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

․ 수:2013년 11월 1일 ․수정 수:2013년 12월 11일 ․채택:2013년 12월 13일

*교신 자:박 숙, 북 익산시 인산 로 514

화:82-63-840-1304,팩스:82-63-840-1319, 자우편:pks8760@wu.ac.kr

†이 논문은 2013년도 원 보건 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한 방한의학회지 제17권 제3호(2013년 12월)

Kor.J.OrientalPreventiveMedicalSociety2013；17(3)：75-89

요가 프로그램이 재가노인의 우울, 삶의 질,

일상활동장애에 미치는 효과†

희1)· 1)＊·양경희1)· 헌 2)·양희 3)

1)원 보건 학교 간호학과,2)원 학교 한의과 학
3) 라북도 김제시 보건소

The Effects of Yoga Program on Depression, Quality of Life,

and Difficulty of Daily Activities in Community Elders.

Young-Hee Kim1), Kum-Sook Park1)＊, Kyung-Hee Yang1),

Heon-Young Jeong
2) & Hee-Jung Yang3)

1)DepartmentofNursing,WonkwangHealthScienceUniversity
2)DepartmentofKoreanMedicine,WonkwangUniversity

3)JeonbukGimjePublicHealthCenter

Abstract

 

Objective : Thepurposeofthisstudywastoinvestigatetheeffectsofyogaprogram ondepression,

qualityoflife,anddifficultyofdailyactivitiesincommunityelders.

Methods : A Nonequivalentcontrolgrouppretest-posttestdesignwasusedforthisstudy.Elderly

peoplewhoagreedtoparticipatedinthestudywereassignedtoaexperimentalgroup(n=17)oracontrol

group(n=17).Theyogaprogram conducted90minutes,2timesaweekfor1year.Studyoutcomeswere

measuredbystructuredquestionnairesfromMarch,2012toFeb.,2013.Fordataanalysis,Chi-squaretest,

t-test,andMann-WhitneyUtestwereperformedusingSPSSversion17.0.

Results : Depressionwasnotsignificantdifferencebetweenthetwogroupsinpretestandposttest.But

therewassignificantdifferencesbetweenthetwogroupsinqualityoflife(t=3.984,p<.001),anddifficulty

ofdailyactivities(t=-3.083,p=.004).Therefore,theexperimentalgroupshowedsignificantimprovementin

qualityoflifeandreducedifficultyofdaily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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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 Theyogaprogram waseffectiveinincreasingqualityoflifeanddecreasingdifficultyof

dailyactivitiesincommunityelders.Whendevelopingexerciseprogramtoimprovehealthinolderadults,

itisimportanttoconsiderphysicalexerciseplusgeneralhealthmanagement.

Keywords：Yoga,Elderly,Depression,QualityofLife,Difficultyofdailyactivities

I. 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노인인구의증가는세계 인추세로서우리나라

노인인구는2012년 11.8%이며,2018년에는14%,

2030년에는 24.3%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망이고,농 지역의고령화 상은도시에비해

더욱 심각하다. 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평균수

명의 연장에 기인하는데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은 2011년 81.2세임에 비해 건강수명은 2010년

70.3세로약10년을질병과함께살아가는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인구구조의고령화는노인들의질병양상이 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질환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노화에따른육체 ,정신 기능의약화,사회 ,

경제 역할의상실,가족이나주변으로부터의소

외 고립과 같은 노인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2)
.

노인은삶의 무의미,무능력감,고독감,정신 소

외감등의심리 변화가생물학 퇴화를 진시

킴으로써노년기의삶의질은 격하게낮아진다.

한 노인의 정신사회 스트 스는 노인자살의

원인으로주목받고있는 우울의 요한 험요인

으로 밝 지고 있으며,건강에도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노인들의 여가생활

을통한 사회참여활동은 역할상실을 해소하고 행

복감을추구할수있어우울감소 삶에 한만

족감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의 하나 기능상실

기능장애는 불가피한 생리 인 상이지만 노

인에게 가장 한 근육 골격계의 변화는 근

력감소와 함께 노인의 운동능력을 약화시켜 일

상활동에장애를가져온다
4)
.노화의결과로인한

골 도와 근육량,신체기능의 감소는 일어서기,

바닥청소하기,팔을 뻗치는 등의 일상생활동작들

을어렵게할뿐아니라낙상등으로인한상해의

험을 증가시킨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

라 재가노인의 7.7%는 도구 일상생활수행능력

(InstrumentalActivitiesofDailyLiving,IADL)

에,7.2%는 신체 능력과 련된 일상생활수행

능력(ActivitiesofDailyLiving,ADL)에 제한을

받고있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5)
.그러므로신체

기능 하를 방하거나 는늦추기 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안 하게 장기간 수행할 수 있고,

흥미있으며,근력,균형감,유연성을향상시키고

심리 안정감을 수 있는 노인 건강증진 로

그램을개발하여 극 으로수행할필요가있다.

