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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고 유병기간이 길어지면서 치매환자를 주로 돌보는 

가족구성원인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주부

양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면 환자 부양이 소홀해질 수 있는 위험

이 있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부양자의 통합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주부양자의 통합성이 향상되면 치매환자 간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환

자부양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 통합성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요가는 주부양자의 정신적 건강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

로 보고되었으나 신체적 지표와 함께 최종적으로 통합성을 향상시키는지는 

아직 연구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로이의 적응이론에 따라 요가프로그

램이 통합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사실험연구로 비동등성 전후 대조군 설계로 진행하였다. 60세 이상 주

부양자 36명을 각 18명씩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편의 배정하였다. 실험군에

게 8주동안 요가프로그램을 1주일에 1회씩, 1회에 90분간 진행하였고 대조

군에게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다. 중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증상, 피로, 체력, 우울, 부양부담, 통합성을 프로그램 전후에 측정하였

다. 두 군이 동질하지 않아 공변량분석(ANCOVA)으로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신체증상(p<.001)과 피로(p<.001)가 

감소하였다. 체력에서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p=.031), 아령들기

(p=.009), 2분 제자리걷기(p=.021), 의자에서 앉아 앞으로 굽히기(p=.039), 

등 뒤로 손잡기(p=.065), 240 cm 왕복걷기(p=.254)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우울(p<.001)과 부양부담(p<.001)이 감소하였고 최종적으로 통합성(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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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요가프로그램은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신체적 불편감과 정신

적 고통을 감소시켜 최종적으로 통합성을 향상시켰다. 치매환자 주부양자

의 삶을 향상시키는 간호중재로 요가프로그램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주 요 어 : 치매환자, 주부양자, 요가, 통합성 

학     번 : 2013-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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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2년 국내 치매환자는 53만명으로 2008년 42만명에 비해 26.8%가 

증가하였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2030년에는 117만명으로 늘어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a). 2008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치매관리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양역

할의 대부분은 여전히 가족이 담당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b). 환자를 

주로 돌보는 가족구성원인 주부양자는 부양을 위해 개인 생활의 많은 부분

을 포기하여 부담이 가중된 상태이고 특히 건강까지 악화되고 있어 이를 우

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권중돈 등, 2002; 박건우, 김지연, 최문기와 정재범, 

2012; 성미라, 이명선, 이동영과 장혜영, 2013). 따라서 치매환자 주부양자

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중요한 간호학적 의제이다. 

치매환자의 부양 과정을 떠안은 주부양자는 신체적으로 피로해지고 쇠약

해져(김효신, 2010; 이강오, 1996) 우울이 증가하고(Epstain, 2009) 치매

환자의 문제행동이 악화되거나 부양기간이 늘어나 부양부담이 증가하면(권

중돈 등, 2002; Mace & Rabins, 2011) 환자를 학대하거나 동반자살하는 

등 극한 선택을 하는(김원경, 2014) 등의 위기상황에 있다. 주부양자의 건

강악화와 우울, 높은 부양부담은 환자를 노인요양시설로 보내는 주요 원인

으로(권중돈, 1996a; 보건복지부, 2012b), 시설로 보내진 환자는 지역사회

에 거주하는 환자와 동일한 중증도임에도 문제행동을 더 많이 유발하여 적

절히 치료받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2b; 성미라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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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양자가 환자 부양에 대해 적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시설입소를 지연

시킬 수 있어(권중돈, 1996b; 보건복지부, 2012b) 주부양자의 적응력을 높

이기 위한 간호중재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주부양자와 환자를 동시에 간호

하는 것이므로 간호학적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부양자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국내 중재연구에서는 대부분이 교육과 상담

을 적용한 연구이고 원예치료(박경남, 2015), 집단표현예술치료(김용일, 

2014), 집단미술치료(권혁례와 한규량, 2006)를 적용하는 등 세 편의 연구

가 있을 뿐으로 간호학계의 실험연구는 극히 미미하다(김연주, 2014). 교육

과 상담은 매우 필요한 중재임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의 초기단계에 간헐

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김수영, 2003) 평균 19.5년 이상의 오랜 

부양기간(보건복지부, 2012b)을 주부양자를 건강하고 안녕하도록 돕는 간

호중재방법의 마련이 대단히 시급하다. 또한 주부양자의 건강향상을 위한 

간호중재연구는 신체증상을 감소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주요 증상인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내야 하며, 부양부담을 줄여 장기 

부양 과정에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강현숙 

등. 1999; 성미라 등, 2013; Antonovsky, 1979). 

인간의 적응력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 간호임을 주장한 Roy (1988)는 이

를 적응이론으로 정리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간호중재의 방향을 설명하

였다. Roy (1988)는 주변의 자극 속에서 조정과정이 부적절하면 신체적 기

능이 저하되고 자아개념이 부정적으로 되어 역할기능이 떨어지면서 부적응

상태에 이른다고 하였다. 반대로 환경의 자극이 있더라도 조정과정에 따라 

신체적 기능이 증가하고 우울이 감소하고 부양부담이 감소하면 적응력 즉 

통합성(Antonovsky, 1979)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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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부양자에게 필요한 간호중재는 통합성이 증가하도록 돕는 방향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재가 장기간 지속적

으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주부양자로 노인층이 증가하니 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격렬하지 않으며 부드러운 운동이어야 한다.  한편 치매 환

자를 돌보는 부양은 주부양자의 삶에 편승되어 하루 24시간동안 이루어지

므로 주부양자의 사회적 활동이 제약된다. 그러므로 치매환자와 함께 있으

면서도 실내, 실외 어디에서든 장소와 시간에 있어서 구애되지 않게 자율적

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주부양자를 위한 여러 중재방법(인지 행동치료, 행동관리

기술, 인터넷 지지, 그룹별 이완방법, 요가, 운동치료, 보조자 투입 등) 중에 

요가가 주부양자의 심리적 안정을 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체계

적 문헌고찰 방법을 이용하여 설명한 바 있다(Cooper, Balamurali, 

Selwood, & Livingston, 2006). 따라서 요가가 위에 거론한 주부양자에게 

적합한 중재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로이의 적응이론에 따라 

최종적으로 주부양자의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요가는 5,00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가진 정신수련방법이다. 요가의 수련원

리인 멈춤과 관찰을 이용하여 다양한 요가자세, 요가호흡과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어 점차 삶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Rama, 

2006). 현대에 이르러 요가는 2형당뇨병환자(Aljasir, Bryson, & Al-shehri, 

2010; Innes & Vincent, 2007), 신경정신병 환자(Balasubramaniam, 

Telles & Doraiswamy, 2012), 불안환자(Kirkwood, Rampes, Tuffrey, 

Richardson, & Pilkington, 2005) 등에 적용하여 신체정신상관 질병을 완

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연구되었으며(한국요가학회, 2012; Rama, 

2006), 대상자 수준에 맞추어 노인이 할 수 있는 저-중강도 수준으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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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 반복하여 익히면 혼자서 언제 어디서든 자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Iyengar, 1997) 위의 특성을 충족시킨다. 

요가를 치매환자의 주부양자에게 적용한 선행연구는 외국의 2건으로, 한 

편은 요가가 우울과 불안이 감소되는 것을 검증하였고(Waelde, Thompson 

& Gallagher-Thompson, 2004), 다른 한 편은 치매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만성질환자의 주부양자에게 요가를 적용하여 체력과 통합성의 향상이 있었

다고 보고한 연구(Van Puymbroeck, Payne & Hesieh, 2007)가 있다. 그

러나 치매환자의 주부양자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

여 주부양자의 신체적 지표, 정신적 지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합성 지표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치매환자 주부양자를 대상자로 한정하고 요가프로그램이 

주부양자의 통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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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환자의 주부양자에게 요가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로

이의 적응이론에 따라 신체증상, 피로, 체력, 우울, 부양부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최종적으로 통합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치매환자의 주부양자를 위한 요가프로그램이 주부양자의 신체증상, 

피로, 체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2) 치매환자의 주부양자를 위한 요가프로그램이 주부양자의 우울에 미치

는 효과를 규명한다. 

3) 치매환자의 주부양자를 위한 요가프로그램이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4) 치매환자의 주부양자를 위한 요가프로그램이 주부양자의 통합성에 미

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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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주부양자 

주부양자란 치매환자 부양에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부분의 부양역할

을 맡아서 하는 한 명의 가족구성원이다. 본 연구에서 주부양자는 S시 Y구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센터 내에서 인지치료를 받고 있는 치매환자의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치매환자는 S시 Y구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로 선별검사를 받은 후 3차 의료기관 전문의사의 

정밀검진을 통해 경도치매(치매임상평가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CDR 0.5~2.0)로 진단(유승호, 2007; 한지원 등, 2010)받은 자를 말한다. 

 

2) 요가프로그램 

요가프로그램이란 요가의 철학체계를 근간으로 인간의 내적자아를 발견

하기 위해 구성된 8지칙 수행방법(류경희, 2004)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안전하게 수련하도록 요가자세, 요가호흡, 명상을 중심으로 순서를 구

체적으로 배열한 것을 말한다(Iyengar, 1997).  

본 연구에서 요가프로그램이란 만성질환자의 주부양자와 노인을 대상으

로 개발한 요가프로그램(이혜경, 박종성, 구광수와 홍예주, 2013; Chen, 

Tseng, Ting, & Huang, 2007, Van Puymbroeck, et al., 2007)을 본 연구

자가 60세 이상인 대상자에게 적합한 요가자세와 요가호흡, 명상으로 보완

하여 다시 조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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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증상 

신체증상이란 내적 외적 자극으로 인해 생긴 우울같은 부정적 감정이  

지속되어 신체의 생리적 변화가 외적 증상으로 발전되어 나타난 것을 말한

다(Kroenke, Spitzer, & Williams, 2002). 

본 연구에서는 신체증상 측정도구(Patient Health Question: PHQ-15) 

(Kroenke, et al., 2002)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높은 점수일수록 신체증

상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4) 피로 

피로란 졸리고 둔하여 집중하지 못하면서 신체적으로 불편한 특성을 갖

고 있는 주관적 증상들을 말한다(Yoshitake, 1978).  

본 연구에서 피로는 피로자각 증상 조사표(subject symptoms of fatigue 

test) (일본산업위생협회 산업피로연구회, 2002)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

다. 높은 점수일수록 피로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5) 체력 

체력이란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신체적 고통 없이 할 수 있도록 이

끌어가는 신체적 능력을 말한다(Jones & Rikli, 2002). 

본 연구에서 체력은 6가지 노인체력검사(Jones & Rikli, 2002)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① ‘40cm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는 높은 점수일수록 하지

근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② ‘아령들기’는 높은 점수일수록 상지근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③ ‘2분 제자리걷기’는 높은 점수일수록 전신지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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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것을 의미한다. ④ ‘의자에 앉아 앞으로 굽히기’는 높은 점수일수록 하

체유연성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⑤ ‘등 뒤로 손잡기’는 높은 점수일수록 

상체유연성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⑥ ‘240cm 왕복걷기’는 낮은 점수일수

록 민첩성과 동적 평형성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6) 우울 

우울이란 부정적인 사건의 연속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기분저하가 아닌 

병적으로 근심, 침울함, 무기력한 느낌 등을 지속적으로 갖는 기분장애를 

말한다(Radloff, 1977). 

본 연구에서는 단축형 자가보고형 우울증 측정도구(Short form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10) (Radloff, 

1977)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높은 점수일수록 우울이 심한 것을 의미한

다. 

 

7) 부양부담 

부양부담은 치매환자의 문제행동과 인지기능,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환

자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사회적 어려움과 

불편감의 정도이다(Zarit, Reever & Bach, 1980). 

본 연구에서는 단축형 자릿 부양부담평가척도(Short Zarit Burden 

Inventory; S-ZBI) (Zarit et al., 1980)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높은 점

수일수록 부양부담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9 

8) 통합성 

통합성은 환경의 자극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

는 태도에서 나오는 적응력을 의미한다(Antonovsky, 1979). 

본 연구에서 통합성은 단축형 통합성 측정도구(The Sense of Coherence 

13-short form: SOC 13-short form)(김경숙, 2013; Antonovsky, 1993a)

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높은 점수일수록 통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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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과 건강상태 

가족 내에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어느 한 명의 가족구성원이 주된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주부양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의 일상생활 패턴을 축소

하거나 중단하여 환자를 간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는 부양과정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일으킴은 물론, 신체적 피로, 부담감, 

우울 등을 양산한다. 주부양자의 건강상태가 점차 악화되면 치매환자에게 

짜증을 내거나 심하면 학대를 하기도 한다(강현숙 등, 1999; 김효신, 2010; 

성미라 등, 2013; 이강호, 1996).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가에서도 주부양자는 환

자의 치매증상을 발견하고 중증치매로 진행되어 신경기능 저하로 인해 폐

렴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평균 10~20년 이상 환자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권중돈 등, 2002; 보건복지부, 2011; Mace & Rabins, 

2011). 경도 치매를 시작으로 환자는 옷 입기, 씻기 등 일상생활을 하지 못

하고 중등도 치매와 중증 치매를 거치면서 폭력과 의심이 심해지는 공격성

향을 보이고 집을 나가 거리를 배회하는 등 문제행동을 보이게 되어 하루 

종일 보호와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은 매우 크다

(권중돈 등, 2002; 김태현과 전길양, 1995; Mace & Rabins, 2011). 또한 

부양부담은 환자의 치매정도가 심할수록, 주부양자가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을수록, 하루 부양시간이 길수록, 주부양자가 노인일 때, 관계가 부부관

계일 때에 증가한다(권중돈, 199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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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

차 늘어나고, 그 부양기간이 또한 길어지면서 주부양자의 신체건강은 점차 

악화된다. 환자를 혼자 안고 씻기고 먹이고 들어서 옮겨야 하는 등의 소소

한 온갖 수발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지치게 됨(성미라 등, 

2013)으로써 주부양자의 47.6% 정도가 건강이 나쁘고(김수영, 2003) 휴식, 

수면,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망률이 63% 증가하였다는 보고(Schulz 

& Beach, 1999)가 있다. 심지어는 환자와 동반자살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김원경, 2014) 상황이 열악하다. 

우리나라 주부양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배우자(32%), 딸(30%), 며느리

(21%)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노인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주부

양자로 배우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배우자 자신도 치매환

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고령자로 건강에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지지망이 위축되어 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생존기간이 증가할수

록 주부양자의 연령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부양부담은 더욱 악화되고 있

는 실정이다(유문숙 등, 2010; Cattanach & Tebes, 1991). 

의료기술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치매환자의 수명을 연장시켜 부양기간은 

더 길어지고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이끈다(유문숙, 2010). 이렇게 

장기적이고 증가된 부양 부담은 주부양자의 우울을 증가시키고 신체를 피

로하게 하며 역할분담에 따른 가족간 갈등을 증가시켜 결국 치매환자를 학

대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극한 선택을 하는 원인이 된다.  

주부양자의 이러한 상황은 주부양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주

요 간호문제로 지적되었으나 아직 해결하기 어려운 간호학적 의제로 남아

있다(이경화와 방상분, 2012).  

신체 건강이 나빠지는 것과 함께 우울이 증가한다.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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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릴 확률 2~3배로 주부양자의 절반 이상이 만성적 우울을 갖고 있고

(Epstain-Lubow, 2009), 우울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는 악순환에 빠진다(Novak & Guest, 1989). 측은한 마음과 죄책감

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우울이 증가하기도 한다(서경현과 

천경임, 2009).  

주부양자의 우울이 증가하는 원인은,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이 심해지고 

부양기간이 늘어날 때, 다른 가족들이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주부양자가 직

업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관계가 친밀하지 않을 때, 경제수준이 낮을 때, 

종교가 없을 때 우울이 증가하였고(서경현과 천경임, 2009), 주부양자가 남

성일 때, 고령일 때, 치매환자가 주부양자와 반대 성별일 때도 우울이 증가

하였다(이강오, 1996). 또한 요양보호사 서비스 같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

지 못하거나 주부양자가 며느리일 때도 우울이 증가하였다(김수영, 2003). 

통합성(sense of coherence)은 삶의 낙관적 태도에서 나오는 적응력을 

의미한다.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여성 일부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한 Antonovsky (1979)는 그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원

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는 것은 삶의 낙관적 태도가 깊은 영향을 

미쳐 적응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굴곡이 있는 인생사에 일희

일비하지 않고 새옹지마의 관점으로 길게 보면서 어려운 내적 외적 상황에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합성이 높다고 표현하였다

(Antonovsky, 1979, 1987).  

Antonovsky (1979)는 인생을 살면서 발생하는 외적 내적 자극들은 구조

적인 면이 있어 예측과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측면, 이러한 

자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원을 찾아내고 유지하려는 측면, 자극을 

도전으로 이해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측면을 종합하여 통합성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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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 세 가지 측면이 지속적으로 강해지면 자신감을 가지면서 환경 자

극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통합성이 높은 사람은 환경 자극이 심한 상황에서도 이 세 요인이 내적으

로 강하게 바탕을 이루고 있어 밝게 웃을 수 있고 건강하며 활기차게 살아

갈 수 있는 반면, 통합성이 낮은 사람은 작은 긴장에서도 불안, 우울과 두려

움으로 가득 차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Lindström & Eriksson, 2006). 또 삶을 낙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통합

성이 높은 사람은 자극에 강하게 견디고 건강상태가 좋다고 하였다(김경숙, 

2013; Chung, 1999).  

피할 수 없는 자극에 적응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고 적응

력이 높으면 잘 대처할 수 있어 건강하게 된다는 통합성의 원리는 치매환자

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주부양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

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통합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통합성이 높은 사

람은 환자뿐만 아니라 주부양자의 신체건강, 정신건강까지도 잘 챙겨나가

는 경향이 있으나, 통합성이 낮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

고하였다(Thygesen, Saevareid, Lindstrom & Engedal, 2009).  

주부양자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문제행동을 견디며 환자와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면서도 받아들이고, 주변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조사하여 이용하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건강과 안위도 함께 돌보아야만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극복해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김춘미, 2005; 김태

현과 전길양, 1995; 성미라 등, 2013; Mace & Rabins, 2011). 그러나 시

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상황이 결과적으로 주부양자의 ‘포기하는 삶’(강현숙 

등, 1999)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또는 ‘덤으로 얻은 내 삶의 무지개(성미라 등, 2013)’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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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고려한다고 해도 자신의 행복을 획득하기 위

해서는 주부양자의 내적 강함이 필수적(성미라 등, 2013)이라 할 수 있다. 

내적 강함이란 상황을 이치에 맞게 명백히 인식하고 위기를 기회로 여기며 

도전을 환영하고 주변의 정보를 모으고 끌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

는 것, 즉 통합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Antonovsky, 1987). 통합성을 키우

는데 있어서 긍정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Antonovsky, 

1987; Fredrickson, 2001). 

치매를 30년 이상 연구한 국내외 주요 연구진들은 치매환자의 건강과 부

양자의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

도록 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

리고 있다(권중돈 등, 2002; Mace & Rabins, 2011). 미국의 경우 테크놀

로지(전화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건강관리 중

재를 하였고(Mace & Rabins, 2011), 일본의 경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마

을단위 카페 같은 지정장소에서 주부양자를 만나 친교의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 상담을 하여 우울을 감소시켰다(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2014). 그

러나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교육과 상담을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주부양

자의 신체건강을 향상시키는 간호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는 없었다(이경화

와 방상분, 2012). 또한 주부양자들은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

하고, 운동 등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했으며, 단 하루라도 

쉴 수 있는 휴식을 원하기 때문에(권중돈 등, 2002; 서경현과 천경임, 2009; 

이강오, 1996; 조윤영, 2008; Mace & Rabins, 2011) 이를 간호중재방법

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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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가의 효과 

간호학에서는 인간을 바라보는 주요 관점에 따라 건강에 관한 이론적 정

의를 다르게 내리고 있다(박영숙 등, 2008). 신체건강도 이와 마찬가지로 

간호의 4가지 메타 패러다임 중 인간, 환경, 건강, 간호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박영숙 등, 2008), 적응의 관점에서 보면 신체건

강이란 환경의 변화와 위험이 내외적으로 발생할 때 인간이 이에 적응하려

고 노력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적응과정을 원만히 이루어내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Roy, 1988; Selye, 1978). 신체는 내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며 하부체계인 조직과 기관은 여러 반응들에 적응하

려고 한다(Selye, 1978). 그러나 주변 환경의 과도한 자극이 오랜 시간 지

속되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오면서 생리적인 불균형이 지

속되고 이는 신체 건강에 위협이 되어 질병을 발생시킨다(대한스트레스학

회, 2013; Selye, 1978).  

