의 영역과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그램이 스트레스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알기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쉽도록 하기 위해, 각 개인별 스트레스를 집계하

표를 보면, B시의 Y초등학교 4학년 아동 12명

여 아동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체 아동들의

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영역은 ‘학업 스트레스’

스트레스 종합 분석표를 작성하였다.

가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전체 277건 중 114건으

다섯째, 8주 총 16회의 명상을 실시하면서 마

로 전체 사례에서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지막 남은 2주 동안 2차면담을 실시하여, 앞서 완

의 ‘개인생활 스트레스’는 74건으로 약 26%를, 다

성된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분석

음의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57건으로 약 20%를,

표를 기초로 하여 개인별 스트레스가 명상프로그

마지막으로 ‘친구관계 스트레스’는 36건으로 약

램에 참가함으로써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요인으

정보를 대조 보충 질문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

로는 ‘심리적 압박’을 가장 많이 보고하고 있다.

쳤으며, 이렇게 확인된 개인별 스트레스 변화를

전체 277건 중 106건으로 전체 사례에서 37%를

영역별 및 영역에 따른 요인별로 종합적으로 정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의 ‘주의력 부족’은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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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단위 : 건)
영역

세부영역

스트레스의 요인
주의력 부족 집중력 부족 신체의 불안정 심리적 압박

소계

합계

준비물

11

2

0

3

16

과

제

10

12

6

11

39

114

학교수업

6

9

5

8

28

(41%)

학원수업

8

6

9

8

31

다

툼

3

1

3

10

17

소

외

1

1

1

4

7

역할갈등

0

2

3

7

12

부

3

0

1

8

12

모

6

5

4

11

26

형제, 자매

5

1

2

11

19

여가생활(TV, 컴퓨터)

6

5

4

8

23

부적응행 동

7

7

12

10

36

역할수 행

4

4

0

7

15

70(25%)

55(20%)

50(18%)

106(37%)

281(100%)

학업

친구
관계

가족
관계

개인
생활
합

계

36
(13%)

57
(20%)

74
(26%)
281(100%)

으로 약 25%를, 다음의 ‘집중력 부족’은 55건으로

보고해 주고 있다. 그리고 학업관련 스트레스의

약 20%를, 마지막으로 ‘신체적 불안정’은 50건으

요인에 따른 아동명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

로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면, 1차면담에서 아동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한 12
명의 초등학교 아동들이 명상참가 이전에 학업관

아동명상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 스트

련 스트레스로 보고한 총 114건의 사례 중 주의

레스에 미치는 효과

력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35건, 집중력 부족
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29건, 신체의 불안정으로

초등학교 아동들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가

인한 스트레스는 20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스

아동 명상프로그램의 전․후에 어떻게 변화되는

트레스는 30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첫째,

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주의력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총 35건 중 명

이 표에 따라 2차면담을 통해 아동들이 명상

상참가 이후에 21건은 스트레스의 많은 감소를,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13건은 조금 감소를, 1건은 변화 없음으로 보고되

변화된 것을 종합해 보면, 총 114건의 학업관련

었다. 둘째,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총

스트레스 호소 사례 중 57건은 스트레스의 많은

29건 중 명상참가 이후에 11건은 스트레스의 많

감소를, 49건은 조금 감소를, 8건은 변화 없음을

은 감소를, 16건은 조금 감소를, 2건은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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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 종합
영역

세부영역

스트레스의
정도
○

준비물

학업

합

합계

명상전 명상후 명상전 명상후 명상전 명상후 명상전 명상후 명상전 명상후
11

2

3

11
2

4

×

7

1

1

7

10

12

6

11

1

11

1

△

3

8

3

3

3

×

7

4

3

7

7

6

9

2

5

1

8

1

15

9

△

4

5

2

4

4

×

2

2

2

3

2

8

1

6

9

8

2

22

15

△

2

2

4

2

2

×

5

4

5

4

5

○
종 합

심리적 압박

1

○
학원수업

신체의 불안정

4

○
학교수업

집중력 부족

△

○
과제

주의력 부족

35

1

29

2

20

1

30

4

114

8

△

13

16

9

11

49

×

21

11

10

15

57

계

35

29

20

30

114

스트레스의 정도( ○: 스트레스 있음, △: 조금 감소, ×: 많이 감소, 공란: 정보 없음)

