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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치매 환자의 재활 운동을 위한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아트의 활용 제안 : 프로그램 Isadora®를

중심으로

Proposal for the use of interactive multimedia art for rehabilitation 
exercise in early dementia patients : focusing on the program Isadora® 

강현숙

Hyun-Sook Kang

요 약  본 연구는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아트 공연을 초기 치매 환자의 재활 운동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 무대 위

의 퍼포머와 관객인 치매 환자의 소통과 참여로 인터랙티브 공연이 완성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치매 환자는 흥미

와 몰입을 동반한 효율적인 재활 운동을 하게 된다.

연구를 위해 초기 치매 환자의 특성과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살펴보고 환자의 공연 관람이 참여로 이어지면서 재활

운동으로 유도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맵을 구축한다. 관객의 참여로 발생하는 동작과 소리는 Sound Level, Pitch,

Velocity의 MIDI 신호로 변환되어 실시간으로 음악과 영상을 콘트롤하는 퍼포먼스가 된다.

이를 통해 환자는 흥미를 가지고 재활 운동에 몰입하게 되며 공연의 참여자로서 성취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이 연구는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아트의 다양한 활용과 응용으로 영역 확장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인터랙티브 아트, 미디어 아트, 치매, 재활운동

Abstract The study intends to use interactive multimedia art performances for rehabilitation exercises for patients 
with early dementia. The interactive performance is completed by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performer on the stage and the dementia patient, who is the audience, and through this process, the dementia 
patient performs efficient rehabilitation exercises with interest and immersion.
 For the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early dementia patients and effective exercise methods are examined, and a 
program map is constructed so that the patient's performance viewing leads to participation and leads to 
rehabilitation exercises. Movements and sounds generated by the audience's participation are converted into MIDI 
signals of Sound Level, Pitch, and Velocity to become a performance that controls music and video in real 
time.
 Through this, the patient will be immersed in the rehabilitation exercise with interest and will be able to have 
a sense of accomplishment as a participant in the performance. In addition,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of 
expanding the area through various uses and applications of interactive multimedia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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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저출산과 고령화로 세계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1]. ‘2019년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현재 9%에서 2050년에는

16%로 고령화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2]. 고령

화 사회에서 특히 치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매를 앓는 인구는 5천만

명으로 이 수치는 2050년까지 3배로 늘어 날 것으로 추

산하고 있다[3]. 치매는 걸린 사람 뿐 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과 간병인에게도 부담의 파급 효과가 커서 진단과

치료 뿐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4].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노인 인구의 수가 빠르

게 상승하고 있으며[5] 정부는 2008년 ‘치매와의 전쟁’

을 선포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구

축하여 치매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의

료, 복지,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치매의 예방, 조기

진단, 치료 등을 위한 환자와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환경과 문화를 반영하며 진화하는 예술은 20

세기 이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매체의 활용

과 정보 교환의 소통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예술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예술

이 공학 또는 재활 등과 융합하여 시대 문화의 반영은

물론 사회 문제의 모색을 위한 역할로도 접근하고 있다.

인터랙티브 아트는 무대와 관객, 사람과 매체 등이

서로 상호 작용하며 공연을 완성해 나간다. 무대와 관

객의 상호 작용에서 공연의 완성은 무대 위의 퍼포머

뿐만 아니라 관객 반응의 몫이 절대적이다. 또한 사람

과 매체의 상호 작용에서 사람의 퍼포먼스는 매체로 번

역되어 서로 소통하며 진행된다. 즉 관객이 작품을 대

면(對面)하여 관조(觀照, contemplation)하던 것과는 달

리 작품 앞에서 대화하며 움직임의 형태나 사고(思考)

의 방식으로 거리감을 없애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6]. 무대와 관객, 사람과 매체의 상호 작용 인터랙티브

아트를 재활 운동으로의 접근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아트 공연을 관람중인 치매 환

