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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got attention depression symptoms very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and death rate in old age.
This research indicated the influences of therapeutic recreation on changing depression among elderly people
staying at town house in Yongin-city, South Korea. A 7 sample over 60 years who assessed the depression
symptoms participated in group recreation therapy sessions that were held twice weekly for a 7-week period,
total 14 times. Mean depression scored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9.28 before the intervention to 13.42 after
it. I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Following the progress note, most of objects changes their
expression, behavior and attitudes. They smiled a lot more than before, waited before the class and they
revealed social attitude changes such as much care about the clothes, make-up, and communication with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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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은 누구나 약간씩은 우
울 경향이 있다. 노화에 따라 신체적, 사회적 상
실이 증가하므로 어느 정도의 우울증의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Yun, 1985). 따
라서 노인의 우울증은 노년기에 있어서 나타나
는 증상들로 쉽게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국외
에서도 노인의 우울은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다
가 2003년 노인의 우울비율이 1998년에 비해 2
배 가량 증가하고, 향후 노인 우울이 사망률과
직결된 주요한 잠재요인으로 보고되면서 보다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rystal, & Walkup, 2003).
일반적으로 우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노인의 경우는
많은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고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는 사망 위험 인자로 볼 수 있다(Park,
Kim, Lee, & Jung, 1998; Young, 1997).
노인의 우울문제는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보
다 심도깊은 여가적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퇴직이후 노인의 삶의 대부분이 여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노인에게 있어서 여가는 고독감, 소외
감, 무료감 등을 극복하고 생활만족감을 향상시
키는 긍정적 역할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사망률
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Kwon, 2002). 일반적으
로 노인 여가는 여가활동의 유형이 단순한 휴식
으로부터 감정극복에 이를수록 보다 높은 수준
의 여가 및 생활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eaff., 1985). 따라서 노년기에 있어 여가
문제는 노년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
느냐에 대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65세 이상의 노인에
있어서 여가활동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
라(Fine, 2000) 생활만족의 강한 설명변인이기도
하다(Riddick, 1985). 미국 뉴욕의 1772명의 노

