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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s a pseudo-experimental study of design before and after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which was attempted to verify that the application of the ukulele to the elderly has the effects of reducing depression, 
improving self-efficacy, strengthening social bonding, and improving cognitive function. Methods: 46 (23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3 in the control group) participants were selected. The experimental group was provided 
with three sessions of a music program using eight Ukuleles for the elderly, while the control group was provided 
with three sessions for the elderly. IBM SPSS 25.0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the independent t-test, x2-test, 
and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homogeneity of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The effect verification after the experimental treatment was analyzed by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Friedman 
test, and Mann-Whitney U test. Results: Depress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F=39.88, p<.001), self-efficac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z=-4.96, p<.001), social bonding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z=-5.19, 
p<.001), and cognitive funct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z=-3.98, 
p<.001).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Music Program using the Ukulele’ was effective in reducing depression 
of the elderly, improving self-efficacy, reinforcing social bonding, and improving cognitive function. We hope that the 
Music Program using the Ukulele can be used in the elderly nursing curriculum in the future, and we suggest it should 
be applied as a nursing intervention to those who are experiencing cognitive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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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우쿨렐레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

구는 15.7%이며, 2025년에는 20.3%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전체 국민 10명 

중 4명(43.9%)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치매, 관절염을 비롯한 각종 노

인성 질환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노화이

며 노화가 진행되면 노인은 신체기능의 약화, 제한된 경제 능력, 

생활환경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뒤따른다. 노인들은 이런 변

화 속에서 심리적인 불안을 경험하며,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

고, 정서적 위축과 우울 등의 취약한 정신건강을 가지게 된다

[2]. 최근에는 노화의 개념이 신체적 ․ 사회적 ․ 정신적 ․ 영적 건강

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3].

노년기 정신건강 영역에서 우울은 가장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고[4], 열등감, 소외감,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초래한

다. 노년기는 신체적 ․ 정신적 기능 저하, 배우자와 친구, 친척 

등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한 상실, 은퇴, 자녀와의 분리 등의 

생애주기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타 연령대에 비해 우울에 취약

하기 쉬워서, 극복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보인다[5]. 노인의 우

울과 주관적 안녕감 증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음악 감상,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등이 인지기능과 우울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6]에서는 악기 연주가 노인의 우울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대개의 노인들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므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낮고, 은퇴, 친구 및 

배우자의 상실 등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도 낮으며, 신체적인 

능력과 자기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신체적 자기효능

감 또한 낮다[7]. 그러므로 노년기의 건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선행연구에서[8] 음악 활동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인의 사회적 유대감은 사회적 관계를 상실해 감으로 인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이 고독과 외로움,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

을 유발하게 된다. 노년기에 사회활동과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9], 사회성이 점

점 줄어드는 노인에게 있어서 음악을 통한 사회성을 기르는 것

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활동이며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

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8]. 

노년기의 인지기능 저하는 노인 개인에게 삶의 질 저하를 유

발하고, 가족과 사회에 환자 돌봄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

하다[10]. 악기를 중심으로 노인의 인지기능에 대한 효과를 연

구한 Nam과 Sim [2]의 결과를 보면 실험군의 인지기능이 대조

군에 비해 실험 중재 후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악기 연주가 

인지기능을 향상한다는 Byrne [11]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악기 연주는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서를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게 하여 감정의 표출구가 되기도 하고 타인과의 상호작

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악기 연주를 할 때 자연스

럽게 타인과 관계하게 되며 대인관계 증진 및 사회성 개발이 가

능하다[12].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노인의 전반적인 감각 기능

을 자극하여 잔존기능을 유지하며 장 ․ 단기 기억력에 도움을 

주고 의사소통 기술을 유지 또는 향상해 심리 ․ 사회적으로 긍

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13]. 우쿨렐레(Ukulele)는 배우기 쉽

고 소지가 간편하며 기타보다 작고 한 손가락만으로도 코드 사

용이 가능하여 수업 첫 단계부터 노래를 부르며 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노인의 악기 연주로 우쿨렐레가 적

합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쿨렐레를 활용한 독거노인 사회적 

유대감에 대한 연구[9]는 있지만, 전체 지역사회 거주하는 노인

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노인의 우울,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대

감,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로당을 자주 이용하며 지역사회활동이 가능한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악기를 직접 노인에게 적용한 프로그

램을 통해 노인성 질환으로 결핍된 정서적 상실감과 신체적 좌

절로 무기력해지는 우울을 극복하고 긍정적 정서와 삶의 동기

와 에너지를 갖게 하여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갖도

록 하며 그로 인해 인지기능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우쿨렐레 악기를 활용하여 노인의 우울감

을 낮추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인지기능의 약화를 예방하여 노인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지

역사회 건강교육, 간호교육, 간호중재 개발에 유의한 기초자료

를 제공함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우쿨렐레

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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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을 분석한다.

