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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초기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미술치료 키트에 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병원,
복지시설과 뇌 건강 센터에서만 주로 진행되던 것을 평상시에도 집에서
환자가 스스로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자
녀들과 떨어져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미술치료 키트가 될 수 있도
록 고민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명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치매 노인의 비율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
고 있다.‘국제 치매정책동향 2018’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수명 연장 기술과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60년에 현재보다 각각 두 배, 다섯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급속한 고령화 증가로 치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치매에 대한 완벽한 치료 방법은 없
다. 이는 우리 미래의 모습이며,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
이다. 노화 현상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기억력 감퇴로 고생하는 90세 외할머니를 지켜보면서
미술치료 키트에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미술치
료 키트를 통해 기억력 감퇴로 고생하는 노인분들에게 삶의 재미와 희망
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 노인의 미술치료 필요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주
안점을 두었다. Kramer 따르면, 미술치료에서 주는 시각, 촉각적 효과가
뇌세포의 활동을 촉진하여 기억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 효
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치매 미술치료 키트를
통해 소근육 (손이나 손가락 움직임)을 강화 시킬 수 있다. 앞서 연구
기반으로 치매 노인들의 기억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미술치료 키트에 활
용법에 대해 연구하였고 미술치료 4 가지 프로그램 키트 디자인을 최종
결과물로 제작하고자 한다.

주요어 : 치매 예방, 미술치료 키트, 기억력 개선, 소근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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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또는 노망이라고 부르며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치매를 하나의 질환
으로 여기게 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이는 급격하게 발전한 경제 성장과 의학 및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
세계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성 질환인 치매 유병률도 증가하
였기 때문이다. 이에 치매 인구 또한 약 2018년 75만 명에서 2060년
약 332만 명으로 4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1
치매 노인의 증가는 부양가족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 심
리적,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되었다. 부양가족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노인과의 관계 형성이 악화되는 등의 사회적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다.
인구의 급진적인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증가를 고려해 볼 때, 치매 노인
에 대한 문제는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게
되었다.2 치매 노인들은 외로움과 좌절감을 느끼고 우울증, 불안과 고립
감을 경험하며 이상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예방
하거나 치료하는데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심리적 측면에
서 미술을 활용한 심리치료가 노인들의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3
최근 들어 미술치료의 효과가 치매 노인의 치료적 측면에 유용하
다는 결과가 나왔다. 치매의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두뇌활동의 촉진
하고 소근육을 사용하여 좌우 손발을 균형 있게 잘 사용함으로써 뇌를
고르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 활동을 통해서 몸의 긴장과 이완
을 반복하는 활동이 좋다고 하였다.4
Gallagher(1993)5는 미술치료를 통한 과거를 기억하는 회상 과
정에서 노인의 긍정적인 삶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미술치료는 치매 노인의 행동 통제(우울/ 불안 감소)에 큰 효과를
1

웹사이트 출처: https://www.nid.or.kr/중앙치매센터 사이트

2

신희영, 치매관리예방: 예감출판사, 2019

3

웹사이트 출처: http://www.silverweb.or.kr/한국치매협회 사이트

4

박상희.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과 자기표현

에 미치는 효과" VOL.- NO.- (2005)
5

Gallagher, Susan. "Celebration of Women's Lives: Geriatric Art Therapy as

Life Review."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1993
2

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Kramer(1994)6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표현할 수 있는 대
체수단으로써 시각적, 촉각적 자극을 이용한 미술치료를 적용할 때 스트
레스와 공격성이 감소되고, 환자의 음성적 배회 행동이 어느 정도 완화
되었다. 창의성과 주의력 집중을 유지하는 데에도 미술치료가 효과적이
라고 입증하였다. Kathleen(1997)7는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좌절감, 분
노, 슬픔, 기쁨의 모든 범위의 감정을 체험하지만, 종종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감소한다. 반면 미술치료는 감정의 정서
적인 표출에 대한 전달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그들이 그 당
시 체험한 것을 그림으로써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자기 자신
에 대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라도 미술을 활
용하면 훨씬 더 쉽게 자신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자
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주저하
는 노인들에게 더욱 유용한 치료 방법이다.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내면
의 감정들을 시각적 표현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술치료는 내면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여 카타르시스 효과를
가져온다.8 또한 노인의 자기표현, 자기 이해, 자기조절, 대인관계에 중
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의 치유적 기능에
기초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활동의 필요성 및 의의에 대해 고찰
하고 그 문제점 해결 방법을 통하여 치매 노인의 기억력 증진 시키기 위
한 목적을 두고 있다.
치매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언제부터 증세
가 시작되었는지, 어떤 증세로 발현되었으며,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나
타내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치매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
는 언어장애로 물건 이름을 올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실어증, 유사한 단
어를 말하는 의미 착어증, 상대방의 말을 따라 하는 반향 언어 증 등이
있다. 이러한 기억력 장애는 치매 초기부터 나타날 수 있다.
미술은 비언어적 표현 수단으로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를 작품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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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료로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술은 분노, 적대감을 없앨
수 있는 정화의 기능을 하며, 자신을 방어할 때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해 줌으로써 개인의 무의식적 갈등, 정신 역동을 파악할 수 있
게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9
본 연구의 목적은 인쇄 매체를 사용하여 한 미술치료 키트 프로
그램을 통해 치매 노인의 눈과 손의 협응력 및 주의력 강화를 통해 기억
력 장애 완화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뇌 기능 손상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정서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치매 초기 노인의 치매 예
방에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내용은 인쇄 매체(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정보전달)를
중심으로 미술치료 키트를 활용한 미술치료를 수행하고 나서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는 첫 번째, 치매 미술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수집하고 분석을
한다. 두 번째, 연구를 통해 시각화한다. 세 번째는 최종 작업으로써
시각화된 결과물을 치매 초기 단계에 필요로 하는 치매 예방 시리즈를
적용하여 진행한다. 미술치료 키트는 기억력 개선 및 소근육을 활용하여
직접 체험하는 인쇄 매체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미술치료를 이해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진행하면서 치매 노인의 특성과 치매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파악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노인 세대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연령의 인구, 그
중에서도 치매 초기 단계에 앓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본인의 역량에 따라 선, 색, 여러 가지 색상 도형들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체험을 통해 성취감과 정서적 안정을 얻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인들은 지적인 활동을 수행하며, 인지적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쇄 매체를 활용한 치매 미술치료
키트는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과 소근육 발달과 함께 과거의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미술치료 키트를 적용하였다. 이 키트의 주요 목적은
치매를 예방하는 것에 있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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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10
치매 미술치료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4 가지 주제에 따라 어떠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소근육 운동은 노인들의 집중력을 환기시켜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치매 노인의 소근육 운동은 정교성, 지각운동, 쓰기 능력에서
뛰어나다고 입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손의 감각 자극이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과 소근육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11
이에 본 연구는 미술치료 키트 프로그램이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과
소근육 발달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둔다.
첫 번째, 소근육 운동으로 활용한 미술치료 키트가 초기 치매
환자들의 인지 기능에 주는 효과가 무엇인가.
두 번째, 미술치료 키트가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에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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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2.1 치매의 정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매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치
매와 관련된 미술치료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
각한다.

