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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Athletes and other stakeholders tend to focus on their physical aspects of rehabilitation
although psychological factors may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return to spor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was to apply the mindfulness based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to injured junior baseball
players during the rehabilitation process and examine the effect of the program.
METHODS The 8 sessions of the mindfulness based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were conducted for
4 participants and K-PCS, K-CAMS-R, Perceived Performance Level, TOPS, PANAS, and CSAI-2 were
implemented and analyzed.
RESULTS As a result, all of the variables significantly varied in a positive way after the intervention and
additionally qualitative results, such as mindfulness and imagery, aided the quantitative result.
CONCLUSIONS Such positive effects of the intervention reinforce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for injured athletes, and implication of this study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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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고 또한 선수들이 부상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재활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3-6].

최근 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축구, 아

또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스포츠 손상과 자신감 감소,

이스하키, 농구, 크로스컨트리 스키, 피겨스케이팅, 체

개인 정체성 상실, 불안, 우울, 고립감 등 사이의 연결고

조 그리고 육상 등에 참여하는 남⦁녀 청소년 선수들 중

리가 발견되어 왔다[8-10].

50.4%가 스포츠와 관련된 부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

운동선수들의 부상은 신체적인 반응 뿐만 아니라 인

되고 있다[1].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의 도움으로

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야기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대부분의 부상선수들은 부상 이전의 건강과 수행 수준

재활 뿐만 아니라 인지, 정서, 행동 반응을 조절하는 심

혹은 그 이상으로 완전히 회복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

리적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11]. 하지만 여러 가

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부상 이전의 수준으로

지 이유에서 운동선수들은 신체적 재활에 초점을 두고

회복하는데 있어 실패를 경험하고, 이러한 실패는 종종

신체적 회복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상이

심리적 요인들이 원인일 수 있다[2].

나 재활과정 중 발생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는 심리적 요인들이 부상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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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복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운동선수의 재활과정에서 통증, 두려움, 과실평가는
재활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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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특히 부상선수들의 통증 경험과 이를 중

구에서는 스포츠손상 후 재활훈련 중인 청소년 야구선

재하는 방안 및 심리기술 향상 대해 초점을 두고 진행되

수의 마음챙김 기반 통증감소 및 재활심리 상담에 대해

었다. 통증은 조직의 직접적 혹은 잠재적 손상으로 인한

사례를 보고하기 위해 양적 및 질적 방법의 혼합설계를

정서적, 감각적 경험으로 정의된다[13]. 통증을 느끼는

사용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처치의 결과를 다양한 관점

감각이나 원인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으나 통증을 어떻

에서 해석을 가능케 하며 현장에서 선수들의 상담과 연

게 해석하고 관리할 것인가는 재활중인 선수들에게 중

구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

요한 일이다. 통증은 선수들에게 부상 당시 상황을 상

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상해 후 운동 재활 중에

기시키고 재 부상에 대한 두려움(fear of re-injury)을

있는 야구선수를 대상으로 마음챙김 심리기술 프로그램

야기하여 재활에 전념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을 적용하고 그 변화를 관찰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스

다. 재활선수들의 정서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

포츠 상해 선수들의 성공적인 재활과 복귀를 도와 이전

상당한 선수들이 부상 직후 부정적인 정서가 상승하고

경기력의 회복을 돕고자 하며, 스포츠재활심리학의 기

재활기간 중 점차적으로 감소한 후 재활완료 시점에 다

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시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U자형 진행 가설을 검증하
였다[14,15]. 이렇게 부상 및 재활 중인 선수는 다양한
이유에서 현장복귀 이전까지 부정적 정서를 관리할 필
요가 있으며, 부정적 정서경험은 통증과 관련이 있기 때
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16].
이처럼 운동선수의 재활과정 중 정서, 인지, 행동 반
응에 영향을 미치는 통증이 부정적으로 통제되지 않도
록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마음챙김을 적용하였다. 마
음챙김은 현재 순간의 내외적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
거나 왜곡된 사고를 하지 않고 의식의 흐름과 상황, 감
정 등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주의집중 방식이
다[17]. 마음챙김기법이 임상적 처치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될 때 사용되는 MBSR(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의 기초를 제공하며 심리적,
신체적 장애극복과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또한 긍정정서와 낙
관성, 행동조절 능력의 증가가 보고 되고 있으므로 심리
적, 신체적 손상을 입은 선수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
상되었다[19].
최근 스포츠심리학 연구에서 마음챙김과 최고 수행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고 있으며[20], 상해 재활의 맥락
에서 마음챙김은 상해를 입은 선수들이 마음과 신체의
편안한 상태를 달성하고 상해 상황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데 유익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한편, 선행연구들은 부상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회상적 방법의 이득과 유용성이 학문의 발전과 정