 우쿨렐레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 자기효

능감, 사회적 유대감,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우쿨렐레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

험군(이하 실험군)은 우쿨렐 레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

을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이하 대조군) 보다 우울이 감소

할 것이다.’

 가설 2.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3.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사회적 유대감이 강화될 것

이다.’

 가설 4.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인지기능이 향상될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쿨렐레 악기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대감,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의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 농촌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경로당

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남, 녀 노인들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은 본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고 

조사에 동의를 하고, 우쿨렐레 악기에 대한 경험이 없으며, 한

국형 노인 치매선별용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점수가 24점 이상인 자이다. 제외기준은 경증이라도 치매 진단

을 받은 자, 인지기능의 개선을 위해 약물치료를 받은 자,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또는 3개월 이내에 그와 관련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 중인 자이다.

본 연구의 표집 크기는 G*Power 3.1.7 프로그램[14]을 이용

하여 치매전문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15]를 근거로 자료 수를 산정할 때 상관분석

에서의 효과크기(r)는 small 0.1, medium 0.3, large 0.5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측정분

산분석에서의 표본 크기를 계산할 때 시점 간 상관은 상관분석

에서의 효과 크기 중간값인 0.3을 사용하였다.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 필요한 효과 크기 f=0.25 (중간), 유의수준(⍺) .05, 검

정력(1-β)은 0.8, 집단 수 2, 시점 수 3, 시점 간 상관 0.3을 했을 

경우 그룹당 19명으로 산출되어 탈락률 20%를 감안하여 실험

군 23명, 대조군 23명을 초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에 의한 유사 실험연구

로 실험처치 확산으로 인한 오류 방지를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의 장소를 달리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룹 배정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대표가 직접 동전을 던져 동전 뒷면이 먼저 나온 곳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16]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성별, 연령, 종교, 가족 동거 유무, 교육 정도, 직업, 용

돈,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현재 질병 유무, 진단명, 경로당 이

용횟수 1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 우울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Kee [17]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 노

인 우울 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form 

Korea Version GDSSF-K)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범위는 0~15점이며, 응답은 ‘예’인 경

우 0점, ‘아니오’인 경우 1점인 양분 척도로 부정적 문항은 역으

로 환산하여 0점에서 15점으로 우울 판단 기준은 5점을 기준점

으로 우울 여부를 판단하며 5점 이상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경향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Kee [17]의 개발 연구 당시 도

구의 문항 내적 합치도 Cronbach’s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

의 Cronbach’s ⍺는 .73으로 나타났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14세 이상 대상으로 Mahoney 

[18]가 개발한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노인을 대상으로 Seo [19]

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신감 3문항, 자기 조

절 3문항, 과제 난이도 선호 3문항,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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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의 Likert 척도이다. 점수 분포는 9점에서 36점 사이로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Mahoney [18]

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이었고, Seo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5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는 .84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유대감은 자신이 타인 또는 집단의 사람들과 가깝고 

친 하며 의미 있는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지각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 친구, 동료 등 전반적인 

사회적 세계에 대한 친 감과 소속감을 반영하는 사회적 유대

감을 측정하고자 한다. 개인의 사회적 세계와 친 한 관계를 유

지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개념화하여 Lee와 Robbins 

[20]이 개발한 척도를 Lee 등[21]의 연구에서 ‘소속과 대인 관

계적 친 함을 지향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개념화하

여 개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사회

적 유대감을 측정하는 10문항과 사회적 비유대감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6점 Likert 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역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 분포는 20점에서 120점 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대감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Lee 등[21]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는 .82로 나타났다.