12

치매(Dementia)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의 ‘dement’에서 유

래되었으며, 이 의미를 자세히 보면, ‘ dement ’ 는 ‘ de ’ (제거)+
‘mens’(정신)이고 다시 설명하면 ‘정신이 제거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dementia’는 ‘de’(제거) +‘ment’(정신) +
‘tia’(병)이라는 뜻이 결합된 용어로서 붙여서 설명을 하면 ‘정신이
제거된 질병’으로 제정신이 아님을 의미한다. 18세기 말까지는 그 말뜻
대로 넓은 의미의 정신이상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됐다.1314
주로 노년기에 나타나므로 ‘노망‘ 이라는 용어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치매라고 하면, 보통 ‘노인성 치매’라고 떠올리게 된다. 한문으
로 사용하는 치매(癡呆)의 의미를 보면 치(癡)는 ‘어리석다‘ 또는
‘미쳤다‘, 매(呆)는 ‘미련하다’는 뜻으로 결국 치매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15
건강 백과16에서는 치매를 ‘치매는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인에 의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 기능과 고등정신기능(higher
mental function)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이라고 하였다.17
하지만 치매는 나이가 들어 발병되는 생리적 현상이 아닌 비정상적
인 병리 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 증상 또는 원인, 질환의 종류,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가벼운 기억장애부터 아주 심각한 행
동 장애까지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게 치매 환자들은 기억장애 외에도
사고력, 추리력 및 언어능력 등에서 비슷한 정도의 장애를 보이게 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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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 치매를 통해 나타나는 장애에는 기억력 장애, 지남력 장애(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구별 능력), 언어 장애, 판단력 장애, 주의력 장애,
수행능력 장애, 추상력 사고능력 장애 등이 있다.19 치매의 정도나 특성
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만큼의 인지 기능 저하가
치매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즉, 성장기에 정상적인 지적 수준을 유지하다가 후천적으로 지적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바로 치매라고 한다.
치매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던 사람이 뇌 기능 장애로 인
해 후천적으로 지적 능력을 상실되었을 때 경우를 말한다.
1) 치매의 원인 질환
치매는 이전보다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직업적 업무 수행이나 사
회생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언어능력, 판단능력 등의 여러 가지 영역
의 지적인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 하는 증상을 말한다.
노인성 치매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뇌 혈관성 치매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치매는 내과, 신경과 및 정신과 질환 등 70~100가지 이상의 원
인 종류에 의해 야기되는 대표적인 신경 정신계의 기질적인 질환이다.20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 다발성 뇌경색, 파킨슨병, 알코
올성 치매 등이 있다. 그중에서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하며 전체 치매
환자 중에서 50~70% 정도는 이 병에 의해서 치매 증상이 발현된다.21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질병분류에서 보면, 치매는 보통 뇌의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에서 생기는 증후군이며 이로 인해 기억력, 사고력, 이
해력, 계산 능력,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고도의 대뇌
피질 기능의 다발성 장애라고 정의하고 있다.
치매의 증상 유형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2223
1. 알츠하이머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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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츠하이머병은 치매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으로서 전체
치매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매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뇌세포들이 특정한 원인 없이
서서히

죽어감으로써

개인의

인지

기능은

점진적으로

감퇴하며, 성격변화, 대인관계 위축, 사회활동의 제한은 물론
기본적 일상생활조차도 어렵게 만드는 퇴행성 치매이다.
2. 혈관성치매
-

혈관성치매는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이 그 원인이며
치매 중에서 두 번째로 흔한 유형으로 다발성 경색 치매와
빈스방 거병으로 나뉜다. 다발성 경색 치매는 전체 치매 중
약 20%를 차지하며 뇌졸중이 원인이고 급격히 발생하여
서서히 악화된다. 혈관성치매는 뇌혈관질환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치매를 말하는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흡연, 비만 등이 있는 사람에게서 잘 나타난다.
정상적으로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뇌혈관이 지속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에 의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혈관이
좁혀지거나 막히거나 터져서 뇌의 원활한 혈액순환이 안되어
뇌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게 됨으로써
나타난다.

3. 알코올성 치매
-

술을 많이 마시면 특히 비타민 B1의 결핍으로 뇌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술의 양을 조절하면 알코올성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이 병은 기억력이 손상되고 그밖에 계획을 세우고
조직하고 판단하거나 대인관계 기술과 균형을 담당하는 곳이
가장 많이 손상된다. 술을 끊으면 알코올성 치매 증상이
좋아질 수 있으며 비타민 B1을 섭취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4. 산소 결핍 후 뇌증
-

외국은 대부분 심장발작 때문이거나 우리나라는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발생한다.

5. 가성 치매
앞서 말한 치매 외에 심인성 치매로 가성 치매가 있다. 이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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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조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변화가 생겨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즉, 가성
치매는 사고능력은 거의 건전하면서 일체 생각하려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다. 주위에 관심이 없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외면서 흡사 치매
상태와 다름없이 보인다.
6. 외상 후 치매
-

두부 외상은 혈관 뇌 장벽의 투과력을 증가시켜 독소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의 저하로 상당한 정도의 신경세포를
손상해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

외상과 관련되어 나타나 치매의 가역적인 원인(경막 하
혈종), 비가역적인 치매 (권투선수 치매)

-

일반적으로 두부외상 후의 치매는 경미한 상태로부터 극심한
상태인 지속적 식물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

지속적 식물 상태는 의식은 있으나 모든 정신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서 보통 1년 이내에 사망한다.

-

심한 상태가 아니면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서 매우 서서히
호전된다.

-

심할 경우 정신 기능 둔화, 만성피로, 주의력 결핍,
기억력과 언어장애 및 감정의 둔화 등의 특징적인 증상이
영구히 남을 수 있다.

7. 기타 질병에 의한 치매
1) 파킨슨병은 신경전달물질 중 도파민이라는 것이 부족하여
운동 신경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여 생기는 운동신경
장애이다. 이 병은 신체 떨림을 보이거나 손, 발, 관절의
마비, 언어장애, 신체를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보이게 되며
말기에는 치매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다. 약물을 복용하면
운동장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부작용으로 환각,
망상, 일시적인 혼란 상태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2) 픽(pick) 병은 수십 년에 걸쳐 인간의 능력이 점진적으로
퇴화하여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한다. 픽 병은 뇌의
전두엽에서 발생하며 전형적으로 60세 이전에 시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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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증상은 사회적 행동. 성격, 자발성 그리고 초기에는
다른 장애가 일어나기 전에 기억장애와 집중력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3) 헌팅턴병(Huntington’s disease)은 일반적으로 30~50세
사이에 발병이며, 유전성이며 뇌의 퇴행으로 생기는 병이다.
이 병은 지적 장애, 손발과 얼굴 근육이 불규칙적이고
비자발적으로 움직이며 성격 변화, 기억장애, 말더듬증,
판단력이나 정신적인 문제 등의 다른 증산도 동반한다.
4) 대사성 장애 따른 치매는 저산소 혈증, 저혈당, 요독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Hypothyroidism), 비타민 부족에 의해
치매가 발생한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비타민 B12
부족에 의한 치매는 노년기에 발생한다.
따라서 치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 기능이 손상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리고 단순하게 기억력이 저하된 경우를 치매라고 불리지 않으며, 인지
영역도 저하가 되었을 때 치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치매
는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 게 병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뇌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2.2 치매의 대표적 증상
초기의 치매 환자는 흔히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되며,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결국에는 모든
학습능력이 상실된다. 초기에는 기운과 의욕이 없으며 외부 일에 무관심
하며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된다. 치매 노인에게서 발견되는 증
상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치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나
타나며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 잃는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우리
의 미래 모습이며, 우리는 노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지능이 급격히 변
화하고 기억력 감퇴와 함께 우리 주변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서서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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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해 간다.24
<표 1> 이현민(2011)에 따라 재구성하여 단계별 치매의 증상 나눈다.25
단계

초기

증상
•

언어장애

•

최근 기억의 상실

•

시간에 대한 지남력 상실

•

판단력 장애

•

의욕 상실

•

우울증, 공격적 언동

•

취미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

금방 일어난 일,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함

•

청소, 요리, 장보기 등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음

중기

•

의존적인 경향이 많아짐

•

기본적 위생관리활동(화장실, 씻기, 옷 입기
등)의 도움을 받아야함

•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함

•

배회, 비정상적 행동, 환각경험

•

집안이나 밖에서 길을 잃어 버림

•

환각을 경험

•

음식을 먹지 못함

•

형제, 친척, 친구, 자신이 아끼던 물건 등을 알
아보지 못함

말기

•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나 분석능력이 없음

•

집안에서도 방향을 찾지 못함

•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임

•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침대에 누운 채 생활함

치매 초기에는 단기 기억을 놓치고 최근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
기는 어려움이 크다. 그중에서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중기에는 다양한 장애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위협을 받게 되어
독립적 생활이 힘들게 된다.

24

권중돈, 치매와 가족.서울 :학지사, 2002

25

이현민, 노인성 치매 미술치료프로그램 적용사례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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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에는 치매가 심해져 혼자 중얼거리지만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되고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기도 한다. 대소변이나 식사 등 기본
적인 일상생활을 못하고 가족이나 자신의 얼굴조차 알지 못한다.
시간/공간 능력 장애로 길을 잃거나 배회하기도 한다. 발병 10~15
년 이후에는 인격이 황폐 상태에 이른다. 또한 망상, 환각, 의심증, 성
적 이상행동, 도벽 및 심한 충동적 행동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치매 노
인에게 나타나는 인지 기능 장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26
(1) 기억력 장애
기억력 감퇴는 모든 치매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데 장기
기억보다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단기기억의 상실이 현저
하다. 기억 장애로 인하여 치매 노인의 의사소통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익숙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방향성이 없거나 사소한 것
도 잘 잊어버린다.
-

초기: 단기 기억력 장애

-

중기: 잦은 건망증 또는 과거의 사건만을 기억하여 이른바
“과거 속의 사람”으로 변한다.