연구방법
본 연구의 프로그램 진행은 스포츠 상해 후 운동 재
활 중에 있는 청소년 야구선수들을대상으로 2018년 12
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주 2회씩 4주간, 총 8회기
가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5명 중 1명은 개인적인 사정
으로 중도 포기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본 연구자가 고
안한 메뉴얼에 기초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마음챙김 심리 기술30분, 워크시트 작성 50분, 소
감나누기 30분으로 총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구성
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마음챙김 심
리기술 파트에서 자동조정 습관 알아차리기(호흡명상,
건포도 먹기명상, 바디스캔, 정좌명상)와 신체감각에서
정서인식하기(하타요가, 호흡과 심박수 세기), 스포츠심
리기술(스포츠상해와 목표설정, 신체이완법, 재활운동과
동기, 자신감훈련, 자기대화, 인지재구성, 심상, 재활 후
계획)에 이어 워크시트 및 나누기(일상의 자동조정 찾
아보기, 감사함 찾아보기, 오늘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등)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프로그램 첫 회기 시작하
기 전과 마지막 회기가 끝난 후 총 2회 실시되었다. 본
연구진행자는 스포츠심리학 전공자로 스포츠심리 상담
사 1급(한국스포츠심리학회), MBSR전문가 R급(한국명
상학회), 건강심리전문가(한국건강심리학회) 자격을 소
지하고 다수의 집단 프로그램에서 지도자로 활동한 경
력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보제공 차원에서 장점이 있으나 한계가 동시에 존재함
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횡단적 연구나 연역적, 귀납
적 접근의 혼합방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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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통증 파국화 척도(Korean version of the Pain

이는 ① 전체 진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얻기 위해 전

Catastrophizing Scale; K-PCS)를 사용하였다[22,23].

체 기술된 내용 읽기. ② 의미 단위를 구별하려는 목적으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 감각에 대한 반응의 파국화 정도

로 연구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읽기. ③ “의미 단위”

가 높음을 의미하며, Cho 등(2013)의 연구에서 반추,

의 윤곽이 파악되면 연구자가 모든 의미 단위를 검토하

과장, 무력감,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값은 각각

고, 거기서 학문적 통찰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④

.86, .71, .90, .93으로 보고하고 있다. 마음챙김의 정도

변형된 모든 의미 단위를 연구 대상자의 경험에 관한 일

를 측정하고자 한국판 개정 인지적 정서적 마음챙김 척

반적인 진술로 통합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도(Korean Version of the Cognitive and Affective
Mindfulness Scale-Revised; K-CAMS-R)척도를 사

자료 분석

용하였다[24,25].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챙김의 수

본 연구의 양적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

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 알아차림, 주의, 수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

용,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값은 각각 .59, .75,

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44, .73으로 보고하고 있다. 스포츠 선수들의 인지된

또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뒤, 프로그램 실시 후에 프

경기력을 측정하고자 인지적 경기력 척도를 사용하였

로그램의 개입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입 전과 개입 후

다[26,27].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된 경기력이 높음을

검사를 실시하여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질적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자료의 경우,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전사(transcribe)

값은 .79로 나타났다.

하여 부호화 과정을 통해 부호 체계를 작성하고 범주화

운동선수의 심리기술과 심리 전략을 측정하고자 스

하여 주제를 분류하였다. 또한 질적 자료의 신뢰도와 타

포츠 수행전략 척도(Test of Performance Strategies;

당도를 확보하고자 삼각검증법(Triangulation)과 구성

TOPS)를 사용하였다[28,29].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

원 간 검토(member check)를 실시하였다.

