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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미술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시공간
능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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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에게서 저하되어 있는 시공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지증진
치료로써 집단미술치료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향후, 집단미술치료가 치매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단된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주 3회 50분씩, 총 13회기 동안 집단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집단미술치료가 시공간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시공간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인 Clock Drawing Test, Rey Complex Figure Test를 시행하여 집단미술치료 전후의 변화를 대응
표본 Wilcoxon부호순위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 중에 관찰된 도형의 겹침과 일탈의
오류수, 재구성 도형수의 변화를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lock Drawing Test 점수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시행 후 유의하게 상승하였다(p<.05). 둘째,
Rey Complex Figure Test 점수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시행 후 유의하게 상승하였다(p<.05). 셋째, 집단미술
치료 프로그램 회기 중 관찰된 도형 겹침과 일탈의 오류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5), 재구성 도형수는 유의
하게 상승하였다(p<.05). 이러한 연구결과는 집단미술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에 대한 인지증진치료로써
유용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보다 많은 대상군을 이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집단미술치료, 알츠하이머형 치매, 시공간능력

1)
2)
3)
4)
5)

본 논문은 가천의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김민정, 가천의과학대학교 보건대학원 임상미술학 전공
김용철, 가천의과학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
이영배,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 신경과학교실 부교수
교신저자: 김종훈,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 정신과학교실 부교수 / E-mail: kjh@gilhospital.com, jhnp@chol.com

- 609 -

2

미술치료연구 제15권 3호, 2008

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Ⅰ. 서 론

시공간 능력은 일반적으로 대상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표상하며 공간적인 정보를 변형시키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것과 관련되는 중요한 인지적 구성요소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5년 9.1%,

이는 대상을 인지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시공간

2018년에는 14.3%로,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지각 및 분석능력과, 대상을 지각한 후 이를

society)가 되었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통합하거나 재구성하는 시공간 구성능력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류된다. 이를 뇌의 시각정보처리 과정으로

(통계청, 2005). 또한 치매노인들 중 10% 이상은

풀어보면, 물체에서 반사되어 눈에 들어온 빛은

15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질병상태로 있으며

눈의 망막을 거쳐 시신경을 따라 시교차와 시상의

대부분의 치매노인은 평균 6년 이상의 유병

배외측슬상핵을 차례로 통과한 후, 뇌의 시각을

기간을 보낸다.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비정상

담당하는 후두엽의 일차시각피질에서 분석된 후,

적인 언행과 건강상태는 부양가족은 물론 이웃

시각연합피질로 전달된다고 한다. 시각연합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피질에서는 모든 정보가 통합되어 물체나 대상의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그 원인과 치료법에

전체 지각이 이루어진다. 시각연합피질에서 시각

대해서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는

정보는 대세포계에서 입력을 받아 두정엽의 뒤쪽

질병 자체에 대한 치료보다는 증상완화 또는

(후두정엽피질)으로 들어가 운동, 공간, 위치,

질병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깊이, 전체적 이미지 지각에 관한 정보를 처리

현재로서는 치매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의학

하는 흐름과, 소세포계에서 입력을 받아 측두엽

적이거나 행동적인 문제들이 출현하는 속도를

아래쪽(하측두엽피질)으로 들어가 얼굴재인, 물체

늦추는 것이 치료의 목표이며, 빠른 진단이

재인, 색채 지각, 세부 형태 지각을 담당하는

이러한 작업을 도와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흐름으로 나누어 처리한다(송낙일, 2006). 하지만

(한경희, 김대년, 김옥태, 김인숙, 김정숙, 심영,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일 경우 초기에는 후두-

정은희, 조명희, 최종명, 황태주, 2002).

측두엽과 후두-두정엽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히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것으로 알려진 시공간 지각 및 분석능력이

시공간적 기능도 손상되기 때문에 복잡한 시지각

저하되어 있음을 보여주어, 알츠하이머형 치매

변별이 어려워진다. 치매 환자들의 검사 반응들

환자의 시공간적 기능저하는 뇌의 진행성 퇴행성

가운데 거의 80%정도에서 단측 시공간적 부주

병변인 것이다(강기형, 2003).

