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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662만 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로써 2013년 12.2%,
2014년 12.7%임을 감안한다면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
세이다.1)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의학의 발달이 노인들의 평균 수
명과 기대 수명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성 질환의 유병률 또한 증가시켰으며, 특히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유병률은 2013년을 기준으로 고혈
압 53.2%, 당뇨 19.5%, 관절염(여성 50%, 남성 20%)에 이어
9.4% 정도를 차지하므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3) 치매란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시공간능력과 같
은 지적능력과 이를 통합하여 집행을 담당하는 실행기능의 퇴

행을 야기하는 질환이다.4) 치매노인은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일상생활활동, 사회활동, 타인과의 상호작용, 운동성 등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게 되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한 우울감, 자존
감 저하, 활동성 저하 등을 경험하게 된다.5) 또한 치매는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써 발병 후 지속적인 기능 상실을 동반함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일상생활까지 보호자나 간병인의 돌봄에 의존
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내과적 노인 질환에 비해 환자 1인에
따른 의료비용이 높은 질환임을 감안한다면 치매를 경험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는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를 야
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6)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최근 치매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치매 질환에 대해 시군구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치매선별검사
및 조기검진과 치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범국가적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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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2)
마련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치매치료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치매의 기질과 유형에 따른 약물적 중재와, 미
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회상요법, 현실치료, 운동치료등과
같은 비약물적 중재등으로 매우 다양한 치료방법들에 대한 연
7)
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생
산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인 수예 및 공작은 직접적이고 반복적
인 손의 사용을 통해 운동반응과 촉각경험을 경험하게 하고 소
근육 운동, 기억, 인지기능, 자기효능감 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뇌의 비우세측의 공간과 인지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뇌의
8,9)
활성화를 자연스럽게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수공예 활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해결력 증진, 집중력과 지각 기술 향상,
운동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 기술이
10)
향상되는 활동이다. 이렇듯 수공예활동은 이점이 많은 활동
임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의 중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치료 시간의 부족과 비용의 부족, 치료적 목적을 위한
응용성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사료되며 수공예 활동을 이용
한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환자를 대상으
로 수공예활동을 이용한 작업치료가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활동과 우울 수준 및 손 기능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며, 향후 치매치료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
발에 도움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역지역 내 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2015년 0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정신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치매임상평가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 CDR) 1~2단계에 해당하는 환
자로 시설에 상주하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환자들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수공예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의
기본적인 지시를 따를 수 있는 자로 선별하였으며 청력과 시력
에 문제가 없는 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치매진단 후
정신과적 약물 복용이 활동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
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대상자 11명 중에서 진행 도중 퇴원한 환자 1명과 질
병의 악화로 인해 타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1명을 제외한 총 9
명으로 구성되었다. 환자들에게 제공된 수공예 활동으로는 환
자가 이전에 주로 사용하였던 활동을 근거로 친숙한 수공예 활
동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수공예 활동은 주 1회, 회당 60

Table 1. Session details of craft program
Session

Contents

1st

Making necklace

2nd

Sewing of traditional Korean socks, beoseon

3rd

Music activities

4th

Making paper puzzle

5th

Making a pot stand from tiles

6th

Making miniature thatched house from clay

7th

Making candy-flower basket

8th

Making a kind of baked rice-cake, Gaetteok

분~90분, 총 10회기로 진행되었으며, 평가는 중재 전과 후 2
회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수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참여한 인원은 작업치료 전공 3학년 학생 15명으로 병원
임상실습을 450시간 이상 이수한 학생과 작업치료전공 교수 1
인, 담당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수공예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은 환자가 많은 노력 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전에 경험하였던 친숙한 작업으로 선정하였고 완
성된 결과물을 본인이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여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도움을 제공하였으나 가능한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 2
회와 치료 8회기로 진행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제공한 수공예 프
로그램은 다음과 같다<Table 1>.
3. 평가도구
1) 몬트리올 인지평가(The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
MOCA)
몬트리올 인지평가는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평가인 MMSE보다
11)
더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검사 도구로써,
집행기능, 시공간구성능력, 기억력, 주의집중능력, 언어능력과
지남력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30점으
로 23점 이상일 경우 인지기능 정상, 22점 이하일 경우에는
경도인지장애로 분류된다.
2) 한국판간이정신진단검사(Korea-Mini-mental State
Examination : K-MMSE)
MMSE를 한국판으로 번안한 도구로 K-MMSE는 “시간 지남력
(5점)”, “장소 지남력(5점)”, “기억등록(3점)”, “집중력과 계산
(5점)”, “기억회상(3점)”, “언어능력(8점)”, “시간적 구성(1점)”
으로 구성되어있다. 30점이 최고점이며 24점은 인지기능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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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점에서 18점은 경도 인지기능 장애, 17점 이하는 인지기능
12)
장애로 분류된다.