노인들에게있어생활체육이나지속 인운동

의 참여는 일상활동을 한 신체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으로 친교활동을 확장

시킬수있는기회가되므로삶에 한만족도를

높이는 요한 역할을 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어떤형태이든건강을 해운동을하는65

세 이상 노인은 17.5%에 불과하며, 다수의 노

인은 운동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운동

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없는 실정이다
6)
.

지 까지노인에게 용하여효과가있다고보

고한 운동 로그램으로는 항성운동이 노인의

근기능유지,향상에도움이되었다는연구
7)
,발

를 이용한 실버 스가 의 가동범 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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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켜 상해를 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8)
,평형성운동이 근기능과 보행능력을 향상

시켰다는 연구
9)
,기공체조,유산소운동, 항성

운동을 병행한복합운동이노인의근력,유연성,

보행능력 등 일상체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
10)11)
,

요가운동이노인의근력과유연성을강화시켜신

체 ,정신 건강에 정 인효과가있음을규

명한 연구
12)13)

등이 있다.

노인들은 항력이 낮아 유산소 운동을 시행

하기가 실제로 어려우므로 노인들의 신체에 큰

무리를주지않으면서혼자 쉽게배워서스스로

건강을유지증진시키는데도움이되는 강도요

가운동이 노인들에게 실 으로 한 운동

로그램의 하나로 여겨진다.Wood(1993)
13)
는 요

가가신체,정신 인인간구성요소에 한

수행을 통하여 인간의 성격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내 자원을 활성화시키며,노인들에게는 단순

하고배우기가쉽고신체 ,정신 에 지를높

여 정 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인

체기 의기능 하에따른면역기능의약화,질병

발생,감각상실 등을 감소시키고 인체기 의 기

능을 최 한 지속시켜 행복한 삶을 하는 도

움을 다고 하 다.Bowman등(1997)
14)
은

노인에게요가와에어로빅을실시한후반사,심

박동수, 압을평가한결과요가를받은집단에

서심박동수와 압이감소하 음을보고하 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요가가 신체,생리

,정신 건강에 정 인효과가있음을규명

하 고,요가운동은 부드러우며 진 인 운동

임과 동시에 신체 ,정신 에 지를 높여

정 인감정을유지할수 있는운동이므로 노인

에게 합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도 요가 로그램

을개발하여 로그램구성요소에속한일상생활

수행능력과사회활동참여로인한우울과삶의질

을 기존 연구에서 객 인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립된 도구들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 다. 한

실험을통해얻어진연구결과를보건진료소를비

롯한 지역사회보건기 에 재가노인들을 한 운

동 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시하고자 시도하 다.

2.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노인의 건강을 유지,증진

하기 한 재법을 개발하기 하여 요가 로

그램을 지역사회노인에게 용한후노인의우

울과 삶의질 일상활동장애에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것이며,구체 인목 은다음과 같다.

1)요가 로그램이 재가노인의 우울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한다.

2)요가 로그램이 재가노인의 삶의질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요가 로그램이 재가노인의 일상활동장

애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연구가설

제1가설 :요가 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은

시행하지 않은 조군보다 우울정도가 더 낮아

질 것이다.

제2가설 :요가 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은

시행하지않은 조군보다삶의질이더 높아질

것이다.

제3가설 :요가 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은

시행하지 않은 조군보다 일상활동장애 정도

가 더 낮아질 것이다.

II. 연구방법

1.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시

행한요가 로그램이우울,삶의질 일상활동

장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한 비동등성

조군 사 -사후 유사실험연구(Non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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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Generalcharacteristics

‣Healthcharacteristics

‣Depression

‣QualityofLife

‣DifficultyofDailyActivities

Yogaprogram

for1year

‣Healthcharacteristics

‣Depression

‣QualityofLife

‣DifficultyofDailyActivities

Controlgroup

Figure1.ResearchDesign

controlgrouppretest-posttestdesign)이다

(Figure1).