요가는 특정한 요가자세, 요가호흡, 명상을 멈춤과 관찰의 원리를 이용하

여 느린 속도로 반복 수행함으로써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긴장을 이완한다

(Iyengar, 1997). 예를 들어 머리를 발보다 아래로 놓는 자세는 뇌에 혈액

을 쏠리게 하여 세포에 산소를 원활히 공급하고(안의태 등, 2007; Rama, 

2004), 신체를 6가지 방향(앞, 뒤, 양 옆, 그리고 양 옆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다양한 자세들은 복부근육과 내부장기근육 그리고 등

근육을 이완시켜 척수신경과 자율신경 그리고 내분비계통 기관의 혈액순환

을 도와준다(이태영, 2003; Rama, 2004).  

한편, 요가는 다른 신체활동과 다르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을 중

요하게 여긴다(Rama, 2004). 호흡을 매 순간 알아차리는 방식은 들숨과 날

숨 속도에 변화를 주는 방식과 혼합되어 흉강의 압력에 변화를 주고 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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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동맥을 이완시켜 심박동의 수를 감소시킨다(이혜경 등, 2013; Rama, 

2004). 심장근육의 이완은 뇌혈관의 긴장을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전신의 이완을 이루는 효과를 보인다(한경숙, 2009).  

또한 요가는 다른 신체활동과 다르게 명상수련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명

상은 생각을 제어하는 힘을 키워 여러 가지 생각으로 긴장되어 있는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하는 효과가 있다(장현갑, 2004; Kabat-Zinn, 2003; 

Rama, 1995).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요가의 특징을 이용하여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

람들의 신체건강 향상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배우자가 주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상자를 60세 

이상 노인층으로 하였다. 대상자인 노인층에 해당된 요가 관련 연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리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보면, 요가는 체지방, 혈

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김영희와 박형숙, 1996; 김이순, 곽이섭

과 조봉수, 2006; 유주연, 이난희, 이청무와 김민정, 2010; 이혜경 등, 

2013), 혈중 코티졸 농도를 감소시켰다(김영희와 박형숙, 1996; 이현주와 

최봉길, 2015). 또한 요가수련 후 노인여성의 면역글로불린 IgA, IgG, IgM

이 증가하였고(이현주와 최봉길, 2015), 당뇨병,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지표인 apolipoprotein B/apolipoprotein A-1 비율이 감소되

었고 C-peptide가 감소하였다(전혜린과 한승완, 2010). 혈당을 감소시키

고 혈관탄성도를 향상시켰으며 젖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황희정과 

임인수, 2010).  

신체증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요가수련이 노인의 요통을 감소시켰고

(유시영, 홍순안과 문경래, 2013), 근골격계(머리, 허리, 목, 어깨관절, 등 

부위)의 통증을 감소시켰다(이혜경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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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사 지표를 중심으로 보면, 요가는 평형력, 근력, 유연성, 전신지구

력을 향상시켰고(김이순 등, 2006; 김재구, 2013; 허정분, 박남희와 김윤희, 

2010), 80~90세 초고령 여성노인의 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근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강혜영, 진승모와 김원중, 2015).  

요가는 이와 같이 60세 이상 노인층의 신체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나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신체건강에 효과를 

보이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 한 건이 있다(Van Puymbroeck et 

al., 2007). 그러나 이 연구가 치매환자의 주부양자를 대상자로 한정하지 않

고 다양한 질환자의 주부양자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본 연구대상자와 동일

한 대상자로 연구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주부양자의 신체건강은 환경의 지속적인 자극에서 생긴 생리적 반응이 

신체증상으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증상, 피

로, 체력을 지표로 하여 요가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우울은 부정적인 생리적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나타난다.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지속되면 이를 받아들이는 뇌에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수질 축

이 과도하게 활성화하여 에피네프린, 코티졸 등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로 인해 교감신경계가 강화되고 심장박동수가 증가되고 장 운

동이 억제되며 혈관이 수축되는 등의 Fight-flight로 표현되는 신체반응을 

보이는데, 2개월 이상 내분비 및 면역계통과 신경계의 변화가 지속되면 우

울증이 생길 수 있다(대한스트레스학회, 2013).  

우울증과 신체 내적 반응이 서로 영향을 주며 향상되기 때문에 운동과 같

은 비약물적 생활요법으로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면 신경계(김지선, 2015; 

김 홍, 2007), 내분비계(오상덕과 송지혜, 2014; 전혜린과 한승완, 2010; 

정주하, 박치욱과 양점홍, 2013), 면역계(박상갑, 김은희와 권유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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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와 최봉길, 2015; 정주하 등, 2013)에 변화를 주어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으로 실제 다양한 유산소운동이 개발되고 적용되었고, 

이 중 요가를 여러 대상자에게 적용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요가는 노인의 

우울(김이순 등, 2006; 김재구, 2013; 허정분 등, 2010), 중년여성의 우울

(박상갑 등, 2008), 치매 고위험군의 우울(김현주, 2011), 유방암 수술환자

의 우울을 감소시켰다(오상덕과 송지혜, 2014).   

그런데 요가는 걷기, 자전거타기, 수영 등 유산소운동과 다른 방법으로 

신체를 다룬다. 요가는 육체와 마음을 모두 물질로 간주하여 마음을 미세한 

물질로 몸은 거친 물질로 설명하고 있다(김선미, 2013; Rama, 2006). 이는 

일부 생명과학자들이 우울, 분노, 기쁨과 같은 감정을 물질로 본 것과 유사

하다(Barlow, 1972; Crick, 1995). 현대에 와서 마음과 뇌세포가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을 f-MRI로 증명하고 탐구하는 과학계 노력이 활발하고 이와 

더불어 물질의 최소단위로 알려진 원자 내부의 거대함을 연구하는 양자물

리학이 발전하면 마음이 미세한 물질이라는 요가의 설명을 과학적으로 증

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선미, 2013). 따라서 요가는 이러한 판단을 

기본으로 하여 거친 물질인 몸을 이용하여 미세한 물질인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서 요가자세를 들숨 날숨을 의식하며 느리게 한다(김선미, 2013). 예를 

들어, 물고기자세와 같이, 이름이 설명하는 최종 모습에 다다르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로 멈추어서 자신의 호흡과 근육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방식(이지나, 1996; Iyengar, 1997)이기 때문에 다른 운동에서 

하듯이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 신체근육을 움직이는 것과 다르다. 

요가자세의 방식인 최종모습에서 멈춤의 시간을 10초 이상 길게 가짐으

로써 각 장기를 둘러싼 근육과 혈관, 신경을 느린 속도로 자극하고 이완하

여 혈액순환이 되어 산소를 공급하도록 한다(이지나, 1996; Iyenga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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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 2004). 또 자세를 할 때마다 일정시간 동안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호흡에 집중하여 근육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요가호흡과 명상의 기법

이다(왕인순, 조옥경과 안경숙, 2007; 조옥경과 김명권, 2009). 요가자세와 

요가호흡과 명상의 이러한 조합으로 인하여 신체 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

져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된다(윤신중과 백승현, 2011; 이혜정, 이원

재와 이소정, 2014). 

본 연구의 대상자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생긴 우울을 감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요가자세, 요가호흡, 명상은 이를 도와줄 것으로 생각한다. 

주부양자는 환자를 부양하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생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자들은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개념화하였고 개념의 주된 방향에 따라 구분하여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권

중돈, 1996a). 부양부담은 부양으로 인해 생긴 영향으로 주부양자가 주관

적으로 느끼는 불편감이란 개념에 따라 Zarit 등(1980)은 부양부담을 시간

적 부담, 자기발전적 부담, 경제적 부담, 신체적 부담, 사회적 부담, 정서적 

부담 등 6가지 영역으로 설명하였고 Novak과 Guest(1989)는 시간-의존적 

부담, 발달상의 부담, 신체적 부담, 사회적 부담, 정서적 부담이라는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또 권중돈(1996)은 사회적 활동의 제한, 노인-주부

양자 관계의 부정적 변화,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심리적 부담, 재정 및 

경제활동상의 부담, 건강상의 부담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를 볼 때 주요연구자들이 사회적 활동 제한으로 인한 부담, 경제적 부담, 신

체적 부담, 심리적 부담을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가

자세, 요가호흡, 명상의 반복훈련을 통해 신체 건강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켜 신체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어 부양부

담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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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친척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적 지지망이 증

가하여 부양자의 부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김태현과 한은주, 

2000), 본 연구에서는 주부양자가 치매환자를 돌봄으로 인하여 사회적 활

동이 제한되어 나타나는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사

회적 활동 제한으로 인한 부담이란 치매환자의 부양으로 인하여 사회적 역

할 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 친구를 만날 수 

없게 되거나 심하면 전화접촉조차도 불가능하게 되고 환자의 문제행동으로 

이웃에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이웃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는 모습으로 되어 버리

는 것을 말한다(강현숙 등, 1999; 권중돈, 2004). 본 연구에서는 일대일 진

행이 아니라 실험군의 경우 집단으로 실시된다.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환

자를 대상으로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90분 동안 주부양자는 치매환자

에게서 분리되어 다른 주부양자들과 함께 8회기의 요가프로그램을 참여하

게 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사회

적 활동 제한으로 인한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요가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이 사회적 활동 

제한으로 인한 부담, 신체적 부담, 심리적 부담의 측면에서 감소하여 전체

적으로 부양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간호이론가 Roy는 인간이 자극을 받았을 때 적절한 대처기전을 발휘하

여 신체적 심리적 기능을 회복하여 적응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간호라고 하

였다(Roy, 1988). 인간이 자극을 받는 수준이 2~3개월 이상 지속되고 신체 

항상성을 위협할 만큼이 되면 소진의 단계로 넘어간다(Selye, 1978). 홀로

코스트 상황에서의 유대인과 같이 소진의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조차도 내

적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자극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 자극으로 인해 생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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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이러

한 일련의 과정을 부담으로 보기보다 도전으로 삼아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고 하는 마음의 힘을 통합성이라고 한다(Antonovsky, 1979, 1987).  

Antonovsky (1987)는 이 깊고도 강한 내적인 힘을 통합성이라고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해력, 관리력, 의미부여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후대 연구자들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 내적

인 힘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자원

을 잘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김경숙, 2013; Weissbecker et al., 

2002).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 통합성이 정신심리적 건강과 강한 정적 상관

성을 보여 통합성이 높은 사람은 정신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주변 자극에 강

한 면모를 보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Flensborg-Madsen, et al., 2005). 

이러한 연구결과는 Antonovsky가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

인들이 고통과 시련을 혹독하게 거친 후에도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모

습에 호기심을 느끼면서부터 통합성 연구를 시작했다는 사실(Antonovsky, 

1979)과 연결시켜 볼 때, 통합성이 낮은 사람은 작은 긴장에서도 불안과 우

울, 두려움으로 가득 차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느끼는 모습을 보이

며(Lindström & Eriksson, 2006), 평소에 자살을 생각하는 정도가 심하다

(김지연과 김창엽, 2014). 이와는 반대로 통합성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환

경을 이겨내고도 건강상태가 통합성이 낮은 사람보다 더 좋았다(김경숙, 

2013; Chung, 1999). 이를 종합하여 볼 때, Antonovsky가 말한 그 내적인 

강한 힘은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마음의 힘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마음의 힘은 자극에 직면해서 집중력있게 능동적으로 사고하도록 인간 내

부에서 어떤 생명력으로 작동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써 마음의 힘이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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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욕심이나 집착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제어하여 남과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끄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심규하, 2009). 여러 자

극에 반응하여 제멋대로 움직이는 마음을 제어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을 마음을 훈련한다고 표현

한다면 여러 방법 중에서도 구체적인 철학과 신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가이다(류경희, 2004; 이태영, 2003; Rama, 2006; Satchidananda, 

2006; Vivekananda Kendra Yoga Research Foundation, 2003). 

선행연구에서는 요가가 직접적으로 통합성을 증진시키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60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에게 요가를 포함한 자기성찰 프로그램을 진

행하여 통합성이 증가되었고(Wiesmann, Rölker, Ilg, Hirtz, & Hannich, 

2006), 과거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노인들에게 요가를 적용한 결과 신체체

력과 통합성이 증가하였다(Portegijs et al., 2014).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통증인 섬유근육통 환자들에게 요가자세와 명상을 포함한 마음챙김명

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더니 통합성이 증가하였고(Weissbecker et al., 

2002), 심신의학차원에서 요가자세와 명상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외

래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신체증상과 더불어 통합성이 향상되었다(Gimpel 

et al., 2014). 요가를 통해 통합성을 길러 삶에 대한 성찰을 증가시키고 미

래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과 의지력을 키워 더 

나은 안위를 영위하도록 하도록 격려하는 연구(Bischof, 2008; Lewis, 

1997)에서도 말하듯이 요가는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써 적절하다. 

따라서 통합성은 갈피를 잡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도 마음

의 힘을 이용하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통찰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

는 이해력, 관리력, 의미부여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마음의 힘을 키

우는 구체적인 방법인 요가를 통해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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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가의 간호학적 적용 

요가는 자기 각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마음의 작용을 소멸시키기 위

한 철학체계이다. 즉, 진실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생각, 마

음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

다. 5세기에 정리된 요가이론에서는 마음의 작용을 소멸시키기 위해 삼매를 

닦아야 하는데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요가의 수련 과정을 거치도록 제

안하고 있다. 요가의 수련 과정은 자기통제의 단계(1단계), 규율의 준수(2단

계), 좌법(3단계), 호흡조절(4단계), 감각의 제어(5단계), 응념(6단계), 명상

(7단계), 삼매(8단계)로 구분하였다. 요가에서 말하는 마음의 작용은 바른 

지식, 잘못된 지식, 상상, 꿈, 기억으로써 끊임없이 정신 속에 살아 움직여서 

사람의 의식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말한다(류경희, 2004; 이태영, 

2003; Satchidananda, 2006; Vivekananda Kendra Yoga Research 

Foundation, 2003). 또한 14세기 스와뜨마람은 신체와 호흡을 관찰, 조절, 

제어하여 간접적으로 마음을 정화하려는 목적으로 하타요가를 정리하였다. 

앞서 설명된 요가를 보통은 라자요가라 하고 스와뜨마람의 요가는 하타요가

라 불린다(류경희, 2004).   

라자요가와 하타요가의 철학과 방식을 계승하여 1920년부터 인도의 여

러 요가연구소에서 현대요가가 시작되었고 요가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임상

실험을 하고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활동은 북미, 

유럽 등 여러 곳에 전파되어 암환자, 천식환자, 우울증, 불안감 등 다양한 

환자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발표하였고 현재는 요가를 보완대체요법의 하나

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한국요가학회, 2012; Satchidananda, 2006). 

마음이 긴장되면 카테콜라민 등 호르몬이 방출되어 말초부위 혈액순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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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되고 소화기계의 운동이 약화되고 호흡이 불규칙하며 호흡량이 줄어드

는 등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반응이 일어난다. 긴장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세포가 위축되어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 신체의 각 세포와 조직은 형태적 기

능적 변화를 겪는다. 호르몬 방출과 전기적 작용에 변화가 생겨 신경계, 내

분비계, 면역계에 이상이 시작된다. 몸 전체 세포와 조직의 이상은 신경계

와 내분비계, 면역계, 혈관계, 근골격계, 조혈계 등에 영향을 주고, 위축이 

지속되면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감소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로 인해 정신

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울 등 부정적인 측면이 강화되면 긍정적인 생각

을 점차 하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

다(대한스트레스학회, 2013).  

요가는 특정한 요가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특정 요가자세를 일

정시간 유지함으로 인하여 기관과 기관을 둘러싼 여러 근육의 위치를 변형

시켜 신경과 혈관에 마사지하듯이 자극을 주게 된다. 근육의 이완이 반복되

면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는 효과를 보여 산소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가

령 머리물구나무서기 자세를 10분가량 유지하고 있으면 머리를 아래로 유지

하기 위해 목, 어깨, 척추의 위치가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

에 목, 어깨, 척추의 근육, 혈관과 신경이 자극되어 통증, 근육과 척추의 비뚤

어짐 등이 감소하고, 머리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 두통, 이명, 침침함 등 

허혈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이태영, 2003; Iyengar, 1997; Vivekananda 

Kendra Yoga Research Foundation, 2003).  

요가는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과 자세를 만들어가는 속도를 중요시 여긴다. 

경직된 신체를 이완하는 과정은 고요하고 안정되게 진행한다.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데에 집중하여 몸을 관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는데 이 능력



25 

을 키우면 몸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 가령, 몸이 움직이는 순간 심

장이 뛰는 박동과 느낌, 코 속에서 막이 닫히는 소리, 대장의 움직임, 등 근육

의 굳어진 정도, 감정이 변할 때 얼굴 근육에 느껴지는 긴장감, 뇌 속의 파장

이 순차적으로 가라앉는 느낌 등을 알아차릴 수 있다(안의태, 안병준과 주민

정, 2007; 이태영, 2003; Iyengar, 1997; Vivekananda Kendra Yoga 

Research Foundation, 2003).  

요가자세로 신체를 이완하고 나서 요가호흡을 한다. 요가호흡은 호흡의 

양, 속도, 유지시간을 코의 내강, 인두와 후두로 이어지는 공간, 기관, 흉강, 

횡경막을 이용하여 변형시킨다. 요가호흡을 하면서 호흡기계 근육에 통증

이 생기지 않고 점차 길게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어 마음의 안정을 찾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이태영, 2003; Iyengar, 2008).  

멈춤과 관찰의 원리로 요가자세와 요가호흡을 훈련하여 집중력이 향상되

면 명상을 한다. 앉은 자세에서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 뇌 속의 파동이 작

은 파동으로 줄어들게 되고 점차 이 파동을 제어할 수 있다(류경희, 2004; 

Rama, 2006). 양자물리학적 관점에서는 뇌 속의 생각을 미세한 물질로 보

는데 소리와 빛이 물질의 파동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우울과 같은 

감정도 물질의 파동으로 뇌 속에서 이동하고(Barlow, 1972; Crick, 1995; 

Leon & Christopher, 2011), 명상을 이용하여 이 물질의 파동을 조절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뇌파가 안정화될 수 있다(Davidson et al., 2003; 

Kabat-Zinn, 2003). 

요가자세, 요가호흡, 명상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면역력 증가,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이완, 뇌파와 뇌구조의 변화, 내부장

기의 활성화, 호흡기계 활성화, 순환계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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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미, 2014; Kabat-Zinn, 2003; Raichle et al., 2001; Van Puymbroeck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부양자의 신체건강을 향상시키고 우울과 부양부

담을 줄여 통합성을 향상시키는데 적당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으로 요가를 

적용하고자 한다. 

요가는 보통 수준의 건강상태를 가진 노인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신체운

동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요가를 하는 방법이 빠른 리듬에 맞추거나 파격

적인 동작이거나 또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기 보다는 단지 본인의 들숨과 

날숨에 맞추어 맨 몸으로 요가자세를 천천히 실시하며 특히 눕고 앉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노인층 주부양자의 건강상태를 향상

시키기 위한 중재방법으로 적극 권하고 있다(Mace, & Rabins, 2011). 