의가 나타났다고 한다(강기령, 2003). 알츠하이머형

흔히 그리기 과제와 관련되는 시공간 능력

치매 환자들의 시공간적 기능의 손상은 치매

(visuospatial ability)은 대상을 정확하게 지각

환자의 70%가 가지고 있는 배회증상과 친숙한

하고, 표상하며 공간적인 정보를 변형시키는

곳에서 길을 잃는 증상, 집안에서 방향 감각을

중요한 인지적 구성요소로써 이는 주로 일상

잃는 증상을 비롯하여 신발의 좌우를 구분

생활에서 효율적으로 길을 찾아가는 능력과 관련

못하고, 단추와 단춧구멍을 매칭(matching)하지

된다. 이러한 시공간 능력 저하는 알츠하이머형

못해 옷을 입고 벗는 것을 의존해야하는 일상

치매 환자의 임상 양상 중에서도 다른 인지 기능의

생활에서의 기능 저하로 나타난다. 또한 한해

저하보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더 심각한

3,500 여건에 달하는 치매노인 실종 문제는 사회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공간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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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는 길 찾기 장애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3

으로 치료의 차별성을 두지 못하였다.

친숙한 환경에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향을 잘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알지 못하여 자신의 집이나 평소에 잘 가던 곳을

환자들에게서 저하되어 있는 시공간 능력을 향상

혼자서 찾아가지 못하는 등의 실제적인 문제를

시키기 위한 인지증진치료로써 집단미술치료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기령, 2003).

시공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Christinsen 등은 새로운 정보를 저장

시공간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인 Clock Drawing

하는 측두엽과 해마의 기능이 손상되어 나타

Test(이하 CDT), Rey Complex Figure Test(이하

나는 정보 저장의 기능저하는 반복적인 학습을

RCFT)를 시행하여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하게 되면 뇌의 새로운 영역이 그 저장기능을
대치, 발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연구문제

인지 기능의 효과는 이미 많은 학습원리에
이상의 연구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의하여 지지되고 또 신경세포의 대치라고 하는
가정에 의하여 지지 되었다(김정모, 강수균,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집단미술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장현갑, 2003:160). 이것은 학습 원리에 의한
인지 기능의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공간 능력에 효과적인가?
첫째, 집단미술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것이며 회상치료, 인지치료,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작업치료 등의 선행논문

환자의 Clock Drawing Test에 영향을 주는가?

에서 효과성을 제시함으로써 이 이론을 지지해

둘째, 집단미술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주었다. 손동작 운동프로그램이 치매 노인의

환자의 Rey Complex Figure Test에 영향을

인지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왕중산, 2004),

주는가?

회상요법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기억 및

셋째, 집단미술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문제행동, ADL 증진에 미치는 영향연구(박문주,

환자의 미술프로그램에 질적인 영향을 주는가?

2004), 작업요법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ADL
기능증진에 미치는 영향 연구(이진주, 2002),

Ⅱ. 이론적 배경

구조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반복이 치매
노인의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박정은, 2006)
등이 그 예이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하지만 선행논문들에서는 치매에 대한 의학적
접근의 치료법 보다는 심리적 접근 및 치료 프로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치매 중 가장 흔하고

그램에 대한 효과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원인적 치료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병으로 기억,

경향을 보이며, 치매의 종류에 따른 뇌 손상

사고 및 행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의 진행성,

부위에 의한 기능의 차이와 임상적 특징을 고려

퇴행성 병변이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하지 않았고, 검사도구의 한정된 사용으로

시공간 능력은 시각적 인식기능, 위치 지남력,

효과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리고 시각적 구성능력 세 가지로 구분한다.

치매 환자의 다양한 증상이나 행동 문제 중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중기 또는 말기에는

어떤 문제에 효과성이 높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집을 잘 잃어버리고, 공간지남력이 상실되고,

결과를 찾기보다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향상

복잡한 기계나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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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공간 지남력 상실은 대개 시각인식

지각하고, 표상하며 공간적인 정보를 변형시키는

기능장애뿐만 아니라 시공간 기억의 소실이 동반

것과 관련되는 중요한 인지적 구성요소이다.

되어 초래되는 현상이다(오병훈, 차경렬, 2007).

이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효율적으로 길을 찾아

치매의 경과에 따른 시공간 능력의 심각도

가는 것과 관련되는 능력으로써 흔히 대상을

(severity)를 보면 1단계(1~3년)에서는 (1) 전후

인지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시공간 지각 및 분석

좌우가 헷갈린다. (2) 복잡한 도형을 그릴 수

능력과 대상을 지각한 후 이를 통합하거나 재

없다. 2단계(3~8년)에서는 단순한 도형도 그릴 수

구성하는 시공간 구성 능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없다(오병훈, 신윤식, 김동욱, 김태훈, 김덕만,

시지각 능력은 1차 감각영역을 통해 들어온

박성혁, 박혜순, 임정아, 김지혜, 성준모, 송우용,

시각 정보를 과거 경험 및 기억들과 연합시켜

2002).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경우 앞에

해석하거나 조직화 시켜 의미 있는 양식으로

놓인 물건이 무엇인지 혹은 사진의 얼굴이 누구

경험하는 능력을 말한다(Lezak, 1995). 시각적

인지 알아 볼 때, 자신이 현재 어떤 장소 어떤

으로 입력된 정보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조직화,

지점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때, 공간을 탐색

해석,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감각보다 더 상위

하기 위해서 주위를 골고루 둘러봐야 할 때,

처리 과정이며, 기억과 과거 경험에 영향을

눈동자를 움직이거나 고정시킬 때 장애를 보인다.