2.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K시의 농 마을에 거주

하며 보건진료소와 연계된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특별한 운동경험이 없고,

의학 으로 고 압과 당뇨를 제외한 특별한 질

환이 없으며,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선정기

으로 하 다.피험자 원에게 실험내용과 방

법에 하여설명을한후자발 으로실험에참

여의사를 밝힌 노인에 한하여 참여동의서를 받

고 상자로 결정하 다. 조군은 동일한 보건

진료소와 연계된 다른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에게실험이끝난후실험군에게 용한요가운

동을 보완하여 용하기로 약속하고 조군으

로 참여의사를 밝힌 노인을 임의추출하 다.

연구의 상자 수를 결정하기 하여 Cohen

(1988)
15)
의공식에따라G*Power3.1 로그램을

활용하여 t-test에서 검증력(1-β)=.90,유의수

(α)=.05,효과크기(d)=.50으로계산한결과총표

본수는 26명이었다.본 연구에서는 탈락자를

상하여 최 연구 상자는 실험군 20명, 조군

22명으로 총 42명을 선정하 으나,연구도 4

주 이상 결석하 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8

명이 탈락하여 최종 연구 상자는 실험군 17명,

조군 17명으로 총 34명이었다.

3.연구도구

1)우울

Yesavage등(1983)
16)
에의해개발된노인우울척

도를송미순(1991)
17)
이한국어 으로번역하여표

화한한국어 SGDS(shortformofGeriatric

Depression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총

15문항의 이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는

0 ,“아니오”는1 을주어총 이높을수록우

울의정도가심한것을의미한다.도구의신뢰도

는개발당시는Cronbach’sα=.88이었고,본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α=.81이었다.

2)삶의 질

건강 련삶의질은Kozma와Stones(1992)
18)

에의해개발된MemorialofNewfoundlandScale

forHappiness(MUNSH)척도에바탕한일본후

생성 자료를 참고하여 선우덕 등(2008)
4)
이 8개

항목으로수정보완하여 사용한도구를 이용하

다.각 항목은 5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주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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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우덕 등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고,본 연구에서는 .897이었다.

3)일상활동장애

일상활동장애척도는Jette(1980)
19)
의일상활

동척도45문항을근거로이은옥등(1988)
20)
이수

정보완한도구를사용하 다.총29문항으로구성

하 으며,본연구에서는요인분석을한후간호

학교수 3인의검토를거쳐걷기(6문항),팔뻗치

기(5문항),몸단장하기(4문항),가사일수행(7문항),

자세변경(7문항)의 5개 하 역으로 구분하

다.각 문항은 ‘ 불편하지 않다’1 에서 ‘극

심하게 불편하다’4 의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수가 높을수록 불편감이나 일상활동장애 정

도가높음을의미한다.본연구에서의도구의신

뢰도는 Cronbach’sα=.967이었다.

4.요가 로그램 개발 용

요가는동작(아사나)과호흡,명상등으로어우러

져있으며,다양한신체동작을통해몸의유연성을

확보하고,기(氣)의흐름을원활하게하며,들떠있는

마음을가라앉히고정신을맑고투명하게한다
14)
.

본연구에서의요가 로그램은고령의노인들에게

용해야하므로신체에큰무리를주지않으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긴장도와 심신을 이완시

킬 수 있도록 강도의 동작들로 구성하 다.요

가 로그램은 비운동,본운동,마무리운동으로

진행되며구체 인내용은다음과같다(Table1).

Table1.YogaProgram

Step Exercise Time

Warm-up

▪Deepbreathing

▪Finger,wrist,andankletwist

▪Openmind

5min.

Main

exercise

Sitting

motion

▪hypogastricexercise

▪neckexercise

▪legexercise

▪anteflexionposture

▪kneewhack

▪butterflyposture

▪abdominalexercise

15min.

Supine

Motion

▪retortionofwaistandshoulder

▪gasposture

▪fishposture

▪crocodileposture

▪archposture

▪ploughposture

▪capillaryexercise

15min.

Prone

Motion

▪grasshopperposture

▪crocodileposture

▪upperbodytwist

▪snakeposture

▪catposture

15min.

Warm-

down

▪streeking

▪rolling

▪meditation

10min.

