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간호학석사 학위논문

입원 중인 노인 우울 환자에 

적용한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의 효과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편 보 경





국문초록

노인 우울은 노인의 불안,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과 상호관련이 있으며 

노인 자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노

인 우울 환자가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과 증상을 가

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 회기성 집단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 우

울 환자의 필요에 맞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평균 2주 내외의 

비교적 짧은 재원기간 동안 노인 우울 환자의 질병적·발달적 특성을 고려

하여 우울 및 그 관련 요인인 불안의 감소,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의 증

진을 목표로 하는 단기 중재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노인의 우울 및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상담 및 심리치료에

서 주로 활용되어 온 회상요법은 치료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누구나 시행할 

수 있고 4회기의 단기 중재에도 그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또 노인들이 회

상을 통해 자각한 미해결된 과제를 해결하고 삶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

록 회상요법과 이야기치료를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를 대상으로 이야기

치료 기반 회상요법의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

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근거로 삼고자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시

차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를 시행하였다.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경기도 일개 대학병원과 서울시 일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를 시간순서대로 대조군부터 모집하여 실

험군을 포함해 총 56명을 모집하였다. 병동 내 일반적인 치료만 받은 대조

군 30명에는 실험군의 중재기간을 고려한 일주일 간격 전후로 측정도구가 

수록된 설문지를 통해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 점수를 측정하였

으며 실험군 26명에게는 병동 내 면담실에서 개별로 매일 40분씩 총 5회기

의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시행해 대조군에 제공된 같은 설문지로 실

험 전후에 점수를 측정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입원 노인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자아통합

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 및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받은 실험군의 불안 사전 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446, p=.022)를 보였다.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t=-.157, p=.876), 불안(t=1.058, p=.295), 자아

존중감(t=-1.571, p=.122), 자아통합감(t=-1.640, p=.104)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실험군과 대조군이 이미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대

상자들이었다는 점, 본 연구가 단기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었

다 하더라도 중재가 매일, 5~6일에 걸쳐 총 5회 시행되어 중재 기간이 짧

았다는 점을 들어 그 효과크기가 크지 않았을 것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에 

다른 의료 환경의 기관에서 중재 기간이나 횟수를 달리 한다면 다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후속 연구로서의 연구 지평 넓혔다는 점, 정신과 병동에 입원

한 노인 우울 환자를 위한 간호 중재로서의 근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노인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 이야기치료, 회상요법

학  번 : 2015-20536



- i -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용어의 정의 ····················································································  4

Ⅱ. 문헌고찰 ··············································································  7

1. 노인의 우울과 관련 요인들 ··························································  7

2.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의 중재 ···················································· 11

3.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 ···························································· 12

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 ········································· 16

1. 이론적 기틀 ······················································································ 16

2. 연구 가설 ·························································································· 18

Ⅳ. 연구 방법 ··········································································· 19



- ii -

1. 연구 설계 ·························································································· 19

2. 연구 대상자 ······················································································ 19

3. 연구 대상자 보호와 연구 윤리 ···················································· 21

4. 자료 수집 절차 ················································································ 21

5. 중재 프로그램 ················································································ 23

6. 측정도구 ···························································································· 27

7. 자료 분석 방법 ················································································ 29

V. 연구 결과 ············································································ 30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 동질성 검증 ············· 30

2. 가설 검증 ·························································································· 36

Ⅵ. 논의 ····················································································· 40

1.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의 효과 ·············································· 40

2. 연구의 제한점 ·················································································· 45

3. 연구의 의의 ······················································································ 45



- iii -

Ⅶ. 결론 및 제언 ····································································· 47

참고문헌 ···················································································· 48

부록 ···························································································· 60

Abstract ···················································································· 74



- iv -

표   목   차

[Table. 1] Research design of the study ···································· 19

[Table. 2] Contents of Reminiscence therapy based on 

  Narrative therapy ····························································· 25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31

[Table. 4]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 33

[Table. 5] Normality test of variables ········································ 34

[Table. 6] Homogeneity test of variables ································· 36

[Table. 7] Comparison of depression, state anxiety, 

  self-esteem, ego-integrity between groups ·················39

그 림  목 차

[Figure 1] Story theory(Smith & Liehr, 2008) ························ 17

[Figure 2] Flow chart for selection of study

  participants ········································································· 22



- 1 -

Ⅰ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노인 우울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보건

사회연구원(2015)이 발표한 ‘2014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

체 우울증 환자의 41%에 달한다. 우울은 노인 자살의 위험요인 중에서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

는 점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15). 

우울한 노인은 건강염려증과 불안을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며 지나온 세월

에 대한 부질없음과 부정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김미선, 2014; 김효정, 2009). 노인 우울과 관련된 문

제들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노인 우울증을 정신과적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문제로 해석하거나 환경적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인식

하기 쉽다. 그 결과, 우울증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는 

노인들의 경제적인 문제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낙인을 염려하는 것

과도 관련이 있다(이승원 외, 2015). 

우울한 노인이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자살위험과 같은 급성

적인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도록 하고 적절한 진단을 내려 그에 맞는 

치료를 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근향, 2010). 정신과 병동에 입원

한 노인 우울 환자들은 불안 초조가 심하며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살아온 인생전체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김지현 

2016; 박지영, 2016).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들의 치료에는 주로 약물치료

가 이루어지며 또 이와 병행해 심리치료와 심리교육, 사회기술훈련 그리고 

예술치료, 활동치료가 활용된다(민성길, 2016). 특히 우울 증상을 가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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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자의 경우 약물작용에 민감하고 질병과 더불어 신체적인 활동들이 위

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나 중재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김찬희, 2018). 그러므로 병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노인 우울 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정용, 최미혜, 2009). 

그러나 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경우 보통 입원 

기간이 2주 내외로 짧으며 다양한 진단명을 가지고 입원한 환자들과 함께 

병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병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단 회기성 집단프로그램으로 운용되고 있어 노인 우울 환자의 필요

에 맞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신과 병동에 단기간 입원하여 

치료받는 노인 우울 환자에 특화되어 있고 짧은 재원 기간에 시행해도 효과

가 있으며 향후 퇴원이후의 삶에서도 치료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의 필요가 시급하다.

노인 우울 환자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심리치료로는 인지행동치료, 

대인 관계 치료, 가족 치료, 집단치료, 회상치료 등이 있으며(박행단, 2013; 

이정애, 2012), 이중 회상요법은 노인의 우울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다(Haight, 1988; 

Taylor-price, 1995). 회상요법은 노인 우울증 환자의 낮아진 자존감과 

삶의 통합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여인숙, 김춘경, 

2007) 치료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누구나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권은정 

외, 2011). 특히 4회기의 단기 중재에도 긍정적인 감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는 보고가 있어(전시자, 1989; 윤지현, 2005)재원기간이 비교적 짧은 정신

과 개방병동 입원 노인 우울 환자에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노인들이 회상을 통해 자각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 삶의 의미를 재

구성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기법들이 회상과 함께 병행되어 사용된다면 더

욱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Bachar et al., 1991; Wang, 2004), 

Caldwell(2005)은 회상요법과 이야기치료를 통합하는 것이 노인의 삶의 

경험과 그들만의 지식을 끄집어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야기치료는 사회구성주의에 영향을 받아 문제는 지배적인 담론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는 이야기 유추를 기반으로 한다. 이야기치료는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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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분리하고 객관화시킴으로서 문제로만 점철된 이야기에만 점유되어 

있는 것에서 탈피하여 대안적 이야기를 구성하고 궁극적으로 정체성의 변화

를 가져오게 한다(Morgan, 2000/2003). 

그러므로 독특한 결과 대화, 다시쓰기 대화 등의 이야기치료 기법을 회상

요법에 적용한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은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

울 환자가 회상활동 중에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대안적 이야기를 구성하

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상에 도달하게 하고 우울을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10여 년간 출판된 문헌을 살펴보았을 때 시설이나 요양원에 거주하

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이나 집단회상요법을 시행해 그 효과를 알아

보는 연구들(김귀분 외, 2006; 전종호, 2011; 이정희, 2008)이 진행된 반

면,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들에 대한 회상요법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아울러 음악치료나 아로마치료 등 다

른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시행한 회상요법 연구(김수영, 김명애, 2005; 최애

나, 권환순, 2009; 정혜경, 2007)는 진행된 반면 이야기치료 기법을 적용

한 회상요법의 효과를 양적으로 보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치

료 기반 회상요법을 시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 향후 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입원 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치료만 받은 환자들과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까지 병행하여 받은 노인 우울 환자의 우울 및 그 관련 요인인 불

안,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의 차이를 봄으로써 입원 중인 노인 우울 환자

들을 위한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에게 시행된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노인 우울 환자들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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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

자들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2)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

자들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

자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4)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

자들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노인 우울

이론적 정의 

노인 우울은 노인기에 경험하는 우울로서 주요 증상으로 기분의 저하, 식

욕 저하, 수면장애, 활력의 상실, 무기력, 흥미 상실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박행단, 2013).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Yesavage 등이 1986년에 개발한 노인 우울 척도를 기백

석과 이철원(1996)이 번안하여 표준화 과정을 거친 이후, 한국판 노인 우

울 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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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GDSSF-K)로 다시 개발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선정주, 2012).

