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심리치료연구 제9권 제3호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2013. Vol. 9, No. 3, 19-38.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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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 및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D광역시의 G복지재단에 거주하는 경도치매노
인 20명이며, 실험집단 10명, 통제집단 10명으로 무선 할당하였다.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
치료의 진행은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8주간 주 2회, 40분씩 총 16회
기를 실시하였다. 집단 모두 사전·사후에 한국형 노인우울검사(SGDS-K)와 삶의 만족도
검사(LSI-Z)를 실시한 후 SPSS WIN 17.0 통계프로그램으로 검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집단
음악치료 실시 결과,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p<.05), 경도치매노인의 삶의 질에도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다(p<.05). 이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된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
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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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최근 생활수준 개선 및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란 전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점유하는 비율이 높은 사회를 일컫는데, UN은 65세 이상
의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 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11.4%로(통계청, 2012),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에 가까워
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심장병, 암, 뇌졸중, 치매 등
의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손은남, 2008). 이러한 만성질
환 중 노년기에 주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정신장애로 치매를 들 수 있다. 보건복
지부 통계(2012)에 따르면 65세 노인 중 8.8%가 치매노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현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9.7%, 2050년
13.2%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치매노인은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인해 뇌기능이 손상
되면서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난다. 이들은 인지뿐만 아니라 신체, 정서, 환경 등 모든 분야에 변화를 겪
고 있어 많은 문제를 동반한다. 핵가족화로 인해 이러한 치매노인을 시설에 거
주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하혜미, 최은영, 전종국, 2012), 이로
인해서 시설 거주 치매노인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치매 초기, 즉 경도치매노인의 기질적 변화는 퉁명스러움, 무뚝뚝함, 화
난 말투 등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러한 기질적 변화는 우울 증상을 동반한다
(Gatz el al., 2005). 특히 경도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은 스스로를 통제하기가 어렵
고 무기력하며 삶의 의지가 없는 상태로 인해 우울을 겪는다. 우울은 식욕저하
와 이에 따른 영양결핍, 수면방해, 일상생활 수행에 대한 저항 등을 유발한다.
또한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 의미 있고 삶의 질에 기여하는 활동들에 대한
참여를 결여시키며, 삶에 무감동하며, 자살에 대한 조짐을 보이기도 한다(Iliffe,
Manthorpe, & Eden, 2003; Kales el al., 1999). 즉, 경도치매노인이 겪게 되는
우울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
둘째, 삶의 질은 사회적, 심리학적, 신체적 영역을 망라하는 다차원적인 개념
이다. 삶의 질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았으며 치매 노인 및 우울증 노인에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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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삶의 질은 우울이 심할수록 더 낮았
는데, 이는 우울은 인지기능의 손상과 정신적인 기능저하로 인해 삶의 질을 저
하시키기 때문이다(오승진, 류정미, 2011). 또한, 우울증과 치매 노인 삶의 질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연병길 등, 1999). 그러므로 노인의
대표적인 우울과 삶의 질의 함께 고려하고 치매노인의 전반적인 상태와 증상에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도치매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일반적인 중재방법은 약물치료이
다. 그러나 약물치료는 우울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확실한 치료방법은 아니며,
단지 경도치매의 증상들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실정이다(Ringman & Cummings, 2006). 물론, 약물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
에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약물에 의한 부작용 역시 많이 나타나고 있다
(Strauss & Solomon, 1983). 따라서 치매에 대한 치료법으로 의학적인 약물 치
료만으로는 완전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회 환경적 치료의 중요성
과 다각도의 공동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최근 여러 가지 다양한 치
료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사회환경적 치료방법에는 현실치료, 인지치료, 행동
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요가치료 등이 개발되어 있는데(송영주, 이
근매, 김기보, 2012; 김현주, 2011; 박영애, 2007), 이중 음악치료는 치매, 우울증
등 노인성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dridge, 1994; Bright,
1988; Casby & Holm 1994; Sambandham & Schirm, 1995; Hogstel, 1995; Hamdy