인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여가활동은 치매의
위험을 줄이는 요인으로 연구되었다(Scarmeas,
Levy, Tang, Manly, & Stern, 2001). 노인의 여
가는 우울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인의 여가활동을 보
다 세분하여 활동내용과 방법에 따라 우울과 어
떠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한 연구가 많아
지고 있다(Angeleri, Foschi, Giaquinto, & Nolfe,
1993; Fitzpatrick, Spiro, Kressin, Greene, &
Boss, 2001).
이처럼 노인의 우울과 여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이란 여가와 레크리에
이션을 통해서 참가대상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
한 목적을 가진 중재이자, 개인의 신체적, 감정
적, 사회적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목표
를 가지고 행하는 전문화된 레크리에이션의 한
영역이다(Carter, Van Andel & Robb, 1985). 따
라서 치료레크리에이션은 레크리에이션을 이용
하여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Lee, 2001)
재가 노인의 신체상태는 물론 우울관리에 효과
적인 방법이다(Johnson, 1999).
Gilsele & John(1994)은 장기요양시설에 거주
하는 6명의 인지손상 노인을 대상으로 레크리
에이션 기술습득활동을 통하여 노인의 자기결
정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치료레크
리에이션 중재로 인한 노인의 우울 감소 효과도
드러나고 있다. Han(1995)는 서울시내 K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편마비
환자 7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치료레크
리에이션 활동을 실시한 결과 그들의 우울반응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Kim(2002)
은 주간보호소 노인 8명을 대상으로 총 16회의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우울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낮아
졌음을 보고하였다. Kim(1997)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총 10회의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
램을 실시한 결과 우울과 인간관계에 긍정적 효
과를 나타냈다. Chun(1997)은 치료레크리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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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이 여성 노인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기 위해 87명의 노인에게 총 10회의 활동을 실
시한 결과, 여성 노인들의 인생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느낌 등이 향
상되었으며, 생활과 인생에 대한 비판, 외로움,
소외감
등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hoi(2001)는 치료레크리에이션이 장기입원 노
인 환자의 심리적 특성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총 8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긍정적 심리변
화가 가능할 것을 예측하였다. Park(1999)은 여
성노인 13명을 대상으로 총 12회의 치료레크리
에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생활만족도가
더 높아졌다는 결과를 검증하였다. Hong(1998)
는 뇌졸중 노인 9명을 대상으로 총 12회의 치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기 존
중감 정도와 대인관계가 유의하게 좋아졌다고
하였다. Jung & Myong(2006)는 노인을 대상으
로 치료레크리에이션 회상 프로그램을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결과 감
정표현능력, 좌절의 변화, 의사결정능력, 경쟁심
등 전반적인 정서적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치료레크리에이션 연구는
연구를 목적으로 치료레크리에이션의 절차 중
사정을 배제하고 대상자를 선택적 표집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정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프로그
램 계획에 있어서도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논문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치료레크리에이션 개입원칙
인 APIE절차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활
동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선정하고, 실행, 평
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본 연구는
치료레크리에이션이 노인의 우울감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이라는 목적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레크리에이션은 노인의 우울감 감
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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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노인 개
개인에게는 어떠한 질적 변화를 주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만 65세 이상이 노인 남
녀로 경기도 B타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울관리를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자로를 모
집단으로 하였다. B타운하우스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병원 및 요양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노인 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개념의 실버타운이다. 연구
대상은 모집단 중 사정단계를 거쳐 프로그램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은
모두 여성으로, 연령은 69세부터 87세까지였다.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 1인, 노
인 운동처방 전문가 1인, 노인심리관련 전문가
3명이 연구계획을 구상한 뒤 B타운하우스에서
참여자를 일차 모집하였다. 이후 사정을 통해
프로그램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 1인과
보조연구자가 수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사전 사
후에 자료를 취합 정리하였다. 우울감 측정은
사정단계와 프로그램이 종결되는 14회기에 측
정하였으며, 향상기록지를 통해 질적변화를 위
해 분석하였다.
3. 연구절차
1) 사정단계
사정단계(Assessment stage)는 대상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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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책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로 신체, 인
지, 사회, 심리적 행동영역의 기초자료를 수집
하고, 여가에 관한 기능과 관심, 자원, 지식, 장
애, 인식 등을 명확하게 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
에서는 대상자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사정,
여가에 대한 사정, 우울에 대한 사정의 세 가지
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기본적인 정보는 타운 하우스 입주시 기록과
병원 의료차트를 참고로 이루어졌으며, 여가에
대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여가력의 실태를 조사
하였다. 우울감 조사를 위해서는 Yesavage,
Brink, Rose, Lum, Huang, Adey, &
Leirer(1983)이 개발한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이하, GDS)을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
도록 수정 보완하여 만든 Jung, Kwak, Shin,
Lee, Lee, & Kim (1997)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우울정도를 사전조사 하였다.
GDS우울증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문항에 1점씩 합산하여 총점
이 9점 이하인 경우에는 ‘정상’, 10-20점은 ‘중
등도 우울증’, 21-30점은 ‘심한 우울증’환자로
구분하게 된다. 즉 GDS의 점수가 낮을수록 우
울증이 없거나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나타
낸다. GDS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국외와 국내에
서 검증되었으며, 다양한 연구에서 이용된 바
있다.
사정은 일대일로 이루어졌으며 1인당 20분
내외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동시에 실시하
였다. 이를 통해 GDS 척도에 의한 우울증의 점
수가 1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거나 가족력에 인지적 문제를 가진 자 총
7명을 선정하였다.
A씨는 자신의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고 최근 우울한 기분을 느끼고
있으며, 삶에 대한 의미가 줄었고, 스스로 기억
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B씨는 배
우자가 오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지속적인 병간
호로 지쳐있었으며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