자의 손뼉과 환호성의 소리, 신체 동작 등의 반응이 새

로운 사운드가 되는 동시에 매체로 번역되어 소통이 된

다. 즉 무대와 관객, 사람과 매체의 상호 작용의 연속이

재활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초기 치매노인의 증상과 특징, 또 이 시

기에 요구되는 효과적인 재활 운동을 살펴보고 이를 인

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아트의 퍼포먼스로 구성한다. 사

용 프로그램은 직관적이고 사용자의 개별적 특성과 상

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Isadora®를 활용한

다. 프로그램 Isadora®는 Pc와 Mac의 환경에서 프로그

램 사용이 모두 가능하고 조작과 수정이 비교적 용이하

여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대의 퍼포먼스와 관객의 참여로 발생하는 소리신호

와 신체의 움직임을 Sound Level, Pitch, Velocity를

MIDI신호로 변환하여 음악과 영상으로 실시간 콘트롤

하고 이러한 과정으로 무대와 관객이 소통하는 인터랙

티브 멀티미디어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 퍼포먼스의 참여를 통해 초기 치매 노인은 흥미

와 몰입을 동반한 재활 운동에 임하게 될 것이며 공연

참여자로서의 성취감과 이를 통한 자존감도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아트가 심미

적 가치 지향의 차원을 넘어 재활, 치유 등 다양한 영

역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Ⅱ. 연구 배경

1. 초기 치매 환자

치매(Demencia)는 뇌 기능의 저하가 서서히 진행되

어 기억력, 언어기능, 지남력, 문제해결능력,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노인성 질환이다. 즉 일상적인 사회생활

이나 대인관계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장·단기 기억을

비롯한 추상적인 사고 및 판단장애, 고도의 대뇌 기능

장애, 성격변화 등의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

는 상태이다[7]. 치매의 증상은 개개인의 원인과 질환에

따라 진행속도가 다르게 나타나지만[8] 치매를 앓는 환

자는 우울, 불안, 위축 등의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되어

다양한 정신증상과 문제 행동들이 불규칙하게 나타나

게 된다[9]. 초기에는 주로 성격이 점차적으로 내성적으

로 변하다가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게 이르는데

이 초기의 상태에서는 가성치매와 우울증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10].

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지기능평가,

일상생활능력평가, 이상 행동에 대한 평가, 치매 중증도

평가와 치매의 원인 질환에 대한 평가 등 다섯 가지 평

가를 실시한다[11]. 치매 진단을 위한 인지기능 검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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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고[12]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사 중 하나인[13]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의 한국판 MMSE-K 검사

를 주로 활용한다. MMSE-K 검사 점수 10∼24점 사이

를 초기 치매라 진단한다. 초기 치매의 경우 자신이 치

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14]

등급을 받은 치매노인이나 뇌졸중 노인들과 함께 지내

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여[15] 전문 요양 병원이나 시설

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초

기 치매환자의 경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핵심범

주는 ‘움츠러듬’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앞으로의 질병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생

활 속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며 주로 인지기능의 장

애가 나타나고 기력이 떨어지고 스스로 좌절하는 모습

을 보인다[16].

2. 초기 치매 환자를 위한 중재

치매 환자의 치료를 위해 약물치료가 주를 이루었지

만 최근에는 비(非)약물요법인 사회 환경적 치료 방법

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좋은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

다.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과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

한 사회 환경적 치료 방법으로는 미술요법, 음악치료,

원예치료, 작업치료요법, 게임치료, 음악치료, 문학치료,

운동요법 등 다양한 중재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운

동요법은 치매의 진전을 지연시키는데 효과적이고, 치

매 환자의 근력과 근지구력을 증가시켜 일상생활에 도

움을 주며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시킨다고 보고되고 있

다[17].

