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치료연구 제21권 제5호(통권 74호)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014. Vol. 21, No. 5(SN. 74), 1081～1101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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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치매노인에게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여 그들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S시 소재의 노인요양센터에서 치매판정을 받고 입소해있는 치매노인
200여명 가운데 실험집단 13명과 통제집단 10명을 무선배치 하였으나 중도에 실험집단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4
명이 탈락하여 최종 9명이 참가하였다.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주 1회기 60분씩 총 15회기가 진행되
었다. 연구도구로는 대상자들의 인지기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판 Hasegawa 치매척도(The K-version
of Revised Hasegawa Dementia Scale: HDS-K), 우울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코넬치매우울척도(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CSDD)를 실시하였다. 또한 매 회기 음성녹음과 관찰을 통해 질적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화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둘째, 한국화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
화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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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같은 자료를 반복

Ⅰ. 서 론

적으로 학습시켜도 습득되는 정보의 양이 증가
하지 않고, 지연 회상 시 빠른 망각을 보이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시된 여러 단어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제시
오늘날 현대인에게 치매는 하나의 사회적

된 단어를 많이 회상하는 최신효과(recency

문제로 등장하였다. 치매는 노인의 만성질환

effect)를 과장되게 나타낸다. 또한 정상인들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쳐

달리 먼저 입력된 정보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

악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질병부담이 매우

는 초두효과(primacy effect)를 보이지 않는다.

높은 질병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반면, 파킨슨병 환자들의 경우, 자유회상과제보

증가하여 노인복지 및 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다 재인검사 시 더 높은 수행능력을 보인다.

관심이 높아지는데 반하여 치매에 대한 원인규

이밖에 혈관치매 환자들은 회상의 손상정도가

명과 치료방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심하지만 재인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치매 유병률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

수행을 보이며 단서에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다. Jorm(1987)이 시행한 고전적 연구에 따르

있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들은 자신의 기억

면, 여러 국가에서 얻어진 보고들을 메타 분석

장애를 부정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에서 5.1세가 증가할

비인지적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울

때마다 치매 유병률이 2배씩 증가한다고 한다.

이다. 치매노인의 경우 인지기능 장애를 알아

보건복지부(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차리게 되면서 우울증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65세 이상 노인 574만 명 가운데 9.1%에 달하

많다. Lazarus 등(1987)에 따르면 특히 치매환

는 52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현재의 증가

자는 정상노인에 비해 우울한 기분, 불안, 무기

세라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천615만

력감, 절망감, 무가치감 등을 더욱 느낀다고 한

명 가운데 13.2%인 212만 명이 치매를 앓게 될

다. 더구나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우울장애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지고 있을 때에는 보호자들의 우울감과 부담

치매환자에게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이 더 증가하고 환자 자신들의 인지기능 감퇴

할 부분은 인지기능 장애 영역이다. 인지기능

속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상윤,

은 학습과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능력, 문제

2004 재인용: 7-14).

해결능력과 추상적 사고 및 수행기능, 주의집

치매환자에게서 우울증이 얼마나 흔하게 나

중력, 행동, 정서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타나느냐는 우울증의 심각도를 어떻게 정의하

이 가운데 치매환자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

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우울감을 가

상은 기억력의 손상이다. 하지만 단순한 기억

지고 있는 경우, 혹은 감정부전증을 기준으로

장애만 가지고는 치매로 진단되지 않는다. 대

하는 경우, 경도 우울증(minor depressive

한치매학회(2011)는 치매를 다발성 인지장애가

disorder)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주요 우울증

있어야 하고 이 다발성인지장애가 일상생활에

(major depressive disorder)을 기준으로 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우 등이 그 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단순

인지기능 장애는 일상생활능력과 밀접한 관

히 우울 기분을 호소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경

련이 있으며 치매의 원인질환에 따라 조금씩

우까지 포함한다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언어적 기억력을 예로 들

40-60%가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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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04)

3

아들이며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하며 대인

치매환자에서 보이는 우울증상은 흥미가 없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최선남, 전종국 1997).

고, 일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능력이 감소하

양한연(2006)은 미술작업이 치매노인의 신체

며,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특징을 보인

감각을 살릴 수 있어서 잔존기능을 보존 발전

다. 또한 청장년기의 우울증과는 달리 죄책감

시키며, 창조적 작업이 정서를 순화하는데 도

및 자살사고는 심하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움을 주어 다양한 표현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

(Laketsos & Lee, 2004). 또한 치매 환자의 특

욕구나 충동, 갈등의 해소를 돕는다고 하였다.

징적 증상의 하나인 무감동증은 보호자들에 의

그림을 통한 회상작업은 남아있는 기억력의 손

해 흔히 우울증으로 보고된다(김성윤 2004). 무

실을 막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며 현실감

감동증은 젊은 우울장애환자에 비해 정서에 관

을 부여한다. 미술작업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련된 증상을 덜 호소하는 것으로 ‘슬프지 않는

작품을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게 되고 무

우울증(depression without sadness)’이라고 불

엇보다 축소된 사회로서의 집단 경험을 통하여

린다. 일반적으로 치매노인은 자신의 우울증상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며, 집단 상

을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호간에 적응력을 길러준다고 했다.

대부분의 치매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

미술치료에 있어 매체는 중요한 치료적 요

지 않아 원인적 치료가 어려우므로 종합적 치

인이다. 특히 한국화 매체는 한국인의 정서와

료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쓰이는 약물도 부작

정신세계를 기본으로 하므로 보편적인 한국인

용의 위험이 큰 편으로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의 정서에 잘 부합하는 매체이다. 한지 위에

노인에게는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

먹이나 채색을 더하여 그리는 방식은 동양적

다. 약물치료 외에 치매를 위한 심리사회적 치

자연관과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어, 나이가

료로는 작업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원예치

많은 치매노인에게는 매체에 대한 거부감을 줄

료, 음악치료 등의 방법이 있다. 심리사회적 치

일 수 있고 안정감과 자발성을 불러일으키기에

료는 치매의 진행을 막거나 늦추고 그 증상을

용이하다.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치매 환자에게

한국화 매체의 치료적 요인은 한지와 먹에

남아있는 건강한 능력으로 결손 부분을 보충할

서도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화의 바탕이 되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술치료는

는 한지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먹이

치매 노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나 물감에 대한 수용성이 크고 질긴 성질을 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집단미술치료는

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매체의 성질은 감정의

집단 심리치료에 미술을 도입한 것이다. 집단

촉진과 통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치매노인

미술치료는 집단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

의 복잡한 정서를 수용하고 감정표현을 끌어냄

고 자신의 문제를 통찰할 수 있어서 집단 안에

과 동시에 통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서 직접체험을 통한 훈련이 가능하며, 집단원

유년시절 문풍지, 벽지 등 일상생활에서 한지

혹은 치료자로부터 지지를 통한 간접적 자기

를 접한 치매노인에게는 한지가 장기기억 회상

효능감의 경험은 실제적인 변화와 동기를 유발

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지

한다. 또한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

는 다른 재료에 비해 쉽게 자르기, 접기, 찢기,

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구기기, 말기, 엮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해결해 나가는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받

수 있다. 여러 가지 표현기법은 치매노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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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운동을 촉진하고 창조성을 발현시키는 등

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

치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둘째, 한국화의 먹색은 주로 검은색으로 표

를 설정하였다.