Table 1. assessment results of subjects
sub
disease
age
ject
history
A
B

C

D
E

F

G

past
leisure

current
leisure

pre assessment
GDS
result
depression,
exercise
70 cancer exercise
14 hypochondri
religion
asis
depression,
79
none religion religion 21
anxiety
dilatory
travel
response,
81
none
none
10
walk
anxiety,
restlessness
rheumat
negative
82
none
yoga
14
ism
emotion
depression,
87
none
choros
choros
15
lack of
social skill
sense of
78 diabetes religion religion
7
emptiness,
depression
golf,
music
69
disk
golf
13 depression
listening,
climbing

다. 스스로가 남편이 병환중이기 때문에 웃는다
는 것이 죄스럽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했으며,
그로 인해 표정이 변한 것 같다고 하였다. 사회
적 교류가 적으며, 항상 소극적으로 감정 표현
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어 마음이 답답하고 불
안하며 우울하다고 하였다. C씨는 노화에 의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종종 불안감과 우울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D씨는 지시에 대한 반응의
느리며 의사표현에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
다. 가끔 걱정과 불안이 많고 초조하며 의사결
정에도 어려움이 있어 센터에서 적극 추천 의뢰
된 경우이다. E씨는 노화로 인해 점점 우울하고
느끼고 있었으며,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있고,
나이가 많다는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순응적인
정서를 나타냈다. F씨는 약간 우울한 상태로 활
동영역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고 심리적인 교
류가 가능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G씨는 공허하고 우울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집단과의 여가활동을 원했다.
이처럼 사정결과 공통적으로 우울지수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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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높게 드러났다. 또한 기억력의 문제를 직접
적으로 호소하였고, 공간지각력의 문제도 드러
냈다. 사회적 관계형성에도 조심성, 소극적 감
정표현이나 억제의 경우가 많았고, 갈등상황이
나 논쟁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드러냈다. 개개인
의 특성에 따라 개입목적을 설정하였으며, 교차
적으로 드러난 전체 대상자의 사정결과를 중심
으로 다음의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우울한 기분의 변화를 위해 감정표현의
기회를 부여한다.
둘째, 기억력과 공간지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집단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
성하고 지지를 얻는다.
2) 계획단계
계획 단계(Planning stage)에서는 사정결과와
활동분석틀을 토대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
램을 선정하였다.
본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우울문제가 가장
시급한 중재요인으로 선정되었으며, 그밖에 사
회적 교류와 기회의 부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가장 시급한 요인이자 최종목적으로 우울
감소와 사회적 교류의 증진으로 선정하였고 활
동분석의 틀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활
동분석은 대상자 관여에 적합한 활동을 분석하
고 선택하여,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단계로서, Stumbo and Peterson(2009)의 활동분
석틀을 이용하였다.
각 회기는 사정결과를 토대로 우울감을 줄이
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하
였으며, 총 14회기로 구성하였다.
우울감소를 위해서는 즐거운 감정의 경험, 다
양한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기, 해냈다는 성취
감의 증진, 회상을 통한 좋은 기억 떠올리기, 자
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고 동기
부여하기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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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ame of activity analysis
social
Aspects











affective
cognitive Aspects Aspects
 rules are
required
 complex of
the rules
 degree of
strategy
primary
 degree of
social
complexity
interaction  degree of
long-term
pattern
number of
 Joy
memory
 degree of
 Guilt
people
clothing
 Pain
short-term
physical
memory or  Ange
proximity
r
immediate
physical
 Fear
recall
 degree of
 Frustr
contact
degree of
verbalization
ation
communica
of thought
tion
process
degree of  degree of
noise
concentration
 degree of
concrete
thinking
 degree of
abstract
thinking

physical Aspects
















the primary
body
position
body parts
types of
movement
the primary
senses
amount of
coordination
&movement
degree of
hand-eye
coordination
degree of
strength
degree of
speed
degree of
endurance
degree of
energy
degree of
flexibility