-

사회적 고립(적응력 저하, 우울증) 가족, 자아 상실

-

말기: 모든 일들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 언어 장애
언어 장애는 의사소통을 할 때 모호하고 부정확한 언어를 사용
하거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길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
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다른 피질 성 치매의 경우는 초기에
건망증, 실어증, 착어증으로 시작하지만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
됨에 따라 대화 중에 자발적인 언어의 표현이 감소하고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초기: 정확한 단어 구사를 못하고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비슷
한 어휘로 쓴다.

(3) 판단력 장애
치매 중기 이후에 두드러지며 판단력 장애가 오면 노인의 일상
생활의 관리는 물론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며 때로는 필요
하지 않는 물건을 사기도 하거나, 재산권 등의 법적 문재를 일
26

정여주, 노인미술치료.서울 :학지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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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킬 수도 있다. 거친 말투로 사용하고 부적절한 농담을 하고
자신의 외모, 위생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성적인 이상 행동을 한
다.
(4) 지남력 장애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위치, 시간의 흐름, 주변인물을 파
악하는 능력을 지남력이라고 한다. 치매 노인은 치매의 진행에
따라 시간, 장소, 자신과 주위의 관계가 모호해지면서 치매가 진
행됨에 따라 점차 지남력이 떨어지게 된다. 심할 경우 자신의
집에서 주방이나 화장실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까지 이른다.
(5) 주의력 장애
주의력 장애는 주로 의식장애에서 잘 관찰되며 치매 초기에는
발견 못한다. 외부 자극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6) 수행능력 장애
수행능력은 어떤 행동 양상을 파악하고 복잡한 관계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필요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평가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만드는 추상적인 사고능력을 말한다.
(7) 추상적 사고능력 장애
노인들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복잡한 정보를 처리해야할 상황이
되면 이를 귀찮아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2.3 치매 미술치료의 필요성
(1) 미술치료의 정의
미술치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기원을 선사시대의 동굴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상징을 그린 동굴벽화를 통해서 자신들
의 세계나 생각 등을 표현하였다. 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Ulman
이 The Bulletin of Art Therapy 창간호에서 용어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술치료는 Ulman에 의하면 교육, 재활, 정신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든 공통된 의미는
시각 예술이라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돕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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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도이다.27
Ulman에 의하면 미술치료는 “미술”과 “치료” 단어의 합성
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경우의 미술 의미는 치료자
와 환자 사이의 상징적 호화로 정신 분석학적 정신 치료 방법의 수단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미술치료 이론에 있어서 대표적인 치료 의미를
세 가지 이론적 입장을 볼 수 있다.
첫째, M. Naumberg (치료에서의 미술: Art in Therapy, 1996)는
1940년대부터 정신분석적 접근으로 치료를 하며, 환자들이 그린 그림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Naumberg의 기본적인 가정은 환
자의 무의식적 사고와 감정이 그림에 직접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었다.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심리치료라고 했다. 그림은 환
자가 자신의 내적 상태를 표현한‘상징적인 말’(Dynamically Oriented
Are Therapy)라고 불렀다.28
두 번째, 나움 버그의 견해와는 상반되는 Edith. Kramer29
(치료로서의 미술: Art as Therapy, 1971)는 미술치료가 하나의 독립 분
야로서 태동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또 한 명의 중요 인물이다. 크레이머
는 치매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으며, 치매 노인의 배회 활동이 감소하고
창조성과 주의력 집중 유지에도 미술치료가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Gallagher 30 (1993)는 미술치료를 통한 회상 과정이 치매 노인의 긍정
적인 삶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 한 바가 있다. ‘치료로서의 미술’로 미
술치료의 창조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리고 미술의 치료적 속성은 미술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승화와 통합과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
였다. 작품을 만드는 창작 과정 자체와 자아 성장 치료라고 하였다.
셋째, E. Ulman (치료와 창조: Art in Therapy & Art as Therapy,
1977) 미술치료를 독립된 분야로 발달시킨 중요한 인물이다. 미술 과정
27

김성민,

"미술치료가 노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디지털정책

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 no. 9 (2013): 319-24.
28

주리애 2001, 미술치료는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pp 23-25

29

Kramer.M.E, Rosellini & Robert A.(1984). The effect of learned

helplessness training on subsequent task performance in children.:Journal of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30

Gallaher. S. M, Celebration of Women’s Lives: Geriatric Art Ther apy Lite

Review. Masters Thesis (MA)-Ursuline Collage.108.Masters Abstracts
International. 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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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광범위한 인간 능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성숙 과정에서처럼 그것은
충동과 통제, 공격과 사랑, 환상과 실제,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필연
적으로 갈등하는 요소들의 통합을 요구한다. 그녀는 미술 심리치료와 치
료로서의 미술은 같은 시점에 같은 방에 있는 두 측면이거나 다른 시기
에 같은 치료자가 일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내담자의 작품이 예술이
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보다는 대상에 따라서 상동적인 표현이나 강박적
표현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미술치료는 치료적 측면과 창조적
측면을 모두 통합하려고 노력하였다.

(2) 미술치료의 장점
Wadeson(1980) 미술치료의 장점 6가지를 요약하였다.31
첫째, 미술은 심상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미지로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말이란 형태를 취하기 전에 심상으로 사고한다. 엄마라는 말을
하기 전에 어머니의 심상을 떠올릴 것이다. 삶의 초기의 경험이 중요한
심상의 요소가 되며,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심상을 그려진다. 그 심상이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예술 매체는 종종 심상의 표출을
자극하는 즉, 미술은 치료를 통한 발전에 좋은 매개가 된다.
우뇌는 우리가 심상을 떠올리고 상징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알츠하이머가 발병한 이후에 좌뇌가 담당하는 언어 능력보다 그 기
능이 더욱더 오래 남는다. 심상을 통해 실어증 환자는 자신의 경험을 보
여줄 수 있고 긍정적인 감정들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도 자기 상을 나
타낼 수는 있다.32
둘째,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표현된다. 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이 방어이다. 우리는 어떤 다른 의사소통 양식보다 언어화시키는 작업에
숙달되어 있다.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통제를 적게 받는다. 예상
치 않았던 작품이 그림이나 조각에서 제작될 수 있는데 가끔 창작자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되기도 한다. 미술치료의 커다란 장점이며 잠재성
으로 통찰과 학습 성장으로 유도한다.
셋째, 미술은 어떤 유형의 대상을 즉시 얻을 수 있다. 즉,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 볼 수 있는 자료가 환자로부터 생산되는 것이다. 미술
31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1994, p.45

32

루스 아브라함, 치매와 미술치료, 동양서, 2008,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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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로 이런 측면이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 예컨대 환자가 만든 어떤
유형의 대상화를 통해서 치료사와 환자 사이에 하나의 다리가 놓인다.
저항적인 환자들의 경우는 직접 다루는 것보다 그들의 그림을 통해 접근
하기가 더 쉽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의 감정이나 사고 등이 그림
이나 조소와 같은 하나의 사물로 구체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도 모
르게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고 개인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
어떤 환자는 단 한 번의 작품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저항이 강한 사람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넷째, 미술은 자료의 영속성이 있어 자신을 회상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만든 작품을 필요한 시기에 재검
토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때로는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기도 하
며, 이전에 만든 작품을 다시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회상하기도 한다.
그림이나 조소가 주관적인 기억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내담자
의 변화를 통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미술은 공간성을 지닌다. 언어는 일차원적인 의사소통 방식
이다. 대체로 한 가지씩 순서대로 나간다. 미술의 공간성이 우리에게 지
니는 의미는 우리 자신이 살면서 겪는 경험이 그 공간 안에 함축된다고
할 수 있다. 삶에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이 미술 작품
에 연관성을 지니며 함축되고 복제되는 것이다. 가깝고 먼 곳이나 결합
이나 분리, 유사점과 차이점, 감정, 특정한 속성, 가족의 생활환경 등을
표현하게 되므로 개인과 집단의 성격을 이해하기 쉽다.
여섯째, 미술은 창조성이 있으며 에너지를 유발한다. 미술 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개인의 신체적 에너지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미술 작업
을 진행하고 토론, 감상, 정리하는 시간을 경험하는 가운데 창조적 에너
지를 발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미술은 우리에게 시각적인 표현과 치료의 의미로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미술치료는 미술 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표현할
수 있고 기분의 이완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이다. 말로 표
현하기 힘든 감정이나 생각들을 미술 활동을 통해 표현하며, 심리적인
안도감과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게 하고 내면의 마음을 들려다 볼 수 있
도록 하여 자아 성장을 촉진시키는 치료법이다.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다른 것으로 미술치료는 작품 그 자체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그리
17

