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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노인의 하타 요가 수련의 효과에 한 연구이다. 특히 만성요통에 시달리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통증과 일상생활에 있어 기능  장애의 변화에 을 두고 있다. 연구는 65세 이상의 남녀로 재 노동활동

에 종사하지 않고 6개월 이상 허리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이다. 연구는 하타 요가나 다른 체계 인 운동

을 경험하지 않는 상으로 한정하 다. 실험은 8주 동안 일주일에 세 번 하타 요가를 수련하는 그룹과 다른 

조건은 동일하지만 하타 요가를 수련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 었다. 연구 결과는 하타 요가를 수련한 그룹이 

그 지 않은 그룹에 비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하타 요가가 근육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기르게 하여 만성요통을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racticing Hatha Yoga on the elderly. I have focused on the changes in 

subjective pain and a feeling of helplessness in their daily lives of elderly people over 65 who are suffering from chronic back 

pain. We looked at both men and women over 65, who were not working during the period, all of whom had been experiencing 

back pain over 6 months. All the subjects have never practiced Hatha Yoga or any other specialized and/or systematic workouts at 

that time. Among them, the men and women over age 65 with chronic back pain were selected as a group and practiced Hatha 

Yoga three times a week for eight weeks. In conclusion, the study proves that Hatha Yoga is an effective way for the old over 

65 with chronic back pain by acquiring muscular strength and flexibility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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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8년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2001년 당시 76.4

세이던 평균 수명은 2008년 79.1세로 늘어났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동시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

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

http://dx.doi.org/10.13067/JKIECS.2013.8.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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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구 보충 출생률인 2.1명에도 못 미치는 1.13명 

수 으로 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

이 매우 크다[4],[25]. 

UN의 규정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노

인 인구 비율이 2001년 7%를 과하면서 고령화 사

회로 진입하 고, 2009년 재 노인 인구는 519만명으

로 인구 비 은 10.7%로 등하 다. 2018년경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로 올라갈 것이다. 고령화가 되

면 건강에 한 의존도가 상 으로 높아지게 되는

데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비가 10조 4,904억원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지출에서 노인 의료비 비 이 

30%에 이르고 있다는 것으로도 노인건강 개선을 

한 노력들은 더욱 실해진다고 볼 수 있다[13],[20].

재, 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인의 요통 치료 

형태는 통증을 완화하는 목 으로 진통제, 소염제, 근

육이완제 주의 약물 치료가 부분이다. 요통의 주

된 원인이 자세와 근육의 불균형[11]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약물 치료는 일시 인 통증 완화에 도움을  

수는 있으나 근본 인 요통 리를 해서는 바른 자

세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운동 로그램으로 병행되

어야 하며[13],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요

법의 하나로 보 되어야 한다. 60세 이상의 인구 에

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활용하는 인구가 

체 비 17.6%로 나타났으며[7],[19], 고령 인구가 스마

트폰으로도 인터넷 서비스 등을 이용할려는 최근동향

[2]도 만성요통의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생활요가 보

의 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 지만 그동안 일반 

에게 보 된 요가는 지나치게 다이어트와 미용 

목 으로 되어 요가 화 과정에 있어 특정 분

야만이 심을 받게 되고, 한정 인 근만이라는 지

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본 연구는 노인 계층을 상으로 만성 질환  하

나인 요통으로 인한 통증 리와 일상생활의 불편감

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 인 도구로서 하타 요가 수

련 로그램 개발을 통한 노인 계층의 삶의 질 개선

을 해 시도하 다. 이는 직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은 물론이거니와 퇴직이후 노화로 인해 고심하는 퇴

직자들에게도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 하타 요가 수

련으로 만성요통 노인의 주  통증과 일상생활 활

동시 느끼는 요통으로 인한 고통을 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기 자료로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Ⅱ. 연구방법

1.1. 연구설계

본 실험은 하타 요가 수련 후 집단별 통증 완화

와 일상생활 장애 정도를 비교하기 하여 실험군과 

조군을 두었다. 실험 설계의 유형은 유사실험설계로 

비동등성 조군 후실험설계이다. 

