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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긍정적 및 균형적 심신 건강생활과 축복

시카고 건강 및 사회복지 엑스포, 2017년, 9월 17일
이 승현 교수, 북텍사스 주립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동정/애정 (마음) - 면역성 증가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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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살자”

주제
1. 생명체의 마음과 몸의 함수 관계
신경체계를 통한 심신 연결 (Mind-Body Connection)
마음의 힘; 몸의 영향
2. 치우치기 쉬운(불균형스러운) 신경체계의 마음과 몸
스트레스적 마음과 몸
3. 균형진 심신 건강생활 선택 및 축복
 균형진 디-스트레스 (De-Stress) 관리 (예방 및 치유 포함) 접근 생활
근거 기반 심신 의학 (Mind-Body Medicine)
전인적인 긍정적 건강과 웰니스 유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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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체의 마음과 몸의 함수 관계
신경체계를 통한 심신 연결 (Mind-Body Connection)
마음의 힘; 몸의 영향

글자 및 말 = 뜻, 정보, 메세지 = 곧, “마음”이 있는
신비로운 생명체 :
신경체게 = 말/뜻의 소통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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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글자, 뜻, 말, 의식, 마음!!!

(Science
American, Dec.
1999)

유전자(뜻,말, 메세지)  표현 + 전달  영향 (생육+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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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와 신경세포의 소통 및 연합 작업
Genes & Neurons
interact /interplay

Thus, the Gene instructions are constantly changed through
the nervous system that delivers messages/words
(e. g. Spirit, mind, thinking, feeling, doing, position,
movement, speed, physiological conditions/states)

신경체계는 뜻/말/메세지 소통 및 연합 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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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소통을 통한 생명현상 및 활동(생활) 전개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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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체계
구조 및 기능:

구성 단위: 신경세포(뉴런) – 100억개 세포 및 1000조개의 시냅스
• 뉴런 역할: 생명체의 유전자 및 세포들 사이의 “정보(뜻/말)”을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른 (들리는바에 의해) 정보/말을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세포 (입력-해석-창언-처리/반응-전달-저장-출력)
중추신경계: 두뇌 및 척수
• 두뇌 역할: 생명체의 지시 사령관탑 – 생물성 + (감성 + 기억 + 이성) +
운동/활동
• 척수 역할: 두뇌와 목 아래 생명체와의 정보 교통을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을 통해 도와줌
말초신경계:
• 체성신경계 역할: 운동 기능 담당
• 자율신경계 역할: 내장 기능 담당

뇌신경세포 = 말(마음) 정보처리 및 소통체계
심신 연결을 진두지휘하는 사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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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뇌: 정신 활동
1.1) 대뇌신피질: 이성
 전두엽: 인지, 학습, 논리적 사고, 문제해결, 선택, 의사 결정 + 2차적 고차원적 정서, 창조적 활동, 등
 두정엽: 감각연합, 정보 조합, 운동중추, 촉각, 압각, 통증
 측두엽: 청각연합, 균형 감각, 언어 기능, 인지 및 기억 (기억 공간 인지) 형성
 후두엽: 시각연합
1.2) 대뇌변연계: 감성
 편도체: 감정, 기억
 해마:감정, 기억
2) 소뇌: 균형/평형감각, 골격근 활동 및 운동
3) 뇌간: 생체의 생존
 간뇌: 시상(감각 및 운동 신호 중계), 시상하부(항상성 유지 내분비, 자율신경), 뇌하수체(내분비),
송과샘(멜라토닌 분비)
 중뇌: 안구 운동, 홍채 조절
 뇌교/교뇌: 소뇌 및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 호흡 조절
 연수: 호흡, 심장박동 및 혈액순환 조절, 안구 운동
4) 척수: 정보 전달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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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및 감성의 균형
(전두엽Frontal Lobe 및 변연계 Limbic System의 협력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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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가 만들어내는 마음과 몸의 연결
마음에 대한 주된 이해 및 정리

• 마음이란:
 두뇌 신경세포가 만들고 또한 접속하며 반응/지시/처리하는 뜻을 품은 말,
곧, 마음, 의식” (이성 + 감성)
• 두 종류의 마음/말:
 무의식적 말” (생명체의 마음: 95%) + “의식적 말” (사람의 마음: 5%)
 성인이 사용하는 말/마음: 긍정적 말 (15%); 부정적 말 (85%)
• 마음의 목적 및 역할:
신경체계를 통하여 생명체의 온 세포들과 유전자들에게 “말”을 소통함;
 “심신 연결” 형성

