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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주간의 요가 수련 프로그램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지표에 미치는
영향
윤택은, 정원상, 이만균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Effects of 12 Weeks of Yoga Training Program on Stress and Depression Index in
Middle-Aged Women
Taek-Eun Yoon, Won-Sang Jung, Man-Gyoon Lee
Graduate School of Physical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Yongi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12 weeks of yoga training program on stress level, depression level,
and stress-related blood variables in middle-aged women.
METHODS: Twenty-six middle-aged women were volunteer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s subjects, and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yoga group (YOGA:13) or control group (CON:13). The subjects in YOGA group undertook the combined program of Hatha
yoga for 60 min/session, three times per week for 12 weeks. The subjects in CON group were asked not to change their normal life
style during the intervention period. Several variables related to stress level, depression level and as well as stress-related blood variables were measured and compared between pre test and post test in two groups.
RESULTS: Main effect of test as well as interaction between group and test were significant in stress level and depression level, and the
both levels decreased significantly in YOGA group. Interaction between group and test were significant in cortisol and serotonin, and
the cortisol increased significantly in CON group. Chromogranin A tended to be decreased in YOGA group and to be increased in CON
group, although the changes failed to reac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Interaction between group and test were significant in HDLC, and the HDL-C increased significantly in YOGA group. Surrogate indices for insulin resistance and inflammation markers tended to
be decreased more in YOGA group than CON group, although the changes failed to reac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CONCLUSIONS: These finding suggested that 12 weeks of yoga training program of would have positive effect on stress and depression relief. The effect of cortisol and stress hormone decrease and serotonin.
Key words: Yoga, Middel-age women, Stress, Depression

서 론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2]. 우울증은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전적 소인

스트레스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서 불안감과 우울증을 초래하며,

이나 내분비계의 이상, 사회적 학습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나아가서 뇌졸중과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 그리고 이로 인한 사망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리적으로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노르에

을 증가시킨다[1].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일상

피네프린, 그리고 도파민의 불균형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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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다[3]. 국내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됨으로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가 수련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개

사망률이 증가되는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4],

선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고,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가사활동, 그리고 육아로 인하여 스트

려진 중년 여성에게 있어서 요가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매우 중요

레스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중년 여성의 경우 특이적

하다. 아울러 요가 수련을 통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개선된다면

으로 증가되고 있는 우울증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

그 기전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관련 혈액성분을 분석하는 연구

문에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가 요청되지만, 이와 같은 연구가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운동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연구에서는 12주간의 요가 수련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지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영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스트레스 관련 혈액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6-9]. 그 중 요가는 기존의 운동형태

규명하고자 하였다.

와는 다르게 정적인 동작, 호흡, 그리고 명상을 통해 신체적인 면과 정
신적인 면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운동법으로서 스트레스 해소에 공헌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0]. 또한, 요가는 안정 시 혈압과 심박수
를 감소시키고 호흡을 안정시키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체계를 개선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시켜 우울증상의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S 시와 G 도 Y 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중년 여

[11]. 그 동안 요가 수련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회복력과 대처능력을

성으로서, 최근 규칙적인 운동에 참가한 경험이 없고, 특별한 질환이 없

향상시키고[12], 불안과 우울증세를 감소시키며[13], 심리적인 안정과

으며, 스트레스와 우울증 지수가 높은 자로 선정하였다. 효과크기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14]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0.35, 유의수준을 .05, 그리고 검정력을 0.9로 하고 G*Power 3.1을 이용하

우울증의 지표가 되는 혈액변인,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하

여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총 24명이 결정되었고,

여 질병을 일으키는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혈액변인에 대한 요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30명을 선정하였다. 요가집단과 통제집단에 15

가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명씩 무선할당(random assignment)하였으나, 실험과정에서 개인 사정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세로토닌과

으로 인하여 각 집단에서 2명씩 탈락하여 요가집단 13명과 통제집단 13

chromogranin A 등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한다[15]. 세로토닌은 뇌에서

명, 총 26명의 결과를 최종 분석에 포함시켰다. 연구 시작 전 연구의 목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기분, 수면, 식욕, 그리고 공격성 등을 조절하며

적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16],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17], 많은 연구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로부터 검사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에 참여하

에서 스트레스 관련 변인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리고 chromogranin A는

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카테콜아민과 같은 교감신경자극 전달물질로서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
하여 부신수질에서 분비된다[18]. Chromogranin A는 정신적 스트레스