이용하였으며 가로 5인치, 세로 5인치의 정사각형 판자와 지름
17)
1/4인치, 길이 1과 1/4인치인 나무 패그로 구성되어있다.

3) 알렌인지행동수준 평가(Allen Cognitive Level Test : ACL)

4. 통계분석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ver. 18.0을 이용하였고 대상자
들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고, 대상자의 실험 전과
후의 인지기능의 변화, 수단적 일상생활과 우울 수준의 변화,
손 기능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Wil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 .05로 하였다.

알렌인지행동수준 평가는 검사자가 피검사자의 수행을 관찰하
면서 평가하는 도구로써 알렌에 의해 개발되었다. 가죽판과 가
죽끈을 사용하여 홈질, 감침질, 코도반 바느질을 언어적 지시와
함께 시범을 보인 후 환자의 바느질 수행 정도에 따라 3.0에서
6.0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인
지상태를 나타낸다.
4) 한국형 수단적 일상생활활동(Korean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 K-IADL)

III. 결과

K-IADL은 대상자의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
발한 평가도구로써 하위항목으로는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개기, 교통수단 이용, 재정관리, 전화기 사용, 물건 구입,
근거리 외출, 약 복용하기 등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
가 스스로 수행하는 설문지이다. 점수 체계는 3점 또는 4점 척
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최소점수 10점에서 최고점수 37점까지
점수화할 수 있고 점수가 낮을수록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 참
여를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3)
5) 노인우울척도검사(Korea-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 K-GDS)

K-GDS는 Ye-savage등에 의해 개발된 GDS를 한국인에 맞게
번안한 K-GDS를 이용하여 노인환자의 우울정도를 특정하였
다.14) K-GDS는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우울의 정도
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에 따라 0점 또는 1점을 부여하여 총
점으로 계산한다. 점수의 분포는 0점에서 30점까지 부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15)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9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77.34
세였으며 여자가66.7%로 다수를 차지했다. 대상자의 직업은
가사일 22.2%, 농업 22.2%, 전문직 22.2%, 무직 33.3%를 차
지하였다. 대상자의 교육은 무학 22.2%, 초등학교 55.6%, 고
등교육 이상 22.2%를 차지하였으며, 대상자의 현재 건강상태
는 그저 그렇다 33,3%, 좋지 못하다 55.5%를 나타내었다. 동
반질환으로는 뇌혈관질환 22.2%, 근골격계질환 44.4%, 내분
비계질환 11.1%, 기타질환이 22.2%를 차지하였으며 걷기수준
은 독립보행 33.3%, 보조도구를 이용한 보행 55.6%, 보행 못
함 11.1%를 차지했다(Table 2).
2. 수공예 활동을 통한 인지기능의 변화
전체 대상자에게 수공예활동을 중재한 후 MOCA와 K-MMSE,
ACL의 점수를 중재 전과 후에 측정한 결과, MOCA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K-MMSE와 ACL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3).

6) 수부근력 검사(Grip Strength)

대상자의 손의 근력을 측정하기 위해 Hydraulic Hand
Dynamometer을 이용하였으며, 평가자세는 가장 안쪽에서부
터 두 번째 손잡이에 고정시켜 자세를 표준화 하였으며 언어적
지시를 제공하여 3초 동안 힘을 내게 한 뒤 두 번 측정한 후
평균값을 결과로 사용하였다. 평가 자세와 평가 방법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중재하였다.16)
7) 수부조화운동 검사(9-Hole Peg test)

9-Hole Peg test는 손의 기민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검사 방
법이 간단하고 수행 시간이 적게 걸린다. 검사 방법은 아홉 개
의 구멍에 패그를 끼웠다가 빼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SAMMONS PRESTON, American, 2010을

3. 수공예 활동을 통한 수단적 일상생활과 우울 수준의 변화
전체 대상자에게 수공예활동을 중재한 후 K-GDS, K-IADL의
점수를 중재 전과 후에 측정한 결과, K-IADL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K-CD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Table 4).
4. 수공예 활동을 통한 손 기능의 변화
전체 대상자에게 수공예 활동을 이용한 인지훈련을 중재 한 후
우세손과 비우세손에 대한 수부근력평가와 9-hole peg test의
점수를 중재 전과 후에 측정한 결과, 두 가지 평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쥐기 능력과 손 기능 향상
을 보였다(p<.05)(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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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9)
Characteristics

