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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치매의 예방 및 개선에 이용되는 미술치료에 있어서 미술치료 매체로써 푸드펜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안한다. 치매는 아직 

치료제가 없어 예방 및 완화만이 유일한 대안인데, 미술치료는 접근성 및 사용 용이성이 좋아서 치매의 예방과 개선 서비스로 일반적

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술치료 서비스는 아날로그적 대면 서비스로써 미술치료 전문가에 의존하므로 일반화 및 객관화에 한계가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술치료 분야도 디지털과의 융합을 통하여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즉 디지

털 특성인 항상성과 변형 가능성, 결합성, 재생산성을 이용하여 치매 서비스로써 미술치료를 다양하게 접근하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이러한 치매 관련 서비스의 고도화에 발맞추어, 아날로그-디지털 미술치료 매체로써 푸드펜을 적용하는 서비스를 제안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로부터 치매에 대한 미술치료의 효과를 파악하고 치매와 관련하여 고도화되고 있는 트렌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술치료 매체로써 디지털-아날로그 융합장치인 푸드펜을 미술치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어떻게 분

석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 기존의 미술치료 매체들과의 차별성을 분석하였다.

This paper proposes a service using a food pen as an art therapy materials in art therapy used for the prevention and improvement of 

dementia. There is no cure for dementia, so prevention and alleviation are the only alternatives, but art therapy is generally used 

because of its accessibility and ease of use. Art therapy service is an analog face-to-face service, and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ation and objectification because analysis depends on art therapy experts. Recently, various attempts are being made 

through convergence with digital. In other words, various analyzes and advancements are being made using digital characteristics such 

as homeostasis, transformability, compatibility, and reproducibilit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service that applies the food pen 

as an analog-digital art therapy materials in line with the advancement of dementia-related services. To this end, the effects of art 

therapy on dementia were identified from previous studies, and the advanced trends related to dementia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Based on this, the research questions on how to apply and analyze the food pen, a digital-analog fusion device as an art therapy 

medium, were pointed out and the differentiation from the existing art therapy media wa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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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6년 보건복지부 치매 역학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시니어의 경도인지장애의 유병률은 22.45%

로 추산하고[1], 다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10~15%가 치매로 발전하고 6년 동안 장기 추적한 결과, 80% 정

도가 치매로 진행되었다고 한다[2].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갈수록 치매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위

기감이 크다. 반면 치매 예방 및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검진을 하고 있으나 치매 치료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러

한 사실은 시니어의 치매 관련 조기 선별 및 예방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3]. 이러한 예방적 개선을 통한 치료로써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미술치료이고, 미술치료가 치매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하

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이후 치매에 대하여 디지털과의 융합을 통하여 개선하고 예방하려는 경향이 본격화되

고 있다. 시니어 전문가(의학, 공학, 예술학 관련 교수와 전문가) 5인이 표적 집단 면접법에 따라 도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의 

인지 반응 측정과 분석, 평가 기술과 관련해서는 센서 기술과 인지모델링 기술, 데이터 저장 및 처리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시니어 프로파일 패턴 비교 및 분석, 관리 기술에는 웨어러블 기술, 상황인지 기술, 바이오 피드백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4]. 

국가에서도 2018년에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하여 치매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5,6].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비대면이 일

상화된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 가치를 활용하여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 중심에 데이터가 

있다. 즉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과 변형 가능성, 결합성, 재생산성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겠다는 의미이다.

미술치료는 1920년대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는 심리치료의 하나이지만, 치매의 예방과 치료 방법 및 효

과에 대한 분석이 아날로그적이며 전문가에 의존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연

구되고 있다(주리애, 2015; 유경미, 2015; 백, 2020; 윤, 2019; 박주령, 이근매, 2016).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적 판단과 더불어 미

술치료의 체계적 절차와 미술표현 요소를 일반화하고 통계분석을 통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즉 전문가의 판

단과 더불어 디지털화를 통하여 보완하려는 것이다. 반면 이를 이용하는 주 이용자인 시니어는 디지털 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능

숙하지 못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미술치료에 디지털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날로

그적 삶에 감염위험이 가중되면서 전 사회적으로 비대면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치매 환자의 특징상 집에만 있게 되면 고립감으