2) 불안

이론적 정의 

불안이란 두려움, 공포감으로 호흡과 심장박동 수가 증가하고 두통, 불면

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까지 호소하며 현실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

는 증상이다(정혜윤, 2015).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1966)에 의해 개발되고 Kim과 Shin(1978)

이 번안한 상태불안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정현선, 

2014).

3) 자아존중감

이론적 정의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관하여 느끼는 감정으로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자기평가이며 자신이 능력 있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

다(이현경, 201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조수아(2007), 정진영(2009), 임아영(2010) 등이 사용한 10문항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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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측정한 것을 말한다(이귀옥, 2011).

4) 자아통합감

이론적 정의

자아통합감이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힘들고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았

지만 전체적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만족 

하는 내적 통찰을 말한다(조현행, 2015).

조작적 정의 

우울 증상을 가진 입원 노인 환자의 자아통합감을 측정하기 위해 홍주연

(2000)이 개발한 자아통합감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박연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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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노인의 우울과 관련 요인들

1) 노인의 우울

우울(depression)이란 우울한 기분을 주로 느끼게 되는 기분장애의 일종

으로 '밑으로 내리 누르다'는 의미인 라틴어 ʻdeprivereʼ에서 유래되었다(조

성숙, 2007). 노인 우울은 노년기 적응과정에서 오는 불안이나 갈등과 더

불어 흔히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 상태이며, 노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

인 기분장애이다(Atchley & Barusch, 2000; 김현주, 2013).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에 따르면 우울증상은 자꾸 슬퍼진다거나, 평소 

즐겨하던 일에 흥미를 잃고, 불면증이나 수면과다증이 나타나고, 기력이 없

거나 피로를 심하게 느끼고, 죽음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자살시도나 자

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포함된다(최진일, 2016).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

상 노인의 33.1%의 노인들이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5

세 이상 여성은 19%로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이선화, 2016). 노인 우울

은 노인 자살의 주요한 원인으로 여겨지는데, 자살한 노인의 50~87%가 자

살 당시 우울증이 있는 상태로 보고되었다(임지숙, 2015).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2015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자살

률이 인구 10만 명 당 55.5명,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78.6명으로 전체 인구 자살률인 10만 명당 27.3명 대비 2~3배 이상이

다(통계청, 2015). 그러므로 노인 우울의 조기 발견 및 치료와 예방은 정

신보건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노년기는 쇠퇴와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로서 타 연령층과는 노인 우울은 

그 증상 및 특징을 달리한다(Murayama et al, 2016). 신체적으로는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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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과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쇠퇴, 인지능력의 감퇴 등이 나타나

고, 사회적으로는 역할 상실, 접촉의 감소와 고립이 나타나며 경제적 지위

도 하락하게 된다. 또 배우자 사망, 동년배의 죽음은 상실의 고통에 직면하

게 하고 삶의 덧없음을 느끼게 해 우울이 증가하게 된다(한미진, 2003; Jo 

et al, 2007). Erikson(1959)은 노인들이 자아 성숙이 안 되면 절망에 빠

지게 되므로, 갱년기를 거쳐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노화현상과 더불어 죽음

에 대한 반응에 민감해지고 다른 연령군보다 불안이나 우울이 심화 되는 것

으로 보았다(김미선, 2014). 

노인 우울증은 뚜렷한 신체적인 질환이 없음에도 심한 동통, 두통, 허리통

증 등을 호소하기도 하는 등 질병망상이 많은 반면 주관적 우울감의 호소는 

적은편이다.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 종종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해 

치매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김영주, 2007). 그러므로 노인 우울 환자의 

호소가 자연적인 노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신체적인 질환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우울증에 대한 진단을 받았어도 사회적 인

식 때문에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며 가족들에게도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

다(한삼성, 2014).

노인 우울증의 치료에는 약물치료, 심리치료, 전기요법 등이 시행된다. 임

상적으로 노인 우울증의 원인을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도파

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감소가 우울증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

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 TCA), 선

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등의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하게 된다(김도훈, 2004). 심리치료로서는 

Freud의 정신분석, Erikson의 생애주기발달과정, Beck의 인지치료 등과 

같은 노인 우울증의 치료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대인 관계 치료, 

가족 치료, 집단치료, 회상치료 등이 시행되고 있다(박행단, 2013).

특히 노인 우울 환자는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가 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작

용 발현율과 약물의 상호작용 발생빈도도 크다(염현이, 2005). 그러므로 

노인 우울 환자의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더불어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김찬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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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불안

노인에게서 불안은 흔히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이다. 불안이 우

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Beekman et al., 2000)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

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화의 과정에서 흔히 경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며 대수롭지 않게 인식되고 있어 치매

나 우울에 대한 관심보다 불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고 소외되어 있

다(이정숙, 이선영, 2015). 노인이 삶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더 많은 불안 증상을 보인다(Mehta et al., 2003).

노년기의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먼저 신체적인 요인인 건강 문

제를 들 수 있다. 노인들은 그들의 감각과 움직임의 감소, 기억력 감퇴, 질

병이나 사고와 관련된 두려움이 증가하게 된다(Bourgault-Fagnou & 

Hadjistavropoulos, 2009). 또한 심리,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노년

기에는 중요한 대상의 죽음, 직업 상실,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많은 스

트레스가 발생되므로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정혜윤, 2015). 

국내 연구에서도 60대 이상의 불안장애 유병률이 2006년 3.1%에서 

2011년에는 5.8%로 약 2배가량 증가되었으며(보건복지부, 2011) 국민보

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령별 불안장애의 진료인원을 살펴본 

자료에서도 70대 이상이 인구 10만 명당 3,051명으로 가장 많고, 60대가 

2,147명으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노년기 불안 증상은 불안과 공포감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심리적 상태를 

호소하기보다 불면증, 어지러움, 심장발작 등의 신체적 증상을 주로 호소하

며 우울증, 치매, 약물 및 알코올 사용 장애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오

강섭, 2006).

노인의 불안을 위한 약물치료에는 항우울제(citalopram, venlafaxine 

etc.)의 유용성이 보고되고 있다(유승호, 정인과, 2006). 또 노인 불안을 

위한 중재로 회상요법을 활용한 연구에서 노인의 죽음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박중규 외, 2011; 여인숙, 김춘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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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

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김수옥, 김유정, 2012)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주관적 포부와 객관적인 사회적 

자극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Rosenberg & Simmons, 

1971). Maslow(1970)는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5가지 욕구 중의 하나이며, 

자신이 관심, 인정, 존경받을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는 감정으로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거나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스스로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반면(김종희, 2014) 자아존중감이 낮

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쓸모없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학대하고 열등감을 가져 소극적인 생활 태도를 갖게 된다(이현우, 

2012). 

노년기에는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 인지적 능력의 상실, 가족과 친구 관계

의 상실, 소득과 직업의 상실, 건강의 상실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러

한 상실감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게 하고 

살아갈 힘을 잃게 한다(서인균, 이연실, 2014). 노년기 우울은 자아존중감

의 저하와 이로 인해 욕구를 성공적으로 만족 시킬 수 없다는 불만족에서 

기인한 우울증이 많다(정옥분, 2008). 

4) 노인의 자아통합감

Erikson(1963)은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노년기에 발전시켜야 할 긍

정적 성격특성으로 자아통합을 제시하고 개념화했다(이미애, 2016). 자아

통합감은 노인이 그들이 살아온 삶을 인정하고 그들이 내적 성숙을 획득함

으로서 달성 할 수 있는 것으로 노인이 한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재구성함

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의 실패나 어려움에 지배되어 시간을 낭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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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의 삶이 잘못된 곳으로 갔다고 느껴 후회와 비통함에 젖어 있을 수 

있는 반면 바꿀 수 없는 그들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삶의 후회들을 해결할 

수 있다(Dezutter et al., 2014). 연구들에서 자아통합과 절망은 우울 증상

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ickwood & Rylands, 2000). 

2.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의 중재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들은 초조가 심하고, 수면분절, 건강

염려증적 호소가 흔하며 무기력, 흥미 손실이 자주 나타난다(Meyers & 

Greenberg, 1991). 개인위생이나 식사를 하지 못하고 누워만 지낼 정도로 

무기력하거나 심각한 자기학대로 인한 자해와 자살사고가 나타나기도 한다.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울감은 없으나 두통이나 복통 등 신체적인 호소가 

많고 건강염려증이 지나쳐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인 경우

가 많다(권옥순, 최은영, 2011; 박지영, 2016).

입원 시 약물치료, 의사의 면담과 각종 검사를 통한 질병 감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울증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의 면담은 약물 조절을 

위한 것으로 주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하루 1~2회로 짧게 진행된다. 그러

나 노인 우울 환자들이 자기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증상을 구체적으로 전

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한금선 외, 2005)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례가 흔하며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

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 발현율과 약물의 상호작용 

발생 빈도도 크다(염현이, 2005). 그러므로 약물치료와 더불어 병동에서 

운영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노인 우울의 치료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한금선 외, 2005). 

