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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회상프로그램이 우울노인에게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회상프로그램이 우울노인의 우울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의 실험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S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자 중 우울로 평가된 실험군 26명과 대
조군 26명이었다. 실험군은 회상프로그램을 주 1회 90분씩 총 12회기 동안 제공받
았다. 자료 수집은 2017년 7월 27일부터 10월 20일이었다.
연구 도구로 우울은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GDSSF-K)를, 회복탄력성은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x²-test,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회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가 낮을 것이다’라는 제
1 가설은 지지되었다(t=-5.25, p<.001).
2. ‘회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회복탄력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
는 제 2 가설은 지지되었다(t=3.3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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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회상프로그램이 우울노인의 우울은 감소시키고 회복탄
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상프로그램은 우울노인의
적응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우울노인의 정신건강관리에
효과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 이에 보다 많은 지역사회 노인에게 확대 적용하여 적
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핵심어 :

노인, 우울, 정신건강, 회복탄력성,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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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Ι

A.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3.8%이며, 2060년에는 41.0%가 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7). 노인들의 주요 건강 문제는 고혈압, 관절염, 당
뇨병 등의 만성질환과 우울이며, 이중 우울은 33.1%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 노인, 독거 노인에게 우울증상이 높다(보건복지부, 2015).
노인의 우울증은 신체상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역할 및 지지체계의 변화로 인해
근심, 침울, 무력감, 무가치함으로 발현된다(김영주, 2010). 또한 삶의 질을 낮추며,
인지기능 저하, 치매까지 이어질 위험이 높고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중요한
건강문제가 되며(김철규와 박승미, 2012), 노년기 전반에 걸쳐 경험하게 되는 정신
건강 문제라고 할 수 있다(림금란, 김희경과 안정선, 2011). 노인의 우울증은 젊은
사람과 달리 슬픔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고, 건강염려가 높으며, 위장 장애
나 전신 통증 등의 신체 증상에 대한 호소가 많다(이유라와 조은정, 2013). 따라서
노인 우울증이 조기에 진단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서 많은 노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노인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노인을 돌보는 가족과 기관
의 부담이 된다(김도훈, 2004). 그러므로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
고 치료하여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이란 스트레스나 역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극복하고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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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회로 삼는 힘을 의미한다(김주환, 2011).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쇠
퇴를 경험하고 많은 상실 때문에 개인의 적응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므로
회복탄력성은 노인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적인 힘과 성장능력의 가능성
을 제시해준다(정미경, 2010). 선행 연구들에서는 우울을 경감하기 위한 중재로 사
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 자원의 변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자발
적이고 긍정적인 능력으로 회복탄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이지현, 2018).
노인의 회복탄력성과 우울증상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장미, 2017), 회복탄력
성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완충효과가 있고(최미리, 2012),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우
울이 낮고 삶의 질은 높으며 사회참여활동은 많아진다(최서규, 2015). 또한 회복탄
력성이 높을수록 우울과 함께 노인자살 생각도 감소한다(박정숙, 2013). 회복탄력성
을 높이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은 신체적 장애를 호전시키는 것만큼이나 성공적인
노화를 촉진하는데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Jeste et al., 2013).
따라서 회복탄력성이 낮은 노인은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재와 우울
예방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고(정선훈, 2011), 우울증과 관련 있는 노인들의 회복탄
력성에 대한 평가와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장미, 2017).
노인의 우울을 경감하기 위한 중재로 집단회상프로그램, 집단미술치료, 집단 긍
정심리치료 프로그램, 노인생명존중프로그램, 용서프로그램 등이 활용되고 있다(송
예희, 2008; 이정애, 2012; 임금선, 2010; 장우심, 2010; 허덕효, 2013).
이 중 회상요법은 1970년대 초반부터 간호사들이 실시해왔으며 지금도 임상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양광희 등, 2001). 노인이 경험한
과거사건 중 좋은 경험을 기억해 내고 이야기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우울 감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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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중감 향상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치료법이다(송예희, 2008). 회상요법은
회상을 통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남은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하
는 기능이 있다(김명숙, 2009). 삶을 되돌아보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신의 변화
된 모습을 받아들여 자신을 통합하고, 과거 부정적인 기억들도 회상을 통하여 긍정
적으로 재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박경아, 2007). 회상요법은 노인을 대상으
로 단기치료, 개인치료, 집단치료, 노인학 실습, 노인학 연구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고, 환자와 치료자 사이의 치료적 관계 형성에도 가치가 높게 평가되며 세대 간
의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도복름과 김영숙, 2003).
그러나 회상요법은 구조화된 이론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없을 경우,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현장에 접목하는 유용성이 낮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장덕희, 이경은과 윤재섭, 2013).
본 연구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이론에서 노년기의 자아통합을 근거
로 하여 체계적인 회상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Erikson(1998)은 자아통합을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사람들을 통해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
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자아통합을 근거로 한 회상프로그램이 우울노인의 우울과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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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울노인을 대상으로 회상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상프로그램 적용이 우울노인의 우울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회상프로그램 적용이 우울노인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C. 연구 가설
제 1 가설 : 회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가 낮을 것이다.
제 2 가설 : 회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회복탄력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
D. 용어의 정의
1. 우울
1) 이론적 정의: 우울은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감정, 불안정한 감정, 슬픈 감정, 근
심스럽고 답답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개인의 일상
생활에서 즐거움이나 흥미가 감소하거나 좋지 않은 기분을 느끼
는 것으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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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heikh와 Yesavage(1986)가 개발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을 기백석(1996)이 번역하여 표준
화한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GDSSF-K)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
수를 의미한다.
2. 회복탄력성
1) 이론적 정의: 회복탄력성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반응 치료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성공적인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다(Connor, & Davidson,
2003).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Connor와 Davidson(2003)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회
복탄력성 도구(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를
이경욱(2007)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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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A. 노인의 우울과 회복탄력성
우울은 기분 변화부터 질병 상태 진행까지 연속선에 있으며 걱정, 근심, 침울,
실패감, 무력감, 무가치, 자존감 저하 등을 나타내는 정서 장애이다(권석만, 2003).
스트레스의 적응 과정에서 불안, 갈등과 함께 흔히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이
다(장미희와 김윤희, 2005).
노인의 우울증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질병, 배우자의 죽음, 퇴직으로 인한 경제
적 어려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과 소외, 회환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김미
혜와 신경림, 2006). 노인의 우울 증상은 무기력감과 절망감으로 나타나며, 무기력감
은 개인들의 중요한 생활 사건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며, 절망감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심리적 상태이다(김형수, 2000).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효과
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우울에 빠지기 쉽다(김은영과 김정규, 2011). 다양한 스트
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우울 증상이 노인의 자살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며
(김형수, 2002), 스트레스와 우울 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김경희 등, 2010).
그러나 노인의 우울증은 젊은 사람과는 달리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우울증상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일이 쉽지 않다(이승환, 정영조, 2002).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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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스로 우울증으로 자각하기 어렵고 주위에서도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
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김동배와 손의정, 2005).
최근에는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고,
근본적인 원인 제거 및 예방을 위한 회복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신우
열, 최민아와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며, 밑바닥까지 떨어져
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 오르는 능력(김주환, 2011), 개인이 역경에 적극적으로 적응
하는 능력이다(Jackson, Firtko, & Edenborough, 2007).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결함
보다는 상황에 알맞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개인의 능력과 자원에 중심을 둔 시각이
라고 할 수 있다(유안진, 이점숙과 김정민, 2005).
우울정도가 증가할수록 노인 자살 생각이 증가하였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과 함께 노인자살 생각도 감소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어 이는 회복탄력성이 낮을
때 노인자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박정숙, 2013). 회복탄력성은 우울, 무관
심 및 불안 등의 정신 건강 증상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Laird, 2018), 특히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우울예방과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박미진, 2006).
회복탄력성이 노인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우울을 감소시킨다고 하였고(Lim et
al., 2015), 스트레스 저항력을 촉진하고 회복을 가속화한다고 하였다(Wallace,
2006). 다만, 노인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간의 관계가
다르며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에
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김기태와 박미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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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의 우울이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며, 근본적인
원인 제거 및 예방, 치료를 위해 우울을 감소시키고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B. 노인의 우울중재프로그램
Erikson은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심리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고 전
인생주기를 8개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로 설정하여 매 단계마다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을 개념화하였다(장휘숙, 2006).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8단계로 자아
통합을 이루는 단계이고 자아발달의 전 7단계를 종합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김미
혜와 신경림, 2006에 인용됨).
Erikson의 자아통합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삶을 의미 있고 만족스러
운 것으로 인식하고, 삶을 후회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며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정옥분, 2008에 인용됨). 노년기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심리적 상태
로 자아통합을 이루게 되면 삶을 재해석함으로써 과거와 미래에 대한 조화로운 관
점을 갖게 된다(서석희와 이정윤, 2008).
이러한 노년기의 자아통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우울이며, 우울을
감소시키고 노년기에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여인숙, 2006).
Erickson은 노년기의 자아통합에 회상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정아롱,
2011에 인용됨). 회상요법은 1960년대에 심리학자인 Butler에 의해 상담치료기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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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음 시도되었고 이후 1970년대 Ebersole에 의해 간호중재로서 임상에서 사용되
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여러 분야에서 회상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손미애,
2007). 회상요법은 노인이 경험한 과거 사건 중 긍정적이고 유쾌한 경험이나 고착된
경험을 기억해 다른 이들과 공유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재통합의 기
회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김지희, 2002). 회상요법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심리적
치료 도구로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며(Afonso, 2010), 노인의 우울을 극복하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며 생활의 활력을 도모하는 치료법이다(엄명용, 2000). 원래 회상
(reminiscence)의 사전적 의미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으로 풀
이된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회상은 생애회고 과정으로 각자의 일상을 되돌아보
는 내적 경험 또는 무의식적인 정신과정이다(윤소영, 2011).
회상요법의 주제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
이며 주제 결정은 그룹의 역동적 전개나 발달, 리더의 역량이나 팀의 성취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박문주, 2004).
회상요법의 방법으로 집단 회상은 고립감을 감소시키고 사회화를 촉진하며, 긍
정적인 경험으로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의식을 명료하게 하며, 접촉을 증가시
킨다(양광희 등, 2001). 또한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을 증진시킬 수 있다(이경옥, 2017).
회상요법이 노인의 우울 경감을 위한 중재로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
을 살펴보면 정용 등(2009)의 연구에서는 입원 노인의 대인관계와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김지희(2002)의
연구에서는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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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애나, 권환순(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서에 긍정적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였고, 이미정(2008)의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우울 감소 효과를 유도한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권은정(2010)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회상치료가 요양원 여
성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회상 기능 중 일부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Meléndez-Moral, Charco-Ruiz, Mayordomo-Rodríguez와 Sales-Galán(2013)의 연구
에서는 은퇴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우울 감소와 자존감, 만족감,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연구들은 회상요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 자아
존중감 등의 중재로 많이 활용되어 왔으나 회복탄력성의 효과 검증에는 많이 활용
되지 않았다. 회복탄력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Meléndez, Fortuna, Sales와
Mayordomo(2015)은 도구적인 회상 치료 프로그램이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여 국외 연구를 찾을 수 있으나 국내 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회상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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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회상프로그램이 우울노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이다<그림 1>.
대조군
사전조사
C1