로 불안감과 우울증이 키질 수 있어 위험하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은 감소하지만, 감정 기능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교감이 중요하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미술치료에 관한 디지털화 연구도 증가

하고 있다. 미술치료 매체가 태블릿과 휴대폰 등의 디지털 기기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AR/VR, 앱 게임, 웨어러블 디바

이스를 활용하여 생체정보를 체크하는 것까지 다양한 디지털 장치와 프로그램이 시니어 건강관리를 보조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니어 치매 서비스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치료 매체는 단순한 

이용 도구가 아닌 내담자와 심리적으로 교감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가교이므로, 장치의 개발에 있어서는 시니어의 정신적 육

체적 특성에 맞는 기술과 장치가 개발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하는 당위적 접근이 필요하다[7]. 아날로그에 친숙한 시니어에게 있

어서 최첨단 기술(high-end technology)개발도 중요하지만, 낮은 수준의 기술(low-end technology)이라도 시니어의 삶에 꼭 필

요하고 이바지할 수 있다면 개발하여 전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치료 매체의 하나로써 푸드펜을 미술치료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시니어와 치매, 치매에 대한 미술치료의 효과, 치매에 대한 디지털융합 트렌드를 선행연구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미술

치료의 디지털화라는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대안으로써 푸드펜 미술 매체가 기존의 매체와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제시하고, 어떻게 푸드펜을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분석할지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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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2.1 시니어와 치매(Dementia)

시니어는 노인 또는 고령자를 보다 긍정적이고 나이 중립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본 논문에서는 시니어로 통일함). UN의 

기준에 따르면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65세 이상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의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12.5만 명으로 인구

의 15.7%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8]. 나이

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인지기능의 감소이다. 증상으로는 건망증이나 장 ‧ 단기 기억장애와 같은 기억

력 장애 및 어떤 행동 양상을 파악하고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필요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평가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만드는 추상적인 사고능력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 시력이나 청력의 감각기관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 

청각적 ‧ 촉각적 자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실인증과 주의력장애, 언어장애 등이 나타난다. 시니어의 인지기능 저하는 의사

소통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면서 동시에 자존심의 저하를 가져와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우울증을 가져올 수 있다. 고령화에 따라 한국인들에게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질병은 치매로 인식

되고 있다. 그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과 의료비용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

준으로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 740만 명에 치매 환자 수는 75만 명으로 추정되며, 10.2%의 치매 유병률을 보인다[9].

치매(Dementia)라는 용어는 ‘정상적인 마음에서 이탈된 것’, ‘정신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dement’에서 유래되었

다. 치매는 뇌가 기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 정신기능이 감퇴하는 복합

적인 임상 증후군이다[10]. 고령화 사회의 진입한 21세기의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제1의 병’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노인성 만성 

질환으로 발병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능이 퇴행하는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 치매는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장애, 

집중력 저하 및 계산 착오와 같은 인지기능 장애가 주된 증상이지만 우울, 망상, 성격 변화와 기분 변화 같은 정신과적 증상도 동

반한다[11]. 특히 치매 환자가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언어장애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여 치매 시니어와 부양

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12] 이는 부양의 질 저하로 이어져 다시 치매 환자를 위축시키고 고립시켜 치매를 심화시키는 악순

환으로 이어진다[13]. 자기표현(assertiveness)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개인의 권리나 감정의 표현을 의미

하는데[14], 행동을 구성하는 정서적 표현과 스타일, 자세,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구성된다[15]. 자기표현이 시니어의 생

활과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이유는 자기표현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치매 시니어는 좌절감 ‧ 슬픔 ‧ 분노 ‧ 기쁨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의사소통이 힘들고 사회적 관계 맺

기가 힘들다. 따라서 치매 시니어에 대한 개입은 증상별로 다르게 대응하여야 하지만, 자기표현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16]. 미술치료는 이런 내면의 자기표현을 통하여 내담자를 치료하는 비언어적인 치료의 하나이다.

