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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치료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장미영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ofLaughterTherapyonDepressioninelderly

MiYoungChang

Gwangju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웃음요법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본 연구는 유사 실험 설계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이며,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이며 실험 군(n=19명)은 4주간 매주 1회씩 50분간 웃음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

였고 프로그램 전후 GDSSF-K를 이용하여 우울을 측정하였다.자료 분석은 χ2-test,t-test,Mann-Whitney test,

Wilcoxonsignedrank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본 연구결과 웃음치료 프로그램은 노인의 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었다(z=-2.59,p=.017).따라서 본 연구의 웃음치료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노인 간호 실무에서 활용 가

능하며 노인의 우울관련 간호중재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노인,우울,웃음치료,간호중재,지역사회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 laughter therapy on depression, 

of elderly. Methods: A quasi-experimental,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n=38) included elder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 to 22, 2013. Experimental group 

(n=19) participated in laughter therapy four times, once a week for 50 min per session.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pretest and posttest levels of depression. Results: At the end of four-week intervention,  

depression score (z=-2.59, p= .017)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the laughter therapy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to reduce the 

depression. It seems that this program can widely be utilized as one of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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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상이 다른 나라의 유래를

찾기힘들정도로빠르게진행하고있다.2013년65세이

상노인인구는 체인구의12.2%로 2017년에는고령사

회가될것으로 측하고있으며2026년에는20.8%가되

어 고령사회에도달할것으로 망된다[1].노인인구

의 속한증가에따라노인의건강문제는노인의부양

부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게 되었다[2].노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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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로 인한 만성질환에 따른 신체 문제뿐 아니라

심리 응과 련하여노년기에가장흔하게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는 우울이다[3].노인 우울증의 유병률은

연구 상의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나 우리나라

노인의우울유병률이35.1～68.2%까지높은빈도로보

고되고 있다[4].노인의 우울은 신체 건강,인지 기능,

가족 사회심리 요인들과 한 련이있으며,우

울정도에따라이들변인에 향을받아다양한기능상

태를 하시킨다[5].노인우울은성인 기에발병하는

우울장애와는 달리 생물학 유 인 것보다는 사회문

화 스트 스에따른반응성우울장애로이해하는것이

바람직하다[6].우울의증상은다른연령군보다심하나

잠재 으로진행하는경우가많아 부분자연스러운노

화로 생각하여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울

이더악화되는경우도많다[2].특히노인의우울은삶의

질을 하시키고 자살의 험성을 높이며 신체 ,심리

건강문제의원인이될수있다는 에서주목해야한

다[7]. 한 노인 우울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한 치

료를받지못하는경우가많으며 후가비교 나쁜것

으로보고되고있어우울의조기발견 한 재가

요하다[2].노인의 우울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구성하

는주요한요인이다.따라서노인의삶의질향상을 해

서는 우울 감소를 도모하는 간호 재를 개발 용해야

한다.노인우울환자를간호시환자가 정 인자아의

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며,감정 표 을 격려

하고인생을가치있게생각할수있도록희망을제시하

는 재가 필요하다.

최근까지 노인의 우울을 감소하기 해 다양한 재

들이이루어졌지만최근 심을받고있는 재 의하

나가 웃음요법이다.웃음은 유쾌한 경험을 할 때 나타나

는가장흔한표 으로, 정 감정상태와연계되는복

합 인간행동이며,유기체의 거의 모든 기능 요소들

을포함하고반 하는특성이있다[8].이러한웃음은치

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져 왔으며,그동안 다양한

에서 과학 으로도 지지를 받았다.특히 자신감,자

아존 감,안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사람을

여유있게해주며,심리 ,정서 효과로웃음은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9][10][11][12].