5) 인지기능

대상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Folstein과 McHugh 

[22]이 개발한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를 분

당서울대학교병원[23]에서 한국의 노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

록 표준화하여 개발한 한국형 노인 치매선별용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시간 지남력

(5점), 장소 지남력(5점), 기억등록(3점), 주의집중 및 계산력(5

점), 회상 능력(3점), 기억 회상 능력(3점), 언어(2점), 따라 말하

기(1점), 읽기(1점), 쓰기(1점), 그리기(1점)의 23가지 항목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MSE-DS는 최저 0점 부여 최

고 30점 만점이며, 기준은 9점 이하의 경우 중증치매 의심, 

10~14는 중등도 치매 의심, 15~19점은 경증치매 의심, 20~24

점은 경계영역, 25점 이상은 정상상태를 의미한다. 분당서울대

학병원 연구[23] MMSE-DS의 Cronbach's ⍺는 .82를 보였으

며 본 연구의 Cronbach's ⍺는 .52였다. 인지기능은 정답이 있

는 문항 3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이 있는 문항은 문항들 

간 높은 상관관계와 내적 일치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

뢰도 또는 요인분석 대상이 되지 않는다[24].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인지기능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는 문

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연구진행

1) 음악 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도입 10분, 전개 및 악기 연주 활

동 40분, 휴식 10분, 유대감 형성을 위한 팀별 연주하기 20분, 

마무리 손 운동 5분, 마음 보듬기 5분, 총 90분으로 구성되었다. 

노래는 노인들의 정서에 맞고 노인들이 선호하는 노래를 선정

하기 위해 실험군 노인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였고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래는 대중가요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트

로트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민요 순으로 나타났다. 우쿨

렐레 음악 프로그램 매 회기마다 주제를 정하여 주제와 관련된 

대중가요를 선정하였고, 본 연구자가 제작한 초급 수준의 우쿨

렐레 악보 기본 코드로 노인들이 쉽게 연주가 가능한 곡들을 선

정하였다. 

2) 음악 프로그램 타당도 평가 

본 프로그램은 간호학과 교수 1인, 음악학과 교수 2인, 노인 

심리 상담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에게 프로그램 내용의 

타당성과 진행의 흐름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다. 자문 결과 대

상자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하여 악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

하도록 설명 시간을 충분히 하였으며, 클래식에서도 선곡을 

하여 마음 보듬기 명상을 적용하여 편안한 정서를 유도하였으

며. 선곡 수를 줄이고 노인들이 쉽게 운지를 할 수 있도록 코드

마다 색상을 달리하여 표기하였다. 수정된 프로그램은 Table 1

과 같다. 

3) 예비조사

본 연구의 실행가능성과 연구도구의 검증을 위해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다. 도구의 적절성,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

대상자 기준에 부합한 실험군 5명, 대조군 5명을 대상으로 예

비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는 2020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3회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우울은 감소되었고, 자기효능

감은 향상되었으며 사회적 유대감은 강화되었다. 인지기능은 

노래와 함께 우쿨렐레를 연주함으로써 좋아짐을 알 수 있었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지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중간에 배정하지 않고 사전과 사후 조사에 대해 프로

그램 시작 전과 종료 후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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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Music Program (Beautiful Life Journey with Ukulele)

Step Session Time Topic Activity content Music Expectation effectiveness

Early 1 90
min

What's wrong 
with my age

․ Introduction of myself
․ Inform the research purpose
․ Understanding Ukulele

․ Look at me
․ What's wrong 
with my age

․ Increased participation 
and self-efficacy

․ Social bond formation

2 90
min

Reminiscence ․ Sharing stories about 
hometown

․ Getting used to the ukulele

․ Hometown 
spring

․ What's wrong 
with my age

․ Enhancement of 
cognitive function

3 90
min

Hope ․ Looking back on me in the past 
and present

․ Learn ukulele 4 beat

․ Arirang
․ Nodeul riverside

․ Enhancement of 
cognitive function

Mid-term 4 90
min

Important 
person

․ Introducing important people
․ Ukulele go-go method

․ Arirang
․ Millennium 
period

․ Induce a sense of social 
bond 

5 90
min

Love me ․ Expressing respect and love 
for yourself

․ Review the ukulele 4 beat

․ Nangrang 18 
years old

․ Thousand-year-o
lds

․ Increased self-efficacy

6 90
min

Get rid of 
stress

․ Let go of your inner stress
․ Ukulele go-go method

․ Soyang river 
maiden

․ Island village 
teacher

․ Decreased depression
․ Improving cognitive 
function

Finish 7 90
min

I'm happy ․ Why are you happy?
․ Practice the ukulele go-go 
technique

․ Ukulele chaffle rhythm
․ Butterfly effect with balloon
(mind-bending)