미술치료와 같은 비약물적 치료가 가지는 기대효과는 Fig. 1처럼 시간이 조기 치료 시에는 인지능력의 저하 속도를 늦춰 치매

Fig. 1. Expected effects through early treatment of dementi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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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병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치매 진단 이후에도 인지능력 감소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치매의 약 15%는 조기 

진단 후 원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때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 경증 상

태에서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음식 재료

를 활용하는 푸드 표현 예술치료 프로그램은 푸드가 주는 친숙하고 자연 친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시니어와 장애가 있는 사람에

게 접근하기가 쉽고 정서적으로도 즐거움과 위로 효과를 주고 있다[19].

2.2 치매와 미술치료(Art Therapy)

미술치료는 그림이나 조소, 디자인의 기법 등과 같은 미술 활동을 통하여 심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20]. 미술 활동을 통한 심리치료가 가능한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작품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

현하는 창작 특성 때문이다. 비언어적 기법의 미술치료는 언어적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기 상실 억제 등의 상황에서 자기 발

견과 자기실현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 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삶의 변화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안

녕과 복지를 위한 몇 가지 측면에 제공할 수 있고 삶의 변화를 도모하도록 도울 수 있다[21]. Table 1은 2000년 이후에 연구된 미술

치료의 치매 개선 효과에 대한 자료인데 미술치료가 다양한 영역에서 치매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푸드를 활용

한 치매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연희(2017)의 미술치료와 치매에 대한 28편의 메타분석에서도 미술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미술치료 방법

이 혼합형 ‧ 회상요법 ‧ 점토 활용 ‧ 한국화 매체 ‧ 색채 중심 ‧ 통합예술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지

남력(시간, 장소) ‧ 주의집중 및 계산 ‧ 기억회상 ‧ 언어기능 ‧ 시공간 구성 ‧ 이해 및 판단력 등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였다[22].

Table 1. Dementia improvement effect of art therapy

구분 치매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논문

미술치료

김미라(2000), 김영미(2001), 김영숙(2005), 최외선(2005), 권성희(2006), 김영희(2007), 양한연(2008), 이현민(2011), 

김현민/전순영(2012), 송영주/이근매(2012), 장연욱(2014), 조순천/공마리아, 최은영(2015), 신길현(2008), 

박현철(2009), 진성희(2009), 정선영/김용철/김혜순(2011), 정아롱(2011), 하혜미/최은영/전종국(2012), 

김지향(2014), 손은미(2015), 안솔잎(2016), 오영이/이숙민(2016), 정하경(2016), 정은주(2017), 채윤희/문정민(2018)

푸드 아트 테라피 이정연(2012), 한혜영(2014), 남은지(2017), 최수정(2019), 최옥순(2019)

미술치료는 장애를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된 능력에 기반을 두며, 언어로 의사소통이 힘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

록 해준다. 그리고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녕감(a sense of well-being)을 주며[23], 이러한 반응을 끌어내는 활

동과 정신적인 도전 활동이 뇌의 뉴런들을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예술 활동들이 통제력과 사회적 지지를 가능케 하여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4]. 그리고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감 형성이므로 내담

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심이다. 또한 주제와 목표 및 병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기법을 반복하여 적용할 수 있

어야 한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은 시니어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꼭 필요한 것이며, 특히 인지능력에 문제를 보이는 장

애나 병에 있어서는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기법은 중요하다.

미술치료의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는 기법은 집-나무-사람(House-Tree-Person, HTP) 검사, 동적 집-나무-사람(Kinetic House- 

Tree-Person, KHTP) 검사, 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KFD) 검사, 인물화(Drawing A Person, DAP) 검사, 풍경구성법

(Landscape Montage Technique, LMT) 등 다양한 투사검사와 자유 화법, 역할 교환법, 핑거페인팅 등 다양하다. 이러한 방법만

큼이나 사용하는 소재와 접근법도 다양하지만, 시니어 미술치료와 관련한 소재는 시니어의 특징과 연관되어 주로 생활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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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선호된다. 특히 HTP 검사는 접근성이 좋고 간단한 준비만으로 가능해서 가장 폭넓게 사용

하는 기법이다. 치매 환자가 그리는 그림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그림을 한쪽에 치우쳐서 그리거나, 시각적으로 스트로크가 절단

된 그림, 지면의 밑 부분에 그림을 그림, 어두운 색깔 사용하거나 그림의 어떤 부분은 분리해 고립성 나타내거나, 삐쭉삐쭉한 세

부 묘사로 우울의 공격적 요소 강조, 사람 그림에서 신체 내부가 보이는 X-ray 식 표현 등이다[25].