실험군
사후조사
C2

사전조사
E1

C1, E1: 일반적 특성, 우울, 회복탄력성
C2, E2: 우울, 회복탄력성
T: 회상프로그램(12주) 제공
<그림 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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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사후조사
E2

B. 연구 대상자
1.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남녀노인들 중 아래의 선정기
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①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GDSSF-K)로 평가된 점수가 5점 이상(최고
15점)인 자
②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로 평가된 점수가 25점 이상(최고 30점)인 자
③ 청력과 시력에 이상이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④ 연구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2) 제외기준
① 뇌에 기질적인 병변이 있는 자
② 기타 정신과적 질환이나 치매를 진단 받은 자
③ 항우울제 및 항정신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
④ 우울 관련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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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 크기
본 연구를 위한 예상 표본수는 G-Power 3.1.5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양측성 t-test분석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는 선행연구(정용, 2009)
를 근거로 하여 0.8로 설정하였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26명으로 총 52명이 계
산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 총 60명(실험군 30명,
대조군 30명)을 모집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도중 개인적인 사정 및 건강상의 이유로
실험군 4명(13%), 대조군 4명(13%)이 탈락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 포함된 대상
자는 실험군 26명(87%)과 대조군 26명(87%)이었다.
C. 연구 도구
1. 우울
우울은 Sheikh과 Yesavage(1986)가 개발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을 기백석(1996)이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GDSSF-K)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긍정형 항목에 예로 응답하면 0점, 아니오로 응답하면 1점으로
처리하고, 부정형 항목에 예라고 응답하면 1점, 아니오로 응답하면 0점으로 처리한
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5점 미만이면 정상, 5점에서 9점
이하면 경증 우울상태, 10점 이상을 중증 우울 상태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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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백석(199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8 이었고, 본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사전 검사에 대한 Cronbach's α = .70, 사후 검사에 대한
Cronbach's α = .81이었다.
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Connor와 Davidson(2003)이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을 이경욱(2007)이 번역한 도구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5문항으로 리커트 척도로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거의 언
제나 그렇다’ 4점까지이다. 이 도구의 하위 영역은 강인성, 내구성, 낙관주의, 지지,
영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9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는 사전 점수에 대한 Cronbach's α = .92, 사후 검사에 대한 Cronbach's α =
.95이었다.
D. 회상프로그램 내용
본 연구에서 회상프로그램은 선행연구들(고윤화, 2007; 권은정, 2010; 여인숙,
2006; 정용, 2009)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고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
달단계 이론에서 8단계인 노년기의 자아통합을 근거로 하여 구성하였다. 생애발달
단계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회상활동이 전개되고 과거와 현재의 삶을 긍

- 14 -

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 발달단계의 좋은 경험, 성취의 경험을 다루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간호학 교수 1인, 정신과 전문의 1인, 정신보건간호사 3인, 정
신보건사회복지사 3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Content Validity
Index(CVI) = .968이었다.
본 회상프로그램은 회상요법의 치료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2주 후부터이고
(Stones, Rattenbury, & Kozma, 1995), 선행 연구에서 12회기에 중재 효과가 검증
된 선행 연구(고윤화, 2007; 여인숙, 2006; 정용, 2009)에 근거하여 총 12회 제공 프
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회기별 주제는 1회기 만남의 시작, 2회기 신체와의 대화, 3회기 나의 살던 고향
은, 4회기 학창시절, 5회기 첫으로의 시작, 6회기 결혼, 7회기 자식 농사, 8회기 인
생그래프, 9회기 부정 감정 다루기, 10회기 버킷리스트, 11회기 나의 노년, 12회기
나의 노년(마무리)으로 하였다. 회기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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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1회

5회
6회

주제
만남의
시작
신체와의
대화
나의 살던
고향은?
학창시절
첫으로의
시작
결혼

7회

자식 농사

2회
3회
4회

인생그래
프
감정
9회 부정
다루기
버킷
10회 리스
트
11회 나의 노년
의 노년
12회 나(마무리)
8회

주요 내용
프로그램 안내, 자기소개하며 참여 동기
부여
내 신체의 아픈 부위와 역할을 바꿔 대화
해보며 심리적 상태 파악
어린 시절 살던 집, 동네, 옷, 먹거리, 놀
이, 친구 등 이야기하기
학창시절 내가 가졌던 용기와 도전, 선택
의 경험 나누기
첫 사회생활, 첫 직장생활, 첫사랑 등 경
험 나누기
결혼 의복 착용, 결혼과정 이야기하기
첫 자녀를 얻었을 때의 경험 나누기, 자녀
에게 섭섭한 일 표현, 자녀에 헌신했던 나
의 노고 칭찬하기
행복했던 일, 후회되는 일, 인생 굴곡에
대해 그래프로 표현하기
부정적 감정에 대해 나누고 비우는 시간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던 것,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적어보기
자신의 조부모를 그려보고 생각해보기
졸업식, 나에게 쓰는 편지