현되는데, 이는 평소의 검은색의 이미지와는

첫째,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별개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화에서의 검은색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

오채의 색으로 저장과 숙성을 의미하며 새로운

가?

가능성을 암시하는 색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
라서 한국화는 흰색 한지 위에 검은 먹색을 이

둘째,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

용하여 뚜렷한 대비효과를 주며, 이는 선명한

셋째,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인식을 심어주어 자아의식 형성에 도움을 줄

과정에 따른 인지기능과 우울의 변화양상은 어

수 있다(김유경, 박정환, 전순영, 2006).

떠한가?

박완용(2011)은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

용어정의

미술치료를 정신분열병 입원환자에 적용하였으
며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게 하고 정신분
열병 입원환자가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의

1) 치매노인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김유경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뇌기능이 손

과 최외선(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화 재료를

상되어 나타나는 정신장애로 뇌손상의 결과 지

활용한 미술치료를 노인에게 적용하여 노인의

적 능력이 감퇴하거나 소실하여 사회적 또는

우울정서를 감소하게 하고 언어표현을 증가시

직업적 기능 장애를 가져오는 병이다. 치매는

켰다. 인물화 검사에서 사전검사에 비하여 사

그 자체가 어떤 활동을 이야기하는 진단명이

후검사에서 세부 묘사가 증가하는 등 인지기능

아니라 특정한 증상들이 나타나 어떤 기준을

이 향상되었으며, 언어표현이 증가하고 우울이

만족시키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증후군

감소되었다. 박현철(2009)의 연구에서는 치매노

이다. 조기발현 치매도 있으나 주로 노년기에

인에게 기억력회상 미술치료를 적용하여 지남

발생한다. 노인의 기준 연령은 고령자 촉진법,

력이 향상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연금법 등 다양한 근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얻었다. 석수민(2010)은 한국화매체를 만성 정

노인복지법에 기초하여 65세 이상을 통칭한다.

신분열병환자에게 활용하였고 치매노인의 우울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은 S시 소재의 노인요

증과 비슷한 양상인 무감동적 사회적 위축, 감

양센터에 거주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치매진단

정적 위축을 개선하였다.

을 받은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에게 한국어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화 매체를 적용

Hasegawa 치매척도(The K-version of Revised

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

Hasegawa Dementia Scale: HDS-K)를 실시하

울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

여 총점이 5점-23점 사이의 경중증 치매노인을

다.

말한다.
2) 인지기능

연구문제

인지기능은 충동, 지각, 흥미, 동기 기억, 논
본 연구에서는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

리, 사고, 학습, 문제해결, 판단과 같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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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과정을 말한다. 이외에도 인지기능에는

식을 채택하여 치매노인 23명을 선별하였다.

상황을 조사하는 능력,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

연구는 실험집단 9명과 통제집단 10명으로 마

리하고 회상하는 능력,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

무리하였다. 연구대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남력, 복잡한 자료를 구성하는 능력, 자극에 정

첫째,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의

확하게 반응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

남녀 노인 가운데 HDS-K를 실시하여 총점이

에서 인지기능은 한국어판 Hasegawa 치매척도

5~23점 사이에 해당되는 경중증 치매에 해당하

(HDS-K)검사를 통해 나타난 점수를 의미한다.

는 자. 둘째, 청력, 시력에 이상이 없고 의사소
통이 가능하며 60분 동안 진행되는 집단미술치

3) 우울

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셋째, 최근

우울은 정상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인 상

6개월 동안 어떠한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자.

태에까지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수면장애, 피
로, 기쁨과 흥미 및 동기 상실, 외부 세계에 대

연구대상의 인적사항 및 일반적인 특성은
표 1, 2와 같다.

한 무관심, 절망, 비관, 침울함, 무가치함, 활동

측정도구

억제, 자존감 저하 및 자기비하 등을 나타내는
감정이다(Beck, 1967). 본 연구에서 우울은 코
넬치매우울증척도(Cornell Scale for Depression

1) 한국어판 Hasegawa 치매척도

in Dementia: CSDD)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은 한국어판 Hasegawa
치매척도(The Korean version of Revised

다.

Hasegawa Dementia Scale: HDS-K)를 사용
4)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하여 측정하였다. HDS-K는 원본인 개정

집단미술치료는 집단구성원들의 복합적이고

Hasegawa

치매척도(Revised

Hasegawa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하며 미술

Dementia Scale: HDS-R)를 번안한 것으로 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끌어

남력, 기억력, 계산능력, 집중력과 언어 유창성

냄으로써 자아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결합된

에 대한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검사는

형태를 말한다. 한국화매체란 한국적 상황 아

본 연구자가 치매 노인과 직접 면담하여 작성

래에서 생성된 세계관에 바탕을 둔 회화를 제

하였다.

작할 때 쓰이는 전통적 도구와 재료를 의미하

척도의 평정은 시간지남력 5점, 장소지남력

며 본 연구에서는 한지, 먹, 한지, 붓, 인주, 한

2점, 세 가지 단어목록 등록 및 지연회상 3점,

국화 물감 등으로 간주하였다.

100에서 7빼기 등 계산능력 2점, 숫자 거꾸로
말하기 2점, 단어회상 6점, 다섯 가지 물품목록
등록 5점, 범주적 언어 창성 5점 등 총 30점

Ⅱ. 연구방법

아홉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류가
적을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결과는 Zec(1993)가

연구대상

사용한 기준을 적용하며 24점 이상은 정상,
본 연구는 S시 소재의 노인요양센터에서 치

20-23 경증치매, 10-19 경중증도 치매, 9점 이하

매판정을 받고 입소해있는 약 120명의 치매노

는 중증치매로 구분한다. HDS-K는 높은 내적

인들 중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무선선별방

일치도(Cronbach 계수=0.948, p<0.01)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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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집단의 연구대상 인적사항 및 특성
대상

성별/연령

HDS-K

CSDD

학력

개인적 특성

⦁인지기능은 비교적 잘 유지됨.
⦁우울한 표정과 웅크린 자세를 유지하고 자존감이 낮
A

남/66

15/30

16/38

대졸

음.

⦁무감동증이 심한 편으로 눈 맞춤이 불가능함.
⦁골다공증, 파킨슨병을 동반.
⦁큰 키와 잘생긴 외모로 요양소 내에서 인기가 많음.
B

남/73

10/30

11/38

고졸

⦁주의집중력이 짧고 기억력이 많이 손상되어 있음.
⦁의심이 많고 요양보호사와 마찰이 잦음.
⦁전립선 비대, 폐기능이 약함.
⦁키가 큰 편이고 비교적 건강해보임.