et al., 1998). 집단프로그램도 이러한 사회환경적 치료방법 중 하나로 집단의 지
지를 통해 경도치매노인들이 공감을 받고, 삶을 위해 필요한 희망과 위안을 제
공받음(Snyder, Jenkins, & Joosten, 2007; Zarit et al., 2004)으로 우울을 감소시
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음악이 치매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점은, 선행연
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Ashida, 2000; Sixsmith & Gibson, 2006; 최애나, 류
기광, 2007). Hostel(1995)은 음악이 노인에게 신체활동량을 늘리고 뇌자극과 집
중력, 상상력 등을 증가시켜 치매나 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역할
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유미나(2009)는 시설노인의 우울 감소를 위해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실시 후 우울이 감소되고 적극적인 참여태도의 변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일경(2009)은 리듬연주, 즉흥연주 등의
음악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혔으며, 최애나, 김윤
희, 정광조(2010)는 음악치료 활동이 주간보호노인의 우울감소에 효과적이라 보
고한 바 있다. 또한 음악은 시간을 구조화할 뿐만 아니라 경도치매노인들이 음
악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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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으로 우울을 감소(Ashida, 2000)시키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음악에서의 성공적인 참여는 경도치매노인의 역량을 드러내고 좌절을 덜
며 평온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분을 밝게 해주고 실패의 느낌을 잠시 줄여준
다(Sixsmith & Gibson, 2006). 즉, 음악은 경도치매노인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무
언가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함으로 무기력함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기분을 제공함
으로 우울을 감소시키며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음악의 특성을 이
용하여 집단음악치료는 경도치매노인에게 성공과 일체감의 기회를 통해 높은 삶
의 질을 제공하고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집단음악치료를 통하여 경
도치매노인은 지속적으로 타인과 어울리고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관계를 유지함
으로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Clair & Memmott, 2008).
음악치료 적용에 있어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특성이 반영
되어야 한다는 점이 여러 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다(Moreno, 1995; Toppozada,
1995; Amir, 1997). 이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특정 문화와 관습에 젖어온 노
인의 경우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이다(이현정, 2010). 많은 음악치료 연구가들은
내담자가 속한 문화의 전통적인 음악이 비전통음악에 비해 더욱 효과적임을 밝
혔으며(Moreno, 1988; 田中多聞, 1989; Wapnick, Mazza, & Darrow, 1998; 윤정림,
2000), 이를 토대로 민족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한 음악치료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음악치료가 효과적인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정신과
감수성 및 특징을 알아야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국악은 우리 민족
의 고유한 전통과 정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초적 감각 및 정서상태를 가
져오며, 이를 통해 무의식적인 편안함을 가져온다(윤명원, 2007).이는 한국 음악
은 한국인에게 적절한 치료음악이라는 연구(정혜정, 2004; 변재인, 2008)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세대들은 서양음악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흔
치 않았기 때문에, 음악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 정서에 맞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 국악의 장르 중 하나인 민요의 경우 민중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
하여 생겨나고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고유의 민족성이나 정서를 잘 표현하는 예
술로, 민요를 통해 노인은 우울했던 감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우울이 감
소된다는 선행연구(이현정, 2010)는 노인에게 국악을 이용한 음악치료가 적합함
을 나타내는 선행연구이다. 국악치료를 통해 뇌졸중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킨다
는 연구(정혜정, 2004)는 노인의 우울 완화에 국악치료가 효과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노인세대를 위한 일반적인 치료기법들을 보완하는 음악치료가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음악치료는
주로 서양고전음악과 서양악기를 사용하였고, 우리나라의 민족 문화적 배경에
근거한 음악치료를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치료의 효과적인 작용을 위해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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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시행하여 경도치매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도치매노인들의 우울 감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가?
2.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 G복지재단에 거주하는 경도치매노인 20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대상자 중 무선 추출하여 10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10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경도치매노인은 우울과 삶의 질을 인
지할 수 있는,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에서 15～19점 사이의 경도치
매노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각각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집단