<그림 2> 회상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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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도구
안내문, 다짐서, 이름표
도화지, 스티커
옛날 사진, 도화지
학창시절 사진, 도화지
1960년대 사진, 도화지,
‘나는 살아야합니다’ 푯말
결혼 영상
대상자 사진,
어린자녀 사진,
어항 그림, 칭찬카드
음악, 도화지, 스티커
음악, 감정카드, A4용지
도화지, A4용지
도화지, A4용지
졸업복, 대상자 영상,
편지지

1회기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 계획 등 전반적인 안내를 하고 각자 자기소
개를 하며 참여 동기를 부여하였다.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기 위한 규칙을 정해 다
짐서를 작성하였으며 어릴 적 불렸던 별칭으로 이름표를 만들도록 하여 회상을 하
기 위한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2회기는 내 신체의 아픈 부위와 역할을 바꿔 대화해보며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
였다. 눈을 감고 내 신체를 생각하는 시간을 주고 도화지에 자신의 신체를 그려보
면서 가장 아프고 힘든 부위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다. 2명의 대상자가 짝을 지
어 아픈 부위로 인해 우울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였고 그림
을 바꿔 들어 신체의 일부에 하고 싶은 말을 하였다.
3회기는 어린 시절 살던 집, 동네, 옷, 먹거리, 놀이, 친구 등을 회상하였다. 대상
자들이 태어나서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옛날 사진을
준비하였다. 옛날 사진을 본 후 눈을 감고 어린 시절에 살던 집, 동네, 옷, 먹거리,
놀이, 친구, 부모님, 형제, 자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였고 도화지에 연
상되는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4회기는 학창시절 내가 가졌던 용기와 도전, 선택의 경험을 회상하였다. 대상자
들의 10대 때의 시대 사진을 보고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도록 하였다.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반장 선거를 재연해 보도록 하였고 종이에 학창시절의 꿈을 적어 이야기
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때 가졌던 용기와 도전,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5회기는 첫 사회생활, 첫 직장생활, 첫사랑 등의 경험을 회상하였다. 대상자들의
20대인 1960년대 사진을 보여 주고 그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를 들려주었다. 종이에
첫 사회생활, 직장생활, 첫사랑 등의 경험을 적어보고 2명의 대상자가 짝을 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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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나누도록 하였으며 그 시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살아야했던 이유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였다. 그리고 역할을 바꿔 전체 대상자들에게 옆 동
료가 살아야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6회기는 결혼 의복 착용, 결혼 과정을 회상하였다. 결혼 영상을 보며 결혼 당시
를 떠올려보고 그때의 마음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배우자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우자와 비슷한 대상자를 찾아가 2명씩
짝을 지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체 대상자들에게 배우자를 소개하
였다.
7회기는 첫 자녀를 얻었을 때의 경험을 회상하며 자녀에게 섭섭한 일을 표현하
며 자녀에 헌신했던 자신의 노고를 칭찬하였다. 사전에 자녀를 낳았을 때의 사진이
나 어린 자녀 사진 등을 가져오도록 하였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항
그림에 자신의 자녀를 물고기로 그려보도록 하였고, 그림을 보며 자녀를 소개하고
자녀를 키우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녀에게 섭섭한 일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자녀를 키우며 헌신했던 자신의 노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른 대상자들은
칭찬카드를 선물하였다.
8회기는 행복했던 일, 후회되는 일, 인생 굴곡에 대해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눈
을 감고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했던 일, 후회되는 일을 떠올려보도록
하였다. 도화지 윗면에 행복했던 순간 3가지와 후회되는 순간 3가지를 적어보고 도
화지에 그려진 그래프에 그 순간들을 스티커로 표시해 연결하며 인생그래프를 만들
도록 하였다. 인생그래프를 보며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9회기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 나누고 비우는 시간을 가졌다. 음악을 들으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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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일들, 힘들게 하는 감정들을 떠올려보도록 하였다. 우울, 고통, 불안, 슬픔, 분
노 등의 부정적 단어가 적힌 감정카드를 2장씩 바닥에 놓고 이 중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카드를 선택해보도록 하였다. 같은 감정카드를 가진 2명의 대상자가
짝을 지어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였고 전체 대상자들에
게 짝의 감정을 역할을 바꿔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감정카드를 마음이 풀릴
때까지 구겨서 던지도록 하였고 죽기 전에 느끼고 싶은 좋은 감정을 종이에 적어
비행기로 접은 후 날렸다.
10회기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던 것, 죽기 전에 꼭 해보
고 싶은 것을 적어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지 못한 것, 죽
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10가지를 종이에 적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긍정적 자신
에 대해 생각하며 종이에 자신의 장점 3가지를 적어보도록 하였고 이 종이를 뒤집
어 다른 대상자들에게 주도록 하였다. 다른 대상자들은 종이 주인공의 장점을 적어
롤링페이퍼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과 다른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장점을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11회기는 자신의 조부모를 그려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눈을 감고 음악
을 들으며 조부모를 떠올려보고 도화지에 조부모를 그려보았다. 전체 대상자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자신의 조부모를 소개하도록 하였고 조부모가 했던 말이나 행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종이에 조부모의 나이가 된 지금의
자신을 생각하며 조부모와 닮고 싶은 점을 적어보도록 하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12회기는 졸업식을 하며 ‘나에게 쓰는 편지’를 작성하였다. 졸업복을 착용하고
지난 프로그램에서 대상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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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나에게 쓰는 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양팔로 스스로를 껴안고 ‘사랑해’라고 말하고, 옆의 대상자를 껴안고 ‘사랑합
니다’ 라고 말하며 마음을 나누었다.
매회기마다 도입(15분), 전개(60분), 종결(15분)로 1회기 당 90분씩 배정하였다.
도입은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고 ‘우울증 날리자’ 구호를 외치며 시작하였다. 각자
별칭을 말하며 출석 체크를 하고 한 주간에 지내온 이야기를 하며 긴장감을 풀었
다. 전개는 매 회기마다 주제에 따른 주요 활동을 하였다. 대상자가 주제에 맞게 자
발적으로 골고루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결은 프로그램을 하며 느낀 소감을
나누고 새롭게 깨닫게 된 점 등을 이야기하였고,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 신체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웃음박수를 치며 같이 크게 웃고, ‘우울증 날리자’ 구호를 외
치며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고 마무리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진행은 노인전문간호사이자 정신보건간호사인 본 연구자가 주 진
행을 하였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인이 보조 진행을 하였다.
매 회기 집중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이야기치료, 미술치료, 역할극, 신체활동 등
의 효과를 접목하여 진행방법을 다르게 적용하였고 그림, 옛날 사진, 음악, 영상, 감
정카드 등의 다양한 보조 매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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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그림 3>과 같다.
1)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AJIRB-MED-SUR-16-226)을 받은
후 자료 수집 기관에 방문하여 연구목적, 방법 및 윤리적 고려에 대해 설명하고 기
관의 허락을 받았다. 대상자에게 연구 제목, 연구 배경, 연구 참여 대상자, 연구방
법, 연구 참여 기간,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및 답례, 비밀보
장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 문의 등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자가 언제든
지 연구 참여 도중 그만둘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연구 협조 및 동의를 구하였다. 설명문 및 동의서에는 연구자의 소개 및
연구 목적을 기술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
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였다.
대조군은 사후 조사를 마치고 회상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2) 대조군의 자료 수집
대조군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7월 27일부터 10월 13일이었다. 2017년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주 후인
2017년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설문지를 읽어주며 응답하는 일대일 면담을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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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수집하였다. 집으로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실험군의 자료 수집
실험군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8월 4일부터 10월 20일이었다. 실험군은 매주
1회 총 12회기 회상프로그램을 S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각 대
상자의 참여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14명, 16명 두 그룹으로 나누고 오
전, 오후로 시간을 달리해 배정하였다.
대상자 탈락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로 본 연구자가 매주 프로그램 전에 전화
를 하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방문을 하여 참여를 독려하였다. 2차로 대상자의 각 사
례담당자가 프로그램 시작 하루 전날 전화를 하고 프로그램 끝난 당일에 면담을 하
여 참여를 독려하였다.
2017년 8월 4일 1회기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주 후인 2017년 10월 20일에 12회기 프로그램을 마치고 사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설
문지를 읽어주며 응답하는 일대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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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30명)