사회적 교류를 위해서는 타인에 대해 인지하
고 기억하기, 다른 사람과 함께 팀으로 활동하
기,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고 합의하기(의사소통
기술훈련), 협동을 통해 활동완성하기의 세부활
동 목표를 설정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프
로그램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1인, 노인 운동처방 전문
가 1인, 노인심리관련 전문가 1인의 FGI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으며, 이를 통해 <Table 3>과 같
이 최종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3) 실행단계
실행단계(Implementation stage)는 참가자 개
개인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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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gram contents by activity analysis

1

goals
▪introduce their own name correctly
▪phrase their emotion
▪remember other's name and call
▪do the eye contact and talk
▪throw and catch ball

activity analysis
▪
▪
▪
▪
▪
▪
▪
▪
▪
▪

social: inter group, proximity(4), communication(3)
cognitive: short term memory
affective: frustration
physical: complexity

social: inter group, proximity(4). communication (2)
cognitive: short term memory, rule understanding
affective: nonsensical, achievement
physical: endurance
social: inter group, proximity(2), communication(5)
cognitive: need for strategy, use of language, need for
▪state their views
3
concentration
▪combine public ideas
▪ affective: frustration, anger, joy
▪ physical: endurance, energy
▪ social: intra group, proximity(4), communication(5)
▪state their views
▪ cognitive: concrete thinking,
4
▪combine public ideas
▪ affective: joy, anger
▪ physical: endurance, energy
▪ social: inter group, proximity(1), communication (1)
▪choose colors preferences and say reason
▪ cognitive: use of language
5 ▪drawing the picture by instruction
▪ affective: joy
▪drawing 10 different pictures
▪ physical: energy
▪ social: intra group, proximity(3), communication(3)
▪state their views
▪ cognitive: strategy, leadership
6 ▪help other peoples activity
▪ affective: anger, frustration,
▪exchange opinions with others
▪ physical: endurance, energy
▪ social: intra group, proximity(3), communication(1)/
approach between association(3), communication(2)
▪state their views
▪ cognitive: need for strategy, use of language, need for
7 ▪playing by rules
concentration
▪exchange opinions with others
▪ affective: concentration, excitement, achievement
▪ physical: coordination, energy
▪ social: between interaction, proximity(2), communication(3)
▪state their views
▪ cognitive: short term memory, verbalization of thought,
8 ▪participate the games
▪ affective: frustration,
▪exchange opinions with others
▪ physical: speed
▪ social: intra group, proximity(1), communication(1)
▪state their views
▪ cognitive: verbalization of thought
9 ▪participate the games
▪ affective: joy,
▪exchange opinions with others
▪ physical: energy
▪ social: unliateral
▪state their views
▪ cognitive: strategy, verbalization of thought, concentration
10 ▪participate the games
▪ affective: frustration, anger
▪exchange opinions with others
▪ physical: endurance, energy
▪ social: inter group, proximity(1), communication (1)
▪sing the song on a voice
▪ cognitive: verbalization of thought
11 ▪think the song they like and choose
▪ affective: joy, achievement
▪tell the their own thinking about lyrics
▪ physical: energy
▪ cognitive: inter group, proximity(1), communication (1)
▪sing a song by own self.
▪ cognitive: verbalization of thought
12 ▪apply the rules
▪ affective: joy
▪tell their emotion and thought.
▪ physical: energy
▪ cognitive: inter group, proximity(1),
▪move the boyd following instructions
communication(1)verbalization of thought
13 ▪move the motion
▪ affective: joy,
▪walk to the music
▪ physical: energy
▪ cognitive: extaindividual, proximity(4), communication(3)
▪observe and eye contact
▪ cognitive: concentration
14 ▪thee the changes after program
▪ affective: joy
▪describe the future leisure plan.
▪ physical: endurance, energy
▪state their views.
2 ▪blow up a balloon.
▪play balloon by rules

main activity
ball play

balloon play,
rock-paper-sciss
ors
psychological
test, family
name bingo
animal paper
game

