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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을 위한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이 농촌 노인의 우울, 수면의 질,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 대상자는 O군 소재 4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48명(실험군 
29명, 대조군 19명)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였다. 실험군은 주 1회 60분씩 총 6회기의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후 각각 1회 30분씩 총 2회의 정신건강교육을 제공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서술통계, χ2-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군은 경로당 융복합
프로그램 참여 후 대조군에 비해 우울(t=-2.40, p=.020)과 수면의 질(t=2.19, p=.033)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삶의 
질(.t=0.47, p=.635)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이 농촌 노인의 중재 프로그램으로 긍
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농촌 노인의 수면의 질 향상과 우울 감소를 위해 본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노인, 우울, 수면의 질, 삶의 질, 농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convergence program on 
depression, Quality of  Sleep, and Quality of Life among rural elders. Participants were 48 elders, over 
the age of 65 (experimental group=29, control group=19) from 4 different senior citizen centers in O 
province.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a total of six-session program, 60 minutes once a 
week.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to August in 2019.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and t-test using SPSS 26.0 program. After the program completio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depression (t=-2.40, p=.020), Quality of Sleep (t=2.19, 
p=.033) and no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compared to control group. Therefor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nvergence program is effective for improving depression, Quality of sleep elders in rural 
areas. Further expanded studies are necessary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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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7%이며[1] 10년 이내에 
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특히 도시
에 비해 농촌 노인의 인구비율이 2045년에는 4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고령화는 인구구조 변화, 
전통적인 가족체계의 붕괴,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 노인
의 건강문제 및 경제문제로 인한 고독감, 소외감, 스트레
스, 우울, 자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 특히 농촌 노인의 고령화 문제는 도시에 비해 85세 
이상 고령의 독거노인이 많고, 빈곤이나 고립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건강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건강문제에 취약
하다[1,2]. 노인의 정신적 기능의 대표적인 척도로는 우
울과 인지기능을 들 수 있다. 우울은 인간이 경험하는 의
기소침의 상태와 활동저하를 나타내는 기분장애를 말하
는 것으로 주요 정신건강 문제이다[5]. 

노인 우울증은 기저 질병의 발생 및 악화,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 배우자의 죽음과 사회적 역할 감소 등 피할 
수 없는 요인들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노인들이 겪고 있던 정신건강 문제 중 우울증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 노인 우울은 노화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의 일부로 여기며, 그 심
각성이 무시되기 쉽고, 경제적 부담, 정신과 진료 자체에 
대한 거부감 등의 이유로 발견이 쉽지 않다[7]. 또한 우울
은 수면장애,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상생
활 활동 및 역할장애를 초래하여 삶의 질까지 저하시킨
다[8-10].

따라서 노인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및 재발방
지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으로,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각종 신체 및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11].

수면장애란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음에도 낮 동안에 각성을 유지하지 못
하는 상태, 또는 수면리듬이 흐트러져 있어서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포함하는 매우 폭넓
은 개념이다[12]. 노인들은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
며 수면도중 각성빈도와 깨어있는 시간도 길어진다. 또한 

수면의 분절이 늘어나 수면의 연속성이 깨지게 되며 일
찍 자고 일찍 깨는 경향이 있어 수면효율이 떨어지기 때
문에 수면장애의 유병률이 높다[13]. 실제로 2016년도에 
수면장애로 요양 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 중에서 60대 
이상 노인 인구가 48.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14].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은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우울 증상을 보고하였고, 선행연구 결과 우울증
과 수면장애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16].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17]. 노인의 삶의 질은 인구사
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행위특성 뿐만 아니
라 신체적 기능 및 정신적 기능과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
다[18]. 주관적인 삶의 질의 정서적 영역은 행복과 즐거
운 감정적 상태를 의미하여 인지적 영역은 한 개인이 자
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19].

노인의 삶의 질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가 양호
하고 신체적 활동에 있어 제한이 적은 75세 미만의 노인
에게 높게 나타났다[20,21]. 또한 우울과 불안 같은 정서
적 문제가 없고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과 이웃의 지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높았다[17,21,22].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은 일상생활 수행능력, 통증, 
우울, 수면 등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고[23], 

이 가운데 우울은 수면장애,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24,25], 이러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은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26]. 따라서 농촌 노인의 
우울과 수면에 대한 건강요구가 충족된다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는 전
통놀이요법, 운동요법, 미술요법, 웃음요법 [27,29-31]등 
단일요법으로 주로 시도되었다. 문헌고찰 결과 농촌 노인
의 특성을 고려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중
재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스트레칭, 터치테라
피, 웃음요법, 미술요법 및 정신건강교육을 포함한 노인
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맞는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울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은 높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농
촌 노인의 48.5% 가 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의 
이용률을 고려하였으며[32], 농촌 노인의 우울, 수면의 
질,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간호중재를 통
한 융합적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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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 융복합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우울, 수면의 질,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O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수행