대조군(30명)

사전조사
· 일반적 특성
· 우울
· 회복탄력성

사전조사
· 일반적 특성
· 우울
· 회복탄력성

회상프로그램
(주1회, 12회기)

사후조사(탈락 4명) : 26명

사후조사(탈락 4명) : 26명

회상프로그램 자료 제공

<그림 3> 연구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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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과 같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
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은 x²-test 또는 Independent
t-test로 검증하였다.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회복탄력성의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Smirnov
test로 검증하였다.
4)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과 회복탄력성의 사전 점수에 대한 동질성은
Independent t-test로 검증하였다.
5)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과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검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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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평균연령, 종교, 교육정도, 배우자, 독거
여부, 평균 자녀수, 생활비 부담, 지각된 경제 수준, 만성 질환에 대한 동질성을 분
석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군의 일반적 특성은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 분포는 여성이 실험군은 73.1%(19
명), 대조군은 65.4%(17명)을 차지하였고 평균연령은 실험군이 75.27±5.45세, 대조군
이 75.81±5.30세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실험군이 50.0%(13명), 대조군이
61.5%(16명)이었고 교육정도는 초졸 이하에서 실험군이 57.7%(15명), 대조군이
46.2%(12명)이었다. 배우자는 없음에서 실험군이 53.8%(14명), 대조군이 57.7%(15
명)이었고 독거 여부는 독거에서 실험군이 46.2%(12명), 대조군이 53.8%(14명)이었
다. 평균 자녀수는 실험군이 2.65±1.38명, 대조군이 2.81±1.70명이었고 생활비 부담
은 독립적인 경우가 실험군이 76.9%(20명), 대조군이 84.6%(22명)이었다. 지각된 경
제 수준은 보통이상이 실험군이 34.6%(9명), 대조군이 53.8%(14명), 어려운편이다가
실험군이 50.0%(13명), 대조군이 23.1%(6명)이었고 만성질환은 3가지 이상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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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가 실험군이 61.5%(16), 대조군이 46.2%(12)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n=26)
대조군(n=26)
구분
실수(%) or M±SD 실수(%) or M±SD
성별
남자
7(26.9)
9(34.6)
여자
19(73.1)
17(65.4)
연령
75.27±5.45
75.81±5.30
종교
유
13(50.0)
10(38.5)
무
13(50.0)
16(61.5)
교육정도 초졸이하
15(57.7)
12(46.2)
중·고졸
9(34.6)
11(42.3)
대졸이상
2(7.7)
3(11.5)
배우자
유
12(46.2)
11(42.3)
무
14(53.8)
15(57.7)
독거
유
12(46.2)
14(53.8)
무
14(53.8)
12(46.2)
자녀수
2.65±1.38
2.81±1.70
생활비부담 독립적
20(76.9)
22(84.6)
의존적
6(23.1)
4(15.4)
지각된
보통이상
9(34.6)
14(53.8)
경제수준 어려운편
13(50.0)
6(23.1)
아주어려운편
4(15.4)
6(23.1)
만성질환
3가지 이상
16(61.5)
12(46.2)
미만
10(38.5)
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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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²/ t

(N=52)
p

0.36 .764

-0.36 .720
0.70 .577
0.73 .693
0.08 1.000
0.31 .782
-0.36 .722
0.50 .726
4.07

.131

1.24 .404

2. 대상자의 우울과 회복탄력성의 사전 점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우울과 회복탄력성의 정규성을 분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각 변수는 정규
분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
정규성 검증 결과에 따라 우울과 회복탄력성의 사전 점수에 대한 동질성을 분석
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군의 우울과 회복탄력성은 동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점수는 실험군이 11.50±2.35점, 대조군이 11.08±3.05점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56, p=.578). 회복탄력성 점수는
실험군이 45.58±16.35점, 대조군이 43.73±23.4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t=0.33, p=.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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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우울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정규성 검증
Kolmogorov-Smirnov

변수

우울
회복탄력성

K-S Z
0.161
0.158
0.106
0.121

실험군(n=26)
대조군(n=26)
실험군(n=26)
대조군(n=26)

p

.081
.096
.200
.200

<표 3> 대상자의 우울과 회복탄력성의 사전 점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변수

우울
회복탄력성

실험군(n=26)
M±SD
11.50±2.35
45.58±16.35

대조군(n=26)
M±SD
11.08±3.05
43.7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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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2)

(N=52)

t

p

0.56
0.33

.578
.743

B. 가설 검증
1. 회상프로그램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
제 1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상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두 군 간의 우울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7.62±3.16점, 대조군은 11.19±3.23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t=-4.04, p<.001),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점수에 대한
전·후 차이값은 실험군이 –3.88±3.15점, 대조군이 0.12±2.27점으로 두 군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25, p<.001)<표 4>.
‘회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가 낮을 것이다.’ 라는
제 1 가설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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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회상프로그램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

(N=52)
사전-사후차이
t(p )
mean±SD

사전
사후
t(p )
mean±SD mean±SD
우울 실험군(n=26) 11.50±2.35 7.62±3.16
-3.88±3.15
-4.04(<.001)
-5.25(<.001)
대조군(n=26) 11.08±3.05 11.19±3.23
0.12±2.27
변수

집단

12
10
8
실험군
6
대조군
4
2
0
사전

사후

<그림 4> 회상프로그램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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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상프로그램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제 2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상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두 군 간의 회복탄력성 점
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61.31±18.53점, 대조군은 41.31±25.56점으로 실험군이 대
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t=3.23, p=.002), 실험군과 대조군의 회복탄력
성 점수에 대한 전·후 차이 값은 실험군이 15.73±23.52점, 대조군이 -2.42±14.17점으
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37, p=.001)<표 5>.
‘회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회복탄력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
라는 제 2 가설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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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회상프로그램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N=52)
사전-사후차이
t(p )
mean±SD

사전
사후
t(p )
mean±SD mean±SD
회복탄력성 실험군(n=26) 45.58±16.35 61.31±18.53
15.73±23.52
3.23(.002)
대조군(n=26) 43.73±23.45 41.31±25.56
-2.42±14.17
변수

집단

70
60
50
40

실험군

30

대조군

20
10
0
사전

사후

<그림 5> 회상프로그램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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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01)