1.2 연구 상  기간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만성요통노인을 상자로 

하 다. 하타요가를 수련할 실험군은 주 역시 산하 

B재단에서 수업참여가 확정된 노인들을 상으로 하

고, 하타 요가를 수련하지 않는 조군은 주 역

시의 Y노인 학에서 선정하 다. 선정 기 은 생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자로서 수술을 하지 않고 6

개월 이상 요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선정 당시 요통과 

련한 문 이고 체계 인 운동 요법  보완 요법

을 하지 않는 자로 한정하 지만 요통으로 인한 병원

처방은 통제할 수 없었으며, 상자들의 만성요통부분

도 주 인 단에 의했음을 밝힌다. 2010년 6월15

일부터 8월 7일까지 8주간 주 3회에 걸쳐 실험군과 

조군 각 30명의 남녀를 선별하 으며, 실험 종료 후 

실험군은 27명, 조군은 20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2. 용어의 정의 

2.1 하타 요가(Hatha Yoga)

- 이론  정의

요가의 행법은 탄잘리에 의해 체계화된 요가 8단

계는 야마( 계)-니야마(권계)-아사나(체 법)- 라나

야마(호흡법)- 라티아하라(제감법)-다라나(응념법)-

디아나(선정법)-사마디(삼매)이다. 이  1～4단계 행

법에 을 두어 수련하는 것이 하타 요가(Hatha 

Yoga)이고, 5～8단계에 을 두어 수련을 하는 것

이 라자 요가(Raja Yoga)이다. 즉, 하타 요가는 체

법과 호흡법, 육체  고행 등 육체 인 수행을 시하

는 요가의 유 이다[22].

-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 , 심리  특성을 반

하여 만성 요통을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도록 요통

에 효과 인 아사나(체 법)를 으로 하는 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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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로써 요가 니드라 (Yoga Nidra)를 결합한 라나

야마(호흡법)를 말한다. 

2-2 노인

- 이론  정의

통상 노인 연구의 경우 60세 이상을 노인 연령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든 경제 통계에서 생산 

활동 인구를 만 14세 이상 59세 이상로 규정하고 있

고. 체로 퇴직 연령이 55세(일반 기업체)～60세(일

반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통 으로 우리나라는 60

세를 회갑이라 하여 이때부터를 노인이라 부르는 문

화  요인도 있다. 재, 노인복지법 제8조에서는 65

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 노인은 노인복지법 용 상 연령  

주 역시 산하 재단의 B센터의 회원가입 연령인 65

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3 통증

- 이론  정의

Casey[3]에 의하면 통증이란 실제  는 잠재  

조직 손상과 함께 경험되거나 그런 손상의 견지에서 

표 되는 기분 나쁜 감각과 불쾌한 정서  경험을 모

두 포함하는 것이다[16].

-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 통증은 6개월 이상 지속 이고 만성

으로 느끼는 통감과 정서로 VAS(: Visual Analog 

Scale)로 측정한 수를 말하며 수가 높을수록 통

증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실험에서는 통증의 정도(Pain scale)를 단하기 

해서 시각  상사 척도인 VAS를 사용하 고, 기능

 장애 정도(Function scale)를 단하기 해 

Roland-Morris 척도를 선정하 다.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사  수

집한 자료는 SPSS12.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치를 사

용하 다. 실험  두 집단의 주  통증 지수와 일

상생활 기능  불편감을 분석하기 해 실험군과 

조군을 독립 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

를 사용하여 두 집단의 동질성을 검정하고, 실험 후

의 하타 요가의 통계  효용성 여부를 단하기 해 

두 집단의 실험값을 응 표본 t검증(Paried Samples 

t-test)을 실시하 다.

3-1 시각  상사 척도(Visual Analouge Scale :  

VAS)

시각  상사 척도는 직선의 양 끝에 무증상/무통증

(no pain)이면 0, 참을 수 없는 통증(severe pain)이면 

10이라는 숫자와 단어를 어 놓고, 환자 자신이 느끼

는 통증의 정도를 주 으로 단하여 0부터 10사이

에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검사자는 0부터 표시된 

곳까지의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통증의 평가가 이루어

진다. VAS는 표 인 일차원 인 측정법으로 환자

의 통증 정도를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고 재 성이 

높다는 장 이 있으나 통증의 감정 인 요소를 측정

하는데 한계가 있다[25].