되었다. 대상자는 등록 노인의 수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유사한 O지역과 G지역 소재 경로당의 노인 대표와 마을 
이장을 직접 대면하여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4개 경로당
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65세 이상 남녀 노인을 근접모
집단으로 해서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으
며, 자발적인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편
의 추출하였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교육이나 신체활
동에 제한이 있는 치매, 시청각장애, 지체장애자, 2회기 
이상 결석자는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O지역 소재 2개 경로당을 실험군
에 배정하였으며, 실험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G지역 소
재 2개 경로당을 대조군에 임의 배정하였다. 설문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며, 연구 참여 동의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
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과 중단 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서면동의서에 명시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한 후 비밀유지
를 위해 완성된 설문지를 밀봉하도록 하여 윤리적인 측
면을 보호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을 이용 t-test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효과크기.9 [27], 검정력 .80으로 했을 때 
총 표본수는 집단별로 21명씩 총 42명이며 탈락률을 고
려하였다. 대상자는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연구 참여에 대
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실험군 23명과 대조군 35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 동안 농사일 
참여, 병원 진료, 가족 방문 등으로 실험군 4명과 대조군 
6명이 탈락하여 실험군 29명, 대조군 19명(탈락률 24%)
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9년 7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였다. 

실험군은 주 1회 60분씩 총 6회기의 경로당 융복합프로
그램에 참여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후 각
각 1회 30분씩 총 2회의 정신건강 교육을 제공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우울
우울은 Kroenke 등[33]이 개발하고 Park 등[34]이 

타당화한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0-3점으로 4점척도 
9문항으로 27점 만점이다. 정상(0~4점), 경증(5~9점), 
중등도(10~19점), 심함(20점이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Kroenke 등[34]의 연구에
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였고 Park 등[34]
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4였다.

2.3.2 수면의 질
수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시각적 상사척도(0점=

매우 불만∼10점=아주 만족)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3.3 삶의 질
Kim[26]이 우리나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

당도를 보고한 건강관련 삶의 질 (Euro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5-Dimensional Classification)을 사
용하였다.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과 
불안/우울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은 
문제없음=1점, 약간의 문제 있음=2점, 심각한 문제 있음
=3점으로 측정한 후 선행연구[35]에서 제시한 공식을 이
용하여 EQ-5D Index(-1～1) 값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6이였다. 

2.4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농촌노인의 제반의 여

건과 특성에 맞는 융합개발 전략에 따른 간호학적 접근
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
이란 신체활동, 정서적 지지, 긍정적 상호작용을 동시에 
병행한 복합적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각 회기의 내용은 
선행연구[27, 29-31]를 기반으로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
키고, 수면의 질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스트레칭, 
터치테라피, 웃음요법, 미술요법과 정신건강 교육을 포함
하여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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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Topics Contents Time

1  Orientation  Greeting each other
 Introducingthe program
 Conduct the pretest

60min

2
 Relaxation
 Emotion
 management 

 Stretching exercise
 Laughter therapy
 Sharing of thoughts and 

feelings

60min

3  Relaxation  Stretching exercise 60min

Table 1. Contents of Senior Center Program

 Establishing 
 a positive
   relationship

 Making a ‘hope lamp’
 Sharing of thoughts and 

feelings

4
 Relaxation
 Awareness of
   depression

 Stretching exercise
 Education  of depression
 Sharing of thoughts and 

feelings

60min

5
 Relaxation
 I m p r o v e m e n t 

of-Self-integrity

 Stretching exercise
 Talking about gratitude
 Touch therapy Sharing of 

thoughts and feelings

60min

6  Relaxation
 Evaluation 

 Stretching exercise
 Completion ceremoney
 Conduct posttest 

60min

Variables Exp.(n=29) Cont.(n=19)   χ2/t pn(%)/M±SD n(%)/M±SD
Age 

(year)  Mean 78.89±7.47 77.94±5.81 0.46 .642

Gender
Male 6(20.7) -

4.49* .068
Female 23(79.3) 19(100.0)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 Study Variables                     (N=48)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익숙하고 쉽게 따라 할 수 있
는 내용으로 라포형성 및 신체활동과 정서적지지, 긍정적 
상호작용을 도모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자는 노인운동지도자, 미술심리상담사, 터치테
라피 강사과정을 이수하였고, K군과 O군의 정신건강복
지센터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
행한 경력이 있다. 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타당도 검증
을 위해 정신의학과 의사 1인, 정신간호학교수 2인, O군
의 정신건강전문간호사 1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인으
로 총 5인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각 전
문가에게 연구의 목적과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내용 설명을 제공하고 구성 및 세부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공된 평가표는 4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였다. 전문가 집단 전원이 중재 구성 및 세
부내용에서 ‘매우 적절하다’ 또는 ‘적절하다’에 응답하여 
내용타당도 지수는 1.0으로 산출되어 내용타당도는 검증
되었다.