한 웃음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간단한

훈련을 통하여 사용 가능한 장 이 있어 상자들에게

용하기 편리하다[13].최근까지 국내에서도 노인을

상으로웃음요법을 용하여우울의변화를확인하는연

구들이 많이 보고되었으나,아직 웃음치료가 실제 노인

의 우울증 개선에 정 향을 미치는지에 한 실증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연구자 이름 먼 쓸 것)

Ko[14]는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4주간 웃음치료를

시행한결과,노인의우울이감소하고인지기능이향상

되었다고보고하 다.한편,Kim과Jun[15]은 60세이상

노인을 상으로 일회성 웃음요법을 용하 는데 기분

상태에는유의한변화가있었으나불안과우울에는변화

가 없었다.Kim등[16]은 보건소의 염 환자를 상

으로웃음요법을 용한결과피로감은감소하 으나우

울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노인뿐 아니라 암

환자,고 압환자등다양한질환의환자를 상으로웃

음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노인의 우울 련 간호

재기법으로 재효과를입증하기 해서는반복연구

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노인을 상으로 웃음요법 로그

램을실시하여웃음요법이노인의우울에미치는효과를

규명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재 로그램으로활용하고자하는목 으로시도하 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재가 노인에게 웃음치료 로그램을 용

하여우울에미치는효과를검증하여궁극 으로노인의

우울 재로 활용하기 함이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웃음치료 로그램에 참여한 군(이하 실험 군)

에서웃음치료에참여하지않은군(이하 조군)에비해

재 후에 우울 수가 유의하게 감소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연구는재가노인의웃음치료 로그램효과를검정

하기 하여 로그램실시후우울의변화를 악하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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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험 설계로 비동등성 조군 후 실험 설계

(no-unequivalentcontrolgrouppre-posttestdesign)이다.

2.2 연구대상

본연구의 상자는편의표집에의해선택한N시에

소재한A경로당과E경로당을이용하는65세이상노인

으로선정하 다.자료수집기간은2013년10월 1일부터

10월22일까지 으며연구의취지를이해하고연구동의

서를 작성한 40명을 상으로 하 다.두 경로당의 희망

자들의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여 동질성을 확인한 후 동

던지기를 하여 A경로당을 실험군에 E경로당을

조군으로 배정하 다.

상자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사회활동이가능하고의사소통이가능한65세이상

노인

․웃음치료를받은경험이없고 재운동등다른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자

․연구에 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연구표본의크기는G*power3.1.2 로그램을사용하

여집단수2,효과크기0.8,유의수 α=.05,검정력(1-

β)=.80을 기 으로 했을 때 각 집단별로 각각 16명이었

으나 탈락자를 고려하여 실험 군에 20명, 조군 20명으

로 선정하 다.연구기간 병원 입원과 집안 사정으로

2명이 탈락하여 최종 분석 상자는 실험 군 19명, 조

군 19명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웃음치료프로그램

본 연구자는 웃음임상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 으며

보건소의 고 압과 당뇨환자를 상으로 웃음치료 로

그램을진행한경력을가지고있다.본연구에서실험처

치로 사용된 웃음치료 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고 압

노인을 상으로 개발한 웃음치료 로그램을 수정한

후웃음치료 문가2인에게의뢰하여보완하 다.본연

구자와웃음치료2 자격증을소지한연구보조원이웃

음치료를 진행하 고, 상자들은 주 1회 50분간 총 4회

웃음치료에 참가하 다.이는 주 1회 50분씩 4주간 실시

한 웃음치료가 재가 노인의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는Ko[14]의연구결과와노인을 상으로4주간주1～2

회웃음치료를제공하여우울감소효과가있었다고보

고한 Lee와 Eun의 연구[18],Jung[28]의 연구를 근거로

4주기간이 합하다고 단하 다.웃음은혼자있을때

보다여럿이함께있을때더많이웃는다는Marie등의

연구결과[17]에 따라 집단요법을 선택하 다.

웃음치료 로그램은총4회기로구성되었으며매회

기별 로그램은도입단계,본단계,정리단계로구성하

다.도입단계는 10분 정도 소요되며 상호 인사를 하고

웃음으로친 감을형성하고분 기를돋우며얼굴근육

을 풀어주는 얼굴 스트 칭 웃음으로 구성하 다.본

로그램은 30분 동안 이루어지며 매주 주제에 맞춰 효과

인웃음방법을학습하도록구성하 고1회기부터4회

기까지작은웃음에서시작하여큰웃음으로이어지도록

구성하 으며 웃음 율동으로 정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우며 상자들의상호작용을높여주었다.마지막정리

단계는 10분 동안 로그램 참여하는 동안 경험한 감정

이나마음에 해서로이야기를나 는시간과웃음명

상으로 마무리하도록 구성하 다.