을 보고하고 있다. 셋째, 신체의 불안정으로 인한

답: 지금은 복잡한 것도 없고... 옛날에는 학원

스트레스는 총 20건 중 명상참가 이후에 10건이

에서 진짜 집중도 잘 안되고 해가지고 문

많은 감소를, 9건은 조금 감소를, 1건은 변화 없

제도 원리 같은 것도 잘 몰라서 틀리고

음을 보고하였다. 넷째,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스

그랬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트레스는 총 30건 중 명상참가 이후에 15건은 많

집중도 훨씬 잘 되고 마음도 좀 편안하

은 감소를, 11건은 조금 감소를, 4건은 변화 없음

고...

을 보고하고 있다. 다음의 대화에 학업스트레스

(G학생, 2007. 11. 28)

감소에 관한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다.
답: 요즘은 시험기간이라서 학원에서 더 늦게
문: 학원수업 들으면서 머리가 복잡하고 그런
건은 어떻게 됐어?

오고 공부도 더 많이 해서 늦게 오고 숙
제도 많고 그러니깐... 저번보다 더 늦게

- 838 -

김용수 / 아동명상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자는데... 그래도 명상을, 아무리 피곤해도

이 표에 따라 2차면담을 통해 아동들이 명상

잘 때 누워서하는 명상을 자주하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친구관계 스트레스가

그 명상을 하니까 그래도 아주 많이 피곤

변화된 것을 종합해 보면, 총 36건의 친구관계 스

해 있는데, 그게 싹 다 사라지는 것 같지

트레스 호소 사례 중 22건은 스트레스의 많은 감

는 않고, 조금 약간... 조금씩 조금씩은 없

소를, 9건은 조금 감소를, 5건은 변화 없음을 보

어지는 것 같아요.

고해 주고 있다. 그리고 친구관계 스트레스의 요
(A학생, 2007. 11. 11)

인에 따른 아동명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주의력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보고된 4

아동명상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

건 모두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었으며, 둘째,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4건 모두 명상참가 이후에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

초등학교 아동들이 지각하는 친구관계 스트레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셋째, 신체의 불안정으

스가 아동 명상프로그램의 전․후에 어떻게 변화

로 인한 스트레스는 총 7건 중 명상참가 이후에

되는 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나타내

3건이 많은 감소를, 2건은 조금 감소를, 2건은 변

면 표 4와 같다.

화 없음을 보고하였다. 넷째, 심리적 압박으로 인

표 4. 친구관계 스트레스의 변화 종합
영역

세부 스트레스의
영역

정도
○

다툼

주의력 부족

3

1

소외

3
1

1

1

합계

0

1

6

4

1

3

×

종합

4

4

4

1
2

1

2
4

0

4

0

7

2

21

1

1

1

3

2

3

2
7

명상후

2

△

○

합계

4

△

○
갈등

심리적 압박

10

1
1

×
역할

3

△

○
관계

신체의 불안정

명상전 명상후 명상전 명상후 명상전 명상후 명상전 명상후 명상전

×
친구

집중력 부족

12

4

2

2

2

6

3

36

5

△

0

0

2

7

9

×

4

4

3

11

22

4

4

7

스트레스의 정도( ○: 스트레스 있음, △: 조금 감소, ×: 많이 감소, 공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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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트레스는 총 21건 중 명상참가 이후에 11건

안 싸워요.