Ⅴ. 논 의
본 연구는 회상프로그램을 우울노인에게 적용하여 우울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회상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제 1 가설인 ‘회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가 낮
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회상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 연구(권재성, 2017; 김지희, 2002; 손미애, 2007; 송예희, 2008; 이현림, 2004)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우울이 감소된 것은 본 프로그램에서 노인의 우울에 기인
하는 신체 증상 및 부정 감정을 표현하며 해소하는 시간을 갖고, 대상자가 경험한
과거 사건 중 좋은 경험을 기억해내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인식하고 이야기를
통해 공유하고 공감함으로써 즐거움, 흥미, 유쾌함을 느끼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내 신체 그림의 아프고 힘든 부위에 스티커를 붙이고 아프게 된 시점과
원인, 심리 상태, 하고 싶은 말 등을 표현하며,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부정 감정에 대
해 나누고 비우는 시간을 갖고 죽기 전에 느끼고 싶은 좋은 감정을 표현하며 해소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린 시절, 학창시절, 성인 시절의 좋은 기억, 행복했던
순간, 살아야했던 이유, 꿈 등을 떠올려보고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이야기로 표현하
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며 즐거움, 흥미, 유쾌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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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회상기법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실험군(15명)
이 대조군(15명)보다 우울 점수가 낮아졌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이현
림 등, 2004). 선행 연구(이현림 등, 2004)는 회상기법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신체적,
심리·정서적 여러 문제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른 대상자들과 공감하고 지지하는
기회를 갖게 한 것과 총 12회기를 실시하여 비교적 충분한 상담시간을 확보한 것이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이런 점에서 일치하였다. 또
한 노인수용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회상요법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프로
그램을 적용한 결과 실험군(10명)이 대조군(10명)보다 우울 점수가 낮아졌음을 보고
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김지희, 2002). 선행 연구(김지희, 2002)는 프로그램이
자신의 즐거웠던 경험이나 과거에 아쉽거나 후회되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한
상호지지 속에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우울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집단회상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실험군(10명)이 대조군(10명)보다 우울
점수가 낮아졌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송예희, 2008). 선행 연구(송예
희, 2008)는 집단회상프로그램이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와 희망을 발견하도록
하여 우울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총 8회기를 실시하여 기간이 너무 짧았
으므로 노인들의 굳어진 심리적인 변인들이 쉽게 변하기는 어려워 분명하고 정확한
효과 검증을 위해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과정
기억기반 회상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실험군(59명)은 사전평가보다 사후평가
의 우울 점수가 낮아졌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권재성, 2017). 선행
연구(권재성, 2017)는 과정기억기반 회상활동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즐겁게 활동하고 성취하는 자신을 느낌으로써 무기력한 생각을 극복할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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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이 향상되어 우울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권재성, 2017)는
대조군이 없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할 수 없었다. 입원한 치매노인에게 집단회
상요법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19명)이 대조군(21명)보다 우울 점수가 낮아졌다고 보
고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손미애, 2007). 선행 연구(손미애, 2007)는 프로그램
이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삶의 수용과 재통합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
였으나 4회기로 구성되어 있어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과거의 좋은 기억을 회상하며 자신을 인식
하고 다른 대상자들과 깊이 공감하며 즐거운 정서를 갖도록 한 측면에서 우울이 감
소되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의 회상프로그램은 우울노인의 우울을 낮추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제 2 가설인 ‘노인마음회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회복탄력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회복탄력성이 향상된 것은 회상을 통해 힘든 시절이었지
만 과거의 성공한 경험, 성취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
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우울, 스트레스, 힘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학창시절에 가졌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때 가졌던 용기와 도전, 경험을 나누었고 성인 시절에 어려움을 겪으
면서도 살아야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자녀를 키우며 대견했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긍정적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의 장점을 적어보고 다른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을 공유하였으며, 조부모를 그려보고 조부모와 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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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은 점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되돌아보
고 우울, 스트레스, 힘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확인하
였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회상요법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회복탄력성을 검
증한 국내 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으나 국외 연구 중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8회기의
도구적인 회상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실험군(15명)이 대조군(15명)보다 회복
탄력성 점수가 높아졌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Meléndez et al, 2015).
선행 연구(Meléndez et al, 2015)는 프로그램이 과거의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고
대처한 시간과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던 경험을 회상한 것이 노인의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프로그램은 2회기 자신의 신체 그리기, 3회기 어린 시절 모
습 그려보기, 7회기 자녀를 물고기로 그려보기, 11회기 조부모를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 회상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여 기억을 되살리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감정 표
현을 원활하게 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미술치료의 효과
를 접목하였다. 이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회복탄력성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와 유사하였다(김희정, 2014; 이은주, 2015). 시설거주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회복탄력성 점수가 높아졌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고(김희정, 2014),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회복탄력성 점수가 높아졌음을 보고
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이은주, 2015).
본 연구는 과거의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한 경험을 회상하며 자신의 강인함

- 36 -

을 확인하고 현재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측면에서 회복탄
력성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의 회상프로그램은 우울노인의 회복탄
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긍정적이었다. 프로
그램 시작 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기로 하여 처음에는 어색함에 눈맞춤도 피
하고 작게 말하다가 몇 주가 지나면서는 연구자가 말하기도 전에 크게 말하고 양
팔로 사랑 모양을 그려 보이기도 하였다. ‘프로그램 하는 날만 기다려진다’, ‘프로그
램에 오는 날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도 표현하였고, ‘매일 하면 안되냐’며 프로
그램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나만큼, 나보다 아픈 사람이 여기 있어, 다른
곳은 가고 싶지 않은데 여기는 오고 싶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대상자
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비슷한 환경의 대상자들이 참여해 서로가 공감하고 다독여주
면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회상프로그램은 총 90분, 전개가 60분으로 과거와 현재의 삶을 긍정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생 전반에 걸쳐 회상을 하며 각 발달단계의 좋은 경
험을 나누고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또한 긴 시간 지루하지 않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이야기치료, 미술치료, 역할극, 신체활동 등의 효과를 접목하여 진
행 방법을 달리 적용한 것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우울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회상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많이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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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에 우울과 회복탄력성의 지속적인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별
을 균등하게 배치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
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회상프로그램이 노인을 대상으
로 회복탄력성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우울노인의 정신건강관리에 효과적인 방
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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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회상프로그램이 우울노인의 우울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로 수행된 실험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S시 거주하는 65세 이상자 중 우울로 평가된 자로 실험군과 대조
군 각각 26명이었다. 실험군에게는 회상프로그램을 주 1회 90분씩 총 12회기를 제
공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7월27일부터 2017년 10월 20일이었다.
우울은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와 회복탄력성은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회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가 낮을 것이다.’라는 제
1 가설은 지지되었다(t=-5.25, p<.001).
2. ‘회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회복탄력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
는 제 2 가설은 지지되었다(t=3.3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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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통해 회상프로그램은 우울노인의 우울은 감소시키고 회복탄력성
은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노인의 정신건강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는 일 지역의 우울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에 회상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지역사회 노인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조사를 한번 수행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회상프로그램의 효과의 지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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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대조군)

■ 연구과제명 : 회상프로그램이 우울노인에게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회상프로그램이 우울노인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
구에 참여할 것을 제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참여하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실시되며,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연구는
학술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연구로서, 이 설명문은 이번 연구의 내용과 이 연구에 참여하실
경우 절차, 목적 등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 읽으시고,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과 상의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궁
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 결정은 귀
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참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로 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의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회상프로그램을 통해 우울노인의 우울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더불어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
사회 노인의 정신건강관리에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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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자 중 우울검사를 통해 우울하다고 평가
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귀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따라 연
구 대상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3.

연구방법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본 연구의 대조군으로 참여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귀하는 연구 담당자에 의해 다음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성별,
나이,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생활 수준, 신체질환 여부 등).
2) 귀하는 우울 및 회복탄력성 검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울 및 회복탄력성 검사는 두 번
의 설문지 작성으로 하며, 첫 번째 검사 설문지를 작성하고, 12주 후 두 번째 검사 설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4.

연구 참여 시간
귀하는 첫 번째 설문조사(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지, 우울 및 회복탄력성 검사지)를 위
해 20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되며, 12주 후 두 번째 설문조사(우울 및 회복탄력성 검사지)를
위해 15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도 탈락
연구는 어디까지나 귀하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참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 50 -

6.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귀하는 설문지와 검사지 작성시 만일 불쾌한 감정이 유발되신다면, 이럴 경우 귀하는 언
제든지 참여를 멈출 수 있습니다. 설문지와 검사지 작성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
나 본 연구와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7.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개인적 측면의 어떠한 이익도 없으나 다만, 연구에
참여하여 협조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연구의 시작 즉시 파스를 선물로 드립니
다.
8.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
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본 연구의 일부로 귀하의 성별, 나이,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생활 수준, 신체질환 여부
등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 연구책임자, 연구자, 본 연구를 감독하는 아주대
학교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
접 열람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가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신원
을 파악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는
학술적인 목적에 의해서만 익명으로 열람되고 연구됩니다. 또한 연구결과가 출판될 경우에
도 귀하의 신상정보는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 관련 자료는 연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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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될 것입니다.
10. 연구 문의
본 연구에 관한 질문은 연구자가 직접 답변을 할 것입니다. 연구기간 중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언제라도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모든 의문점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김 현 정
소속: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노인전문간호전공) 석사과정
이메일 주소: freepu@ajou.ac.kr
연구 대상자로서의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다면, 이 연구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 주십시오.
동의서
■ 연구제목 : 회상프로그램이 우울노인에게 미치는 효과
아래 내용을 읽으시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네모 칸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었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본인은 연구자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적절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를 참여합니다.
□ 본인은 이 동의서에 기술된 바에 따라 본인의 건강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 52 -

□ 본인은 연구 외에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이 연구계획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타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
□ 본인은 연구기간 중 언제라도 중도에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은 이 연구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
□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를 요청하여 동의서 사본 1부를 수령합니다.
□ 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나는 민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연구대상자
연구자

성명
성명

서명
서명

날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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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실험군)
■ 연구과제명 : 회상프로그램이 우울노인에게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회상프로그램이 우울노인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
구에 참여할 것을 제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참여하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실시되며,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연구는
학술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연구로서, 이 설명문은 이번 연구의 내용과 이 연구에 참여하실
경우 절차, 목적 등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 읽으시고,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과 상의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궁
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 결정은 귀
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참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로 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의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회상프로그램을 통해 우울노인의 우울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더불어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
사회 노인의 정신건강관리에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2. 연구 참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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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자 중 우울검사를 통해 우울하다고 평가
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귀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따라 연
구 대상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3.