2.3.2 우울 척도

우울 측정도구는 Sheikh와 Yesavage(1986)가 개발한

GeriatricDepressionScale의 단축형 설문지 15문항을

Kee등(1995)이한국노인들에게맞게수정․번안한한국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GeristricDepressionScale

ShortForm-Korea,GDSSF-K)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15개 문항은 와 아니오 형식의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각 항목 당 1 으로 수 범 는 0-15 이며 수

가높을수록우울수 이심한것으로 단하며총 5

이상인 경우를 우울을 가진 상태라고 정의하 다.도구

의신뢰도는 개발 당시Cronbach'sα=.85 으며 본 연

구에서 .70이었다.

2.4 연구의 진행

본연구 로그램의 용은2013년10월1일연구자와

연구 보조원이 실험 군과 조군의 사 설문지를 측정

하 다.실험 군의 로그램 용은 4주간 매주 화요일

오 10시부터11시까지주1회씩총4회에걸쳐집단으

로 시행하 다.매 회기마다 도입 10분, 개 30분,마무

리 10분간 진행하 다<Table1>.웃음치료 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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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는첫시작단계로웃음의효과에 해알고진행자

와 참여자들 간의 친 감을 형성하며 서로 마음을 여는

단계이다.효과 인 웃음 방법을 시연하고 백설공주 웃

음과 하회탈 웃음을 시행하 고 친 감 형성을 해 치

매 방박수를시행하 다.2회기는웃음의신체 효과

를 설명하고 칭찬하기 웃음과 동반자 노래에 맞추어 웃

음율동을시행하 다.3회기에는웃음퍼올리기로칭찬

웃음후서로에게머리부터발끝까지웃으면서부드럽게

마사지해주고포옹하며고맙다는인사를하는성감 자

극 웃음을 학습하여 자기 자신의 소 함과 상 방과의

친 감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 다.마지막 4회기에

는 웃음 훈련의 완성으로 15 간 길게 박장 소와 박타

기웃음으로웃음을통해행복을체험할수있도록하

다.웃음요법 진행시는 의자를 비하여 앉거나 서는 동

작을 교 로 하여 상자들이 피로를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웃음요법에소도구들을활용하여웃음머리띠나

리본을 달았으며 로그램 진행시 웃는 모습을 사진 촬

하여 시하고 자신의 가장 멋진 웃음 사진을 선택하

여 액자 만들기를 하 다. 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어

지러움,숨참,피로함등의증상시언제든반드시연구자

에게 알리도록 하고 연구 보조원이 로그램 진행 동안

상자들을 면 히 찰하도록 하 다.사후 조사는 실

험군은4주간웃음치료 로그램이끝난즉시우울을측

정하 으며 조군도 같은 시기에 측정하 다.

2.5 자료 분석

본연구를 해수집된자료는SPSS/WIN18.0 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동질성 검증은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

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실험 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정

을 해 χ2-test,t-test로 분석하 다.측정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α로 검정하 다.

실험 군과 조군의 우울에 한 동질성 검증은

Shapiro-Wilktest로 정규성을 검정하여 정규성을 만족

하지않아Mann-Whitneytest를이용하여분석하 다.

집단 내에서 재 후 간의 차이분석은 정규성을 만족

하지않아Wilcoxonsignedranktest를이용하여분석하

다.가설검정은 유의수 p＜.05에서 실시하 다.

<Table 1> Contents of Laughter Therapy 

1st.

session

Introduction 10mim
IceBreaking

SelfIntroduction

Main 30min

OpenMind

Healthapplause

snowwhitelaughter

Hahoetallaughter

Closing

&Wrapup
10min

LaughterMeditation

Showingyourfeeling

2nd

session

Introduction 10mim
effectoflaughter

Facialmusclestreching

Main 30min

Applausemingledwith

laughter

LaughDanceroutine

Closing

&Wrapup
10min

LaughterMeditation

Showingyourfeeling

Embracethensaygoodbye

3rd

session

Introduction 10mim
Smile

Facialmusclestreching

Main 30min

Applausemingledwith

laughter

LaughDanceroutine

Lionlaughter

Closing

&Wrapup
10min

Showingyourfeeling

Embracethensaygoodbye

Sharingpositivewords

4th

session

Introduction 10mim
Smile

Facialmusclestreching

Main 30min

smilefor15seconds3times

LaughDanceroutine

Lionlaughter

Closing

&Wrapup
10min

Embracethensaygoodbye

Sharingpositivewords

TakingPicture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본연구의최종 상자는38명으로실험군19명, 조

군 19명이었다.