N(%)

Age
Sex
Male
Female

9(77.4)
3(33.3)
6(66.7)

house work
agriculture
profession
no jobs

2(22.2)
2(22.2)
2(22.2)
3(33.3)

no
elementary
over high

2(22.2)
5(55.6)
2(22.2)

good
middle
poor

1(11.1)
3(33.3)
5(55.6)

cardiovascular
musculoskeletal
endocrine
others

2(22.2)
4(44.4)
1(11.1)
2(22.2)

independent
aid gait
not walk

3(33.3)
5(55.6)
1(11.1)

Occupation

Education

Current health

current illness

Walking level

Table 3. The improvement of cognitive function (N=9)
Tests

before training

After training

P value

MOCA

10.11 ±5.58

11.11±5.37

0.172

K-MMSE

17.11±5.11

18.67±5.05

0.026*

ACL

4.36±0.62

4.63±0.87

0.041*

*P＜.05; **P＜.01; MOCA, The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K-MMSE, Korea-Mini-Mental State examination; ACL, Allen Cognitive Level

Table 4. The improvement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N=9)
Tests

before training

After training

P value

K-GDS

16.56 ±4.50

12.75 ± 5.28

0.012*

K-IADL

13.22 ± 4.97

16.33 ± 6.12

0.014

*P＜.05; **P＜.01; K-GDS, Korean fro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IADL,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Table 5. The improvement of hand function
Tests

Grip strength

9 hole peg test

before training

After training

P value

D

21.78 ± 8.67

25.50 ±8.54

0.026*

N

15.44 ± 7.99

18.00 ± 9.02

0.033*

D

41.11 ± 14.62

37.13 ± 14.47

0.027*

N

64.22 ± 34.01

57.88 ± 27.72

0.017*

*P＜.05; **P＜.01; D, dominant hand; N, non-dominant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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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노년기의 인지기능의 손상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비용의 증가에
따른 현실적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치매치료에 대
7)
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지역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환자에게 수공예
활동을 이용한 작업치료 적용이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및 일상
생활활동, 우울수준과 손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치매 치료는 원인을 치료하는 것
이 아니라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 치료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수공예 활동을 통한 손의 사용을 유도하여 환자의 뇌의 활성화
또한 유도한다고 하였다. 수공예는 생산적이며 본인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므로 손의 다양한 활동을 요
구하며 다양한 질환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
로 한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공예 활동은 환자가 이전에 사용하
였던 활동을 근거로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능력과, 수공예 완성
을 위한 손의 사용, 그리고 재미있는 활동을 시도함으로써 요
양시설에서의 반복되고 무료한 생활 속에서 재미와 에너지를
창출하고 우울감을 감소시킴과 더불어 손 기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수공예 활동이 대상자의 성취감과 자존감
을 증진 시키고, 긍정적인 생각과 신체적 변화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수공예 활동을 이용한 인지훈련을 제공한 결과
K-MMSE와 ACL의 중재 전과 후의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며 수공예 활동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수공예 프로그램 활동이 노인의 인지기능 회복
18)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우울
수준에서도 K-GDS의 중재 전과 후의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지역사회 노인에게 수공예 활동을 적용하여 우울 수
19)
준의 감소를 확인한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단적
일상생활을 알아본 K-IADL은 중재 전보다 중재 후의 점수가
증진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손의 기능은 수
부근력평가와 9-hole peg test 모두 중재 전과 후의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수공예 활동을 이용한 인지활동
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뿐 만 아니라 손 기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치매노인들
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손동작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인
지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연구와도 일치하였
20)
다.
수공예 활동은 대상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목적 있는 활
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성취감, 만족감과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인 기능을 증진시키는 치료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따
라서 수공예 활동을 이용한 인지훈련을 치매 환자에게 중재한
다면 환자의 인지기능 뿐만 아니라 우울감 개선과 손 기능 증

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치매의 진행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공예 활동을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환자
개인에게 익숙한 수공예 활동을 중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요양
시설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개개인에게 적합한 수공예 활동을
중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단일 질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결
과에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
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따른 다는 것
을 제한점으로 둘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노인 치
매환자에게 스트레스가 적고 친숙한 수공예 활동을 중재함으로
써 자존감을 강화시키고 우울감 감소를 통해 치매 증상을 완화
시키기 위한 인지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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