은 많은 감소를, 7건은 조금 감소를, 3건은 변화

(C학생, 2007. 11. 21)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다음에 그 내용들이 잘 나

답: 예! 금방 화냈다가도 ‘내가 괜히 화냈나..?’

타나 있다.

그러면서요.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요.

문: 친구들이랑 다투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금방 금방 풀려요. 친구가요 쫌 불쌍

한 마음도 들고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된 것 같아?

괜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답: 네! 명상을 하고 나니깐, ‘내가 참자. 이러

(I학생, 2007. 12. 3)

면 더 멀어질 수도 있고, 친해졌는데 더.
이렇게 하면 친구들과 절교하던지, 그렇게

아동명상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가족관계

멀어 질 수도 있으니깐, 그렇게 화낼 정도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는 아니니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A학생, 2007. 11. 11)

초등학교 아동들이 지각하는 가족관계 스트레

답: 음.. 예전에는 사소한 걸로 말다툼을 하기

스가 아동 명상프로그램의 전․후에 어떻게 변화

도 했는데 요즘에는 무시하고... 그러니깐

되는 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나타내

표 5.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변화 종합
영역

세부영역

스트레스의 주의력 부족
정도
○

아버지

관계

어머니

자매

합

합

계

1

×

2
6

심리적 압박

2

×

4
5

4

합계

4

×

1
14

0

12

5

8
16

4

7

3

7

9

11

1
0

4

1

2

6

3

11

5
1

△

8

1
5

△

○
종

3
1

○
형제,

신체의 불안정

명상전 명상후 명상전 명상후 명상전 명상후 명상전 명상후 명상전 명상후

△

○
가족

집중력 부족

2

2
7

0

30

19

2

4

8

5

9

2

57

2

△

7

0

1

11

19

×

7

6

6

17

36

14

6

7

* 스트레스의 정도( ○: 스트레스 있음, △: 조금 감소, ×: 많이 감소, 공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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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표 5와 같다.

답: 요즘은 그냥 그런 것도 없고... 잘 통제할

이 표에 따라 아동들이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

수 있으니까 좋아요.

함으로써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변화된 것을 종합

(B학생, 2007. 11. 21)

해 보면, 총 57건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호소 사례
중 36건은 스트레스의 많은 감소를, 19건은 조금

문: 그래, 엄마한테 잔소리도 많이 들었다 그

감소를, 2건은 변화 없음을 보고해 주고 있다. 그

지? 어떨 때 잔소리 많이 들었지?

리고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요인에 따른 아동명상

답: 공부할 때 집중안하고 딴생각하고.. 요즘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면, 1차면담에서 아동명

은 잔소리 거의 안 듣고..

상 프로그램에 참가한 12명의 초등학교 아동들이

문: 엄마한테 집중이 안 되서 야단맞고 과제

명상참가 이전에 친구관계 스트레스로 보고한 총

를 빨리 안한다고 잔소리 듣고 그랬잖아!

57건의 사례 중 주의력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답: 그것도 거의 없어졌고..

는 14건,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6건,

(G학생, 2007. 11. 28)

신체의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7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30건으로 확인되었다.

아동명상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개인생활

첫째, 주의력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총 14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중 명상참가 이후에 7건은 스트레스의 많은 감소
를, 7건은 조금 감소를 보고하였다. 둘째, 집중력

초등학교 아동들이 아동 명상프로그램의 전․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총 6건 중 명상참가

후에 개인생활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되는 지를

이후에 6건 모두 스트레스의 많은 감소를 보고하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나타내면 표 6과

였으며, 셋째, 신체의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같다. 그리고 이 표에 근거하여 개인생활 스트레

는 총 7건 중 명상참가 이후에 6건이 많은 감소

스의 요인에 따른 아동명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를, 1건은 조금 감소를 보고하였다. 넷째, 심리적

살펴보면, 1차면담에서 아동명상 프로그램에 참가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총 30건 중 명상참가

한 12명의 초등학교 아동들이 명상참가 이전에

이후에 17건은 많은 감소를, 11건은 조금 감소를,

친구관계 스트레스로 보고한 총 74건의 사례 중

2건은 변화 없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아래의 대화

주의력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17건, 집중력

에서 그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다.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16건, 신체의 불안정으
로 인한 스트레스는 16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문: 명상을 하고 난 뒤 어떻게 된 것 같아?