그러나 정신과 병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과 진단명을 가

지고 입원한 환자들 전체를 고려한 것이며 단 회기성 집단으로 시행되기 때

문에(김근향, 2011) 노인 우울 환자들이 병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 환자의 자의에 따라 참여 여부 또한 결정되기 

때문에 노인 우울 환자들이 의료진과 면담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기력과 



- 12 -

불안을 호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임미화, 2010). 그러므로 정

신과 병동에 입원 중인 노인 우울 환자의 특성에 맞는 중재 프로그램의 필

요성이 절실하다. 

  

3.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

1) 회상요법

회상은 과거를 회고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통합적인 정신과정으로 

노인이 지난 삶속의 갈등을 해소하고 재통합해 삶을 균형 있게 만들도록 해

준다(Butler, 1963; Bohlmeijer et al., 2003). Butler(1963)는 노인들이 

자신의 과거를 분석적, 평가적 조명을 통해 상기함으로써 자아 통합을 이루

는 과정을 생의 회고라고 했다(윤지현, 2005에서 재인용). Butler(1963)

의 인생회고 이론이 발표된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회상치료가 노령기의 

적응과 심리사회적 필요 및 자아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경험적 연

구 결과들이 제시되었다(여인숙, 2005). 

회상치료는 개인으로나 그룹으로 시행가능하며 지난 삶의 경험들을 통합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상실의 경험을 감소시키고 사회

성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Chao et al., 2006). 

기존의 심리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 중 노인 환자들을 위한 약물치료, 

인지치료, 정신치료 등은 오랜 기간의 수련을 필요로 하므로 소수의 임상전

문가들만이 적용할 수 있다. 반면, 회상치료는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을 바

탕으로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행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970년대 초반부터 간호사들이 실시해왔다(권은정  

외, 2011).

간호중재로서의 회상요법은 최고의 안녕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인에

게 걱정, 두려움, 의심을 표하게 하고 외로움을 경감시키며 자존감이나 기

분, 인지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만족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의 접근 수용을 

증가시키는 등 노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킨다(Burnside & H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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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간호사는 회상현상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추억을 불러일으켜 고립으

로 인한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돕고, 질병에 대한 의미를 재

발견하게 하며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아통합에 이르게 한다(윤지현, 2005).

국내외의 연구에서 회상요법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자아통합감의 달성, 자존감의 향상, 생활만족도 향상 등을 꼽

았으며 우울 및 고독감, 슬픔,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홍주연, 2000; Wong & Watt, 1991; Cappeliez et al., 2008). 또 노인 자

신의 개인적 기억을 재료로 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저항감이나 낙인감이 

적으며(유석분, 김민석, 2015) 특별한 훈련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인지행동

치료나 약물치료와도 유사한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Pinquart & Sorensen, 2001; Bohlmeijer et al., 2003).

2) 이야기치료

1990년대 사회구성주의의 출현으로 절대적 진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에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과학, 종교, 예술 뿐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기존에 

인정받던 이론들과 원리들이 해체되었다. 객관적인 실재 보다는 개인의 정

신적 구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기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치료전

문가들만이 내담자들의 문제를 경청하고 함께 공감하며 분석 혹은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던 것에서 내담자 개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가

장 잘 알고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는데 있어서 ‘전문

가’라는 인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김유숙 외, 2013). 

사회구성주의에 기원을 두고 호주의 마이클 화이트(Michael white)와 뉴

질랜드의 데이비드 엡슨(Daivid Epston)이 이야기치료라는 특별한 임상실

천을 발전시켰는데, 이러한 작업은 Bateson(1979), Bruner(1986), Derri

da(1981), Foucault(1980), Myerhoff(1986)등의 영향을 받았다(Vroma

ns & Schweitzer, 2011). 이야기치료는 이야기 유추(story analogy)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야기 유추란 우리가 삶에 대해서 말하고 듣는 이

야기를 통하여 의미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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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대의 사회, 문

화, 정치와 관련된 지배적인 담론은 한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Freedman & Combs, 1996/2006). 즉 심리적인 고통은 ‘문제’로 가득 

찬 담론으로 한 개인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Lope

s et al., 2014). 그러므로 이야기치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대

신에 내담자와 협력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 이야기를 해체하고 문제의 

영향 밖에 있는 삶의 이야기에서 풍부하고 의미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을 끌어내고 발전시켜 대안적 이야기들을 구성하게 함으로서 내담자에게 새

로운 정체성을 구성하게 하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준다(Freedman 

& Combs, 1996/2006).

이야기치료의 기법으로는 1) 외재화 대화: 문제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대

화, 2) 다시쓰기: 자기 이야기를 다시 쓰는 대화, 3) 독특한 결과: 독특한 

결과를 조명하는 대화 4) 회원재구성: 인생회원을 재구성하는 대화, 5) 정

의예식: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예식이 있다(White, 2007/2010).

 

3)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

 

노년기 회상은 노인의 과거 경험을 재조직, 재구성하여 삶의 만족감, 자아

통합감, 자아개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때 노인들이 회상을 통해 자각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 삶의 의미를 재구성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의 기법

들이 회상과 함께 병행되어 사용된다면 더욱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

다.(Bachar et al., 1991; Wang, 2004; Taylor-Price, 1995; O'Leary 

& Barry, 1998). 특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인의 

경험과 그들만의 독특한 지식을 끌어내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야기

치료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Caldwell, 2005; Noble & Jones, 

2005).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은 회상요법에 이야기치료 기법을 적용하는 것

을 말한다. 이야기치료 기법을 활용한 국내 연구로 이야기치료 기법을 활용

한 마음상처 치유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효과 분석(하태현, 백현기, 2015), 

이야기치료 기법을 활용한 자기서사 탐색과 치료(한효정, 조희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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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살 예방 개입을 위한 이야기치료 적용에 따른 사례분석(문수경, 

2015), 이야기치료 기법을 활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

램 개발(이춘정 외, 2010)등이 있으며 이야기치료 기법을 회상요법에 활용

한 국내의 연구로는 노년기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이야기치료 회상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여인숙, 2005), 노년기 우울과 죽음불안 감소를 위

한 생애회고적 이야기치료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여인숙, 김춘경, 2006)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하태현, 백현기, 2015; 한효정, 조희주, 2016; 

이춘정 외, 2010; 여인숙, 2005; 여인숙, 김춘경, 2006)에서 노인 우울 환

자의 특수한 요구와 상황을 고려한 중재가 필요함을 제언했음에도 정신과에 

입원 중인 노인 우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치료 기법을 활용한 회상요

법의 효과를 탐색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치료의 

기법 중 독특한 결과 대화, 다시쓰기 대화, 회원재구성 대화를 활용하여 회

상요법을 시행해 봄으로써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입원 노인 환자를 대상으

로 그 효과의 유의미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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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

1. 이론적 기틀

Story theory(이야기 이론)는 중범위 간호이론으로서 의도적인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야기를 담화적인 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활동적인 과정으로써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드

러날 때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포용하는 것이다 (Smith & Liehr, 

2005). 이야기 이론은 간호사가 어떤 이의 삶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원할 때 적용가능하며, 간호사와 말하는 대상자는 공

통의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다(Liehr & Smith, 2000).

이야기 이론은 사람의 이야기가 건강의 이야기라는 가정을 제시하고 있

다. 그 가정은 첫째,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 그들의 세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변화한다는 것, 둘째,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의 일들이 ‘현재, 

지금’ 변형되어 나타난 확장된 현재의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것, 셋째, 사람

들이 인간의 잠재력을 계발 할 때 상기시키는 의식으로써 의미를 경험한다

는 것을 포함한다(Smith & Liehr, 2008).

이야기 이론은 목적적인 대화(Intentional dialogue), 관계속의 자기와 연

결(Connecting with self-in-relation), 편안해짐(Creating ease)의 개념

들을 내포하고 있다. 목적적인 대화는 현재 순간의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를 

모으는 것으로서 의도적인 참여로 건강이슈와 관련한 복잡한 이야기를 모으

는 것이다. 의도적인 이야기는 간호사에게 선입견적인 가정을 버리고  이야

기 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존중하고 질문을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를 요

구한다(Smith & Liehr, 2005).

관계속의 자기와 연결은 한 개인의 역사를 구성하는 활발한 과정으로써 

하나의 돌봄의 과정이다. 개인적인 역사와 반성적인 인식으로 구성되는 이 

과정은 대상자가 무엇을 인지하고 있는지 혹은 못하는지를 현재에 인식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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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며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다(Carpenter, 2010).

편안해짐은 이야기가 해결의 과정으로 경험되는 것을 말한다. 분절된 이

야기들을 의미가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게 하며 깨달음과 받아들임을 

경험하게 한다(Smith & Liehr, 2008).