받는다. 시지각은 시각 자극이 구조화된 정도와

또한 좀 더 고등한 시각적인 처리 과정이 요구되는

시각 자극과 관련된 과거 또는 최근 기억의 인출

그림 그리기, 베끼기, 토막 짜기 등에서 시공간적

정도, 공간적인 요소, 간섭 자극의 존재 여부

지각과 구성의 문제를 보인다(조미혜, 2003:17).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김은영, 2001

시공간적 기능의 결손은 피질하 치매 보다

재인용: 9).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에게 나타

피질성 치매인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에게서

나는 시지각 능력의 결손은 치매의 정도가 심해

더 일찍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알츠하이머형

짐에 따라 증가한다. 그러나 치매 초기에 시지각

치매 환자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적

능력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치매

결손의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초기에는 좌, 우 지남력은 비교적 온전하게

(1) 친숙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경우가 많다.

유지되기는 하지만, 정신적 회전이 필요한 좌우

(2) 운전 시 길을 잃어버린다. (3) 자기 집에서

변별에서는 실패한다. 또한 복잡한 시지각적

방향을 알지 못해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가는

변별이 어려워진다.

경우가 있다. (4) 친숙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

구성능력이란 2차원 또는 3차원의 형태를 그리

(김은영, 2001:8).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은

거나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높은 수준의 비언어

병의 초기부터 시공간 구성 능력이 저하된다는

적인 인지적 기능을 나타낸다. 이는 두정엽을

사실이 보고되어 왔다. RCFT와 같이 복잡한

중심으로 후두엽, 전두엽까지 광범위한 피질

그림은 물론이고 CDT와 같은 간단한 그림에서

영역의 통합이 필요하므로 초기 뇌손상이나 미세한

조차도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은 결함을 나타

손상에도 수행은 쉽게 방해 받는다(Lezak, 1995).

낸다(박재설, 강연욱, 진주희, 나덕렬, 2005).

따라서 구성 능력을 측정하는 신경심리 검사는
다양한 뇌손상에 민감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시공간 능력

초기부터 두정엽과 측두엽에 기능 손상을 보이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더욱 민감하다(Cummings

시공간 능력은 일반적으로 대상을 정확하게

& Benson, 1992; 김은영, 2001 재인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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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의 구성능력을 평가

쇠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습을 통한 능력

하기 위한 그리기 검사로는 시계 그리기 검사,

상승과 지속적발전이나 능력의 재정립도 가능

시계 맞추기 검사, 정육면체 복사 검사 등이

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인의 인지활동도

있다(Salmon & Butters, 1992, 김은영, 2000

동기유발과 학습과정의 변화, 다르게 배우는 것,

재인용: 11).

다른 수단방법의 적용, 보조수단의 적용 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매 환자의 집단미술치료의 인지적 접근

또한 Schoeneberg는 노년기의 심리적, 신체적
문제에 대한 긍정적 삶의 목표와 의미추구를

집단 미술치료는 집단 심리치료에 미술을
도입한 것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치료적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미술치료를 통한 재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박정은, 2006 재인용:24).

요인을 살펴보면 미술작업은 신체감각을 살릴 수

Wichelhaus(1996)도 감각적이고 의미 있는

있어서 잔존기능을 보존 발전시키며, 창조적

미적, 창의적 통일체적 경험들을 통하여 주체성과

작업이 정서를 순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다양한

자율성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재활미술치료의

표현과정을 통해서 심리적 욕구나 충동, 갈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목적을 두 가지로

해소를 돕는다. 또한 그림을 통한 대화와 회상

제시하였다. 재활미술치료의 목적은 첫째, 제한된

작업 등으로 언어능력을 유지시키며, 남아있는

기능과 인지적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현

기억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현실감을 부여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발전시킨다. 둘째, 심리적

한다. 미술작업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작품을

실존위협에서 벗어나며 자기치유의 과정을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

이루기 위해 감각적이고 의미 있는 미적, 창의적,

축소된 사회로서의 집단경험을 통하여 친밀한

통일체적 경험들을 통하여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간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며, 집단 상호간에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노인대상에게도

적응력을 길러준다는 것이다(양한연, 2007 재인

적용되는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Henley

용: 3-4).