요가는 반복훈련을 통해 자연적인 치유를 신체내부에서 끌어내는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류경희, 2004; 이태영, 2003; Iyengar, 1997; Rama, 

2004; Vivekananda Kendra Yoga Research Foundation, 2003). 치매환

자를 돌보는 주부양자의 경우 부양기간이 길수록 가족의 지지 또는 사회적 

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서경현과 천경임, 2009). 또한 주부양자를 위한 간호중재

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 상담 이외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건강을 증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인 요가는 주부양자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Sorensen & Conwell, 

2011). 

국내에는 치매환자의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주부양자에게 요가를 중재 도구로 삼은 연구는 드물었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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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를 중심으로 요가적용의 가능성을 탐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치매환

자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을 체계적인 문헌고찰로 분석한 

연구(Cooper et al., 2006)는 전화기나 컴퓨터를 이용한 중재, 일시적인 교

대부양제를 운영한 연구, 요가,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중재를 적용한 속에서 

대상자의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요가중재가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보

고하였다. Cooper 등(2006)이 조사한 요가중재연구는 Waelde 등(2004)

의 연구인데 자세, 호흡, 명상을 90분(/1주)씩 6주간 적용하여 적용하여 우

울,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대조

군이 없어 비교 대상이 없는 실험설계이었으며,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건강

에서 중요한 지표인 신체적 변화를 확인하지 않았다. Van Puymboreck 등

(2007)은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 또는 만성질환자의 주부양자를 통

합적으로 모집하여 30세부터 75세까지 연령층의 대상자에게 자세, 호흡, 

명상을 150시간(/1주)씩 8주동안 지속하여 하지근력에서 두 군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5가지 체력검사와 통합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

한 결과를 보였다.  

이 두 연구의 제한점을 발전시켜 본 연구는 대조군을 가진 유사실험설계 

형태를 가지고 치매환자의 주부양자만을 대상자로 한정하여 신체적 기능, 

우울, 부양부담, 통합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또한 치매지원센터가 서울특별시에 25개의 구(區)에서 설립되어 7년째 활

동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서서히 유사센터가 확산되는 상황에

서는 치매환자의 주부양자로 대상자를 한정하여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건강증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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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기틀 

주부양자는 치매환자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한 부담을 가지는 삶을 

살고 있다. 자기성장이 단절되는 부담,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 신체적 정

신적 건강 악화 등 다양한 어려움에 평균 10년이상 부딪힌다(권중돈 등, 

2002). 환자가 요양시설로 삶의 장소를 바꾸어서 동거관계를 마무리하거나 

삶을 종결하는 등으로 환자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는 이 부담감에서 벗

어나기 어렵다.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증에서 중증으로 상태가 악화되

기 때문에 부양부담은 점차 심해진다(권중돈 등, 2002; Mace & Rabins, 

2011).  

간호는 인간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시켜 건강을 증진시키는 과정(Roy, 

1988)이라고 정의할 때, 주부양자를 간호한다는 것은 치매환자의 문제행동

으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Roy (1988)는 인본주의와 진실성을 철학적 배경으로 하여 Helson 

(1948)의 적응이론, Von Bertalanffy (1956)의 일반체계이론과 Selye 

(1978)의 일반적 적응증후군을 간호학으로 통합하였고, 간호교육과 간호실

무에 적합한 간호학적 적응모델을 개발하였다. Roy (1988)는 인간이란 “변

화하는 환경 속에서 계속 성장하며 발달하는 적응체계”이고, 적응이란 “인

간이 환경과 통합하기 위해 인식작용을 사용하는 과정이자 결과”라고 하였

다. 이에 따라 건강이란 “통합적, 전인적으로 되어가는 과정과 상태”라고 

하고, 간호목표는 “4가지 기능(신체적 기능, 자아개념, 역할기능, 상호의존



29 

기능)의 적응 및 증진”을 말하였다. 적응모델에 따른 간호란 사람들이 환경

과 관계를 원활히 하여 통합성을 증진하도록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이경식 

등, 2001; Randell, Tedrow, & Van Landingham, 1982; Roy, 1988).   

 

Figure 1. An adaptation model 

 

Roy (1988)가 설명하는 적응이론은 주부양자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이에 적응하고 극복하여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도록 노력해야

만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이론일 수 있기 때문에 Newman (1997)은 만

성질환자의 주부양자에게 필요한 것이 어쩔 수 없이 적응이며 이 적응을 위

해 간호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복합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Newman (1997)은 Roy의 적응이론에 따라 만성질환을 가진 가족구성원 

자체를 주부양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초점 자극, 주부양자의 연령, 

성별, 이 환자와의 관계를 상황관련자극이라고 보았다. 또한 로이의 적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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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 설명하는 신체적 기능은 주부양자의 신체적 건강으로, 자아개념은 

주부양자의 기능적 건강으로, 역할기능은 주부양자의 감정적 상태로, 상호

의존기능은 주부양자와 주변 지지체계와의 관계라고 구체화하였다.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주부양자의 적응을 중심으로 살펴본 Newman 

(1997)의 연구에서 주부양자가 처한 현실과 부양과정, 대처, 나타나는 반응

들, 그리고 적응(또는 부적응)하는 과정이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현상과 비

슷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oy의 적응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Newman (1997)의 연구를 선행연구로 하여 연구의 설계와 지표를 구체화

하고자 하였다.   

Roy (1988)과 Newman (1997)의 설명대로 어떤 주부양자들은 적응에 

성공하고 있었다. 어떤 주부양자는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자신의 신체적 정

신적 사회적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신체적 기능, 자아개념, 

역할기능, 상호의존기능의 변화) 환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치매가 좀 나

아질까를 기대하며 병원, 치매지원센터 등을 다니는 중에 다른 사람을 이해

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베풀게 되는 힘(적응력)

이 증가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

다(김춘미, 2005; 성미라 등, 2013; Mace & Rabins, 2011). 이렇듯 주부

양자가 적응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처기전으로써 간호활동을 제공

하여 주부양자의 신체적 기능, 자아개념, 역할기능, 상호의존기능을 향상시

켜 최종적으로 적응력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Roy (1988)의 이론과 Newman (1997)의 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지

표와 연관시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극은 대상자의 환경을 설명하는 것으로3가지가 있다. 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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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자극(focal stimuli: 개인이 즉각적으로 직면하는 자극), 상황관련자극

(contextual stimuli: 초점자극에 영향을 주는 모든 다른 자극), 잔여자극

(residual stimuli: 주어진 상황 하에서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환경적 자극)

이다(Roy, 1988). 선행연구(Newman, 1997)에서 초점자극을 만성적인 질

병을 가진 환자로 상황관련자극을 주부양자의 나이, 성별, 관계상황 등을 

보았고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는 환자의 문제행동이 부양부담에 가장 강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권중돈,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와 문제행동을 초점자극으로 

보았고 주부양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환자와의 관계, 부양기간, 부양시간 

등은 상황관련자극으로 보았다. 

두 번째, 조정과정으로써 대처기전은 조절기전과 인지기전으로 상호작용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간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

각되는데, 조절기전이란 인체의 생리적 반응을 변화시키기 위해 신경계, 내

분비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인지기전이란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

며 배우고 판단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다(Roy, 1988). 

즉 조정과정에서 행해지는 간호중재는 인체의 생리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과 더불어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과 이해에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Newman (1997)은 대상자가 처한 상황으로 인하

여 주부양자의 반응이 신체적 반응, 정신적 반응, 사회적 반응 영적 반응 등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간호도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 복합적으

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어느 한쪽 반응을 돌보는데 치우치지 않

고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돌보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영적인 건강도 돌 볼 수 있도록 복합적인 중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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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는 앞서 문헌고찰에 서술한 대로 요가자세, 호흡, 명상의 방법을 이

용하여 인체의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주어 신체적 건강을 이끌어내 있기 때

문에 생리 조절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호흡과 신체감각에 집중하여 마음의 

혼돈을 정지시키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인지적 변화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주부양자의 복합적인 반응을 간호하는데 있어서 효과

적인 대처기전이라고 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조정과정을 요가프로그램

으로 정하였다. 

세 번째, 효과기는 4가지 부분에 효과가 발생하면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

을 말하는데 이 4가지는 ① 신체적 기능, ② 자아개념(개인이 자신에 대하

여 품고 있는 신념이나 느낌), ③ 역할기능(개인이 수행하는 일차적, 이차적 

및 삼차적 역할), ④ 상호의존(사람들 사이에서 사랑, 존경 및 가치를 주고

받는 것)이다(Roy, 1988). 선행연구(Newman, 1997)에서 신체적 기능은 

피로, 수면부족으로, 자아개념은 우울, 역할기능은 부양부담, 재정부담으로 

연결시켰고 상호의존은 구체화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효과기를 설정하였다. ① 

신체적 기능을 치매환자 부양으로 경험하는 신체적 불편감으로 보고

(Newman, 1997) 신체증상, 피로와 체력을 측정하였고 ② 자아개념은 개인

이 자신에 대하여 품고 있는 신념이나 느낌으로 주부양자가 주로 품고 있는 

느낌인 우울을 측정하였고 ③ 역할기능은 개인이 수행하는 일차적, 이차적 

및 삼차적 역할을 말하며, 치매환자의 문제행동과 인지기능, 신체기능 저하

로 인해 환자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사회적 

어려움 정도인 부양부담(Zarit, et al., 1980)을 측정하였다.  

네 번째, 적응력은 통합성으로 측정하였다. 초점 자극, 상황관련 자극 등

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정과정과 효과기를 거치면 적응 또는 부적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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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고 하였다(Roy, 1988). 통합성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

도에서 나오는 적응력을 의미하고(Antonovsky, 1979) 이를 점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로 삼았다. 통합성이란 내적 외적 환경을 거치면서 발

생하는 여러 자극들을 내 삶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자극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자원을 찾아내고 유지하고 자극자체를 더 나은 삶을 위

한 도전으로 의미부여하는 능력을 말한다(Antonovsky, 197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적응상태의 구체적인 상태를 통합성으로 측정하였다.  

적응이론의 개념들을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based on Roy adapt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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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이론적 기틀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설 1.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신체증상이 감소될 

것이다. 

가설 2.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피로가 감소될 것이다. 

가설 3.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체력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4.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이 감소될 것이다. 

가설 5.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부양부담이 감소될 

것이다. 

가설 6.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통합성이 증가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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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가프로그램이 치매환자의 주부양자의 통합성에 미치는 효과

를 규명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research)로써 비동

등성 전후 대조군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실험군에게는 8주동안 1주일에 1회(90분)의 요가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1회 X 90분 X 8주). 대조군에게는 연구기간 중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고, 대신 연구종료 후 4주간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Table 1).  

 

Table 1. Research Design 

 

  

Intervention

(8wks)

Experimental 0 0 0

Control 0 x 0

Group Pre-test Pos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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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모집단은 국가치매센터에 등록한 전국 치매환자의 주부양

자이고 근접모집단은 서울특별시 소재의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자이며,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Y구 치매지원센터에 등록한 자 중 다음의 

선정 및 제외기준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총 36명으로 하였다. 

치매임상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 평가상 0.5~2에 해

당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부양자 중에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지난 3개

월동안 평소 요가를 하지 않았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꾸준히 참여 할 수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자로 하였다. 그러나 건강증진의 목

적을 가진 다른 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심각한 신체적 

질환으로 활동이 부자유스럽고 정신 질환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항우울제, 각성제 등을 복용 중이면 참여를 제한하였다.  

G-Power 표본수 계산 프로그램(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를 사용하여(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0.76) 양측검정으

로 하여 실험군 17명, 대조군 17명으로 총 34명으로 산출하였고 탈락을 고

려하여 각군 20명씩 총 40명으로 사전에 결정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실제로 

모집된 대상자는 실험군 20명과 대조군 18명이었으나 중도탈락한 실험군 

2명을 제외하여 최종 대상자는 실험군 18명, 대조군 18명으로 총 36명이었

다. 

효과크기를0.76으로 설정한 이유는 요가 ∙ 명상 프로그램의 중재효과를 

메타분석한 연구(류현민, 2014)에서 심리적 변수에 대하여 효과크기가 

0.76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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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환경  

요가프로그램과 사전사후검사는 Y구 보건소 건강교육실을 이용하였다.  

보건소 건강교육실은 66m2 크기로 20여명이 누워서 자세를 취할 수 있

을 만큼 넓고 주변환경이 조용하여 집중할 수 있는 곳이다. 요가를 하기 전

에 마루바닥을 걸레로 깨끗이 닦아 청결하게 하였으며 에어 컨디셔너를 이

용하여 습도, 온도를 조절하여 쾌적함을 유지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생명

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승인번호: 1501/001-

002). 또한 해당기관인 Y구 치매지원센터로부터 연구진행에 동의를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는 생명윤리심의원회에서 인

정한 서면화된 동의서를 받았고, 동의 전에 연구의 목적, 연구의 진행과정,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연구참여 중단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개인정보와 설문 

내용의 유출 방지와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설문자료는 수거즉시 일련번호

를 기재하여 암호화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자료를 

자물쇠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게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연구 논문이 최종 발표된 후에 분쇄하여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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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재 프로그램 

1) 준비과정 

(1)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2007년 정3급 요가지도자 교육과정 300시간(이론, 실기)과 

2009년 정2급 요가 지도자 과정 1100시간(이론, 실기)을 이수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10년간 요가를 수련하였고, 중학생, 직장인, 

대학생, 간호사, 개방정신병동 환자, 유방암 환자, 노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요가를 지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 요가프로그램 구성 과정 

① 선행연구검토 

요가프로그램을 진행한 실험연구 중에서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 즉 주부양

자인 점과 60세 이상 노인인 점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군을 대상자로 삼은 

것을 확인하였다. 논문 부록에 요가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을 중심으로 검토하

여 3개의 요가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Van Puymbroeck 등(2007)은 30~60

세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혜경 등(2013)과 Chen 등

(2007)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Van Puymboreck 등

(2007)은 28개의 자세와 호흡 1종류을 제시하였고, 이혜경 등(2013)은 11

개의 자세와 호흡, 명상으로, Chen 등(2007)은 9개 자세와 감각관찰명상이 

포함되었다. 제시된 요가자세 중 무릎을 구부려 하는 것을 제외하니 요가자

세로는 15종류, 요가호흡은 1종류, 명상은 1종류로 정리되었다. 서서하는 

자세로는 산(山)자세, 머리를 아래로 하여 발에 손 얹기, 삼각자세, 서서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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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리기, 엎드려하는 자세로는 코브라자세, 메뚜기자세, 앉아서 하는 자세로

는 등신장 자세, 한 발 등신장 자세, 앉아서 비틀기, 누워서 하는 자세로는 

한 다리 올려 잡기, 다리자세, 십자가자세, 송장자세, 무릎 모아들기, 물고기

자세였다. 요가호흡은 요가기본호흡이었고, 명상은 감각관찰명상이었다. 

 

② 예비실험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보통 수준의 건강을 가진 여성 노인(73세)에

게 동의를 얻고 앞서 정리한 15종류의 요가자세, 1종류 요가호흡, 1종류 명

상을 적용하여 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정도를 탐구하였다. 예비실험 대상자

가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더 다양한 근육을 움직여 신

체활동을 증진시키고 호흡과 명상에 시간을 조금 더 배정하여 확고히 수행

하기 위해 요가자세 9종류와 요가호흡 2종류, 명상 1종류를 추가하였다. 예

비실험 대상자가 24종류의 요가자세, 3종류의 요가호흡, 2종류의 명상을 

90분동안 원만히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자세 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하여 앉고 서고 눕고 엎드리는 순서로 정리하여 프로그램화하

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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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 Yoga Program for Informal Caregiver of Dementia 

 

5
Imposition of a 1:2 ration between

inhalation and exhalation

Calms down and reduces nerve

tension

Head rotations

Seated one legged forward bend

Seated side bend

Head-to-knee forward bend

Butterfly posture

Seated forward bend posture

Sitting half spinal twist posture

Mountain posture

Arm lifts

Standing forward bend posture

Standing side bend posture

Raised hands posture

Triangle posture

Abdominal twist posture

Upward extended feet posture

Reclining hand-to-big toe posture

Fish posture

Shoulder bridge

Knees to chest

Supine twist posture

Cobra posture

Locust posture

Bow posture

5 Corpse posture Releases muscle tension

Alternate nostril breath

Skull brightener breath

Breath meditation

Body sense awareness meditation

Time

(min.)
Pose Effect

Name of yoga posture, yoga breathing

and meditation

60

Sitting

Standing

Supine

Prone

10

Encourages full use of lungs

freeing constriction and reduces

nerve tension

10
Changes brain activity in

positive ways

Reinforces the muscles and nerve

around the spine

Increases strength and flexibility

of abdominal organs

Develops flexibility of joints and

lig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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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요가프로그램의 특징 

본 요가프로그램이 선행연구의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요가자세, 요가호흡, 명상방법을 적용한 것, 둘째, 요가의 수련원리

인 멈춤과 관찰을 강조하는 방식, 그리고 셋째, 같은 순서를 반복하여 몸에 

익히도록 한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1) 다양한 요가자세, 요가호흡과 명상의 방법 제시 

① 요가자세 24종류 

전신의 근육과 관절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앉은 자세, 선 자

세,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에서 몸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굽혔다 펴도록 하

였다.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는 무릎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들이 있어 

제외하였다.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10개 내외의 자세만 적용하기(이혜경 등, 

2013; Chen et al., 2007)보다는 최대한 움직이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보았다. 10개 내외의 자세로는 치매환자를 돌보느라 저하된 체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예비실

험에서 노인이 할 수 있는 자세와 할 수 없는 자세를 미리 확인하였다. 

24개 종류의 자세는 Van Puymboreck 등(2007)의 28개 자세와 비교했

을 때 자세의 개수로서는 유사하나 Van Puymboreck 등(2007)의 프로그

램에는 본 연구대상자에 비해 젊은 나이인 30, 40, 50대가 할 수 있는 무릎 

구부리는 자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하기에는 부적절

하여 제외하였다.  

첫째, 앉은 자세에서 7동작(목돌리기, 등신장자세-한다리씩, 앉아서 옆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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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기, 다리 옆으로 뻗어 옆 기울기, 나비자세, 등신장자세-양다리, 앉아서 비

틀기), 둘째, 선 자세에서 6동작(산자세, 서서 위로 팔 뻗기, 머리 아래로 하

여 발에 손 얹기, 팔 들어 옆으로 기울이기, 팔 들어 뒤로 젖히기, 삼각자세), 

셋째, 누운 자세에서 7동작(십자가자세, 다리뻗어 들기-30도, 60도, 90도, 

뻗은 다리 잡고 상체 들어올리기, 물고기 자세, 반아취 자세, 누워서 무릎을 

구부려 가슴 가까이 대기, 누워서 비틀기), 넷째, 엎드린 자세에서 3동작(코

브라 자세, 메뚜기 자세, 활자세)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근육의 6방향인 구부

리기(flexion), 늘리기(extension), 바깥으로 움직이기(abduction), 안쪽으로 

움직이기(adduction), 안쪽으로 또는 바깥으로 돌리기(rotation)을 종합하였

고, 한 자세당 2~3회 반복하도록 하였다.  

요가자세들은 등근육, 복부근육, 옆구리근육, 목근육, 팔 ∙ 다리 근육, 무릎

관절, 고관절, 발목관절 등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향상

시키고 동시에 내부 장기와 신경, 혈관, 임파선을 부드럽게 마사지함으로써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이태영, 2003; Iyengar, 1997; Vivekananda 

Kendra Yoga Research Foundation, 2003)(부록 2).  

 

② 요가호흡 3종류 

요가호흡은 신경을 이완하고 산소흡입을 높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목

적으로 요가기본호흡 5회, 교호호흡 5회, 풀무호흡 300회로 구성하였다. 

교호호흡은 오른손을 이용하여 들숨과 날숨에 따라 양쪽 콧구멍을 교대

로 막고 여는 방식으로 하는데 호흡기 속의 이물질과 통로의 변화 등을 알

아차리고 신경을 이완하는데 효과가 있다. 풀무호흡은 복부근육을 빠르고 

강하게 안으로 잡아당겨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증가시켜 몸을 정화

하는 효과가 있다(이태영, 2003; Iyengar, 1997; Vivekananda Ke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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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a Research Foundation, 2003).  