초기 치매환자는 대부분의 신체활동이 가능하지만,

기억 소실 때문에 운동방법이나 운동하는 것 자체를 망

각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격려를 해 주면서 운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18].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과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

한 사회 환경적 치료 방법으로 음악 요법은 치매 노인

의 문제행동 및 정서 즉, 우울과 분노, 부정, 비애감 등

의 부정적 정서의 감소, 배회 행동의 감소, 현실감 증가,

기억 자극, 인지기능 증가, 기억회상, 집중력 향상, 사회

관계 증진 및 정서와 리듬의 표현, 밤과 낮의 역전 현

상의 감소 등에 효과적이다[19].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

에 대한 운동치료중재의 효과를 연구한 박현주, 오덕원

은 음악을 기반으로 한 운동프로그램이 중증도 또는 경

증의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밝혔다[20].

이상과 같이 초기 치매환자의 특징과 치료를 위한

중재 방법을 살펴보면 운동요법과 음악을 기반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이 치매의 진전을 지연시키고, 인지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

기 치매 환자가 가지는 불안, 위축, 움츠러듬, 우울 등

의 감정과 운동하기, 운동방법 등의 기억 소실로 인하

여 주체적으로 운동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또한 초기

치매 환자는 자신이 초기 치매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뇌

졸중이나 치매 환자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초기 치매 환자의 이러

한 현상적 이해를 동반하는 운동 프로그램은 신체 운동

뿐 아니라 심적 치료도 고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아트

최근에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몰입을 유도하는 기법들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21]. 컴퓨터나 미

디어 등의 사용자 동작에 반응하여 상호 작용하는 인터

랙티브는 미술, 영상, 음악, 무용 등의 예술 고유의 장

르에서 혹은 장르 간의 소통과 융합으로 창작예술, 영

화, 미디어, 게임, 광고,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

고 있다. 예술에서 인터랙션이란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

으로 받아들이고 소통함을 통하여 아티스트가 의도하

고 있는 작품의 본질에 접근하게 되고 아티스트는 관객

의 참여를 통해서 인터랙티브 작품을 완성한다.

Cycling ‘74에서 제작한 Max/Msp+Jitter는 미디어

아트 제작에서 필수 도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만 아직까지 일반인이나 아티스트가 운용하기에는 사

용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맥(Mac) 환경에서 개

발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OS 환경에 따라 성능 및 활

용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고해상도 영상에 대

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진다[22]. 미디

어 아트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과 융합 측면에

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그램 매핑

을 위한 사용성과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프로그램 조작이 이용자의 필요에 따른 개별적 특성

과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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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dora®는 상호 작용 공연 예술을 위한 종합 프로

그램으로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멀티미디어 공연

그룹 Troika Ranch사(社)의 공동 단장이자 공동창업자

마크 코니글리오(Mark Coniglio)가 개발하였다. 이 프

로그램은 친근한 기본 단위(module), 패치 코드(patch

cord)와 인터페이스가 주된 기능으로 작용하지만, 정교

하게 발전시킨 표시(labelling)로 텍스트와 그래픽을 통

하여 각 모듈이 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해 준다

[23]. 이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디지털 미

디어를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용이하게 자신의 창의적

인 과적에 통합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공연 예술

제작자들이 편안하게 편집하고 공연 예술을 위한 창의

적 미디어로 변화시키는 이을 가능하게 하며 보다 효과

적인 협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상호 작용과 실시간

미디어로의 접근 가능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성

을 기초로 한 특성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프

로그램이 직관적이어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접근

할 수 있으며, PC와 Mac의 환경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

하여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와 접근이 가능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사용하는 Max/Msp+Jitter에 관한 연구에 비해

Isadora®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Isadora®의 활용은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아트 응용의 영역 확장과 향후

미디어 아트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Ⅲ.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재활 운동

기본적인 세팅은 무대 위와 관객석의 두 곳에 설치

된다. 무대 위에는 관객석을 향한 데스크 위에 프로그

램 Isadora®가 설치된 컴퓨터와 마스터 건반을 USB로

연결한다. 관객석 위로는 공중 마이크를 설치하고 바닥

에는 발 건반을 설치한다. 발 건반과 마이크를 통한 입

력 신호는 무대 위의 컴퓨터에 연결되도록 한다. 관객

석에 앉은 이가 무대의 스크린을 바로 마주 볼 수 있도

록 하며 프로젝트도 무대의 컴퓨터에 연결한다.