Healthconsultation&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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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가 로그램의 개발

(1) 비운동(5분)

기와 순환이 증가되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본 운동에 쉽게 응할 수 있도록 손가락,손목,

발목,목 운동 등의 몸풀기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분이 소요되었다.

(2)본 운동(45분)

본 운동은 앉아서 하는 동작, 워서 하는 동

작,엎드려서하는동작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

각은 5-7가지 형태의 체 를 포함하고 있어

상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주기 으로바꾸어가

며 실시하 다.

(3)마무리 운동(10분)

운동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워서 신 기

지개 체 ,롤링 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가로 신의 이완과 기, 의 순환을 진시

킨 후 명상 음악을 틀어 놓고 마음의 평정과 자

아를찾아가는명상으로유도하며총10분이 소

요되었다.

2)실험군에서의 요가 로그램 용

본 연구에서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

지1년간일주일에2회씩매회60분동안요가

로그램을 실시하 다. 로그램은 오 11시부

터 12시까지 보건진료소가 할하는 경로당 한

곳에모여보건진료소장이지도하 으며,장기간

에걸친 로그램이므로 상자의흥미를높이기

해요가동작을다양하게 용하거나간단한활

동들을 간에 포함시켜 운 하 다. 한 로

그램에결석한 상자는 보건진료소장이 화방

문이나 직 방문을 실시하여 건강상태 등을 살

핌으로써 상자의 참여율을 80%이상 유지하

다.

5.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K시소재의보건진료소와연계된경로당에서수

행되었다.실험확산효과를막기 하여해당보

건진료소에서 할하는노인 요가를희망하는

사람은실험군으로,동일한보건진료소와연계된

다른 경로당을이용하는 노인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조군으로 선정하 다. 상

자에게 연구의 목 ,내용,방법을 설명하고 서

면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이후라

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 다.실험

군과 조군은 요가 로그램을 실시하기 에

상자가 고령이므로 연구보조원이 설문지를 읽

어주어일반 특성과종속변수들을조사하 고,

건강상태를 악하기 해 압, 당,콜 스테

롤,키,체 을 측정하 다.사후측정은 1년간의

요가 로그램을실시한 후일반 특성을제외

한모든변수들에 해 사 조사와동일한방법

으로 측정하 다.

6. 상자의 윤리 고려

연구 상자에게 연구목 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에동의를구한 후동의서에서명을받

았다.연구참여동의서에는연구목 과,개인정

보는 안 하게 보호되고 연구목 으로만

사용될 것임과, 로그램 진행 도 에 본인의

뜻에 따라 언제라도 그만 둘 수 있음을 명시하

으며,설문에 한 의문사항이나 문제발생 시

연락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

다. 한 로그램은 20년간 지역주민들의 건강

을 돌보고 있는 보건진료소장이 개인별 상태를

고려하여 험성을 최소화하여 구성하 고,직

운 함으로써 연구 상자보호에 최선을 다

하 다. 한 조군을 한 윤리 고려는 실

험이 끝난후실험군에게 용한요가운동을수

정보완하여 용하기로 약속하 고 상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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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게 식사와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 다.

7.자료분석방법

수집된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17.0 로그

램을 이용하 다.

1)실험군과 조군간의일반 특성 종속

변수의사 동질성검정은Chi-squaretest,

Fisher’sexactprobabilitytest,t-test,

Mann-WhitneyUtest를 이용하 다.

2)가설검증을 한각 변수에 한실험군과

조군의차이검정은독립표본t-test를이

용하 다.

3)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

값을 이용하여 검정하 다.

III. 연구결과

종속변수들의 정규성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해 Shapiro-Wilktest를 이용하 고,검증결

과 수축기 압, 당,콜 스테롤,인지기능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정규 분포하 다.

1.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

건강 련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과 건강 련

특성에 한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2와 같

다.참여자의 성별은 조군에만 남자가 2명 포

함되었으며,실험군은 평균79.5세, 조군은75.9

세 고,실험군과 조군 각각 35.3%에서 배우

자가 있었으며,실험군의100%, 조군의 82.4%

가 졸 이하 다.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이 실

험군의64.7%와 조군의47.1% 고,스스로 건

강하다고 인지하는 사람은 실험군 35.3%, 조

군 23.5% 다.고 압이 있는 사람은 실험군의

52.9%, 조군의 29.4%이고,당뇨는 두군 각각

11.8%, 통증은 두군 각각 47.1%,어지럼증

은 실험군의 47.1%, 조군의 58.8%에서 호소

하 으며,규칙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조군의 23.5%와 실험군의 17.6%로 낮았다.이

상의 인구학 특성과 건강 련제특성은실험

군과 조군간에통계 으로유의한차이가없

어 두 집단 간 동질하 다.