고 치료의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치료 구성 방법도 달라진다.33
<표 2> 정현희(2010)

34

에 따라 재구성하여 치매 노인을 위한 미술치

료의 특성을 정리한 표
특징
우울,외로움

미술치료
다양한 미술매체를 사용을 해서 재미
있고 친숙한 활동

무기력함

작품 완성을 통한 성취감

상실감

성취 획득감

고독, 소외감

의사소통 향상

억압 감정

자기감정표현

죽음, 불안

미술의 시간, 공간 제약 배제

단조로움

창의적 표현

소근육 감퇴

미술치료를 통한 유지 및 재활

시지각 감퇴

미술활동의 통합성

언어결핍

심상표현

심리적

기능적

미술치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0여 년 전이며, 그림이나
조소, 디자인 기법 등과 같은 미술 활동을 통하여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손 기능 발달과 뇌 기능 발달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손 기능을 주관하는 운동 중추가 잘 발달한 사람은
손놀림이 빠르면서 정교하다. 손을 잘 활용하면 뇌의 운동 기능과 감각
기관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
을 때 젓가락을 사용하여 뇌 기능 발달에 도움을 준다. 특히 미술은 손
을 주로 사용하는 활동이라서 뇌 기능 발달을 향상한다. 그림 그릴 때는
오른손과 왼손 모두 사용한다면 좌뇌와 우뇌의 고른 발달을 볼 수 있
다.35

33

단정화, 이재모,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의사소통

증진에 미치는 효과, 2006, p 75-76
34

정현희. "노인미술치료." 한국재활심리학회 연수회 (07 2010): 171-77.

35

임귀희, 임효림, 장일상, 조두이, 김은미, 현장활동가를 위한 이야기 미로찾

기, 서현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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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술치료 기법 및 효과
미술치료는 미술치료가 가지고 있는 심리 치료적 속성 때문에 치매
의 예방과 치료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작품을 창조하거나 생산된 작품은 치매 노인 자신에게 성취감을 심어주
고, 작품 제작을 통한 과거 기억의 회상 요법은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
출 수 있으며, 또한 사라진 기억의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36 치매
로 인해 인지 기능이 떨어진 노인에게 현재 또는 과거의 기억을 미술 활
동을 통해 되살리는 기회를 주어 본인의 능력에 따라 형태, 선, 면, 운
동성, 방향성, 공간, 구성 등을 통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법으로 성취감, 편안함과 정서 안정을 얻게 된다.37 미술치료는 미술
활동을 통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수월하게 표현한다. 미술 행
위가 어떻게 질병을 치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다. 그
러나 미술치료는 약물, 수술처럼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몸과 내면의 마음 상관관계 속에서 임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창조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작
품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나타내기 때문이다. 창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
전달 능력을 향상해 주고,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 및 우울감을 없애주
기도 한다. 미술치료의 전반적인 효과를 살펴보며 다음과 같다.38
첫 번째, 소근육 운동과 인지적 기능 향상한다.
미술활동 시 주로 사용하는 미술재료인 크레파스의 장점을 통하여 소근
육 운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제 제시 후, 구체적인 표현을 인
지 기능을 사용하므로 저하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
두 번째, 무관심한 색채와 형체와 관심과 주의력 향상해준다.
치매 노인은 물론 일반 노인조차 색채와 형체에 관심을 두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술치료를 통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회상과 관찰을 통해서
36

신현옥, 치매예방 그리고 미술치료

37

구진경, and Gu Jin Kyoung. "회상요법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치

매노인에게 미치는 효과 (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through the
Reminiscence Method 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 임상미술치료학연구 6, no. 2 (2011): 92.
38

이현민. "노인성 치매 미술치료프로그램 적용사례 연구" VOL.- NO.-(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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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관심했던 색채와 형체에 관심과 주의력을 갖게 하고 점차 향상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기억력을 되살리고 자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주제
를 형상화 시킨다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를 제시한 후, 치료사는 물론 같은 대상층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에
내담자는 기억하려고 애쓴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자신의 지나온 과거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관심 분야, 욕구 등을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거쳐 주제를 형상화 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정서적 안정을 되찾으며 문제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미술치료가 시작되면 주변의 색과 형체에 관심을 두고 주의력 있게 바라
보면서 자칫 퇴보하기 쉬운 시 지각 능력과 시공간 개념이 향상되고 일
상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 상실과 의존에서 벗어나 성취감을 느낀다.
여섯 번째, 미술 작업을 통해 신뢰와 협조적 관계가 향상된다.
일곱 번째, 시각 능력과 시공간 인지능력을 향상시킨다.
여덟 번째, 색채와 형체에 대한 인지능력을 높인다.
아홉 번째, 수에 대한 개념을 증진시킨다.
열 번째, 미술 작업을 통해 집중력을 높인다.39
노인 미술치료의 기대효과는 Petzold(1985)40, 영국 왕립대학교
의 ‘치매를 위한 디자인’41에서 인지능력(주의/기억력, 추상적/사고
39

최영순 (2004), 노인 치매와 미술치료, 한국예술치료학회 월례학술발표회,

30, 15
40

Petzold, H. (1985). Mit alten menschen arbeiten: bildungsabeit.

Psychotherapie, soziotherapie. Muenchen:Pfeiffer.
41

Gregor Timlin, & Nic Rysenbry, Design for Dementia, Royal College of Art,

p.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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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언어), 사회능력(사회성, 자기표현, 정서 조절), 신체능력(상체/하체
기능, 감각) 분류를 참고하면서 수정에 따라 치료 목적에 크게 네 종류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정서 영역 측면
미술치료를 통해 창의성과 자기표현력이 증가한다. 미술 활
동을 통해 심리적 이완, 안정감을 얻으며 즐거운 생활을 하
게 된다. 또한 자존감과 타인에 대한 수용력과 이해력을 가
진다. 그리고 자기통제력과 결정력을 향상한다.
2) 인지 영역 측면
인지 영역의 측면으로 보면 다양한 색 인지와 색 선택과 형
태 감각이 증진된다. 또한 미술 재료의 사용 및 기법의 활용
을 통해 응용력이 향상된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증가와 더불
어 갈등이나 문제 해결 능력 및 비판 능력이 생긴다. 미술
활동을 하는 동안에 집중력이 향상되며 회상을 통한 매체의
활용을 통해 기억력을 자극하여 인지 영역의 발달을 돕는다.
주변 환경과 사물에 대한 능력이 생긴다.
3) 감각 영역과 운동 영역 측면
감각 및 운동 영역의 측면에서는 미술 재료를 조작하는 동안
에 오감 능력을 강화한다.

손의 움직임을 통해 대 근육, 소

근육의 발달과 함께 좌뇌와 우뇌 손상에 따른 재활의 관점을
향상한다. 또한 눈과 손의 협응을 돕는다. 미술 도구나 재료
사용에 대한 통제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치매 노인의 경우에
는 색과 형태에 구별 능력을 유지하거나 개선된다.
4) 사회 영역 측면
사회 영역 측면에서는 미술 활동을 함께 하는 타인의 권리와
입장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 적응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미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통합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단
안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개인적 삶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치매로 인해 뇌와 신경계의 손상, 뇌 기능이 저하될뿐더러 인지 기
21

능이 떨어진 노인에게 현재 또는 과거의 기억을 미술 활동을 통해 되살
리는 기회를 준다.42 본인의 능력에 따라 뇌를 활성화해 치매를 지연 및
호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치
매 노인의 기억을 되살려 주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 미술 매체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술이 가진 창조성을 통해 노인들의 자존
감을 높여주고 정서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43

미술치료는 개

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표현과 승화 작용을 통하여 자아 성장을 촉진
할 수 있는 심리 치료의 한 분야이다.44 미술치료를 통해 내담자의 마음
을 정확하게 알고 마음이 진정하게 하여 스스로 본인의 문제를 느끼게
돌보아 주는 무의식 세계를 탐구해 가는 치료기법을 의미한다.
미술치료 기법이 개별 치료와 집단(그룹) 치료의 두 가지 기법
으로 나누어진다. 미술치료에 있어서 시각과 손목 운동 자극 프로그램은
치매 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료와 기법이 단순하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이 더 제기
되었다.45 일 대 일의 개별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단(그룹) 치료
를 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개별(개인) 치료기법이란, 신체적으로 집단미술치료에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개인의 증상과 개인 요구에 따라 개인적으로 미술치
료를 할 수 있다. 개별 치료기법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기
법이다.
집단(그룹) 치료기법이란, 사회적인 발달이 요구되는 초기 또는
중기 치매 노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법이다. 그리고 자기 표출을 어려워
하거나 집단을 회피하는 노인에게는 유용하게 쓰는 치료기법이다. 우울
증으로 기인한 여러 사회적 기능들을 집단(그룹) 치료를 통해 이전의 기
능으로 회복시켜 주는 치료적 목적이 있다. 치매 환자들에게 두뇌활동을
촉진하며 좌우 손을 사용함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며 다양한 미술 매체
를 통해 기억 장애에 제한적인 폭을 넓힐 수 있다.46 미술 활동에 의한
시각적인 모형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거나 회상하게
42

정현희. "노인미술치료." 한국재활심리학회 연수회 (07 2010): 171-77.

