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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면은 뇌, 면역 체계, 대사 체계 그리고 심혈관 시스템의 좋

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ryant 등 2004 ; 

Dolgin 2013 ; Hanlon과 Van Cauter 2011 ; Xie 등 2013). 최

근 역학 연구에 따르면 여러 국가에서 성인 중 20~40%가 불

면증을 겪고 있으며, 10~15%가 불면증 진단 기준을 충족하

고 있다(Hansen 등 2014 ; Kim 등 2000 ; Ohayon과 Bader 

2010 ; Ohayon과 Sagales 2010). 불면증은 일반적인 수면 장

애로, 수면 시작 및/또는 유지의 어려움으로 특징지어지며, 

적절한 수면 기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고통 또는 주간 장

애와 관련이 있다(Araújo 등 2017) 누적된 수면 부족은 기

분 및 불안 장애, 우울증(Baglioni 등 2011 ; Benca 등 1992 ; 

Chu 등 2015 ; Li 등 2015 ; Ritter 등 2011 ; Rusch 등 2015 ; 

Savard 등 2015), 인지 장애(Durmer과 Dinges 2005) 및 심

혈관 질환(Sofi 등 2014), 비만을 포함한 다양한 의학적 상

태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다(Taheri 등 2004), 

불면증은 사회적, 직업적, 그리고 다른 기능에서 상당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불면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

다. 약물치료는 불면증에 대한 전통적인 치료법이다. 불면증

의 치료로 수면제는 일차 치료제이다. 주로 사용되는 의약품

으로는 벤조디아제핀, 벤조디아제핀 수용체 작용제, 최초의 

오렉신 수용체 길항제 등이 있다. 수면제 약물치료가 효과적

이기는 하지만 남용, 다른 약물과의 교차 반응, 그리고 기억 

상실, 비정상적인 생각, 행동 변화,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어

서 장기적인 사용에는 제한이 있다(Buscemi 등 2007 ; Hol-

brook 등 2000) 

최근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CBI-I)는 효과적인 치료

로 잘 입증되고 있다(Koffel 등 2015 ; Trauer 등 2015). 불면

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가 약리학적 치료에 내성이 있는 만

성 불면증 환자에서 매일 복용하는 수면제의 복용량 뿐만 아

니라 불면증 증상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Okajima 등 

2013). 하지만 불면증에 대한 인지 행동 치료와 같은 행동 치

료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Koffel 등 2018). 인지행동치

료를 통해 불면이 완화되는 동안, 집중적인 수면 제한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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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부 치료 구성요소는 동반 이환된 정신과적 질환을 악화

시켜 치료 순응도를 손상시킬 수 있다(Fernandez 등 2015 ; 

Ong 등 2008 ; Vincent 등 2008). 추가적으로 보완적인 개입

이 필요해졌으며, 수면 건강을 촉진하기 위한 심리적 개입들

은 지난 20년 동안 마음챙김명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음챙

김명상이 불면증 증상 감소와 수면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는 연구들이 있었으며, 이 논문에서는 마음챙김명상의 불면

증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마음챙김

명상 연구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Benson이 심장질환 치료

에 이완요법 등 명상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활발해졌다

(Benson 등 1975). 현재 순간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의 중요

성은 이미 불교, 그리스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도교 

등 많은 중요한 종교적 전통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되

어 왔다. 존 카밧진에 의해 서구 의학계에 마음챙김이 처음

으로 도입되었다. 존 카밧진에 의하면 마음챙김은 판단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두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육

체의 모든 상태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마음챙김 

명상은 주의력 조절, 신체 인식, 감정 조절,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점의 변화 과정 등의 실천으로 구성된다(Schutte과 

Malouff 2014). 마음챙김 연구의 임상적 적용에는 마음챙김

을 그 자체로 활용하는 것과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

소 프로그램(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 

(Kabat-Zinn 1982) 및 마음챙김 명상을 주된 기반으로 하면

서 인지치표를 접목한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Mind-

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MBCT) (Teasdale 등 

2000)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MBSR은 원래 만성통증 환자, 

MBCT는 우울증 재발 환자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으로 개발

되었으나, 이후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폭넓게 적용

되어 왔다(Chiesa과 Serretti 2009). 

2. 마음챙김의 기전

1) 과학적 근거

명상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

람의 경우 피질의 다양한 영역이 두꺼워지는 양상을 보인다

고 정리할 수 있다(Lazar 등 2005). 이 영역들은 주의와 기

억, 내부감각, 감각 처리 및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 변화뿐 아니라 기능도 포함된다. 크

레스웰 등은 마음챙김 명상을 오래 수련한 사람의 경우 증

가된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과 감정을 분류하는 편도체

amygdala의 불활성을 보고하였다(Creswell 등 2007). 8주간

의 마음챙김 수련을 경험한 뒤 편도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

에서 구조적 변화는 스트레스를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정도

를 줄이고 이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양상과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마음챙김명상이 정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경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보

여준다. 