   

이 이론을 본 연구에 적용해 볼 때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에 적용한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하는 노인 우울 환자들에게 이

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은 목적적인 대화로서 과거의 회상을 통해 한사람의 

고통, 혼란, 기쁨, 관계의 끊어짐, 만족과 같은 특별한 경험들에 대해 나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노인 우울 환자들은 개인적인 역사와 반

성적인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속의 자기와 연결을 통해 그들이 어디

에서 왔는지,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삶에서 어디로 가는지와 관련한 

자아정체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간호사는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 되어진 

노인 우울환자의 전체의 경험 및 생각, 감정속의 반성적인 인지를 도움으로

써 현재에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알게 하고 알려지지 않은 인생의 의미를 

표면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노인 우울 환자로 하여금 해소

Figure 1. Story theory(Smith & Lieh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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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해 편안해짐을 경험하게 할 것이며 이는 자아통합감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 회상 중 사용되는 이야기치료의 기법은 

자신의 삶이 우울에만 점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독특

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대안 이야기를 구성하여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

자들의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 정체감과 자아통합감을 증진시켜 노

인 우울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 연구 가설

1)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대조집단에 비해 우울 

점수가 낮아질 것이다.

2)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대조집단에 비해 불안

점수가 낮아질 것이다.

3)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대조집단에 비해 자아

존중감 점수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일 것이다.

4)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대조집단에 비해 자아

통합감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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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시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

st-posttest design)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이를 도식화 한 것은 Table 

1과 같다.   

Period 2016. 12 - 2017. 6 2017. 7 - 2018. 1
Pre-test Post-test 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Us.G Yc₁ Yc₂
Exp.G Ye₁ X Ye₂
Us.G : Usual care Group

Exp.G: Experimental group

Ye₁,Ye₂,Yc₁,Yc₂: Scales of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Ego-integrity

X: Reminiscence therapy based-on Narrative therapy individual  

Intervention

Table 1. Research design of the study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 병원 및 서울특별시 소재 일개 대학 병

원에 입원한 우울을 호소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



- 20 -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n version: 

GDSSF-K)점수가 5점 이상이며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MMSE-K)에서 20점 이상을 받은 환자들을 

모집했다. MMSE-K 점수가 20~23점인 경우, 경도인지장애에 해당하나, 

이러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MCI(Mild 

Cognitive Impairment)(Winblad et al., 2004)의 진단 기준과 해당 주치

의 및 지정의의 판단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수행 능력 및 동의 능력이 있는 

대상자만을 선정하였다. 경도의 인지장애에 해당하나 기준에 부합하여 담당 

의료진의 확인 하에 연구에 포함한 대상자는 전체 56명 대상자 중 2명이었

다. 연구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 기준

(1)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K) 결과가 20점 이상인 자

(2)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병원 및 서울특별시 소재 일개 대학병원 정신

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60세 이상의 노인 우울 환자로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 검사 결과가 5점 이상인자

(3) 청각장애가 없거나 보청기를 사용하여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자

2) 제외 기준

(1)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K) 결과가 19점 이하인자

(2) 주 진단명이 치매이며 스스로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이 

불가능하고 기타 중증의 정신과적 증상으로 프로그램 수행이 어려운자

(3) SSA(Suicide self-harm assessment)10점 이상의 자살사고 고위

험군 환자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위한 양측 검정 유의수준 α=.05, 집단수 n=2, 

효과크기 d=.80, 검정력=.80으로 전체 52명의 대상자를 산출하였다(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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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김민석, 2015). 이에 20%의 탈락률을 고려한 경우 필요한 모집 인원은 

총 65명으로 산출되었다. 최종 모집된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일개 대

학병원에서 대조군 21명, 서울특별시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대조군 9명

으로 총 30명,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실험군 26명이 모집되어 총 

56명이 모집되었다. 탈락 인원 없이 최종 분석까지 포함된 인원은 총 56명

이었다. 

3. 연구 대상자 보호와 연구 윤리

본 연구는 경기도 일개 대학병원의 정신과 병동장과 수간호사, 서울특별

시 소재 일개 대학병원의 정신과 병동장 및 수간호사로부터 자료 수집을 허

락 받았으며 연구 계획에 대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 No.:B-1611-372-306) 및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의학연구윤리심

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부록 1, 2).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

법, 소요 시간, 연구자 연락처, 연구 참여로 인한 유익, 연구 철회의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서면 동

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연구 중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으로만 사용하며 개인의 비밀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대상자의 권리를 보

호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종료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참여자

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품을 증정하였다. 

4.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였다. 연

구 대상 간 실험처치의 확산과 오염을 막기 위해 대조군 자료 수집을 먼저 

시행하였다. 노인 우울로 입원한 환자들 중 입원 당일 환자의 상태가 파악

되어야 하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입원 후 2일째 되는 때 이

후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적합한 때에 연구 참여 의사를 물어 참여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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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MMSE-K)와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GDSSF-K)을 포함하고 있

는 선별검사를 시행하였다. 선별검사 결과 MMSE-K가 20점 이상이면서 

GDSSF-K가 5점 이상인 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대조군은 설문조

사만 시행하였으며 실험군의 중재 기간을 고려해 사전조사가 시행된 후 

5~6일의 기간을 두고 사후조사를 실시했다. 실험군에는 사전조사가 시행된 

다음날부터 매일 1회 40분씩 5~6일에 걸쳐 총 5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재 횟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회상의 간호 

적용 효과를 검증한 전시자(1989)의 연구에서 5회의 회상 중 4회까지는 

긍정적인 정서가 최고로 나타났으나 5회째에는 급격히 감소한 점, 회상요법

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연구(유석분, 김민석, 2015)에서 5~9회기로 회상

요법을 시행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점, 연구를 시행할 정신과 개방병동 

평균 재원일이 2주 안팎으로 비교적 짧고 일관되지 않은 점, 입원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의 예를 반영해(김양희, 2010; 남민경, 

2008; 오진영, 2010; 이정희, 2008)중재횟수를 매일 1회 총 5회기로 하였

다. 대조군 모집을 위해 연구 제안을 한 대상자는 총 40명이었으나 이중 8

Figure 2. Flow chart for selection of stud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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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거절, 2명은 응급 퇴원으로 설문지를 마무리 하지 못해 제외하여 최종 

30명이 포함되었다. 실험군으로 연구 참여에 제안을 한 인원은 총 30명이

었으며 거절 의사를 표명한 4명을 제외하고 중재를 받은 최종 26명은 탈락 

없이 포함되었다. 자료 수집 절차는 Figure 2와 같다. 

5. 중재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재 프로그램은 Butler(1963), Burnside(1993), 

전시자(1989), 하양숙(1990), 김수영(1998), 여인숙(2005)의 연구에서 

활용한 회상요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치료 기법 중 톡득한 결과 대화, 

다시쓰기 대화, 회원재구성 대화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아울러 5회기의 

프로그램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이야기치료 활동 중 ‘인생의 나

무’(Denborough, 2014)그리기를 활용했다. 연구자는 내러티브 상담사 2

급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프로그램 내용 검토 및 진행에 있어 이야기치료 전

문가 2인의 자문을 구했다. 각 회기는 40분간 매일 총 5회기 시행되었으며 

정신과 병동 내 면담실에서 대상자와 일대일 개별로 진행되었다. 26명의 실

험군 중 4회기만 받은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5회기 중재를 마쳤다. 프로

그램은 대상자의 병동 생활 중 지정의 및 주치의의 면담을 하는 시간이나 

기타 검사 및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상자의 컨디션

을 고려해 적절한 시간을 활용하여 시행했다.

1회기에서는 대상자에게 앞으로의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면서 A4지와 색연필을 제공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인생의 나무’를 

대략적으로 스케치 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살아온 이야기를 유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도록 했으며 '인생의 나무' 그리기

에서 뿌리에 해당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그림 위에 써보도록 했다. 뿌리

에는 ‘나의 고향’, ‘나의 가족’, ‘어린 시절 좋아했던 노래나 활동’, 

‘추억속의 소중한 장소’, ‘단짝친구’,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 

등이 기록되었다. 

2회기에서는 지난 시간에 대상자가 했었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상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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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서 지난 시간에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유년기에 이어 현재까지 자유롭

게 회상하도록 했으며 ‘인생의 나무’그림에서 주로 기둥과 땅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록했다. 기둥에는‘나의 능력과 기술, 재주들’에 관한 내용이 기

록되었고 현재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즐겨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의 현재 모습’과 ‘내가 선택한 진로에 영향을 준 사람들’

에 대해 말하며 다시 뿌리에 기록한 내용들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능력과 기술 재주들 및 일상생활에서 즐겨하는 활동에 관한 이야기

를 나누며 독특한 결과 대화, 다시쓰기 대화를 진행했다.  

3회기에서는 ‘나의 삶에서 특별히 의미 깊고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며 ‘인생의 나무’의 잎을 그리는 작업을 했다. 대상자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가족들을 중심으로 고마운 친구, 친척,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잎 하

나하나에 써가며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으며 이야기치료 기법 중 회원재구성 

대화가 주로 활용되었다.    

4회기에서는 ‘부모나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 ‘앞으로 내가 다른 사람

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물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소망 등과 같은 것이므로 이를 통해 삶에서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며 ‘인생의 나

무’에서 꽃과 열매로 그려 표현하였다. 인생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삶의 일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야기치료 기법 

중 독특한 결과 및 다시쓰기 대화, 회원재구성 대화가 한층 심도 있게 진행

되었다. 