2.3 다양한 미술 매체와 푸드 아트 테라피(Food Art Therapy)

미술 매체는 미술치료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회화, 조각 등 예술표현의 수단 또는 수단에 사용되는 재료를 통틀어 말한다. 미

술 매체를 통하여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치료적 요인이라 일컫는데, Naumberg는 치료에서의 미술(Art in 

therapy)에서 미술을 통한 상징성이 상호작용의 관계라고 하였으며, Kramer는 치료로써의 미술(Art as therapy)에서 내면 욕구 표

출을 촉진하여 승화, 창조성, 자기표현, 자기 탐색을 하게 하는 통합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Rubin, 1999/2006). Malchiodi 

(2006/2008)는 미술 매체를 통해 작품을 구현하면서 시각화를 통한 상징의 표현이 가능하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표현할 

수 있어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즉 미술치료에서 미술작품을 미술 매체로 구성하면서 자기표현, 창조성, 상징화, 

의사소통, 이완, 카타르시스 등의 치료적 요인이 쉽게 작용하여 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신뢰감 형성부터 전 

치료과정을 마칠 때까지 내담자와 치료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미술 매체인 것을 감안한다면 내담자에게 제공되는 미술 

매체를 이해가 필수적이다[26].

미술치료의 치료적 요인별 효과적인 미술 매체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미술 매체를 Table 2와 같이 분류하였는데, 평면 건식 

매체인 크레파스 ‧ 색연필 등은 친숙하고 사용이 용이하여 친밀감과 자기표현 ‧ 이해에 도움이 되며, 점토 ‧ 물감 ‧ 비누 거품 ‧ 면도 

거품 ‧ 밀가루 풀 등의 습식매체는 감정을 표출하고 퇴행을 촉진하여 카타르시스와 이완/퇴행 등 정서 ‧ 감성과 연계된 요인에 효

과적이고, 꾸미기 입체 매체는 다양한 꾸미기와 만들기를 촉진하여 창의적 활동에 도움을 주어 흥미를 유발하여 친밀감 형성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27].

Table 2. The classification of art material

구분 분류별 매체

평면 건식 매체 연필, 목탄, 콩테, 색연필, 사인펜/매직펜, 파스텔, 크레파스 등

평면 습식 매체 수채물감, 아크릴컬러, 먹물 등

입체 건식 매체 우드락/폼보드, 나무, 비누, 꾸미기 재료 등

입체 습식 매체 찰흙, 지점토/종이죽, 컬러클레이, 석고붕대 등

종이 매체 잡지, 도화지, 사포, 한지, 화선지 등

비정형 매체 면도크림, 밀가루, 밀가루 풀, 비눗물, 색모래, 소금 등

푸드 표현 예술치료는 최근에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되고 있는데, 음식 재료를 매체로 활용하여 내담자의 인지 ‧ 정서 ‧ 행

동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의 변화를 주는 통합적 접근법으로 아날로그적 감성이 많은 시니어에게 친숙한 푸드는 자연 친화적

인 천연재료로 내담자의 뇌를 자극하고 직접 먹어 보는 과정을 통해 오감의 즐거움을 제공하며, 푸드는 그 자체가 주는 장점 때

문에 내담자의 저항이 적으며 더 쉽게 몰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편하고 재미있는 푸드 표현 예술치료 치료과정은 운동, 감각, 

지각, 이해, 판단 등의 자극으로 치매 시니어의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28]. 오감을 활용한 미술치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기본 감각을 활용하여 미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주로 영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 프로그램이나 미술 프로그램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명칭이다. 영 ‧ 유아에 있어서 오감 체험 활동을 통해 감각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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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중요하듯이 고령자의 학습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오감 자극치료가 시설 노인의 인지

기능 및 우울함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29] 치매 노인의 기억력과 문제행동 개선에 도움을 준다. 특히 초기 노인성 치매 환자의 

경우에 인지 영역의 하위 요소인 색인지가 가장 의미 있게 나타났다[30].