연구방법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귀하는 연구 담당자에 의해 다음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성별,
나이,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생활 수준, 신체질환 여부 등).
2) 귀하는 우울 및 회복탄력성 검사와 12회기 회상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울 및 회
복탄력성 검사는 설문지 작성으로 하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과 12회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두 번을 작성하게 됩니다.
4.

연구 참여 시간
1) 귀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설문조사(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지, 우울 및 회복탄력
성 검사지)를 위해 20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되며, 12회기 프로그램이 끝난 후 설문조사(우울
및 회복탄력성 검사지)를 위해 15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2) 12회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주1회, 12주의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1회기당 프로그램
의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도 탈락
연구는 어디까지나 귀하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참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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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귀하는 설문지 작성이나 회상프로그램 참여시 만일 불쾌한 감정이 유발되신다면, 이럴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설문이나 회상프로그램 참여를 멈출 수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이나
회상프로그램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본 연구와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으시
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7.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개인적 측면의 어떠한 이익도 없으나 다만, 연구에
참여하여 협조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연구의 시작 즉시 파스를 선물로 드립니
다.
8.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
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본 연구의 일부로 귀하의 성별, 나이,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생활 수준, 신체질환 여부
등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 연구책임자, 연구자, 본 연구를 감독하는 아주대
학교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
접 열람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가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신원
을 파악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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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인 목적에 의해서만 익명으로 열람되고 연구됩니다. 또한 연구결과가 출판될 경우에
도 귀하의 신상정보는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 관련 자료는 연구 종료
후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될 것입니다.
10. 연구 문의
본 연구에 관한 질문은 연구자가 직접 답변을 할 것입니다. 연구기간 중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언제라도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모든 의문점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김 현 정
소속: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노인전문간호전공) 석사과정
이메일 주소: freepu@ajou.ac.kr
연구 대상자로서의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다면, 이 연구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논
의할 수 있는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 주십시오.
동의서
■ 연구제목 : 회상프로그램이 우울노인에게 미치는 효과
아래 내용을 읽으시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네모 칸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었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본인은 연구자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적절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를 참여합니다.
□ 본인은 이 동의서에 기술된 바에 따라 본인의 건강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것을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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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 본인은 연구 외에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이 연구계획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타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
다.
□ 본인은 연구기간 중 언제라도 중도에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은 이 연구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
다.
□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를 요청하여 동의서 사본 1부를 수령합니다.
□ 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나는 민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연구대상자
연구자

성명
성명

서명
서명

날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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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지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1. 어르신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
② 여( )
2. 어르신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어르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유( )
② 무( )

4.

어르신의 교육 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① 무학( ) ② 초졸( ) ③ 중졸( ) ④ 고졸( ) ⑤ 대졸이상(

5. 어르신의 결혼관계는 어떠하십니까?
① 미혼( ) ② 기혼( ) ③ 이혼(

)

④

사별(

6. 어르신은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① 결혼한 아들( ) ② 결혼한 딸( ) ③ 미혼자녀(
⑤ 자식 이외의 친척( ) ⑥ 혼자 산다( )
7. 어르신의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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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별거(
)

④

)
)

노부부 내외만(

)

8.

어르신의 생활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① 자신( ) ② 자신과 자녀( ) ③ 자녀(

)

④

국가(

9. 어르신의 경제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넉넉하다( ) ② 넉넉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④ 어려운 편이다( ) ⑤ 아주 어려운 편이다( )

)
)

10. 어르신은 현재 앓고 있는 신체질환이 있습니까?
진단명

유

무

고혈압

➀

➁

당뇨

➀

➁

뇌졸중

➀

➁

천식

➀

➁

관절염

➀

➁

골다공증

➀

➁

암

➀

➁

기타

➀

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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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GDSSF-K)
*지난 일주일 동안의 느낌을 생각하면서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1. 현재의 생활에 만족 하십니까?
2. 예전에 좋았던 일들을 여전히 즐기십니까?
3. 사는 게 허전하십니까?
4.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집니까?
5. 대체로 기분이 좋은 편입니까?
6. 앞날에 대해 걱정할 때가 많습니까?
7. 대부분의 경우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8.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집니까?
9. 밖에 나가기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고 합니까?
10. 자신의 기억력은 괜찮은 것 같습니까?
11.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고 생각합니까?
12. 자신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무슨 일을 하든지 곧 피곤해집니까?
14.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낍니까?
15.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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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회복탄력성 도구(CD-RISC)
*지난 한 달간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 아래의 질문들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만약, 최근에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평소 느껴왔던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답해 주십
시오.
전혀 거의 때때로 흔히 거의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언제나
않다 않다
그렇다
1. 변화가 일어날 때 적응할 수 있다.
2.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날 도와줄 가깝
고도 돈독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 있다.
3.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분명한 해결
책이 없을 때에는, 가끔 신이나 운명이 도
와줄 수 있다.
4.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처리할 수 있
다.
5. 과거의 성공들은 내가 새로운 도전과
역경을 다루는데 자신감을 준다.
6.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그 일의
재미있는 면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7. 스트레스 극복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
질 수 있다.
8. 나는 병이나, 부상, 또는 다른 역경을
겪은 후에도 곧 회복하는 편이다.
9.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대부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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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일어나는 것이
라 믿는다.
10.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11. 비록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는 내 목표
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12.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나는 포
기하지 않는다.
13. 스트레스/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
움을 청해야 할 지 안다.
14.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나는 집중력
과 사고력을 잘 유지한다.
15. 타인이 모든 결정을 하게 하기 보다는
내가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것을 더 좋아
한다.
16. 나는 실패 때문에 쉽게 용기를 잃지는
않는다.
17. 나는 삶의 도전이나 역경에 잘 대처하
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8. 나는 남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어
려운 결정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19. 슬픔, 공포 그리고 분노와 같은 불쾌하
거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
20. 인생의 문제를 처리할 때, 간혹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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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직감에 따라 행동해야만 할 때가
있다.
21. 삶에 대한 강한 목표의식이 있다.
22.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잘 조절하고
있다.
23. 나는 도전을 좋아한다.
24. 어떤 장애를 만나게 되더라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간다.
25. 나는 내가 이룬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 64 -

<부록 3>
주제
주요 내용
도입
(15분)

회상프로그램(1회)
만남의

시작
프로그램 안내, 자기소개하며 참여 동기 부여
1.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기
2. 구호정하기
3. 웃음박수 배우기
1. 프로그램 안내문 배포하고 목적, 계획 등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기
“어르신들은 앞으로 저와 추억여행을 떠나실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어르
신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어린 시절, 학창시절, 어른이 된 후, 결혼, 자녀를
키웠던 시절 등에서 현재까지 여행을 함께 하실 거에요.”
2. 프로그램 규칙 정하기
“매주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을 정
해보겠습니다.”
활
전개 3. 나의 다짐서 작성하기
동 (60분)
“지금까지 정한 규칙이 이 다짐서에 적혀 있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자는
내
의미로 어르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해 주세요”
용
4. 별칭 정하고 이름표 작성하기
“별칭을 정해보겠습니다. 어릴 적 불리던 별명이나 불리고 싶은 별칭을
종이에 적어주세요.”
5. 참여하게 된 동기 등 자기소개하기
“어르신의 이름과 별칭을 말씀하시며 어르신을 소개해주시고 참여하시게
된 동기도 말씀해주세요.”
1. 소감 나누기
종결 2. 놀이: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 신체 활동 해보기
(15분) 3. 웃음박수 치며 구호외치기
4.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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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요 내용
도입
(15분)

회상프로그램(2회)