․ I'm happy
․ Island village 
teacher

․ Schubert's 
Serenade
(meditation)

․ Increased self-efficacy
․ Decreased depression

8 90
min

We are 
performers

․ Play by team
․ Encouraging and sharing hope

․ Free song by 
team

․ Supported by social 
bonds

4) 연구진행 절차

연구진행 절차는 Figure 1과 같다.

연구자는 우쿨렐레 악기를 실험군 인원에 맞도록 구입하였

으며 우쿨렐레 지도자 자격증, 실버 우쿨렐레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2018년 8월). 연구보조원의 훈련을 위해 우쿨렐레 

2급 자격증을 보유한 노인 놀이 전문강사 2명을 선정하여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유의점과 본 연구의 자료 측정과 실험

연구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과 실험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대상자에게 동

일한 환경에서 실제 도구를 사용하여 훈련하였다. 연구원과 연

구보조원의 자료수집방법과 실험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평가

하고 90% 이상 일치하도록 훈련하였다. 연구자가 악기를 담당

하고 연구보조원이 노인 놀이 율동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우쿨렐레와 함께 아름다운 인생 여행’이라는 워크북을 제

작하여 보급하였다.

연구대상자 배정은 실험처치 확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마

을회관과 경로당을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지정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입을 배제하

기 위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 대표가 직접 동전을 던져 동전 뒷

면이 먼저 나온 곳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2020년 7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8주간 사전 조사, 실험 

중재, 사후 조사 순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 기간동안 코로나

19로 감염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하여 두 팔 간

격으로 자리 배치를 하였으며.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측정 후 개

인위생과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사용하였

다. 마스크를 착용한 후 중재에 참석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매

회기 마다 일회용 마스크(KF94)를 제공하였다. 중재 장소는 야

외에 자석을 배치하여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주 1회, 8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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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n=46)

Excludes: 0

Coin toss
Group assignment

(Front → experimental group, 
Back →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Allocation Control group

Pretest (n=23) Pre-test (n=23)

Music program using 
ukulele, Elderly Play 3

Elderly Play 3

Posttest1 (n=23)
After intervention

Drop out (n=0)
Follow-up 1

Posttest 1 (n=23)
Drop out (n=0)

Posttest 2 (n=23)
4 weeks after the end of the 

Posttest 1
Follow-up 2

Posttest 2 (n=23)
4 weeks after the end of 

the Posttest 1

Analysis (n=23)
Exclude (n=0)

Analysis
Analysis (n=23)
Exclude (n=0)

Figure 1. Research progress procedure.

으로 노인 놀이를 포함한 우쿨렐레 음악 프로그램을 실험 중재

하였다. 대조군은 실험군 중재 시기와 같은 시기에 2주마다 3

회(1회 60분)를 기준으로 노인 놀이 전문강사로 하여금 율동, 

체조, 노래 부르기 등으로 구성하였고, 사전 조사, 사후 조사는 

실험군과 같은 시기에 자료수집 하였다. 대조군은 실험군의 실

험 중재가 끝난 후 3회 우쿨렐레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을 통

해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5.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창신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

인(IRB No.: CSIRB-R2020010)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자료수

집은 C시 마을 2곳을 임의 선정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모

집공고문을 10일간 게시한 후,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절차에 대해 설명 후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목적과 절차를 직접 설명하고 연구참

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목

적과 자료수집 과정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비  보장에 대해 알

렸으며 사전 동의서를 받아 연구에는 익명으로 하였고, 개인정

보보호를 위해 숫자로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다. 자료는 잠

금장치의 보관 파일에 따로 저장하며 본 연구자 외에는 접근을 

제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에만 사용하며 익명처리와 함

께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할 것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설문지는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 후 파쇄기로 분쇄하여 소