선행연구의 요가프로그램에는 대부분 호흡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거나 정리운동의 개념으로 호흡과 명상을 5분가량으로 구성하거나 프

로그램에 호흡만 있고 명상이 없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Chen 등(2007)의 

연구에서만 명상의 방법과 시간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었다. 이와 다르

게 본 요가프로그램에는 종류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하였다. 호

흡시간을 25분 배정하였고 대상자가 호흡수련의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게 

안내하였다.  

 

③ 명상방법 2종류 

명상은 호흡관찰명상을 5분, 감각관찰명상을 5분으로 구성하였다. 호흡

관찰명상은 콧구멍 끝과 윗입술 위의 피부에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집중력으

로 알아차리는 방식이고 감각관찰명상은 무릎 위에 올린 손바닥 피부에서 

발생하는 감각의 변화를 집중력으로 알아차리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에서 명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드물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명상의 종류, 시간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하였다. 

 

(2) 멈춤과 관찰의 원리 실행 

요가에는 하나의 수련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멈춤과 관찰이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세, 호흡, 명상을 하게 된다(Goenk, 1998; Rama, 

2006). 본 요가프로그램에서는 이 수련원리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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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가자세에서 멈춤과 관찰의 방법 

요가자세를 할 때 호흡에 맞추어 느리게 움직이도록 하고 요가자세를 취

했을 때는 10초 동안 멈추고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근육의 움직임을 관찰

하게 하였다.  

호흡에 맞추어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은 들이마시기 3~4초와 내쉬기 

6~8초의 속도로 천천히 숨을 쉬는 속도에 따라 숨을 들이 마실 때는 움직

이지 않고 숨을 내쉬면서 6~8초의 속도로 자세를 변경하도록 하였다. 숨을 

들이쉴 때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숨을 내쉴 때 심장박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내쉬는 숨에서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는 것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부교감신

경을 강화하여 근육을 이완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한경숙, 2009). 또

한 이 방식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알아차리고 집중하는데 효과적이어서 자

세를 취한 상태에서도 호흡을 관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몸을 움직이는 속

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호흡과 신체 관찰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된다. 요

가기본호흡에 맞추어 느리게 움직이는 방법은 인도전통요가의 방식(류경희, 

2004; 이지나, 1996; Iyengar, 1997; Rama, 2006)이나 선행연구에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이 원리는 휴식시간에 송장자세를 취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즉 요

가자세로 인해 생긴 몸의 변화를 고요히 관찰하도록 하였다. 

 

② 요가호흡에서 멈춤과 관찰의 방법 

요가호흡은 들숨과 날숨을 할 때 장소, 시간, 수에 변화를 주어 멈춤과 관

찰을 한다. 첫째, 장소, 즉, 호흡이 들고 나는 장소를 변경한다. 예를 들어 한

쪽 콧구멍 또는 두 개 콧구멍을 막거나 복강의 압력을 조절하여 호흡수를 

많게 하거나 흉강의 움직임을 더 크게 한다. 둘째, 시간, 즉, 숨의 길이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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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준다. 예를 들어 숨을 오랫동안 지속하거나 멈추는 행위를 오래 지속

하는 등의 변화를 준다. 셋째, 수(數), 즉 호흡의 횟수에 변화를 준다. 예를 

들어 폐를 비롯한 흉강 내 구조물 그리고 산소 ∙ 이산화탄소 교환량에 영향

을 주어 자기를 관찰하는데 도움을 준다(류경희, 2004; 이태영, 2003; 

Iyengar, 2009).  

또한 요가는 진실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생각,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

요한 고리역할을 하는 것이 호흡에의 집중이라고 하였다(류경희, 2004; 이

태영, 2003; Iyengar, 2008; Satchidananda, 2006; Vivekananda Kendra 

Yoga Research Foundation, 2003). 또한 인도전통수련에서 설명하기를 

호흡에의 집중을 원만히 할 수 있으면 마음이 유연해지고 적응력이 향상된

다고 하였다(전재성, 2007).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호흡수련이 꼭 필요하였다. 

본 요가프로그램에는 호흡 3종류와 명상 2종류를 실행하는데 시간을 25분

으로 구성하였고, 요가기본호흡, 교호호흡, 풀무호흡을 익히게 하였다. 요가

기본호흡은 앞서 설명하였고, 교호호흡이란 한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다른 쪽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것을 교대로 반복하는 것을 말하며, 풀무호

흡은 내쉬는 숨과 호흡을 연결시켜 복근을 앞뒤로 움직이며 호흡을 1초에 

1회씩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명상에서 멈춤과 관찰의 방법 

명상은 선택한 대상이나 주제를 집중력을 이용하여 끊어지지 않고 이어

지게 하는 것이다(Goenk, 1998; Iyengar, 1997). 명상에서 멈춤과 관찰을 

한다는 것은, 첫째, 호흡 또는 피부감각에 의식을 두고 집중하여 생각을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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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호흡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때 음악과 같은 소리, 춤과 같

은 신체움직임, 향기와 같은 냄새 등 오감을 자극하여 집중을 방해하는 것

들을 제외시킨다.  

명상은 생각, 감정 등과 같은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을 미세한 물질의 변

화로 여기는 관점을 바탕에 두고 있다(Borg, 1982; Crick, 1995; Rama, 

1995). 양자물리학에서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자를 관찰자가 바라보면 

파동에서 즉시 입자의 운동방식으로 변하는 것(관찰자 효과)처럼, 명상은 

생각, 감정 같은 마음의 움직임을 미세한 물질로 보고 사람이 관찰하는 것

만으로 마음의 움직임을 제어할 있다고 경험으로 알고 집중하는 방식이다

(김선숙, 2013). 

본 연구에서는 요가에서 강조하는 호흡관찰명상과 감각관찰명상을 프로

그램에 삽입하였다. 호흡관찰명상은 콧구멍 끝과 윗입술 위의 피부에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집중력으로 알아차리는 방식이고 감각관찰명상은 무릎 위

에 올린 손바닥 피부에서 발생하는 감각의 변화를 집중력으로 알아차리는 

방식이다.  

 

(3) 매 회기에 같은 순서를 반복함 

본 연구자는 대상자가 요가를 몸에 익혀 연구가 종료되더라도 혼자의 노

력으로 적응력을 높이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대상자가 익숙하게 할 수 있

도록 요가프로그램을 같은 순서를 반복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같은 순서를 반복한 것은 이혜경 등(2013)과 Chen 등(2007)의 프로그램

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10~11개 자세를 반복하였고 호흡

과 명상이 없거나 정확히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또 28개 요가자세를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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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화한 Van Puymboreck 등(2007)의 연구에서는 반복수련의 언급이 없

어 확인이 어려웠다. 

본 요가프로그램은 요가자세 24종류, 요가호흡 3종류, 명상 2종류를 순

서대로 배열하여 8주동안 똑같이 반복하였다. 배열된 순서를 반복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0~15년에 달할지 모르는 오랜 부양기간 동안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어

려움을 스스로 돌보아 적응에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주

부양자의 건강을 본인 자신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현실을 바로 보고 

중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환자의 문제행동이 

악화되는 이유가 주부양자에게 있는 듯이 대하는 자녀와 친척의 태도로 많

은 주부양자가 상처를 받았다는 선행연구(강현숙 등, 1999)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자녀, 형제, 주변의 친척들로부터 적지 않은 냉대를 

받고 있었다. 또 치매지원센터, 주간보호서비스 등에서도 주된 간호대상은 

환자이지 보호자가 아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

로 가려진 환자(hidden patient) (Fengler & Goodrich, 1979)였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연구종료 후에도 요가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요

가프로그램을 반복하면 같은 자세라도 스스로 강도를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또한 호흡도 더 깊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어 알아차리는 깊이가 점점 깊어지

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3) 프로그램의 진행방법 

본 프로그램은 8주 동안 대상자들이 방문한 Y 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진행

되었다. 일주일에 1회, 회 당 90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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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가프로그램의 시간, 빈도, 순서 

선행연구결과에서 노인의 체력유지 및 증진프로그램에 적당한 시간, 빈

도는 20~30분씩 주 3회가 적절하다고 보고하였으나(김진홍, 최문기와 김

재진, 2007) 본 연구에서는 Y구 치매지원센터의 치매 환자 교육 시간 스케

쥴, Y구 보건소 건강교육실의 이용시간 스케쥴, 주부양자의 프로그램 최대 

참여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후 주 1일 1회 90분으로 진행하였다. 

요가프로그램의 순서는 호흡, 자세, 호흡, 명상순이고, 구체적으로 요가기

본호흡 5분, 요가자세 60분, 휴식 5분, 요가호흡 10분 그리고 명상 10분으

로 정하였다.  

요가기본호흡을 시작부분에 배치한 이유는 신체활동으로 바로 들어가 근

육을 긴장시키기 보다 그 전에 숨을 깊이 쉬어 줌으로써 신경을 이완시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요가자세를 60분으로 배정한 이유는 대상자들의 신체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20~30분씩 주 3회가 효과적이나(김진홍 등, 2007) 주부양자의 경

우 환자와 동행해야 하는 등 사회적 활동 제약을 받으므로 시간적으로 한계

가 있으며, 치매환자가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효율적인 시간 할애를 

이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요가자세의 순서

는 앉아서 하기, 서서 하기, 누워서 하기, 엎드려 하기 순으로 구성하였다. 

요가호흡을 할 때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앉아서 하기를 첫 번째 순서로 구성

하였고, 두 번째 순서를 서서 하기로 한 이유는 누워서 하기를 한 이후에 서

서 하기를 하는 경우 예비실험에서 약간 어지러움을 호소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서 하기를 진행한 후에 휴식을 고려하여 누워서 하기를 진행하

였고 이어서 엎드려 하기를 마지막으로 이완한 상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단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가자세는 신체의 움직임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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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하였다(Table 2).  

요가자세 후에 휴식하고, 이어서 요가호흡을 배치하였는데 그 이유는 요

가자세를 통해 신체가 이완되고 활기를 얻은 후에 요가호흡을 하는 것이 호

흡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Iyengar, 2009).  

마지막으로 명상을 구성한 이유는 교호호흡으로 세밀하게 호흡을 관찰하

고 풀무호흡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환기한 다음이기 때문에 호

흡과 신체감각에 집중하는 힘이 강화된다(Iyengar, 2009)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2) 요가자세의 강도 

요가자세의 강도는 Borg(1982)의 운동자각도(Rating scales of Perceived 

Exertion; RPE, 0-10)의 3~4범위 내에서 진행하였다. RPE 0은 전혀 없다

(nothing at all)를 의미하고, 10은 매우 매우 힘든 상태(very very strong)

를 의미한다. RPE 3은 보통이다(moderate), 4는 약간 강하다(somewhat 

strong)를 의미한다.  

 

4) 대조군 관리 

대조군에게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고, 체력검사와 설문지 

작성을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진행하였다. 사후검사를 마친 후에

는 자율적으로 요가교실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실험군 중재기간에 대

조군은 기존에 평상시에 하던 신체활동 이외에 추가로 체력단련, 심신이완

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도록 교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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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도구 

1) 결과변수 

본 연구는 로이의 적응이론에 따라 신체적 기능, 자아개념, 역할기능, 적

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변수를 정하였다. 

신체적 기능으로는 신체증상, 피로, 체력을 측정하였고 자아개념은 우울, 

역할기능은 부양부담을 측정하였으며 적응력은 통합성으로 측정하였다.  

 

(1) 신체증상 

본 연구의 대상자 신체증상은 신체증상 측정도구(Patient Health Question: 

PHQ-15)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HQ-15는 PRIME-MD1의 5가지 영역 중 신체증상만을 따로 선별하고 

환자가 자가보고하는 형식으로 개발되어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에 생기는 

증상만을 다루는 간이도구이다(Kroenke et al. 2002). 

본 도구는 전체 15문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생리통과 성교시 통증을 묻는 

두 질문을 제외하여 13문항으로 하였다. 대상자가 폐경기가 지난 60세 노

인인 점과 치매환자의 주부양자가 다수이며 지역사회 노인의 신체증상 정

도를 조사한 연구(백효진, 2007)에서도 위 2개의 문항을 제외한 선례가 있

기 때문이다. 5~9점은 낮은 신체증상을, 10~14점은 중간의 수준을, 15점 

이상은 높은 신체증상을 나타낸다(Kroenke et al., 2002). 

                                           

1
 PRIME-MD(primary care evaluation of mental disorders)은 일차의료영역에서 우울, 

불안, 알코올, 신체증상, 식이장애 등 5가지 영역을 2단계로 검사하여 정신질환여부를 검진

하는 도구이다(Spitzer, Kroenke, Williams,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rimary 

Care Study Group,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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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구는 3 Likert 척도로 ‘전혀 시달리지 않음(0점)’, ‘약간 시달림(1

점)’, ‘매우 시달림(2점)’으로 측정한다. 총점은 0점부터 26점까지이고 점수

가 높을수록 시달리는 신체적 불편감이 많음을 뜻한다. 

본 도구는 원저자가 온라인에 공개하여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하도

록 허락하였다. 각 문항이 모두 2~4개의 단어로 기술되어 있어 한글번역에 

어려움이 없고 백효진(2007)의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Kroenke 등(2002)의 연구에서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가 확

인되었고, 준거타당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p<.001) 나타났다. 

신뢰도는 우울증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Kroenke et al., 2002)는 

Cronbach’s α는 .80, 지역사회 노인을 조사했을 때(백효진, 2007)는 

Cronbach’s α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4이었다.  

 

(2) 피로 

대상자의 피로는 일본산업위생협회 산업피로연구회(2002)에서 만든 피

로자각 증상 조사표(subject symptoms of fatigue test)에서 세 가지 하부

요인 중 신체적 증상 10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피로자각 증상 조사표는 피로증후로 3가지 하부요인(신체적 증상, 정신

적 증상, 신경감각적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산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산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지만 피로증후를 체계적으

로 질문하고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대상자군에 적용되었다. 뇌졸중 환

자의 피로(송영미, 2012)나 암환자의 피로(Glaus, 1993), 치매환자의 주부

양자의 피로(이영휘, 박경희와 성연실, 2008)를 측정할 때도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 신체적 증상 10문항만을 선택한 이유는 우울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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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D-10)와 신체증상 측정도구(PHQ-15)로 정신적 증상과 신경감각적 

증상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본 도구는 머리가 무겁다, 전신이 나른하다, 머리가 멍하다 등 피로가 심

할 때 오는 전신적인 변화를 질문하고,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로 측정한다. 총점은 10점부터 4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일본산업위생협회에서 온라인에 공개하여 필요한 사람은 누구

나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 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의 정도를 초점으로 연구

가 특별히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폭넓게 사

용되어 왔고 다른 피로측정도구를 개발할 때 기준자료로 참고하였기 때문

에(Aaronson, Teel, Cassmeyer, & Neuberger, 1999). 내용타당도, 구성

타당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신뢰도는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피로를 조

사한 선행연구(이영휘, 박경희와 성연실, 2008)에서 Cronbach’s α는 .91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이었다. 

 

(3) 체력 

대상자의 체력은 6가지 노인체력검사(Jones & Rikli, 2002)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방법은 노인의 자립적 신체기능에 필요한 상지근력, 하지근

력, 지구력, 민첩성, 유연성, 평행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노인,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요가나 운동을 중재한 이후에 신체 기

능체력 변화를 측정하는데 이용되었다(김윤식, 신상근과 안정덕, 2013; 

Van Puymbroeck et al., 2007).  

6가지 검사는 상체, 하체, 유연성, 근력 등 신체적 기능의 다양한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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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때문에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가 있고(Jones & Rikli, 2002), 준

거타당도(r=.81)가 있으며(Jones, Rikli, Max, & Noffal, 1998), 신뢰도의 

경우는 재측정 신뢰도(test-retest reliablitiy)의 방식으로 확인되었다

(r=.96). 

본 도구는 구체적인 방법과 평가방식을 책에 공개하여 필요한 사람은 누

구나 이용하도록 하였다.  

 

① 40cm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30-second chair stand test) 

하지근력을 평가한다. 하지근력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걷기, 의자, 목욕

통, 자가용에서 일어나서 나오기 등을 도와주고 낙상을 감소시킨다.  

40cm높이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목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키고, 일

어섰다 앉은 상태를 1회로 한다. 30초 동안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였다.  

 

② 아령 들기(arm curl test) 

상지근력을 평가한다. 상지근력은 집안일, 시장을 볼 때 ∙ 가방을 들 때, 

어린이를 안아줄 때같이 물건을 옮기거나 드는 활동을 도와준다. 

의자에 앉아 한 손에 아령(여자인 경우 아령무게 2Kg, 남자인 경우 아

령무게 3Kg)을 잡고 내렸다 올린 상태를 1회로 하여 30초 동안 실시

한 횟수를 측정하였다. 오른 팔과 왼 팔을 각각 측정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쪽의 횟수를 측정하였다.  

 

③ 2분 제자리 걷기(2-minute step test) 

전신지구력을 평가한다. 공간이나 날씨의 제약으로 6분간 걷기 검사를 

하기 어려울 때 실시하는 방법으로, 유산소성 지구력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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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걷기로 방식으로 무릎을 드는데, 이때 무릎을 무릎과 엉덩뼈능

선(iliac crest) 중간지점까지 올리면서 걷게 하였다. 이 지점을 벽에 

선으로 표시한다. 오른쪽 무릎이 이 높이에 도달한 상태를 1회로 하여 

2분동안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였다.  

 

④ 의자에 앉아 앞으로 굽히기(chair sit and reach test) 

하체유연성을 평가한다. 좋은 자세, 바른 걸음걸이, 다양하게 움직일 

때 필요하다.  

의자 앞 쪽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손으로 발가락을 닿게 하였다. 

발가락 끝과 중지 사이의 거리(cm)를 플라스틱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오른 다리와 왼 다리를 각각 측정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쪽의 거

리를 측정하였다. 뻗은 손끝이 발 끝에 못 미치면 (-)로 기록하고 발 

끝을 넘어가면 (+)로 기록하였다. 

 

⑤ 등뒤로 손잡기(back scratch test) 

상체(어깨)유연성을 평가한다. 머리빗기, 위로 옷을 입기,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 필요하다.   

편안히 선 자세에서 한 손을 어깨 너머로 손바닥이 등에 닿게 하고, 다

른 손을 등뒤에 놓고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하여, 양손을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하여 중지 끝의 거리를 좁히게 하였다. 두 손의 중지 사이의 거

리(cm)를 플라스틱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오른 손과 왼 손을 각

각 측정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쪽의 거리를 측정한다. 한쪽 손끝이 다

른 손끝에 못 미치면 (-)로 기록하고 다른 손끝을 넘어가면 (+)로 기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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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40cm 왕복걷기(8-foot up-and-go test) 

민첩성과 동적 평형성을 평가한다. 버스에서 제시간에 내리기, 전화기

에 응답할 때, 부엌에서 서 있을 때, 욕실에 갈 때 필요하다.  

의자에 앉아있다가 신호를 듣고 일어서고, 240cm앞에 있는 깃대를 돌

아 다시 의자에 앉기까지의 시간(초)를 초시계로 측정하였다. 2회를 실

시하여 더 빨리 도착하는 시간을 기록하였다. 

 

(4) 우울 

대상자의 우울은 단축형 자가보고형 우울증 측정도구(Short form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10)을 한

국어로 번역하고(조맹제와 김계희, 1993) 타당성을 확인한 것(신서연, 

2011)으로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층이 노인, 며느리, 딸 등으로 다양할 

수 있고,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점, 국내 고령화 연구에 쓰이는 점

(한국고용정보원, 2012)을 고려하였다.  