2) 마음챙김의 작용 기전

(1) 주의 조절(Attention regulation)

마음챙김 명상은 주의력을 한 곳에 집중하거나 넓게 분

산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규칙적 수련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이를 유지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어떠한 생각에 

휩쓸릴 때 이를 알아채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다른 한 편

으로는 ‘의식의 줄기’를 확장하면서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

을 넓게 인식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이 현상은 연구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뇌에서 이를 연계하는 영역은 

전전두엽 피질과 전방 대상 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이다. 사용할 수록 단련된다는 말처럼 주의 조절 훈련을 함

으로써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

다. 해당 뇌 영역에서 기능적 및 구조적 분화가 일어나고 신

경연접들이 강화되면서 회백질의 밀도나 크기가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백질의 강화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Pagno-

ni과 Cekic 2007). ‘초심’을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또한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뇌에서 디폴트모드

신경망(Default mode network)의 기본 활성도를 감소시키

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Pagnoni 등 2008). 이는 

아직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주의력이 증진되

었을 때 기억력이 일반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는 전전두엽에서의 작업기억 뿐 아니라 해마에서의 명시적 

기억을 포함한다. 즉 명상 수련은 자극 또는 작업 특이적 학

습 뿐 아니라 절차나 패턴 인식과 같은 학습을 증진시키고 

정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Desbordes 등 2012b). 

(2) 감정 조절(Emotion regulation)

현대 신경생리학에서 변연계는 기능적으로 변연계 자가 

조절(limbic auto-reguation)이라 불리는 내적 정서 및 동기

를 조절하는 세 개의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쪽과 가운

데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의식적으로는 조절하기 어려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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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정이나 정서를 평가하는 편도체 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위쪽 영역은 감정을 조절하는데에 영향을 주는 영역

이다. 이 영역은 변연주위부(paralimbic)라 불리기도 하는 

곳으로 전전두엽의 일부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전반대상피

질, 안와전두피질, 섬엽 등이 연관되어 있다. 이 곳은 변연계

와 피질 사이의 교량으로 기능하면서 동기부여 및 자가 조

절 기능을 담당한다. 한 편으로 이성과 인지를 연계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정동과 감정을 연결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Creswell 등 2007 ; 

Holzel 등 2010).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러한 연결은 강하

게 연결된 부정적 감정과 인지가 악순환을 야기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교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지만, 이 연결이 강

하다는 것은 반대로 부정적 고리가 강하게 이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이 영역이 정신과 이성, 감정과 육

체를 연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기법은 뇌의 

통합적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육체와 정신의 연결은 

실제하며 이 영역을 통해 관찰 및 평가할 수 있다. 명확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스트레스와 정서를 조절하는 자가조절

능력은 개선될 수도 있다. 마음챙김 수련은 부정적인 정동

과 정서의 체계적 탈감작화를 이룰 수 있다. 편도체의 기능

을 억제하면서 해마의 두정측두엽 연접 및 후방 대상 피질

(posterior cingulate cortex) 연접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인지하는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Desbordes 등 2012b ; Holzel 등 

2011 ; Khalsa 등 2009). 감정 회로와 자동 기능이 훈련에 의

해 형성될 수 있다(Newberg 등 2010). 명상을 통해 ‘원치 않

는’ 자동 사고방식이나 스트레스 같은 불쾌한 외부 자극을 

억제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새로운 행동방식이 나타날 수 있

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이 배양되거나 느끼는 스트레

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신체 자각(Body awareness)

마음챙김 수련이 체성감각영역과 섬 피질(insular cortex)

의 기능 및 구조적 증진을 돕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

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명상은 신체 자각을 훈련하

면서 ‘체내 지도’의 정밀도를 확장시킬 수 있고 외부 감각만

큼 내부 감각에 대한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뇌의 띠이랑(cingulum)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곳은 현재의 

경험 속에서 ‘오류’를 찾고 걸러내어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

록 돕는 영역이다. 이 영역을 통해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좋은 감정에 더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

어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신체 자각을 통해 신체 내부

에서의 감각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는 과정에서 직관이나 

직감이 향상된다. 등쪽 선조체(dorsal striatum) 와 연관된 

절차 기억 능력 또한 증진된다. 이러한 향상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같은 자신의 신체에 일어나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

리는 것뿐 아니라 어떠한 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반응인지 

알아내는 것을 돕는다. 또한 위험 신호에 대해 효율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마음챙김은 타인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하