5회기에서는 그동안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인생의 나무’에서 가지

에 해당하는 꿈, 희망, 소망을 써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생의 나뭇가지 위

에 자신의 희망이나 소망을 간략히 기록해보고 장기 계획과 이에 따른 단기 

계획 및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록해 보도록 했다. 

매 회기별 주요 주제 및 활동 내용은 유사했으나 대상자별 차이를 고려했

으며 회기별 주요 주제 및 내용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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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Theme Time/40 minutes

1

Introduction, 

Drawing ‘Tree of life’ 

(Root: Childhood and 

adolescence)

·My hometown

·My family

· Favorite song, activity or 

phrase during childhood, precious 

place in memory, best friends, a 

person with the biggest influence

Introduction & Preparation (10 

minutes)

Brief introduction on the entire 

activities

Reminiscence related to the theme 

(25 minutes):

Applying the method of narrative 

therapy during reminiscence

(Conversations that Highlight 

Unique Outcomes,

Re-Authoring Conversations, 

Re-Membering Conversations)

Finish (5 minutes): Finishing the 

session and reviewing records 

during the activity

2

Drawing ‘Tree of life’

(Land and pillar: Youth, mid-life 

and present)

·My youth

· People who have influenced 

my career 

· My capacities, skills and 

talents

· Things that I currently enjoy 

in daily life

Preparation (5 minutes):

Reviewing previous activities and 

preparing today's activity

Reminiscence related to the theme 

(30 minutes):

Applying the method of narrative 

therapy during reminiscence

(Conversations that Highlight 

Unique Outcomes,

Re-Authoring Conversations, 

Re-Membering Conversations)

Finish (5 minutes): Finishing the 

session and reviewing records 

during the activity

3

Drawing ‘Tree of life’ (Leaves)

· People who are specially 

meaning and important in my life

Preparation (5 minutes):

Reviewing previous activities and 

preparing today's activity

Reminiscence related to the theme 

(30 minutes):

Table 2. Contents of Reminiscence therapy 

based on Narrativ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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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ing the method of narrative 

therapy during reminiscence

(Conversations that Highlight 

Unique Outcomes,

Re-Authoring Conversations, 

Re-Membering Conversations)

Finish (5 minutes): Finishing the 

session and reviewing records 

during the activity

4

Drawing ‘Tree of life’

(Fruit, Flower and Seed)

· Gifts from important people 

such as parents and friends

· Gifts which were given to 

others or want to be given in 

future

Preparation (5 minutes):

Reviewing previous activities and 

preparing today's activity

Reminiscence related to the theme 

(30 minutes):

Applying the method of narrative 

therapy during reminiscence

(Conversations that Highlight 

Unique Outcomes,

Re-Authoring Conversations, 

Re-Membering Conversations)

Finish (5 minutes): Finishing the 

session and reviewing records 

during the activity

5

Drawing ‘Tree of life’

(Branch, Finish)

· Hope, dream and wish

· Making short- and long-term 

plans

Preparation (5 minutes):

Reviewing previous activities and 

preparing today's activity

Reminiscence related to the theme 

(25 minutes):

Applying the method of narrative 

therapy during reminiscence

(Conversations that Highlight 

Unique Outcomes,

Re-Authoring Conversations, 

Re-Membering Conversations)

Finish (10 minutes): Finishing the 

entire sessions and reviewing the 

records of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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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정도구

1)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 MMSE-K)

본 연구에서 노인 우울증 입원 환자들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

발하기 위해 권용철과 박종한(1989)이 한국판으로 개발한 한국형 간이 정

신상태 검사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남력, 주의 집중력, 계산능력, 

이해력, 판단력, 기억력 등 총 12개의 간편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 

분포는 0점에서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19점 이하는 중증도의 인지장애, 20-23점은 경도의 인지장

애, 24점 이상은 정상을 의미한다.(권용철, 박종한, 1989; 강현주, 2016). 

2) 우울

본 연구에서는 Yesavage 등이 1986년에 개발한 노인 우울 척도를 기백

석과 이철원(1996)이 번안하여 표준화 과정을 거친 이후, 한국판 노인 우

울 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n 

version: GDSSF-K)로 다시 개발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15점이다. 5점 미만을 정상, 5점 이상을 우

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의 

Cronbach's α계수는 .87이었다(선정주, 2012).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7 이었다. 

3) 불안

Spielberger(1996)의 상태-기질 불안척도(State-Triat Anxiety 

Inventory, STAI)중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번안한 4점 척도의 20문항 

상태불안 측정도구이다. 본 도구는 긍정적 문항 10개, 부정적 문항 10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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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 문항은 ‘매우 그렇다’가 1점, 

‘거의 그렇지 않다’가 4점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여 배점한다. 점수 

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다(정현

선, 201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이었다.

4)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1965년 Rosenberg가 개발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조수아(2007), 정진영(2009), 임아영(2010)등이 사용한 10문항을 사용하

였다.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각각 5

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계수가 .83이었으며(이귀

옥, 2011).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3이었다. 

5) 자아통합감

 

노인 우울 환자의 자아통합감을 측정하기 위해 홍주연(2000)이 개발한 

척도로 과거 현재 수용 11문항, 삶에 대한 태도 5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Erikson 이론과 Hamachek(1990)의 자아통합감과 절망감의 행

동적 표현과 태도, Boylin et al.(1976)의 자아통합감척도, 생활만족도 척도

(Chicago Life Satisfaction Index: LSIA)중 자아통합감을 반영하는 6개의 

문항, 김정순(1989)의 자아통합감척도의 문항을 토대로 34개의 초기문항을 

작성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과거 현재 수용(11문항), 삶에 대한 태도 (5문

항)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자아통합감 척도는 4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어느 정도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이며, 부

정 문항은 역으로 계산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계수는 .82 였다

(박연주, 2016).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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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질병관련 일반적 특성을 검토하

기 위해 서술적 통계를 분석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정을 위

해 독립표본 t-test, 카이제곱 검정, 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

다.

3) 종속변수의 사전, 사후 결과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Kolmogorov - 

Smirnov test와  Shapiro-Wilk test를 실시하였다.

4)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신뢰성 검토를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5)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노인 우울, 상태불안, 자아존중감, 자아통

합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 및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6)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p<.05 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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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 동질성 검증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본 연구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성별은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6-70대가 많았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

와 거주하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조군의 경우 대졸이 

가장 많았으며 실험군의 경우 고졸이 가장 많았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직업을 조사한 결과 무직의 비율이 가

장 높았다. 현재 경제 상태가 중간 정도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현재 

생활비에 대한 물음에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건강상태에 대한 물

음에 대부분 나쁜 편이라고 답했다.  

입원 노인 우울 환자를 위한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의 효과 검증에 앞

서 대조집단과 실험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동질성 검증은 인구 통계

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일반적 특성 및 각 변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동질성 검증 시 한 cell에서 기대빈도(expected frequency)가 5미만일 경

우 Fisher's Exact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자녀수, 거주인, 교육수준, 종교, 직업, 경제 상태, 생활비 부담자, 생

활비 만족, 건강상태 등이며, 대조집단과 실험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에서 p>0.05로 나타나, 대조

집단과 실험집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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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χ²or t p

Gender
Male 2 (7.7%) 8 (26.7%)

3.419 .064
Female 24 (92.3%) 22 (73.3%)

Age

60-69 11 (42.3%) 14 (46.7%)

.115 .94470-79 12 (46.2%) 13 (43.3%)

80-89 3 (11.5%) 3 (10.0%)

Marital 

status

Single 0 (0.0%) 2 (6.7%)

3.680 .159Married 16 (61.5%) 22 (73.3%)

Other 10 (38.5%) 6 (20%)

Having 

children

None 1 (3.8%) 6 (20.0%)

3.323 .075
Yes 25 (96.2%) 24 (80%)

Living 

arrangem

-ent 

Spouse(old) 13 (50.0%) 13 (43.3%)

4.171 .244
Children 3 (11.5%) 4 (13.3%)

Alone 8 (30.8%) 5 (16.7%)

Other 2 (7.7%) 8 (26.7%)

Educati

-on level

None 4 (15.4%) 1 (3.3%)

2.892 .576

Elementary 

school
3 (11.5%) 5 (16.7%)

Middle 

school
5 (19.2%) 7 (23.3%)

High school 7 (26.9%) 7 (23.3%)

Graduate 

more than
7 (26.9%) 10 (33.3%)

Religion

None 3 (11.5%) 7 (23.3%)

7.703 .103Christian 11 (42.3%) 11 (36.7%)

Catholic 2 (7.7%) 7 (23.3%)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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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m 10 (38.5%) 4 (13.3%)

Other 0 (0.0%) 1 (3.3%)

Present 

employm

-ent

Unemployed 21 (80.8%) 26 (86.7%)

.359 .406
Employed 5 (19.2%) 4 (13.3%)

Past 

employm

-ent

Housewife 9 (34.6%) 13 (43.3%)

10.639 .223

Technical 

post 
4 (15.4%) 3 (10.0%)

Office job 1 (3.8%) 3 (10.0%)

Professional 3 (11.5%) 2 (6.7%)

Business 4 (15.4%) 1 (3.3%)

Civil service 1 (3.8%) 1 (3.3%)