수행전략이 뛰어남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 혼잣말,
컨디션 조절, 심상과 목표설정, 긴장풀기, 감정 조절에

증례

대한 Cronbach’s 값은 각각 .82, .81, .76, .76, .67으

참여자 A는 17세 남자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

로 보고하고 있다[29]. 개인의 정서 상태를 측정하고자

를 시작하여 6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6개월 전 팔

정서상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꿈치를 다쳐서 OCD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재활

Scales; PANAS)를 사용하였다[30,31]. 점수가 높을

운동은 현재 주 6시간, 1일 3시간씩 진행하고 있다고 하

수록 각각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가 높음을 의미하며,

였다. 야구 기술 훈련은 주 3시간, 1일 2시간씩 하고 있

선행연구에서 긍정정서, 부정정서에 대한 Cronbach’s

었으며, 심리 기술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없었다. 약 8

값은 각각 .84, .87로 보고하고 있다. 스포츠 상황 전에

개월 전부터 팔꿈치와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특

느끼는 상태불안을 측정하고자 스포츠 경쟁불안 척도

히 재활 훈련할 때 통증이 심하여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Competitive State Anxiety Inventory-2; CSAI-2)를

고 하였다.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점은 야구를 해야 하

사용하였다[32,33]. 점수가 높고 자신감의 점수가 낮을

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 신체적 불

참여자 A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Table 1).

안, 인지적 불안, 자신감에 대한 Cronbach’s 값은 각각

참여자 B는 17세 남자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야구

.80, .75, .79으로 보고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과 관련하

를 시작하여 6년 10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14

여 개인이 심상 능력을 측정하고자 스포츠 심상능력 척

개월 전 팔꿈치와 어깨를 다쳐서 인대 접합 수술을 받

도(Sport Imagery Ability Questionnaire; SIAQ)를 사

았으며, 재활 운동은 현재 주 6시간, 1일 4시간씩 8개

용하였다[34,35]. 점수가 높을수록 심상 능력이 높음을

월째 하고 있다고 하였다. 야구 기술 훈련과 심리 기술

의미하며. 전략심상, 목표심상, 정서심상, 기술심상에 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없었다. 약 14개월 전부터 팔꿈

한 Cronbach’s 값은 각각 .75, .79, .78, .74로 나타났다.

치와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재활 훈련할 때

질적분석을 위하여, 4가지 절차를 사용하였다[36].

통증이 심하여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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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re and Post Result of Participant A

Pre

Pain

Level of Pain

Mindfulness

Perceived Performance

Performance

Emotion

Competitive Anxiety

Imagery

2.46

6

1.75

2.38

2.42

2.10

3.22

3.50

Post

0.38

4

3.33

4.13

4.13

3.70

1.96

5.85

Diff.

-2.08

-2

+1.58

+1.75

+1.71

+1.6

-1.26

+2.35

Table 2. The Pre and Post Result of Participant B

Pre

Pain

Level of Pain

Mindfulness

Perceived Performance

Performance

Emotion

Competitive Anxiety

Imagery

3.85

6

2.17

3.25

3.04

2.20

3.11

3.65

Post

1.62

2

3.42

4.63

4.38

3.15

2.04

6.65

Diff.

2.23

4

+1.25

+1.38

+1.34

+0.95

1.07

+3.00

Table 3. The Pre and Post Result of Participant C

Pre

Pain

Level of Pain

Mindfulness

Perceived Performance

Performance

Emotion

Competitive Anxiety

Imagery

1.23

2

2.25

3.00

2.58

2.25

2.93

3.85

Post

0.38

1

3.75

5.00

4.71

3.95

1.15

7.00

Diff.

0.85

1

+1.5

+2.00

+2.13

+1.7

1.78

+3.15

Table 4. The Pre and Post Result of Participant D
Pain

Level of Pain

Mindfulness

Perceived Performance

Performance

Emotion

Competitive Anxiety

Imagery

Pre

2.00

7

2.08

2.88

2.92

2.25

3.15

3.80

Post

0.23

3

3.42

5.00

4.67

3.95

1.26

6.75

Diff.

1.77

4

+1.34

+2.12

+1.75

+1.70

1.89

+2.95

으로 가장 힘든 것은 계속 팔이 아플까 봐 걱정되는 것

팔꿈치를 다쳐서 팔꿈치수술을 받았으며, 재활 운동은

이라고 보고하였다.

현재 주 6시간, 1일 3시간씩 6개월째 하고 있다고 하였

참여자 B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Table 2).