drawing

a game of yut

folk game

cognitive quiz
- up down, ox
cognitive quiz
-reminding quiz
hand exercise,
claps
singing
-learning
reading lyrics
singing
-competition
body
exercise-warm
up, walking
drawing, leisure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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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과정동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료를 기
록하고 각 행동목적, 결과측정, 또는 문제 영역
에 따라 관찰 내용을 구성한다.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주 2회, 7주간,
총 14회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노인 분들의 특
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집중도를 높이기는 위
해 매 회기는 60분으로 한정하였다.
자료는 향상기록지(progress note), 관찰일지,
보고서 형식 등으로 기록되며, 관찰과 인터뷰,
기록사진, 비디오 테이프 등의 방법들이 적용되
는 데 본 연구에서는 향상기록지를 활용하였다.
(1) 사전준비
사전에 프로그램 진행자와 보조진행자가 프
로그램 일정 및 준비물을 점검하였으며, 대상자
에게 사전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참여를 독
려하였다.
(2) 프로그램 진행절차
모든 프로그램은 도입, 본 프로그램, 마무리
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도입 프로그램은 본 프
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동기부여를 위한 것으로
본 프로그램과 유사하며 개인별로 참가할 수 있
도록 구성하여 참여를 촉진하였다. 도입시(15
분)에서는 인사, 전 프로그램 숙고, 현 프로그램
설명이 이루어졌다. 본 프로그램(30분)은 계획
된 프로그램 목적에 따라서 구성된 내용을 중심
으로 실시하였다. 마무리 프로그램(15분)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한 번 기억하고 목적을
재설명한 다음 그에 대한 느낌을 나누고 피드백
을 통해 프로그램 목표 달성 유무를 파악하였
다. 또한 다음 회기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참여
동기를 촉진하였다.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는 본 연구자와 1명
의 보조연구자가 각 회기의 기록 및 관찰 분석
하여 개인별 향상기록지(progress note)를 작성
하였다. 향상기록지는 개인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으로 표정, 말, 행동과 같은 객관적 평가와
(objective evaluation), 연구자와 연구보조자의
주관적 평가(subjective evaluation)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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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다.
4) 평가단계
평가단계(Evaluation stage)는 프로그램의 총
괄평가, 사후치료, 의뢰 또는 변환 계획을 준비
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의 평가단계에서는 노인
의 우울 변화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위해 다음
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적용 전후
의 우울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정단
계에서 활용했던 GDS를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
재검사하는 단일군 전후 검사실험(one-group
pre-post test)을 실시하였으며, SPSS을 활용하
여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매 회기 연구자와 보조진행자가 함께
당일에 실시한 프로그램의 개입결과에 대한 개
인별 향상기록지(progress note)를 중심으로 개
별적인 변화를 정리하였다.

Ⅳ. 결과
1. 사전사후 우울감의 변화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우울 감소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치
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의 우울감
의 변화에 유의한 변화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전체의 우울점수를 보면 <Table 4>와
같이 사전 평균 13.42점 이었는데, 14회기가 지
난 7주 후에는 사후 GDS점수 평균이 9.28점으로
감소하였다. t검정결과 t=2,494(p<.05)로 통계적
으로도 유의한 변화를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pre and post comparative analysis of
depression (n=7)
pre
post
*p=.048

M
13.42
9.28

SD
4.3534
4.0297

df

t

6

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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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사례분석
각 대상자는 14회기 동안 참여를 정리하면
<Table 5> 와 같다. 모든 대상자가 1회 이상 출
석을 하지 않았으며, C와 F씨의 경우 3회 결석
하였다.
Table 5. participation frequency
1
A
B
C
D
E
F
G

2

3

×
×

4

5
×

6

7

8

9

10 11 12 13 14
×

×
×

×

×
×

×
×
×

×
×
×

Figure 1. pre-post depression change by case

개별적으로 보면 <Figure 1>과 같이 7명중 6
명의 우울감이 감소하고 1명은 우울감이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A는 9점, B는 7점, C는 7
점, D는 1점, E는 5점, G는 4점씩 우울감이 감
소되었으며, F씨의 경우는 4점의 우울감 증가를
보였다.
각 사례별 향상기록지를 중심으로 사전과 프
로그램 개입이후 주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사례 A
우울한 기분이 현저했으나 매회기마다 활동에
대한 반응으로 크게 웃고, 박수를 치기 시작하였