2. 측정항목 및 방법

상태의 변화 시에만 반응하여 분비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급성 스트

1) 스트레스 지표검사

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에 민감한 지표로서 주목되고 있다[19].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ohen et al. [23]

한편, 스트레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각종 질병을 초래한다. 스
트레스의 증가는 뇌하수체-시상하부-부신피질축을 통하여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진시킨다[20]. 과도한 코르티
솔의 증가는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
의 원인이 되며, 체내 염증반응의 증가와 항염증작용의 감소로 인하여
면역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21]. 또한, 스트레스의 증가는 교감신경계
를 자극하여 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심박출량의 증가를 초래
함으로써 심근에 부담을 주며,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혈
액 점성을 증가시켜 혈전이 형성하며 혈중 지질에 악영향을 미쳐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22]. 따라서 스트레스의 증가를 통하여
각종 질병이 초래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종 혈액성분의 변
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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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roups
Variables
Age (year)
Height (cm)
Body weight (kg)
BMI (kg·m-2)
Percent body fat (%)
Fat mass (kg)
PSS
CES-D

Yoga

Control

p

45.46 ± 5.53
159.19 ± 3.92
58.34 ± 6.0
23.09 ± 2.32
28.82 ± 3.49
16.75 ± 2.87
23.08 ± 5.41
30.61 ± 11.74

42.15 ± 5.0
160.85 ± 5.1
56.15 ± 9.33
21.86 ± 4.49
26.61 ± 6.72
15.26 ± 6.55
20.77 ± 5.37
25.38 ± 9.40

.122
.371
.485
.389
.304
.461
.286
.222

Values are mean ± SD.
PSS, perceived stress scale; CES-D, Centre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rat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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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개발되었고 Lee et al. [24]에 의해 개정된 한글판 스트레스 자

관하였다. 혈액 샘플을 (주)G의료재단에 의뢰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

각척도 설문지(Perceived Stress Scale, PSS)를 이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난 1개월 동안 각 대상자가 자각한 스트레스 경험에 대하여 5단계

코르티솔은 Coat-A-count Cortisol (SIEMENS, USA)을 이용하여 ra-

Likert 척도[0 =전혀 없었다, 1=거의 없었다, 2 =때때로 있었다, 3 = 자주

dioimmunoassay (RIA)로 분석하였다. 세로토닌은 Serotonin Kit (Recipe,

있었다, 4 =매우 자주 있었다]로 평가하였다. 스트레스 지표 항목의 하

Germany)을 이용하여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위요인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요인은 자각된 스트레스에 관

로 분석하였다. Chromogranin A는 Human 전용 Kit (YANAIHARA,

한 항목(1, 2, 3, 6, 9, 10번)으로 Cronbach’s α값이 0.89이며, 두 번째 요인

Japan)을 이용하여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로 분석

은 자각된 스트레스로 인해 느꼈던 감정조절 관련 항목(4, 5, 7, 8번)으

하였다.

로 Cronbach ’s α 값이 0.82이다. 총 10문항이었으며, 총점의 범위는

Total cholesterol (TC)은 CHOL (Roche, Germany), triglyceride (TG)

0-40점으로서, 총점이 높을수록 자각된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한 것을

는 TG (Roche, Germany),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은

의미한다.

LDL-C plus 2nd generation (Roche, Germany), 그리고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은 HDL-C plus 3rd generation (Roche, Germany)을 각각 이용하여 enzymatic colorimetric assay로 분석하였다.

2) 우울증 척도검사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Radloff [25]에 의해

글루코스는 Modularanalytics (Roche, Germany)를 이용하여 enzy-

개발되었고 Jo et al. [26]에 의해 개정된 한글판 우울증 자각척도 설문

matic assay로 분석하였으며, GLU (Roche, Germany) 시약을 사용하였

지(Centre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rating scale, CES-D)를

다. 인슐린은 electrochemiluminescence immumoassay (ECLIA)로 분석

이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지난 1주일 동안 각 대상자가 느낀 경험에 대

하였고, 검사장비는 Modularanalytics (Hitachi, Japan)를 사용하였으

하여 4단계 Likert 척도[0점= 극히 드물다(1일 이하), 1점=가끔(1-2일),

며, 인슐린 분석에 사용된 시약은 Insulin (Roche, Germany)이었다. 인

2점= 자주(3-4일), 3점=거의 대부분(5-7일)]로 평가하였다. 문항 1, 2, 3,

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지표인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5, 6, 7, 9, 10, 11, 13, 14, 15, 17, 18, 19, 20은 각각의 문항의 점수를 표기하

insulin resistance (HOMA-IR)는 다음에 제시된 Mattews et al. [27]의

여 채점하였고, 문항 4, 8, 12, 16은 표기 후 역채점하여 총점을 합산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였다. 총점의 범위는 0-60점이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증이 심한