생각 및 느낌 (울림/진동/감동) (마음) - 을 만들어 주는
두뇌 신경전달물질 및 호르몬들 (몸): 몇 예들
Endorphins (엔돌핀)-기쁨, 즐거움, 명쾌감
Serotonin (세로토닌)-평온감, 고요함, 평정감, 침착감
CCK (Cholecystokinin) –만족감, 포만감
Melatonin (멜라토닌) – 졸리는 느낌, 나근한 감, 쉬고 싶은 느낌
Dopamine (도파민)-환희, 쾌감, 신명, 신바람, 의욕, 자신감
Oxytocin (오시토신) –일체감, 극치감, 신의감, 충절감
Norepinephrine (놀에피네프린)/놀아드레날린 –집중력, 동기유발성, 추진성
Acetylcholine (아세틸콜린) –기억력, 학습력, 사고력
CRF (Corticotropic Releasing Factor) and GABA (G
–
두려움, 무서움, 하기 싫음, 억제감
• Neuropeptide (뉴로펩타이드) –식욕, 식탐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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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끈, 관계, 울림, 움직임 (진동, 감동, 활동)의 존재 !!!

마음의 말/뜻 전달 방법:
전류 신호 사용: 신경세포에는 “전류”가 흐르며, “전기(전자기력)”에
화학물질이 동반된, 소위 전기-화학 신호 체계(Electro-Chemical Signaling)를
통하여 메세지, 뜻을 전달
시냅스 관계 사용: 세포간의 공간; 메세지, 뜻의 전달 결정 = 시냅스에는
“신경전달물질”들이 생산되어 메세지, 뜻의 전달을 “흥분/전달” 또는
“억제/막음”
예 1) 선한 행동(생명적 뜻)  엔돌핀(기쁜 뜻을 지닌 신경 전달물질) 생산
세포/유전자 활성화  엔돌핀이 생산되어 혈관을 통해 면역세포에게 전달 
면역세포의 흥분으로 면역 물질 생산  이물질 제거 (알레르지 치유), 암세포
파괴 (암병 치유)  건강 환경 조장 및 건강/웰니스 성취
예 2) 스트레스적 행동 (반생명적 뜻)  콜티솔 전달물질 생산 세포/유전자
활성화  생산된 콜티솔이 혈관을 통해 면역세포에게 전달  면역세포의
억제로 면역 물질 생산 막음  이물질 및 암세포 제거 기능 감소 (질병 환경
조장 및 질병 발생) -- 질병 환경 조장 및 질병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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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세포 시냅스 (세포 간의 연결 공간)

시냅스의 연결/관계를 통하여 전달되는 신경전류 신호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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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와 마음은 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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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두뇌의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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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한 (Astrocyte) 세포와 신경세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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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난 신경세포 수리 및 재생 전략

신경세포 수리 및 재생 전략:
희소돌기 아교 세포 (Oligodendrocyte)의 신경 줄기세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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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받은 두뇌에 시신경세포 기능 작동

“풍성한 생활환경 (Enriched Environment)”은
새로운 뇌신경세포를 매일 성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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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연결

Source: http://www.mysuccessfulyear.com/successful-year-articles/the-mind-body-connection-affecting-your-health-and-life/

심신 연결 : 마음의 힘과 몸의 영향
심리 (말)
말

생리 (화학 물질)
마음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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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set matters: exercise and the placebo effect
Psychol Sci. 2007 Feb;18(2):165-71.

Mind over milkshakes: mindsets, not just nutrients,
determine ghrelin response. Health Psychol.
2011 Jul;30(4):424-9;

The role of stress mindset in shaping cognitive, emotional,
and physiological responses to challenging and threatening stress.
Anxiety Stress Coping. 2017 Jul;30(4):379-395

Perceived Physical Activity and Mortality:
Health Psychology, 2017, July 20 . Advance online
publication.