 Labor 2 (7.7%) 2 (6.7%)

Service 2 (7.7%) 0 (0.0%)

Other 0 (0.0%) 5 (16.7%)

Present  

state of 

finances

Poor 4 (15.4%) 7 (23.3%)

1.565 .457Fair 21 (80.8%) 20 (66.7%)

Good 1 (3.8%) 3 (10.0%)

Present 

living 

expenses

satisfacti

-on

Very 

shortage
0 (0.0%) 4 (13.3%)

3.845 .279
Shortage 5 (19.2%) 5 (16.7%)

Moderate 14 (53.8%) 15 (50.0%)

Satisfaction 7 (26.9%) 6 (20.0%)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bad 4 (15.4%) 10 (33.3%)

3.346 .341
Bad 16 (61.5%) 13 (43.3%)

Moderate 4 (15.4%) 6 (20.0%)

Good 2 (7.7%) 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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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군과 대조군의 질병 관련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질병 관련 일반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정신과 입

원횟수의 경우 1회 입원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진단받은 진단명은 

Depressive disorder와 Anxiety disorder 로 진단받은 경우가 많았다. 정

신과 약물의 복용 여부와 관련해 대부분 항정신(antipsychotic), 항우울

(antidepressants), 항불안(antianxiety)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질병 관련 일반적 특성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입원횟수, 진

단명, 복용하는 약 등이며, 대조집단과 실험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에서 p>0.05로 나타나, 대조집단

과 실험집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χ²or t p

Numbers of 

psychiatric 

hospital 

admissions

Once 16(61.5%) 17(56.7%)

1.195 .879
Twice 5(19.2%) 5(16.7%)

three times 4(15.4%) 5(16.7%)

More than four 
times 1(3.8%) 3(10.0%)

Diagnosis

Depressive 
disorder 15(57.7%) 16(53.3%)

3.733 .443
Anxiety disorder 1(3.8%) 1(3.3%)

Insommnia 4(15.4%) 1(3.3%)

Other 6(23.1%) 12(40.0%)

Antipsychotic 

medication

Non-taking 6(23.1%) 9(30.0%)
.340 .560

Taking 20(76.9%) 21(70.0%)

Antidepressants 

medication

Non-taking 3(11.50%) 3(10.00%)
.034 .853

Taking 23(88.50%) 27(90.00%
)

Table 4.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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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종속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들에 대한 정규성 검증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종속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토를 위해 Kolmogorov-Smirnov test와  

Shapiro-Wilk test를 실시하였다. Kolmogorov-Smirnov test 결과 사전 

노인우울(p=.081), 사후 노인우울(p=.200), 사전 상태불안(p=.200), 사

후 상태불안(p=.200), 사전 자아존중감(p=.200), 사후 자아존중감

(p=.200), 사전 자아통합감(p=.200)은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사후 자아통합감(p=.021)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Shapiro-Wilk test 결과 사전 노인우울(p=.062), 사후 노인우

울(p=.085), 사전 상태불안(p=.603), 사후 상태불안(p=.364), 사전 자아

존중감(p=.522), 사후 자아존중감(p=.656), 사전 자아통합감(p=.162), 

사후 자아통합감(p=.102)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규

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ianxiety 

medication

Non-taking 1(3.80%) 1(3.30%)
.011 .918

Taking 25(96.20%) 29(96.70%
)

Characteristics

Kolmogorov-Smirnova Shapiro-Wilk

statistic df p statistic df p

Depression
pre .111 56 .081 .960 56 .062

post .094 56 .200 .963 56 .085

State 

anxiety

pre .091 56 .200 .983 56 .603

post .063 56 .200 .977 56 .364

Self- pre .083 56 .200 .981 56 .522

Table 5. Normality test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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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노인 우울에 대한 실험집단과 대조집

단 간의 동질성 검정 분석결과 t=0.215(p=.830>0.05)로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

되었다. 상태불안에 대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의 동질성 검정 분석결과 

t=0.811(p=.421>0.05)로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실

험집단과 대조집단 간의 동질성 분석결과는 t=-1.096 (p=.278>0.05)으

로, 자아통합감에 대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의 동질성 검정 분석결과는 

t=-0.361(p=.719>0.05)로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 대조집단과 실험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esteem post .097 56 .200 .984 56 .656

Ego-

integrity

pre .073 56 .200 .969 56 .162

post .129 56 .021 .965 5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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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xperimental

group(n=26)

Control

group(n=30)
t p

Mean±SD Mean±SD

Depression 9.81±3.622 10.00±3.063 .215 .830

State anxiety 52.50±12.297 55.10±11.660 .811 .421

Self-esteem 32.85±5.883 31.03±6.414 -1.096 .278

Ego-integrity 39.81±5.933 39.27±5.271 -.361 .719

Table 6. Homogeneity test of variables

2. 가설 검증

1)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

제 1가설: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대조집단에 비

해 우울 점수가 낮아질 것이다.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에 따른 노인 우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우울 평균 점수는 실험 전 9.81에서 실험 후 9.04로 감소하였

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113, p=0.276). 또 이야

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에 따른 노인 우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군의 

중재 전후 차와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하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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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실험집단의 차이와 대조집단의 차이는 t=-0.157, p=0.876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제 1가설은 기각되었다.  

2)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

제 2가설: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대조집단에 비

해 불안 점수가 낮아질 것이다.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에 따른 상태불안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불안 평균 점수가 중재 전 52.50에서 실험 후 48.42로 감소하

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446, p=0.022). 그러나 실험

군의 중재 전후 차와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하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야기치료 기법을 적용 전후 실험집단의 차이와 대조집단의 차이는 

t=1.058, p=0.29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제 2가설은 

기각되었다. 

3)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제 3가설: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대조집단에 비

해 자아존중감 점수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일 것이다.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적용한 실험집단

의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가 실험 전 32.85에서 실험 후 34.19로 약간 증가

하였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625, p=0.117). 또 

실험군의 중재 전후 차와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하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하였으며, 실험집단의 차이와 대조집단의 차이는 t=-1.571, p=0.122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제 3가설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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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효과

제 4가설: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대조집단에 비

해 자아통합감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일 것이다.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에 따른 자아통합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의 평균이 39.81±5.93에서 

41.19±5.38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473, p=0.153). 아울러 실험군의 중재 전후 차와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하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실험집단의 차이와 대조집단

의 차이는 t=-1.640, p=0.104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제 4가설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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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s
Pre

Mean±SD

Post

Mean±SD
t p

Difference

Mean±SD
t p

Depression

Experimental 
group(n=26)

9.81±3.62 9.04±3.97 1.113 .276 -0.77±3.52

-0.157 0.876
Control 

group(n=30)
10.00±3.06 9.10±3.88 1.838 .076 -0.90±2.68

State 

anxiety

Experimental 
group(n=26)

52.50±12.30 48.42±11.85 2.446* .022 -4.08±8.50

1.058 0.295
Control 

group(n=30)
55.10±11.66 54.00±14.35 .485 .631 -1.10±12.42

Self

-esteem

Experimental 
group(n=26)

32.85±5.88 34.19±5.34 -1.625 .117 1.35±4.22

-1.571 0.122
Control 

group(n=30)
31.03±6.41 30.90±5.77 .264 .793 -0.13±2.76

Ego

-integrity

Experimental 
group(n=26)

39.81±5.93 41.19±5.38 -1.473 .153 1.38±4.79

-1.640 0.104
Control 

group(n=30)
39.27±5.27 38.63±5.37 .797 .432 -0.63±4.35

Table 7. Comparison of depression, state anxiety, self-esteem, ego-integrity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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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의 효과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병원 및 서울특별시 소재 일개 대학병원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환자들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

법의 효과에 대해 논하고, 연구의 제한점, 연구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결과,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받은 실험군의 불안 사전 

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보였으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

울, 불안,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전체적으로 중재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

해 다음과 같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대조군의 일부와 실험군 전체가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모집되었

고, 서울특별시 소재 일개 대학병원 정신과 병동에서는 대조군만 모집되었

다. 두 대학병원 모두 정신과 개방병동의 유사성을 가지기는 하나, 입원하

는 환자들의 특성과 각 병원에서 제공되는 치료 및 간호서비스 면에서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이 통계적으로 검증되긴 하였으

나 이러한 치료환경의 차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은 모두 일반적인 입원치료를 모두 적용받고 있었

다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은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로서 약물치료를 비롯한 면담, 기타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

였으므로 실험군에 적용된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의 효과 크기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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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간의 짧은 간격이다. 본 연구의 취지가 재원

기간이 짧은 노인 우울 환자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기는 

하나, 재원기간의 심한 편차로 인해 연구 참여 동의 이후 5~6일에 걸쳐 매

일, 총 5회기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단기간 내에 동일한 설문지

를 이용하여 사전과 사후 조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중재효과가 적절하게 평

가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노인우울환자를 대상으로 이

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선행연구의 부

재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역사회 노인상담소에 등록

한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총 6회기의 집단회상요법을 적용하여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본 연구(하양숙, 1993)에서 우울이 감

소하는 경향성을 보이나 그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한편 입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정희(2008)의 입원 폐암 노인을 대상으

로 시행된 개별회상요법이 노인 환자의 우울을 감소시켰다는 연구와 생애회

고적 이야기치료 집단프로그램을 노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재가 노인 32명

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노년기 우울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여인

숙, 김춘경, 2006)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 노인정 2곳 및 복지관 1곳을 

이용하는 65세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회상요법을 시행한 결과 노인

의 우울에 감소를 가져온 김귀분 외(2006)의 연구, 이야기치료를 우울증이 

있는 지역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18세에서 65세를 대상으로 시행해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Seo et al., 2015)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 우울 감소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대상자 선정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원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존 연구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우울증, 불안장애로 항불

안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는 노인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정희, 2008),

대부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정신과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와는 큰 차이가 있다. 또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했거나(여인숙, 김춘경, 

2006)지역사회에 거주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귀분 외, 2006), 우

울증이 있지만 지역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대상자(18세에서 65세 성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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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행한 연구들이었다(Seo et al., 2015).