HOMA-IR=[공복 인슐린(μU·mL-1)×공복 글루코스(mg·dL-1)]/22.5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역학용 절단점은 21점이고 주요 우울증 진단
용 절단점은 25점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역학용 절단점인 21
점을 상회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4) IL-6와 CRP

Interleukin 6 (IL-6)는 enzyme immunoassay (EIA)로 측정하였고, 검
사장비는 EL × 50 (automatic washing system)과 SIRIO-S (microplate
photometer 45 nm/620 nm)를 사용하였다. C-reactive protein (CRP)는

3) 혈액 채취 및 분석

모든 대상자가 실험 당일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로 오전 8시에 실험
실에 도착하여 30분간 안정을 취하도록 한 후, 전문 간호사가 상완 주

BNⅡ 분석기(DadeBehring Inc., USA)를 사용하여 latex-enhanced immunonephelometric assay로 분석하였다.

정맥(antecubital vein)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10 mL의 혈액을 채취하
였다. 채취한 혈액을 각 분석항목에 따라 일반 튜브 또는 항응고 처리

3. 요가 수련 프로그램

된 튜브에 넣어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

본 연구에서 요가집단이 실시한 운동은 Sivananda yoga 프로그램

리한 후 세포 성분(cellular elements)을 제외한 혈장(plasma)과 혈청(se-

[28]을 토대로 재구성하였고, 운동유형은 하타요가를 기본으로 프라

rum)을 각각 보관 튜브에 넣어 분석 시까지 -70°C의 deep freezer에 보

나야마(호흡법)와 아사나 수련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운동강도는

Table 2. Yoga program									
Contents
Pranayama (10 min)
Asana (40 min)

Pranayama (10 min)

Positions
Kapalabhati, Nadi Shodhana Pranayama, Bhramari Pranayama, Bhastrika
Surya Namaskar, Parvatāsana, Baddha Koņāsana, Jānu Śīrşāsana, Uttānāsana, Utthita
Trikoņāsana, Parivŗtta Trikoņāsana, Adho Mukha Svānāsana, Ardha Matsyendrāsana,
Vidala, Parighāsana, Bhujańgāsana, Śalabhāsana, Sālamba Sarvāngāsana,
Anāntasana, Vrksasana, Utkațāsana, Setu Bandha Sarvāngāsana
Śavāsana Ujjayi Pranayama

http://www.ksep-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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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선행연구[4]를 참조하여 RPE 12-14로 설정하였고, 운동시간은 총

수련 프로그램의 기간은 12주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요가 수련 프

60분으로서 프라나야마(호흡법)를 수련 전후 10분씩, 그리고 아사나

로그램의 구성은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수련을 40분간 실시하였다. 운동빈도는 주당 3회 실시하였으며, 요가
Table 3. Changes of indices of stress and depression in two groups									
Variables

Groups

PSS

CES-D

Tests

p

Δ%

Pre

Post

Yoga

23.08±5.41

15.15 ± 3.98

-34.36**

Control
Yoga

20.77±5.37
30.61±11.74

20.23 ± 6.29
17.23 ± 4.46

-2.67
-43.71**

Control

25.38±9.40

22.69 ± 10.10

-10.60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420
.002++
.006++
.971
.000+++
.010+

Values are mean±SD.									
+
p<.05; ++p<.01; +++p<.001: Significant main effect and/or interaction.									
**
p <.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Table 4. Changes of stress-related blood variables in two groups									
Variables

Groups

Cortisol (μg·dL-1)

Yoga

Serotonin (ng·mL-1)

Chromogranin A (pmol·mL-1)

Tests

p

Δ%

Pre

Post

13.88±3.67

11.59 ± 5.69

Control
Yoga

10.50±4.62
124.68±60.04

15.69 ± 5.17
137.98 ± 62.84

49.43**
10.67

Control
Yoga

126.09±41.20
2.09±1.07

114.71 ± 38.75
1.93 ± 0.86

-9.03
-7.66

Control

2.67±1.15

2.78 ± 1.51

4.12

-16.5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809
.233
.004++
.586
.834
.012+
.058
.982
.648