신체와의 대화
내 신체의 아픈 부위와 역할을 바꿔 대화해보며 심리적 상태 파악
1.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고 구호외치기
2. 각자 별칭 말하며 출석 체크하기
3. 한 주간 지내온 이야기 나누기
1. 오늘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눈을 감고 내 신체에 대해 생각하기
“오늘은 어르신들의 신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한지, 내 몸 상태는 어떤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도화지에 내 신체 그려보기
3. 내 신체가 그려진 그림에서 가장 아프고 힘든 부위에 스티커 붙이기
“현재 어르신이 아픈 부위를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스티커를 지금 아픈
활
전개 곳에 붙여주세요. 제일 아픈 곳은 빨간색, 그 다음은 분홍색, 그 다음은 노
동 (60분)
란색, 그 다음은 초록색으로 붙여주세요”
내
4. 2명이 짝을 지어 아프게 된 시점과 원인, 심리 상태 등에 대해 이야기
용
하고 그림을 바꿔 들고 그 신체의 일부가 되도록 하기
“두 분이 짝을 지어 아픈 부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프게 된
시점과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아픈 곳 때문에 마음이 착잡해지거나 우울
해지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5. 동료가 들고 있는 내 신체 그림의 일부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부탁
하고 싶은 말하기
1. 소감 나누기
종결 2. 놀이: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 신체 활동 해보기
(15분) 3. 웃음박수 치며 구호외치기
4.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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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요 내용
도입
(15분)

회상프로그램(3회)
나의

살던 고향은?
어린 시절 살던 집, 동네, 옷, 먹거리, 놀이, 친구 등 이야기하기
1.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고 구호외치기
2. 각자 별칭 말하며 출석 체크하기
3. 한 주간 지내온 이야기 나누기
1. 오늘 프로그램 안내하고 옛날 사진 함께 보기
“오늘은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의 어린 시절로 추억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어르신들
이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옛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지만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있고 그 시절의 집, 먹거리 등 추
억할 수 있는 옛날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을 생각하며 옛날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활
전개 2. 눈을 감고 고향 등 어린 시절 생각하기
동 (60분)
“눈을 감으시고 어르신들이 태어난 집, 동네, 옷, 먹거리, 놀이, 부모님, 형
내
제, 자매, 친구, 어릴 적 나의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용
3. 도화지에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려보기
“도화지에 어르신들이 생각했던 고향집이나 동네, 옷, 먹거리, 놀이, 부모
님, 형제, 자매, 친구 등 떠오른 모습을 그려보세요.”
4. 그림을 보며 이야기 나누기
“그림을 보며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
습니다.”
1. 소감 나누기
종결 2. 놀이: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 신체 활동 해보기
(15분) 3. 웃음박수 치며 구호외치기
4.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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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요 내용
도입
(15분)

회상프로그램(4회)

학창시절
학창시절 내가 가졌던 용기와 도전, 선택의 경험 나누기
1.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고 구호외치기
2. 각자 별칭 말하며 출석 체크하기
3. 한 주간 지내온 이야기 나누기
1. 오늘 프로그램 안내하고 학창시절 때의 시대 사진을 함께 보기
“우리는 추억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어르신들의 어린 시
절을 보았고 오늘은 어르신들의 학창시절로 떠나 보려합니다. 그때 사진을
함께 보며 어르신들의 학창시절로 추억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2. 학창시절로 돌아가 반장선거하고 소감 나누기
“우리가 그 시절 학교에 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교실, 책상, 의자, 칠판
활
등을 떠올려봅니다.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반장선
전
개
동 (60분) 거입니다. 그때의 마음으로 반장선거를 해보겠습니다.”
내
3. 종이에 학창시절 꿈 적어보기
용
“학창시절은 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꿈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되고 싶었는지 떠올려보세요. 한 가지 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었는지 생각하다보면 마음이 다시 설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종이에 학창시절의 꿈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종이에 적은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때 가졌던 용기와 도전, 경험 나
누기
1. 소감 나누기
종결 2. 놀이: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 신체 활동 해보기
(15분) 3. 웃음박수 치며 구호외치기
4.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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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프로그램(5회)

주제
첫으로의 시작
주요 내용 첫 사회생활, 첫 직장생활, 첫사랑 등 경험 나누기
인사 나누고 구호외치기
도입 1.2. ‘사랑합니다’
자 별칭 말하며 출석 체크하기
(15분) 3. 각
한 주간 지내온 이야기 나누기
1. 오늘 프로그램 안내하고 1960년대 사진을 함께 보며 유행한 노래 듣기
“우리는 추억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성인이 된 시기는
1960년대입니다. 그때 세상은 어땠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2. 종이에 첫 사회생활, 직장생활, 첫사랑 등 경험을 적어보기
“어르신들의 첫 사회생활, 직장생활, 첫사랑 등 그때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어 도전한 새로운 경험들에 대해 떠올려보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3. 2명씩 짝을 지어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시절 어려움을 겪으면서
활
전개 도 자신이 살아야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동 (60분)
4. 동료의 살아야했던 이유에 대해 잘 기억하고 이야기하기, 동료는 ‘나는
내
살아야합니다’ 푯말을 들기
용
“재미있게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잘 듣고 살아
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은 지금 스무살로, 갑작스
런 사고를 당해 어르신들의 생을 결정하는 염라대왕 앞에 있습니다. 그런
데 염라대왕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면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겠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에게 어르신들 옆의 짝이 꼭 살아야 하는 이유
를 말씀해주세요.”
1. 소감 나누기
종결 2. 놀이: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 신체 활동 해보기
(15분) 3. 웃음박수 치며 구호외치기
4.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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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프로그램(6회)

주제
결혼
주요 내용 결혼 의복 착용, 결혼과정 이야기하기
인사 나누고 구호외치기
도입 1.2. ‘사랑합니다’
자 별칭 말하며 출석 체크하기
(15분) 3. 각
한 주간 지내온 이야기 나누기
1. 오늘 프로그램 안내하고 영상을 보며 결혼 당시를 회상해보기
“우리는 추억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결혼할 당시
로 돌아갑니다. 영상을 보며 그때 어르신들의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2. 결혼할 당시 마음과 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혼담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의 결혼과정이나 신혼 때의 경험에
대해 떠올려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때 힘들었지만 대견했던
일들을 떠올려보세요.”
활
전개 3. 당시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배우자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우자
동 (60분)
와 비슷한 동료를 찾아가기
내
“어르신의 배우자는 어떤 분이셨나요? 당시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배우
용
자의 장점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일어서서 어르신의 배우자와 비슷한 분
을 찾아가 보세요.”
4. 2명씩 짝을 지어 이야기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소개하기
“어르신들의 배우자를 소개해주세요. 이 사람은 무엇이 좋고, 무엇을 잘한
다던지, 어떻게 잘해준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실 때는 ‘내 배우
자를 소개 합니다’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1. 소감 나누기
종결 2. 놀이: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 신체 활동 해보기
(15분) 3. 웃음박수 치며 구호외치기
4.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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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회상프로그램(7회)

자식 농사
자녀를 얻었을 때의 경험 나누기, 자녀에게 섭섭한 일 표현, 자녀에 헌
주요 내용 첫
신했던 나의 노고 칭찬하기
인사 나누고 구호외치기
도입 1.2. ‘사랑합니다’
자 별칭 말하며 출석 체크하기
(15분) 3. 각
한 주간 지내온 이야기 나누기
1. 오늘 프로그램 안내하기, 사전에 자녀를 낳았을 때의 사진이나 어린 자
녀 사진 등을 가져오도록 공지하고 사진을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누기
“우리는 추억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첫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들에게 헌신했을 때로 돌아갑니다. 어르신들이 가져온 사
진을 보며 그때의 모습을 떠올려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2. 어항 그림에 나의 자녀를 물고기로 그려보기
활
3. 어항 그림을 보며 자녀를 소개하고 자녀를 키우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
전
개
동 (60분) 하며 자녀에게 섭섭한 일 표현하기
내
“어항 그림을 보며 어르신들의 자녀들을 소개해주세요. 자녀들을 키우며
용
좋았던 일도 있고 자녀에게 섭섭한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의 경험들
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4. 자녀를 키우며 헌신했던 나의 노고 이야기하기, 동료들은 칭찬카드 선
물하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작지만 대견했던 경험들을 떠올려보시고 노고를 말씀
해주세요. 그리고 동료 어르신들은 칭찬카드를 선물해주세요.”
1. 소감 나누기
종결 2. 놀이: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 신체 활동 해보기
(15분) 3. 웃음박수 치며 구호외치기
4.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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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요 내용
도입
(15분)