43

백경실. "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뇌기능지수에 미치는 영향" VOL.- NO.-

(2008)
44

정민영, 박천규, 손명동.「」20105오감 자극 노인성 치매 예방 프로그램

45

정민영, 박천규, 손명동.「」20105오감 자극 노인성 치매 예방 프로그램

46

김재원. "치매 노인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VOL.- N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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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활동이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미술 활동에 의한 시각적인 모형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거나 회상하게 하는 활동이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노인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얻게 하여 지적 활동과
인지적 수행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미술치료에서 진단 및 치료에 활용
되는 미술치료 기법들이 있다.47
진단을 위한 미술치료 기법

인물화 검사(DAP)
풍경구성법(LMT)
동적가족화(KFD)

빗 속의 사람 그림 검
사(PITR)

동적 집-나무-사람 검
사(KHTP)

나무그림

검사(Baum

Test)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
(FCCD & PSCD)

학교생활화(KSD)
별, 파도 그림 검사

(SWT)

발테그 검사(WZT)

난화그리기법

꼴라쥬(Collage)

가족체계진단

9분할통합회화법

자유화법

과제화법

DAS)

치료를 위한 미술치료 기법

테두리법

Starter sheet

난화상호이야기법

꼴라쥬 기법

역할교환법

색채선택법

갈겨 그리기법

그림완성법

감정차트 만들기

가계도 그리기

생활선 그리기

만다라 그리기

집단 만다라 벽화

과거, 현재, 미래
나타내기
핑거페인팅

조소활동법

47

검사

(HTP)

사과따는 사람(PPAT) 새둥지화(BND)
실버그림검사(SDT &

집-나무-사람

웹사이트 출처: 대구예술대학교부설 예술치료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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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에 있어, 매체가 중요한 치료적 요인 중 하나로 역할을 생각
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단 및 치료기법을 응용한 키트를 활용하여 기억력
개선, 소근육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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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디자인을 활용한 치매 치료 사례연구
3.1 인지 기능 향상
1) 사진 치료, Laurence Aegerter48

그림 01. 사진 치료1

그림 02. 사진 치료 2

Laurence Aegerter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힘을 설명하며, 예술의
치유 효과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했다. 사진은 치료 도구이며 노인들의
뇌를 자극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2) 치매 애플리케이션 적용
48

웹사이트 출처: http://laurenceaegerter.com/portfolio-item/photographic-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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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R 활용한 영국의 ImmersiCare49

그림 03. ImmersiCare, YouTube

이머시케어는 2015년에 치매 환자 고령자들에게 가상 현실(VR,
Virtual Reality) 장면을 실제와 같은 상황을 보여준다. 치매로 인해 집
이나 요양원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많아, 해변이나 원하는 장소를 보여
줌으로써 다양한 장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치매로 인하여 불안해
하는 치매 환자에게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스트레스와 고통을 경감 시
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미시케어 연구를 보면
VR을 사용한 치매 환자의 경우 7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만든 미국의 Greymatters50

그림 04. Greymatters Ipad app1

49

웹사이트 출처:https://www.immersicare.com,

https://www.youtube.com/watch?v=vx9zA1qSO1A
50

웹사이트 출처: https://www.greymattersto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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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5. Greymatters app 2

2013년에 미국 그래이매터스는 치매 고령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
야기나 좋아하는 음악, 사진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된 태블릿 PC 앱이다.
창업자인 Jenny Rozbrunch는 6년 동안 할머니의 혈관성 치매를 경험한
가족들의 돌봄에서 영감을 받았다.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할머니
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고 익숙한 음악을 들려주고 치매 환자와 가
족이 함께했던 경험하는 맞춤형 콘텐츠 앱이다. 이 앱의 목적은 단순히
치매를 앓는 고령층의 과거 기억을 찾도록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앱을 통해 치매 고령층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MCA 미술관에서 Artful online toolkit51

그림 06. Artful: Art and Dementia online toolkit 1

51

웹사이트 출처: https://www.mca.com.au/learn/art-dementia/artful-online-

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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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7. Artful: Art and Dementia online toolkit 2

이 온라인 툴킷은 가정, 의료시설 또는 갤러리 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
서 사용할 수 있다. 이 툴킷을 사용하면 소 근육 움직여주고 대화와 기
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 10개의 미술 프로그램 할 수 있으며 다섯 가
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1) Paint to music
2) Printmaking
3) Continuous line drawing
4) Shapes and shadows
5) Patterns around you
(4)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만든 기억력 훈련,‘Smart’애플리케이션52

52

웹사이트 출처: http://naver.me/xUJNZB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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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8. 기억력 훈련 애플리케이션, ‘Smart’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만든 노년층을 위한 기억력 훈
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기억력 향상 효과를
입증하였다. 그중 작업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두엽 기능과 밀접한
연관되어 있고 선택적 주의력, 행동 억제 능력, 문제해결 능력까지 영향
을 미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주의력, 기억력, 작업 기억력 훈련과제
10개가 포함된 게임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매일 20분 동안 3가지 과
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다. 이 앱을 통해 인지 기능 감퇴를
예방을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기억력과 집중력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다. 의학적 치료가 아니더라도 인지 기능
강화 훈련을 꾸준히 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5) IT 활용하는 ‘캐어유’에서 만든 ‘엔브레인’
‘캐어유’라는 기업은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앱으로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활용을 높이고 건강관리까지 돕는다. 이 애플리케이션
은 MMSE 기반의 치매 선별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결과를 보
고 치매 예방 운동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할 수 있다.
하루 5분씩 시간을 투자하여 시니어를 위한 순발력, 판단력, 사
고력, 기억력, 집중력 게임 연습 프로그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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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9. ‘캐어유’의 치매 진단용 애플리케이션53

그림 10. 인지력을 향상시켜는 앱,‘엔브레인’54

이 애플리케이션 만든 이유는 조기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중요하
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치매 진단용 정신건강 테스트 앱을 만들었다고
한다.
(6) 실버 전용 SNS 만든 ‘로하’소통박스

53

55

웹사이트 출처 네이버 블로그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https://m.blog.naver.com/se365company/220796207066
54

웹사이트 출처: 네이버 블로그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https://m.blog.naver.com/se365company/220796207066
55

웹사이트 출처: http://www.roh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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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소통박스, ‘로하’
고령층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박스는 목소리로 마음을 전
하는 스피커로서 전문상담사가 직접 1:1 맞춤 상담, 생활 정보,
정보교류 및 어르신의 일상과 건강 상태를 주고받는 스피커이다.
혼자 사시는 노인들의 고독감을 줄일 수 있는 음성 소통 스피커
를 자체 개발을 하였고 스피커로 인해 노인들과 대화를 주고받으
며 외로움을 달래 준다.
3) 그림 찾기

그림 12. 윌리를 찾아라! 1

56

웹사이트 출처: http://naver.me/GTMprs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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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그림 13. 윌리를 찾아라! 257

그림 14. 숨은 그림 찾기58
두뇌의 발달을 위해서 ‘윌리를 찾아서’나 ‘숨은 그림 찾기’
놀이가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찾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치
매 노인들도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57

웹사이트 출처: http://naver.me/GTMprsIY

58

웹사이트 출처: https://m.blog.naver.com/jr7evergreen/22035916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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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근육 강화
1) 소근육 발달놀이
우리는 시각 운동능력, 시각 정보처리능력, 주의력 능력, 단기 기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치매 개선용 놀이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눈과 손의 협응 동작을 통해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다.
또한, 소근육 활동을 통해 환자의 집중력과 창의성 등을 키우고
인지능력의 퇴화를 늦춰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근육
강화 놀이 교구를 나열하여 살펴보고자 한다.5960
(1) 화투 놀이