2.4 3D펜과 푸드펜

디지털 제조 장치라고 하는 3D프린터는 삼차원 형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자적 정보(삼차원 도면)를 받아 자동으로 출력하

는 장치로써 순차적으로 적층하면서 입체화하는 기계장치이다. 깎아서 입체를 형상화하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써 

차세대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런 3D프린터를 디지털 제조 장치라고 부르는 데에는 3D프

린터가 입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Fig. 2와 같은 일련의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디지털화 과정에는 전문 프로

그램과 장치가 필수적이고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 기술로 인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접

근성이 떨어져 디지털 제조라는 큰 가치가 있음에도 생활 저변으로 확대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온 제품이 

3D 펜인데 접근성 및 활용 면에서 뛰어나, 3D 프린팅 교육 서비스를 보조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3D프린터를 넘어 일반화되었다.

Fig. 2. The process of 3D printing[31]

3D 펜은 3D프린터의 붙여나가는 Addictive 방식을 적용한 펜 형태의 아날로그 장치이다. TIME지가 선정한 ‘2013 혁신 25대 

발명품’ 중의 하나로 뽑힌 3D 펜은 손에 쥐고 직접 그리며 입체적인 물체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3D프린터에 비해 비교

적 저렴한 가격과 별도의 기술력이나 컴퓨터가 필요 없다. 따라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인 3D 모델링이나 숙련이 필요한 3D프린

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32]. 즉, 3D 펜은 Table 3과 같이 단순하면서도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

는 제품이 나오고 있으며, 펜으로 그림을 그리듯 누구든지 3D 펜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한 개발자의 의도에 상응하듯

이 다양한 제품디자인만큼이나 폭넓은 사용 분야와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33]. 이런 3D 펜은 공간

적 ‧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실습 교육으로 바로 형체가 나와 시각 자극과 손동작 촉진이 가능하며 즐겁고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

되어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보고되었다[34].

푸드 프린터 소재를 식품으로 한정한 3D프린터는 코로나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장치는 적당한 점도

를 가지고 있는 혼합재료(또는 반죽)를 쌓아가며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재료가 되는 음식은 다양한 원재료들을 적절하게 혼합하

여 만들기 때문에 재료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런 푸드 프린팅 산업은 코로나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비대면 먹

을거리와 시니어의 맞춤형 식단이나 연하 음식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이 장치도 산업용 3D프린터와 동일하게 전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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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므로 3D 펜과 같은 사용이 쉬운 장치가 필요하다. 즉 수제 케이크, 앙금 등을 만드는데 생활에 사용되는 짤주머니처럼 재

료의 혼합을 통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니어의 경우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데 3D 펜은 사용

온도가 높고 유해한 가스가 나오고 아날로그 장치라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한 푸드펜은 Table 4와 같은 디지털

화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38], Table 5와 같이 안전한 환경과 접근성이 좋다.

Table 3. Food printer and food pen, 3D pen[35~37]

구분 활용사례 비고

푸드 프린터 ∙ 재료 : 초콜릿, 젤리, 스낵 등 푸드 잉크

  - 조건이 맞춰서 개발된 특수재료

∙ 사용온도 : 가변

∙ 사용환경 : 환기/환풍 좋은 곳

  - 전기

  - 전문 프로그램

3D 펜 ∙ 재료 : PLA, ABS 등

∙ 사용온도 : 180도~220도

∙ 사용환경 : 환기/환풍 좋은 곳

  - 미세먼지(가스)

  - 전기 또는 전기 필요

푸드 펜

  

∙ 재료 : 천연재료

  - 우유/커스터드/천연색소/크래커 등

∙ 사용온도 : 상온

∙ 사용환경 : 제한 없음

  - 5V 건전지(Arduino)

Table 4. Digitalization process of food pen

장치 디지털화 과정 데이터 시각화(MeshLab v1.3) 

 

Table 5.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device[38]

Food printer 3D pen Food pen

디지털화 가능 불가능 가능

전문성 높음 낮음 낮음

접근성/사용 용이성 나쁨 좋음 좋음

안전/유해성 좋음 나쁨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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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는 푸드펜 서비스에 대한 편의성과 접근성, 오락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Table 6과 같은 과정으로 2020년부터 