C

남/72

13/30

10/38

초등졸

⦁아무런 표정이 없고 무감동증이 심함.
⦁뇌졸중, 전립선암 동반.
⦁휠체어로 이동함.
⦁경직된 표정에 무기력한 인상을 줌.

D

여/86

5/30

13/38

고졸

⦁손의 움직임이 둔하고 시각 청각적 자극에 반응이 느
림.

⦁고혈압, 당뇨를 동반.
⦁건강상태가 좋고 대화를 즐기는 편이나 많은 단어의
E

여/64

12/30

11/38

고졸

의미를 잘 기억하지 못함.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이 화가 난다고함.
⦁고혈압, 무릅 관절염 동반.
⦁휠체어로 이동하며 큰 목소리가 인상적임.

F

여/92

7/30

8/38

초등졸

⦁공격적인 성향으로 주변인과 싸움이 잦음.
⦁미혼으로 가족 이야기에 급격한 우울한 반응을 보임.
⦁편마비를 동반함.
⦁건강상태가 좋고 지남력이 양호하나 귀가 약간 어두
움.

G

여/82

18/30

9/38

대졸

⦁의욕이 없고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으며 ‘몰
라’, ‘난 못해’ 등의 단어만 반복함.

⦁물건을 몰래 가져가려는 행동심리증상을 보임.
⦁지남력이 떨어지고 시각, 청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H

여/70

11/30

7/38

고등졸

느림.

⦁언어기능은 비교적 잘 유지됨.
⦁파킨슨병 동반.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대부분의 질문에 짜증스러운

I

여/80

13/30

15/38

고졸

태도를 보이는 등 우울정도가 심함.

⦁지남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질문의 의미를 잘 이
해하지 못하며 말수가 지나치게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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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제집단의 연구대상 인적사항 및 특성
대상

성별/연령

HDS-K

CSDD

학력

A

여/72

8/30

4/38

초등졸

개인적 특성

⦁수줍음을 많이 타고 잘 웃음.
⦁언어기능이 떨어지는 편으로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
하지 못하며 대부분의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보임.
B

여/74

8/30

2/38

중등중퇴

C

남/80

10/30

2/38

중졸

⦁낯을 가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눈맞춤이 불가능함.
⦁무감동증을 보임.
⦁작고 마른 체형으로 점잖은 성격.
⦁최근의 기억, 지남력이 떨어짐.
⦁언어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수행기능도 좋은 편

D

남/75

14/30

8/38

임.

고졸

⦁같은 치매이나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고집이
세어 주변인과의 마찰이 잦음.

E

남/78

13/30

0/38

고졸

F

남/74

11/30

4/38

고졸

⦁뇌졸중으로 말하는 것이 어눌하나 이해는 가능함.
⦁순한 인상을 주고 편마비가 있어 휠체어를 이용함.
⦁상황과 상관없이 큰 소리를 내며 웃거나 농담 또는
질문을 함.

⦁뇌졸증이 있으나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이 가능함.
⦁말 수가 없고 무감동증을 보임.
G

여/77

19/30

2/38

⦁질문을 하면 비교적 올바른 대답을 하고 수행능력이

초등졸

좋음.

⦁곱게 단장한 점이 인상적으로 사교적인 성격임.
H

여/70

14/30

8/38

⦁자꾸 뭘 잊어버려서 짜증이 나고 나이가 들었다는

고졸

것이 우울 하다고 보고함.

⦁자기 비하적 발언을 쉬지 않고 하며 비관적인 사고
I

여/82

14/30

4/38

가 주를 이룸.

고졸

⦁셈이 많고 지는 것을 싫어하는 등 공격적인 면도 있
음.

⦁말이 많고 사교적인 성격임.
⦁쉬지 않고 주변을 정리하고 특히 공간의 테두리에
J

여/73

11/30

2/38

집착함.

초등졸

⦁지남력은 일부 손상되었으나 언어기능은 비교적 잘
유지됨.

평가자간(Pearson 상관계수=0.9999, p<0.01) 및

HDS-K는 기존 MMSE 계열 검사 도구에 비

검사-재검사 신뢰도(Pearson 상관계수=0.048,

해 교육 수준과 연령의 영향을 적게 받고, 언

p<0.01)를 보였다. 또 MMSE-KC 점수, SBT-K

어 유창성 검사가 포함되어 언어와 전두엽 기

점수 및 CDR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능 손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또 실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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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공간 구성력과 같은 동작성 과제가 없어

성취감을 향상하며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후

시각 기능이나 운동 기능에 장애가 있는 노인

반부로 갈수록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높였다.

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종결은 마지막 2회기로 구성되었고 집단 구성
원들의 그동안 쌓아온 결속력 및 응집력을 유

2) 코넬치매우울증척도
치매노인의

우울은

지하면서 자연스러운 종결로 이어지도록 했다.
코넬치매우울증척도

특히 마지막 회기에는 지나온 회기를 돌아보고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회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그

CSD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SDD는 치매

동안의 작품들을 다시 감상하며 성취감을 느낄

환자의 우울을 사정하도록 고안된 도구로

수 있도록 하였다.

Alexopoulos 등(1988)이 개발한 ‘The Cornell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한국화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를 김기웅

재료가 갖는 특성을 활용하여 치매노인에게 수

(2005)이 번역한 것이다. CSDD는 5개의 하부

용과 확산의 경험적 기회를 제공한 김유경과

영역으로 기본 관련 증상, 행동장애, 신체 징

최외선(2008)의 연구, 한국화 매체를 집단미술

후, 일주기성 기능, 사고장애로 구성되어 있다.

치료에 적용하여 정신분열병 입원환자의 자아

총 19개의 문항으로 각각 3점 척도를 체크해

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박완용(2011)의

측정한다. 검사는 요양소에서 내담자와 함께

연구, 한국화 재료를 통한 집단미술치료를 초

생활하는 간호자가 작성하였다. 가능 점수는 0

등학생에게 실시하여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의

점에서 38점이며 Alexopoulos(1988)의 연구에

변화를 보고한 김유경 외(2006)의 연구 등 선행

따라 18점 이상은 심각한 우울, 10점 이상은

연구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미

중증도 우울, 6점 이하는 특이한 우울 증상이

술치료학과 교수이자 미술치료 수련감독가에게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8점 이상의

슈퍼비젼을 받았으며 전사, 배접, 병풍 등 다양

점수는 우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발 당

한 한국화 제작방식을 차용하였다. 프로그램의

시의 신뢰도 Cronbach's=0.84 였다.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프
로그램

연구절차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는 2013

프로그램은 초기, 중기1, 중기2, 종결의 네

년 1월 19일부터 2013년 5월 4일까지 사전․사

단계로 구조화 하였다. 초기 4회기는 집단원과

후 검사를 제외한 총 15회기를 실시하였으며,

치료자간 라포를 형성하고 프로그램에 흥미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프로그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국화 매체에 대