스트레스는 25건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주의력

답: 네! 끈기 있게 동생을 돌봐요. 많이 도움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총 17건 중 명상참가

이 되는 것 같아요. 동생들이 말을 잘 듣

이후에 8건은 스트레스의 많은 감소를, 8건은 조

게 내가 방법도 알아내고 수월하게 지냈

금 감소를, 1건은 변화 없음을 보고하였다. 둘째,

어요.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총 16건 중 명

문: 그래! 그런 동생들이 짜증나고 힘들게만

상참가 이후에 8건은 스트레스의 많은 감소를, 8

느껴졌는데 요즘은 동생들하고 어떤 것

건은 조금 감소를 보고하였으며, 셋째, 신체의 불

같아?

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총 16건 중 명상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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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개인생활 스트레스의 변화 종합
영역

세부영역

스트레스의 주의력 부족
정도

심리적 압박

합계

명상전 명상후 명상전 명상후 명상전 명상후 명상전 명상후 명상전 명상후

○

(TV,

△

4

3

2

5

14

컴퓨터)

×

2

2

2

2

8

○
부적응

생활

행동

부담

5

7

1

4

7

8

12

1

1

10

23

1

36

2

3

3

3

4

13

×

3

4

8

6

21

4

4

7

15

△

1

2

1

4

×

3

2

6

11

○
합

6

△

○
가사

합

신체의 불안정

여가생활

개인

종

집중력 부족

17

1

16

0

16

1

25

1

74

3

△

8

8

5

10

31

×

8

8

10

14

40

계

17

16

16

25

74

* 스트레스의 정도( ○: 스트레스 있음, △: 조금 감소, ×: 많이 감소, 공란: 정보 없음)

이후에 10건이 많은 감소를, 51건은 조금 감소를,

있어?

1건이 변화 없음을 보고하였다. 넷째, 심리적 압

답: 예전에는 무조건 많이 보려고 하고, 안된

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총 25건 중 명상참가 이

다고 하면 화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잘

후에 14건은 많은 감소를, 10건은 조금 감소를, 1

안 그래요.

건은 변화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아래의 대화에

문: 요즘에는 화가 나는 게 어떻게 된 것 같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아?

문: 옷이나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답: 그냥 조금 화가 나다가, 욱 하는 게 좀 사

있다고 그랬는데?

라진 것 같아요.

답: 그런 건 많은 준 것 같아요.

(C학생, 2007. 11. 21)

문: 예를 들면 어떤 거?
답: 지우개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지우개 어

논 의

디 있냐?”고 그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요
즘에는 지우개를 찾으려고 일어서는 순간

본 연구는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아

쥐고 있는 걸 알아요.
문: TV나 컴퓨터를 하는 것이 뭔가 달라진 것

동명상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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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관찰과 면담을 통해 초등학교 아동의 스

족’이며, 그 뒤를 이어 ‘집중력 부족’과 ‘신체적

트레스의 영역과 요인을 확인하여 분석표를 만들

불안정’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

고, 이를 토대로 아동명상프로그램 후기에 다시

영역에서는 주의력 부족과 집중력 부족이 중요한

면담을 실시하여 스트레스의 변화된 정도를 비교

요인임을 상당수 아동들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분석하였다.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생활 스트레스

첫째, 이상의 사실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 아

영역에서도 주의력 부족과 집중력 부족이 주요

동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영역은 학업 스트레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으며, 신체적 불안정으로 인

스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학업

해 개인생활에 적응이 어려움을 참여 초등학교

스트레스 중에서는 학교수업보다도 학원수업과

아동 12명 모두가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초

그로 인한 과제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등학교 아동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주의

면담과정에서 보고하고 있다. 학업 스트레스 다음

력 부족․집중력 부족․신체의 불안정․심리적

으로는 개인생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압박 등의 전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생활에 대한 부적응으

요하리라 본다.