3-2 로랜드-모리스 척도(The Roland-Morris low 

back pain and disability Questionnaire)

로랜드-모리스 척도는 ‘요통 때문에’라는 구문을 붙

여서 만들어진 요통 척도로 24개의 장애 설문으로 이

루어져 있다. 이 설문은 단순히 ‘ /아니오’로만 답

하여 24 을 얻을 수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장애 

정도가 크다. 특히 부정확하고 모호한 질문들을 포함

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용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기능장애 척도로는 로랜드

-모리스 척도와 Oswestry 장애 지수가 표 으로 

사용되는데 Oswestry 장애 지수는 통상 심한 만성 

불치 요통 환자를 평가하기 해 고안되었고, 로랜드

-모리스 척도는 상 으로 일반 인 임상 환경에서 

요통 환자를 평가하기 해 고안된 척도이다[26].

3-3. 하타 요가 로그램 

만성요통을 한 하타 요가 로그램은 65세 이상 

노인임을 감안하여 ‘ 비 운동-하타 요가 체 법-하

타 요가 호흡법’으로 구성하 다. 특히 수련 상이 

노인임을 반 하여 하타 요가 체 법은 노화에 의해 

신체가 퇴화되는 것을 방지할 목 으로 강도로 장

기간 실시하도록 구성하 으며, 낮은 강도의 한 

근력강화운동을 한 비율로 혼합 구성한 것으로

[27] 표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하타 요가 수련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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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Sex Age
Back Pain disease 

uration

ContrC
ontrolg
roup

M   
7 65-69 years 

or younger
16 Below 1-3 years 4

F  13 70-74 years 
or younger

4 Below 3-5 years 6

75 years or 
older

0 Below 5-10 years 5

10 years 이상
5

N 20
Mean age

67.3
0age

Mean disease 
duration

4.90
years

Experi
mental 
group

M 4 65-69 years 
or younger

19 Below 1-3 years 9

F 23 70-74 years 
or younger

6 Below 3-5 years 5

75 years or 
older

2
Below 5-10 years

4

Over 10 years 9

N 27
Mean age

68.2
2age

Mean disease 
duration 

6.15
years

Program Method
Number of 
repetition

Greeting and 
warm-up 
exercises
(5–10 min)

Face-to-face greeting 
with a smile
Body bashing
Bowel 

activationtostoketheener
gycenterintheabdomen(D

anjeon)

200 times each

Hatha yoga 
postures

(30–40 min)

The selected 15 
postures are performed 
by focusing on the 

exercise 
chosenforthedayamong“r
elaxation/strengthening/
balance/endurance.”

6–8 postures
5–10 repetitions: 
repeated 

low-intensity 
exercises

Hatha yoga 
breathing 
exercises

(15–20 minutes)

Relaxation and 
diaphragmatic breathing 
by Yoga Nidra; use 1:1 
guidance or tools if 

necessary

Use sand bags for 
diaphragmatic 
breathing, use 

bolsters, towels, or 
blocks for 
relaxation

그램이다. 

표 1. 하타 요가 수련 로그램
Table 1. Hatha yoga training program,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Ⅲ. 연구 결과

1. 일반  특성

본 실험은 하타 요가 수련 후 집단별 통증 완화

와 일상생활 장애 정도를 비교하기 하여 실험군과 

조군을 두었다. 실험 설계의 유형은 유사실험 설계

로 비동등성 조군 후실험설계이다. 

본 연구의 실험 참가자의 일반 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상자의 일반  특성
Table 2.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 만성요통노인의 주  통증 정도와 일상생활

의 기능  장애

사  측정한 주  통증 지수와 일상생활 기능  

장애를 측정한 결과 각각의 평균값은 조군의 VAS

값은 31.35, RM척도 값은 6.10이었고, 실험군의 VAS

값은 45.0, RM척도 값은 8.48로 나타났다. 실험군의 

주  통증지수와 일상생활 기능  장애 지수가 

조군 보다 각각 13.65와 2.38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수집된 자료의 유용한 비교를 하여 각각

의 변수에 해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만성요통노인의 주  통증 정도와 일상생활의 
기능  장애

Table 3. Perceived pain intensity of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low-back pain and functional disability in 

everyday life

Mean VAS 
values

Mean RM 
measurement 
values

Controlgroup 31.35 6.10

Experimental group 45.0 8.48

두 집단의 Levene의 등분산 검증 결과 F값이 .114

이고 유의확률이 .737(p>.05)이므로 두 집단의 분산은 

아래 표 4처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두 집단 간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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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험군과 조군의 실험  VAS 지수에 한 
동질성 검정

Table 4. Homogeneity test on baseline scores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dependent 
Variable 

Group N M SD t p

VAS

Controlgroup 20 31.35 18.605

-2.544 .737Experimental 
group

27 45.00 17.880

두 집단의 Levene의 등분산 검증 결과 F값이 .935

이고 유의확률이 .339(p>.05)이므로 두 집단의 분산은 

아래 표 5처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두 집단 간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하타 요가 수

련 실시  실험군과 조군은 동질 그룹이라 할 수 

있다. 