램 참여자 선정을 위한 일반적 특성 기록과 사

한 설명을 곁들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

회복지사와 면담이 있었다. 둘째, 프로그램 시

였고 프로그램에 난이도가 높지 않게 구성하였

작 전 보조원이 프로그램의 전체내용을 숙지하

다. 중기는 총 9회기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

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은 실험집단 9명을 대상

어진다. 앞부분인 중기1은 감정의 해소와 담기

으로 매주 1회기씩 60분간 요양원의 상담실에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뒷부분인 중기2는

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연구자

중기1의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원의

와 석사 과정생 1명, 보조자인 사회복지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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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

회기

1

2

활동내용
⦁각자 음식 사진을 골라 오린 뒤 식탁역할의 종이에 풀로

상차림
초기
․
라포

3

제목
콜라주

한지에 문양
만다라
꾸미기

형성

모자이크

․

조각보

4

달항아리
집단
만다라

사군자

5

6

그리기

부채위에
중기1

사군자

․
감정의
해소와

⦁흥미유발

가위, 딱풀, 한지

⦁흥미유발

문양만다라 채색

⦁가위로 문양을 오려내고 스티커 등으로 꾸며 한지에 붙

⦁소근육사용

도구, 스티커,

⦁성취감향상

가위, 풀, 한지

붙이고 한지로 꾸미기.

여 완성한다.
⦁조각보 문양이 그려진 한지 위에 색색의 한지를 찢어 가

루 풀로 붙여나간다.

7

담기

전사하기

⦁정월대보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달 항아리 문양을 인원수만큼 나누고 조각을 한국화 물

감으로 채색한다.
⦁완성된 조각을 서로 맞추어 집단만다라 완성하기.

채색
산수화

산수화
9

족자
만들기

고향집

10

그리기
중기2

11

․
성취감
향상

어린 시절
놀이
그리기
병풍

12

만들기1

13

만들기2

14

종결

꽃종이

․

만들기

매듭
15

짓기

나의
나무심기

⦁기억회상
⦁협동심 증진

⦁감정의 풀기 와

⦁지난주에 그린 사군자를 살펴보고 화선지 위에 연습
⦁마음의 준비가 되면 부채위에 그림을 그리고 전각을 찍

어 완성하기.

담기

나눈다.
⦁마음에 드는 민화 위에 OHP필름을 올리고 네임펜으로

⦁오원 장승업의 채색산수화를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눔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 먹과 한국화 물감으로 따라 그

려 완성하기.

자기성

⦁집중력향상
⦁매체를 통한 흥미

유발
⦁감정 풀기와 담기

및
⦁매체에 대한 흥미

유발
⦁감각 자극
⦁집중력향상

다.
⦁족자 위에 전각을 찍어 완성하기.
⦁각자의 고향이 어디인지, 어떤 집에 살고 있었는지 등의

이야기를 나눈다.
⦁화선지 위에 먹으로 그 집을 그려 완성
⦁10살 때 어디에서 어떤 놀이를 했었는지 이야기를 나눈

다.
⦁화선지위에 놀이하던 장면이나 장난감을 그려 완성
⦁산수화 도안이 그려진 병풍조각을 나누고 살펴보며 이야

기를 나눈다.
⦁다양한 형태의 스티커를 붙여 완성하기.

를 나눈다.
⦁다양한 형태의 스티커를 붙여 도안을 채운 뒤 하나로 모
⦁요즘 밖에 무슨 꽃이 피어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다양한 꽃과 꽃잎 등 한지조각을 배경한 지에 붙여 완성

하기.
⦁밖에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이야기나누기.
⦁순지 위에 먹물로 나무를 그리고 분채로 잎을 채색하여

나의 나무를 심어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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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재료

각자이름이 새겨진

각자이름이 새겨진

⦁집중력향상

⦁지난주에 그린 산수화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화선지 위에 산수화를 연습해보고 각자의 족자위에 그린

그려진
만다라조각

전각, 인주

⦁근력운동
⦁긍정적인

문양이

먹 접시, 순지

찰

아 완성하기.
한지

⦁성취감 증진

⦁순지위에 붓에 먹을 묻혀 연습한 뒤 그려본다.
⦁완성된 그림에 전각을 찍어 완성하기.

붓 접시
색색의 한지

⦁소근육사용

⦁지난 주 다 붙이지 못한 산수화 조각을 살펴보고 이야기

병풍

밀가루 풀

⦁성취감 증진

⦁강세황의 사군자를 감상한다.

전사하여 완성하기.

8

⦁흥미유발
⦁기억 회상

⦁한국화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를

민화

매체
다양한 음식사진

⦁각자 원하는 만다라 문양을 나누고 채색

흥미
유발

목표
⦁오리엔테이션

전각, 인주, 한지
밀가루 풀, 붓
다양한 민화
모음
OHP필름,
싸인펜
산수화 작품자료
화선지 먹
한국화물감
붓 접시
산수화 작품자료
화선지 먹, 한국화물
감, 붓, 접시인주 전각

⦁집중력향상

붓 먹 접시

⦁기억 회상

화선지

⦁기억회상

붓 먹 접시

⦁창의력증진

화선지

⦁감각활성화

다양한 종류

⦁집중력 향상

스티커

⦁성취감향상

산수화 도안

⦁협동심 향상

다양한 종류

⦁집중력 향상

스티커

⦁소속감 강화

산수화 도안

⦁소근육 사용
⦁집중력향상

잎,
꽃잎모양의
한지, 가위, 풀

⦁창의력증진

붓 먹 접시

⦁회기 닫기

순지 한국화 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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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1명 등 총 3명이 참여하여 매 회기 집단원

표 4. 인지기능의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의 태도 및 작품의 변화 과정 등을 관찰하였다.

하위
영역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사전
집단

사후

N
M

SD

M

SD

실험

9

3.66

1.73

4.55

1.58

통제

10

3.40

1.64

1.90

1.72

지남력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척도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검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어판
Hasegawa 치매척도, 코넬치매우울척도의 측정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를 공변인으
로 하고 사후 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인
지기능, 우울의 하위영역별로 공변량 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셋째, 회기별 질
적 분석을 하였다.