으며, 표정이 확연히 부드러워졌다. 게임에 있어
서는 승부욕과 적극성 등 리더십을 보였으며, 적
극성과 도전의식이 강하며 나서서 참여하였다.
기억력의 문제를 호소했는데, 수에 대한 기억력
이 부족하여 가능한 메모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드러내고 박수를 쳐주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반
응을 보이는 등 사회성에도 변화를 보였다.
2) 사례 B
뇌졸중남편으로 인해 웃는 것도 죄의식을 가
지고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이 3회기부터 간간
히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다. 4회기부터는 가장
먼저 프로그램에 와서 기다리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많이 끄덕여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다. 중간에 숫자나 계산에 대
해서는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커지고
확연히 표정이 밝아졌으며, 프로그램을 종결하
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아쉽다고 표현했다.
3) 사례 C
조용하고 차분하며 자기역할과 활동에 충실
히 임하기는 했지만 대답이 단답형이며 활동에
대한 자기평가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림
을 잘못 그렸다고 바꾸거나 게임을 잘 못한다고
단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회기가 지나갈수록
팀원과의 의사소통이 늘어나고 대화의 길이가
길어지며 적극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진 것
으로 분석되었다.
4) 사례 D
활동에 대한 지시에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며
여러 번 지시해야 반응하고, 잘 들리지 않는다
고 하면서 짜증과 우울을 보였다. 자신이 느리
다고 하거나 카드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황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7회기가 지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먼저 나서서 참여하는 적극성을 드
119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Studies 2015. Vol. 39 No.1(Serial Number 66)

러내기도 하였다.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스스
로 한심하다고 말하면서도 활짝 웃는 등 부정적
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웃음으로 대처하는
여유를 보였다.
5) 사례 E
항상 미소를 지으며 남의 이야기에 자주 고개
를 끄덕여주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보여주었
다. 신체운동능력이 좋고, 활동에 대한 구체적
인 피드백을 말해주었으며, 늘 리더역할을 자청
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지나치
게 꼼꼼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스스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보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활동에
적극적이고, 좋은 박자감, 리듬감을 보여주었으
며, 8회기 이후부터 점차 일찍 오시는 등 참여
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6) 사례 F
사회적 활동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 적극적
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심 있는 활동
에 대해서는 리더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본
인을 고지식하며 그림도 잘못 그린다고 스스로
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많으며, 복잡한 사고
는 어려워하였다. 하지만 후반회기에서는 다른
팀원으로 요청하고 팀장의 역할을 하였으며, 승
부욕이 강해 밀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석이 많기는 했지만 화장과 의상에
많은 신경을 쓰고 오는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인관계 매너의 변화를 보였다.
7) 사례 G
처음에는 자신이 이 프로그램에 왜 참여하게
됐는지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2회기
부터 적극성과 웃는 모습을 보였다. 당황한 경
우도 웃으며 대처했고, 지시 없이도 말을 시작
하기 시작했다. 8회기에는 가장 먼저 오셨다.
승패를 가르는 게임에 관심을 보였으며 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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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항상 꼼꼼히 생각하고 말하는 편이었다. 팀
원에게 손잡기를 제안하고, 헤리티지 찬가를 듣
고 눈물을 흘렸으며, 마지막 회기에 다른 사람
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 일일이 손을 잡아주면
서 말씀하시는 등 관계의 적극성을 보였다.
이처럼 개별적인 변화의 기록을 보면 표정의
변화, 웃음이 대표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
다. 또한, 프로그램에 일찍 와서 기다린다거나
옷이나 의상에 신경을 쓰는 등 적극성을 나타내
기도 했다.