(1986)도 장애를 가진 노인환자를 위해서 미술

인지적 미술치료는 인지학습을 통해 일반적인

치료사는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장애를 극복
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들을 개발하여 환자가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진다.
Silver, Pigetz, Inhelder(1967) 등은 미술과 인지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한 심리학자이다. Silver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박정은, 2006 재인용:24-25).

(1983)는 그림의 관찰을 통해서 공간개념을 발달

의사표현 능력이 감소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시키고, 계열적인 순서에 대한 개념을 개발하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그림자극을 통하여 부류의 개념을 발달시킬 수

주고 미술매체와 작품을 매개로 한 회상을 통하여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신경학적 손상에 유용하

자아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다고 하였다. 색채의 농담을 혼합해 가면서 계열성

또한 미술재료와 활동을 통하여 오감(보기, 듣기,

개념을 개발하거나 관찰화를 통한 공간 개념의

맛보기, 만지기, 냄새 맡기)능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개발, 찰흙으로 모양 꾸미기를 통한 공간과 순서와

전 과정을 통하여 소근육의 활성화, 인지능력의

부류의 개념 발달시키는 등 미술치료의 인지적

유지나 증진의 효과와 우울성향의 감소의 효과를

활용의 예이다(박현희, 2002 재인용:15).

얻을 수 있다(오병훈, 차경렬, 2007).

Schoenberg(2002)는 인간은 신체적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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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를 적용하는 보편적인 근거는 미술

인지적 기능이 손상된 치매노인의 미술치료는

매체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감각적이고 자극

치매의 인지적인 혼란을 꿰뚫을 수 있으며, 감정을

적인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표현하거나, 사회적 고립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의 기능은 치매환자

구조를 제공해주며, 특히 그들의 능력을 벗어

들을 좀 더 표현적이게 만들고 그들의 인지적

나는 과제나 자극을 주지 않고서도 가능하다

결핍을 우회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또한 예술

(이경영, 2002).

작업의 다양성은 환자의 인지적 단계를 보조해

치매노인도 반복훈련에 의하여 행동에 변화가

주고 모호한 생각과 느낌을 드러나게 해주기도

생기고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가 증진되고

한다고 하였다(김선주, 2004 재인용: 11-12).

집중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미술치료는 시각적 치료를 통한 수 개념,

(단정와, 2006 재인용:18).

시공간 구성 등을 익혀 의식혼돈, 지남력의 상실,
사회적 고립, 무료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노인
환자의 의식혼돈을 예방하고 지남력을 갖도록

Ⅲ. 연구 방법

하며 미술작품을 통하여 집중력과 주의력,
기억력을 요구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연구대상

있도록 심리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한국미술
치료학회, 1994).
미술의 공간성은 치매가 보이는 시공간 개념의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상실을 회복하는데도 효과가 큰 방법이라고 할 수

노인전문병원의 입원환자 중에서 알츠하이머형

있다. 치매를 대상으로 연구한 Kramer(1994)는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 중 하친스키 허혈지수

치매노인의 배회행동이 감소되고 창조와 주의력

(Hachinski Ishemic Scale) 4 이하인 환자 총 5

유지에도 미술치료가 효과적임을 입증하였고,

명과,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노인 요양

Gallagher(1993)는 치매노인에게 있어서 초기에

센터의 입원환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언어적인 표현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미술

환자 중 하친스키 허혈지수 4이하인 환자 총 5명

치료를 통한 회상과정이 노인의 긍정적인 삶에

으로 모두 10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들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박정은, 2006 재인용:13).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특성
이름

성별

나이

학력

진단명

A
B
C
D
E
F
G
H
I
J

F
F
F
F
F
F
F
M
F
F

96
82
78
87
84
87
73
82
84
86

무학
무학
무학
무학
무학
고졸
초졸
대졸
고졸
고졸

알츠하이머형
알츠하이머형
알츠하이머형
알츠하이머형
알츠하이머형
알츠하이머형
알츠하이머형
알츠하이머형
알츠하이머형
알츠하이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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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매
치매
치매
치매
치매
치매
치매
치매
치매

K-MMSE 점수

하친스키 허혈지수

7
6
12
21
16
9
16
8
10
17

2
2
2
2
2
4
4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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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시계판을 완성하면 시계바늘을 그려서

연구절차

검사자가 제시하는 시간을 가리켜 보는 것으로
두 집단에게 K-MMSE(Korean Vision of

본 연구에서는 Solomon의 채점 체계를 사용

Mini-Mental State Exam), 하친스키 허혈지수

하였으며 총 7개의 문항이 있으며 각 문항에 1점

(Hachinski Ishemic Scale) 체크 리스트, CDT,

씩을 주어 7점이 최대 점수가 된다(허정일, 2001).