시간

실험

9

2.44

1.33

2.77

1.71

지남력

통제

10

1.70

1.63

1.20

1.39

장소

실험

9

1.22

0.83

1.77

0.44

지남력

통제

10

1.70

0.48

0.90

0.87

기억등록

실험

9

5.11

2.42

6.33

2.29

및 회상

통제

10

2.60

0.96

2.30

1.70

주의집중

실험

9

1.33

0.70

2.11

1.26

및 계산

통제

10

1.30

1.33

0.30

0.48

언어

실험

9

1.44

1.33

4.33

2.39

기능

통제

10

4.90

2.28

2.80

1.87

언어

실험

9

1.00

1.32

2.22

1.56

유창성

통제

10

2.70

1.33

1.10

1.59

실험

9

11.55

3.94

17.22

3.49

통제

10

12.2

3.32

7.50

3.74

Ⅲ. 연구결과
총점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후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1) 인지기능의 변화

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화매체가 적용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위 영역별로 공

노인의 인지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검사와

표 5와 같다. 하위요인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사후검사를 비교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의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점수 검사를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결과를 살

비교해 보면 지남력(F=11.3, p<.01)과 주의집중

펴보면 실험집단에서 치매노인의 인지 기능의

력 및 계산(F=16.927, p<.01)에서 실험집단과

변화를 보기위하여 사용한 한국판 Hasegawa

통제집단간의 사후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

검사의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간의 평균을 비교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장소지남력(F=6.178,

해볼 때 총점, 지남력, 시간지남력, 장소지남력,

p<.05), 기억등록 및 회상(F=6.208, p<.05)에서도

주의집중력, 기억 등록(기억회상), 언어기능, 언

또한 언어기능(F=5.745, p<.05) 및 언어유창성

어유창성 등의 하위 개념에서 긍정적인 향상이

(F=4.998, p<.05)에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사전검사에 비하여 사후

의 사후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검사에서 전체 평균점수가 하락하였다.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전체결과(F=88.259,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를 마친

p<.0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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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지기능에 대한 공변량 분석
하위영역

11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

Source

SS

df

MS

F

공변인

2.094

1

2.094

0.744**

집단

31.802

1

31.802

11.300**

오차

45.028

16

2.814

합계

270

19

공변인

0.526

1

0.526

0.207ns

를 비교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의 결과는 표

시간

집단

9.850

1

9.850

3.879ns

6과 같다.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결과를 살펴보

지남력

오차

40.630

16

2.539

합계

125

19

공변인

0.003

1

0.003

0.005*

장소

집단

3.264

1

3.264

6.178*

지남력

오차

8.453

16

0.528

합계

45

19

공변인

27.322

1

27.322

10.720*

집단

15.821

1

15.821

6.208*

오차

40.778

16

2.549

합계

482

19

공변인

0.381

1

0.381

0.417**

(ANC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결

집단

15.455

1

15.455

16.927**

과를 비교해 보면 전체결과(F=7.061, p<.05)에서

오차

14.608

16

0.913

합계

56

19

공변인

12.343

1

12.343

3.026*

언어

집단

23.432

1

23.432

5.745*

기능

오차

65.257

16

4.079

합계

325

19

공변인

5.877

1

5.877

2.571*

언어

집단

11.427

1

11.427

4.998*

유창성

오차

36.579

16

2.286

합계

99

19

공변인

135.095

1

한국화매체를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

지남력

기억등록

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면 사전검사에 비하여 기분관련증상, 행동장애,
신체징후, 사고장애의 하위 개념의 평균 점수
는 낮아지고 일주기성 증상에는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통제집단은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
의 평균 점수가 다소 상승하였다.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를 적용
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및
기억회상

주의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놓고 공변량분석

집중력
및 계산

집단

490.723

오차
합계

135.095

1

490.723

88.960

16

5.560

3456

19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분

표 6. 우울의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
영역

사전
집단

사후

N
M

SD

M

SD

기분

실험

9

2.66

1.00

1.55

1.66

관련

통제

10

1.70

1.05

3.10

1.79

행동

실험

9

3.00

1.58

1.33

1.00

장애

통제

10

0.80

1.22

2.10

1.66

24.298***

신체

실험

9

0.77

0.66

0.22

0.44

88.259***

징후

통제

10

0.80

1.22

0.40

0.69

일주

실험

9

2.33

0.66

3.11

1.05

기성

통제

10

0.20

0.73

1.90

1.43

사고

실험

9

2.44

1.66

0.44

0.88

장애

통제

10

0.90

0.73

1.90

1.72

실험

9

11.11

3.05

6.55

2.96

통제

10

3.60

2.63

8.90

4.06

총점

타냈다. 반면, 시간지남력(F=3.879, p>.05)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후검사 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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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우울에 대한 공변량분석
하위

따라서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실험집단의 우울
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Source

SS

df

MS

F

공변인

6.645

1

6.645

2.390*

기분

집단

17.270

1

17.270

6.213*

관련

오차

44.478

16

2.780

합계

169

19

공변인

6.001

1

6.001

3.570*

에 따른 인지기능과 우울의 변화양상을 초기와

행동

집단

8.103

1

8.103

4.820*

후기로 구분하여 표 8을 통해 제시하였다.

장애

오차

26.899

16

1.681

합계

93

19

공변인

0.294

1

0.294

0.830ns

한국화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회기
별 진행과정

신체

집단

0.145

1

0.145

0.409ns

징후

오차

5.662

16

0.354

영역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과
정에 따른 인지기능과 우울의 변화양상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의 과정

1) 1-2회기: 콜라주 상차림과 한지문양 만
다라

합계

8

19

공변인

0.46

1

0.46

0.027*

첫 회기라 어수선한 분위기로 시작되었다.

일주

집단

3.124

1

3.124

1.828*

라포형성을 위해 다양한 사진을 준비하고 활동

기성

오차

27.343

16

1.709

합계

137

19

공변인

0.359

1

0.359

0.176+

했으나 주의집중을 끌기 어렵고 일부러 거부한

사고

집단

8.921

1

8.921

4.357+

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가장 심한 경우

장애

오차

32.763

16

2.048

합계

71

19

공변인

49.030

1

을 유도하였으나 치료사의 자극에도 대부분 큰
반응이 없었다. 집단원 모두와 눈맞춤을 시도

담자가 있었다. 기능수준은 편마비를 동반한
경우가 많아 섬세한 가위질은 기대할 수 없다.

49.030

집단

75.061

1

75.061

오차

170.092

16

10.631

합계

1398

19

비교적 대화가 가능한 집단원의 경우도 ‘아무

4.612*

것도 할 수 없다’며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였

7.061*

총점

다. 회기 중반이 되자 주의집중력의 개인차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몇몇은 멍하게 허공을 응
시하기도 하였다. 몇몇은 음식과 그릇의 경계

+p <.10, *p <.05, ** ns=non significant

구분이 어려웠으며 음식의 명칭을 기억하지 못
해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식탁에 음식
관련(F=6.123, p<.05) 행동장애(F=4.820, p<.05),

사진들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서

일주기성 증상(F=1.828, p<.05), 사고장애(F=

서히 감정표현을 하기 시작하였다. 2회기에서

4.357, p<.10)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

는 만다라도안을 제시하자 색칠은 많이 해보았

후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채색의 정교함은 편차

나고 있다. 반면 신체징후(F=0.409, p>.05)에서

가 컸고 채색보다는 예비로 준비한 스티커 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후검사 간에는 통

착에 더 열중하는 내담자도 있었다. 한지를 만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져보며 이런 종이는 예전에 벽에도 바르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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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실험집단의 치료과정에 따른 인지기능과 우울의 변화양상
구분

A

초기

후 기

⦁대화를 거부하여 인지

⦁먹의 농담을 조절하는

기능 손실 정도가 실제

것이 가능하며 계절 등

보다 더 낮게 측정되었

을 파악하여 작품과 연

으나 작품 수준이 높음.