초등학생 320여 명, 중학생 18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과정을 2년에 걸쳐서 실행하였다. 그들은 사용하기 쉬고 먹을 수 있는 소재

로 인하여 높은 관심과 집중력을 보였다. 프로그램 과정 내의 모든 것들을 그들 자신이 직접 무엇을 할지를 정하고 그것을 스케

치하고, 프린팅 가능한 점도와 굳힘 속도를 가지는 재료를 만들고, 수제품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만든 제품을 전시하고 

소개한 후 함께 먹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Table 6. The curriculum of food printing experience

초안 푸드 재료 만들기 푸드 잉크 만들기 푸드 프린팅하기 전시 ‧ 발표

2.5 디지털 미술치료와 서비스의 고도화

치매 관련 서비스에도 첨단화되는 기술을 접목하여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Fig. 3은 ICT와 융합하여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

는 기술유형을 보여준다. 지능형 환경구성을 위한 시스템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시청각을 활용하여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COACH(Mihalidis, Boger, Craig, & Hoey, 2008) 분산시스템, 그 외에도 일상생활과 기술과 융합된 서비스로써 치매 환

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실종위험을 예방해주는 티케어(T-Care),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존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다

양하다[39].

Fig. 3. Types of dementia care skills

디지털 데이터를 통한 고도화 분석 방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7)에서 제시한 Table 7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텍스트 마

이닝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치매 내담자와 미술치료 과정 중에 나누는 대화

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Fig. 4와 같은 치매 관련 학술논문 흐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자료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를 통하여 검색한 2008~2020년에 연구된 학술지 논문 중에 ‘치매’란 키워드와 4차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에서 ‘디지털융합 

서비스/앱/VR/IoT/플랫폼/텍스트마이닝’을 조합하여 조사하였으며, 개별적으로 검색 후 합산하였다. 디지털과 융합된 논문은 



김종용· 전병훈 / 미술치료 매체로써 푸드펜의 미술치료 적용에 관한 연구: 경도 치매 환자를 중심으로 ∙ 31

2010년을 기점으로 연구가 되어오다가 2017년부터 연구가 한층 활발해지고 2020년은 그 수가 급증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는 

2008년부터 시작된 치매 정책과 2018년 치매국가책임제로의 전환을 배경으로 증가추세가 있어 보인다. 또한 미술치료는 지속

해서 연구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Application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core technology to senior healthcare business[40]

핵심기술 관련 기술 주요 내용

IoT 반도체, 센서, 통신 기술 고령자 가정 방법, 가전 냉난방, 조명제어 등

모바일 IoT 연계 소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령자 식단, 건강관리, 병원 진료 예약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 감성분석 등 고령자 의료정보, 라이프로그 데이터 수집

AI 전문가시스템, 기계학습, 퍼지이론 등 고령자 맞춤형 의료, 질병 예측, 예방

로봇 센서, AI, 통신, SW 콘텐츠 등 수술용 로봇, 간병, 시니어 생활 보조

Fig. 4. Trends in academic papers related to dementia

접근성과 실시간 소통이 뛰어난 모바일을 활용한 치매 관련 서비스는 Table 8과 같은데, 기억력과 인지력 향상을 위한 게임이 

6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 관련 정보제공과 위치 찾기 등이 각각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술치료나 작업치료 

등 치매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폰 앱은 돌봄 관리 앱이 유일하며, 이 또한 단순한 관리업무를 보

조한다. 따라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전문성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있다.