RCFT를 사전, 사후로 총 2번의 시공간 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1차 채점은 연구자가 하였

3. Rey Complex Figure Test (RCFT)

으며, 2차 채점은 신경심리검사 전문가 선생님의

모든 피검자들에게 RCFT의 모사(copy) 시행

재검토로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양적

단계를 실시하였다. Rey Complex Figure(RCF)는

분석과 환자들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

210×290mm 크기의 용지 상단에 122mm×100mm의

내용을 미술표현 변화에 따라 분석하고 기술한

크기로 인쇄되었고 피험자들은 자극 그림(RCF)의

질적 분석으로 혼합 연구를 하였다. 알츠하이머형

아래 여백에 RCF를 보면서 똑같이 그리도록

치매로 진단된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2007년 8월

지시 받았다. 피검자들이 그린 모사 시행의

부터 2007년 10월까지 실시하였고, 주 3회 50분씩,

그림은 Taylor(1959)가 시공간 구성능력의 정확

총 13회기 동안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

성을 채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한 채점 절차

하였다.

로서 RCF를 18개 부분(단위)으로 나누어서 각
부분의 모양과 위치의 정확성에 따라서 0, 0.5, 1,
또는 2점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채점체계로

연구도구

RCF의 18요소를 모두 평가하였을 때 총점의
범위는 0-36점이 된다.

1.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MMSE)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자료처리

Mini-Mental Status Exam; K-MMSE)는 강연욱,
나덕렬, 한승혜가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들을
짧은 시간에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검사로

표본의, 수가 적어 비모수적 통계를 사용한다.

표준화 연구한 것이다(허정일, 2001 재인용:10).

비모수적 통계는 측정치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로서 <지남력>,

흔히 측정치의 부호나 순위를 사용하여 통계적

<기억력>, <주의집중과 계산능력>, <언어와

으로 검정하며, 이 때문에 정보의 손실이 일어

시공간 구성능력>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며, 모집단에 대한 가정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치매의 정도를 알아보기

이나 조건에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모수적 통계

위해 사용하였다.

기법보다 나은 검정력을 나타낸다. 집단미술치료
전후의 변화를 대응표본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2. Clock Drawing Test(CDT)
Clock Drawing Test(CDT)는 많은 연구자들에

프로그램 구성

의해 시공간 구성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추천
되며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인지손상을 입은 환자
들의 시공간 구성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 프로그램은 시공간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것이다. 숫자가 들어가 있는 시계를 그리는

하는 목표를 가지고,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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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초기에는 라포(rapport)형성과 선, 도형을

나누어 도입부에는 인사를 나눈 후 지남력과

인지하는 프로그램, 중기에는 공간을 지각하고

지난 시간 활동을 확인하고 가벼운 손운동을

구성하는 평면작업과 공간관계를 지각할 수 있는

하는 과정, 본활동에는 구성된 프로그램을 실시

입체작업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하며, 마무리에는 활동 순서를 재인지하고 지남

말기에는 시공간능력의 변화양상을 확인할 수

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집단미술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치료 프로그램 내용은 표 2와 같다.

한 회기당 도입, 본활동, 마무리 3과정으로
표 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내용
기회
1

주제
선 인지
작업

용

공간, 색 매칭(matching)하여 선 긋기 작업
선 인지하여 자기 이름에 스티커 붙이기
배경 꾸며주기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래 부르며 자기 소개하기

목

표

- 라포(rapport)
형성
- 선 인지

도형 인지
작업

- 도형, 색 크기 인지하기
- 규칙 ⅰ크기가 큰 순서대로 붙이기
ⅱ 겹치지 않게 붙이기
ⅲ 도화지 밖으로 나가지 않기
- 규칙 기억하며 색종이 붙이기
- 도화지에 옮겨 그리기
- 작품 감상

- 도형변별 인지

3

평면
공간 인지
작업Ⅰ

-

색, 수인지
색 한지 찢기
도형인지
제시된 공간에 풀 칠하기
제시된 공간에 색 한지 붙이기
작품 감상

- 공간지각 능력 증진

4

평면
공간 인지
작업Ⅱ

-

공간 수, 공간 크기 인지
크기가 같은 공간 인지하기
크기가 같은 공간에 같은 색 채색하기
작품 감상

- 공간지각
능력 증진

5

평면
공간구성
작업Ⅰ

-

도형인지하기
같은 색을 마주보게 ‘△’색종이를 붙여주기
‘○’사이에 ‘○’ 2개씩 그려 주기
‘○’ 공간 안에 숫자 적어주기
바늘 채색하기
미술치료 하는 시간 맞춰보기
작품 감상