원도구인 CES-D는 Radloff (1977)가 임상적 우울환자를 대상으로 우울

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20문항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우울이 일반인에게도 주요한 현상이 되어가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축형 10개 문항이 Likert 4점 척도와 Likert 2점 척도 

2종류로 만들어졌다(Irwin, Artin, & Oxman, 1999). Likert 4점 척도의 단

축형 CES-D는 CESD-10로 표기하고 우울감이 극히 드물게, 가끔, 자주,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지를 측정하고, Likert 2점 척도의 단축형 CES-D는 

CES-D10으로 표기하고 아니오, 예로 답한다(신서연, 2011). CES-D, 

CES-D10, CESD-10은 모두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다양한 지역과 



56 

연령을 포괄하는 연구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신서연, 2011; 이현주, 

2013; 전겸구, 권기덕과 김상기, 1999; 조맹제와 김계희, 1993; Kohout, 

Berkman, Evans, & Cornoni-Huntley, 1993).  

두 가지 단축형 중 Likert 4점 척도인 CESD-10을 본 연구에 사용했다. 

그 이유는 CES-D10에서는 예/아니오로 답을 함으로 인하여 조사시간에 

짧은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보면, 대답이 간략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매환

자와 주부양자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10문항으로 우울과 관련한 부정적인 질문 8문항과 긍정적인 질문 2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1주동안 어떠한 감정을 「극히 드물게(1일 

이하)」느끼면 0점, 「가끔(1~2일)」느끼면 1점, 「자주(3~4일)」느끼면 

2점, 「거의 대부분(5~7일)」느끼면 3점으로 평가한다. 긍정적인 질문인 5

번, 8번은 역평가한다. 총점은 0~3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최적 절단점은 10/11점으로 11점 이상인 경우 우울

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신서연, 2011).  

CESD-10의 타당성 연구(신서연, 2011)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0.79였고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와 준거타당도(r=0.96)가 확인되었고, 중

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이현주, 2013)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8이었다. 본 도구를 표준화한 

연구자에게 도구 사용 허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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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양 부담 

대상자의 부양부담은 단축형 자릿 부양부담평가척도(Short Zarit Burden 

Inventory; S-ZBI)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ZBI가 세계적으로 치매환자 주

부양자의 부담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점과 우리나라 전국치매환자

의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부담감을 조사한 선례(보건복지부, 2011)를 고려

하였다.  

Zarit 등 (1980) 이 만든 29문항의 Zarit Burden Interview(ZBI)를 

Bédard 등(2001)이 12문항으로 단축하였다. 이 12문항은 배경열 등(2006)

과 Bédardolloy 등(2001)의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ZBI는 시간적 부담, 자기발전적 부담, 경제적 부담, 신체적 부담, 사회적 

부담, 정서적 부담 등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2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임상에서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Bédardolloy 등(2001)이 

크게 개인 부담(2번,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12번, 17번 문항)과 

역할 부담(19번, 20번, 21번 문항)으로 구분하여 문항수를 단축하였다. 개

인부담은 부양행위로 인해 부양자 개인에 대한 부담을 측정하는 내용이며, 

역할부담은 부양자가 부양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부담을 측정하는 

내용이다. 

전체 12문항으로 「전혀 없다」면 0점, 「항상 있다」면 4점의 Likert 5

점 척도로 총점은 최소 0점부터 최대48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부담

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타당성 연구(Bédard et al., 2001)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와 준거타당도(r=.92)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8이었다. 본 도구를 한국어로 표준화한 연

구자에게 도구 사용 허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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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합성 

대상자의 통합성은 단축형 통합성 측정도구(13-short form Sense of 

Coherence: SOC) 로 측정하였다. SOC의 원 도구는 2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13문항 단축형이 제작되어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김경숙, 

2013; Antonovsky, 1979, 1987, 1993a). 

본 도구는 의미부여 4문항, 이해력 5문항, 관리력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의미부여를 묻는 문항은 1, 4, 7, 12번이고, 이해력을 묻는 문항은 2, 6, 

8, 9, 11번이고, 관리력을 묻는 문항은 3, 5, 10, 13번 문항이다. 역문항은 

1, 2, 3, 7, 10번 문항으로 역평가한다. 7점 척도이며 전적으로 부정하면 1

점, 전적으로 긍정하면 7점으로, 점수범위는 13~91점이다. 높은 점수일수

록 통합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확인했을 때

(Eriksson & Lindström, 2005),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많은 

논문들에서 .70부터 .92사이에 보여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용, 

구성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타당도의 경우는 적응력을 측정

하는 다른 도구가 없어 통계적 방법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이 이론이 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준거타당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Eriksson & Lindström, 2005). 간호사의 통합성을 측정한 김경숙

(2013)의 연구에서 Cronbach’α는 .76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α는 .87

이었다. 본 도구를 표준화한 연구자에게 도구 사용 허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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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생변수 

로이의 적응이론에 따라 초점자극으로 치매환자의 문제행동과 상태를 조

사하였고, 상황관련자극으로 주부양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양관련 특성을 

조사하였다. 

 

(1) 치매환자의 문제행동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은 Zarit & Zarit (1983)이 만든 Memory and 

Behavior Problem Checklist (MBPC)를 Teri 등(1992)이 Revised-

MBPC (R-MBPC)로 단축하고, 이형석 등(2004)이 한국어로 번안한 개정

판 R-MBPC의 문제행동 빈도부분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인정받아 널리 이용되고 있는 척도

이다. 3가지 범주(우울 9문항, 파괴적 행동 8문항, 기억관련 문제 7문항)로 

환자의 문제행동을 다각도로 측정하면서도, 치매 경증부터 중증까지 폭넓

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역사회 거주 치매환자에게 적당하다(이형

석 등, 2004). 

본 도구는 치매환자의 주부양자가 자필로 치매환자의 문제행동 24가지

의 빈도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 지난 1주일동안 문제행동이 한번도 없는 경

우는 ‘0점’, 매일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4점’으로 하여, 5점 Likert 척

도로 이루어져 있다. 총점은 0점부터 76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빈도가 높아 치매환자 상태가 중증임을 알 수 있다.  

치매노인의 주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이형석 등(2004)의 연구에서 신뢰

도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내용, 구성타당도가 있고 준거타당도(r=.51)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되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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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ronbach’s α는 .73이었다. 본 도구를 표준화한 연구자에게 도구 사용 

허락을 받았다.  

 

(2) 치매환자의 상태 

치매환자 상태는 Y구 치매지원센터에서 기본정보(성별, 나이, 결혼, 학력, 

치매진단명, 진단기간)를 얻고 보호자인 대상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하였으

며 치매환자의 다른 질병여부를 추가 질문하였다.   

 

(3) 주부양자의 일반적 특성 

주부양자의 일반적 정보로는 성별, 나이, 결혼, 학력, 종교, 경제적 상태, 

현 직업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다른 질병여부, 현재 운동여부와 운동의 종

류를 확인하였다.  

 

(4) 부양관련 특성 

주부양자와 환자의 관계, 동거여부, 부양기간, 하루 중 부양시간, 치매 환

자 이외에 부양하는 가족 수(예: 청소년 자녀, 또 다른 환자), 대체 수발자가 

있는지, 한 달에 치매환자를 부양하는데 드는 비용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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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수집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치매지원센터의 센터장, 팀장, 직원들에게 연

구의 목적과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협조와 허락을 구하였

다. 주부양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센터 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전반

적으로 원만히 진행되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실험군 2명의 체

력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1) 자료수집 과정 

2015년 2월 1주부터 4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Y구 치매지원센터의 

협조로 등록 치매환자 1,708명 중 독거, 동거자가 가정부인 경우, 쉼터나 

수녀회 등에서 거주하는 분 등을 제외하고, 치매임상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 평가 0.5~2에 해당하는 치매환자의 주부양자 327

명의 기본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모두 전화연락을 하여 연구의 

목적과 이익 ∙ 불이익을 설명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한 자 38명을 모집하였다.  

대상자는 실험군 20명과 대조군 18명으로 모집하였으나 신체적 불편감

이 심하여 중도 탈락한 실험군 2명을 제외하면 최종 대상자는 실험군이 18

명, 대조군이 18명으로 총 36명이었다.  

요가프로그램을 하는 요일은 환자의 인지교육일정에 맞추었다. 대상자는 

환자가 인지교육을 할 때 치매지원센터에 방문하였고 환자가 인지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치매지원센터 간호사와 작업치료사의 돌봄을 받고 있을 때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자의 상태, 개인일정

으로 환자가 인지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센터에 오지 않

았기 때문에 실험군 전체가 하루에 모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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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Y구 치매지원센터에서 배려 ∙ 협조해 주어 일정을 1회 더 조정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시작 시기가 다른 상태에서 수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

로 나누어 2개의 요가교실로 진행하였다.  

먼저 참여를 희망한 13명을 대상으로 3월 첫 째 주부터 5월 첫 주까지 수

요일 오전(10시~11시 30분)에 진행하였고, 나중에 참여를 희망한 5명을 

대상으로 3월 네 째 주부터 6월 첫 째 주까지 금요일 오후(3시 30분~5시)

에 진행하였다. 두 반의 요가프로그램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환자일

정에 따라 1주일에 1회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요일 반 혹은 금요일 반에 자

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두 반의 요가프로그램은 정해진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한 명의 진행자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순서와 내용상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일정이 불

규칙한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또는 금요일 어느 반이든 참석하도록 

하였고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였다. 

동의서 작성과 사전조사는 수요일 반의 경우 3월 1주에 Y구 보건소 건강 

교육실에서 진행하였고, 금요일 반의 경우 3월 4주에 Y구 치매지원센터 교

육실에서 진행하였다. 사후조사는 수요일 반의 경우 5월 1주에, 금요일 반

의 경우 6월 1주에 진행하였다. 금요일 반의 경우 5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

로 기간을 1주 연장하여 8회기를 진행하였다(Table 3). 

사전 후 검사를 할 때는 연구보조원들이 일대일로 읽어주고 응답할 시간

을 1인당 15분 정도 가지면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보건소 건강 교육실, 치매

지원센터의 검진실과 교육실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설문검사와 

체력검사를 진행하였다.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한 실험연구(윤미라, 2014)의 선례에 따라 출석률 

75%에 해당하는 6회기 이상 참여한 자의 결과를 최종 분석하였다.  



63 

Table 3.  Program Schedule 

 

 

  

Wed. Fri.

1 Pretest

2 ①

3 ②

4 ③ Pretest

1 ④ ①

2 ⑤ ②

3 ⑥ ③

4 ⑦ ④

1 ⑧ ⑤

2 Posttest ⑥

3 ⑦

4 ⑧

June 1 Posttest

April

May

Month Week
Section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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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보조원 훈련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6명의 연구보조원들이 함께 하였다. 3명은 설문

조사를 담당하였고, 3명은 체력검사를 담당하였다. 이 6명은 모두 대졸이상

의 학력을 가졌고 연구보조를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4명은 

30~40대 초반 연령이고, 2명은 60대 이상 노인이었다.  

설문조사에 3명의 연구보조원이 필요한 이유는 대상자의 시력이 저하되

어 설문지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보조원이 일대일로 읽어 주어야 했

기 때문이고, 체력검사에 3명의 연구보조원이 필요한 이유는 6가지 검사를 

동 시간대에 여러 명의 대상자를 측정할 때 시간이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

함이었다.  

2명의 노인 연구보조원은 체력검사를 담당하였다. Jones과 Rikli (2002)

는 노인체력검사를 할 때 보통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진 건강한 노인을 보조

원으로 하면 대상자와 동년배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 대상자가 가질 수 있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검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위의 노인 2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하여 함께 하였는데, 대상자가 연구환경

을 처음 접하여 낯선 감정을 느꼈을 때 젊은 연구보조원보다 노인 연구보조

원에게 더 쉽게 감정을 표현하였고 노인 연구보조원이 빠르고 적절히 대처

하였기 때문에 연구진행에 도움이 되었다.  

설문조사의 경우 연구보조원과 대상자가 1 : 1로 연결되어 한 책상에 앉

아 내용을 읽어주며 응답하도록 하였고, 체력검사의 경우는 1명의 연구보

조원이 2개의 검사를 맡아 한 명의 대상자가 이 2가지 검사를 마치면 다른 

연구보조원에게 가도록 안내하여 6가지 검사를 차례대로 마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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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자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자 주도로 총 3회의 교육을 실시

하였다. 1회기 교육은 연구시작 전 2월 말에 치매지원센터 회의실에 모여서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 방법, 시기, 연구윤리에 대해 설명하였고 설문조

사와 체력검사 방법을 설명하고 실제로 연구보조원들이 읽어보고 검사해보

는 등 연습하도록 하여 과정 상의 문제점, 설문내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 질문 등을 확인하여 관측자간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2회기 교육

은 사전검사 측정 당일 검사예정시간보다 1시간 전에 만나 설문내용 점검

과 체력검사 방법을 재확인하고 질문을 받으며 확인하였다. 3회기 교육은 

사후검사 측정 당일 검사예정시간 1시간 전에 시행하였고 위의 내용을 반

복 하였다. 또한 6명의 연구보조원들은 연구시작부터 사후검사까지 새로 

추가되는 사람이나 제외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가 진행될수록 측

정방법에 능숙해지고 서로간 친목이 생겨 연구활동이 촉진되었다.  

검사를 하는 동안에는 본 연구자가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지휘 ∙ 조정하며 

검사장소에 머물렀다. 예를 들어 한가지 체력검사에서 대상자가 몰리면 대

상자를 다른 검사항목을 하도록 하여 전체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였고, 검사 

도중 연구보조원의 질문, 어려움 등에 즉시 도움을 주어 혼선을 줄이고 연

구진행이 원활히 되도록 하였다.   

검사는 모두 오전에 실시하였고 장소를 변화 없이 유지하여 측정여건에 

일관성이 있도록 노력하였다. 체력검사 도구는 50cm 자, 초 시계, 접이 의

자, 2Kg 아령, 3Kg 아령, 줄자 등 이었고, 이 도구들을 사용 중 교체하지 않

아 도구 자체에서 오는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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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hapiro-

Wilk test를 이용하여 종속변수들의 정규 분포성을 확인한 결과 모두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모수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

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부양특성, 치매환자특성의 동질성검

증은 기술통계, χ2-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2) 요가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검정은 두 군이 동질하지 

않기 때문에 공변량분석(ANCOVA)을 하여 분석하였다. 사전 값을 공

변량, 사후 값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종속변수의 정규성, 공변량의 연

속성, 공변량과 종속변수간의 선형관계, 회귀계수의 동일성, 분산의 

동질성 등의 공변량분석의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3)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계수로 분석하였다. 

4)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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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전 동질성 검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주부양자이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외에도 초점자

극인 치매환자의 상태와 상황관련자극인 부양관련 특성을 함께 조사하여 

동질성을 검정하였고, 특히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은 주된 자극이기 때문에 

실험 후에도 동질성을 검정하였다.  

대부분 특성이 동질하게 나타났으나 종속변수 중 피로에서 두 군에 통계

적 유의성이 있어 최종적으로 두 군은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실험군이 73.44세, 대조군이 70.44세였고, 성별에

서 실험군 16명, 대조군 15명이 여성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16명

(88.9%)이 결혼하였고, 실험군에서는 14명(77.8%), 대조군에서는 9명

(50.0%)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졌다. 실험군 16명(88.9%), 대조군 15

명(83.3%)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또 99만원 이하로 한 달 생활비를 가진 

사람이 실험군 12명(66.7%), 대조군 9명(50.0%)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16명(88.9%)이 직업이 없었고 직업이 있다 해도 모두 시간제였다. 실

험군 14명(77.8%)과 대조군15명(83.3%)이 보통 이상으로 좋은 건강상태

라고 응답했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은 실험군 1.56개, 대조군 1.44개를 

가지고 있었다. 실험군 15명(83.3%)과 대조군 11명(61.1%)은 평소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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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운동을 하고 있었고 일주일에 평균운동시간은 실험군 189.44시간, 대

조군 187.78시간이었다.  

따라서 일반적 특성에서는 두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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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N=36)  

 

 *=Fisher’s exact test 결과;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p<.05. 

  

Exp.(n=18) Cont.(n=18)

n (%)

or

M±SD

n (%)

or

M±SD

69~89 73.44±6.14 70.44±6.36 1.44 0.159

≤69 6(16.7) 5(13.9)

70~79 7(19.4) 13(36.1)

≥80 5(13.9) 0(0)

Female 16 (88.9) 15 (83.3)

Male 2 (11.1) 3 (16.7)

Married 16 (88.9) 16 (88.9)

Divorced

Widowed

Single

2 (11.1) 2 (11.1)

≤ Middle school 14 (77.8) 9 (50.0)

≥ High school 4 (22.2) 9 (50.0)

Yes 16 (88.9) 15 (83.3)

None 2 (11.1) 3 (16.7)

≤ 990.000 12 (66.7) 9 (50.0) 0.310

≥ 1,000,000 6 (33.3) 9 (50.0)

Employed 2 (11.1) 2 (11.1)

Unemployed 16 (88.9) 16 (88.9)

Good 4 (22.2) 4 (22.2)

Moderate 10 (55.6) 11 (61.1)

Bad 4 (22.2) 3 (16.7)

Present disease(No.) 1.56±1.15 1.44±1.10 0.297 0.768

Yes 15 (83.3) 11 (61.1)

None 3 (16.7) 7 (38.9)

Exercise hours per week
189.44±

206.07

187.78±

223.36
0.023 0.982

Exercise 2.215
* 0.264

Employment 0.000
* 1.000

Health status 0.19 0.909

Economic status

(KW/month)
1.029

0.164

Gender 0.232
* 1.000

Marital status 0.000
* 1.000

Level of education 3.010
*

Religion 0.232
* 1.000

Variables Categories χ
2 
or t p

Age (yr)
6.89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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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부양 관련 특성과 동질성 검증 

대상자와 치매환자의 관계는 대부분 부부였고 아들, 딸, 형제, 자매는 실

험군 3명(16.7%), 대조군 6명(33.3%)이었다. 대상자와 치매환자는 모두 한 

집에 살고 있었고 평균부양기간은 실험군 4.11년, 대조군 6.33년이었다. 하

루 중 평균 부양시간은 실험군 22.00시간, 대조군은 23.11시간이었다. 정

신박약인 자녀를 둔 경우와 같이 주부양자가 부양해야 할 환자가 또 있는 

경우는 실험군 1명이었다. 부양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체 수발자가 있

는 경우는 실험군 4명(22.2%), 대조군 7명(38.9%)이었는데 아들이나 딸이 

토요일이나 휴일에 비정기적으로 부모님 댁에 와서 돌봐주는 경우와 요양

보호사가 하루 4시간씩 돌봐주는 경우가 있었다. 한달 평균 부양비용은 실

험군의 경우 16.89만원이었고 대조군의 경우 19.61만원이었다.  

따라서 부양관련 특성에서는 두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

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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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omogeneity Test of Burden Characteristics              (N=36) 
  

 

*=Fisher’s exact test 결과;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p<.05. 

 

  

Exp.(n=18) Cont.(n=18)

n (%)

or

M±SD

n (%)

or

M±SD

Spouse 15 (83.3) 12 (66.7)

Sibling

adult-child
3 (16.7) 6 (33.3)

Yes 18 (100) 18 (100)

No 0 (0) 0 (0)

Years of caregiving 4.11±2.30 6.33±6.12 -1.443 0.158

Hours of care per day 22.00±4.60 23.11±1.71 -0.960 0.344

Yes 1 (5.6) 0 (0)

None 17 (94.4) 18 (100.0)

Yes 4 (22.2) 7 (38.9)

None 14 (77.8) 11 (61.1)

Cost of caring

(10,000Kw/month)

Change caregivers 1.178
* 0.471

16.89±8.48 19.61±9.70 -0.897 0.376

Live with care recipient - -

Another person in need

of  caring
1.029

* 0.500

Variables Categories χ
2 

or t p

Relationship with

patient
1.333

*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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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환자 상태와 동질성 검증 

대상자들이 부양하고 있는 치매환자들의 평균연령은 실험군 79.67세, 대

조군 81.39세였다. 대부분 남성이고 결혼상태였으며 중학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실험군 11명(61.1%) 대조군 10명(55.6%)이었다. 대부분 알츠

하이머를 앓고 있었고 뇌경색, 뇌종양, 파킨슨으로 인한 치매를 진단받기도 

하였다. 평균진단기간은 실험군 4.55년 대조군 6.39년이었고 치매 이외에 

가진 질환은 실험군 1.39개, 대조군 1.33개를 가지고 있었다. 문제행동은 

실험 전에 실험군 42.44점 대조군 46.5점이었다. 실험 후에는 43.56점 대

조군 48.00점으로 모두 문제행동이 나빠졌으나 실험 전과 실험 후 차이검

정에서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치매환자 상태에서는 두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

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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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omogeneity Test of Dementia Patient Characteristics          (N=36)  

 

 *=Fisher’s exact test 결과;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p<.05. 