다. 야구 기술 훈련과 심리 기술 훈련을 따로 받고 있는

참여자 C는 17세 남자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

것은 없었다. 현재 통증은 없으나 심리적으로 가장 힘

를 시작하여 5년 3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5개월

든 것은 재활기간 동안 야구를 오랫동안 못하고 있어

전 팔꿈치를 다쳐서 팔꿈치수술을 받았으며, 재활 운동

서 실력이 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은 현재 주 3시간, 1일 3시간씩 5개월째 하고 있다고 하

참여자 D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Table 4).

였다. 야구 기술 훈련과 심리 기술 훈련을 따로 받고 있
는 것은 없었다. 현재 팔꿈치에 통증은 없으나 심리적
으로 가장 힘든 것은 팔이 계속 아플까 봐 걱정되는 것
이라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C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Table 3).

결과
마음챙김 기반 심리기술 훈련 전 후 변화
실험 집단에서 마음챙김 기반 심리기술 훈련 전

참여자 D는 15세 남자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야구

과 후에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Paired

를 시작하여 7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10개월 전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실시 후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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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파국화(t=-5.582, p<.05), 마음챙김(t=18.623,
p<.001), 인지된 경기력(t=10.961, p<.01), 스포츠 수

“1단계 기억에 남는 사람. 예쁜 여자한테 인기 많은 사

행전략(t=10.686, p<.01), 정서상태(t=8.231, p<.01),

람. 2단계 야구 선수로서 한 발자국 다가가기. 3단계

스포츠 경쟁불안(t=-7.597, p<.01), 스포츠 심상능력

타자 4할 이상. 키 많이 크기”<참여자 A>

(t=16.261, p<.01) 모두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1단계 야구 선수 등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얻기. 2단

다(Table 5).

계 몸 안 아프고 부상 없이 한 해 마무리하기. 2학년 때
4할 이상 치기. 3단계 웨이트 꾸준히 하면서 재활도 같

Table 5. The Pre and Post Result of Measurement

이 하기. 야구 외에 무리한 운동이나 일 하지 않기. 스

Pre

Post

M(SD)

M(SD)

Pain Catastrophizing

2.38(1.10)

0.65(0.65)

-5.582*

Mindfulness

2.06(0.22)

3.48(0.18)

18.628***

Previewed Performance

2.88(0.37)

4.69(0.41)

10.961**

Performance Strategies

2.74(0.29)

4.47(0.27)

10.686**

람”<참여자 C>

Emotional States

2.20(0.07)

3.69(0.38)

8.231**

“야구 선수로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 성실한

Competitive Anxiety

3.10(0.13)

1.60(0.46)

-7.597**

사람. 홈런 5개 이상 치기. 내가 하는 수비 위치에서 핫

Imagery

3.70(0.16)

6.56(0.50)

16.261**

되기. 기술 운동 하루에 2시간 이상 하기. 웨이트, 하

Independent Variables

t

*p<.05, **p<.01, ***p<.001

윙 기술들을 완성시킨다. 대기 타석에서 투수 볼을 연
구하고 타이밍을 맞춘다.”<참여자 B>
“명예로운 인간. ‘참여자 C 이름’ 하면 딱 나인 줄 아
는 사람. 인성 좋은 사람. 초록 검색 창에 먼저 뜨는 사

체 운동 등 꾸준히 하기. 하루에 달리기 30분 이상 하
기”<참여자 D>

질적 분석
1) 마음챙김

또한 참여자들이 보고한 기술 심상은 다음과 같다.

이 영역은 마음챙김 측정 도구와 같이 알아차림, 주

“타석에 들어섰을 때나 수비했을 때 모자를 꽉 조이게

의, 수용으로 범주화 되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

쓰구요. 투수할 땐 헐렁헐렁하게 쓰고 그리고 세트 포지

여하면서, 먼저 이전 경험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기 시작

션 때는 왼 다리를 피고 오른 다리를 구부리고, 바깥쪽을

했는데, 진술은 다음과 같다.