표 5. 실험군과 조군의 실험  RM척도에 한 
동질성 검정

Table 5. Homogeneity test on baseline RM scores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dependent 
Variable 

Group N M SD t p

RM 
scores 

Control group 20 6.10 3.905
-1.518 .339

Experimental group 27 8.48 4.807

3. 하타 요가 수련이 만성요통노인의 주  통

증 감소에 미치는 향

만성요통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상으로 실

시한 실험에서 8주간의 하타 요가 수련을 실시한 실

험군과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조군의 주  통

증 지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주  통증 

지수는 실험  45.00이던 것이 실험 후 38.67로 낮아

졌다. 실험 후 실험군의 VAS 지수의 응 표본 상

계수는 .973으로 상 계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응표본 유의확률.000(p<.05)로 통계 으로 유의하다. 

실험군의 실험  VAS 지수와 실험 후 VAS 지수 

간 응표본 검정 결과 실험군의 t값이 7.430이고 유

의확률이 .000로 표 6처럼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

가 있음 알 수 있다. 

표 6. 하타 요가 수련 유무에 따른 만성요통노인의 
주  통증지수

Table 6. Pain perception scores of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low-back pain with and without hatha yoga 

training

Group N
Pretest Posttest

t p
Mean±SD Mean±SD

VAS

Control 
group

20 31.35±18.605 30.65±17.355 1.606 .125

Experimen
tal group

27 45.00±17.880 38.67±15.787 7.430 .000

조군의 주  통증 지수는 실험  31.35이었고 

실험 후 30.65로 경미한 변화가 있었다. 실험 후 

조군의 VAS 지수의 응 표본 상 계수는 .997으로 

상 계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유의확률.000(p<.05)

로 통계 으로 유의하다. 조군의 실험  VAS 지

수와 실험 후 VAS 지수 간 응표본 검정 결과 실험

군의 t값은 1.606이고 유의확률이 .125(p>.05)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하타 

요가의 수련이 만성요통노인의 주  통증 감소에 

유효함을 알 수 있다. 

4. 하타 요가 수련이 만성요통노인의 일상생활의 

기능  장애 에 미치는 향

만성요통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상으로 실

시한 실험에서 8주간의 하타 요가 수련을 실시한 실

험군과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조군의 일상생활 

기능  장애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실험  후 일상생활 기능  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RM척도는 표 7처럼 실험군에서 실험  8.48이던 것

이 실험 후 7.07으로 낮아졌다. 실험 후 실험군의 

RM척도의 응표본 상 계수는 .951로 상 계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유의확률.000(p<.05)로 통계 으

로 유의하다. 실험  RM척도와 실험 후 RM척도 간 

응표본 검정 결과 실험군의 t값이 4.642이고 유의확

률이 .000(p<.05)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군의 RM척도는 실험  

6.10이던 것이 실험 후 5.80으로 낮아졌다. 실험 후 

조군의 응 표본 상 계수는 .912로 상 계수가 높

다고 할 수 있으며 유의 확률 .000(p<.05)로 통계 으

로 유의하다. 실험  RM척도와 실험 후 RM척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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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표본 검정 결과 조군의 t값은 .825이고 유의확

률이 .419(p>.05)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타 요가 수련이 만성요통노인

의 일상생활의 기능  장애를 감소시키는데 유효한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표 7. 하타 요가 수련 유무에 따른 만성요통노인의 
RM척도

Table 7. RM scores of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low-back pain with and without hatha yoga training.