 

  

Exp.(n=18) Cont.(n=18)

n (%)

or

M±SD

n (%)

or

M±SD

Age (yr) 79.67±5.38 81.39±6.90 -0.835 0.410

Female 3 (16.7) 7 (38.9)

Male 15 (83.3) 11 (61.1)

Married 15 (83.3) 12 (66.7)

Widowed 3 (16.7) 6 (33.3)

≤ Middle school 11 (61.1) 10 (55.6) 1.000

≥ High school 7 (38.9) 8 (44.4)

Alzheimer 15 (83.3) 10 (55.6) 0.146

Others 3 (16.7) 8 (44.4)

Years of dementia

diagnosis
4.55±2.57 6.39±6.07 -1.180 0.246

Present disease besides

dementia(No.)
1.39±1.38 1.33±1.19 0.130 0.898

Pretest 42.44±8.83 46.50±10.74 -1.237 0.224

Posttest 43.56±15.73 48.00±9.98 -1.012 0.319
Behavior problem

Marital status 1.333
* 0.443

 Level of education 0.114
*

Dementia cause 3.273
*

Variables Categories χ
2 

or t p

Gender 2.215
* 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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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신체증상에서 실험군의 평균점수는 10.11점, 대조군은 10.78점이었다. 

피로의 경우 실험군은 24.33점 대조군은 28.61점이었고(t=-2.246, 

p=0.033) 우울은 실험군이 14.50점 대조군이 17.44점이었다. 부양부담의 

경우 실험군이 30.39점, 대조군이 34.67점이었고 통합성은 실험군이 

54.28점 대조군이 51.22점이었다. 체력의 경우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아령들기, 2분 제자리걷기, 의자앉아 앞으로 굽히기, 등 뒤에서 손잡기, 

240cm 왕복걷기에서 두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Table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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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N=36)  

 

  

Table 8. Homogeneity Test of Physical Fitness Dependent Variables        (N=34) 

 

 

  

Exp.(n=18) Cont.(n=18)

M±SD M±SD

Somatic symptoms 10.11±3.84 10.78±3.51 -0.542 0.591

Fatigue 24.33±5.89 28.61±5.69 -2.216 0.033*

Depression 14.50±7.16 17.44±6.91 -1.256 0.218

Burden 30.39±8.64 34.67±6.01 -1.725 0.094

Coherence 54.28±16.91 51.22±14.93 0.575 0.569

Variables t p

* p<0.05

Exp.(n=16) Cont.(n=18)

M±SD M±SD

30-s chair stand 13.67±3.91 12.06±2.94 1.39 0.173

Arm curl 18.50±4.91 16.94±5.29 0.914 0.367

2-min step test 89.67±24.06 81.44±24.96 1.006 0.321

Chair sit-and-reach 8.72±9.62 5.39±6.77 1.203 0.237

Back scratch -10.08±11.80 -10.25±12.35 0.041 0.967

8-ft up-and-go 5.96±1.25 6.10±1.00 -0.377 0.709

p

Physical fitness

Variable Categori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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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검정 

가설 1.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신체증상이 감소할 

것이다. 
 

실험군의 신체증상은 사전에 10.11점에서 사후에 7.39점으로 감소하였

고 대조군은 사전에 10.78점에서 사후13.67점으로 증가하였다. 두 군의 사

전 사후 변화값에 대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설 1은 지지되었다(F=25.381, p< .001)(Table 8).  

 

Table 9. Comparison of Somatic Symptoms between Groups            (N=36)  

 

Exp. =Experience group; Cont. =Control group; ** p<.001. 

 

   ** p<.001 

Figure 3. Marginal mean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somatic symptom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M±SD M±SD M±SD

Exp.(n=18) 10.11±3.86 7.39±4.46 -2.72±5.03

Cont.(n=18) 10.78±3.51 13.67±3.20 2.89±2.63

Somatic

symptoms
<.00125.381

Variable Group F p

**

10.11 10.78

7.39

13.67

0

5

10

15

20

25

30

Experience group Control group

Post

P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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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피로가 감소할 것이다. 
 

실험군의 피로는 사전에 24.33점에서 사후에 23.61점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에 28.61점에서 사후34.50점으로 증가하였다. 두 군의 사전 

사후 변화값에 대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

설2는 지지되었다(F=17.282, p< .001)(Table 10).  

 

Table 10. Comparison of Fatigue between Groups          (N=36)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F p 
M±SD M±SD M±SD 

Fatigue 
Exp.(n=18) 24.33±5.89 23.61±7.75 -0.72±7.43 

17.282** <.001 
Cont.(n=18) 28.61±5.69 34.50±4.93 5.89±5.43 

Exp. =Experience group; Cont. =Control group; ** p<.001. 

 

   ** p<.001 

Figure 4. Marginal mean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fatigue 

  

24.33 28.61

23.61

3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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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group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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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체력이 향상될 것이다. 
 

체력은 노인 체력 검사의 6가지 항목에 따라 각각 측정하였다.  

실험군의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는 30초 동안의 시간에 사전 13.67회

에서 사후 15.50회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에 12.06회에서 사후 

12.44점으로 증가하였다. 두 군의 사전 사후 변화값에 대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089, p=.031).  

실험군의 아령들기는 30초 동안의 시간에 사전 18.50회에서 사후 21.88

회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에 16.94회에서 사후17.89점으로 증가하였

다. 두 군의 사전 사후 변화값에 대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F=7.777, p=.009).  

실험군의 2분 제자리걷기는 2분의 시간 안에 사전 89.67회에서 사후 

102.25회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에 81.44회에서 사후 81.33점으로 

감소하였다. 두 군의 사전 사후 변화값에 대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962, p=.021).  

실험군의 의자에서 앉아 앞으로 굽히기는 사전 8.72cm에서 사후 

11.47cm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에 5.39cm에서 사후 5.11cm로 감소

하였다. 두 군의 사전 사후 변화값에 대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641, p=.039).  

실험군의 등 뒤로 손잡기는 사전 -10.08cm에서 사후 -6.25cm로 증가하

였고 대조군은 사전에 -10.25cm에서 사후 -10.22cm로 증가하였다. 두 군

의 사전 사후 변화값에 대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3.666, p=.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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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의 240cm왕복걷기는 사전 5.96초에서 사후 5.89초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에 6.10초에서 사후 6.26초로 증가하였다. 두 군의 사전 사후 

변화값에 대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348, p=.254)(Table 11).  

 

Table 11. Comparison of Physical Fitness between Group         (N=34)   

 

Exp. =Experience group; Cont. =Control group; * p<.05; ** p<.001. 

 

Pretest Posttest Difference

M±SD M±SD M±SD

Exp.(n=16) 13.67±3.94 15.50±3.97 2.25±2.35

Cont.(n=18) 12.06±2.94 12.44±3.99 0.39±2.43

Exp.(n=16) 18.50±4.91 21.88±5.08 3.19±2.51

Cont.(n=18) 16.94±5.29 17.89±4.46 0.94±3.35

Exp.(n=16) 89.67±24.06 102.25±27.55 13.06±21.01

Cont.(n=18) 81.44±24.96 81.33±25.24 -0.11±14.61

Exp.(n=16) 8.72±9.62 11.47±6.64 1.72±8.76

Cont.(n=18) 5.39±6.77 5.11±6.87 -0.28±5.13

Exp.(n=16) -10.08±11.80 -6.25±11.82 2.66±5.51

Cont.(n=18) -10.25±12.35 -10.22±11.29 0.03±3.11

Exp.(n=16) 5.96±1.25 5.89±0.79 -0.05±0.95

Cont.(n=18) 6.10±1.00 6.26±1.11 0.16±0.62

4.641 0.039

1.348 0.254

Chair sit-and-reach

Back scratch

8-ft up-and-go

3.666 0.065

*

p

30-s chair stand 5.089 0.031

2-min step test

Arm curl

Variable Group

7.777

F

0.009

5.962 0.0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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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01 

Figure 5. Marginal mean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physical fitness a) 30-s 

chair stand, b) arm curl, c) 2-min step test d) chair sit-and-reach e) back 

scratch f) 8-ft up-and-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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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이 감소될 것이다. 
 

실험군의 우울은 사전에 14.50점에서 사후에 11.50점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에 17.44점에서 사후20.72점으로 증가하였다. 두 군의 사전 

사후 변화값에 대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

설 4는 지지되었다(F=17.675, p< .001)(Table 12).  

 

Table 12. Comparison of Depression between Groups          (N=36)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F p 
M±SD M±SD M±SD 

Depression 
Exp.(n=18) 14.50±7.16 11.50±5.99 -3.00±7.85 

17.675** <.001 
Cont.(n=18) 17.44±6.91 20.72±6.19 3.28±8.27 

Exp. =Experience group; Cont. =Control group; ** p<.001. 

 

   ** p<.001 

Figure 6. Marginal mean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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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부양부담이 감소될 

것이다. 
 

실험군의 부양부담은 사전에 30.39점에서 사후에 25.83점으로 감소하였

고 대조군은 사전에 34.67점에서 사후 36.56점으로 증가하였다. 두 군의 

사전 사후 변화값에 대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어 가설 5는 지지되었다(F=16.473, p< .001)(Table 13).  

 

Table 13. Comparison of Burden between Groups                       (N=36)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F p 
M±SD M±SD M±SD 

Burden 
Exp.(n=18) 30.39±8.64 25.83±8.47 -4.56±8.83 

16.473** <.001 
Cont.(n=18) 34.67±6.01 36.56±5.06 1.89±5.88 

Exp. =Experience group; Cont. =Control group; ** p<.001. 

 

   ** p<.001 

Figure 7. Marginal mean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burden 

 



83 

가설 6.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통합성이 향상될 것

이다.  
 

실험군의 통합성은 사전에 54.28점에서 사후에 60.67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에 51.22점에서 사후 42.39점으로 감소하였다. 두 군의 사전 

사후 변화값에 대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

설6은 지지되었다(F=30.684, p< .001)(Table 13).  

 

Table 14. Comparison of Sense of Coherence between Groups         (N=36)  

 

Exp. =Experience group; Cont. =Control group; ** p<.001. 

 

   ** p<.001 

Figure 8. Marginal mean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sense of coherence 

  

Pretest Posttest Difference

M±SD M±SD M±SD

Exp.(n=18) 54.28±16.91 60.67±9.17 6.39±18.26

Cont.(n=18) 51.22±14.93 42.39±10.35 -8.83±20.11
**

Variable Grou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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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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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에서는 로이의 적응이론에 따라 요가프로그램을 대처기전으로 하

여 주부양자의 적응력이 향상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8주간의 요가프

로그램을 적용하면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신체 증상, 피로, 체력을 향상되고 

우울과 부양부담을 감소되어 최종적으로 주부양자의 통합성이 향상되는지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주부양자의 신체증상과 피로가 감소하였고 체력이 증가하였으

며 우울과 부양부담이 감소하여 적응이론의 최종산물인 통합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요가프로그램이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대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임을 알 수 있었다.  

 

1. 치매환자 주부양자를 위한 요가프로그램의 효과 

1) 신체증상, 피로, 체력, 우울, 부양부담에 미치는 효과 

대상자의 신체증상은 일반노인의 신체증상(강지숙과 정여숙, 2008; 백효

진, 2007; Kocalevent, Hinz, & Brähler, 2013)보다 2배 높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신체증상(Shahabi, Naliboff, & Shapiro, 2015)과 신

경섬유종증 환자의 신체증상(Vranceanu, Merker, Plotkin, & Park, 2014)

보다 낮았다. 즉 대상자의 신체증상은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보다는 낮지만 

일반노인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요가프로그램 후 대상자의 신체증상이 감소한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중재용량과 같이 8회 요가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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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의 신체증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연

구결과(Shahabi et al., 2015)를 보였고, 요가를 포함한 심신의학 프로그램

을 8회 적용 후 신경섬유종증 환자의 신체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

소한 연구결과(Vranceanu et al., 2014)와 유사하였다. 또한 노인을 대상

으로 하여 8주 요가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노인의 요통을 감소시킨 연구(유

시영 등, 2013), 근골격계의 통증을 감소시킨 연구(이혜경 등, 2012)와 비

슷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요가프로그램은 신체와 정신건강을 함께 향상하기 위해 멈춤

과 관찰의 원리를 이용하여 요가자세, 호흡, 명상을 진행하였고 치료적 요

가를 적용한 중재(Shahabi et al., 2015), 요가를 포함한 심신의학적 중재를 

적용한 연구(Vranceanu et al., 2014)에서와 같이 신체증상이 호전되었다

고 본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특징이 신체증상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다. 대상자들이 주로 하고 있던 평상시 운동은 걷기로 조사되었다. 걷기 운

동은 한쪽 방향으로 같은 근육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다르게 요가자세들은 등근육, 복부근육, 옆구리근육, 목근육, 팔근육, 

다리 근육, 무릎관절, 고관절, 발목관절 등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근육과 관

절의 기능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여 이완시키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내

부 장기와 신경, 혈관, 임파선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특징(Iyengar, 1997)

을 가지고 있고 또한 호흡을 알아차리는 방식과 병행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측정도구(PHQ-15)의 중간 수준 절단점인 10~14점 사이에 있어 본 연

구 대상자의 신체증상 수준은 중간수준이었다. 실험군의 경우 중간수준의 

신체증상에서 10점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앞으로 만성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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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노인층에게 요가를 중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피로는 통증이 없는 70대 일반 노인의 신체적 피로도의 1.6배

(Ross & Crook, 1998)였으며, 60대 뇌졸중 환자의 신체적 피로도(송영미, 

2012)와 비슷하였다. 피로에서도 주부양자의 피로는 일반 노인보다 높고 

질환을 가진 환자와 비슷하였다.  

요가를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피로 감소에 적용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다른 진단명을 가진 환자의 주부양자 피로를 감소시켰다는 연구와 비교하

였는데 요가 후에 폐암환자 주부양자의 피로가 감소되었고(Milbury et al., 

2015), 에이즈 환자의 주부양자 피로를 감소시킨 결과(Williams, 2005)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피로가 감소한 이유는 본 프로그램이 호흡훈련을 

중시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가자세를 하는 동안에는 10

초의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호흡을 관찰하게 하였고, 요가호흡과 

명상에서 호흡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기법이 피로

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요가호흡이 비정규 여성 노

동자들의 피로를 낮추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왕인순, 2010).  

요가호흡은 들숨과 날숨의 유지시간, 호흡의 통로의 변화, 숨의 횟수의 

변화, 들숨과 날숨 사이의 정지 시간 등에 의식적으로 변화를 주어 호흡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호흡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도록 한다

(Iyengar, 2009; Rama, 2004). 이런 방법으로 호흡을 자각하는 훈련을 지

속하면 뇌파 중 육체적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δ파가 감소하여 신체적 피로

도와 긴장도가 감소하키는 효과가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Hβ파

가 감소하여 정서적으로 고요하게 느끼게 된다(김은미와 조채형, 2012).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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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년 이상 요가를 한 20대 여성 집단이 비숙년집단보다 18.8% 최대산소

섭취량이 18.8% 높게 나타났고, 체내 황산화 효소 중 주요 해독 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김수진, 윤진호, 김알찬, 

오재근과 유호, 2011).   

호흡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 주

부양자의 피로가 감소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 주부양자의 

피로를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호흡에 집중하고 호흡량을 늘

리는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군의 체력은 하지근력, 상지근력, 전신지구력, 하체유연성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상체유연성은 대조군보다 향상되었고, 민첩

성과 동적 평형성은 차이가 없었다.  

주 180분 12주 요가프로그램 후에 농촌지역 여성 노인의 평형성과 유연

성이 증가하였으나 근력과 지구력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고(허

정분 등, 2010), 주 120분 12주 요가 프로그램 후에 도시지역 여성 노인이 

하지근력, 하체유연성, 평형성이 증가한 결과(강선영, 2010)와 비교해볼 때 

중재용량의 측면에서 본 연구가 주 1회 90분씩 8주로 다른 연구에 비하여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재용량을 주 1회 90분씩으로 계획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부양

자는 24시간동안 치매환자와 함께 지내게 되어 자신을 위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치매환자가 인지교육을 받기 위해 함께 방문할 

때에 비로소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점과 Y구 보건소의 건강교육실을 연구공

간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중재시간이 선행연구에 비하여 적은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향상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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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것은 주 120분 8주 요가프로그램으로 심부전환자의 지구력, 평형성, 

상체근력, 하체근력을 향상시킨 연구결과(Howie-Esquivel, Lee, Collier, 

Mehling, & Fleischmann, 2010)를 탐색함으로써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심부전 환자의 증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

여 안전에 중점을 두고 요가자세의 운동강도를 낮게 유지했고 1회 프로그

램에서 요가자세의 시간을 30분으로 줄였으며 요가호흡과 신체감각 명상

을 하는 시간을 30분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즉 본 연구의 주부양자나 위 연

구(Howie-Esquivel et al., 2010)의 심부전 환자와 같이 심한 신체증상, 피

로를 보이는 대상자에게 요가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운동적 요소를 강조

하기보다 호흡과 명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몸의 긴장을 풀어내고 이완하게 

함으로써 체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Howie-Esquivel 등(2010)의 연구도 요가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의 비율을 1:2로 하면서 느리게 집중하면서 하도록 한 것을 강조했는

데 이는 본 연구의 방식과 같다. 이런 방식을 일 연구가들은 마음챙김

(mindfulness)방식이라고 설명하는데 현재의 호흡과 감각에 집중하게 하여 

신체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

히 많이 되어 있는데(Grossman, Niemann, Schmidt, & Walach, 2004; 

Kabat-Zinn, 2003), 이는 본 요가프로그램의 방식이 따르는 고전요가의 방

식과 유사하다(정승석, 2007). 고전요가의 호흡법의 원리는 들숨과 날숨의 

지속시간에 1:2, 1:3, 1:4와 같이 변화를 주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또는 다

시 날숨 후에 들숨을 하는 사이에 숨을 멈추는 지식을 하도록 하며, 양 콧구

멍, 기도, 폐, 횡경막, 흉강, 복강을 여러 방식으로 움직여 호흡이 몸 안의 분

비물 등에 걸려 그만큼 덜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과 함께 호흡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관찰하도록 한다(정승석, 2007; Iyengar, 2009; 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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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미 외국에서는 이러한 호흡원리를 암, 심부전환자와 같은 심한 신

체적 만성 질병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적극 적용하고 있다(Bohlmeijer, 

Prenger, Taal, & Cuijpers, 2010; Ledesma, & Kumano, 2009). 

따라서 앞으로는 주부양자뿐만 아니라 심한 신체적 질병을 가진 대상자의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고전요가의 호흡법의 원리

를 내용으로 도입하면 체력을 증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우울수준은 참여자 36명 중 78%가 측정도구(CESD-10)의 절

단점 11점 이상으로 우울점수 평균은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우

리나라 노년기 평균점수(이현주, 201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일반

인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 2~3배로 주부양자의 절반 이상이 만성적 우

울을 갖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Epstain-Lubow, 2009)를 지지한다. 또

한 주 90분씩 6주 프로그램으로 주부양자의 우울을 감소시킨 연구결과

(Waelde et al., 2004)와 유사하다.  