실험집단

대상자

성별

연령

진단명

발병시기

A

여

73

혼합형 치매

2012.1.

B

남

80

혼합형 치매

2010.3.

C

여

87

파킨슨 치매

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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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대상자

성별

연령

진단명

발병시기

D

여

76

혈관성 치매

2011.1.

E

남

82

혼합형 치매

2010.6.

F

여

80

알츠하이머형 치매

2012.2.

G

남

83

혈관성 치매

2010.3.

H

여

78

파킨슨 치매

2012.1.

I

남

81

혼합형 치매

2011.9.

J

여

83

혼합형 치매

2011.12.

K

여

83

혼합형 치매

2010.9.

L

여

85

파킨슨 치매

2010.9.

M

여

88

혼합형 치매

2010.8.

N

남

86

혼합형 치매

2010.9.

O

남

77

파킨슨 치매

2011.5.

P

남

73

혼합형 치매

2012.1.

Q

여

86

혼합형 치매

2010.4.

R

여

77

혼합형 치매

2012.1.

S

남

82

혼합형 치매

2010.7.

T

여

75

혈관성 치매

2011.12.

실험집단

통제집단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실험집단(n=10)

통제집단(n=10)

M(SD)

M(SD)

연령(년)

80.3(3.95)

81.2(5.29)

유병기간(개월)

15.9(9.7)

18.7(8.6)

변인

2. 연구도구
1) 한국형 노인 우울 검사(Short Geriatric Depression Scale of Korean
version; SGDS-K)
Yesavage 등(1983)이 개발하고 배재남(1996)이 표준화하였으며, 지혜련, 최순
희, 조명숙(2003) 등이 사용한 한국어판 SGDS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그렇다/아니다’의 1점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0～15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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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0이다.
2) 삶의 만족도 척도(Life Satisfaction Index-Z; LSI-Z)
Neugarten, Havighurst, Tobin(1961)이 개발한 20문항의 7점 척도인 삶의 만
족도 척도(Life Satisfaction Index-A; LSI-A)를 Wood, Wylie, Sheafor(1969)이
13문항의 3점 척도인 LSI-Z로 수정하고 최헌 등(1998)이 12문항으로 수정 번안,
송애랑(2000), 장정미(2005) 등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삶의 만족도
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Neugarten, Havighurst, & Tobin,
1961). 본 척도는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
다. 응답의 범주는 ‘예’를 3점, ‘아니오’를 1점으로 하는 3점 Likert척도이며, 부정
문항은 역순으로 채점한다. 총점의 범위는 12∼3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다.

3.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Hanser와 Thompson(1994)이 개발한 노인의 우울을 경
감시키기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성공적인 경험과 성취
감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재구성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음악과 음악활동으로 국악을 적용하여 구성
하였다. 접근 방식은 Hanser와 Thompson(1994)의 우울 경감 프로그램인 음악과
동작, 긴장이완, 얼굴마사지, 긍정적 상상, 창조적 표현이며 국악을 이용하여 음
악치료기술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깊은 신체이완을 위한 자극,
긍정적 이미지와 기분에 대한 자극, 걱정을 차단하고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도
록 자극을 제공하며, 즐거움과 잠재력을 강화시키도록 하였다. Hanser의 프로그
램은 대상자의 집에서 8주 동안 개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나, 본 연구에서는 집
단음악치료를 통해 경도치매노인들이 지속적으로 타인과 어울리고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관계를 유지함으로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16회기로, 크게 초기(1～2회기), 중기(3～14회기), 후기(15～16회기)
로 구성되어있다. 초기 단계(1～2회기)에서는 친밀감 형성 및 긴장이완을 목표로
하였다. 중기 단계(3～14회기)에서는 점진적 근육이완, 긍정적 이미지 연상, 수면
유도, 성공적 경험 및 성취감 제공 등을 통하여 우울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후기 단계(15～16회기)에서는 창조적 표현을 통
해 즐거움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 우울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
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각 회기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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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
단계 회기

주제

음악치료 내용
태평무(화평지무) 음악

1

친밀감
형성

초

및

기

운동긴장
2

이완

을 들으며 치료사의 동
작 따라 하기

굿거리장단의

가야금

산조를 들으며 집단원
의 동작 따라 하기

3

얼굴마
사지

아리랑 음악을 들으며
본인의 얼굴 근육을 마
사지하기
승무 음악을 들으며 신
체 각 부분을 이완하기

4

(손/팔, 팔꿈치)

5

점진적
근육
이완

승무 음악을 들으며 신
체 각 부분을 이완하기
(이마, 코/눈, 턱, 목)
승무 음악을 들으며 신
체 각 부분을 이완하기

6

(가슴/어깨/등, 배, 허
벅지, 종아리, 발)