아울러 프로그램의 중재 간격과 기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선행 연

구들에서는 개별 또는 집단으로 매주 1~2회, 6주~8주 동안 중재 프로그램

이 시행되었으며 특히 중재 간격에 있어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 본 

연구의 취지가 입원 노인 우울 환자를 위한 단기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고자 

했던 것이 목적이었던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매일 총 5회에 걸쳐 진행한 프

로그램은 중재 간격이 너무 짧아 설문지로만 유의미한 변화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대응표본 t검정한  결

과,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의 중재를 받은 실험군의 불안 점수가 중재 

전 52.50에서 실험 후 48.42로 감소하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군의 중재 전후 차와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하

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의 중재를 받은 실험군의 불안 점수가 감소하였

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본 연구와 유

사한 중재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행연구인 노년기 우울과 죽음불안 감소를 

위한 생애회고적 이야기치료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여인숙, 김춘경, 

2006)와 비교해 볼 때 해당 중재 프로그램이 죽음불안을 감소시켰다는 결

과와 유사하다. 또한, 개별회상요법이 폐암 노인 환자의 우울, 죽음불안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의 연구(이정희, 2008)에서 죽음불안을 감소

시켰다는 결과, 일반 노인 대상 회상 치료프로그램의 자아 통합 및 우울, 

죽음불안의 개선 효과를 본 연구(박중규 외, 2011)에서 죽음불안이 유의하

게 감소되었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죽음불안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 영향을 본 선행 연구(여인숙, 김춘경, 

2006; 이정희, 2008)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노인 우울 환자들이 흔히 

느끼는 상태불안을 측정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정신과 

병동에 입원 중인 노인들이 느끼는 불안한 심리상태를 지지해주는 중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매주 2회기 총 6주에 걸쳐 12회기의 중재 프

로그램을 시행한 선행연구(여인숙, 김춘경, 2006)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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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의 단기 중재 프로그램만으로도 입원 노인 우울 환자의 상태불안이 감

소하는 방향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시행된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은 회상요법에 이야기치료 기법을 활용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치료에서 활용되는 ‘인생의 나무’ 그리기 

활동을 통해 이야기치료의 기법들을 가시화하고 대상자가 인생의 나무를 통

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만들었다(Denborough, 

2014). 자신의 정체성에서 선호하는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부정적인 ‘문제’에만 몰입되는데서 전환하여 실험군 노인 우울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실험군과 대조

군의 전후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대상자들을 확보

하고 프로그램 횟수나 간격 등을 달리한 추후 연구를 통해 효과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대조집단에 비해 자아존

중감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입원한 노인에 음악을 활용

한 집단회상프로그램을 시행해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효과

를 본 연구(정용, 최미혜, 2009), 노인 요양시설에 거주중인 노인들을 대상

으로 그룹 회상치료를 시행해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본 연구(Chao et al., 2006), 58명의 시설거주 노인에 개인 회상요법

을 시행한 연구(Wang, 2004)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상승했다는 결과

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단회상요법을 6명씩인 3그룹에 총 4회 실시

하여 그 효과를 본 김수영의 연구(1999)에서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유의하

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본 연구가 시설 거주 노인이 아닌 입원 노인 우울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선행연구에서 집단으로 회상요법을 시행했다는 점, 시행 횟수와 시행 

간격, 프로그램 내용 등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랜 기간을 두고 형성되었을 노인 우울 환자의 자아존중감이 단기간의 중

재 프로그램으로 크게 변화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김수영, 1999)으로 

짐작 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대조집단에 

비해 자아통합감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노년기 자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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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감 증진을 위한 이야기치료 회상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본 연구

(여인숙, 김춘경, 2007)에서 자아통합감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결

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한센노인에 대한 집단회상요법에 관한 연구(노길

희, 2009)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간 자아통합감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선행연구들 역시 집단으로 시

행 되었다는 점, 이야기치료 기법의 적용 유무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으

며 선행연구 결과 또한 중재 프로그램 시행 후 자아통합감 점수의 유의미함

에 있어 상이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본 연구의 결과에 적용해 볼 때 대상자

의 특성도 간과 할 수 없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즉, 노인종합복지관을 이

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여인숙, 김춘경, 2007)와 한센노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노길희, 2009)는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

가 있으며 질병 정도가 더욱 중증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에서의 

유의미한 결과 도출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도 한센

노인과 같이 해결되기 어려운 만성이거나 중증의 질환을 가진 입원 노인 우

울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길희(2009)의 연구와 유사점이 

있으며 연구 진행에 있어 비교적 짧은 실험 시간의 제약 등이 발생한 점 또

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군의 중재 전후 차와 대조군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

를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점은 만성적인 우울 증상을 가진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중재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음에도 실험군의 우

울이 감소되는 경향성을 띄고 있는 점, 실험군의 불안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점, 또 중재에 참여한 26명이 탈락 없이 끝까지 중재를 마쳤다

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중재 프로그램을 다른 환경의 의

료 기관에 적용하거나 중재 기간 및 횟수를 달리할 경우 우울 및 관련요인

들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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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병원과 서울특별시 소재 일개 대학병

원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 실험 연구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본 연구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노인 우울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료 수집 기간이 2016년 12월∼2018년 1월로 다소 길었다. 긴 

중재기간은 제 3변수의 개입(history effect)을 가져올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경우 

병동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치료들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

크기가 적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본 연구는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의 효과를 자기보고식 설문지로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신과 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의 불안정성을 감

안할 때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평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이

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의 효과를 양적으로만 평가한 것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3.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들이 회상요법이나 이야기치료 기법을 적용한 회상요법을  시

행함에 있어 재가 노인이나 시설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

면, 본 연구는 정신과 입원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후속연

구로서의 연구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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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이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를 

위한 간호 중재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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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를 대상으로 이야기

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시행해 노인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시차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경기도 일개 대학병

원 및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노인 우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

다. 입원 순서에 따라 대조군을 먼저 모집해 실험군 26명, 대조군 30명으

로 총 5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실험군에는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

을 개별로 매일 5회 시행하였고 대조군에는 시행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지만 불안에서 실험군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본 연구는 대조군이 병동에서 시행되는 일반적인 치료를 적용 받고 있었

다는 점,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집 병원이 달랐다는 점, 표본수가 적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보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을 적용하고 효과를 검

증한 결과를 바탕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이야기치료 기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무작위 대조군 연

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2) 중재 프로그램을 더 많은 수의 대상자에게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정신과 입원 노인 우울 환자를 위한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의 효과

를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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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심의결과통보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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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심의결과통보서: 보라매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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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예비 설문지 

Ⅰ. MMSE-K(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이름: 교육: 유학/ 무학 검사일자:

항목 점수

시간 지남력
1. 오늘은        년     월     일     요일 
어느 계절 입니까?

/5

장소 지남력

2. 당신의 주소는    도(시)      구      동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예: 학교, 병원, 집 등)

/4

3.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 입니까?
(예: 진찰실 등)

/1

기억 등록 4. 비행기, 모자, 소나무 /3

기억 회상
5. 비행기, 모자, 소나무
(3-5분 뒤 4번의 이름들을 회상)

/3

주의 집중 및 계산
6. 100-7=  -7=  -7=  -7=  -7=
(무학의 경우 ‘삼천리강산’을 거꾸로 말하게 하기)

/5

언어 기능

7. 물건이름 맞히기(연필, 시계) /2

8. 3단계 명령시행(오른손으로 종이를 집어서 
반으로 접어 무릎위에 놓기

/3

9. 오각형 2개 겹쳐 그리기 /1

10. ‘간장 공장 공장장’을 따라 하기 /1

이해 및 판단

11. 옷을 왜 빨아서 입습니까? /1

12. 길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어떻
게 하면 쉽게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까?

/1

총점 /30

◆평가(30점 만점)
· 24점 이상: 정상

·20점~23점: 
경도인지장애

·19점 이하: 치매

     

              
                                   * 오각형 그리기

◆무학, 문맹의 경우: 시행점수 +4점
(시간 지남력+1, 주의 집중력 및 계산+2, 언어 기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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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 우울 척도

다음은 어르신께서 평소 느낄 수 있는 기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또는 아니오 란에 “√”표시 해 주십시오.