1.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아트의 실시간 Sound

Level 변화를 활용한 재활 운동 초기 치매 환자가 공연

관람 중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칠 때 발생되는 소리

신호는 객석 공중에 설치된 마이크에 입력된다. 입력된

소리는 동시에 미디 신호로 변환되어 무대 위 영상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 때 객석의 치매 환자에 의해 발생

되는 사운드의 레벨에 따라 영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됨을 인지할 시간을 가지게 한다. 그 후 치매 환자로

하여금 크고 작은 다양한 사운드 레벨을 발생하도록 유

도하여 이에 따른 영상의 실시간 반응이 나타나게 한

다. 이어 사운드 레벨이 동영상, 사진, 텍스트 등 스마

트 콘텐츠를 거쳐 Project로 트리거 하면 스크린에서는

퍼포먼스의 결과가 치매 환자의 취향과 흥미를 유도할

스마트 콘텐츠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치매 환자가 발

생시키는 사운드 레벨의 수치에 따라 스크린의 텍스트

가 크게 나타났다가 점차 작아지며 사라지기도 하고,

각 다른 레벨의 볼륨 값이 입력될 때 마다 그에 따른

새로운 사진이나 텍스트가 다양한 이펙트를 거쳐 시각

적 자극과 동시에 치매 환자에게 다음 행동을 유도한

다. 또 사운드의 입력 시간차에 따라 스크린에 나타나

는 스마트 콘텐츠의 시간차도 동시에 변화하는 등 다양

한 편집의 맵핑이 가능하다. 환호성이나 박수 외에 간

단한 타악기 등 도구를 활용하여 발생한 소리의 입력도

가능하다. 치매 환자는 자신의 퍼포먼스에 따라 실시간

으로 컨트롤되는 무대 영상속의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흥미를 느끼며 몰

입하게 된다. 환자의 재활 운동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

상시키기 위해서 Sound Level의 최소 입력 값을 0부터

점차적으로 올려가며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프

로그램의 재활 운동을 통해 초기 치매 환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위축된 마음’을 소리의 발산과 퍼포먼

스의 진행을 통해 해소시키고 다양한 소리 레벨을 발생

시키기 위한 주의력 향상과 치매 환자 자신이 플레이하

는 사운드 레벨 변화를 통한 퍼포먼스로 인해 성취감과

자아 존중감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그림 1은 Sound Level의 변화를 활용한 퍼포먼스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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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ound Level 변화를 활용한 프로그램 맵
Fig. 1. Program map using Sound Level change

2.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아트의 실시간 Pitch

Range 변화를 활용한 재활 운동

컴퓨터에 발 건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프로그

램에 인식시킨 후 컴퓨터의 가상 악기를 발 건반에 연

동시킨다. 맵의 기본 구성은 Sound Level을 활용한 퍼

포먼스와 유사하지만, 치매 환자의 플레이가 Sound

Level 대신 Note On Watcher를 통해 발 건반의 지정

된 범위 내에 터치하면 신호가 입력되게 한다. Pitch

Range 0부터 127의 범위 내에서 일부 건반의 영역을

Note On Watcher ?? 에 지정한다. 치매 환자가 지정

영역 값에 부합하여 발 건반 위를 터치하면 연동된 가

상 악기의 소리가 남과 동시에 스크린에서 그 결과 값

이 플레이된다. 즉 보행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발 건반

의 다양한 위치를 지날 때 마다 소리가 나는 동시에 스

크린의 영상도 변화된다. 사진, 텍스트, 동영상 등의 콘

텐츠를 치매 환자 개별 특성에 따라 스토리화(化)하여

운동을 유도한다. 환자의 재활 운동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Pitch Range값을 28∼40(한 옥타브)

0∼64(건반의 1/2부분), 64∼127(건반의 1/2부분), 0∼

127(건반 전체) 등과 같이 점차적으로 확대 혹은 축소

조정하면서 보폭과 보행의 운동량을 조절 할 수 있다.