실험군의 평균 연령은 73세, 조군은 76.3세로 조

군의 연령이 조 많았다.성별은 실험 군은 여자 14명

(73.7%)남자 5명(26.3%)이었으나 조군은 여자 13명

(68.4%)남자 6명(31.6%)이었다.배우자가 있는 상자

는실험군은7명(36.8%), 조군은8명(42.1%)이었다.교

육정도는 실험군의 경우 무학이 6명(31.6%) 졸이 6명

(31.6%), 졸이 2명(10.5%),고졸이 5명(26.3%)이었고

조군은무학4명(21.1%), 졸8명(42.1%), 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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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Mean

Difference
z p

Exp.Group Mean±SD

Depression
Exp.(n=19) 7.52±2.81 5.21±3.50 -2.31±2.43

-2.39 <.017
*

Cont.(n=19) 6.94±2.24 6.89±2.57 -0.05±2.93

Exp=Experimentalgroup,Cont.=Controlgroup
*Wilcoxonsignedranktest

<Table 4> Comparison of Depression following  Laughter therap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n=19)
Control

group(n=19) X2 ort p

n(%) n(%)

Mean±SD Mean±SD

Age(yr) 73.02±5.40 76.37±6.04 1.909 .109

Sex
Female 14(73.7) 13(68.4)

.128 1.00
Male 5(26.3) 6(31.6)

Spouse
Yes 7(36.8) 8(42.1)

.110 1.00
No 12(63.2) 11(57.9)

Education

Uneducated 6(31.6) 4(21.1)

1.852 .604

Elementaryschool 6(31.6) 8(42.1)

Middleschool 2(10.5) 4(21.1)

Highschool 5(26.3) 3(15.8)

aboveCollege 0 1(2.8)

Economicstatus

High 0(0.00) 0(0.00)

.422 .746Middle 10(52.6) 8(42.1)

Low 9(47.4) 11(57.9)

Religion
Yes 16(84.2) 13(68.4)

.447 .224
No 315.8) 6(31.6)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8)

(21.1%),고졸3명(15.8%)로조사되었다.경제상태는실

험 군에서 10명(52.6%)이 정도,9명(47.4)이 형편이 어

렵다고응답하 고 조군은 8명(42.1%)이 정도,11명

(57.9%)이 형편이 어렵다고 응답하 다.종교가 있는 경

우가 실험 군은 16명(84.2%), 조군은 13명(68.4%)이었

다.실험 실험 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정을 해 X2

-test,t-test를이용해사 동질성검정을한결과일반

특성은모든항목에서두군간에동질한것으로나타

났다<Table2>.

로그램 실시 실험 군과 조군의 종속변수에

한동질성검증을실시한결과우울은두집단간에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3>.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depression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8)

Variables
Exp(n=19)

M±SD

Cont(n=19)

M±SD
z p

Depression 7.52±2.81 6.94±2.24 -.464 .643*

*Mann-Whitneytest

3.2 가설검증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4와 같다.

‘웃음치료 로그램에참여한실험군에서웃음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조군보다 우울이 감소할 것이다’는 지

지되었다.

웃음치료에 따른 우울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 실험

군과 조군의우울의 후평균을비교한결과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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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7.52 에서5.21 , 조군이6.94 에서6.89 으로변

화되어두집단간에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

(z=-2.59,p=.017),가설은 지지 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웃음치료 로그램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

는효과를알아보고자시도된연구로,65세이상재가노

인실험군19명, 조군19명을 상으로웃음치료 로

그램실시 후의우울 수차이를분석한결과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험 군의 로그램 실시

우울 수는 7.52 ,4주간 로그램 후우울 수는

5.21 으로 로그램후우울 수가 2.31 이감소하

고, 조군은 사 우울 수가 6.94 ,사후 우울 수

가 6.89 으로4주후0.05 이감소한것으로나타나웃

음치료 로그램이노인의우울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

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 노인을 상으로웃음치료

로그램실시후우울이감소하 다고보고한선행연구들

[12][14][1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웃음치료는 웃음을 통해 자신의 신체 ,감정 상태