로 인해 겪고 있는 신체적 고통은 면담대상 학생

셋째, 아동명상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들이

12명 모두가 보고하고 있는 스트레스이다. 그리고

지각하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의 감소에 효과가

초등학교 아동은 ‘개인생활 스트레스’에 이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114건 중 106건이 다소의

족관계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차이는 있지만 명상참가 후에 스트레스의 감소를

특히 어머니 또는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겪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아동 명상프

되는 심리적 압박감을 대부분 호소하고 있다. 초

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들의 학업관련 스트레스

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영역 중 가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해석이 된

장 부담이 덜한 부분은 ‘친구관계 스트레스’인 것

다. 그리고 아동명상 프로그램은 학업 스트레스의

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친구들과의 역할갈등과

요인이 되는 주의력 부족․집중력 부족․신체의

다툼 등으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대다

불안정․심리적 압박 부분을 개선시켜 학업 스트

수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초등학교 아동

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들은 전 영역에 걸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

된다. 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주의력 부족으로

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인한 스트레스는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총 35

둘째,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이 지각하는 스트

건 중 34건이 감소되었음을, 신체의 불안정으로

레스의 요인은 심리적 압박감이 가장 큰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총 20건 중 19건이 감소되었음

나타났다. 아동들은 학업과 가족관계로 인한 심리

을,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총 29건 중

적 압박감을 대다수 호소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27건이 감소되었음을, 그리고 심리적 압박으로 인

개인생활과 친구관계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상당

한 스트레스는 총 30건 중 26건이 감소되었음을

수 지각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아동들이 거의 전

보고하는 등 전 요인에 걸쳐 아동명상 프로그램

생활 영역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 다만, 심

으로 보고하고 있다. 심리적 압박감 다음으로 아

리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소의 정도가

동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요인은 ‘주의력 부

다른 요인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보아, 아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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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는 학업과 관련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한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력 부족․집중력 부족․신체의 불안정으로 인한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스트레스는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총 27건 모

넷째, 아동명상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들이

두 스트레스가 감소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심리

지각하고 있는 친구관계 스트레스의 감소에 효과

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총 30건 중 28건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총 36건 중 31건이

스트레스가 다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는 등 전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명상참가 후에 스트레스의

요인에 걸쳐 아동명상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감소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아동

것으로 해석이 된다.

명상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들의 친구관계 스

여섯째, 아동명상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들

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이 지각하고 있는 개인생활 스트레스의 감소에

이 된다. 그리고 아동명상 프로그램 후기에 참여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총 74건 중 71

초등학교 아동들은 친구관계 스트레스 중 가장

건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명상참가 후에 스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있는 심리적 압박요인 부분

레스의 감소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에서 앞의 학업 스트레스의 감소 정도에 비해 다

때, 아동 명상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들의 개인

소 스트레스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

생활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한 것

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신체의 불안정 요인은

으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아동명상프로그램은 개

7건 중 2건이 전혀 스트레스의 변화가 없는 것으

인생활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 주의력 부족․집

로 확인되는 등 감소의 정도가 다른 요인에 비해

중력 부족․신체의 불안정․심리적 압박 부분을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거하면, 친구관

개선시켜 초등학교 아동들이 지각하는 개인생활

계와 관련한 심리적 압박 및 신체의 불안정 요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

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아동명상 프로그램에

석이 된다.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다

참가하는 것만으로는 친구관계와 관련한 심리적

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16건 모두 스트레스가 감

압박 및 신체의 불안정 요인을 해소시키는데 한

소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주의력 부족․신체의

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므로, 추가적으로 보

불안정․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총 58

완이 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건 중 55건이 스트레스가 다소 감소되고, 각각 1

다섯째, 아동명상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들

건씩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전 요인

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감소에

에 걸쳐 아동명상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것으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총 57건 중 55

로 판단이 된다.