중
기

7

긍정적
상상

대금 독주곡을 이용한
유도된 심상음악

치료적 근거
태평무 음악은 노인에게 친숙한 음악으로 집단원들의 친
밀감 형성을 돕는다. 또한 태평무는 본래 무용을 위하여
작곡된 곡이며 빠르기가 일정하여 치료사의 동작모방을
통하여 움직임을 유도하고 긴장이완 하도록 도움을 준다.
굿거리장단은 동작을 유도하는 리듬과 활기찬 분위기의
음악으로, 집단원들의 동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동작모
방을 통해 운동-긴장이완은 물론, 본인의 동작을 다른 사
람이 따라함으로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대상자들에게 친숙한 음악인 아리랑은 리듬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러
한 음악과 얼굴근육 마사지를 통해 긴장된 얼굴근육을 이
완할 수 있다.
Clair와 Memmott(2008)는 점진적 근육이완 기법에 음
악을 사용하는 것은 대상자가 삶의 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며 우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승무 음악은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음악
으로 긴장이완에 도움이 된다. 느린 템포이며, 강약/음색/
조성 등이 변하지 않으며 강세나 당김음이 없는 일정한
박을 유지하며 절제미가 있다. 이러한 음악은 신체적 반
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차분하고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
며,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점진적 근육이완기법
은 신체 각 부분의 이완을 통해 집단원들에게 안정을 주
며 근육을 점차적으로 풀어준다.
대금의 음색은 애절한 분위기와 밝은 분위기의 양면성이
있다. 대금 창작곡을 이용하여 내담자가 익숙한 곡으로
심상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였다. 대금 창작곡은 초반에
슬픈 분위기를 띄는데, 이는 우울한 정서의 집단원으로
하여금 음악을 통해 자신의 내면으로 초대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후 치료사의 유도와 음악을 통해 내면을 자극하
여 이슈를 발견하도록 하며, 점차 밝아지는 분위기의 음
악과 치료사의 유도를 통해 음악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
원하고 돕는다. 밝은 분위기로 마무리되는 음악과 치료사
의 유도를 통해 집단원은 이루어진 경험을 정리한다. 초
반에 동질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집단원의 우울한 기분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며, 점차 중립성의 원리와 이질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편안함과 행복함과 관련된 기억들을 불
러 일으켜 긍정적인 기분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구
조의 음악은 안정감과 평온함을 불러일으키며 집단원들의
안정된 경험과 일치하는 심상으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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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주제

음악치료 내용

대금 독주곡을 이용한
8

긍정적

유도된 심상음악을 통

상상

하여 역기능적 생각 바
꾸기

해금 연주곡을 들으며
불안과 우울한 이미지

9

를 제거하며 신체증상
이미지

의 변화를 느끼기

연상신체의
변화

중

양청도드리 음악을 들

10

으며 수정나무 만들기

기

11

12

수면

가야금 음악을 통해 숙

유도

면 연습하기

영남농악의 리듬에 맞
성공적

춰 움직이기

경험
및
성취감
13

제공

영남농악 난타북 연주

치료적 근거
대금 독주로 구성된 경풍년은 일반적인 경풍년 곡과는 달
리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연상할 수 있는 분위기의
음악이다. 이러한 분위기의 음악을 통하여 집단원은 긍정
적이고 즐거운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울한
감정과 역기능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한다. 치료사
의 유도와 음악을 통해 집단원들은 내면초대-내면의 이슈
발견-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및 도움-경험 정리의 단계를
거친다.
해금의 애절한 음색으로 연주되는 느리고 긴 연주의 음악
을 들으며 내면의 불안과 우울 등을 떠올린다. 음악이 진
행되며 치료사의 안내에 따라 긴장이 몸으로부터 떠올라
가는 이미지를 연상하도록 한다. 신체의 긴장을 이완시키
며 자신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긴 음
악을 통해 치료사는 집단원들이 우울한 이미지를 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구조적으로 제공해준다. 이러한 작업
을 통해 집단원은 우울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심신이 편안
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 방법과 기분전환을 위한 창조적
인 방법을 떠올리고 적어본다. 이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
작업은 집단원들이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해결방법을 기
억하게 하여 우울의 지속을 막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양청도드리 곡은 경쾌하고 속도감이 느껴지는 음악
으로 긍정적 에너지와 기분전환을 제공한다.
수면부족은 반응성과 활력에너지에 손상을 주고 행복감을
감소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빠른 음악은 움직임을
유도시키고, 낯선 음악은 주의집중수준을 높이므로 이러
한 음악 대신 느리고 반복적인 친숙한 음악을 통하여 깊
은 휴식과 수면을 유도한다. 가야금으로 연주된 우조가락
도드리 변주곡은 일정한 박자가 반복되며 익숙한 멜로디
로 수면을 돕는다. 음악을 통한 숙면연습은 경도치매노인
의 우울로 인한 수면방해를 줄일 수 있으며, 수면방해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타악기로 연주되는 당김음이 있고, 빠르며 리듬감 있는
음악은 동작을 유도하는 음악으로 그룹원의 에너지를 향
상시킬 수 있다. 영남농악은 쇠, 북, 장고, 징으로 연주되
며 당김음이 있으며 점점 빨라지는 리듬으로 집단원들의
동작을 유도하고 에너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난타북 연주를 통해 기분을 환기시키며 연주수행을 통한
성취감을 경험하는 등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
다. 또한 난타북 연주는 동작을 가미한 활동으로 집단원
들에게 역동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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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중
기