2.두 집단 간의 종속변수에 한

동질성 검증

압은 실험군이 129.3/73.8mmHg, 조군이

127.8/77.8mmHg이었고,공복시 당은실험군이

129.9mg/dL, 조군이 146.2mg/dL이며,인지기

능(MMSE)은 실험군이 24.1, 조군이 21.9,우

울은두집단이각각5.88 과7.06 ,삶의질은

각각 3.98 과 3.71 이었다. 한 일상활동장애

총 은실험군2.25 , 조군2.0 으로실험군과

조군의 건강측정치인 압, 당,콜 스테롤,

인지기능과 우울,삶의 질,일상활동장애의 5개

하 역모두는통계 으로유의한차이가없어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3).

3.요가 로그램의 효과 검증

1)제1가설

“요가 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은 시행하지

않은 조군보다 우울정도가 더낮아질 것이다”

를검정한결과실험군은요가 로그램시행

5.88(15 만 )에서 시행 후 5.00 으로 0.88

낮아졌고, 조군은사 7.06 에서사후6.88

으로 0.18 낮아져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t=-1.990,p<.055)본 요가

로그램은 재가노인들의 우울정도를 감소시키

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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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HomogeneityTestforGeneralandHealthCharacteristicsbetweenExperimentalandControlGroups.

Exp.(n=17) Cont.(n=17)
ᵪ2(p)

n(%) n(%)

Gender*
Male

Female

0( .0)

17(100.0)

2(11.8)

20(88.2)
(.485)

Age

60-69

71-79

≥80

M±SD

1(5.9)

9(52.9)

7(41.2)

79.5±4.9

4(23.5)

8(47.1)

5(29.4)

75.9±7.5

2.192(.334)

1.628(.113)

Spouse
have

havenot

6(35.3)

11(64.7)

6(35.3)

11(64.7)
.000(1.000)

Education
Elementaryschool

Middleschool

17(100.0)

0( .0)

14(82.4)

3(17.6)
3.290(.227)

Cohabiter

Livealone

Spouse

Children

11(64.7)

5(29.4)

1(5.9)

8(47.1)

7(41.2)

2(11.8)

1.140(.565)

Economic

status

Low

Middle

High

2(11.8)

11(64.7)

4(23.5)

7(41.2)

8(47.1)

2(11.8)

3.918(.141)

Health

status

Good

Soso

Bad

6(35.3)

7(41.2)

4(23.5)

4(23.5)

4(23.5)

9(52.9)

3.141(.208)

Hypertension
Yes

No

9(52.9)

8(47.1)

5(29.4)

12(70.6)
1.943(.296)

Diabetes
Yes

No

2(11.8)

15(88.2)

2(11.8)

15(88.2)
.000(1.000)

Arthralgia
Yes

No

8(47.1)

9(52.9)

8(47.1)

9(52.9)
.000(1.000)

Dizziness
Yes

No

8(47.1)

9(52.9)

10(58.8)

7(41.2)
.472(.732)

Useofassistive

devices

No

Yes

6(35.3)

11(64.7)

9(52.9)

8(47.1)
1.074(.491)

Regular

exercise*
No

Yes

13(76.5)

4(23.5)

14(82.4)

3(17.6)
(1.000)

*Fisher’sexactprobabilitytest

Exp.=Experimentalgroup;Cont.=Contro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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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HomogeneityTestforDependentVariablesbetweenExperimentalandControlGroups.