건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명상참가 후에 스트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문화기술적 연구

레스의 감소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방법을 활용하여 관찰과 면담을 통해 초등학교

때, 아동 명상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들의 가족

아동들이 지각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심층적으로

관계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

분석하고, 둘째, 초등학교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

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요

추어 Fontana와 Slack이 제시하고 있는 아동명상

인이 되는 주의력 부족․집중력 부족․신체의 불

교수법에 근거한 아동명상 프로그램을 개발․적

안정․심리적 압박 부분을 개선시켜 스트레스를

용하고, 셋째, 명상프로그램 실시 후기에 다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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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 면담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아동들의 스트레

대학원.

스 변화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김정숙 (2002). 수식관 명상이 초등학교 6학년 아동

그리고 아동명상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아동들이

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지각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전 영역과 요인에 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쳐 대부분 상당한 스트레스 감소효과가 있는 것

류말선 (2001). 수식관 명상이 중학생의 주의집중력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

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리나라 초등학교 아동들의 스트레스 연구에 유용

창원대학교교육대학원.

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Fontana와 Slack

박민지 (2006). 명상을 통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자

이 제시하고 있는 아동명상 교수법에 근거한 아

아개념 및 창의적 미술표현에 미치는 영향.

동명상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들이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교육대학원.

지각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감소에 보탬이 될 것

박영선 (2003). 자연의 소리 명상음악이 초등학생의

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 및 성과를 긍정적으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문화기술적 방

창원대학교교육대학원.

법을 적용한 초등학교 아동 스트레스 연구 및 아

박인경 (2005). 명상활동이 유아의 공격적 행동에

동명상프로그램 연구가 초기단계인 사실에 미루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교육

어 볼 때, 아직 많은 부분에서 연구가 제한적이라

대학원.

고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 명상프로그램에 참가

박인숙 (2003). 수식관 명상이 중학생의 우울과 불

한 대상 아동들의 인원수와 학년 및 프로그램 실

안 수준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

시 횟수 등이 제한적이며, 프로그램 지도자가 직

대학교교육대학원.

접 면담을 실시하는 등의 연구 제한점을 들 수

서남희 (2006). 활동을 통한 명상 프로그램이 중학생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

의 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

어져서 이 영역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화 발전되

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성도환 (2004).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빗속의 아이’

길 기대한다.

그림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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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hildren meditation on diminishment
of primary school students' stress

Kim, Yong-soo
Busan Family Development Counseling Center

This study is aim to verify effect of children meditation program and arrange that on the basis of D. Fontana
and I. Slack's teaching method of children meditation for diminishment of primary school students' stress. For
this study we have analyzed their stress which primary students could recognized and change of that through
two times consult and survey with cultural technical study method. 12 students have been selected as sample
one in each 12 classes out of 386 in 4th grade who ha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For this
experiment their meditation had been performed totally 16 times from 10 Oct 2007 to 30 Nov 2007, that is 2
times of each 40 minutes for 4 weeks. As result of this study, first 4 areas of recognized stress for study,
relationship among friends, family relationship and private life 4 causes, as like lack of attention, that of
concentration, physical disorder and psychological oppression have been turned out as stress recognized by
primary school students. And especially stress for burden of study and homework has been reported to be the
most stressful. Second thinking the early phase of this program, in the later phase except for relatively mild
diminishment for psychological oppression part all areas and causes of their stress has been report to be
diminished significantly. Therefore this program could be verified effective for diminishing primary students' stress.
Key words : children's stress, meditation program for children, primary 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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