주제

음악치료 내용
국악기를 통한 즉흥연

14

주

양청도드리를 듣고 집

15

단원들과 춤 만들기

종

창조적

결

표현
16

민요를 듣고 집단원들
과 공동미술작품 만들
기

치료적 근거
즉흥연주는 집단원들의 감정표현을 돕고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리듬악기연주는 카타르시스를 분출할 수
있어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킨다.
양청도드리는 빠르고 경쾌한 곡으로 기분전환을 돕고 즐
거움을 제공한다. 현재의 변화와 관련된 감정과 생각 표
현하기로, 긍정적인 감정표현을 통해 작은 행복에 대한
현실인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라지 민요를 듣고 집단원들과 주제를 정하여 공동작품
을 만든다. 공동작업을 통하여 집단원들간의 지지를 느낄
수 있다. 집단원들간의 지지는 우울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4. 연구절차
본 연구는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주 2회, 40분씩 총 16회기로 구성하였다.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
를 시행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우울 척도와 치매노인 삶의 질 척도를
시행하여 측정하였고, 음악치료 실시 후에 사전검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치료환경은 시설 내 프로그램 실을 이용하였다. 국악을 이용한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에게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음악치료사가 진행하
였다.

5.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의 결과를 가
지고 Wilcoxon 비모수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ㆍ사후검사의 평균 점수를 Wilcoxon 비모수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경도치매노인 집단음악치료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사전, 사후검사의 평균 점수를 Wilcoxon 비모수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의 유의도는 p<.05 미만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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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울 척도와 치매노인 삶의 척도
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시행 전후에 각각 조사하였다. 이를 통계분석 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집단 간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점수로 비모수 검
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사
실험집단(n=10)

통제집단(n=10)

M(SD)

M(SD)

우울

8.8(2.02)

삶의 질

18.1(7.888)

영역

Z

p

8.3(2.14)

-1.414

.157

17.3(4.661)

-0.423

.673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실시하기 전의 우울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
8.8, 통제집단 8.3으로, 실험집단의 수치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의 삶의 질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 18.1, 통제집단 17.3으로, 실험집단의 수치
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우울과 삶의 질 수준에서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2.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 감소에
미치는 효과
실험집단에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실시한 후 양 집단에 우울 검사를
시행하여, 실시 전의 우울 검사와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우울 차이
영역

집단

사전 M(SD)

- 29 -

사후 M(SD)

Z

p

예술심리치료연구(제9권 제3호, 2013)

영역

집단

사전 M(SD)

사후 M(SD)

Z

p

실험집단(n=10)

8.8(2.02)

3.7(2.7)

-2.207

.027*

통제집단(n=10)

8.3(2.14)

9.6(3.6)

-0.960

.337

우울
*p<.05

<표 5>에서와 같이 실험집단은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 시행 후 우울이
8.8에서 3.7로 감소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8.3에서 9.6으로 우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따
라서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 감소에 효과적임이 밝
혀졌다.