Values are mean±SD.									
+
p<.5; ++p<.01: Significant main effect and/or interaction.									
**
p <.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Table 5. Changes of blood lipid profiles in two groups									
Variables

Groups

TC (mg·dL-1)

Tests

p

Δ%

Pre

Post

Yoga

180.46±30.09

174.77 ± 24.21

-3.15

TG (mg·dL-1)

Control
Yoga

168.54±29.47
118.15±84.40

171.62 ± 39.86
114.39 ± 69.74

1.83
-3.18

LDL-C (mg·dL-1)

Control
Yoga

98.39±71.40
106.54±22.81

101.69 ± 63.93
103.39 ± 27.99

3.35
-2.96

HDL-C (mg·dL-1)

Control
Yoga

97.08±33.60
51.39±9.54

97.62 ± 26.28
55.23 ± 10.76

0.56
7.47*

Control

56.08±10.40

53.08 ± 10.48

-5.35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509
.797
.391
.564
.973
.604
.457
.763
.671
.742
.759
.019+

Values are mean±SD.									
+
p <.5: Significant main effect and/or interaction.									
*
p<.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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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방법

타났다. 코르티솔은 요가집단에서 감소된 반면, 통제집단에서 유의하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는 SPSS PC for Windows (version 21.0)를 이

게 증가되었다. Chromogranin A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종속변인의 기술통계량을 평균(mean)과 표준

요가집단에서 감소되고 통제집단에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제시하였다. 두 집단 간, 그리고 두 검사

4). 혈중지질과 관련하여, HDL-C에서 집단과 검사의 상호작용이 유의

간 종속변인의 평균 차이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하여 반복 이원변량분

하게 나타났으며, 요가집단에서만 유의하게 증가되었다(Table 5). 두 집

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을 실시하였다. 주효과 또

단 모두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

는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우, 동일 검사 내 두 집단 간 종속변인의 평균

타나지 않았으나, HOMA-IR과 CRP가 요가집단에서 감소된 반면, 통

차이 검증을 위하여 독립 t-검증을, 그리고 동일 검사 내 두 검사 간 종

제집단에서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s 6, 7).

+

속변인의 평균 차이 검증을 위하여 종속 t-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
계 분석의 유의수준(α)을 .05로 설정하였다.

논 의

연구 결과

1. 스트레스와 우울증 지표

1. 스트레스와 우울증 지표

래하는 위험요인이 된다[29]. 스트레스와 우울증세는 심혈관질환의 위

과도한 스트레스는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각종 질병을 초

스트레스와 우울증 지표 모두 집단의 주효과 및 집단과 검사의 상

험 요소가 되며, 신체활동이 적을수록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우울증

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요가집단에서만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세가 가중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0]. 그 동안 많은 연구를 통하여 요

(Table 3).

가 수련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지표의 정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11,31,32]. 그러나 그 동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

2. 스트레스 관련 혈액 변인

되는 호흡법을 포함한 요가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부족했고, 스

코르티솔과 세로토닌에서 집단과 검사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

트레스와 우울증의 지표가 되는 혈액변인,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증

Table 6. Changes of indices of insulin resistance in two groups									
Variables

Group

Fasting glucose (mg·dL-1)

Tests

p

Δ%

Pre

Post

Yoga

94.38±7.59

92.54 ± 8.27

-1.95

Fasting insulin (μm·mL-1)

Control
Yoga

90.08±7.93
8.54±7.35

91.54 ± 12.82
7.07 ± 5.04

1.62
-17.21

HOMA-IR

Control
Yoga

7.11±3.73
2.20±2.00

6.85 ± 4.58
1.65 ± 1.32

-3.66
-25.0

Control

1.60±0.90

1.66 ± 1.41

3.75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426
.911
.339
.603
.157
.276
.588
.272
.178

Values are mean±SD.								
Table 7. Changes of inflammatory markers in two groups									
Variables

Group

Interleukin-6 (mg·dL-1)

CRP (mg·dL-1)

Tests

p

Δ%

Pre

Post

Yoga

1.07±0.40

1.05 ± 0.46

-1.87

Control
Yoga

1.18±0.68
1.87±5.96

1.37 ± 0.85
1.05 ± 1.11

16.1
-43.85

Control

0.58±0.52

0.80 ± 0.90

37.93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Group× Test

.559
.291
.476
.728
.377
.545

Values ar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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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혈액변인