연구 소개 문구들
Self-Proclaimed Slackers May Be Sabotaging Own Health
Perceiving oneself as less physically active than peers is linked to a ...
Your Attitude About Exercise May Be Just as Important as How Much ...
Perceptions About Physical Activity Can Affect Life Expectancy
U.S. adults who believed that they were less active than their peers ...
Stanford Researchers Identify Life-changing Power of Mindset ... Perceived
Physical Activity Level Predicts Mortality --Doctors Lounge
Octavia H. Zahrt |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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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 치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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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뜻/말)에 반응하는 뇌유전자파 및 심전도 간의 응집성:
감사의 뇌퐈 및 화의 뇌퐈 비교

https://soulmatelove.wordpress.com/2014/10/15/confirmed-by-science-emotions-as-love-cosmic-radiation-light-changes-dna/

• 당신의 생각과 감성이 당신의 유전자 발현을 규정합니다.
depending on the signals being received from the environment.

") is primarily determined by your thoughts, attitudes, and
per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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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 종류

두뇌에 나타난 뇌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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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및 두뇌 변화
(NBC NEWS, 12/24/2014)

기도와 두뇌 활동

(Dr. Andrew B Newberg,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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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힘을 내게 하는 포즈 – 신체 모습 카운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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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대학 사회심리학과 연구 (Dr. Amy Cuddy)

2. 치우치기 쉬운(불균형스러운) 신경체계의 마음과 몸

스트레스적 마음과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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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불연결”: 마음의 힘과 몸의 영향

심리 (말)
말

생리 (화학 물질)
마음

행동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 스트레스(Stress)의 뜻, 정의
자극에 대한 생명체의 반응

• 스트레스 기전장치

교감신경체계의 역할

• 지속적 스트레스 영향 및 요인들
 교감신경체계의 치우친 활성화

 질병 (불균형적 마음과 몸, 행동 및 생활로 인한 생명체의 문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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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Stress) 정의:
생명과 생존과 삶을 자극하는 요소에 반응하는 현상
 스트레스 종류:
긍정적 스트레스 반응: Eu-Stress
부정적 스트레스 반응: Di-Stress
스트레슬 (Stressor) 정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하는 자극 요인
• 영적/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 지적/지식적 스트레스 요인
• 감성적 스트레스 요인
• 신체적 스트레스 요인
•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 직업적 스트레스 요인
•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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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반응) 기전장치/메커니즘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의 반응 활동 – 생존, 삶 중심
 이완 반응 메커니즘 (디-스트레스/반-스트레스) 메커니즘:
 자율신경계 부교감신경계의 이완 활동 – 생명, 건강, 웰니스 중심
 스트레스 반응의 영향
1) 심리적/마음적 스트레스 = 비균형적, 비정상적 마음/말 현상:
-- 부정적, 반사랑적, 반건강적 마음의 상태
예증) 미움, 화, 경쟁, 시기, 다툼, 자고, 이기성, 자책감, 자기부정성, 인내심 부족,
부절제, 절망, 불안, 두려움, 우울함, 쾌락 추구
2) 신체적/육신적 스트레스 = 비균형적, 비정상적 몸/생리 현상:
-- 부정적, 반사랑적, 반건강적 몸의 상태
예증) 고혈압, 고혈당, 염증, 통증, 피곤, 신체적 활동 부족 및 나태, 게으름, 수면 부족,
신체적 격리, 무질서한 성생활, 과다한 일 또는 노동
3) 행동적/행위적 스트레스:
-- 부정적, 반사랑적, 반건강적 몸의 상태
예증) 과격, 무질서, 비조직, 중독 행위, 장애 행위

스트레스 관할하는 자율신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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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www.ideafit.com/files/imagecache/sidebar/files/201101-ifj-pg48-1.jpg
http://www.frontiersin.org/files/Articles/62431/fnins-07-00177-HTML/image_m/fnins-07-00177-g001.jpg

Ader and Cohen, 1977
Sweetened Water
구토
면역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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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및 마음의 노령화 (Aging Process - Aging Brain and
Mind) 그리고 마음의 장애 및 질환
 인지 장애:
 성격/인격 장애:
 행동 장애

 우울증
 불안증
 중독증

 자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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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관련 질환 (Stress-Related Diseases)

스트레스 - 뇌성장 요인 저해 및 뇌세포 자살 유도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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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스트레스 – 염증