각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대상자

의 개인적 정보와 조사 자료는 숫자화 하여 오직 연구목적으로

만 사용하며, 비 과 익명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가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나 글을 모르거나 

시력이 좋지 않거나 고령으로 인해 작성이 어려운 경우 연구보

조원이 직접 설문지를 읽어 주며 빠른 대답의 요청을 금지 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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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상자의 구두응답을 연구보조원이 설문지에 기입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실험연구에 대한 자료수집이 종료된 뒤 실험군

에 실시한 우쿨렐레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 8회 중 초기 단계 

3회기를 3주에 걸쳐 시행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그룹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 변수에 대한 동질성 여부는 

실수와 백분율 및 x2 test,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와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를 사용하였다. 가설 

검증에는 평균과 표준편차, Repeated Measure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교호 작용이 유의한 경우 사후 다중비

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성 검증결과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

은 공감은 집단별 Friedman 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규성 검증을 만족하지 않는 변수에 대

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과 중재 직후, 사

전과 중재 4주 후에는 Mann-Whitney U test를 3번 반복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페로니 교정을 통해 유의수준

을 보정하였다. 본페로니(Bonferroni) 교정은 하나의 가설을 

검증할 때 여러 개의 검증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때 유의수준을 

보정하는 것으로 ‘유의수준/검증 수’ 를 이용해 유의수준을 보

정한다. 이에 프로그램에 대한 유의수준을 .05로 맞추기 위해 

검증의 유의수준을 .017로 보정하였다. Repeated Measure 

ANOVA에서 구형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Green-

house-Geisser로 교정한 후 단일 변량값을 제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 및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x2 test를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증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모두 동질하였으며 Table 2와 같다.

2.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대감, 인지

기능의 점수가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hapiro-Wilk 검증을 실시하였다. 정규성 검증 결과 우울은 

실험군(W=.93, p=.174), 대조군(W=.92, p=.075)으로 정규분

포를 따랐다. 자기효능감의 실험군(W=.69, p<.001), 대조군

(W=.84, p=.002), 사회적 유대감의 실험군(W=.82, p=.001), 

대조군(W=.72, p<.001), 인지기능의 실험군(W=.61, p<.001), 

대조군(W=.57, p<.001)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었다. 

3.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정규분포를 가

정할 수 있는 우울은 독립 표본 t-test를 통해 사전 동질성을 검

증하였으며,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없는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대감, 인지기능은 비모수 검증인 Mann-Whitney U test를 

통해서 사전점수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사전 동질성을 검증

한 결과 우울, 자기효능감, 인지기능 점수는 동일하였으나, 사

회적 유대감은 대조군(1.89±0.56점)이 실험군(1.46±0.24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Z=-3.66, p<.001). 

4. 가설검증

우쿨렐레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우울은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자기효

능감, 사회적 유대감, 인지기능은 음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Friedman test, Mann-Whitney U test를 실시

하였다. 효과 검증을 위해서 Mann-Whitney U test를 3번 반

복하여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수준을 0.017로 보정하여 사

용하였다. 

우울은 실험군은 사전 12.29±1.38점에서 사후 4.70±2.05

점, 추후 4.83±2.27점으로 점수가 유의하게 변하였으며(F= 

202.74, p<.001), 대조군도 사전 12.09±1.86점에서 사후 9.17 

±2.44점, 추후 9.48±2.71점으로 점수가 유의하게 변하였다

(F=14.00, p<.001). 음악 프로그램 실시 후의 효과를 검증한 결

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점수 변화량이 더 많았다(F=27.46, 

p<.001). 실험군의 사전과 사후 점수변화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5.59, p<.001), 사전과 추후 점수변화량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16, p<.001). 사후 와 추후에는 점수 변화

량에 차이가 없었다(t=-0.66, p=.515). 따라서 프로그램에 의

해 우울 점수는 낮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가설 1은 지지되었다

(Table 3).