문항 예 아니오

1.   당신은 평소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2.  *당신은 활동과 흥미가 많이 저하되었습니까?

3.   당신은 앞날에 대해 희망적입니까?

4.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맑은 정신으로 지냅니까?

5.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6.   당신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7.  *당신은 가끔 낙담하고 우울하다고 느낍니까?

8.  *당신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매우 가치 없다고 느낍니까?

9.   당신은 인생이 매우 흥미롭다고 느끼십니까?

10.  당신은 활력이 충만하다고 느낍니까?

11. *당신은 자주 사소한 일에 마음의 동요를 느끼십니까?

12. *당신은 자주 울고 싶다고 느끼십니까?

13.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14.  당신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수월하십니까?

15.  당신의 마음은 이전처럼 편안하십니까?

*역 문항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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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대상자 설문지

<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에서 정신간호학을 전공하

는 편보경입니다.

본 질문지는 ‘입원 노인 우울 환자를 위한 이야기치료 

기반 회상요법의 효과‘이라는 연구 주제로 귀하의 치료

에 도움이 될 중재방법을 연구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 드립니다. 다음의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

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생 편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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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일반적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또는 질문에 답을 하여 

주십시오.

1. 성별

□➀남자 □➁여자

2. 연령: 만 (    )세

3. 결혼상태

□➀미혼 □➁기혼 □➂이혼 □➃사별 □➄기타(     )

3-1. 자녀가 있다면 몇 명입니까?

3-2. 현재 귀하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➀배우자(노인 내외) □➁결혼한 아들 □➂결혼한 딸 □➃미혼 자녀 

□➄친척 □➅혼자 산다 □➆기타

4. 교육수준

□➀무학 □➁초졸 □➂중졸 □➃고졸 □➄대졸 □➅대학원이상

5. 종교

□➀없음 □➁기독교 □➂카톨릭 □➃불교 □➄기타(         )

6. 현재 직업

□➀무직 □➁주부 □➂기술직 □➃사무직 □➄전문직 □➅상업 □➆공무원 

□➇농업 □➈노동 □➉서비스업 □11.기타(         )

7. 과거 직업

□➀무직 □➁주부 □➂기술직 □➃사무직 □➄전문직 □➅상업 □➆공무원 

□➇농업 □➈노동 □➉서비스업 □11.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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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재 경제 상태

□➀상 □➁중 □➂하

8-1. 귀하의 생활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➀자신 □➁자신과 배우자 □➂자신과 자녀 □➃자녀 □➄국가 □➅기타

8-2. 현재 귀하의 생활비는 대략 얼마입니까? (            )원

8-3. 현재 귀하의 생활비에 만족하십니까?

□➀매우 부족하다 □➁부족한 편이다 □➂보통이다 □➃만족한다 □➄아주 

만족 한다

9.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건강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➀없다 □➁있다

9-1. 건강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면 횟수는?(    )회

9-2. 건강문제로 병원을 입원한 적이 있다면 질병명은?

10.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

□➀매우 나쁘다 □➁나쁜 편이다 □➂보통이다 □➃좋은 편이다 □➄매우 

좋다

11.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➀복용 한다 □➁복용 하지 않는다

12.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입니까?

13. 현재 자신의 상태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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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Ⅱ. 노인 우울 척도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 느낄 수 있는 기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또는 아니오 란에 “√”표시 해 주십시오.

문항 예 아니오

1.   당신은 평소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2.  *당신은 활동과 흥미가 많이 저하되었습니까?

3.   당신은 앞날에 대해 희망적입니까?

4.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맑은 정신으로 지냅니까?

5.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6.   당신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7.  *당신은 가끔 낙담하고 우울하다고 느낍니까?

8.  *당신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매우 가치 없다고 느낍니까?

9.   당신은 인생이 매우 흥미롭다고 느끼십니까?

10.  당신은 활력이 충만하다고 느낍니까?

11. *당신은 자주 사소한 일에 마음의 동요를 느끼십니까?

12. *당신은 자주 울고 싶다고 느끼십니까?

13.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14.  당신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수월하십니까?

15.  당신의 마음은 이전처럼 편안하십니까?

*역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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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태불안 척도

각 문장을 읽으시고 각 문장의 오른편에 있는 4개의 항목 가운데 

귀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1.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2.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3. 나는 긴장되어 있다.

4. 나는 후회스럽고 서운하다.

5. 나는 마음이 편하다.
6. 나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

겠다.
7. 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봐 걱

정하고 있다.
8. 나는 마음이 놓인다.

9. 나는 불안하다.

10. 나는 편안하게 느낀다.

11. 나는 자신감이 있다.

12. 나는 짜증스럽다.

13.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14. 나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15. 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푸근하

다.
16. 나는 만족스럽다.

17. 나는 걱정하고 있다.
18. 나는 흥분되어 어쩔 줄 모르겠

다.
19. 나는 즐겁다.

20. 나는 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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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아존중감 척도

다음은 귀하가 자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알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가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

들  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

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가

지고 있는 것 같다.
3.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

하고 있다.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9.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0. 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라

곤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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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아통합감 척도

다음은 귀하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비슷하다

고 생각하는 문항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살아온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2. 나는 내가 했던 일들을 자랑스럽

게 생각한다.
3. 나는 과거의 내 잘못에 대해 후회

한다.
4.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 것이다.
5. 나는 내가 살아온 길이 허망하게 

느껴진다.
6. 나는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 대해 

만족한다.
7. 나는 내게 닥친 일들을 잘 받아들

일 수 있다.
8. 나는 남을 위해 봉사 하는 데에서 

보람을 느낀다.
9. 늙는다는 것은 쓸모없어지는 것이

다. 
10. 내가 잘 살아온 것은 부모를 잘 

만난 덕이다. 
11. 지금이 내 평생 가장 편안한 때

이다. 
12.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후회한다. 
13.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

14. 사람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해도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나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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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게 있다고 생각한다. 
15.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지루

한 때이다. 
16. 나는 기본적으로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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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Reminiscence Therapy Based 

on Narrative Therapy Applying to Hospitalized 

Elderly Patients with Depression 

Peun Bo-Keung

College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Seung Choi

As elderly depression is mutually related to anxiety of elderly 

people, self-esteem and self-integration and can be a direct 

element for elderly suicide, it is required to have proper 

treatments. When an elderly depression patient is hospitalized in the 

psychiatric ward, it is effective to conduct both medicine treatment 

and psychotherapy; however, as a psychotherapy program targets at 

patients with an extensive range of ages and symptoms as a 

one-time group, it is not suitable for the needs of elderly 

depression patients. Thus,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short-term 

intervention program with the aim of easing depression and related 

anxiety and enhancing self-esteem and self-integration by 

considering disease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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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with depression during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hospitalization, which is about two weeks on average. 

Reminiscence therapy, which has been mainly utilized in elderly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o promote psychological stability in 

elderly depression, can be performed by anyone who can conduct 

therapeutic communication, and its effectiveness on short-term 

intervention with four rounds has been verified. It is also widely 

known that the integration of reminiscence therapy and narrative 

therapy is effective to address unsolved tasks, which are perceived 

by elderly people through reminiscence, and reorganize the meaning 

of life.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the quasi-experiment of 

non-equivalent control group time-lag design to verify the effect of 

reminiscence therapy based on narrative therapy for elderly 

depression patients who are hospitalized at the open psychiatric 

ward and to serve as a ground for an intervention program for 

hospitalized elderly patients with depression in the future. 

From December 2016 to January 2018, a total of 56 people, 

including an experimental group, by recruiting patients for a control 

group in order of time among elderly depression patients 

hospitalized at university hospitals in Gyeonggi-do and Seoul. For 

30 people in the control group with only general treatment in the 

ward, the survey measured the score of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and self-integration through a questionnaire with 

measuring instruments at intervals of a week by considering the 

intervention period of the experimental group. For 26 people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score was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with the same questionnaire as that of the control group 

by implementing reminiscence therapy based on narrative therapy in 

a total of five rounds for 40 minutes everyday individually at the 

counseling room in the 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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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IBM SPSS/WIN 23.0 

program, and paired t-test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were 

conducted as well to verify the effect of reminiscence therapy 

based on narrative therapy on the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and self-integration of hospitalized elderly patie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differences between pre-test 

scores and post-test scores in the experimental group with 

reminiscence therapy based on narrative therap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2.446, p=.022).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for depression (t=-.157, 

p=.876), anxiety (t=1.058, p=.295), self-esteem (t=-1.571, 

p=.122) and self-integration (t=-1.640, p=.104).   

Even if it was consider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already received treatment with hospitalization and the 

research focused on the needs for a short-term intervention 

program, the possibility of having a low level of effect was 

discussed by considering that a short intervention period was 

conducted each day with a total of five rounds for five or six days. 

Thus, it was suggested that other results could be drawn by having 

a different intervention period or number of rounds at another 

institution with different medical environment.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for extending the range of research 

as follow-up study and having the possibility of serving as the 

ground for nursing intervention for elderly depression patients who 

are hospitalized at an open psychiatric ward. 

keywords : elderly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self-integration, narrative therapy, reminiscence therapy.

Student Number : 2015-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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