Ⅳ. 논의
노화는 노인에게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한 상
실, 대인관계 및 사회적 역할의 감소, 심리적 상
실을 가져올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은 여가활동
속에서 스스로를 표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
는 전문분야로(Jung, 2004), 노인에게 레크리에
이션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Kang,
Jung, Park, Kim & Mun, 2005).
B타운 하우스는 포켓볼장, 노래방, 게임룸, 아
쿠아풀, 수영장, 헬스장, 음식점 등 다양하고 편
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
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실제적으로는 혼자서 이
러한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배우자의 질병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따라
서 집단으로 감정표현, 기억력 자극, 사회적 교
류를 목적으로 14회기 동안 정기적으로 진행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다양한 활동중심의 치료
레크리에이션은 노인의 우울감에 긍정적인 변
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2004)은 치
료레크리에이션이 여성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고, Park(2004)도 연구결과 노인
의 우울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Hong(1998)가 뇌졸중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
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서 자기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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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인관계가 변화했다고 서술하였으며, Jang
(2006)은 소외감이라는 정서적 변화를 보고한
바 있다.
운동도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우울장애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
중심의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경우 우울
감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assmore,
& Lane, 2006) 수중운동(aqua therapy)의 경우도
우울증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
구되었다(Berlin, Moul, LePage, & Mogge, 2003).
치료레크리에이션의 효과는 정서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지적인 면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낸다. Kim(2008)은 치료레크리에이션이 치매노
인의 인지기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은 대상자에 문제분석에 의
거하여 적합한 촉진기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게
된다.
최근에는
플라이낚시(fly
fishing):
(Bennett, Van Puymbroeck, Piatt, & Rydell,
2014)나 야외레크리에이션(Coll, Sass, Freeman,
Thobro, & Hauser, 2013), 요가(Rommel, &
Anderson, 2013)도 적용되었다.
대상과 활동내용에 따라 어떠한 촉진기법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도 필
요하겠지만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치료레
크리에이션 활동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 체계
적인 중재과정이 보다 중요한 결과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향후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
어 노인의 치매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을
높다. 치매노인의 인지기능향상을 위해 언어와
산수문제 계산관련 학습프로그램, 말하기, 쓰기,
계산 프로그램은 물론 신체운동 프로그램 등 다
양한 접근이 이루어진다. Park, Jeong, So, Park,
Yang, Jung, Moon, Kim, Cho, & Yang(2013)
은 귀마사지, 박수치며 노래부르기, 그리기, 종
이접기, 찰흙으로 만들기, 음식만들기 등이 기
억능력,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운동능력에 긍정

적 영향을 주어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 것
이라고 해석했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의 경우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입이 이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노인
들의 우울 및 인지기능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프로그램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
램이 노인의 우울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것이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의 개입절차인 사
정-계획-실행-평가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먼저 사정단계에서 B타
운하우스에 거주하는 노인 중 우울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치료레크리에이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정
결과에 따른 개입목적과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활동분석틀을 기준으로 총 14회기의 프로그램
을 구성하였으며, GDS를 점수를 기준으로 사전
사후 우울감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개인별 향
상노트를 중심으로 대상자의 질적 변화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치료레크리에이션은 노인의 우
울감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
으며(t=2.484, p<.05), 개별적으로도 표정, 행동,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개별사례분석의 경우 F노인의 우울감
이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
앞으로 평가도구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연구결과
를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평가지표인
CERT(Comprehensive Evaluation in Recreation
Therapy)나 집단활동에서 대상자 관찰을 통해 차
트를 작성하는 FACTR (Functional Assessment
of Characteristics for TR)등의 간소화와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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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
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도구작성과 분석이 쉽지
않았다.
본 연구는 APIE의 절차를 준수하고 연구대상
의 분석결과를 토대도 우울뿐 아니라 심리적,
인지적 변화에도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 내용
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내용과 결
과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했다는 점에
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처럼 소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비교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촉진방법의 효
과에 대한 비교분석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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