자기효능감은 실험군은 사전 1.17±0.27점에서 사후 3.56± 

0.37점, 추후 3.63±0.35점으로 점수가 유의하게 변하였으며(x2= 

40.30, p<.001), 대조군도 사전 1.30±0.33점에서 사후 2.1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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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st Subject's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N=46)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Exp. (n=23) Cont. (n=23)

x2 p
n (%) n (%) n (%)

Gender Man
Woman

15 (32.6)
31 (67.4)

 8 (34.8)
15 (65.2)

 7 (30.4)
16 (69.6)

0.10 .753

Age (year)† 60~69
70~74
75~79

14 (30.4)
24 (52.2)
 8 (17.4)

 7 (30.4)
12 (52.2)
 4 (17.4)

 7 (30.4)
12 (52.2)
 4 (17.4)

0.00 ＞.999

Religion† Buddhism
Christian
None

29 (63.0)
 7 (15.3)
10 (21.7)

15 (65.2)
 4 (17.4)
 4 (17.4)

14 (60.9)
 3 (13.0)
 6 (26.1)

0.65 .834

Living together or not None
Yes

16 (34.8)
30 (65.2)

 8 (34.8)
15 (65.2)

 8 (34.8)
15 (65.2)

0.00 ＞.99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21 (45.7)
 7 (15.2)
18 (39.1)

11 (47.8)
 4 (17.4)
 8 (34.8)

10 (43.5)
 3 (13.0)
10 (43.5)

0.49 .854

Past occupation Unemployed, agricultural, fishery
Production, office work, etc.

20 (43.5)
26 (56.5)

10 (43.5)
13 (56.5)

10 (43.5)
13 (56.5)

0.00 ＞.999

Monthly allowance 
(won)

＜300,000
≥300,000

23 (50.0)
23 (50.0)

13 (56.5)
10 (43.5)

10 (43.5)
13 (56.5)

0.78 .556

Subjective health status 
awareness 

Not healthy
Healthy

15 (32.6)
31 (67.4)

 5 (21.7)
18 (78.3)

10 (43.5)
13 (56.5)

2.47 .116

Disease None
Yes

17 (37.0)
29 (63.0)

 7 (30.4)
16 (69.6)

10 (43.5)
13 (56.5)

0.84 .359

Diagnosis
(multiple responses)

Cardio-cerebrovascular 
Endocrine system
Nervous system
Arthritis

17 (37.0)
 7 (15.1)
1 (2.2)

21 (45.7)

 7 (30.4)
2 (8.8)
1 (4.3)

10 (43.5)

10 (43.5)
 5 (21.7)
0 (0.0)

11 (47.8)

0.81 .369
.414

＞.999
＞.999

Number of uses per 
route

＜3 times a week
≥4 times a week

19 (41.3)
27 (58.7)

11 (47.8)
12 (52.2)

 8 (34.8)
15 (65.2)

0.81 .369

Total  46 (100.0)  23 (100.0)  23 (100.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Table 3. Program Effectiveness Verification (N=46)

Variables Group
Pre-test
(M±SD)

Post-test 1
(M±SD)

Post-test 2
(M±SD)

F (p) Sources F (p)
Pre vs 
Post 1

Pre vs
Post 2

Post 1 vs. 
Post 2 

t (p) t (p) t (p)

Depression† Exp (n=23) 12.29±1.38 4.70±2.05 4.83±2.27 202.74
(＜.001)

Group 39.88
(＜.001)

-5.59
(＜.001)

-5.16
(＜.001)

-0.66
(.515)

Cont. (n=23) 12.09±1.86 9.17±2.44 9.48±2.71 14.00
(＜.001)

Time 127.88
(＜.001)

Group×Time 27.46
(＜.00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Verification of sphericalness: W=.20, p＜.001.

점, 추후 2.12±0.66점으로 점수가 유의하게 변하였다(x2=29.79, 

p<.001).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전과 사후 점수 변

화량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많았으며(Z=-4.96, p<.001), 사

전과 추후 점수 변화량에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많았다(Z= 

-5.35, p<.001). 사후 와 추후 점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Z=-0.52, p=.604). 따라서 프로그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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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ogram Effectiveness Verification (N=46)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1 Posttest 2

x2 (p)
Pre vs Post 1 Pre vs Post 2 Post 1 vs Post 2 

M±SD M±SD M±SD z (p)† z (p)‡ z (p)

Self- 
efficacy

Exp. (n=23)
Cont. (n=23)