그림 15. 화투 놀이

화투 놀이는 두뇌활동, 인지 훈련을 활성화시키고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 화투 놀이는 치매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끼치지는 않지만 머리를 쓰는 게임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
(2) 그림자 찾기

59

이미지 출처: www.pinterest.com

60

웹사이트 출처: http://www.sportsabou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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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그림자 찾기

그림자 찾기는 사물과 그림자를 보면서 사물의 모양을 인지하는
동시에 분별력과 집중력 공간지각력까지 길러주는 도움이 되는
창의 놀이학습이다. 또한, 소근육 발달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3) 실 꿰기 놀이

그림 17. 실꿰기 놀이

실 꿰기 놀이하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끈기를 키워주는 데
효과가 있다. 작은 구멍에 실 꿰기 놀이는 색상 인지력과 소근육
발달 그리고 집중력 훈련에 효과가 있다.
(4) Color Match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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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Color Match Game

퍼즐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맞추는 놀이다. 그림 찾기
놀이교구는 소근육 발달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퍼즐을
잡고 다루는 모든 과정이 손과 손가락을 조작하는 하나의
운동이다. 그래서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그림을 관찰하고 맞는
조각을 찾으면서 성취감을 느껴 자신감이 생긴다.

(5) 종이접기

그림 19. 종이접기 놀이

종이접기 놀이는 접고, 자르고, 찢고, 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작품을 완성한다. 종이접기는 간단하면서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 종이접기를 하면서 눈과 손의 협응 동작으로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소근육 발달 및
집중력과 창의성 키우고 인지능력 퇴화를 막아 치매 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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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준다. 또한, 다양한 색깔을 접하면서 색종이를 통한 색채
놀이를 할 수 있다.
(6) 선 긋기

그림 20. 선 긋기

치매 환자들에게 뇌를 자극하는 두뇌 운동이 좋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다. 선 긋기는 소근육 발달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7) 점토 놀이

그림 21. 점토 놀이

점토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형을 만들 수 있어
창의력, 표현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점토 놀이를
함으로써 두뇌발달에 도움을 준다. 또한, 소근육을 쓰기 때문에
집중력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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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석 낚시 놀이

그림 22. 자석 낚시 놀이
낚싯대를 이용해 해양생물 퍼즐을 잡아보는 게임이며 자석으로 되어
있어 재미있는

낚시 게임을 할

수 있다. 낚시 게임을 하면서

해양생물의 이름을 익히고 배경 풍경을 보면서 상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낚시하는 과정에서 소근육을 쓰기 때문에 집중력도 높아진다.
(9) 패턴 큐브 블럭 놀이

그림 23. 패턴 큐브 블럭 놀이
입체 도형 여섯 면 디자인큐브는 각 여섯 면이 분할되어 있어 다
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수학 교육의 효과뿐 아니라 디자인 구성
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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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에그 퍼즐 놀이

그림 24. 에그 퍼즐 놀이
에그 퍼즐은 9 개의 조각으로 이뤄진 퍼즐이다. 퍼즐 조각을
뒤집거나 회전시킴으로써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보고 평면 개념과
수학적 도형 개념이 들어간 퍼즐이다. 반복적인 동작을 함으로써 촉감
및 인지능력이 개선에 도움이 된다.
(11)

촉감 훈련 블록 놀이

그림 25. 촉감 훈련 블록 놀이
촉감을 이용하여 밑판과 같은 기둥을 찾는 교구이다. 10 개의
원기둥으로 이루어진 촉감 훈련 놀이 교구이다.
39

(12)

Alzheimer’s sensory board61

그림 26. Alzheimer’s sensory board

그림 27. Alzheimer’s sensory scarf

61

62

웹사이트 출처:

https://www.oltca.com/oltca/OLTCA/Public/Good_News/CamillaCareSensoryRo
om.aspx
62

웹사이트 출처: https://www.boxndice.com.au/shop/discounted-

items/activity-scarf-e-upcycled-w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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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치매 노인들에게 치매 완화를 위해 감각 보드를
만들어서 활용하게 한다. 이 보드에는 본인이 실생활에서 사용했던
추억의 물건을 보관한다. 지난날을 떠올리며 기억을 증진하고 물건을
보면서 손의 움직임을 통해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3.3 인지 기능 향상 및 소근육 강화 통합
1) 국내/ 해외 미술관에서 치매 예술 프로그램
1. MOMA(The Museum of Modern Art)63

그림 28. ‘Meet Me’, MoMA
2006 년에 치매 환자들을 위한 ‘미술관에서 나를 만나요’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젝트를 실시한 곳은 뉴욕의 MoMA 미술관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술사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참가자들을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경증 치매 노인들은 주변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면 일상생활을 수행하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가 기억 회복을 도울 뿐 아니라, 치매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63

웹사이트 출처: https://www.moma.org/visit/accessibility/meet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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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CA (Museum of Contemporary Art)- Artful: Art and Dementia
program64

그림 29. 치매예술프로그램, MCA
The Artful: Art and Dementia program 은 치매 걸린 사람들을 위해
만든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다. 6주 프로그램이며 2시간씩 MCA 미술관에
서 소규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손을
많이 움직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주에는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전시회를 열어 가족,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소통
한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미술 활동 시간 동안 그동안의 스트레스
를 해소하였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64

웹사이트 출처: https://www.mca.com.au/learn/art-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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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GA (National Gallery of Art)65

그림 30. 치매예술프로그램, NGA

토론 기반의 미술품 투어는 지적 자극과 사회적 포용을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지식을 배우고 감정을 표현하며 기억을 개선할 수 있다. 예
술 치매 프로그램의 목적은 시각예술과를 통해 웰빙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갤러리의 철학은 치매를 앓고 있는 참가
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4.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상예찬, 시니어 생생활활’66

그림 31. 최정화 작가, ‘일상예찬’
65

웹사이트 출처: https://nga.gov.au/tours/artdementia/default.cfm

66

국립현대미술관 웹사이트 출처: https://www.mmca.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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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민들레, 생활 그릇, 철 구조물

대한 치매학회와 국립현대미술관 협업한 행사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밀접한 활동을 통해 기억과 일상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3회 시리즈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연속
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최정화 작가는 일상생활에서 작품
의 소재를 찾고 의미를 발견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작가는 일상생
활에서 작품의 소재를 찾고 의미를 발견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플라
스틱 바구니나 돼지 저금통, 빗자루 같은 생활 속 소재를 통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작품의 소재를 통해 치매환자들에게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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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최종 작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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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최종 작품 연구
4.1 대상 선정
본 연구는 초기 치매 예방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미술치료 프로
그램을 응용하여 새로운 4가지 키트 구성을 만들었다.
4 가지 프로그램들은 기억력 개선뿐 아니라 본인이 가진 창의성 개발에
도 도움이 된다. 창의성 개발 외에도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소근육을 많이 쓰게끔 하는 미술치료 키트이다. 실내나 실외에 어디
서든지 본 키트를 사용할 수 있다. 미술치료라고 부르면, ‘치료’라는
단어 자체가 환자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키트
는 치매 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4.2 시각화의 과정
1) 네이밍 선정

네이밍 선정은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억하기 쉬운
단어를 활용하였다.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 예방 미술치료 키트인 만큼
기억하기 쉽고 말하기 쉬운 단어로 이름을 선정하였다.

그림 33. 치매 예방 키워드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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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순우리말인 ‘아리아리’ 단어를 찾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응원할 때 ‘파이팅’이라고 하면 실제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는 싸우자 (Fighting)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단어이다.
그래서 한글문화연대에서 ‘파이팅’ 대신 ‘아리아리’를 사용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67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는 표기
되지 않았지만, 없는 길을 찾아주거나 막힌 길을 뚫어준다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다.68
2018년 평창 겨울 올림픽에서 조직 위원회에서 ‘아리아리’를
인사말로 쓰면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강릉 올림픽 행사에서도
‘아리아리’를 사용하고 아리아리와 함께 행사를 시작하였다.69

그림 34. ‘맛남의 광장’- 아리아리 사용70

최근에는‘아리아리’ 단어가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인 ‘맛남
의 광장’에서도 사용되었다. (SBS, 2020)
본 연구를 하면서 치매 노인들에게 어떠한 상황을 물어봤을 때
정확히 모르시면서도 “알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알아, 알아”로 표현을 하시는

67

웹사이트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 [예쁜 영상과 함께 보는

예쁜 ‘순우리말’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54428&pageIndex
=null
68

웹사이트 출처: 김현정.2018[우리말바루기]모두 힘내자, 아리아리!.