주부양자의 우울은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이 심하고 오래갈수록 높아지는

데(이영휘 등, 2008) 주부양자가 이 초점자극(Newman, 1997; Roy, 1988)

에서 벗어나려면 환자가 더 악화되어 가족의 수발로는 더 이상 간병이 어려

워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이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김태현과 전길

양, 1995; 권중돈 등, 2002). 초점자극을 마주하는 주부양자는 휴식이 필요

하고 대체 수발자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환자와 동거하고 

있었고 주중 대체 수발자가 있는 경우는 11%였다. 주부양자의 우울은 대부

분 만성우울로(Epstain-Lubow, 2009) 본 연구 대상자의 사후 평균점수는 

11.50점으로 절단점인 11점 이상이기 때문에 요가프로그램 후에도 여전히 

우울증이 있다는 것으로 평가될 만큼 나쁜 상태였다. 대조군의 우울점수는 

사전부터 실험군보다 높은 상태였고 8주 후 더 심한 우울증의 점수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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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실험군과의 차이가 벌어져 유의한 효과가 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의 우울이 요가프로그램 후 감소한 이유는 요가자세, 요가호

흡, 명상이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를 도와 우울의 생리적 기전에 영향을 주었

고 특히 집중의 원리를 이용하여 치매환자로 인해 생긴 여러 마음의 혼란을 

잊게 하여 평화상태로 휴식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주부양자의 우울이 감

소하였을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Uebelacker et al., 2010). 

우울증 환자의 부교감 신경 활성이 심장이식환자 즉 심장 미주 신경이 제

거된 환자만큼 감소된 상황(Nahshoni et al., 2004)에서 알 수 있듯이 우울

증은 자율신경계 불균형과 매우 밀접하다(김원, 우종민과 채정호, 2005). 

요가는 교감신경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

는 효과를 보인다(백승현 등, 2010). 요가의 어느 측면이 그러한 결과를 이

끌어 내는지를 정밀하게 탐색된 연구는 현재 없으나 본 연구자는 신체적 효

과뿐만 아니라 집중의 원리가 더해져 자율신경계 활성화를 이끌어낸 것으

로 생각한다.  

청소년의 주의집중이 결핍될수록 우울하다는 조사연구 결과(김정민과 송

수지, 2014)처럼 주부양자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환자의 부양에 관심을 두

는 상황으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우울이 증가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방법을 이용하여 주의집중력을 

향상시켜 우울을 감소시킨 연구(엄지원과 김정모, 2013)에서처럼 집중을 

강조하는 훈련이 노인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집중력이 떨어져 대상자의 우울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노인으로

서 신경계 기능이 저하되어 집중력이 감소하는 변화와 함께 치매노인의 문

제행동과 인지기능이 악화되어 대상자들이 말해주듯이 “혼자 소리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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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때리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양복바지를 입고 그 위에 팬티를 입

었다.”, “TV를 눕혀놓고 드라이버로 가운데 구멍을 뚫었다.” 등과 같은 상

황이 주부양자를 늘 산만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현숙 등, 1999).  

본 요가프로그램은 Y구 치매지원센터가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치료를 하

고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에서 주부양자만을 모아놓고 진행하였

다.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휴식이야”라고 말하는 대상자가 있을 만큼 초

점자극이 되는 환자가 있는 공간과 층수를 달리하고 떨어진 공간을 이용하

여 진행한 것이 긴장을 완화하는 기반이 되었고, 두 번째로 호흡에의 집중, 

요가자세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10초씩 신체감각에 집중하도록 하고, 집중

명상을 하여 90분의 시간이 전체적으로 집중을 유도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

문에 이의 효과로 우울이 감소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주부양자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집중의 원리를 이용한 이완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한다.  

대상자의 부양부담은 60대 주부양자의 부양부담(배경열 등, 2006)에 비

해 2배 높았고, 치매노인 실태조사에서 지역사회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부

양부담을 측정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는 본 연구대상자의 부양부담이 1.7배

로 높았다(보건복지부, 2011). 부양자가 여성이고 배우자일수록, 접촉빈도

가 높을수록, 부양시간이 길수록, 부양영역수가 많을수록, 경제력이 낮을수

록, 치매초기일수록(권중돈, 1996; 보건복지부, 2011) 부양부담이 증가하

는데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유사하여 부양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요가프로그램 후 부양부담이 감소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요가 후 신체증상, 피로가 감소하고 체력이 증가한 것이 개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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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켰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치매환자가 앞으로 치매가 악화될 것이

라는 것을 감안하면 주부양자의 건강상태가 계속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권

중돈, 1996; 김태현과 전길양, 1995),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감

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발할 때에 상담과 교육방식을 넘어서서 신체

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요소를 적극 프로그램에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서적 지지가 영향을 

주어서 부양부담이 감소되었을 수 있다.  

부양부담을 줄이는 영향요인으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만이 총 부양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이혜자, 2006),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끼리 정서적 유대가 강화된 것이 부양부담을 줄이

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환자의 문제행동이 악화되는 이유가 

주부양자에게 있는 듯이 대하는 자녀와 친척의 태도로 많은 주부양자가 상

처를 받았다는 선행연구(강현숙 등, 1999)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대상자

들도 자녀, 형제, 주변의 친척들로부터 적지 않은 냉대를 받고 있었다. 또 

치매지원센터, 주간보호서비스 등에서도 주된 간호대상은 환자이지 보호자

가 아니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주부양자가 아닌 사람을 참여하지 못하게 

통제하니 대상자들은 대우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우받는 느낌은 

중요했다. 환자를 매일 돌보며 살아도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이 꼭 주부양자

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악화된 것처럼 가족에게서 냉대를 받거나 가까운 

주변으로부터도 보이지 않게 힐난받는 상황이었는데 주부양자를 주인공으

로 삼아 주부양자만을 대상으로 배려되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생겨 대상

자들은 존중받는 환경에 은근히 기뻐하며 자신들만을 위한 교육임을 다른 

보통 노인들에게 강조하였다.  

요가프로그램은 환자에게 매달리는 바람에 문화복지시설의 혜택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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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살아가는 대상자들이 마음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복지혜택과도 같았

다. 치매지원센터에서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환자에게 인지교육을 진행하면 그 시간에 맞추어 주

부양자들이 요가를 하는 체계였다. 센터의 작업치료사와 간호사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담당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환자와 떨어

질 수 있었고 돌봄에 대한 부담 없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다. 이 무언가가 

당시에는 요가밖에 없어 요가를 배웠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대상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요가프로그램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동네사람들끼

리 주기적으로 만나는 장으로 되어 서로 치매환자의 돌봄에 대하여 협조하

고 정보를 공유하였다. 가령 요가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대상자들은 서

로서로 주변 주간보호센터나 요양병원의 평판에 대한 대화를 하였으며 요

가프로그램이 끝나고 한 주부양자가 다른 볼일이 있으면 환자를 같은 동네 

분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또 몇몇 부부는 구청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며 화합하였고, 환자가 바로 앞 화장실을 못 찾아 배회할 때 환자의 

얼굴을 알아보며 도와주는 일이 빈번하였다. 또한 환자가 센터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가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

누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배회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빨리 찾는데 협조하

는 경우도 있었다. 이전에는 센터에서 환자교육이 진행될 때 환자를 기다리

기 위해 로비 쇼파에서 무료하게 앉아 있거나 서로 알지 못하여 어색한 시

간을 참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 요가프로그램이 진행되고부터는 서로 알아

보며 인사를 하고 다시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변화된 모습이 관찰되

었다. 

요가프로그램의 효과가 요가 외에 다른 요인 즉 집단교육이라는 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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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이 받는 사회복지혜택에서 그 동안 소외되어 왔다는 점, 동네사람들

과 화합하는 장으로 인식된 점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제한점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위의 

특징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 연구의 제한점일지라도 현

장에 적용하는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공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요가프로그

램을 제공할 때는 이러한 특징들을 실제로 주요하게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한계와 제언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통합성에 미치는 효과 

실험군의 통합성은 간호사의 통합성(김경숙, 2013)과 50대 부양자의 것

(Van Puymbroeck et al., 2007)보다 2~3점 낮았다가 요가 후에 3~4점 

증가하였다. 

이는 만성질환자의 주부양자에게 요가를 적용하고 체력과 통합성이 향상

된 Van Puymbroeck 등(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노인층에 요가를 

적용하고 신체건강과 통합성이 증가한 연구들(Wiesmann et al., 2006), 환

자에게 요가를 적용하고 질병 증상과 통합성이 향상된 결과(Gimpel et al., 

2014; Portegijs et al., 2014)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통합성이 높은 사람이 심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

고 신체건강도 향상되고 통합성이 낮은 사람은 그 반대라고 결론을 내리고

(김경숙, 2013; Thygesen et al., 2009), 신체건강과 통합성의 관련성을 

이용하여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성을 향상시킨다(Portegijs 

et al., 2014; Wiesmann et al., 2006)고 하였지만, 어떤 원리가 통합성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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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ovsky (1993a, 1993b)은 복잡성과 갈등 속에서 통합성이 높은 사

람이 이해력, 관리력, 의미부여라는 통합성의 세 측면이 활발히 강해져 통

합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는데, Antonovsky가 제시한 복잡성, 갈등의 

수준은 유럽에서 세계 대전을 겪은 사람(즉 Antonovsky)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즉 전쟁과 이념의 광기로 많은 것들이 파괴되는 수준을 말한다

(Antonovsky, 1993b). 이러한 수준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적응을 잘해 나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Antonovsky (1990)은 강한 자극을 

직면해 있는 순간 감정의 균형을 잘 잡고 적절한 대처 전략, 행동, 평가 등

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최

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이때 

감정이 감각을 통해 받아들여진 정보가 신경을 거쳐 뇌로 들어오고 과거의 

인상과 조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Borg, 1982; Crick, 1995)이라고 

한다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러한 순간을 관찰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순간의 감정적 상황을 관찰하는 기술은 고도의 집중

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임동호, 2015; 조옥경, 2009; Rama, 2006).  

요가자세의 특징은 자세이름이 말해주는 모습을 유지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서 예를 들어 ‘물고기자세’를 취하고 그 자세를 길게 유지하는 것을 중

요하게 여긴다(Rama, 1995, 2006). 유지하는 시간 동안 호흡에 집중하여 

들숨과 날숨이 반복될 때마다 신체 근육의 변화를 느끼면서 신체감각의 변

화를 관찰하도록 강조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집중력이 늘고 이 

집중력의 도움으로 감정을 제어하는데 효과가 있다(이혜숙, 2006; Rama, 

1995, 2004, 2006).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이 요가수행 후에 주

의집중력이 향상된 것도 그러한 반복연습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이혜숙, 

2006). 그것은 호흡에 따라 신체감각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을 반복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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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감정이 일어나는 단계들을 각각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길러주

게 되는데 이러한 관조하는 힘, 즉 평정심이 생기게 된다(임동호, 2015; 조

옥경, 2009; Rama, 1995, 2004, 2006). 

평정심은 불쾌한 사건이나 유쾌한 사건이나 어떤 자극으로 인하여 생긴 

감정으로 인하여 신체의 생리적 변화가 일어난 상황을 순간적으로 알아차

리고 관찰을 조용하게 시도함으로써 마음의 고요함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

다(김경호, 2013; Rama, 1995, 2004, 2006). 호흡과 신체감각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속도가 빠를수록 제어를 시작하는 시간이 단축되며 이로써 마

음의 고요함을 회복하는 능력이 강화된다고 한다면 요가수련의 방식은 이

를 가능하게 한다. 즉 주부양자에게 가해지는 여러 자극들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는 현실에서 요가를 통한 평정심을 기르는 훈련을 통해 분노, 

불안, 우울 등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 부정적 감정으로 생기는 생리적 증

상을 감소시키는데 오히려 현실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요가는 멈춤과 관찰의 원리를 가지고 요가자세, 호흡, 명상을 해나가는 

독특한 수련방법이다. 멈춤과 관찰은 호흡과 신체감각에 집중하는 방식으

로 진행한다. 이 방식으로 인하여 주부양자의 신체기능, 우울, 부양부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최종적으로 통합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요가자세를 미용과 건강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여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흐름으로 인하여 요가를 다른 운동과 비슷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호흡과 신체감각에 집중하는 방식이 깊이 있게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요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실정이다(김선희

와 권오륜, 2010; 임동호, 2015).  

요가를 바르게 실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치매환자 주부양자뿐만 아니라 

암환자, 간호사 등과 같이 내적 외적 자극으로 인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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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훼손되어 질병을 갖게 되는 대상자들에게 적응력과 함께 건강을 회

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본 요가프로그램의 강점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우울, 분노, 불안, 부양부담, 신체증상 등 정신적 신

체적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중재방법이 앞서 연구되었다. 국내

에서 진행된 중재방법으로는 교육과 상담중재, 원예치료(박경남, 2015), 집

단표현예술치료(김용일, 2014), 집단미술치료(권혁례와 한규량, 2006) 등

이 있고, 국외에서 진행된 것들로는 인지 행동치료, 행동관리기술, 인터넷 

지지, 그룹별 이완방법, 운동치료, 보조자 투입 등이 있다.  

앞으로 치매환자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중재방법을 구성할 때 도

움이 되고자 다른 중재방법과 비교하며 본 프로그램의 강점을 고찰하였다.  

본 요가프로그램은 다른 중재방법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

지고 있다. 

첫째, 통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생리적 건강의 증진, 우울과 부양부담의 감소를 동시에 이

루어내어 주부양자의 통합성을 높일 수 있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강

하고 건강한 마음이 필수적인데 요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증진

시킴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행된 중재방법의 

대부분은 신체적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인 운동이 제외되어 있어 주

부양자의 신체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부족할 수 있다고 본다. 치매환자 주

부양자의 간호중재에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

에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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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할 수 있다. 

본 요가프로그램은 순서, 방법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반복하도록 구

성되었다. 요가자세, 요가호흡, 명상은 8회 만에 숙달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기본구성이 단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만 하면 숙달되고 또 숙달될

수록 통합성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부양기간이 길다는 점, 노인

일수록 경제적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 24시간 환자와 동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종이, 점토, 음악, 물감, 교육비 등 재료비가 들지 않으면서 실내

-외를 구분하지 않고 어디에서든 작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스스로 할 수 있

는 것이 장기적인 간호중재에서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셋째, 유휴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어느 선행연구에서는 주부양자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치매환

자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였는데 주부양자의 걱정이 증가하여 프로그램에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센터의 도움으로 치매환자도 다른 인지프로

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진행이 원만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김용일, 

2014). 본 프로그램은 이와 반대로 치매환자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주부양

자가 무료하게 로비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하였다. 원예치료, 미술치료, 

예술치료 등과 다르게 요가는 준비물품이 매트 하나로 간소하고 강사 및 운

영진이 1~2명이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환자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주부양자를 위한 프로그램 시간을 배정할 때는 유휴시간을 활용하는 방식

으로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넷째, 정서적 지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집단으로 모여 진행되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있

는 대상자들이 함께 모이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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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서적 지지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지지의 방법은 미국같이 

이웃간 거리가 멀어 만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필요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함께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서로간

에 정서적 지지를 북돋을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본 연구는 주부양자의 건강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가 

많은 데 비하여 구체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넘어서려

고 노력한 데에 간호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요가프로그램이 로

이의 적응이론에 따라 주부양자에게 적합한 대처기전으로 작용하여 통합성

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치매지원센터 등을 비롯한 여

러 공공기관에서 치매환자의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간호중재를 할 때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초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 

앞으로 간호 현장에서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을 도입할 때 요가를 이용하여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켜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간호중재적 근거를 제시

했다고 볼 수 있다. 

주부양자의 통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요가프로

그램을 적용하였다. 요가프로그램은 요가자세, 호흡, 명상의 조합으로 순서

를 이어갈 수 있게 구성되었고, 멈춤과 관찰의 원리로 호흡과 신체감각에 

집중하는 요가 본연의 훈련방식으로 하도록 안내되었다. 8주 요가프로그램 

후 주부양자의 신체증상, 피로, 체력이 향상되었고, 우울과 부양부담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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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었고 통합성이 향상되었다. 로이의 적응이론에 따라 구성된 지표들이 

모두 향상되어 이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앞으로 치매지원

센터같은 간호 현장에서 요가의 방식을 이용하여 주부양자의 적응력을 높

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회적 지지를 지표로써 측정하지 못하였다. 로이의 이론에 따

라 효과기의 4가지 기능 중 상호의존 영역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였지만, 

다른 지표들로 인하여 설문문항이 이미 120여 개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60

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요가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두 번째,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 연구를 하지 못하였다. 대상자들에게 

무작위 방법에 따라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사전에 알

렸을 때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었다. 대상자들은 자신의 뜻과 다르

게 대조군에 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이 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없었고 연구의 방식을 따를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현정(2015)의 연구에서처럼 대상자에게 프로그

램이 제공되고 있는 흐름이 이미 사전에 잘 확보되어 있고 무작위배정으로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대조군이 되더라도 소외되거나 버림받는 것이 아니

라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면 치매환자 주부

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가프로그램에서도 무작위대조군 실험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 정서적 지지라는 측면이 요가프로그램 이외의 변수로 작용하였

고 이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지표로써 정량화하지 못하였다. 본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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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가족으로부터도 냉소적인 반응을 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주기적

인 만남이었다는 점, 체육시설이나 복지회관 같은 곳에서 치매환자를 돌보

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노인들이 빈번하게 받는 문화혜택에서 그 동안 소

외되어 왔다가 참여하게 된 점, Y구라는 한 지역 가까운 동네 사람들과 서

로 돕는 관계로 발전하는 장으로 인식된 점으로 인하여 정서적 지지가 발생

하였다. 정서적 지지가 생김으로써 부양부담과 우울 지표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지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지 못

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이 부분의 변화를 확인하면 임상

에 실제 적용할 때 더 나은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연구를 위하여 한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자는 대상자가 요가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후속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치매지원센터 같은 대부분의 치매 관련 간호현장은 치

매환자를 간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인력과 재정이 맞추어져 있어 주부양

자의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기에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

을 이해하고 본 연구의 요가프로그램을 동영상화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기자재와 전문가를 준비하지 못하여 반영하지 못하였다. 동영상을 이용하

는 연구는 이미 Van Puymbroeck 등(2007)이 제언한 내용이지만 반복 제

언하자면 요가프로그램이 동영상같은 디지털형식으로 표현되어 센터에서

나 집에서나 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

망한다. 만약 집에서 동영상을 이용하여도 같은 효과를 보인다면 독립적으

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예산, 공간, 시간

배정 등의 이유로 요가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여러 방식으로 요가프로그램이 활용

되어 주부양자의 고통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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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치매환자 주부양자를 요가프로그램의 중재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36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고 유

사실험설계를 이용하여 2015년 3월~6월까지 8주간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

였다. 연구결과 신체기능, 피로, 체력, 우울, 부양부담이 향상되어 최종적으

로 통합성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부양자는 요가를 함으로써 신체적 불편감과 정신적 고통을 감

소시키고 통합성을 높일 수 있어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과 더불어 자신의 삶

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요가프로그램을 주부양자를 위한 간호중재방법으로 하여 치매지원

센터의 보호자용 프로그램으로 실제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주부양자에게 제공하고 효과를 확인하고 이

러한 개인과정과 치매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집단과정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60대 미만 

연령층을 대상자로 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요가프로그램을 6개월 또는 1년 이상 적용했을 때 효과를 관찰하는 

장기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효과검증을 위해 이중맹검법을 이용한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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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요가프로그램을 통해 주부양자의 적응력이 향상되는 과정을 현

상학적인 질적 연구로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여섯째, 통합성을 생리적 지표를 이용하여 관찰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우

울 등이 감소하면 심장박동의 규칙성, 안정성, 심박수의 일정함 등을 증가

시키기 때문에 대상자의 통합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Tiller, McCraty, & 

Atkinson, 1996), 요가프로그램 전후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를 

측정하여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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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1.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로이의 적응이론에 따른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통합성 향상을 

위한 요가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연구 책임자명: 오희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이 연구는 치매환자의 주부양자에게 요가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신체적 정신

적 건강과 함께 통합성을 향상시키는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용산구 치매지원센터에 소속된 치매환자의 주부양자(60세 이상)이기 때문

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오희선 연구원 (오희선, 011-9632-2152)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

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

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치매환자의 주부양자에게 요가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 신체화증상, 피

로, 우울, 부양부담이 감소되고 체력이 증가하여 통합성(적응력)이 향상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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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용산구 치매지원센터에 등록한 환자의 주부양자 중 60세 이상의 노인이

신 약 46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1) 동의서 작성: 연구에 동의하면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요가팀(실험

군) 또는 비참여팀(대조군)을 선택합니다. 요가팀을 선택한 분은 3월

부터 매주 1회씩 총 8회 꾸준히 요가프로그램에 참여야 하고, 비참여

팀을 선택한 분은 요가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3월 사전검사와 5월 

사후검사에만 참여하십니다. 