각 회기는 라포형성과 흥미를 위한 준비기(10분), 주
제별 활동기(40분), 프로그램을 마친 후 생각과 느낌 나
누기(10분)로 진행하였다. 실험군은 주1회 총 6회기 6주
동안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연구자가 프
로그램을 진행 하고 간호학 석박사과정생 2인, O군 정신
보건복지센터의 간호사 및 복지사 2인이 진행을 도왔다.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 진행은 이웃들과 둥글게 앉아 마
주보게 하고 밴드 스트레칭을 짝지어 수행하였고, 웃음 
치료 시 이웃의 웃음을 따라하고 서로 웃는 모습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을 주도록 하였다. 미술요법으로는 소원 등 
만들기를 이웃들과 협력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
다. 터치테라피 회기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돌보며 지금까
지 살아 온 삶에 회상[36]으로 희로애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였다. 매 회기의 마무리는 서로 소감을 나누
고 감정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프로그램의 세
부내용은 Table 1과 같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Kolmogrov-Smigrov test (p>.005), 

왜도와 첨도(10 미만) 결과 정규 분포하여 SPSS 26.0을 
이용하여 모수검정을 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우울, 수면의 질, 삶의 질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학적 특성과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은 t-test와 χ2 -test
로 분석하였다.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의 우울, 수면의 
질, 삶의 질에 대한 효과는 사전과 사후의 차이값을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 78.89±7.47세, 대조군 

77.94±5.81세였으며, 성별은 대부분 여성이 었다. 실험
군 16명(55.2%)과 대조군 13명(68.4%)은 가족과 동거 
중이었으며, 교육수준은 실험군 17명(58.6%), 대조군 13
명(68.4%)이 초졸 이상이었다. 실험군 16명(55.2%), 대
조군 8명(42.1%)은 직업이 없었고, 실험군 28명(96.6%), 
대조군 16명(84.2%)은 신체질환이 있었다. 일반적 특성
에 대한 동질성 검정한 결과,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
어 동질하였다(Table 2).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이 농촌 노인의 우울, 수면의 질,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119

Living 
alone

Yes 13(44.8) 6(31.6)
0.84* .387

No 16(55.2) 13(68.4)

Educatio
n

Illiteracy 12(41.4) 6(31.6)
0.47* .554

Literacy 17(58.6) 13(68.4)

Job
Yes 13(44.8) 11(57.9)

0.78 .556
No 16(55.2) 8(42.1)

Physical 
illness

Yes 28(96.6) 16(84.2)
2.28 .286

No 1(3.4) 3(15.8)

*Fisher’s exact tes 
Exp.=experimental group : Cont.=control group, 

3.2 우울, 수면의 질, 삶의 질 동질성 검정 
사전 우울은 실험군 평균 7.24±6.58점, 대조군 평균 

5.36±4.69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07, p=289). 사전 수면의 질은 실험군 평균 
8.17±3.61점, 대조군 평균 9.42±3.67점으로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16, p=.251). 사전 삶의 
질은 실험군 평균 0.59±0.32점, 대조군 평균 
0.75±0.24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76, p=.084). 따라서, 두 군 간에 사전의 우울, 수
면의 질,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 하였다
(Table 3)

Variables
Exp.(n=29) Cont.(n=19)

  χ2/t p
M±SD M±SD

Depression 7.24±6.58 5.36±4.69 1.07 .289

Quality of sleep 8.17±3.61 9.42±3.67 -1.16 .251

 Quality of life 0.59±0.32 0.75±0.24 -1.76 .084

Exp.=experimental group ; Cont.=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of Study Variables     (N=48)

3.3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의 효과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 참여 후 실험군은 우울 평균이 

사전 7.24±6.58점에서 실험 후 2.72±2.34점으로 감소
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5.36±4.69점에서 사후 
4.00±3.12점으로 감소하였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t=-2.40, p=.020). 수면의 질 평균이 사전 
8.17±3.61점에서 사후 9.55±3.37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9.42±3.67점에서 사후 9.21±4.23점으
로 감소하였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19, p=.033).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 참여 후 실험