Source: http://www.nature.com/nrrheum/journal/v10/n9/images/nrrheum.2014.110-f1.jpg

스트레스 - 암세포 진전

Source: https://www.spandidos-publications.com/article_images/etm/1/1/ETM-01-01-0013-g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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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 고혈압

Source:
http://www.eurekas
elect.com/images/g
raphicalabstract/chyr/12/3/5
.jpg

스트레스 - 염증적인 자가면역성 알레르기 피부질환

Source:
http://www.ijdvl.com/
articles/2013/79/2/ima
ges/ijdvl_2013_79_2_1
76_107632_f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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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스트레스
아드리날린

통증

고 혈당
고 콜레스테롤

당뇨병 악화
고혈압 악화

콜티솔 과잉
저항력부진
(B-림프구 항체 파괴)

각종 질병
암

만성 스트레스 - 과식, 비만, 불안/우울, 술/마약 갈급

Source: http://www.frontiersin.org/files/Articles/112863/fendo-05-00163-HTML/image_m/fendo-05-00163-g0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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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 심장질환

Source: http://ajpheart.physiology.org/content/ajpheart/308/12/H1476/F1.large.jpg?width=800&height=600&carousel=1

스트레스 - 감성, 인식 및 행동 변화 – 심장질환 및 신진대사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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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 우울질환

Figure 4 Model of gene–environment interactions that lead to MDD

(Otte, C. et al. (2016) Major depressive disorder Nat. Rev. Dis. Primers doi:10.1038/nrdp.2016.65)

우울증 환자의 두뇌 구조 변화

Figure 5 Structural brain alterations in MDD

Otte, C. et al. (2016) Major depressive disorder Nat. Rev. Dis. Primers doi:10.1038/nrdp.20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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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영향 – 도파민 감소, 각성력 감소,
세로토닌 감소, 기억력 부위 감소

스트레스 - 2차 당뇨병

Source: https://www.diapedia.org/img_cache/markdown_lightbox_aaf9e3f61e39419329caa5e0037c7f8948132d16-cf1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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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 알레르지 메커니즘

Source: http://www.health-science-spirit.com/allergy.gif

흡연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 - DNA 손상, 폐 염증, 폐암

Source: http://www.f6publishing.com/Pub/10.5320/v3/i3/WJR-3-67-g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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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스트레스 – 치매증

Source:
https://www.researchgate.n
et/profile/Zhichun_Chen/pub
lication/261070026/figure/fig
1/AS:296861278720002@14
47788652658/Fig-1Environmental-factors-inthe-development-andprogression-of-lateonset.png

근거 기반 스트레스 요인들
• 마음: 과로, 화, 분노, 걱정,
• 신체
• 물질
• 환경:

46

2017-09-19

두뇌 및 마음의 건강성 및 조절 능력 저하 
두뇌(마음)의 비균형 및 비조절 
심신의 스트레스 
생활 스트레스 !!!

__생활__ 이 변하면  두뇌(구조, 기능)가 변한다.
두뇌가 변하면  마음(뜻/말/품성/믿음/태도/방식 등)이 변한다.
마음이 변하면  몸(물질 + 에너지 + 운동/활동)이 변한다.
두뇌 + 마음+ 몸이 변하면  사람 + 삶이 변한다.
사람 (두뇌 + 마음+몸) + 삶이 변하면  생육, 번성, 축복, 구원 등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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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형진 긍정적 심신 건강생활 선택 및 축복
 생명 중심의 디-스트레스 (De-Stress) 관리 (예방 및 치유 포함) 접근 생활
근거 기반 심신 의학 (Mind-Body Medicine)
마음과 몸을 긍정적으로 이완시키고 균형성/항상성을 취하는
건강과 웰니스 유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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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유전자학 (Mind-Body Genomics):
20분 이완 반응 (Relaxation Response or RR):
에너지 신진대사력, 미토콘드리아 기능, 인슐린 분비, 텔로미어 유지
- 염증 반응
- 스트레스 관련 회로들:
NF-kB 단백질 활동 저하  염증, 스트레스, 트라우마, 암 유전자 발현 저지
(Bhasin MK. Et al. PLoS ONE 8(5):e62817)