Exp.(n=17) Cont.(n=17)
torZ(p)

M±SD M±SD

Systolic

pressure(mmHg)
129.3±13.0 127.8±23.7 -.605a(.563)

Diastolic

Pressure(mmHg)
73.8±10.3 77.8±7.0 -1.319b(.197)

FBS(mg/dL) 129.9±21.6 146.2±30.3 -1.500a(.134)

Total

Cholesterol(mg/dL)
158.1±31.7 148.8±45.1 .178a(.859)

Cognitivefunction

(MMSE)
24.1±4.1 21.9±4.0 -1.701a(.089)

Depression 5.88±3.10 7.06±3.90 -.974b(.337)

Qualityoflife 3.98±.73 3.71±1.06 .849b(.402)

Difficultyofdaily

activities
2.25±.65 2.0±3.71 .918b(.366)

Walking 2.4±21.02 2.15±.91 .830b(.412)

Stretcharms 2.47±.86 2.05±.76 1.521b(.138)

Grooming 1.62±.81 1.57±.71 .170b(.866)

Housekeeping 2.43±.71 2.24±.84 .726b(.473)

Posturechange 2.11±.62 1.97±.69 .596b(.555)

a;Mann-WhitneyUtest,b;t-test

Exp.=Experimentalgroup;Cont.=Controlgroup

M±SD=Mean±SD

2)제2가설

“요가 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은 시행하지

않은 조군보다삶의질정도가더높아질것이

다”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은 사 31.82 (40

만 )에서사후32.65 으로0.82 높아졌고,

조군은 사 29.71 에서 사후 27.59 으로 2.12

이 낮아져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t=

3.984,p<.001)본요가 로그램은재가노인들의

삶의질 정도를향상시키는데효과가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4).

3)제3가설

“요가 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은 시행하지

않은 조군보다일상활동장애정도가더낮아질

것이다”를검정한결과실험군은사 2.25 (4

만 )에서사후2.10 으로0.15 낮아졌고, 조

군은사 2.00 에서사후2.32 으로0.29 높

아져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t=-3.083,

p=.004)본 요가 로그램은 재가노인들의 일상

활동장애정도를감소시키는데효과가있는것으

로 나타났다(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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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EffectsofYogaProgramonDepression,QualityofLife,andDifficultyofDailyActivities

pretesta posttestb Difference(b-a)
t(p)*

M±SD M±SD M±SD

Depression
Exp 5.88±3.10 5.00±3.22 -.88±.93

-1.990(.055)
Cont 7.06±3.90 6.88±3.43 -.18±1.13

QualityofLife
Exp 31.82±5.80 32.65±5.40 .82±2.24

3.984(<.001)
Cont 29.71±8.50 27.59±7.05 -2.12±2.06

DifficultyofDaily

Activities

Exp 2.25±.65 2.10±.59 -.15±.25
-3.083(.004)

Cont 2.00±3.71 2.32±.72 .29±.54

Walking
Exp 2.42±1.02 2.17±.95 -.25±.53

-3.063(.004)
Cont 2.15±.91 2.49±.87 .34±.60

Stretcharms
Exp 2.47±.86 2.36±.75 -.11±.39

-2.858(.007)
Cont 2.05±.76 2.40±.85 .35±.53

Grooming
Exp 1.62±.81 1.62±.68 .00±.61

-.554(.583)
Cont 1.57±.71 1.69±.88 .12±.63

Housekeeping
Exp 2.43±.71 2.18±.67 -.24±.44

-2.618(.013)
Cont 2.24±.84 2.53±.80 .29±.72

Posturechange
Exp 2.11±.62 2.03±.54 -.08±.29

-2.302(.031)
Cont 1.97±.69 2.28±.70 .30±.63

*;t-testfromdifference(M±SD)

Exp.=Experimentalgroup;Cont.=Controlgroup

M±SD=Mean±SD

추가분석으로 일상활동장애를 하부 역별로

살펴보면걷기는실험군이사 2.42 에서사후

2.17 으로 0.25 낮아졌고, 조군은 사 2.15

에서 사후 2.49 으로 0.34 높아져 두 군 간

에유의한차이를보 다(t=-3.063,p=.004).팔뻗

치기는 실험군이사 2.47 에서사후2.36 으

로 0.11 낮아졌고, 조군은 사 2.05 에서

사후 2.40 으로 0.35 높아져 두 군 간에 유의

한 차이를 보 다(t=-2.858,p=.007).몸단장하

기 활동은 실험군과 조군에서 로그램 과

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가사일수행하기

는 실험군이 사 2.43 에서 사후 2.18 으로

0.24 낮아졌고, 조군은사 2.24 에서사후

2.53 으로 0.29 높아져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를보 다(t=-2.618,p=.013).자세변경은실험

군이사 2.11 에서사후2.03 으로0.08 낮

아졌고, 조군은 사 1.97 에서 사후 2.28

으로0.3 높아져두군간에유의한차이를보

다(t=-2.302,p=.031).