는 주요 기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에 대한 요가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

Chromogranin A는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의 변화 시에만 반응하여

구에서는 요가 본운동 전후에 프라나야마(호흡법)를 포함한 프로그

분비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서, 급성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에

램을 적용하였고, 스트레스 및 우울증과 관련된 다양한 혈액변인을

민감한 지표로서 주목받고 있다[19]. 그러나 장기간의 운동이 chromo-

종속변인으로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granin A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본

본 연구에서는 12주간의 요가 수련을 통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증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chromogranin A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스트레스 지표인 PSS의 경우 요

수치가 요가집단에서 감소되고 통제집단에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

가집단의 수치가 평균 23.08점에서 15.15점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어 요

다. 이는 요가 수련을 통하여 중년 여성의 우울증 지표와 chromo-

가 수련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경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granin A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한 Jung [37]의 연구와 유사하

다. 미국 30-40대 여성 2,387명의 PSS 수치가 평균 13.0으로 나타난 것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요가 수련은 신체활동과 더불어 깊은

[23]을 감안할 때,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12주간의 요가 수련을 통하

호흡, 그리고 이완과 명상을 통하여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심리적 스

여 스트레스 지표가 높은 수준에서 정상 범위로 변화되었다고 해석할

트레스의 민감한 지표인 코르티솔과 chromogranin A를 감소시키고

수 있다. 아울러 우울증 지표인 CES-D의 경우에도 요가집단의 수치가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 개선에 효과적

평균 30.61점에서 17.23점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CES-D 수치가 21

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점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용 절단점으로 우울증을 의심하는 단계가 되

과도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과

며, 26점 이상인 경우 주요 우울증을 진단하는 절단점으로 활용한다

염증지표를 악화시키며, 교감신경계의 자극을 통하여 혈중지질에도

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12주간의 요가 수련을 통하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혈액성분

여 우울증 지표 또한 높은 수준에서 정상 범위로 변화되었다고 해석

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혈중 지질과 관련하여, Martin et al. [38]은

할 수 있다.

유산소운동을 통하여 TC, TG, 그리고 LDL-C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12주간의 요가 수련을 통하여 중년 여성

고 보고하였고, 유산소운동과 저항성운동을 복합적으로 실시한 결과

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지표가높은 수준에서 정상 범위로 변화되어

TC와 LDL-C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39]. 그러나 본

요가 수련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요가집단의 TC, TG, 그리고 LDL-C가 유의하게 변화되지
않았다. 이는 혈중 지질과 지단백이 연령, 성별, 인종, 신체구성, 혈압,

2. 스트레스 관련 혈액 변인

유전, 비만 정도, 식사유형, 그리고 운동유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선

세로토닌은 감정, 공격성 및 기억과 학습, 운동을 조절하고, 우울과

행 연구[40]를 통하여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요가 수련

불안, 그리고 수면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세로토닌의 농도가 감소되면

의 양과 강도가 유의한 변화를 유도했던 다른 유형의 운동[38,39]에 비

우울, 충동, 불안, 정신분열 등을 유발할 수 있다[33]. 한편, 스트레스로

하여 이상의 변인을 유의하게 변화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인한 코르티솔의 증가는 식욕 증가와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를 통하여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요가집단의 HDL-C가 유의하게 증가된

복부비만을 유도하고, 지방과 단백질 대사의 균형을 깨뜨려 고지혈증

것으로 나타나, 요가 수련을 통하여 HDL-C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고

의 원인이 되며, 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을 일으키고, 면역

보고한 선행 연구[35]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관련 선행 연구에서 유산

기능 저하와 피로를 유발한다[34]. 즉, 스트레스의 관리를 위해서는 세

소운동이 HDL-C 농도를 증가시켰다는 결과[41]와 오히려 감소시켰다

로토닌이 증가되고 코르티솔이 감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

는 결과[42]가 혼재하고 있어, 요가 수련이 HDL-C를 항상 유의하게 증

서는 요가집단의 세로토닌이 증가되고, 코르티솔이 감소된 것으로 나

가시킨다고 단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타났다. 코르티솔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통제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혈당조절 호르몬으로서 간과 근육세