- 시공간적 지각 및
구성능력 증진

6

평면
공간구성
작업Ⅱ

-

전통놀이 이야기하며 칠교놀이 설명
도형인지, 수인지, 색인지
재단된 색종이를 크기가 같은 공간에 맞춰 붙이기
작품 감상

- 시공간적 지각 및
구성능력 증진

7

평면
공간구성
작업Ⅲ

-

도안 연상 작업
도형인지, 수인지, 색인지
재단된 색종이를 크기가 같은 공간에 맞춰 붙이기
머리가 되는 공간에 눈 그려주기
연상되는 이미지 자유롭게 표현하기

- 시공간적 지각 및
구성능력 증진

초
기
2

중
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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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내

용

목

표

입체
공간구성
작업Ⅰ

-

입체 도형 인지하기
도형 조합하여 집 만들기
집 구조 이야기 나누기
문, 창문 세부 묘사하여 붙여주기
벽, 지붕 꾸며주기
문패에 이름 쓴 후 붙여주기
작품 감상 및 경험 이야기

- 촉 감 을 이용 한
공감각 능력 증진
- 공간관계
지각능력 증진

입체
공간구성
작업Ⅱ

-

도형 분류하기
산을 연상하여 표현해주기
‘□’,’△’의 조합으로 집 만들기
집에 문, 창문 그려주기
산, 집을 제시된 공간 안에 배치하기
마을을 연상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기
작품 감상 및 경험 이야기

- 촉 감 을 이용 한
공감각 능력 증진
- 공간관계
지각능력 증진

입체
공간구성
작업Ⅲ

-

도안 그림 연상
재료 탐색
포도 알 만들기
한 공간 안에 포도 알 하나 매칭(matching) 시키기
줄기 만들기
도화지에 옮겨 그리기
작품 감상

- 촉 감 을 이용 한
공감각 능력 증진
- 공간관계
지각능력 증진

11

입체
공간구성
작업Ⅳ

-

도형, 공간 인지하기
외곽 공간에 지점토 붙이기
수수깡 색상 교차하며 울타리 만들기
내부공간에 지점토 붙이기
노란색 꽃, 빨간색 꽃 합해서 5개 심기
작품 감상

- 촉 감 을 이용 한
공감각 능력 증진
- 공간관계
지각능력 증진

12

입체
공간구성
작업Ⅴ

-

도형, 공간 인지
지점토 길게 5줄 말아놓기
외곽선부터 도형 인지하기
외곽선부터 선을 따라 지점토 붙여주기 작업
작품 감상

- 촉 감 을 이용 한
공감각 능력 증진
- 공간관계
지각능력 증진

도형구성
작업

- 도형, 색 크기 인지하기
- 규칙 ⅰ크기가 큰 순서대로 붙이기
ⅱ 겹치지 않게 붙이기
ⅲ 도화지 밖으로 넘지 않기
- 규칙 기억하며 색종이 붙이기
- 도화지에 옮겨 그리기
- 작품 감상

8

9

중
기
10

말
기

주제

9

13

- 시공간 능력 변화
확인

대응표본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한

Ⅲ. 연구 결과

결과는 표 3과 같다.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의
CDT 점수는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후 p<.05

시공간 능력의 변화

수준에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즉, CDT의 사전,
1. 집단미술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사후 점수를 비교해 볼 때, 사전점수(M=1.5)에
비해 사후점수(M=3.4)에서 평균 1.9점이 상승

CDT 점수에 미치는 효과
CDT 점수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하였고,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Z=-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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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단미술치료를

결과는 표 4와 같다.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의

통해서 10명 중 8명의 CDT점수가 상승하였고

RCFT 점수는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후 p<.05

2명은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공간 능력을

수준에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즉, RCFT의 사전,

평가하는 검사인 CDT를 시행하여 집단미술

사후 점수를 비교해 볼 때, 사전점수(M=11)에

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에 대한 인지증진

비해 사후점수(M=18.4)에서 평균 7.4점이 상승

치료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하였고,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Z=-2.805,

있었다.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단미술치료를
통해서 10명 모두의 RCFT 점수가 상승하였다.