(https://hms.harvard.edu/news/genetics/mind-body-genomics-5-1-13
Benson-Henry Institute for Mind-Body Medicine, Harvard Medical School)

이완반응: 염색체/유전자 보호망(텔로미어)의 길이의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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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적인 긍정적, 균형적 건강과 웰니스 유지 생활 :
심신 연결(Mind-Body Connection)/심신 의학(Mind-Body Medicine) 접근
마음  몸을 안내, 지시 조절

몸  마음에 영향을 미침

전인적 삶/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으뜸: “마음 ”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기독교 성경: 잠언 4:23)
생명체 및 삶을 다스리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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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적이자 사랑적이자 긍정적 마음,
곧 “생명사랑”에서부터
전인적, 긍정적 및 균형적 건강과 웰니스 유지 생활
활성화됨
영 – 마음 – 몸 – 생활스타일 – 이웃 - 환경

특히, 긍정적 마음의 힘; 긍정의 과학
(The Power of Positive Mind; The Science of Po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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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연결 기반 긍정 심리학

Source: https://image.slidesharecdn.com/positivepsychology-thepathtolivingahappiermorefulfillinglife-150204134220-conversion-gate01/95/positivepsychology-the-path-to-living-a-happier-more-fulfilling-life-5-638.jpg?cb=142307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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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를 의한 기술: 인식– 행동 치료 이론
(Cognitive –Behavior Therapy , CBT )

인식 (이성+감성) – 행동 모델 (A-B-C)
Negative Event

A

Rational Belief

B

Negative EventA

Irrational Belief

Antecedent

B

Behavior
Healthy Negative
Emotion

A

B

C Unhealthy Negative C
Emotion

Consequence

C

(Lochman, J. E., Powell, N. P., Boxmeyer, C. L., & Jimenez-Camargo, L. 2011; Boyd, B. A., McDonough, S. G., & Bodfish, J. W. 2012; Otte, 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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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중심 테크닉 이론
What MIRACLE
could occur while
you are Question
sleeping
Miracle
that would solve
your problem?

On a SCALE of 1 to
10, where
are you
Scaling
now?

Has there ever
been an
EXCEPTION
when
Exceptions
things were
different?

Relationship
RELATIONSHIP ?
Questions

Was ever a time
that the situation
Amplifying
was AMPLIFIED?
Better or Worse?

“Not Knowing”
skills:
Not Knowing
Listening
Stance
Asking
Getting Details

Small steps lead to LARGE STEPS
(작은 단계 가 큰 단계로 인도함)
(Smith, S., Adam, D., & Kirkpatrick, P. 2011; Macdonald, A. 2011).

마음의 힘, 역할과 영향
믿는 마음의 힘 – 예증) 위약 효과 (Placebo and Nocebo)
신앙하는 마음의 힘 – 예증) 에이즈 환자 연구
상상하는 마음의 힘 – 예증) 운동 선수
태도적 마음의 힘 – 예증) 수녀 치매증 연구
책임적 마음의 힘 – 예증) 청소부 이야기
생각하는 마음의 힘 – 예증) 자살  살자
아는 마음의 힘 – 예증) 이스라엘 행군 연구
사랑을 담은 마음의 힘 –예증) 회복탄력성 연구
감사하는 마음의 힘 – 예증) 감사 연구
나누는 마음의 힘 – 예증) 하버드 경영학과 연구
행복한 마음의 힘 – 예증) 행복감 증대  수행성, 성공 증대
기분 좋아하는 마음의 힘 – 예증) 중독증
생명, 존재, 그리고 삶 전체를 향하여,

생명적이자 사랑적이자 긍정적인 마음, 곧 “진선미적 사랑”부터 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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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말 = 긍정적 마음
(긍정적 사고 = 긍정적 정서)
•
•
•
•
•
•
•
•
•
•
•
•

친절은 긍정적 유전자 발현 신호
감사는 긍정적 유전자 발현 신호
칭찬/격려는 긍정적 유전자 발현 신호
동정/자비는 긍정적 유전자 발현 신호
신뢰/믿음/신앙은 긍정적 유전자 발현 신호
소망/바라봄은 긍정적 유전자 발현 신호
자신감/의지는 긍정적 유전자 발현 신호
용서/화해는 긍정적 유전자 발현 신호
안정/안식/쉼은 긍정적 유전자 발현 신호
행복은 긍정적 유전자 발현 신호
“사랑” 은 긍정적 유전자 발현 신호
등