집단의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된 것을 감안할 때 요가 수련의 효과가

포로 글루코스를 유입시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운동

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15주간

트레이닝은 인슐린 민감도(insulin sensitivity)를 향상시켜 공복시 혈장

태권도 수련을 실시한 결과 운동집단에서 세로토닌이 유의하게 증가

인슐린과 글루코스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3]. 그러

되었다고 보고한 Nam et al. [16]의 연구, 그리고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나 본 연구에서는 요가집단의 인슐린, 글루코스, 그리고 HOMA-IR이

요가 수련을 실시한 결과 코르티솔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한

모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이 요가 수련

Ko et al. [35] 및 West et al. [3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세로

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의 주요 기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토닌과 코르티솔의 변화를 요가 수련의 스트레스 개선 효과를 설명하

나 이와 같은 결과가 각 변인의 표준편차 값이 너무 커서 나타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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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되는 바, 향후 연구에서 보다 많은 대상자를 포함하여 요가 수

adaptation in a pathogenic fungus. The Journal of Experimental Biol-

련이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ogy 2014;217(1):144-155.

염증지표는 심혈관질환 및 대사성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3. Cramer H, Lauche R, Langhorst J, Dobos G. Yoga for depression: A

중 IL-6는 급성기 단백질의 합성과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성 반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Depression and Anxiety 2013;

응과 관련된 중요한 염증 인자로서 항상성이 깨졌을 때 증가된다[44].

30(11):1068-1083.

혈관 급성염증 인자인 CRP는 심혈관질환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체중
및 비만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5]. 일반적

4. Kim HY, Lee SH, Kim GS, Shin GD. Stress social Korea: Causes and
alternatives,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12, 59:1-26.

으로 IL-6와 CRP는 운동 트레이닝을 통하여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

5. Statistics Korea. National Population Chart 2013.

었으며[46], 요가 수련을 통해서도 감소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47].

6. Laxmeshwar B, Amarnatha KK. Exercise and stress: get moving to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요가집단의 IL-6와 CRP가 유의한 변화를 보이

manage stress. Indian Journal of Applied Research 2016;5(12):511-512.

지 않았다. 따라서 염증지표의 개선 역시 스트레스 해소의 주요 기전

7. Lim TH, Lee YS. Effect of college students` physical activity on stress

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

and happines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

화는 아니었지만, 요가집단의 CRP가 43.85%나 감소된 것은 주목할 만

cal capital.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2014;53(1):155-

한 결과이며,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 지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166.

연구에서 보다 많은 대상자를 포함하여 요가 수련이 염증지표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8. Milani RV, Lavie CJ. Reducing psychosocial stress: a novel mechanism
of improving survival from exercise training. 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2009;122(10):931-938.

결 론

9. Stults-Kolehmainen MA, Sinha R. The effects of stress on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Sports Medicine 2014;44(1):81-121.

본 연구에서는 12주간의 요가 수련이 중년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

10. Birkel DA, Edgren L. Hatha yoga: improved vital capacity of college

증 지표, 그리고 스트레스 관련 혈액변인(코르티솔, 세로토닌, chromo-

students. Alternative Therapies in Health and Medicine 2001;6(6):55-

granin A, 혈중지질, 인슐린저항성 및 염증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63.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요
가집단의 스트레스 지표와 우울증 지표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2) 코
르티솔이 요가집단에서 감소된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유의하게 증가되
었다. 3)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chromogranin A가 요가집

11. Louie L. The effectiveness of yoga for depression: a critical literature
review.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014;35(4):265-276.
12. Parshad O. Role of yoga in stress management. The West Indian Medical Journal 2004;53(3):191-194.

단에서 감소된 반면, 통제집단에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4) 요가집

13. Javnbakht M, Kenari RH, Ghasemi M. Effects of yoga on depression

단의 HDL-C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5)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지표의

and anxiety of women.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

경우 두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2009;15(2):102-104.

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2주간의 요가 수련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14. Kim EY, Kim CW, Han JC. Relationship between happy life and self-

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

esteem of yoga practitioner. The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는 코르티솔과 chromogranin A의 감소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Arts 2006;8(2):119-132.

된다. 향후 보다 많은 대상자를 포함하여 요가 수련이 스트레스와 우
울증을 개선하는 기전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는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15. Puglisi-Allegra S, Andolina D. Serotonin and stress coping. Behavioral
Brain Research 2015;277:58-67.
16. Nam SN, Kim H, Park SJ. An influence of long entraining of 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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