2. 집단미술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이러한 결과는 시공간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인

RCFT 변화에 미치는 효과

RCFT를 시행하여 집단미술치료가 알츠하이머형

RCFT 점수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치매 환자에 대한 인지증진치료로써 긍정적인

대응표본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CDT의 사전, 사후점수의 비교

변 인

음의 등위
사전-사후

양의 등위
사전-사후

사례수

평균
등위

평균
등위

등위 합

0

0

4.5

36

M(SD)

사전

1.5(1.72)

사후

3.4(2.27)

CDT

등위 합 사례수

0

8

동률
데이터 수

Z

2

-2.539

p-value

*

0.011
*

p<.05

표 4. RCFT의 사전, 사후점수의 비교

변 인

사전

음의 등위
사전-사후

양의 등위
사전-사후

사례수

평균
등위

평균
등위

등위 합

0

0

5.5

55

M(SD)

등위 합 사례수

동률
데이터 수

Z

0

-2.805

11(7.59)

RCFT

0

10

p-value

*

0.005

사후 18.4(10.34)
*

p<.05

3. 집단미술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간주하여 횟수를 측정하고, 색종이 도형을 붙인

미술작업의 질적인 변화에 미치는 효과

모양대로 지각하여 그린 경우에만 재구성 도형수

동일한 프로그램을 초기와 말기에 반복 시행

1회로 간주하여 측정한 후 도형의 겹침과 일탈의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적인 차이를 비교해

오류수와 재구성 도형수를 비교해 보았다. 표 5는

보았다. 색종이 도형을 0.7cm이상 겹치거나 도화지

미술작업의 질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회기와

밖으로 나가는 경우 겹침과 일탈의 오류수 1회로

13회기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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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동일한 프로그램의 초기‧말기 변화
초 기

말 기
A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6개 있었으며, 1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4개 있었으며, 3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B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4개 있었으며 3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0개 있었으며 5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C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4개 있었으며 2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2개 있었으며 4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D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4개 있었으며 3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1개 있었으며 3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E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0개 있었으며 4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0개 있었으며 7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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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기

말 기
F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3개 있었으며 0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1개 있었으며 2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G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3개 있었으며 1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2개 있었으며 4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H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2개 있었으며 0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0개 있었으며 0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I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2개 있었으며 5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0개 있었으며 5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J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1개 있었으며 7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겹침과 일탈의 오류가 0개 있었으며 7개를 완벽히
재구성해냄.

* H는 붙이기 과정을 하고서 건강상의 이유로 재구성해내는 과제를 수행하지 못해 0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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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 중에 관찰된

났음을 알 수 있고, 집단미술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초기와 말기의 도형의 겹침과 일탈의 오류

치매 환자에 대한 인지증진치료로써 긍정적인

수와 재구성 도형수의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응표본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
하였다.

재구성 도형수 변화

도형의 겹침과 일탈의 오류수 변화

재구성한 도형수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한

도형의 겹침과 일탈의 오류수의 차이가 있는

결과는 표7과 같다.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의

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Wilcoxon 부호

재구성 도형수는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후

순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알츠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즉, 재구성

하이머형 치매환자의 도형의 겹침과 일탈의 오류

도형수의 초기, 말기 점수를 비교해 볼 때, 초기

수는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후 p<.05 수준에서

점수(M=2.6)에 비해 사후점수(M=4.0)에서 평균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즉, 도형의 겹침과 일탈의

1.4점이 상승하였고, 초기점수와 말기점수의 차이

오류수의 초기, 말기 점수를 비교해 볼 때, 초기

(Z=-2.27,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단

점수(M=2.90)에 비해 사후점수(M=1.00)에서 평균

미술치료를 통해서 6명의 재구성 도형수 점수가

1.90점이 낮아졌고 초기점수와 말기점수의 차이

상승하였고, 4명은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Z=2.72,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단

초기보다 말기에 재구성 도형수가 상승한 것으로

미술치료를 통해서 9명의 도형의 겹침과 일탈의

보아, 작품의 질적인 향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오류수 점수가 감소하였고, 1명은 동일하였다.

있고, 집단미술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에

이러한 결과는 초기보다 말기에 오류의 수가

대한 인지증진치료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감소한 것으로 보아, 작품의 질적인 향상이 나타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도형의 겹침과 일탈의 오류수의 초기, 말기 비교

변 인

오류수

음의 등위
사전-사후

양의 등위
사전-사후

사례수

평균
등위

평균
등위

등위 합

9

5

0

0

M(SD)

초기

2.9(1.73)

말기

1.0(1.33)

등위 합 사례수
45

0

동률
데이터 수

Z

1

2.72

p-value

*

0.007
*

p<.05

표 7. 재구성 도형수의 초기, 말기 비교
변 인

M(SD)

재구성 초기
도형수 말기

2.6(2.27)
4.0(2.16)

음의 등위
양의 등위
사전-사후
사전-사후
동률
데이터 수
평균
평균
사례수
등위 합 사례수
등위 합
등위
등위
0

0

0

6

3.5

21

4

Z

p-value

*

-2.27

0.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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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도 불구하고, 미술치료의 인지적 접근으로

Ⅳ. 논의 및 결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뇌의 새로운 영역이 그
본 연구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저장기능을 대치, 발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시공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지증진치료