군은 삶의 질 평균이 사전 0.59±0.32점에서 사후 
0.70±0.24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0.75±0.24점에서 사후 0.81±0.21점으로 증가하였으
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47, p=.635).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Post-Pretest 

t p
M±SD M±SD M±SD

Depression
Exp. 7.24±6.58 2.72±2.34 -4.55±5.13

-2.40 .020
Cont. 5.36±4.69 4.00±3.12 -1.36±3.20

Quality
of sleep 

Exp. 8.17±3.61 9.55±3.37 1.37±2.59
2.19 .033

Cont. 9.42±3.67 9.21±4.23 -0.21±2.20

Quality 
of life

Exp. 0.59±0.32 0.70±0.24 0.10±0.21
0.47 .635

Cont. 0.75±0.24 0.81±0.11 0.06±0.21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Table 4. Effects of the Senior Center Program    (N=48)

4. 논의

본 연구는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이 농촌 노인의 우
울, 수면의 질,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자 수행하였다.

6주간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
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 수면의 질, 삶의 질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확보되었다. 

우울은 6주간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전통놀이를 활용한 융
복합프로그램이 우울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
한 연구 결과[27], 노인의 우울을 감소를 위한 웃음요법
의 메타분석 결과 중간크기의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결
과[36], 전통놀이를 이용한 노인우울 감소의 연구 결과
[37]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이 노
인의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로 재확
인하였고, 즐거운 놀이의 재경험은 긍정적인 정서상태로 
변화를 초래한다는 설명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웃음치
료가 우울에 효과적인 간호 중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은 노인의 연령과 신체적 활동 수준을 감안
하고 낙상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 경로당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선별하였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사용했던 
놀이 도구와 본인이 직접 만든 작품은 참여자들에게 제
공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회상하여 긍정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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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각 회기마다 소감을 나누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함께하
는 신체활동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인의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
료 된다. 따라서 노인 우울을 감소하기 위해 경로당 융복
합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수면의 질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노인
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을 제공하고 수면장애의 유의한 
감소를 보고한 연구결과[38], 골관절염 재가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웃음치료를 제공하고 수면의 질의 유의한 향상
을 보고한 연구결과[39]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본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에서 제공한 밴드 스트레칭의 신체적 활
동과 웃음 치료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생각된
다. 밴드 스트레칭은 노인의 유연성과 근 긴장 감소와 근
력 회복에 효과적이며[40], 신체활동이 증가할수록 수면
의 질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41]의 결과, 신
체활동인 공예활동을 중심으로 집단미술치료가 독거노인
의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선행연
구와 일치 하였다[30]. 본 연구에서 시행한 밴드 스트레
칭과 웃음치료는 간단한 훈련을 통해 즐길 수 있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으며, 집에서 혼자 또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동료들과 같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
였으며, 추후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의 주요 건강문제 
중 하나인 수면의 질을 자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노인의 수면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
을 수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을 다
양한 군에 적용하여 수면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반
복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면의 질 개선으로 인해 우
울 경향이 감소하였는지, 우울 경향의 감소로 수면의 질
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선 · 후 관계는 정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

삶의 질은 6주간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이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 시행 전 보다 시행 후 삶
의 질 점수는 높게 나타났으나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허약 노인을 대
상으로 6주간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 후 삶의 질을 측정
한 연구 결과 삶의 질 정도가 약간 증가는 했지만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42]의 결과와 일치하였
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의 규칙적인 밴드 스
트레칭 운동이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40], 노인을 대상으로 8주간 탄력밴드 저항운
동 후 실험군의 삶의 질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결

과는[43]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
구에서도 6주간의 규칙적인 스트레칭 운동을 시행하였으
나 단기간의 적용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한계
가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반복연구 시 기간을 늘리는 것
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조군은 실험군
에 비해 직업을 가진 대상이 많았고, 신체질환이 적은 것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농촌 노인의 우울, 수면의 질, 삶
의 질의 향상을 위해 선행연구의 경우 단일요법을 주로 
적용 후 긍정적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전통놀이, 웃움치
료, 밴드스트레칭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융복합프로그램
의 경우도 효과적임을 재확인하였다.

추후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농촌 지
역에서 노인을 위한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길 기대
한다.

5. 결론

연구의 대상자는 6주간 경로당 융복합프로그램 참여 
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우울과 수면의 질 감소에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 삶의 질은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여가 생활과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 노인들에게 친숙한 이웃들과, 접근성이 용이한 경로
당을 활용하여 노인의 주요 건강문제인 우울과 수면의 
질, 삶의 질에 대한 융복합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 지역 농촌 
노인을 편의 추출하였고, 자가 보고에만 의존한 자료수집
과 우울, 수면의 질,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우
울제 및 수면제 복용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였
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반
복연구 및 농촌 노인의 우울과 수면의 질 감소를 위한 융
복합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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