던질 때는 바깥으로 다리 빼고 몸 쪽 던질 때는 몸 쪽으
로 다리 빼고 호흡하고 던집니다.”<참여자 A>

“항상 공을 던지고 나면 아이스를 하고… 의식없이 해

“그리고 타석에서 이제 들어가서 앞 선 타자가 친 땅을

버렸어요.”<참여자 B>

고르고 땅을 골라 준 다음에 제 오른쪽 발이 고정되게

“재활훈련 할 때 하다 보면 맥없이 하고 있는 걸 느꼈

땅을 파주고 투수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구종이 뭔

어요.”<참여자 A>

지… 최고 구속은 몇 키로 인지… 대충 생각을 하고 이
제 심호흡을 하면서 집중을 조이고 방망이와 어깨를 탁

프로그램 후반엔 주의와 수용을 보고하기도 하였으

탁 털면서 힘을 빼고…”<참여자 B>

며,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저는 제 앞 친구한테 잠깐 주의를 뺏겼지만 다시 돌아

3)심리적 안정

오려고 노력했어요.”<참여자 B>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여

“(중략) 그리고 저는 부상으로 수술을 했지만 이제는

러차례 보고하였다. 주로 명상을 하고 난 뒤 안정감을

다르게 생각하려구요.”<참여자 A>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마음이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평화로워진 것 같아

2) 스포츠 심상

요.”<참여자 A>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자들은 운동과 관련한 심

“(중략) 호흡하니까 편안해 졌어요.”<참여자 B>

상을 접했으며 목표 심상과 기술 심상에 대해 보고하

“호흡 명상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고요해 진 것 같아

였다. 참여자의 목표 심상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요.”<참여자 C>

Th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 63

Asian J Kinesiol 2019; 21(2): 59-69 . DOI: https://doi.org/10.15758/ajk.2019.21.2.59

“호흡 명상 때 살짝 졸았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정신

기로 성공적인 복귀를 하는 것은 부상선수들에게 쉽지

이 맑아진 것 같아요. 잠이 확 깬 것처럼” “명상할 때

않은 일이다[39].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부상선

마음이 참 편했어요.”<참여자 D>

수들의 복귀에 있어 심리적인 처치는 간과되어 왔는데,
스포츠심리학자의 지식들을 통해 선수들의 성공적인 복

4) 치료 효과

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본 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보고한 치료적 효과

구가 시작되었다.

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팔꿈치에 스포츠손상을 입고 재

“(중략) 제가 여태까지 중학교에서 해왔던 안 좋은 부정

활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야구 주니어 선수 4명(중2-고

적인 생각들… 여기 와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복귀가

1)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심리기술을 적용하여 그 변화

얼마 안 남았지만 복귀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는데 이제

를 관찰하고 선수들의 성공적인 재활과 복귀를 도와 경

좀 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참여자 B>

기력을 회복시키고 특히 스포츠손상에 있어 신체적인

“제가 생각했던 게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재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재활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중략) 이제 재활하면서 마음도 아프고 상하고 그랬지만

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총 8회기의 본 연구에 참

그래도 이제 기분 좋게 재활하면서 앞날을 창창하게 밝

여한 선수들에게서 마음챙김 기반 심리기술 훈련 전과

게 해 줄 저의 믿음을 생각했습니다.(중략) 그리고 이제

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 후

제가 명상을 왜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명상을 한다는 게

에 통증 파국화(t=-5.582, p<.05), 마음챙김(t=18.623,

정말 좋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참여자 C>

p<.001), 인지된 경기력(t=10.961, p<.01), 스포츠 수

“심호흡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지도

행전략(t=10.686, p<.01), 정서상태(t=8.231, p<.01),

처음 알았고, 루틴이 행동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신경도

스포츠 경쟁불안(t=-7.597, p<.01), 스포츠 심상능력

다 느끼면서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명상이 도움이 되

(t=16.261, p<.01) 모두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는 것도 알았고요. 내년 시즌 되어서도 긍정적인 말 많

나타났다. 양적연구에서 처럼 질적분석에서도 마음챙김,

이.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 많이 해야겠고..” <참

심상, 심리적 안정,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D>

선행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재활 맥락과 회복과정에
서 심상화의 치유효과와 이점에 대한 실험 연구결과, 재

논의

활과정동안 더 빠르게 회복한 선수들은 회복속도가 느
린 선수들보다 치유심상화를 훨씬 더 많이 사용했으며,

오랫동안 지도자, 운동선수 재활 전문가, 의료계 종

창의적인 시각화를 통해 치료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을

사자들은 부상선수들을 우선적으로 신체적인 평가에 초

가지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0,41].