이론과 신경계는 외부자극에 의해 변화가 가능

로써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집단미술치료가

하여 뇌손상 이후에도 새로운 신경 간의 연접을

시공간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통하여 재구성을 일으킬 수 있는 신경가소성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있다는 이론이 집단미술치료에서도 적용되고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나아가, 알츠

Clock Drawing Test 점수가 집단미술치료 프로

하이머형 치매 환자를 포함한, 뇌의 기질적

그램 시행 후 유의하게 상승하였다(Z=-2.539,

문제로 인한 시공간 능력이 손상되어 있는 환자

p<.05). 둘째, Rey Complex Figure Test 점수가

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며, 미술치료는 재활 분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시행 후 유의하게 상승

에서도 적합한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Z=-2.805, p<.05). 셋째, 집단미술치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군

프로그램 회기 중 관찰된 도형 겹침과 일탈의

선정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문헌들에서는 치매의

오류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Z=2.72, p<.05),

종류에 따른 뇌 손상 부위에 의한 기능의 차이와

재구성 도형수는 유의하게 상승하였다(Z=-2.27,

임상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혈관성 치매와

p<.05). 이러한 연구결과는 집단미술치료가 알츠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함께 대상군으로 선정

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시공간 능력에 긍정적인

하였다. 그러나 이를 분류하지 않으면 비슷한

영향이 미쳤음을 시사한다.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드러나는 문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집단 미술치료는 공간을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알츠

지각하고 구성하며, 공간관계를 지각하는 반복

하이머형 치매 중에서도 복합형 치매환자를 배제

적인 작업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미술치료

시키기 위해 하친스키 허혈지수를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의 반복이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어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둘째, 국내에서는 치매

뇌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치매노인의 미술

환자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들이 많이

표현과 기억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고 강조한

이루어져 왔으나 검사도구의 한정적인 사용과

연구(박정은, 2006)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치매 환자의 다양한 증상이나 행동 문제 중에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뇌의 기능을 활성화

어떤 문제에 효과성이 높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켜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결과를 찾아낸 전문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있다는 연구(박선민, 2005)는 시공간 능력이

인지기능의 하위체계인 시공간 능력에 대한

인지적 구성요소의 하나로써 같은 맥락에서

효과성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바라볼 수 있겠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집단미술치료가 인지증진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노인전문

치료로써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시공간

병원과 노인요양센터의 입원한 환자들로 연구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있었다. 이것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대상군의 수가 적었고, 대조군을 선정하지 못

시공간적 기능저하는 뇌의 진행성 퇴행성 병변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효과를 미술치료만의

- 622 -

집단미술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시공간 능력에 미치는 영향

15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효과로만 단정할 수 없는 한계는 예비적인 연구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많은 대상

박재설, 강연욱, 진주희, 나덕렬(2005). 알쯔하이머형

군을 이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치매와 혈관성 치매의 시공간구성능력의

미술치료가 다른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볼

비교: Rey complex figure test의 반응을

수 있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511-525.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 인지증진치료로서
집단미술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박정은(2006). 구조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반복
이 치매노인의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 동국

시공간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집단미술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에게 있어서 시공간

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희(2002). 미술치료의 임상적 적용 및 치료
요인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석사학위논문.
송낙일(2006). 평면미술의 美에 대한 뇌과학적 해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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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the Visuospatial Ability
of the Patients with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Kim, Min-Jung Kim, Yong-Cheol Lee, Yeong-Bae Kim, Jong-Hoon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for improving the
visuospatial ability in patients with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and to provide the data whether
the group art therapy could be applied to patients with dementia in the future. We conducted group
art therapy to 10 patients diagnosed with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for a total of 13 times and
3 times/week for 50 minutes and examined its effect on the visuospatial ability. By conducting the
Clock Drawing Test and Rey Complex Figure Test that are the tests for evaluating the visuospatial ability,
we have analyzed the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group art therapy using the Wilcoxon’s signed rank
test. We have also analyzed the overlapping of the diagram observed during the program session of group
art therapy for the number of deviation errors and changes in the number of reconstructing diagrams by
using the Wilcoxon’s signed rank test. The study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
the scores of Clock Drawing Test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conducting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p<.05). Second, the scores of Rey Complex Figure Test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conducting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p<.05). Third, the number of diagram overlappings and
deviation errors that were observed during the program session of group art therapy has significantly
decreased (p<.05) and the number of reconstructing diagram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p<.05) as
well.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group art therapy may be useful for patients suffering
from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Further studies with a large number of samples are required
to elucidate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patients with dementia.
Key Word : Group Art Therapy,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Visuospatial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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