는 것도 도울 수 있다. 신체 자각이 증진시키는 영역은 타인을 

대할 때 필요로 하는 영역과 겹치기 때문이다(Siegel 2007). 일

반적으로 거울 뉴런 영역은 전전두엽과 밀접한 연접을 하는 측

두엽 및 두정-측두엽 영역에 있다고 여겨진다(Holzel 등 

2011). 공감 및 동정심은 타인에게 공감하기 위한 정서적 기

능이면서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지 알아채는 인지기

능인데 이 능력 또한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sbordes 

등 2012a). 동정심과 이타주의는 명상을 통해 함양될 수 있고 

전전두엽이나 안와전두엽, 중뇌의 도파민 영역 및 전전두-

변연계 연결성의 강화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 마음챙김의 불면에 대한 효과 

과거 또는 미래의 반응성을 강화하는 대신 현재 순간의 

인식을 함양하는 것은 풍부한 인지 패턴과 이후의 부적응 행

동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은 반추적 

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여러 인지적, 감정적 결과를 이끌고, 

정서적 반응성을 감소시키며, 함께 수면을 촉진할 수 있는 현

저한 경험들에 대한 중립적인 재평가를 촉진한다(Davis과 

Thompson 2017). 

실제 마음챙김을 불면증에 적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

인 대상으로 6주간 마음챙김 기반 개입군 24명 및 일반적인 

수면위생교육 개입군 25명을 무작위 할당하여 비교한 연구

에서 마음챙김 그룹의 참가자는 대조군보다 Pittsurburgh 

Sleep Quality Index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고, 또한 불면

증 증상, 우울 증상, 피로 장애 및 피로 강도의 이차 건강 결

과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고 보고되었

다(Black 등 2015).

8주간의 MBSR, mindfulness-based therapy for insom-

nia (MBTI)와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각 개입방법이 불

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수면 일기에 의한 총 각성 

시간(total wake time, TWT), 수면 준비 각성 척도(pre-sleep 

arousal scale, PSAS), 불면증 중증도 지수(insomnia sever-

ity index, ISI)을 비교하였다. MBSR 또는 MBTI를 받은 대

상자들은 개입 전후를 비교했을 때 자기모니터링 대조군에 

비해 총각성시간, 수면 준비각성척도, 불면증중증도지수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MBSR, MBTI 군 사이의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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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없었다. 개입 후 6개월까지 추적 관찰했을 때 MBTI

는 ISI 점수에서 MBSR보다 더 큰 감소를 보였고(p ＜ 0.05), 

3개월 추적 관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MBTI와 

MBSR의 관해율 및 반응률은 6개월 추적 관찰까지 유지되

었고, MBTI가 6개월 추적 시 치료 관해(50%)와 반응(78.6%)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Ong 등 2014)

마음챙김 명상이 수면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

석들이 있다. 그 중 무작위통제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의 결과를 보면 5개월에서 12개월 추적 관찰에서 마음

챙김 명상은 다른 근거기반 수면치료들과 효과 면에서 다

르지 않았고, 비특정 활성 대조군에 비해서는 수면 질이 크

게 향상되었다(Araújo 등 2017). 

마음챙김의 개입효과가 유지되는데는 수면 방해 인지 과정

의 감소(Winbush 등 2007), 수면 구조의 변화(Nagendra 등 

2012), 수면 관련 뇌 영역의 구조적 변화 및 연결 변화를 변화

시키는 학습된 기법이 기여할 수 있다(Fox 등 2014 ; Hasen-

kamp과 Barsalou 2012). 물론 개입 효과의 유지를 촉진하는 

조건과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근거가 필요하

다. 마음챙김명상의 부작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작용에 대해 

보고된 10건의 연구 중, 피해 위험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없

었다. 두 연구에서 대조군의 24%, 12%에 비해서 명상 그룹

의 3%, 7%에서 수면 질이 악화되었다고 보고했다(Naka-

mura 2018 ; Nakamura 등 2011). 또 다른 연구에서는 명상 

그룹에서 근육통의 한 사례가 보고되었다(Hoge 등 2013). 

결      론

마음챙김은 판단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두

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육체의 모든 상태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마음챙김 명상은 주의력 조절, 신체 인식, 

감정 조절,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점의 변화 과정 등의 실천

으로 구성된다. 마음챙김 연구의 임상적 적용에는 마음챙김

을 그 자체로 활용하는 것과 MBSR 및 MBCT가 널리 활용

되고 있다. MBSR은 원래 만성통증 환자, MBCT는 우울증 

재발 환자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다

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폭넓게 적용되어 왔다. 

여러 임상 연구와 메타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해 보면, 마

음챙김 명상은 다른 근거기반 수면치료들과 효과 면에서 

다르지 않고, 비특정 활성 대조군에 비해서는 수면 질이 크

게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중심 단어：마음챙김·마음챙김명상 기반 인지치료·마음

챙김명상·불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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