점을 맞춰 복귀 시켜 왔으며[37], 대부분의 부상 선수

신체적 재활과 더불어 치유 심상화 혹은 이완프로그램

는 부상 이전의 건강과 수행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을 병행했을 때 무릎 스트레칭의 증가, 재 부상에 대한

도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부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

불안감이나 통증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하는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2], 이러한 실패의 원

다[40].

인은 많은 경우 심리적 원인일 수 있다. 즉 심리적 요인

지금까지 재활과정에 통합된 심상화에 대한 이론적

은 부상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선수들이 부

체계는 없으나 잘 알려진 스포츠심상화 모델(Applied

상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재활의 성공에 영향

Model of Imagery Use in Sport,AMIUS)은 심상화 유

을 미칠 수 있다[3]. 실제 스포츠 손상은 자신감 감소,

형이 중심이 되며, 심상화는 인지적이고 효과적이며 행

개인 정체성 상실, 불안, 우울, 고립감 등과 관련이 있

동적 성과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42]. 또한

는 것으로 밝혀졌다[9]. 즉 선수들이 육체적으로 치료

스포츠손상 재활과정에 스포츠심상회 모델(AMIUS)을

되고 재활되었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스포츠 경쟁에 참여

적용할 때 심상화유형은 신체적 치유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38]. 많은 경

하고, 선수들의 통증 대처를 도우며 재활의 동기부여를

험적, 학문적 사례들이 제시하 듯 재활에서 훈련과 경

높이고, 스포츠 특화 기술 및 전략을 유지시키며,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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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준수와 지속, 스포츠현장 복귀를 위한 심리적 준비

고 과정으로 위협의 과해석과 이를 대처하지 못할 것이

와 신체적 전략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라는 인식을 동반한다. 이러한 파국화는 통증경험을 증

운동선수들은 재 부상에 대한 걱정, 부상 전과 같이

가시키고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

수행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주변인들과 지도자의

증파국화 반응은 불안, 근 긴장, 통증강도를 증가시킨

기대에 부흥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마음챙김을 통해 본인에게 무

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운동선수들이 명확한 날짜에 복

엇이 일어나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즉각 반응하

귀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 않고 탈 중심적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긍정적

[39]. 부상 선수들은 엘리트 선수 집단에서 자신들의

효과를 얻은 이유라고 사료된다.

동료애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거나 외부 압력에 의해 재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재활중인 운동선수들의 운

활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복귀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동선수로서 심리기술향상과 심리적 재활의 효과를 규명

을 하는 경유도 종종 있다. 많은 부상선수들은 팀 동료

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심리요인의 개선을 확인할 수

와 코치들, 개인그룹으로부터 외로움과 소외감을 갖고

있었다. 부상이나 정신적인 충격은 지속적으로 교감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례들은 운동선수들이 재활 후

경계의 각성상태를 유발하며[45], 수면 장애 및 정서적

복귀 이전이나 재활과정 중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마비, 해리증상의 경우 역시 과각성을 동반한다[46]. 따

다는 것을 의미한다[39]. 특별한 경우에는 스포츠에 돌

라서 심리 재활 과정 중 불안 등의 개선 결과는 과각성

아갔을 때 스트레스 원천으로 부정적 사회비교로 인해

과 같이 교감신경계의 각성 증상들을 감소시키는데 영

정체성의 문제를 겪거나 운동선수들은 높은 수행의 예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상과 실망의 결과로 자신감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마음챙김 기법이 스포츠에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재

서 심리기술과의 증진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47,48].

활을 실행하고 그 변화를 관찰하였다[38].

즉, 마음챙김 기법에서 강조하는 가치의 명확성이 동기

본 연구에서는 통증 파국화와 다양한 정서적, 수행요

와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기조절은 대처전략,

인에 있어 심리재활의 긍정적 효과를 발견하였다. 통증

각성, 의사소통, 리더십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은 골절과 같은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며

또한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의 능동적 노출(exposure)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통제 복용이

은 의지향상과 통증관리에 잠재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

나 여러 가지 의학적 처치에 의해 통증의 원인을 제거

상하였다[47]. 따라서 이러한 마음챙김 기법의 적용은

하고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통증치료가 여기에서 끝난

재활 중인 선수들의 심리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면 이후의 통증 반응이나 통증 경험은 통제되기 어렵

것으로 사료된다.

다. 이유는 통증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은 독특한

마음챙김 기법과 스포츠 수행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개인의 주관성이 반영되며, 이후 수행 저하를 야기할 수

서는 마음챙김의 효과는 집중과 주의력 향상, 감정조절,

있는 통증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43].