[online]<https://news.join.com/article/22386685>
69

웹사이트 출처: 한영혜, https://news.joins.com/article/22348310

70

웹사이트 출처: https://programs.sbs.co.kr/enter/2019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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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같았다. ‘아리아리’는 ‘알아, 알아’와 유사한 소리를 나타내고
비슷한 어감을 가지고 있어, 친근감을 줄 것이라 판단하였다.
2) 미술치료 키트‘아리아리’컨셉

‘아리아리’라는 미술치료 키트는 치매 노인의 두뇌를 자극하고 인
지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클래식 디자인이 아니라
동글동글하면서 자연스러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또한 역시 소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미술치료 키트이기도 하다. 이 키
트는 초기 치매 노인들에게 주위에서도 어디든지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무엇보다 키트를 가지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
스럽게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 키트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와 감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로고디자인

그림 35. 로고 아이디어 스케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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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로고 아이디어 스케치 1-2

다양한 방법으로 로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였다. ‘ㄹ’자를 춤
추는 듯한 형태를 만들려고 하였다. 형태가 구부려지자 보기는 어려웠
다. 그래서 ‘ㄹ’자를 크게 쓰되 그 안에 ‘ㅇ’과 ‘ㅏ’자를 훈민정
음 형태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스케치 과정 중에서 다
시 보니 ‘아리’ 느낌이 아니라 ‘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리아
리’본 글자 형태를 가지고 와서 다시 도형 형태로 그대로 사용을 하였
더니 ‘아리아리’라는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아리아리’라는
같은 단어가 반복적인 네이밍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ㄹ’ 형태를 율동
감이 있는 형태를 디자인하였다. 스케치 이미지들에 ‘아리아리’ 로고
가 확정되기 전까지 최종 로고 디자인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그림 37. 로고 아이디어 스케치 1-3

그림 38. 로고 아이디어 스케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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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최종 로고 아이디어

4) 시각디자인 구성

치매 노인분들을 위한 폰트를 제안할 때는 주로 큰 글자 사이즈와
고딕체를 제안한다. 본 작품 연구에서는 ‘산돌구름’에서 만든 고딕체
와 고딕 계열의 디자인 폰트로 ‘여기어때’ 잘난체를 사용한다. 이는
역동적이며 굵기가 두꺼워 아리아리의 동글동글한‘키트 컨셉 이미지를
맞는 거 같아 이 폰트를 사용한다. 이 폰트는 시각 기준선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안정감 느낌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직선으로 포인트를 잡아주
고, 네모 틀 모듈에 맞는 ‘ㅇ’디자인을 볼 수 있다. 또한 경쾌함이 느
껴지는 ‘ㄱ’의 구조도 찾아볼 수 있다.71

그림 40. 여기어때, 잘난체

71

웹사이트 출처: https://pjsproject.tistory.com/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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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미술치료 키트 개발 과정
처음에는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그러나 재활용품을 재
료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느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도 방문을 해
서 재활용품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제품화하기에는 어려움을 크게 느꼈
다. 주로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이스크림 막대기, 신발 포장 박
스, 택배 박스, 운동화 끈, 각지 각색인 플라스틱 뚜껑들, 머리끈, 계란
상자, 두루마리 휴지 등을 이용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19 (COVID-19)
가 심각하기 전에 90세 할머니를 만나 도움을 청하여 실험을 하였다.

그림 41. 프로세스 1

그림 42. 프로세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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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프로세스 3

그림 44. 프로세스 4

재활용품 소재로 치매 키트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시각적으로
도 만족스럽지 못해서 상품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림 45. 키트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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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치매 예방 키트에 들어갈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였다. 키트
아이디어는 미술치료 기법을 응용해서 만든 것이다. 소근육을 사용하는
활용 키트를 통해 노인들의 기억력 개선을 도와줄 것이며, 흥미를 유발
하고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키트를 구성하였다.

그림 46. 키트 3D 스케치 5가지

3D 입체 형태로 만들었던 5가지 키트 스케치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자는 소근육을 강화하는 방법 중 직접 체
험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유아
용 소근육 놀이 교구를 재해석한 미술치료 키트를 만들어야 할지 여러
가지 제작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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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미술치료 키트 연구
1. 색상 선정

본 연구의 치매 예방 키트에 효과적인 색상을 고르게 되었다. 치매
노인의 인생에 있어 감정의 변화를 다양하게 겪는 시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증과 고독감을 느끼는 시기다. 그러므로, 이러한 색의
치료적 특성은 미술활동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색이 지닌 효과에
관해 본 연구작품에서 사용된 주요 색상인 다섯 가지 색 위주로 (김미경,
2011, 김형희 2008)에서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72
1) 빨간색
빨간색은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 따듯한 색이다. 또한 아드레날린
을 분비시켜 신체 안의 혈액 순환을 향상시키고 빈혈일 때는 헤
모글로빈이 생성할 수 있도록 돕고 신체 기능에 원기를 불어넣어
무기력증, 우울증, 슬픔, 의기소침의 증상들을 쫓아내며 신체를
강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준다.
2) 주황색
주황색은 혈액순환 과정을 촉진하며 우울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며, 모든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또한 강한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색이다.
3) 노란색
노란색은 신경계와 심장과 근육을 강화시켜 더 나은 순환 작용을
이끌어 낸다. 뇌와 정신적 능력을 촉진하는 색이다. 노란색은 왼
쪽 뇌를 자극하는 색이고 색이 높은 노란색은 의욕을 자극한다.73
4) 초록색
초록색은 균형을 찾아주는 능력이 있어 두려움이나 충격을 완화
시켜준다. 초록색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색이며 교감신경 및

72

김미경. "색을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VOL.- NO.- (2011)
73

Riedel, Ingrid. 정여주 역 (2004). 색의 신비.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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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물질을 없애주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혈압을 낮춘다.
5) 파란색
파란색은 세균을 박멸하는 특성이 있다. 파란색은 긴장을 풀어주
고 신경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를 지닌다. 열을 동반한 상태, 빠른
맥박, 고혈압에 적용하면 성공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평온함을
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긴장이나 스트레스, 두통에 시달릴 때
파란색을 사용하면 진정이 된다.
연구자는 위의 다섯 가지 색상을 사용하여 치매 노인들에게 좋은 효
과를 보면서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

2. 미술치료 키트 구성

본 최종 작품 연구의 미술치료 키트는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7. ‘찾아보세요!!’커버 디자인
1) 먼저, ‘찾아보세요!!’라는 첫 번째 프로그램은 다양한
남자/여자 얼굴들을 만들어서 질문에 맞게 맞는 모습을 찾는
게임이다. 앞서 ‘그림 찾기’라는 게임이 기억력 증진에 좋기
때문에, 해당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재해석한 게임이다. 이
프로그램은 어느 누구나 좋아하는 게임이다. 기존에 있는 게임은
책 형식으로 페이지를 넘기듯이 보는데, 책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달력 형태로 변경하였다. 책과 달리 달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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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 놓인 상태로 책보다는 관심을 유도하기 쉽고 보기에도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책이 아닌 달력으로
채택하였다. 탁상 달력에 그림을 넣어서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임이다. 이 놀이 키트는 기억력
강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3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고, 세 가지 질문에
따라 그림을 찾는 것이 주요 포인트이다. 3 가지 테마의 그림
형태의 질문들을 나열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8. ‘찾아보세요!!’3 가지 질문 1
1) 양쪽 옆면을 보고 있는 사람 얼굴들
(1)

빨간색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2)

오른쪽 보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3)

수염 난 사람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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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테마의

그림은

실제

길거리

모습을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 사람들의 배치는 그래프 이동하는 것처럼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으로 강약 조절로 표현하였다.