그릿 (GRIT) : 기개, 불굴의 의지 – 마음의 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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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위한 긍정적, 균형적 건강 및 웰니스 생활 :
몇 예증들
• 건강식 –예증) 세로토닌 분비 – 안정감, 좋은 기분, CCK (Cholecystokinin)
분비 – 포만감, 만족감
• 운동 및 신체적 활동 – 예증) 엔돌핀, 도파민 분비 – 좋은 기분
• 햇빛 – 예증) 세로토닌 분비 – 좋은 기분
• 마사지 – 예증) 엔돌핀, 세로토닌 분비 – 평온, 안정, 좋은 기분
• 신체적 휴식, 여유로움 – 예증) 엔돌핀, 세로토닌 분비 – 평온, 안정, 좋은 기분
• 신체적 사랑 (스킨십, 키스, 성관계) – 예증) 엔돌핀, 도파민, 오시토신 – 일치감,
신뢰감, 통함감, 안정감 등

심신 균형 및 웰니스 증진시키는 건강 식생활
 건강식의 유익성:

 건강식 생활 보조하는 4가지의 팁: TAFT
 종류 (Type):
• 첨가/증가할 음식물:

• 회피/삭제해야 할 음식물:

 양 (Amount): “하라하치” Hara
Hachi (80% 식사 하기)
 회수(Frequency):
 시간: 아침에 조금 늦게,
저녁에는 해지기전

(Wongvibulsin, S. (n.d.). Eat Right, Drink Well, Stress Less: Stress-Reducing Foods, Herbal
Supplements, and Teas. Retrieved April 20, 2017;
Book: In defense of Food: An Eater’s Manifesto, Michael Pollan 2008; Liza, V. 2011; Grossman, T.
2005; Lowden, A., Moreno, C., Holmbäck, U., Lennernäs, M., & Tucker, P.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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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을 통한 심근경색 질환 회복Diagrams from Esselstyn’s article

(Esselstyn et al. A Way to Reverse CAD?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2014; 63(7):356-364)

(Esselstyn CB. Prevent and Reserve Heart Disease, 2007)

심신 균형 및 웰니스 증진시키는 운동 및 신체적 활동 생활
 운동 및 신체적 활동 생활의 유익성 :

 유산소 운동 생활 증가를 위한 4 팁 : 피트 FITT
 회수 (Frequency):
 강도성( Intensity):

 근력 및 지구력 운동 첨가
 스트레칭 운동 첨가
 쉼 호흡 운동 첨가

 기간 (Time/Duration)
 운동 분활 (
 종류 (Type)

(Weight, C. J., Sellon, J. L.,
Lessard-Anderson, C. R., Shanafelt,
T. D., Olsen, K. D., & Laskowski, E.
R. 2013; Shanafelt, T. D.,
Oreskovich, M. R., Dyrbye, L. N.,
Satele, D. V., Hanks, J. B., Sloan, J.
A., & Balch, C. M. 2012; Harolds, J.
A., Parikh, J. R., Bluth, E. I., Dutton,
S. C., & Recht, M. P.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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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중재 Diabetes Prevention Program (DPP):
미국 CDC 개발 국가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적용)
31% 58%

DPP Research Group NEJM (2002): 346 (6): 393

심신 균형 및 웰니스 증진시키는 수면 생활
 건강한 수면의 유익성 :
 두뇌 충전 및 신체 회복
• 학습 향상, 기억력 증진, 근육 회복
 신진대사력 및 체중 건강 긍정성
 면역계 강화
 혈압 및 스트레스 호르몬 저하
 사고 위험 감소 및 생산성 증가
 일상의 직업 수행 관련 스트레스 처리
증가
 수면 부족 및 이상적 수면 회로의 결과
 기억력, 판단, 및 기분에 부정적 영향
 건강 문제에 기여 (e.g. 정서 장애,
심장병, 비만증, 당뇨병, 고혈압
 불안정, 불쾌함, 비인내력, 집중력의
저하 등