환자는 공연을 관람하다 일어서서 두 발을 움직임과 동

시에 사운드가 발생하는데 이는 보폭과 보행의 속도에

따라서 길게 혹은 짧게 소리 나며 점차 보폭과 보행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다양한 음높이의 소리와 실시간 스

크린의 변화를 인지 할 수 있다. 또한 발이 특정 범위

에 들어가게 되면 영상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이는 치매

환자의 보행 기능과 함께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의 운동이 수행될 때

무대 위 스크린은 동영상, 사진, 텍스트, 도형 등의 변

화와 편집 효과에 의해 자극, 유도, 보상 등 흥미와 몰

입을 통한 보행 운동을 유도 할 수 있다.

그림 2는 Pitch Range의 변화를 활용한 퍼포먼스

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맵이다.

그림 2. Pitch Range 변화를 활용한 프로그램 맵
Fig. 2. Program map using Pitch Range change

3.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아트의 실시간 Velocity

변화의 퍼포먼스를 통한 재활 운동

연주자가 악기에 터치하는 속도, 즉 여기서는 건반

을 누르는 속도를 Velocity라 한다. 연주자가 건반

을 터치하는 속도 0부터 127은 건반을 향하여 터치

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숫자가 커진다. Note On

Watcher의 Velocity Range를 0에서 127의 범위에

서 환자의 상태를 보아가며 설정한다. 환자가 지정

된 Range에 부합하는 속도로 건반을 누르게 되면

스크린에서 결과 값이 작품으로 플레이된다. 환자의

재활 운동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Velocity Range값을 0∼127(모든 속도)에서 0∼64

(속도의 1/2부분), 64∼127(속도의 1/2부분), 28∼40

(일정한 힘) 등과 같이 점차적으로 축소와 확대를

조절 할 수 있다. Velocity 조절을 통해 건반을 터

치함으로써 환자의 미세한 힘 조절을 위한 주의력

과 집중력을 요한다. 이 퍼포먼스에서 Pitch Range

는 0∼127까지 전 영역의 범위를 허용하여 어느 건

반을 터치하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건반을 향

해 착지하는 순간까지의 미세한 힘 조절과 주의력

만 요하는 Velocity 변화의 퍼포먼스가 목표치에 도

달되면 심화 단계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연구 3. 2

의 Pitch Range의 변화를 활용한 퍼포먼스와 병행

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즉 발 건반의 지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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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터치하여야 하며(Pitch Range 퍼포먼스) 동시

에 터치되는 강도 또한 주의력과 미세한 힘 조절에

의해 원하는 영역 내에 도달(Velocity Range) 하여

야만 스크린에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설정하

는 것이다. 그림 3은 Velocity Range의 변화를 활

용한 퍼포먼스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맵이다.

그림3. Velocity Range 변화를 활용한 프로그램맵 Fig. 2.
Program map using Pitch Range change

Ⅳ. 결 론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아트의 퍼포먼스를 활용한

초기 치매 환자의 재활 운동 제안은 예술의 영역을 보

다 현실적인 사회 문제의 참여로 영역 확장의 의미를

가진다. 초기 치매 환자는 인지와 운동 기능의 저하로

우울감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한 ‘움츠러듬’의 현상이

자주 보인다. 또한 자신이 치매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으로 전문 기관이나 치료 시설에서 치매 환자

나 뇌졸중 환자와 함께 치료 활동하기를 기피한다. 인

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아트 공연에서의 인터랙티브한

요소는 공연 관람 중 자연스러운 참여 유도와 지지로

치매 환자의 성취감, 자존감 회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하

여 재활 운동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치매 환자의 사전 음악 경험 및 개별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의 세팅이 가능하고 각 제

공 요소들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의 간편한

수정이 가능하므로 치매 환자의 재활 중 여러 가지 상

황에 유연하기 대처 할 수 있다.