결함.

⦁눈맞춤이 전혀 불가능

다양한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 가능함.

하며 질문에 대답이 없

⦁눈맞춤이 충분히 가능

고 몸을 웅크린 채 작

하고 대화가 늘어나 농

품 활동을 망설임.

담을 하기도 함. 주변
인에 대한 관심 늘어남.

B

⦁쉬지 않고 상황에 맞지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

않는 이야기를 쏟아냄.

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활동 중 멍해지는 경우

자리 이탈을 하지 않으

가 잦음.

며 상황에 적절한 발언

⦁감정기복이 심하여 보

이 가능함.

호자와 마찰이 잦으며

⦁보호자와 마찰이 줄어

회기 중에 벌떡 일어나

들었으며 작품에 대한

기도 함.

만족도가 높이 표현함.

⦁지남력이 떨어지며 매

C

⦁장기기억의

회상빈도

번 다르게 보고함. 그

가 늘어나고 단어사용

림을 좋아하지만 작품

이 풍부해짐. 그 날의

설명에 어려움을 느낌.

날짜, 요일 등을 기억

⦁작품완성 후 멍하게 표

할 수 있음.

정 없이 앞을 응시함.

⦁자신을 ‘화가’라 칭하며

주변의 칭찬에 별반응

활동에 의욕을 보이며

이 없음.

주변에 작품을 선물하
기도 함.

D

⦁치료사의 지시와 회기

⦁치료사의 지시를 이해

목표를 이해하고 작품

하며 작품수행이 가능

을 수행하지만 도구 사

하며, 도구사용이 용

용에 일부 어려움을 느

이해짐. 장시간 작품

낌

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

⦁아무런 표정이 없어 어

임.

⦁적극적으로

떤 감정 상태인지 짐작
이 어려움.

참여하며

표정이 훨씬 다양해짐.

에도 발랐다며 즐거워하였다. 1회기와 마찬가

많았으며 선위에 겹쳐 그리거나 주변을 따라

지로 채색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내담자가

그리는 등 시공간능력의 결손을 보이는 집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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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몇몇은 준비된 채색 재료를 손으로

였다. 특별히 명절을 보낸 뒤였기 때문에 회기

돌려서 열거나 뚜껑을 당겨 여는 등의 방식을

주제와 작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으며 비교

인지하지 못하거나, 손잡이 부분으로 채색을

적 언어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 내담자를 중

하고 있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심으로 다양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
서 무감동증이 심하고 시종일관 우울한 표정과

2) 3-4회기: 모자이크 조각보와 달항아리 집
단만다라(목표: 기억력 유지, 소속감 증진)

위축된 태도를 유지하였던 집단원들도 대화에
참여하였다. 그림을 한데 모아 완성하자 감탄

3회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안이 그려져 있

하며 즐거워하였다.

지만 각자 다른 도안으로 완성되었다. 몇몇은
앞 회기에 비하여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3) 5-6회기: 사군자그리기와 부채위의 사군자

한지의 색감과 질감에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5회기에서는 작품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세

일부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한 내담자

황의 사군자 작품을 감상하고 회기를 소개하였

는 회기종결 이후에도 자리에 앉아 작품을 완

다. 일부 집단원은 작품이 멋지다고 칭찬하면

성하였으며 테두리 밖으로 비켜나간 한지를 세

서도‘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느냐’며 어

심하게 정리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어느 정도

려움을 토로하였다. 하지만 동양화 붓을 시작

완성 후 ‘이게 밥상을 덮어두던 보자기’라며 대

으로 매체를 탐색하자 대부분의 내담자가 먹과

화가 시작되었으며 각자가 기억하는 식탁의 모

붓에 익숙함을 표현하였다. 지난 회기들과 달

습으로 대화 주제가 발전되었다. 대화를 나누

리 공간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관찰되

는 과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늘어났으며,

었고 회기가 진행될수록 차분하게 집중하는 모

집단원 사이에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모습

습을 보였다. 붓 사용에 있어서도 훨씬 계획적

을 관찰하였다. 4회기에서는 인원수대로 분할

인 모습을 보였고 먹의 양 조절을 하는 과정에

된 그림의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지 않고

서 높은 주의집중력을 보였다. 연구자가 각 집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단원의 이름을 새긴 전각을 보여주자 감동하였

서 그림의 일부를 보고 어떤 형상이 완성되는

다. 작품 완성을 위하여 직접 자신의 전각을

지 유추해보았으며 옆자리의 그림과 이리 저리

찍으며 높은 성취감을 표현하고 흥미를 보였

맞추어 보는 모습을 보였다. 붓으로 한국화 물

다. 인지수행기능이 떨어져 반복된 개입을 필

감을 칠하는 첫 회기였으며, 붓을 들고 물감을

요했던 내담자도 큰 무리 없이 작품을 완성하

묻힌 뒤 채색하는 단계를 기억하고 연결하는데

였다. 6회기에서는 매주 도입부분에서 그 날의

어려움을 느끼는 내담자가 있었다. 붓의 사용

날짜와 요일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단 모

법의 경우 대부분 반복적인 개입이 필요하였으

두가 답을 맞추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

며, 일부는 당황하여 중간 중간 도움을 요청하

다. 상담실에 달력을 보고 한참을 고민하는 집

1회기 콜라주상차림

2회기 한지문양만다라 3회기 한지봄꽃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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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도 있었다. 부채 등의 재료를 보여주자 몹

르자 I가 ‘일본 노래 부르지 말아요’라고 제지

시 곱다며 즐거워하였으나 일부 내담자는 망치

하였다. 우울정도가 심하고 프로그램에 적극적

게 되지 않을까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

이지 못했던 I는 국화꽃을 완성하며 시를 낭송

와 같은 불안정서는 먹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

하기도 하였다. 전사는 형태의 윤곽을 구분해

작하자 차분히 가라앉았다. 전반적으로 높은

야 하지만 이와 같은 개념이해에 어려움을 느

주의집중력을 보였고 완성된 작품에 만족감을

끼는 내담자가 관찰되었다. 8회기는 지난번 회

표현하였다. 붓 사용이 많이 익숙해졌고 평소

기보다 더 섬세한 계획과 주의집중력을 요구하

보다 작은 크기의 부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

였기 때문에 다른 회기에 비하여 작품을 완성

록 계획하고 소재를 선택하는데 신중함을 보였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연구자는 농

다. 또한 먹의 양을 조절하는데 능숙함을 보였

담 조절방법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적절

다.