 숙면 위한 5 팁
 취침전 1-2 시간 정도 이완, 릴렉스 강조
• 독서, 음악, 차분한 시간, 여유로움
 정오 전으로 카페인 사용 제한
• 물, 허브 차 등으로 대체
 저녁 시간의 자극적 활동 및 운동 회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Early Sleep,
early rise
• 인체는 밤 10 시 경에 취침 — 아침 6
시에 기상하는 수면 패턴

Source:
https://www.mindbodygreen.c
om/0-14226/10-tips-to-getgreat-sleep-no-matter-howstressed-you-are.html
(Shanafelt, T. D., et al. 2012;
Passalacqua, S. A., & Segrin,
C. 2012; Dyrbye, L. N., West,
C. P., Satele, D., Boone, S.,
Tan, L., Sloan, J., & Shanafelt,
T. 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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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균형 및 웰니스 증진시키는 수면 생활
 신선한 공기 및 햇빛의 유익성 :

 증진 팁: Tips to help keep greater energy lifestyle:

Miller, C. (2011, May 06). The Effects of Sunlight & Fresh Air on the Body; Leather, P., Pyrgas, M., Beale, D., & Lawrence, C. (1998). Windows in the Workplace: Sunlight, View, and
Occupational Stress. Environment and Behavior,30(6), 739-762. doi:10.1177/001391659803000601; Boubekri, M., Hull, R. B., & Boyer, L. L. (1991). Impact of Window Size and Sunlight
Penetration on Office Workers' Mood and Satisfaction: A Novel Way of Assessing Sunlight. Environment and Behavior,23(4), 474-493. doi:10.1177/0013916591234004)

심신 균형 및 웰니스 증진시키는 사회/관계적 생활
 사회/관계적 지지 및 통함의 유익성 :
 미숙아 체충에서부터 사망, 관절, 결핵, 우울증,
술중독, 사회 생활 고통 등에 도움
 삶의 질 및 시련, 역경 등의 문제에 완충 효과
 심장병 및 고혈압, 스트레스 저하에 도움 .
 호르몬 체계, 심혈순환계, 면역계, 장수 등을 향상

Source: Manage stress: Strengthen your
support network. (n.d.). Retrieved April
21, 2017, from
http://www.apa.org/helpcenter/emotional
-support.aspx
https://www.slideshare.net/TJUOccupati
onalTherapy/social-supportpresentation-final
(Morse, G., Salyers, M. P., Rollins, A. L.,
Monroe-DeVita, M., & Pfahler, C. 2012;
Langballe, E. M., Innstrand, S. T.,
Aasland, O. G., & Falkum, E. 2011).

향상 팁 :
함께 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긍정적, 대인관계 구축
동료들의 지지 및 타인과의 관계 만들기
갈등은 적절히 해결하는 편으로 선택
긍정적 사회적/관계적 네트워크와 통함
봉사 기회에 참여
사회성/관계성 기술, 대화 소통력 향상
다양성의 가치를 존경, 타인을 존경하기
다른 문화, 배경, 믿음 등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므로서 다양성을 추구
당신의 관심과 흥미를 찾아라
클래스에 등록, 모임에 참여, 봉사직에 참여
적극적, 활동적
가족, 친구, 타인들과의 시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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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드 스트레스 연구
(유년기 때 부모와의 관계와 중년기 건강상태)
(A 35 year Follow-up, Russek & Schwartz, 1996)

100%

100%

80%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중독

75%

P < 0.001

83%

60%
4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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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균형 및 웰니스 증진시키는 주변 환경적 생활
 건강한 환경이 주는 유익성

 향상 팁 :
 시간을 내어서, 그대 주위 환경의 향기, 색상, 모양,
소리, 맛 등을 경험하고 감사해라

• 감각력의 상승으로 스트레스 감소
 청결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자신을 고요한 환경으로 둘러보는 시간 가지기

(Source:
https://www.architects.org/architectureboston/a
rticles/hospital-heal-thyself
Van Bogaert, P., Kowalski, C., Weeks, S. M., &
Clarke, S. P. 2013;
Hanrahan, N. P., Aiken, L. H., McClaine, L., &
Hanlon, A. 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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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 몸을 긍정적이자 균형적으로 갖추는
건강생활은 축복
건강한 생활 속에
생명(력) = 생명신호가 충만하며
생육과 번성, 치유와 건강, 행복과 축복 등이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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