1.17±0.27
1.30±0.33

3.56±0.37
2.14±0.68

3.63±0.35
2.12±0.66

40.30 (＜.001)†

29.79 (＜.001)†
-4.96

(＜.001)†
-5.35

(＜.001)‡
-0.52
(.604)

Social 
bonding

Exp. (n=23)
Cont. (n=23)

1.46±0.24
1.89±0.56

5.36±0.57
2.98±1.23

5.47±0.58
2.68±1.31

37.26 (＜.001)†

12.87 (＜.001)†
-5.19

(＜.001)†
-5.29

(＜.001)‡
-3.30
(.001)

Cognitive 
function

Exp. (n=23)
Cont. (n=23)

24.35±0.49
24.70±1.36

26.83±1.40
25.35±1.37

27.04±1.19
25.04±1.82

33.90 (＜.001)†

 8.59 (.002)†
-3.98

(＜.001)†
-4.66

(＜.001)‡
-1.91
(.056)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riedman test; ‡Mann-Whitney U test.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사회적 유대감은 실험군은 사전 1.46±0.24점에서 사후 5.36 

±0.57점, 추후 5.47±0.58점으로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변하였

으며(x2=37.26, p<.001), 대조군도 사전 1.89±0.56점에서 사

후 2.98±1.23점, 추후 2.68±1.31점으로 점수가 유의하게 변하

였다(x2=12.87, p<.001). 음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전과 사후 점수 변화량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많았으며(z= 

-5.19, p<.001), 사후 와 추후 점수 변화량(Z=-3.30, p<.001)에

서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전과 

추후 점수 변화량에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많았다(z=-5.29, 

p<.001). 사후 와 추후 점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Z=-3.30, p=.001). 따라서 프로그램에 의해 사회적 

유대감이 강화되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인지기능은 실험군은 사전 24.35±0.49점에서 사후 26.83±1.40

점, 추후 27.04±1.19점으로 점수가 유의하게 변하였으며(x2= 

33.90, p<.001), 대조군도 사전 24.70±1.36점에서 사후 25.35 

±1.37점, 추후 25.04±1.82점으로 점수가 유의하게 변하였다

(x2= 8.59, p=.002). 음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전

과 사후 점수 변화량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많았으며(Z=-3.98, 

p<.001), 사전과 추후 점수 변화량에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많았다(Z=-4.66, p<.001). 사후 와 추후 점수 변화량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Z=-1.91, p=.056). 따라서 프로그

램에 의해 인지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가설 4는 지

지되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악기

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노인의 우울감 감소, 자

기효능감 향상, 사회적 유대감 강화, 인지기능 향상을 목표로 

음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그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

하였다. 

대상자의 우울 점수는 음악 프로그램 실시 후의 효과를 검증

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점수 변화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종료 4주 후의 변

화량을 보면 우울이 증가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프로그

램 종료 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

시로 경로당 폐쇄가 다시 시행됨으로 외부와의 단절에서 오는 

답답함이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인다. 평소 즐겨 부르

던 노래에 맞춰 우쿨렐레 악기를 스스로 연주해 봄으로써 기분

전환과 음악이 장기 기억을 자극함으로써 과거에 즐거웠던 정

서가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우울을 감소시키는 요

소로 작용되었다고 보고한[25]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

다. Park [26]의 노인을 대상으로 악기 활동 중심의 음악치료를 

통해 실험군의 우울 정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노인에게 악기를 활용한 음

악 프로그램이 흥미를 유발하고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삶에 

활력을 주어 우울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본다. Nam과 Sim [2]

의 연구에서 타악기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

여 노인의 우울을 살펴본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실험군은 대조

군에 비해 프로그램 참여 후 우울 점수가 낮아졌다. 노래를 부

르거나 음악에 맞추어 신체를 움직일 때보다 악기를 연주할 때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27] 이론을 지지하고, 

적극적인 악기 연주 참여가 정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

하여 악기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을 노인들에게 적용할 필요

성이 있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음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

과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되어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이

는 악기 연주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적인 수행과 신념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증진된다는 Bandura와 Wood [28]의 이론

을 뒷받침하고 있다. Cho 등[8]의 연구에서 70~80대 노인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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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탬버린, 마라카스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기효능감이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Lee 