그림 49. ‘찾아보세요!!’ 3 가지 질문 2
2) 앞을 보고 있는 사람 얼굴들
(1)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2) 얼굴이 제일 큰 사람을 찾아보세요!!
(3)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테마의 그림 형태는 6 명의 사람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남자 2 명, 여자 4 명이 앞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람들은 앞을
쳐다보고 있지만 각각의 다른 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고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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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찾아보세요!!’3 가지 질문 3
3) 뒤를 보고 있는 사람들
(1)

머리 끈 묶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2)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3)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테마의 그림은 7 명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모두
어깨동무를 하며, 둥글게 반원을 그리고 있다. 두 번째 테마와 비슷하게
남자 2 명과 여자 5 명으로 구성하였다. 여성의 다양한 머리 스타일로
구분하기 쉽게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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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찾아보세요!!’ 제작 후 실험

2) ‘멋쟁이 신사숙녀’라는 프로그램은 어릴 적에 가지고 놀았던
‘옷 입히기’놀이 교구를 재해석한 프로그램이다.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다. 또한 알록달록한 색감을
사용해서 색감 인지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키트는 다양한
옷 패턴을 가지고 놀면서 소근육 발달을 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입힌 옷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역할 놀이나 상황극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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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을 위한
미술치료 키트입니다.
남자/ 여자가 그려진 종이 틀에
원하는 색상의 종이를 넣어 옷을 입힌다.
종이를 끼어 넣을때는 틀에 일체가 되도록 한다.

멋쟁이
신사숙녀

그림 52. ‘멋쟁이 신사숙녀’커버 디자인

그림 53. 옷 패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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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옷 색상 패턴 디자인 9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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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멋쟁이 신사숙녀’제작 후 실험
3) ‘아이스크림
가지의

사세요’라는

아이스크림을

미술치료

맛의

아이스크림을

콘에

옮길

클로로

있는

아이스크림

붙어

키트

색상으로

것인지

프로그램은

나열한

머릿속으로
색지를

뜯어서

여덟

후,

생각한
두

어떤
뒤

밸

가지

맛

아이스크림 틀에 놓는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밸크로 구성된
아이스크림 색지는 손에 힘이 없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아 손의
힘이 생기도록 도와준다. 색상 선택에 사고와 더불어 소근육
강화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

아이스크림
사세요

그림 56. ‘아이스크림 사세요’커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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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사세요

아이스크림 사세요

아이스크림 맛 골라보세요

아이스크림 맛 골라보세요

원하는 맛의
아이스크림을 고른다.

원하는 맛의
아이스크림을 고른다.

아이스크림 콘 위에 밸크로가 붙여진 곳에
본인의 고른 아이스크림을 붙인다.

아이스크림 콘 위에 밸크로가 붙여진 곳에
본인의 고른 아이스크림을 붙인다.

바나나 맛

초콜릿 맛

오렌지 맛

바닐라 맛

포도 맛

딸기 맛

녹차 맛

레몬 맛

그림 57. ‘아이스크림 사세요’ 맛 8 가지

그림 58. 아이스크림 옮기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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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아이스크림콘에 담긴 모습

그림 60. ‘아이스크림 사세요’제작 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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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봄 여름 가을 겨울’라는 미술치료 키트 프로그램은‘스티커
붙이기’를 통해서 사계절을 느끼게 하였다. 단순한 스티커
붙이기가 아니라 계절을 선택해서 스티커를 붙임으로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봄을 테마로 선정한 경우,
봄의 느낌을 회상하며 스티커를 붙이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기억을 되살리고 또
소근육 운동에 도움이 된다.

치매 예방을 위한
미술치료 키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박스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한 그림이 있다.
예를 들어,
봄을 표현 할 때 봄 느낌을 디자인한 그림을 선택하여
빈 공간에 스티커를 더 붙여서 그림을 완성한다.

그림 61. ‘봄 여름 가을 겨울’ 커버 디자인

그림 62. 봄 스티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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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여름 스티커 판

그림 64. 가을 스티커 판

그림 65. 겨울 스티커 판
67

그림 66. 5 가지 색상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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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봄 스티커 붙이는 모습

그림 68. 여름 스티커 붙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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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가을 스티커 붙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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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겨울 스티커 붙이는 모습

3. 패키지 디자인

그림 71. 아리아리 패키지 디자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아리아리’로고는 상자 하단에
표시하였고, 상자를 열면 뚜껑 아랫 부분에도 ‘치매 예방을 위한
미술치료 키트’라는 표시를 하였다. 큰 키트 박스는 뚜껑이 열리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 노인들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박스 안에는 총 4 가지의 미술치료 키트 시리즈가 구성되어
있다.
키트 박스를 만져보았을 때의 촉감은 매끈한 평면이 아닌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끔 표현하였으며, 기억력 증진을 위하여 5 가지
색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미술치료 키트에 들어가는 5 가지 색감은
모두 사람들이기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안정감을 준다. 이는 치매
노인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각 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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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는 방법으로 상자 하단 또는 폴더 하단에 붙일 수 있는 아이콘
스티커를 활용하였다.

그림 72. ‘아이스크림 사세요’ 패키지 디자인

그림 73. ‘찾아보세요!!’ 패키지 디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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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찾아보세요!!’ 패키지 디자인 2

그림 75. ‘찾아보세요!!’ 패키지 디자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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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찾아보세요!!’ 패키지 디자인 4

그림 77. ‘봄 여름 가을 겨울’ 패키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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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멋쟁이 신사숙녀’ 패키지 디자인

그림 79. 치매 예방을 위한 미술치료 키트

‘아리아리’의 치매 예방을 위한 미술치료 키트로 이루어진 두 가지
종류의 큰 포스터를 전시장에 전시하였습니다. 포스터는 키트의 중요한
정보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크기로 구성된 키트 시리즈 전시를
통해 키트의 효용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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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서울대 우석 갤러리 전시 1

그림 81. 서울대 우석 갤러리 전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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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서울대 우석 갤러리 전시 3

그림 83. 서울대 우석 갤러리 전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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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서울대 우석 갤러리 전시 5

79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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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치매 노인 미술치료 현황과 치매 노인 미술치료
교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리서치에 따르면 대부분의 치매 예방 교구들이
유아용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치매 노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인 대상의 기억력 개선 및 소근육 강화 기반의 미술치료
키트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치매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병으로, 점진적으로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소근육이 약해지게 되면서 최후에 모든 기억을
상실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미술이 치매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미 많이 입증되어 있다. 이에 치매 예방을 위한 미술치료 키트를
만들게 되었다. 미술치료 키트를 통해 노인들은 손을 많이 움직이게
되고, 소근육을 자극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인지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치매 노인들은 유아용 놀이 교구를 이용하여 학습하고 있었다.
노인분들이 기억력 감퇴로 인해 유아와 같이 취급되어 유아용을 위한
교구만을 사용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유아는 과거를 회상할 것이
없지만 노인분들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다. 그래서 잊혀
가는 과거의 기억력 회복에 도움이 되면서 작품을 통해 소근육을
움직이는 기회를 주어 뇌에 자극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치매 노인을 위한 미술치료 키트에 네이밍, 시각디자인 구성,
패키지 디자인 등 섬세한 접근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치매 노인들이
지속해서 미술치료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거부감이 없는 키트로
만들었으며, 노인들이 갖고 싶어 하는 제품이 되도록 디자인에 많은
신경을 썼다.
본 연구 이후에는 치매 노인에게 미술치료 키트가 실질적으로 인지 기능
향상 및 소근육 강화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지속적인 연구와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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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rt therapy Kit for
Preventing Dementia
Yun Kyung Ha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an art therapy kit for preventing Dement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patients preconditioned with preventing
Dementia but live alone. A kit like this has been widely used in hospitals,
retirement homes, and brain health centers. However, the kit in this
study is made to be used conveniently at home, especially for those who
live alone because their children live far away.
In the present day, we are experiencing a rapidly-aging society as
life expectancy rises. The percentage of senior citizens is rising as lifespan
increases. Following the study "Global Trends of Dementia Policy 2018",
South Korea is already aging faster than ever because of lifespan extension
and low birth rate.
Prediction based on data and trend shows that the percentage of
citizens who are over 65 will be twice higher, and citizens over 80 will
be five times more in 2060. As the average age increases, the seriousness
of Dementia problem rises too. However, there is no perfect cure for
Dementia. This is a constant challenge related to our future and the whole
society that has to be solved. The phenomenon of aging is human nature,
which no one can avoid, and everyone has to get prepared.
The researcher was inspired by her 90-year-old grandmother,
who has precondition of Dementia, and realized that she needs to make
this art therapy kit for her grandmother. Through this kit, the researcher
wishes to give joy and hope to elders who are struggling with keeping their
happy mem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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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cus of this study is the importance of Dementia patients'
art therapy and program developments.
According to what Kramer said, the art therapy's visual and
tactile effects will be effective in preventing Dementia and memory loss
improvement by activating their brains. This can help their fine motor
skill(hand or finger movement) reinforced.
Through the study, the researcher is aiming to find accessible art
therapy kit and the ways to utilize the program kit in four different
program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Keywords : Preventing Dementia, Art therapy Educational kit, Memory
improvement, Fine motor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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