IV. 고 찰

본 연구는 생리 인 노화과정으로 인해 근력,

유연성,신체균형감각이 하된재가노인들에게

요가 로그램을 수행한 후 그 효과를 우울

삶의 질,일상활동장애 정도 측면에서 악해

으로써요가운동이노인의신체 ,심리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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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 인 노인건

강증진 로그램으로서가능한지를알아보고자하

다.이에요가 로그램의개발과정과그효과

검증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요가의 특징은 다양한 신체동작과 함께 호흡

과명상을 수행함으로써평소사용하지않는 신

체의각부분을수축과이완을통해유연성을향

상시키고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증진시킬

수 있으며,신체 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노

인에게 합한 운동이다
21)
.본 연구에서는 상

자의 평균연령이 79.5세의 여성노인이므로 고

령의 노인들에게 신체 무리가 가지 않으면

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강도 요가동작을 구

성하여 회기마다 변화있게 용함으로써

상자의 흥미를 유발하 다.

한본연구 상자의 반이상이독거노인

이었는데 로그램참여를통해 상자들이고립

되어있지 않고사회활동을 함으로써서로를 지

지하고소통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는데큰의

의가 있다.1년간에 걸친 장기간의 로그램이

므로 상자들의참여를지속 으로유도하는

략이필요하 고,이를 해 로그램운 시마

다 연구자가 상자들의 압, 당 등을 측정

해주고 건강상태에 해 상담해주었으며,출석

표를직 작성하도록하여 극 인참여를 유

도하 다. 한 결석자에 해서는 화나 직

방문을통해연구자가그 상황을확인하고 다음

로그램시참여를독려함으로써 로그램종료

시까지 참여율을 80%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었

다고 생각된다.본 연구에서는 로그램 주 운

자가 보건진료소장으로서 보건진료소에서

할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상으로 하 기 때

문에 평상시의 요가운동실천여부를 상자를 수

시로 만나 확인하고 독려할 수 있다는 이

로그램의 효과를높이는한 요인이되었을 것으

로 여겨진다. 한 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실시

한 노인운동 로그램들이 8주～12주로 운 되

었으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요가 로그램은 1

년동안의장기간에걸쳐노인들이거주하는지

역 내에서 보건진료소장이 건강 리와 함께 통

합 인 운동 로그램으로 운 하 다는 것이 타

로그램과 차별화된 이라 할 수 있겠다.그

러나 일 지역에서 17명의 노인을 상으로 1회

의 로그램 결과만을 분석했다는 과 요가운

동의 신체 효과를 과학 이고 객 지표로

측정하지 못한 ,그리고 요가이외의 다른 운

동 로그램들과 비교분석하지 못한 에서 한

계 을 지니고 있다.

본연구에서가설검증결과요가 로그램은노

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김

이순등(2006)
22)
도규칙 인요가는삶의만족도

를증가시킨다고하 고,김 희,박형숙(2001)
23)

은 요가운동이 노인의 삶의 의미를 정 으로

변화시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한 많은

연구에서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여러 사람이 함

께어울릴수있는사회참여활동이됨으로써은

퇴로 인한 역할상실을 해소하고 행복감을 추구

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24)25)
.삶의 질은 각 개인의 신체 ,정신 ,

사회 ,경제 역에서 느까는 주 인 안녕

의상태를의미하는것으로
26)
노년기의신체 ㆍ

심리 안녕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타인과 어

울릴 수있는집단형태의신체활동참여가바람

직함을 알 수 있었다.

노년기에는사회활동범 와역할이축소됨으

로인한소외감과수입감소,배우자나친구등의

사별에 따른 고독감,타인으로부터 받는 심과

인정이 어짐으로인한자아존 감의상실등으

로 좌 감과 우울에 빠지게 된다
27)
.노령화에 따

른어느정도의우울은불가피하다고할수있겠

으나 질병이나 심한 스트 스 등이 동반되면 노

인 우울은 더 심화되어 자살 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인들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재방안이 필요하다.본 연

구에서는 요가 로그램이 노인들의 우울감소에

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 는데 선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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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서는 요가뿐만 아니라 스포츠활동과 같은

동 여가활동이노인들의고독감이나우울을감

소시키는데효과 이었다고보고하여
28)29)30)