Independent 
Variable group N

Pretest Posttest
t p

Mean±SD Mean±SD

RM 
scores

Controlg
roup 20 6.10±3.905 5.80±3.286 .825 .419

Experim
ental 
group

27 8.48±4.807 7.07±4.047 4.642 .000

Ⅳ. 고 찰

일반 으로 요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는 

직업 환경이나, 생활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

경  요인, 스트 스나 불안, 피로감, 우울 등의 정신

심리  요인,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이나 출산, 노화 

등 연령  성별과 련한 생체 역학  요인을 들 수 

있다[8],[11]. 만성 요통의 경우 척추 사이에서 완충작

용을 하는 추간원 의 탄력이 하되면서 복원력이 

약해지는데 추간원 이 착되거나 갑작스러운 움직

임으로 터지게 되어 신경을 압박하면 만성 요통이 발

생한다. 한 요통의 치유 후에도 약 60%정도가 2년 

이내에 증상이 재발하며, 그  7～10%는 만성 요통

으로 진행된다 한, 요통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90%

이상의 환자가 호 되며, 2～3%는 6개월 경과 후, 약 

1%정도의 환자는 1년 이내에 통증이 치유된다[18].

하타 요가에 있어 호흡법은 횡격막 호흡과 요가 니

드라를 결합한 형태이다. 횡격막 호흡은 교감신경계가 

흥분되어 동공확장, 압상승, 심박수  호흡수 증가, 

근육 긴장도 증가 등의 극도의 스트 스성 상태인 근

육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신체가 히 이완되면서, 

산소소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압, 호흡수, 근육 

긴장 등이 감소되고 뇌 도 알  상태로 개선된다

[1]. 하타 요가의 체 법은 느린 동작과 호흡을 바탕

으로 근육을 이완시켜 더 강한 수축이 가능하게 하며 

반복 인 근육의 이완과 수축으로 정맥의 순환을 

진한다. 한 하타 요가의 강화 체 들은 복부와 요부

의 근육들을 강화시켜 근력과 지구력을 증진시킴으로

서 체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하며, 균형 체 들은 유

연성과 근력, 지구력, 평형감각을 증진시키는 복합

인 기능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14]. 

Howrth[9]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의 자세가 요통

방의 요함을 강조했으며, 운동을 통해 근육의 힘

과 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했다. 요통완화

운동 로그램으로는 요부의 굴곡, 신 , 신장을 강조

하며 약해진 근육은 강화시키고 신장된 근육은 이완

시키고 축된 근육은 신 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것

으로 소개했다.

본 연구의 실험을 통해 하타요가 수련이 만성요통

노인에 있어 통증 리와 일상생활 기능  장애를 완

화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는 선행 연구된 하성훈[6]의 요부안정화 운동과 슬링 

운동, 박 순[25]의 요가 수련, 이승은[21]의 요부 안

정화 운동, 황진경[10] 요통체조, 정 기[15]의 요통체

조와 항성 운동, 최세경[5]의 실버로빅 운동 로그

램, 김향숙[16]의 요통완화 로그램, 김태원[17]의 요

가운동을 통한 액 순환의 증진과 요부의 근 긴장이 

감소되어 요통이 감소한다는 실험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만성요통노인의 주  통증과 일상생활

의 기능  장애를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수단으

로서 하타 요가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한 것이다. 하

타 요가가 주  통증 완화와 일상생활의 기능  장

애감을 해소하는데 실질 인 유효성이 있는지의 여부

를 단하기 한 목 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를 해 만성요통환자인 노인을 상으로 특정 

체 법과 호흡법으로 구성된 하타 요가 실시 그룹(실

험군:27명)과 무처치 그룹 ( 조군 : 20명)으로 나 고 

8주간 주3회 60분씩 각 처치를 실시하 다. 실험의 

후 주  통증 지수(VAS)와 일상생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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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Roland-Morris 척도)를 측정하 고, 수집된 

자료는 통계  유의수 을 5%로 하여 그룹간 독립표

본 T검정을 실시하여 동질성을 단하여 양 그룹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실험 후 자료는 응표본 T검

정을 실시하 다.

자료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군과 실험군은 성질이 동등한 동질 그룹이

라 할 수 있다.

2. 주  통증 지수는 조군의 경우 실험 후 차

이가 없었지만, 실험군은 실험 후 유의한 감소가 있

었다.

3. 일상생활의 기능성 장애는 조군의 경우 실험

후 차이가 없었지만, 실험군의 경우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컴퓨터 사용 등으로 인한 노인의 만성요통을 방

하고 지속 이고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노인요

통 리 로그램의 개발은 시  요청일 수 있다. 향

후 노인요통 리방안 뿐 아니라 직무에 시달리는 직

장인들의 건강 리를 해서라도 지속 인 임상 연구

가 실하며, 노인의 만성요통으로 인한 통증 감소와 

일상생활의 기능  장애를 감소시키는 하타 요가의 

지속 인 종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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