Table 8. Current status of dementia-related smartphone app services[41]

분류 주요 기능 및 설치 수 보조기능 대표적 앱

게임(79건) 교육용/치매 예방에 좋은 게임(500K~1,000K) 두뇌 훈련 솔리팝

정보제공(11건) 치매 기본적인 정보(5K~10K)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 치매바로알기

위치 찾기(10건) 위치 찾기, 이동 경로 확인(50K~100K) 감시카메라, 블랙박스 식구네

치매 진단(8건) 치매 자가검진, 진단(1K~5K) 치매 정보제공, 지원정보 치매체크

실종(6건) 실종자, 무연고자 정보검색 및 등록(1K~5K) 치매 정보제공, 지원정보 집으로

돌봄 관리(1건) 돌봄 관리/정보제공, 치매 일기(5K~10K) 상담, 돌봄, 소통, 실종자 찾기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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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푸드펜을 활용한 미술치료

3.1 연구 문제

선행연구의 고찰에서 시니어의 존엄적 삶의 영위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치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과 치매의 예방과 개선 치료에 대하여 미술치료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치매 관련하여 디지털과의 융합을 통

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만, 기존에 규정된 문서양식을 디지털로 전환한 자기진단이나 게임 형식을 통한 단방향 놀이, 

GPS를 통한 위치정보 서비스, 정형화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드래그하여 그림을 완성해주는 단편적 서비스로써 현재 사용하는 

전통적인 미술치료처럼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하여 내담자의 상태와 치료를 끌어내는 데 미흡하다. 특히 내담자에게 있어 익숙한 

미술 매체와 결합된 디지털화 장치는 없으므로 미술 매체로써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미

술 매체의 하나로써 푸드펜을 활용한 미술치료 서비스’를 연구 문제로 삼았다.

3.2 연구 방법 및 절차

미술치료의 적용은 분야가 다양하고 전문가적 지식과 직관이 필요한 분야로써 미술치료 프로그램 전체를 디지털화하기에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Table 9와 같이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일부분에 적용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즉 미술치료 프

로그램의 일반화된 절차와 방법을 따르면서 푸드펜으로 대체 가능한 매체와 활동을 찾아내고 실행한 다음 전문가의 의견을 통

하여 아날로그적 미술치료에 디지털 요소를 보완하여 분석의 유의미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Table 9. Applicability of art media and food pen in art therapy[42]

절차
기존

푸드펜
미술치료 사례 미술 매체

초기

소개 및

라포형성

∙ 별명 만들기

∙ 별칭으로 자기소개하기
-

정서 ‧ 언어 관찰

(텍스트 마이닝)

심리적

긴장이완

∙ 데칼코마니, 핑거페인팅

∙ 소금파스텔, 휴지에 물감 뿌리기
종이/물감, 소금 파스텔, 휴지/물감

평면/습식매체 대체활용

(물감)

중기
비언어적

자기표현

∙ 손, 발 모양 찍고 꾸미기

∙ 자신에 어울리는 동물 표현하기
종이/점토, 물감/색연필

평면/습식매체 대체활용

(싸인펜/물감)

∙ 음악 듣고 몸짓으로 표현해보기

∙ 음식 데코하기

∙ 깡통에 곡물을 넣고 흔들기

음악, 그릇/음식, 깡통/곡물
입체/습식매체 대체활용

(곡물/음식)

후기
언어적

자기표현

∙ 가면 쓰고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 기쁨, 슬픔, 화나는 일 이야기하기
가면, 색종이

정서 ‧ 언어적 관찰

(텍스트 마이닝)

3.3 미술치료(HTP) 프로그램 적용

연구 문제인 ‘푸드펜을 활용한 미술치료 서비스’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첫째, 미술치료 매체로써 푸드펜의 적용 가능성과 차별성을 분석한다. (3.3.1)

둘째, 미술치료의 하나인 HTP 적용 시 디지털적 요소를 추출한다. (3.3.2)

셋째,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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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미술매체로써 푸드펜의 적용 가능성과 차별성

미술치료 매체로써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담자에게 무리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이 우선시 된다. 왜냐하면 

내담자들은 눈에 익은 매체에 덜 방어적이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매체와 기능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미술 매체인 푸드펜과 기존 

매체의 거리감이 적을수록 내담자에게 적합하다. 따라서 먼저 기존의 미술 매체와 푸드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Table 10과 같

이 동질성과 차별성을 분석하였다. 유사한 점은 기존의 미술치료 매체들이 주로 시각과 촉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푸드펜 또한 3D 펜처럼 색을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는 매체로써 유사하고, 표현 방법도 평면과 입체가 가능하다. 차별적 요소는 

디지털화가 가능한 것이며, 특히 식용이 가능한 점은 내담자의 관심과 즐거움에 일조할 수 있는 요소다. 이런 접근성과 오락성을 

갖춘 미술 매체는 내담자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치매 환자의 자기표현을 활성화시키고, 이때 생성된 디지털 요소가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 있어서는 미술치료 전문가를 보조함으로써 내담자 개인의 항구적인 데이터(NFT)를 쌓을 수 있다.