 

2) 사전검사: 귀하는 2월 말에 용산구 치매지원센터에 오셔서 사전검사

를 하게 됩니다. 총 50분가량이 소요될 것입니다. 

① 연구보조원이 읽어주는 설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 설문지는 

귀하의 일반적 특성(성별, 나이, 경제적 상태, 건강상태 등), 부양 

관련 특성(부양시간, 부양비용 등), 치매환자 상태(성별, 학력, 진

단명 등), 신체화 증상, 피로, 부양부담, 우울, 통합성, 환자의 문제

행동 등 총 10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② 6가지 노인체력검사를 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아령들

기, 2분 제자리 걷기, 의자에 앉아 앞으로 굽히기, 등뒤로 손잡기, 

244cm 왕복걷기) 

③ 자연산 소금(5천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3) 요가팀: 8주 동안(8회) 요가교실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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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귀하는 목요일마다 용산구 치매지원센터내 교육실에 오전 10시까

지 오십니다. 10시~11시 40분(100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순서는 서로 인사하기 5분, 호흡 5분, 요가자세 60분, 휴식 10분, 

호흡 10분, 명상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노인초

보자에게 맞는 동작과 강도로 진행되고 부담 없이 따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② 총 8회 참여합니다. 

③ 가능하면 모두 출석하셔야 합니다. 수요일에 오희선 연구원이 참

여를 격려하기 위한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

을 때는 2회 결석이 가능하고, 미리 오희선 연구원에게 말씀해 주

셔야 합니다. 죄송스럽게도, 3회 결석하셨을 때는 연구규칙에 따라 

요가교실에 더 이상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④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4) 사후검사: 귀하는 5월에 용산구 치매지원센터에 오셔서 사후검사를 

하게 됩니다. 총 50분 가량이 소요될 것입니다.  

① 사전검사 때와 같은 설문지와 체력검사를 합니다.  

② 요가매트(2만원 상당)를 선물로 드립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15년 3월~5월입니다. 귀하는 8회(매주 목요일)동안 참여하십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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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

나 연구 책임자(오희선)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요가프로그램에서 신체활동을 하다가 다리와 발에 간간히 쥐가 나거나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근육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구자에게 말로 표현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육 

불편감은 대개 수분 내에 멈춥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

(또는 전화)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앞으로 치매지원센터가 치매환자 주부양자를 

돕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대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오희선 (02-740-8452)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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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

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

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사전검사 시 자연산 소금(5천원)과 

사후검사 시 요가매트(2만원)를 기념품으로 증정됩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오희선    전화번호: 011-9632-2152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

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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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

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

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

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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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설문지 

 

※ 일반적 특성 

1. 성별         1) 남성   2) 여성 

2. 연령         만 _______세 

3. 결혼상태   1) 기혼   2) 사별   3) 이혼   4) 미혼   5) 기타(         ) 

4. 학력         1) 무학    2) 초등졸업    3) 중등졸업   

4) 고등졸업  5) 대학교이상 

5. 종교         1) 없음  2) 크리스천(천주교, 기독교)  3) 불교  4) 기타(     ) 

6. 한 달 수입(동거가족 합계, 평균) 

1) 99만원 이하       2) 100~199만원         3) 200~299만원  

4) 300~399만원     5) 400~499만원         6) 500만원 이상 

7. 현 직업상태 

1) 없음         2) 있음(시간제/정규직/기타 (                   )        

7-1. 직업이 없는 이유     

1) 전업주부      2) 정년퇴직   

3) 환자간호를 위해 (     )개월 전에 조기퇴직   4) 기타 (     ) 

8. 건강상태 

1) 매우 좋음   2) 좋다   3) 보통이다   4) 나쁘다   5) 아주 나쁘다 

8-1. 현재 앓고 있는 질환(모두)  ________________________ 

9. 운동 여부 

1) 예   :  일주일에 _______회,  1회 당 ________분 

2)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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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관련 특성 

1. 환자와 관계         _______________ 

2. 동거여부             1) 예      2) 아니오 (구체적으로 _______) 

3. 부양 시작 시기      ____________년 ___________월 

4. 하루 중 부양시간   _______________시간 

5. 다른 부양 가족 수 (예: 자녀)  ________명 

6. 다른 교대자 여부  

1) 없음    2) 늘 있음(누구: ____)    3) 가끔 있음(누구:___) 

7. 부양 비용(한 달)              약 ____________만원 

 

  



130 

※ 치매환자상태 

1. 환자 성별    1) 남성    2) 여성 

2. 환자 연령 만________세 

3. 환자 결혼상태 

1) 기혼     2) 사별     3) 이혼     4) 미혼     5) 기타(         ) 

4. 환자 학력 

1) 무학   2) 초등졸업   3) 중등졸업   4) 고등졸업   5) 대학교이상 

5. 치매 진단명과 진단 날짜 

진단명  __________________ / 진단 날짜  _______년 ______월  

6. 치매 외 질병(모두)     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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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 =
2 =
3 =
4 =

번호 횟수

1 ⓞ   ①   ②   ③   ④

2 ⓞ   ①   ②   ③   ④

3 ⓞ   ①   ②   ③   ④

4 ⓞ   ①   ②   ③   ④

5 ⓞ   ①   ②   ③   ④

6 ⓞ   ①   ②   ③   ④

7 ⓞ   ①   ②   ③   ④

8 ⓞ   ①   ②   ③   ④

9 ⓞ   ①   ②   ③   ④

10 ⓞ   ①   ②   ③   ④

11 ⓞ   ①   ②   ③   ④

12 ⓞ   ①   ②   ③   ④

13 ⓞ   ①   ②   ③   ④

14 ⓞ   ①   ②   ③   ④

15 ⓞ   ①   ②   ③   ④

16 ⓞ   ①   ②   ③   ④

17 ⓞ   ①   ②   ③   ④

18 ⓞ   ①   ②   ③   ④

19 ⓞ   ①   ②   ③   ④

20 ⓞ   ①   ②   ③   ④

21 ⓞ   ①   ②   ③   ④

22 ⓞ   ①   ②   ③   ④

23 ⓞ   ①   ②   ③   ④

24 ⓞ   ①   ②   ③   ④

외롭다고 말함

자신이 가치가 없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이

야기함

인생에서 이룬 것이 없다거나 실패한 것 같다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함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며, 투정을 부림

[1.환자의 문제행동] 지난 7일 동안 환자가 다음의 어려움들을 보인 횟수

를 표시해 주십시오.

아래의 질문에 빠짐없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횟수에 대해서 표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함

다른 사람에게 욕이나 과격한 말을 함

슬퍼 보이거나, 우울해 보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나 슬픈 기분을 표현

함(예를 들어, "의미있는 일이 없다","나는 어떤 일도 잘

해낼 수 없다"고 말함)

소리내어 울거나, 눈물을 글썽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함(예를 들

어, "인생이 살 가치가 없다","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함)

보호자를 당황시키는 일을 함

저녁에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움

큰소리로 말하며, 빠르게 말함

불안해 보이거나, 걱정스러운 듯 보임

환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일이나 행동을

함

자해하거나 자살하겠다며 위협함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기 힘듦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엉뚱한 곳에 둠

날짜나 요일을 잊어버림

어떤 일을 시작은 하지만, 끝맺지 못함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움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때려부숨

지난 일주일 동안 3~6회 있었다
매일 그런 행동을 보였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봄

최근의 일(예를 들어,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

을 기억하기 힘듦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없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2회 있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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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①   ②   ③   ④

19 ⓞ   ①   ②   ③   ④

20 ⓞ   ①   ②   ③   ④

21 ⓞ   ①   ②   ③   ④

22 ⓞ   ①   ②   ③   ④

23 ⓞ   ①   ②   ③   ④

24 ⓞ   ①   ②   ③   ④

외롭다고 말함

자신이 가치가 없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이

야기함

인생에서 이룬 것이 없다거나 실패한 것 같다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함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며, 투정을 부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나 슬픈 기분을 표현

함(예를 들어, "의미있는 일이 없다","나는 어떤 일도 잘

해낼 수 없다"고 말함)

소리내어 울거나, 눈물을 글썽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함(예를 들

어, "인생이 살 가치가 없다","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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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전혀

시달리지
않음

약간
시달림

매우
시달림

1 위통 ⓞ ① ②

2 허리 통증 ⓞ ① ②

3 팔, 다리, 관절의 통증 (무릎, 고관절 등) ⓞ ① ②

4 두통 ⓞ ① ②

5 가슴통증 ⓞ ① ②

6 어지러움 ⓞ ① ②

7 기절할 것 같음 ⓞ ① ②

8 심장이 빨리 뜀 ⓞ ① ②

9 숨이 참 ⓞ ① ②

10 변비 묽은 변이나 설사 ⓞ ① ②

11 메슥거림, 방귀, 소화불량 ⓞ ① ②

12 피로감, 기운없음 ⓞ ① ②

13 수면의 어려움 ⓞ ① ②

[2.부양자의 신체화증상] 지난 한달 동안 다음 증상들에 얼마나 시달리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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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머리가 무겁다 ① ② ③ ④

2 전신이 나른하다 ① ② ③ ④

3 다리가 나른하다 ① ② ③ ④

4 하품이 나온다 ① ② ③ ④

5 머리가 멍하다 ① ② ③ ④

6 졸음이 온다 ① ② ③ ④

7 눈이 피로하다 ① ② ③ ④

8 동작이 둔해진다 ① ② ③ ④

9 발걸음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10 눕고 싶다 ① ② ③ ④

[3.부양자의 피로] 지난 7일 동안 경험했던 피로는 어느 정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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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극히

드물게
(1일 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

찮게 느껴졌다
ⓞ ① ② ③

2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 ① ② ③

3 우울했다 ⓞ ① ② ③

4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 ① ② ③

5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 ① ② ③

[4. 부양자의 우울] 지난 7일동안 느끼신 것에 0표 하시기 바랍니다.

6 두려움을 느꼈다 ⓞ ① ② ③

7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 ① ② ③

8 행복했다 ⓞ ① ② ③

9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

꼈다
ⓞ ① ② ③

1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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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내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항상
있다

1
환자를 돌보는 일 때문에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 ① ② ③ ④

2
환자를 돌보는 일과 직장 및 가정에서의 책임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
ⓞ ① ② ③ ④

3 환자와 함께 있으면 화가 납니까 ? ⓞ ① ② ③ ④

4
환자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② ③ ④

5 환자와 함께 있으면 긴장됩니까 ? ⓞ ① ② ③ ④

6
환자를 돌보는 일 때문에 당신의 건강에 문제

가 생겼다고 느끼십니까 ?
ⓞ ① ② ③ ④

7
환자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만큼 사생활을

갖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
ⓞ ① ② ③ ④

8
환자를 돌보는 일 때문에 당신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느끼십니까 ?
ⓞ ① ② ③ ④

9
환자를 돌본 이후 당신의 생활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
ⓞ ① ② ③ ④

[5.부양자의 부양부담] 어르신을 돌보면서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느끼십니

까 ? 평소 느낌과 가장 가까운 답을 하나만 고르세요

10
환자에게 무엇을 해 줘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느끼십니까 ?
ⓞ ① ② ③ ④

11
환자에게 더 많은 것을 해 줘야 한다고 느끼

십니까 ?
ⓞ ① ② ③ ④

12
환자를 돌보는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었다고

느끼십니까 ?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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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3 4 5 6 7

2

1 2 3 4 5 6 7

3

1 2 3 4 5 6 7

4

1 2 3 4 5 6 7

5

1 2 3 4 5 6 7

6

1 2 3 4 5 6 7

7

1 2 3 4 5 6 7

[6.부양자의 통합성] 당신의 느낌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0표

를 해주십시오

자신이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 있고,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이 매일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은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과거에 당신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행동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당신 삶은

전혀 그런 적 없었다 매우 자주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자주 그렇다

전혀 그런적 없었다매우 자주 그랬다

전혀 그런 적 없었다 항상 그랬다

전혀 그런 적 없었다 항상 일어났다

명확한 목표가 없다 매우 명확한 목표가 있다

지루함과 고통의 원천이다큰 만족감과 기쁨의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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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2 3 4 5 6 7

9

1 2 3 4 5 6 7

10

1 2 3 4 5 6 7

11

1 2 3 4 5 6 7

12

1 2 3 4 5 6 7

13

1 2 3 4 5 6 7

당신이 일상에서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느낌을 자주 갖습니까?

당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자주 갖습니까?

혼돈스러운 느낌과 생각이 있습니까?

당신이 느끼고 싶지 않은 어떤 감정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강한 성격의 사람일지라도, 때때로 어떤 상황에서는 실패자처럼 느낍니
다. 당신은 과거에 얼마나 자주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당신은 그것을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자주 그렇다

전혀 그런적 없다매우 자주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전혀 없었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보았다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했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자주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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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양자의 체력

단위 점수

1 회/30초

2 회/30초

3 회/2분

4 cm

5 cm

6 초244cm 왕복걷기

등 뒤로 손잡기

검사항목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아령들기

2분 제자리 걷기

의자에 앉아 앞으로 굽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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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연구진행사진 

설문지 조사  

  

체력검사  

일어섰다 앉기 아령들기 

  

2분 제자리 걷기 의자에 앉아 앞으로 굽히기 

  



141 

등 뒤로 손잡기 240cm 왕복걷기 

  

연구보조원 기념 사진  

  

  

요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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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24가지 요가자세 

순서  자세이름 사진 설명 

1 

앉아서 

하기 

목돌리기 

 

목근육의 이완 및 

강화, 두뇌 

혈액순환 개선 

2 
등펴기자세 

(한다리씩) 

 

등-복부근육 

강화와 

다리혈액순환 

개선 

3 
앉아서 옆 

기울기 

 

옆구리, 복부, 

등근육, 골반 

근육의 강화 

4 
다리 옆으로 

뻗어 옆 기울기 

 

옆구리, 복부, 

등근육, 골반, 

근육의 강화와 

다리혈액순환 

개선 

5 나비자세 

 

복부, 하복부근육, 

고관절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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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자세이름 사진 설명 

6 
등펴기자세 

(양다리) 

 

등근육, 복부근육, 

척추의 강화, 

다리혈액순환 

개선 

7 앉아서 비틀기 

 

등근육, 복부, 

옆구리, 목 근육의 

강화 

8 

서서 

하기 

산자세 

 

선 자세에서 

전신근육의 이완 

9 
서서 위로 팔 

뻗기 

 

어깨와 등근육, 

발목, 무릎 강화, 

균형감각 계발 

10 

머리 아래로 

하여 발에 손 

얹기 

 

두뇌 혈액순환과 

복부, 등근육 강화 

및 다리혈액순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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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자세이름 사진 설명 

11 
팔 들어 옆으로 

기울이기 

 

옆구리근육과 

균형감각 강화, 

다리혈액순환 

개선 

12 
팔 들어 뒤로 

젖히기 

 

등-복부근육 강화 

및 다리혈액순환 

개선 

13 삼각자세 

 

목, 다리근육, 

발목강화, 복부-

등근육의 강화 및 

다리혈액순환 

개선 

14 

누워서 

하기 

십자가자세 

 

간장, 비장, 췌장, 

허리근육의 강화 

15 

다리뻗어 들기 

(30도, 60도, 

90도) 

 

복부, 허리, 다리 

근육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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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자세이름 사진 설명 

16 
뻗은 다리 잡고 

상체 들어올리기 

 

균형과 평형감, 

등근육의 강화 

17 물고기 자세 

 

두뇌 혈액순환 

개선과 가슴과 

목근육, 갑상선의 

강화 

18 반아취 자세 

 

복부-등, 목, 

하복부 근육의 

강화 

19 

누워서 무릎을 

구부려 가슴 

가까이 대기 

 

복부, 등, 

하복부의 강화 

20 누워서 비틀기 

 

어깨, 옆구리, 

하복부 근육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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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자세이름 사진 설명 

21 

엎드려  

하기 

코브라 자세 

 

복부-등근육, 

가슴근육의 강화 

22 메뚜기 자세 

 

허리와 다리근육 

강화, 폐의 강화 

23 활자세 

 

복부-등, 어깨, 

가슴근육의 강화 

24 휴식 송장자세 

 

누운 자세에서 

전신근육의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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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도구사용 허락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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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6.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49 

Abstract 

 

Effects of a Yoga Program  

for Improving the Sense of  

Coherence of Dementia Caregivers 
 

Heesun Oh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oh, Chin-Kang PhD, RN 

 

Because the number of people with dementia has been increasing and they tend to 

have the disease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burden of dementia caregiving puts a 

great deal of pressure on family members who are caregivers. The more caregivers’ 

physical and mental health is taxed, the less energy they may have to contribute to 

the care of the dementia patient. On the other hand, the more caregivers improve 

their sense of coherence, the more positivity they can bring to dementia patient 

caring. Therefore,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s to strengthen caregivers’ sense 

of coherence is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their adaptability for dementia patient 

care. Yoga is known to help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dementia caregivers, but 

whether it improves the sense of coherence in concert with improvements in 

physical health has not been evaluated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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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 the relationship of dementia caregivers’ participation in a yoga program 

with their sense of coherence according to Roy’s adaptation theory. 

This study was designed with a quasi-experimental approach using a non-

equivalent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Caregivers who were over 60 years of age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n= 18) or the control group (n= 18). The 

experimental group practiced yoga once a week for 8 weeks, for 90 minutes at a 

time, but the control group did not practice yoga. In order to compare differences 

between the 2 groups, somatic symptoms, fatigue, physical fitness, depression, 

burden, and sense of coherence were examined. Data was analyzed using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due to heterogeneity of the 2 groups. 

After the 8-week period, scores on somatic symptoms (p<.001) and fatigue 

(p<.001) had fallen in the experimental group relative to the control group. Among 

physical fitness measures, the 30-s chair stand (p=.031), arm curl (p=.009), 2-

minute step (p=.021), chair sit-and-reach (p=.039), back scratch (p=.065), and 8-ft 

up-and-go (p=.254) test scores were greater than in the control group. Meanwhile, 

among measures of mental wellness,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p<.001) and 

burden (p<.001) were lower than in the control group, and the sense of coherence 

was greater than in the control group (p<.001). 

We concluded that this yoga program for dementia caregivers reduced physical 

discomfort and mental suffering, and ultimately improved the sense of coherence. 

Therefore, a yoga program is an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dementia caregivers. 

 

Keywords: Dementia, Caregiver, Yoga, Sense of coherence. 

Student Number: 2013-30136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용어의 정의

	Ⅱ. 문헌고찰
	1.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과 건강상태
	2. 요가의 효과
	3. 요가의 간호학적 적용

	Ⅲ.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기틀
	2. 연구의 가설

	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2. 연구대상                
	3. 연구환경 
	4. 윤리적 고려
	5. 중재 프로그램
	6. 연구도구                
	1) 결과변수  
	2) 외생변수 

	7. 자료수집                
	8. 자료분석  

	Ⅴ.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전 동질성 검정
	2. 가설검정   

	Ⅵ. 논의
	1. 치매환자 주부양자를 위한 요가프로그램의 효과
	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ppendix 1.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Appendix 2. 설문지
	Appendix 3. 연구진행사진
	Appendix 4. 24가지 요가자세
	Appendix 5. 도구사용 허락 이메일
	Appendix 6.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