회상프로그램(8회)

인생그래프
행복했던 일, 후회되는 일, 인생 굴곡에 대해 그래프로 표현하기
1.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고 구호외치기
2. 각자 별칭 말하며 출석 체크하기
3. 한 주간 지내온 이야기 나누기
1. 오늘 프로그램 안내하고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했던 일,
후회되는 일을 떠올려보기
“우리는 추억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행복했
던 일도 있고, 후회되는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며
그런 순간들을 떠올려보세요.”
2. 도화지 윗면에 행복했던 순간, 후회되는 순간 3가지씩 적기
“도화지 윗면에 그동안 어르신들이 행복했던 순간 3가지와 힘들었던 순간
활
전개 3가지를 적어보세요”
동 (60분)
4. 도화지에 그려진 그래프에서 행복했던 순간, 후회되는 순간의 시기를
내
스티커로 표시하고 연결하여 인생그래프 만들기
용
“행복했던 순간, 후회되는 순간의 시기를 스티커로 그래프에 표시해보겠
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의 스티커는 빨간색이고 후회되는 순간의 스티커는
파란색입니다. 스티커로 표시한 부분을 펜으로 연결해 보세요.”
3. 인생그래프를 보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인생그래프를 보며 행복한 순간들과 힘들었던 순간들을 중심으로 어르신
의 삶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소감 나누기
종결 2. 놀이: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 신체 활동 해보기
(15분) 3. 웃음박수 치며 구호외치기
4.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기

- 72 -

주제
주요 내용
도입
(15분)

회상프로그램(9회)

부정 감정 다루기
부정적 감정에 대해 나누고 비우는 시간
1.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고 구호외치기
2. 각자 별칭 말하며 출석 체크하기
3. 한 주간 지내온 이야기 나누기
1. 오늘 프로그램 안내하고 음악을 들으며 힘들었던 일들, 힘들게 하는 감
정들을 떠올려보기
“우리는 추억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힘들었던 일
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음악을 들으면서
어르신들을 힘들게 하는 감정들을 떠올려보세요.”
2. 우울, 고통, 불안, 슬픔, 분노 등의 부정적 단어 중 자신의 감정을 표현
활
전개 하는 단어 선택하기(같은 감정카드가 2장씩 놓여있음)
동 (60분)
“바닥에 놓인 부정 감정들 중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어르신
내
들을 괴롭게 하는 감정을 선택해보세요”
용
3. 같은 감정카드를 선택한 동료와 2명씩 짝을 지어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4. 동료들에게 짝의 부정적인 마음을 역할 바꿔 이야기하기
5. 감정카드를 마음이 풀릴 때까지 구겨서 던지기
6. 자신이 죽기 전에 느끼고 싶은 좋은 감정을 종이에 적어 비행기를 접어
날려보기
1. 소감 나누기
종결 2. 놀이: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 신체 활동 해보기
(15분) 3. 웃음박수 치며 구호외치기
4.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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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프로그램(10회)

주제
버킷리스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던 것,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주요 내용 자신이
싶은 것 적어보기
인사 나누고 구호외치기
도입 1.2. ‘사랑합니다’
자 별칭 말하며 출석 체크하기
(15분) 3. 각
한 주간 지내온 이야기 나누기
1. 오늘 프로그램 안내하기,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지 못한 것,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10가지 적고, 이야기 나누기
“우리는 추억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과 버킷리스트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어린 시절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움이 남거나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해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종이에 10가지를 적고 이야기를 나
활
누어 보겠습니다.”
전
개
동 (60분) 2. 긍정적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종이에 자신의 장점 3가지 적어보기
내
“어르신들은 장점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장점들을 잊어버리거나 장
용
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긍정적
인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고 장점 3가지를 적어보세요.”
3. 자신의 장점을 적은 종이를 뒤집어 옆 동료들에게 주고, 동료들은 계속
돌려가며 종이 주인공의 장점을 적어 롤링페이퍼 완성하기
4.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 동료들이 생각하는 장점을 읽어보고 이야기 나
누기
1. 소감 나누기
종결 2. 놀이: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 신체 활동 해보기
(15분) 3. 웃음박수 치며 구호외치기
4.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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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요 내용
도입
(15분)

회상프로그램(11회)
나의

노년

자신의 조부모를 그려보고 생각해보기
1.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고 구호외치기
2. 각자 별칭 말하며 출석 체크하기
3. 한 주간 지내온 이야기 나누기
1. 오늘 프로그램 안내하기,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며 조부모를 떠올려보
고 도화지에 그려보기
“우리는 추억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할머니, 할아
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입니다. 어르신들께 어떤 존재였는지,
닮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잠시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며 어르신
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할머니나 할아
버지를 도화지에 그려보겠습니다.”
활
전개 2. 동료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자신의 조부모 소개하기, 조부모가 했던
동 (60분)
말이나 행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 이야기하기
내
“어르신들께서 그린 어르신들의 할머니, 할어버지를 소개해주세요. 어르신
용
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고, 어르신들께 어떤 존재였으며, 기
억에 남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3. 조부모의 나이가 된 지금, 조부모와 닮고 싶은 점을 적어보고 이야기하
기
“할머니, 할아버지의 나이가 된 지금, 그분들의 어떤 모습을 닮고 싶은지
종이에 적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소감 나누기
종결 2. 놀이: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 신체 활동 해보기
(15분) 3. 웃음박수 치며 구호외치기
4.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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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요 내용
도입
(15분)

회상프로그램(12회)
나의

노년(마무리)

졸업식, 나에게 쓰는 편지
1.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고 구호외치기
2. 각자 별칭 말하며 출석 체크하기
3. 한 주간 지내온 이야기 나누기

1. 오늘 프로그램 안내하기, 졸업복을 착용하고 졸업식하기, 지난 프로그램
에서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우리는 추억여행을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은 추억여행의 마지막 시간으
로 졸업복을 착용하고 졸업식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며 우리들의 추억여행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2. ‘나에게 쓰는 편지’ 쓰기,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면서 자신을 격
활 전개 려하고 용기를 주기
동 (60분) “‘나에게 쓰는 편지’를 쓰겠습니다. 어르신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
내
것입니다. 어르신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적으면 좋을 것 같습
용
니다.”
3. 나를 껴안고 ‘사랑해’라고 말하고 옆의 동료를 껴안고 ‘사랑합니다’ 말하
기
“어르신을 두 팔로 직접 안고 ‘사랑해’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옆의 어르
신을 껴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주세요.”
1. 소감 나누기
종결 2. 놀이: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 신체 활동 해보기
(15분) 3. 웃음박수 치며 구호외치기
4.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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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Reminiscence Program
on The Elderly with Depression
Hyun J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Mi Ae You, RN., Ph.D.)
This study was an experiment wit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reminiscence program on the
depression of the depressed elderly and their resilience.
The study participants were from 26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6 in
the control group who were assessed to be depressed by a depression
test(GDSSF-K) among people over aged 65 living in S city. The experimental
group was given the reminiscence program 90 minutes a week for a total of 12
sessions. Data collection was from 27 July 2017 to 20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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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earch tool, the Korean GDSSF-K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for depression and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for
resilience were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error,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x² test, and Independent t-test generated using the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first hypothesis that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ing in the
reminiscence program would have lower depression scores than the control
group was supported (t=- 5.25, p<.001).
2. The second hypothesis that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ing in the
reminiscence program would have a higher resilience score than the control
group was supported (t=3.37, p=.001).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showed that the reminiscence program
reduces depression in the elderly and improves resilience. Therefore, the
reminiscence program of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an effective way to
manage mental health for the depressed elderly in the community by enhancing
their adaptability. Thus, it is suggested to apply the program to more the
depressed elderly in local communities and actively utilize it.

Key word: the elderly, depression, mental health, resilience, remini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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