[29]는 주간보호센터 이용 노인에게 핸드벨, 소고를 활용한 집

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Bang 등[30]은 일반 노인을 대상으

로 음악이 포함된 인지자극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기효

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며, 

음악 활동으로 반복된 성공 경험과 긍정적인 피드백은 성취감

을 느끼게 되고, 악기 연주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 주기 때문이다. 노래와 음악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감, 성취감, 도전 용기를 촉진하여 행동 결정과 사고패턴

에 영향을 주어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것이다. 노인에게 악기를 

통한 음악요법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에 대한 위축감과 박

탈감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기효능감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보다 적극적으로 해

결하려는 노력에 대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

기효능감은 노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심리적 특성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지

역사회 경로당을 이용하는 일반 노인들의 자기효능감은 여러 

변수들에 의해 조절되고 노인들 스스로가 삶의 긍정적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의지의 바탕으로 자기효능감

을 향상해야 한다.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노인의 삶에 대한 부

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게 도와주고, 우쿨렐레를 활용한 음악 프

로그램이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며 음악 프로그램을 통하여 풍부한 자신감과 일상생활에서

의 자기효능감을 가져올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개인의 

내적 변화를 가져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

써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조적인 관계

의 분석과 노인의 심리적인 매개 효과의 의의를 파악하여 향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음악 프로그램이 지역보건의

료 중재방안에 대한 계획, 수행,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

용도가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대상자의 사회적 유대감은 음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유대감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들 간의 리듬 모방이나 상호

교류 연주를 통하여 음악을 함께 공감하고 지지하는 경험이 유

대감을 강화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리듬을 통한 선율

로 악기를 활용하여 곡을 연주하는 과정 중에 동료들 간의 유대

감을 가지게 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음악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원하는 것을 다른 사

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이 완

화되었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면

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그룹의 구

성원과도 지지와 수용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사

고를 가짐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이 자신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는데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사회적 유대감을 강

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Kim [9]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우

쿨렐레를 적용하여 집단 음악치료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이 증

가하였다. 이는 우쿨렐레 연주 경험을 통하여 그룹의 구성원과 

비언어적 교류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타인과 관계 형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유대감 강화를 가져왔으며, 긍정적인 관

계 형성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자아개념의 회복이 되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대상자의 인지기능은 음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

다. 이는 악기 연주가 인지기능을 향상한다는 Byrne [11]의 연

구와 집중력 단기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

임을 본 연구결과가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음악 프로

그램에 의해 인지기능에 변화가 왔다고 할 수 있으나 효과를 검

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는 두 집단 모두 MMSE-DS 점

수가 정상범위인 상태에서 실험 중재를 제공받았으며 중재 기

간이 짧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Song [16]의 75세 이상 후기

노인을 대상으로 음악요법을 포함한 통합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에서 실험군은 인지기능이 증가하였다. Nam과 Sim [2]의 

연구에서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타악기 중심의 프로그램을 12

회 실시한 후의 인지기능이 향상되었다. 악기를 활용한 음악요

법은 운지법을 통한 손가락 운동과 신체활동, 악기 코드 외우

기, 노래 부르기 등 통합적인 활동을 통하여 뇌의 인지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인지기능 향상 효과를 부여할 수 

있으며, 노인에게 그룹 소통의 장을 열어주며 감정을 교류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저하되기 쉬운 인지기능을 향상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음악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대감, 인

지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인구의 증

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의 건강 문제가 의학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대상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본 프로

그램을 독자적인 간호중재 도구로 사용한다면 전문적인 간호

의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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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 노인에게 우쿨렐레 악기를 활용한 음악 프로

그램을 시행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

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쿨렐레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실험군은 우쿨

렐레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노인의 

우울이 더 감소되었고,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대감, 인지기능

이 더 향상되었다.

한편, 농촌 일 지역 경로당을 중심으로 국한된 대상자 모집

은 선택 편중이 발생할 수 있어 전체 노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

다. 우쿨렐레를 활용한 단일 음악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우울,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대감, 인지기능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

으나, 추후 악기와 함께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 검증연

구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비교 분석과 우쿨렐레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노인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정규 프로

그램으로 적용하기 위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로써 우울,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대감은 정서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환경과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

전과 사후 자료수집 시 같은 시간대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시하

기를 제언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서 변화에 대하여 질적으로 

분석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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