몰입과 최고수행과 관련된 최적기능상태의 향상에 긍정

인지적, 정서적 요인들이 부상 그 자체 보다 통증 경

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49]. 마음챙김의 현재

험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4].

에 머무는 것과 수용, 탈중심화와 같은 주요요소는 수

피로, 불편함, 긍정적 훈련 통증은 재활 기간에 있어 필

영, 양궁, 골프, 조정, 육상 등 다양한 개인 및 단체 종목

연적이며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에서 수행향상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50-53]. 또한

그러나 이러한 통증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는

마음챙김 기법을 운동선수들에게 적용함으로써 내-외

선수들의 재활중단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조기술 및 개방-폐쇄 기술 종목에서 몰입경험과 주의

또한 우울과 불안은 각성 증가와 긍정적인 대처행동을

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54,55].

방해함에 따라 통증인식을 높인다. 본 연구에서는 선수

또한 십자인대 상해로 인한 재활 운동선수의 경험을

들이 마음챙김 기반 통증감소 및 재활심리 상담에 참여함

탐구하고 마음챙김을 개입한 연구에서는 마음챙김이 좌

으로써 통증 인식이 개선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절감, 지루함, 불안 등과 같은 감정을 수용하는데 유용

통증 파국화는 통증감각에 지나친 집중으로 인한 사

하였으며, 이는 선수들의 안녕과 재활 중 행동발달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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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김, 인지된 경기력, 스포츠수행전략, 정서상태, 스포츠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손상선수에게 마음챙김을 기

경쟁불안, 스포츠심상능력에 변화가 있었다. 또한 질적

반으로 하되, 목표설정, 자신감 및 이완훈련(센터링과 횡

분석을 통해 마음챙김, 심상, 심리적 안정, 치료효과가

격막호흡, 4:7:8호흡), 자기대화, 심상 및 루틴 훈련 등

나타나 양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 외에

의 심리기술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성하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마음챙김 기반 프로그램의

게 된 근거는 스포츠상해 선수의 재활과정에 목표설정,

적용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통증 인식의 개선과 심리기술

심상화, 자기대화 그리고 이완기법을 적절하게 심리기

의 증진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 같은 중재 프로그램은 운

법 훈련 패기지에 통합할 때 실제 상호보완적인 효과가

동선수들로 하여금 재활 기간 중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문

있다고 한 보고에 기인하였다[3]. 특히 스포츠상해 선

제를 해결하고 재활에 집중을 도모하며 재 부상에 대한 불

수의 재활과정에 이완기법은 필수적 요소이므로 본 연

안을 낮춰 스포츠현장에의 복귀 후에도 이전 경기력을 회

구에서는 심신의 이완목적으로 마음챙김의 호흡명상 외

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인

에 센터링과 횡격막 호흡, 4:7:8호흡을 적용하다. 그 근

스포츠 상해는 선수가 직면한 상해 정도나 형태 등에

거는 호흡조절기법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연결로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이에 향후 스포츠 상해 선수의 신체

느린 호흡이 스트레스 보조 성질을 갖고있어 불안 및 근

재활과정에 적용될 다양한 심리적 중재기법 개발과 프로

육 긴장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 중 가장 쉽고 효과적

그램의 효과성 검증, 그 외 신체에 대한 트라우마 중재기

인 방법이라고 한 선행 보고에 있다[56].

법의 개발이 절실하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에 동일

본 연구의 질적분석 결과, 마음챙김, 심상, 심리적 안

한 상해 부위의 비교 선수를 선정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

정, 치료효과가 나타나 양적 결과에 추가적인 효과를 확

다. 스포츠손상 재활 선수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난제이

인 할 수 있다, 이는 마음챙김에의 집중은 재활 운동에

긴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 조건의 비교집단을 배

정확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체적 개입으로부터 얻

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해 후에 대한 심리재활의 처치

은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선행연구 보고를

뿐 아니라 상해 전의 생리-심리-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연

지지하는 것이다[21].

구의 활성화와 현실적 적용으로 스포츠선수의 상해를 예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재활선수들의 심리적인 문

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제들을 해결하는 심리재활의 중재는 정서적, 행동적, 인
지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향후 복귀 시 수행에 있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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