12
10

8.8

8

9.6

8.3

실험집단

6

통제집단

3.7

4
2
0
사전

사후

<그림 1>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 시행 전,후 우울 변화

3.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
상에 미치는 효과
실험집단에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실시한 후 양 집단에 삶의 만족도
척도를 시행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삶의 질 차이
구분
삶의 질

집단

사전 M(SD)

사후 M(SD)

Z

p

실험집단(n=10)

18.1(7.888)

25.9(2.319)

-2.117

.034*

통제집단(n=10)

17.3(4.661)

19.2(3.400)

-0.889

.374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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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서와 같이 실험집단은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 실시 후 삶의 질
이 18.1에서 25.9로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였다.
통제집단 역시 17.3에서 19.2로 사전에 비해 삶의 질이 증가하였으나, 사전-사후
의 변화가 유의수준(p<.05)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
과를 얻었다. 즉,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실시한 집단은 삶의 질이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시하지 않은 집단은 삶의 질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따라서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
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30

25.9

25
20
15

18.1

19.2

17.3

실험집단
통제집단

10
5
0
사전

사후

<그림 2>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 시행 전,후 삶의 질 변화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년 이내에 치매 판정을 받은, 간
이정신상태검사(MMSE-K) 15～19점 사이의 경도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을 구분하고, 실험집단에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였다.
첫째,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제집단은 우울이 증가한 반면, 실험집단은 우울이 현저하게 감소
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실험집단에게 국악의 문
화적, 민족적인 요소가 집단원들에게 안정감과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우울
감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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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제집단은 삶의 질이 다소 증
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실험집단은 삶의 질이 증가
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경우 우울이 증
가하였음에도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정미영, 심미영(2009)이 주장한 노인의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인 ‘이웃에 대한 삶의 질’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복지재단에 거주하는 경도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시
행되었는데, 시설 거주를 통해 거주노인간의 상호교류의 기회가 제공되어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울이 진행됨에 따라 통제집단의 노인의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반면 실험집단의 경우,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를 통
해 신체활동량 증가, 긍정적 경험, 숙면훈련 등을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 경험과
성취감을 획득하여 삶의 질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현정(2010)의 연구에서 국악을 이용한 음악치료가 노인
의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부분과 일치한다. 또한 정혜정(2004)의 연구에서 국악치
료가 뇌졸중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노진자(2012)의 연구에서 국악
치료 프로그램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결과가 본 연구의 효과성을 입
증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치매노인 대상으로 한 집단음악치료와 관련된 연구는, 치매의
특정 진행 단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경도치매는 중도치매, 고도치매와는 징후와 주호소 문
제가 다르기 때문에 음악치료의 목적이나 중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Clair &
Memmont,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치매노인환자 중 경도 진행단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도치매노인의 주호소와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를 활용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또한 음악치료 비전공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
분으로, 음악치료에 대한 체계적이지 못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국악을 이
용한 집단음악치료의 연구 영역 역시 인지적 혹은 신체표현력에 관련된 연구들
로, 우울이나 삶의 질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우울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Hanser의 치료기법에 성공적인 경험
과 성취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국
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를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국악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악으로 한국인의 정신과 감수성이 반영된 음악이다. 또한 음악치료 적용에 있
어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Mor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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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Toppozada, 1995; Amir, 1997)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오랜 세월을 살아오
면서 특정 문화와 관습에 젖어온 노인에게 국악은 서양음악에 비해 문화적, 민
족적 특성이 반영된 음악으로 더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악의 장점을
이용하여 집단음악치료를 적용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악을 이용
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일반화를 위한 사례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대상자를 특정한 지역의 한 기관에서 구성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
과를 모든 경도치매노인에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시설 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의 일
상생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외생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으므로 치료 결과
에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치매환자를 위한 기존의 집단음악치료와는 달리 경도치매노인을 위한,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라는 점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우울 감소와 삶의 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
에 의의가 있다. 향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효과규명과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
악치료의 다양한 개발을 통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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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erapy with 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Kim, Hyun Jung* · Jung, Jae Won**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group music therapy with Korean
traditional music 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 elderly people with mild
dementia who reside in G Welfare Foundation in D city. Ten of them were
randomly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ten people were
assigned to control group respectively. This program was carried out during
16 sessions for 40 minutes per session twice a week for 8 weeks from
September 24, 2012 to November 15, 2012. Before and after this program,
SGDS-K(Korean version of Short Geriatric Depression Scale) and LSI-Z(Life
Satisfaction Index-Z)were carried out for the two groups. And then the test
results were analyzed by SPSS WIN 17.0. It was found out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reduction(p<.05) in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a significant improvement(p<.05) i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mid dementia.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is group music therapy
with Korean traditional music is effective in the reduction of depression and
also in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Key Words : Korean Traditional Music, Group Music Therapy,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Depression,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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