그러나 치매 환자가 흥미를 가지고 몰입하여 재활

운동을 하고 성취감, 자존감 회복 등 긍정적인 효과에

따른 무대, 영상, 음향 등의 전문 장비의 초기 세팅과

전문가의 협업은 다소 부담의 감수가 뒤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문 치료 센터 혹은 공공 전문 기

관 내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협약을 맺은 공연장

에서의 정기 프로그램으로 형식의 진행이 적합 할 것이

다.

이러한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아트를 통한 치매 노

인의 재활 운동은 경도인지장애에서 초기 치매로의 진

행을 사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써의 활용으로 예술

문화의 사회 공유 실천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멀티미디어 아트의 활용과 응용으로 예술 영역의

실용화와 확장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p.18.

[2]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p.18.

[3] WHO, Dementia: a public health priority.2012. p.
1-112.

[4] WHO, Dementia: a public health priority.2012. p.
1-112.

[5] nid.or.kr
[6] Jae-Hwa, Kim, “Interactive Media Art : A Study
on Interactivity”, Soongsil University, 2008, pp 4

[7]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Ⅳ”,
199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8] Lindsay K, Bone I, Fuller G, “Neurology and
Neurosurgery Illustrated 5th edition”, Churchill
Livingstone, 2010

[9] Kyung Hyun Suh, Kyung Im Chun, “The
Moderat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Famiily
Aregivers Burdens and Health andQuality of Life
with Demented Patients”,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Issues, vol 15, no3, 2009,
p. 339-357.

[10] Hyun ju Park, Duck won, Oh, “Efficacy ofExercise
Therapy Intervention onCognitive Funcion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A Systematic Review”,
KoreanJournal of Neuromuscular Rehabilitation Vol.
8 no. 1, 2018, p. 47

[11] Seong Hye Choi, “Clinical Diagnosis of
Demencia”, Journal of Korean Diabetes, 2012,
p.133-13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559-565, November 30,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565 -

[12] Kaszniak AW, “The neuropsychology of Dement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13] Euna Oh etc, “A Validity Study ofK-MMSE as a
Screening Test for Dementia:Comparison Against
a Comprehensive Neuropsychological”, Dementia
and Neurocognitive Disorders 2010, p.9

[14] Ha Jin, “Atrophy experience in patients with
early dementi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8, no 1, June 2006, p. 58-63.

[15] Hye Sook Kim, Jae Kwan Koo, Young Min Son,
“A Study on th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of
Early-Dementia who are Using the Daycare Program
for Rating out of Long-Tearm CareInsuranc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66, no 1,
December 2014, p. 167-188.

[16] Ha Jin, “Atrophy experience in patients with
early dementi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8, no 1, June 2006, p.59

[17] Sang yong Eom, “Exercise therapy for dementia
patients”,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vol
5, no 1, March 2003, p.73,

[18] Gun Ja, Kim, “Theory and Practice of Music
Therapy”, Yangseowon, 1998

[19] Boo Young,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Music Therapy for Dementia Senil People”,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00, p.24

[20] Hyun ju Park, Duck won, Oh, “Efficacy ofExercise
Therapy Intervention onCognitive Funcion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A Systematic
Review”, KoreanJournal of Neuromuscular
Rehabilitation Vol. 8 no. 1, 2018, p. 47

[21] Hyun-Joong Yu, Won-Bae Ji, “The Effectof
Factors and Ommersion on Health Applications
Flow User Satisfaction” The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3,
August, 2020, p.58,

[22] Ki Rak, Kim, “A Study on Interactive
Construction Tool for Better Interaction Ability in
an Interactive Installation”, Soongsil University,
2009, p.40

[23] Kyung Hwa, Hong, “Interactive Digital Media
and Dance”, Sejong University, 2004, p.45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S1A5B5A0711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