한 이해를 보인 내담자와 회기를 마칠 때까지
어리둥절한 내담자가 있었다. 어려움을 느끼는

4) 7-8회기: 민화 전사하기와 채색산수화 그
리기

경우 ‘눈이 잘 안보인다’며 거부하기도 하였다.
농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집단원의 경우 붓

7회기에서 익숙하지 않은 재료가 등장하여

을 세웠다가 눕히는 등 붓 사용에 자유로움을

높은 흥미를 보이고 재료를 탐색하였다. 미끌

보였다. 작품을 완성한 뒤 F가 붓에 먹을 묻혀

거리는 필름의 특성상 책상에 고정시켜줄 것을

듬뿍 펼쳐나가는 것이 속이 시원하다는 보고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전사할 원본 그림이 익숙

하였다. 그러자 주변에서도 비슷한 보고를 하

하며 본 적이 있다며 반가움을 표시하였다. 한

였다. 일부는 자신의 작품을 완성한 뒤 다른

동안 작품에 집중하던 중 집단원 가운데 누군

집단원의 작품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가가 ‘임진강’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

의 모습을 보였다.

다. 나머지 집단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5) 9회기-10회기: 산수화 족자 만들기와 고향

노래를 합창했으며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였다.
연구자가 노래에 대해 질문하자 해당 노래의

집그리기

배경과 그 노래를 들었던 당시의 이야기들이

9회기는 지난 회기보다 더 많은 색을 활용하

쏟아져 나왔다. 작품이 완성된 후 대화의 주된

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농담을 조절하는 능력

주제는 ‘6.25전쟁’으로 확장되었으며 대부분의

이 향상되었으며 붓 사용 스킬이 늘어난 모습

집단원이 상당히 많은 에피소드를 회상하였다.

을 보였다. 또한 섬세한 작품의 완성은 어려웠

말 수가 너무 적어 언어기능의 정도를 가늠하

지만 한지에 구멍이 날 정도로 몰입하는 모습

기 어려웠던 내담자도 상당히 많은 대화에 참

을 보였다. 하지만 몇몇 집단원은 여전히 붓에

여하였다. 후에 누군가 일본어로 된 노래를 부

스미는 먹과 채색물감의 양을 조절하는데 어려

6회기 부채위 사군자

7회기 민화 전사하기

8회기 채색산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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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기 산수화 족자

10회기 고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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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느꼈다. 심한 무감동증을 보였던 G가 내

회상하였는데 비석치기, 고무줄, 오자미 등이었

담자가 주변에 앉은 내담자에게 ‘그것 참 예쁘

다. A의 경우 소를 먹이러 들판을 다닌 기억을

네요’ ‘잘 하셨어요’ 라며 적극적으로 대화를

떠올렸지만 소의 모습을 그리기 어렵다며 사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A는 완성된 작품을

을 요구하였다. 연구자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연구자가 대신 팔아다줄 수 있는지 농담을 건

보여주자 무리 없이 그림을 완성하였다. 특히

네기도 하였다. 나누는 과정에서 집단원들은

이날은 문종이, 참 종이 등 내담자들이 기억하

요양소 내에서 움직이기 어려운 신세에 대해

고 있는 다양한 한지의 종류에 대해 오히려 치

한탄하였다. E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가

료사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12-13회

족이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기는 두 회기에 걸쳐 작품을 완성하였다. 도입

꺼내었으며 주변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10

부분에 대화를 마치고 작업을 시작하면 말 걸

회기에서 고향집을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자 하

기가 미안할 정도로 강한 주의집중력을 보여주

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림에 집중하

었다. 또한 회기 중간 연구자에게 자신이 필요

지 못할 정도였다. 솜씨가 부족해 더 자세히

로 하는 재료의 구체적인 색과 크기를 설명하

그리지 못하는 점을 안타까워하였으며 상당히

였으며 나름대로 계획성을 가지고 있음이 관철

디테일한 내용들을 회상하였다. H의 경우 작품

되었다. 모두가 작품완성에 무척 열의를 보였

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게’, ‘초가집’과 같은

고 매번 “난 못해”라며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

단어를 인출하지 못하여 갑갑해 하였으며 주변

했던 G의 부정적 정서 표현이 확연히 줄어들

에서 유추하여 알려주는 모습을 보였다. 집단

었다. 한편 전경과 배경을 구분하는 시공간능

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이야

력은 개인차가 있어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작

기를 흥미롭게 경청하였으며 굉장한 공감과 지

품이 완성되었다. 일부는 소재와 배경의 구분

지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완전히 공간이 와

이 어려웠다. 회기진행 날짜와 요일을 대부분

해되어 상하 좌우의 구분이 어려운 작품을 완

의 집단원이 정확하게 기억하였고 12회기에 자

성한 경우에도 자신의 고향집에 대해 설명하기

신이 맡았던 그림 조각을 연구자의 도움없이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일부 작품에

찾아내기도 하였다.

서는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모습의 건물 묘사
7) 14-15회기-한지 봄꽃 그림과 나의 나무심

방식이 관찰되었다.
기

색색의 다양한 한지를 준비하였는데 부드러

6) 11-12-13회기: 10살 때 기억 떠올리기와

워 만지기가 좋고 진짜 꽃잎처럼 색이 곱다며

산수화 병풍 만들기
11회기의 주제를 이야기 하자 어떻게 그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남력이 잘 유지되

기억하냐며 어렵다고 불평하였다. 하지만 몇몇

고 있음을 대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기분이 좋

의 집단원이 말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아지자 누군가 ‘두만강’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주변의 분위기를 파악한 듯 기억해 내려고 애

시작하였고 다함께 불렀다. 일부 내담자들은

쓰는 모습을 보였다. 작품을 완성하기 시작하

한지 조각에 풀을 발라 붙이기 전에 이리 저리

며 다양한 기억을 회상하기 시작하였고 마칠

움직여 보며 공간구성 계획을 세우는 등 발전

즈음에는 다 같이 고무줄놀이를 할 때 부르던

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집단원이 한

노래를 합창하였다. 주로 어렸을 때 즐겨하던

지에 풀을 바르고 붙이는 과정을 어렵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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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기 10살 기억

12-13회기 산수화 병풍 만들기

14회기 봄꽃그림

17

15회기 나의 나무심기

수행하였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A가 자신

프로그램이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 및 유

의 나이가 80정도가 된 것인지 아닌지 헷갈린

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이 나타났다. 하

다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다른

위영역 가운데는 지남력, 장소지남력, 기억등록

집단원들이 나이를 알아 무엇을 하느냐며 달래

및 기억회상, 주의집중력 및 계산, 언어기능,

고 A가 작품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

언어유창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기억등록 및

15회기에서“내 마음에 나무를 심어보자”는 지

회상과 주의집중력 및 계산에서도 통계적으로

시에는 모두 거침없이 작품을 완성하였다. 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남력, 장소지남력

자 특정 종류의 나무를 그렸음을 설명해 주고

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는 매 회기 도입부분에

나무의 이름과 특정나무를 선택한 연유에 대해

서 지남력을 유지하기 위한 반복적인 훈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집단원들은 “지금은

유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과

꽃이 다 지고 잎이 필 시기”라며 계절에 대해

정에서 치료자와의 라포가 형성됨에 따라 참여

언급하였다. 작품 완성 후 그 동안 진행된 회

자들의 참여도가 높아졌고 매회기 날짜와 시간

기 안에서 완성된 작품들을 다 같이 감상하였

을 체크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다. 각 집단원은 자신의 작품이 소개될 때마다

보였다.