를 표 함으로써 즐거움을 찾고 남아있는 신체,정신

기능을극 화하여 정 인변화를 래한다[19].즉유

쾌한웃음이생리 스트 스호르몬들의분비를감소시

키고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행복감을 느끼게

해 다.그뿐만아니라 자신감,자아존 감,안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제력을 증가시키고 사람을 여유 있게 하며

[20],스트 스에 해반응하는우리의감정 인반응을

정 인정서상태로바꿔 으로서[21][22]우울을감소

시킨 결과로 설명이 가능하다.노인의 우울을 래하는

원인이자아통제감을상실하고 인 계에서오는스트

스로 인한 것임을 감안할 때 웃음치료를 통해 재하

는 것이 매우 효과 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특히 노

인에서는사회 지지의축소로인해우울이나무력감을

느끼게 되고,심각한 경우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웃음치료 로그램을 집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인 계

를개선하고상호작용을 진하는효과를가져왔다고본

다.반면,Park[23]은 취약계층 노인을 상으로 매주 1

회씩 8주간 개별 방문 시웃음치료를제공하여우울감

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이는 웃음 로그램

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 비교가 어려우므로 추후 반복

인 연구를 통해 우울에 효과를 나타내는 웃음치료 로

그램의 요소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웃음치료 로그램이 우울 감소에 효

과가 없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15][16][24][25][26]과

는다른결과를나타냈다.이 듯연구결과가서로상이

한 것은 연구 상자 측면과 웃음치료 로그램 측면으

로 나 어 평가 할 수 있다.첫째는 연구 상자의 우울

수 의 차이이다.본 연구 상자의 우울 수 은 실험군

은7.52 ,조군은6.94 으로 정도의우울수 을보

으나,노인을 상으로한Kim과Jun의연구[15]와다

른 상자들에게 용한연구들에서도우울정도가심각

하지않았기때문에 재후우울에유의한차이가없었

다고 단된다.

다음은 재기간에 따른 차이이다.우울과 같은 심리

변수에서 변화를 찰하려면 충분한 재 기간이 필

요하다.Lee등[27]은 웃음치료는 12주의 재 기간이

바람직하다고하 으며,노인을 상으로일회의웃음치

료를 용한 Kim과 Jun[15]은 재기간이 무 짧아 우

울 감소에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본 연구와 같이

노인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들[14][18][28]에서 웃음치

료 재기간은 평균 4주 으며 주1～2회 제공하 을 때

우울감소효과가있었으므로최소4주이상의기간이

하다고 단된다.그러나3회연속웃음치료를제공한

Yu와 Kim의 연구[29]에서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하 는

데이는 재기간이짧아도 상자가한병동에입원한

병사들로이미친 감이형성되기용이하 고 재자역

시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은 장기 으로 찰해야 할 변수로서 단기간에

변화가 나타나는 신체 효과에 비해 장기간 효과를 평

가할필요성이있다.본연구는웃음치료 로그램을4회

용함으로써 재 종료 직후 우울에 한 효과는 악

할수있었으나 상자들이경험한효과들이지속 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해 확인하지 못한 은 제한 이

라고할수있다. 한본연구 상자선정시 라남도

N시에 소재한 2곳의 경로당 노인을 편의 표집 하여 진

행하 으므로 일반화에 신 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웃음치료 로그램이 노인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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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웃음치료사

의개입으로의도된웃음도유익하다는Foley등의연구

결과[22]를 토 로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 10 이상

웃음소리가 지속되도록 웃음으로서 우울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도모하는간호 재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웃음치료는고도의기술이나교육이필요하지않으며간

단한훈련을통해서도 구나쉽게배울수있다.그리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

으므로 다양한 환경에서 용할 수 있는 간호 재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웃음치료 로그램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하기 해 시도하 다.본 연구 결과 4주

간총4회진행한웃음치료 로그램이노인의우울을유

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다.따라서 노인 웃

음치료 로그램은지역사회간호실무에서활용가능하

며노인의우울 련간호 재 략수립에본연구결과

가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 된다. 한웃음

치료 로그램의 효과에 한 지속성 검정과 상자의

우울수 , 로그램의기간,제공방법등에따른효과에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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