차이

가 있었다.본 연구결과에서 실험군이 조군보

다우울이 더낮아질것이라는가설이지지되지

않은 것은 요가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이나

실시하지 않은 조군이 동일하게 사 조사보

다는 사후조사에서 우울이 더 감소하 기 때문

에두군간의우울정도의 감소에는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이는 조군이라 할지라도 요가

로그램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지역의

경우 보건기 에서 노인건강 리사업을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보건기 이나 보

건진료소에서 지속 인 건강 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 으로 노인들의 우울정도는 감소

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에 있어 일상활동능력은 생활에서의 활

동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간의 삶에서 자기

리를 유지하고 개인의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역할과 자아성취를 이루는 것이다.그러

나 자신에 한 리와 환경 리에 한 능

력이 하되면 자존감의 상실,의존성,그리고

부정 인감정을가져올수있다
31)
.노년기의신

체 인기능 하를완 히 막을수는없으나

한 신체활동과 규칙 인 운동으로 근력이나

유연성,체력의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과 자립된 활동에 필요

한최 한의능력을잃지 않도록 한 재가

요구된다.본 연구에서 요가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일상활동장애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일상활동장

애 정도는총5개의 역인걷기,팔뻗치기,몸단

장하기,가사일수행하기,자세변경하기로 나

어 살펴본 결과 걷기,팔뻗치기,가사일 수행하

기,자세변경하기에서 정 으로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고,몸단장하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요

가동작 가스자세,물고기자세,쟁기자세,메

뚜기자세,악어자세 등이 근육에 부하를 으로

써 상체와 하체근력을 모두 증가시켰다고 해석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노인들의 신체능력이나 일상

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다양한 로

그램을 사용하 는데 박 주와 박인혜(2010)
32)

는경로당여성노인에게타이치운동을 용한결

과일상생활수행능력이유의하게증가하 고,추

연경과손 호(2012)
33)
는노인들에게복합운동

로그램을 용하여 건강체력을향상시켰다고 하

으며,김 희와 박형숙(2001)
23)
은 요가가 노

인의 양쪽어깨 가동범 를향상시켰다고보

고하 다. 한 Schmid등(2010)
34)
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75분씩 주2회 12주간의 요가를 실시한

결과정 밸런스만유의하게향상되었고,유연성

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FanandChen(2011)
35)

은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12주간의 요가를 실

시한 결과 덤벨들기,의자에 앉았다 서기에서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그리고 허정분 등

(2010)
36)
은 12주간의 요가실시 후 평형력과 유

연성이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고,우울과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 다.김상우와 배윤

정(2002)
37)
은 노인에게 12주간의 유산소 근

력운동 용 후 유연성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하 으나 강창균 등(2010)
38)
은 12주간의 요가

운동이 노인의 유연성과 근지구력 걷기능력

을향상시켰다고하여 요가는신체의모든근육

과 을사용해서하는운동으로요가의동작

들은 평소에움직이던 방향과반 방향으로몸

을 움직이게 해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과 을유연하게 해 다는 에서신체

기능 향상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논의결과노화는다양한측면에서생

리 기능을 쇠퇴시키며,신체의 운동능력을 서

서히 감소시키고,이는 질병이나 무기력한 생활

로이어져건강 련삶의질을떨어뜨리는 요인

이 되므로(KirchengastandHaslinger,200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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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을통한체력수 을향상시키는것이노

인보건향상을 한 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요가는 다른 운동과 달리 갑작스런 수축작용 없

이근육과인 를부드럽게이완시킨다. 한요

가동작들은 최소한의 에 지만 소비하므로 각

조직에 산소를 충분히 공 하고 근육에도 무리

를 주지 않으므로 노약자나 환자들도 무리없이

할수있는운동으로요가는몸과마음의수행에

효과 이며,특히 노인의 건강을 통합 으로

리하는 좋은 근법이라 할 수 있겠다.

V. 결 론 

재가노인들을 상으로 1년간의 요가 로그

램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요가 로그램이 노인들의 우울 수 을 감

소시키는데 효과 이지는 못하 다.

2.요가 로그램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정

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3.요가 로그램이 노인들의 일상활동장애

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다.특히 걷기,팔뻗

치기,가사일 수행하기,자세변경하기 활동이

향상되어 노인의 상체와 하체근력을 증가시

킨 것으로 나타났다.

4.앞으로 분기별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반

복측정을 통해 운동지속 기간에 따른 신체능력

의 변화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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