쑥스러움, 즐거움, 성취감 등 다양한 감정을 표

또한 한국화 매체는 유년시절의 기억을 자

현하였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나무의 위치가

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한지 위에 안정된 구도로 완성되었고 나름대로

정월대보름, 계절관련 회기 내용 등과 어우러

농담을 조절하는 등 자유롭게 먹을 활용하였

져 다양한 기억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각자 다른 층, 다른 방에 머물고 있으나 회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집단원들은 다양한

기를 통해 가까워진 집단원들은 프로그램 종결

어휘를 사용하고 서로에게 언어자극을 받은 것

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으로 보인다. 작품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
어나며 주의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 이외에도 집단원간의 사회적 교류와 유

Ⅳ. 논의 및 결론

대감이 인지기능 향상 및 유지에 긍정적인 영
본 연구에서는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

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집단원은 자신의 작

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

품을 설명하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적

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절한 단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

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

며, 매체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원을 도

음과 같다.

와가며 수행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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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지적 자극을 통해 인지기능의 하위영역

리증상의 빈도수가 줄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보

가운데 지남력, 기억등록(기억회상), 주의집중

호자와 집단원 사이의 빈번한 마찰도 줄었다고

및 계산, 언어기능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김

보고하였다.

현민과 전순영(2012)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또한 한국화 매체가 비교적 쉬운 통제에 비

수 있다.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적인 인지

하여 상대적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완수할

자극을 제공하고 장기기억을 자극하여 뇌 기능

수 있게 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을 증진시키고 집중력이 증진되는 손 운동을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로 이어졌다. 쉽게 피

통해 인지기능의 향상 및 유지를 보인 김영숙

곤해지는 신체적 징후를 줄일 수 있게 하고 집

과 도복늠(200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김

단원의 자존감을 향상시켰으며 슬픔, 불안과

정숙(2008)의 연구가 치매노인에게 집단미술치

같은 부정적 정서표현을 감소할수 있도록 하였

료를 실시함으로써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

다. 기능수준이 다양한 집단원들은 한지에 먹

고 색채, 형태, 수에 대한 개념을 상기시키며

이라는 공통된 매체를 쓰면서 개인차에 따라

미술작업을 통해 주의집중력을 증진시키고 지

먹의 농담을 조절하는 등 각자의 역량에 맞는

속적인 반복학습과 다양한 기법을 통해 두뇌활

성취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신체징후의 경

동을 자극하여 인지기능이 향상된 연구결과와

우 공변량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매노인의

않았는데, 이것은 내담자 대부분이 치매 이외

인지기능을 향상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매

에 암, 뇌졸중, 관절염, 심장병 등 회복이 어려

로 인한 인지기능 손상이 뇌의 점진적인 기질

운 질환을 동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변화로 불가피할지라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다.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그들의 인지기능 향상 및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본 연구는 한국화 재
료가 갖는 수용성과 확산적 특징을 지속적으로

둘째,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속적인 회상요법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을 통해 정서적 자원을 활성화하여 우울의 감

효과가 있었고 하위영역 중에서 기분관련, 행

소를 보고한 김유경과 최외선(2008)의 연구와

동장애, 일주기성, 사고장애의 감소에 긍정적인

일치하고,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국화 매체를

효과가 있었다. 기분관련과 관련하여 매회기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우

반복적인 연구자의 정서적 지지와 한국화 매체

울을 감소시킨 사례를 보여준 박상희(2005)연구

가 가지는 감정의 이완효과가 작용하였다고 본

와도 거의 일치한다. 또한 김선현과 안소연

다. 치매로 인한 복잡한 감정들은 한국화 매체

(2009)의 연구에서 치매노인에게 미술치료를 적

를 통해 작품으로 승화되었으며 먹과 같은 재

용하여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작품의 완성도가

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공격성이 줄어드는

높아짐을 경험하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게 하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행동장애의 감소에

여 자존감을 향상하였고, 집단원간의 공감대를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

주기성과 사고장애는 빈도 감소는 한국화매체

할 수 있도록 하여 우울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를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가 일상생활

유의미하게 나타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에서도 유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프로그램이

셋째, 한국화 매체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에

진행되는 동안 보호자들은 배회와 같은 행동심

대해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지기능과 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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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집단원

에게 빼버리도록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후기에

들은 한국화 매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고

는 매체사용을 도와주고 준비된 재료를 먹지

후기로 갈수록 추상적 개념을 정리하여 표현하

않도록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는데 능숙함을 보였다. 초기에는 형태, 외곽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화매체를 적

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내담자가 많았으나

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치매 노인의 인

후기로 갈수록 화면의 구성과 공간 활용이 다

지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우울정서를 감소

양한 작품을 완성하였다. 일반적인 종이가 아

시켰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치매

닌 부채, 병풍과 같은 공간에 작품을 구성하는

유형이 고려되지 않았고 추후검사를 통해 효과

것이 가능해졌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추상적인

의 지속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

형태를 그리고 채색이 가능하였다.

다. 앞으로 한국화 매체의 다양한 효과와 치매

집단원들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고 이를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후기로 갈수록 더

노인에 대한 치료적 접근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단
원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유년시절을 공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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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with Korean Painting
materials on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of the Aged with Dementia

Kim, Young-Sin

Chun, Soon-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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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urport to the use of Korean painting as the medium to find out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of the aged with dementia.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aged patients with dementia from “S” Health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They have entered this health
care facility after being diagnosed with dementia. Among 200 inpatients, the participants with mild-severe
dementia in this study have been classified into two groups: thirteen participants for the experiment group
including 4 dropout and ten participants for the controlled group.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a total of
15 trials of 60 minutes once a week for Jan to May 2013. excluding preliminary and post examination. As
the methods for this study, the Korean version of Revised Hasegawa Dementia scale(HDS-K) were used to
examine the changes in participants’ cognitive function. And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CSDD) was also utilized to find out the participants’ changes in depression. In every session, data
from the participants were collected through the voice records and observations for a qualitativ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the results, first, the group art therapy using Korean painting materials
produced positive effects on improving cognitive function of the aged with dementia. Secondly, this group
art therapy used for this study helped the dementia-suffering aged patients to decrease depression. Thus,
this group art therapy using Korean painting media produced positive effects on the changes of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for the elders with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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