미술치료의 적용은 진단적 기능과 치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투사적 그림검사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미술치료인 HTP로 하

였으며, HTP는 미술 매체로 종이와 4B연필, 지우개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미술 매체는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사

Table 10. Similarity and differentiation between art material and food pen

구분 기존 미술 매체 푸드펜

재료
∙ 평면재료 : 종이류, 연필, 물감 등

∙ 입체재료 : 점토, 모래, 과일, 채소 등

반죽 형태의 재료

(분말, 액상 형태)

식용성 불가 가능

감각 시각/촉각 시각/촉각/후각/미각

표현 방법 대부분 평면, 일부 입체 평면 또는 입체 

난이도 다양 보통 이상

디지털화 불가능 가능

Table 11. Various activity programs through food pen

초안 푸드 재료 만들기 푸드 잉크 만들기 푸드 프린팅하기 전시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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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본 경험이 있어서 내담자가 부담 없이 받아들인다. 따라서 HTP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푸드펜 또한 그에 상응해야 한다. 이런 

푸드펜의 유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5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푸드펜을 통한 다양한 체험을 하였

는데, Table 11 같이 모든 과정을 자신들이 직접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거리를 함께 나누면서 작품 자랑이나 소통

하는 시간과 함께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Fig. 5와 같이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술매체로써 

푸드펜의 적용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Fig. 5. Evaluation of the food printing program

3.3.2 HTP 미술치료의 디지털화 요소

푸드펜의 디지털화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투사적 그림검사인 HTP로 정하였다. HTP는 집(House)-나무(Tree)-사람(Person)

을 통하여 내면의 자신을 이미지를 통하여 투사시키므로 자아 상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어 내담자의 인지기능이나 심리적인 

역동성을 관찰할 수 있는 진단용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43]. 이 기법은 체계적인 절차와 필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집(House)

Table 12. The digitization factor of HTP art therapy

기본 구성요소
디지털화 요소

기본 도형 1단계 응용 조합 2단계

House 집 지붕, 벽, 문, 창문, 기타
△ □

▦ ○
 

Tree 나무 줄기, 가지, 수관/열매, 지면, 기타

○ ♡

  

Person 사람 얼굴, 손, 발, 몸통, 다리, 기타

○ ♡

 



김종용· 전병훈 / 미술치료 매체로써 푸드펜의 미술치료 적용에 관한 연구: 경도 치매 환자를 중심으로 ∙ 35

는 지붕 ‧ 벽 ‧ 문 ‧ 창문이 필수 구성요소이며, 나무(Tree)는 줄기 ‧ 가지 ‧ 수관 ‧ 지면 ‧ 뿌리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며, 사람(Person)은 

머리 ‧ 이목구비 ‧ 몸통 ‧ 팔 ‧ 다리 ‧ 손 ‧ 발 등을 필수 구성요소로 본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화가 가능한 요소를 찾아서 Table 12

와 같이 특정하였다.

HTP 미술치료 과정에 있어서 연필이나 색연필과 같은 펜타입 미술 매체와 푸드펜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단순히 2차원 평면

의 종이에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과정에 임할 수 있다. 반면 

푸드펜은 바닥에서 푸드 잉크가 압출되어 나오도록 일정한 틈을 두면서 그려 나가야 하므로 펜타입에 비해 집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차이는 내담자의 육체적인 상태를 3차원(X-Y-Z)적으로 체크하여 지남력과 민첩성 등을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미술치

료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절차와 구성요소에 대한 구조적 해석, 내담자와의 소통을 통한 내용적 해석이 중요하므로 이런 체계

적인 절차의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Table 13은 이런 미술치료 서비스 절차와 그 과정에서 디

지털화 가능한 요인들을 도식화하였다.

Table 13. The procedures and digitization standards of HTP art therapy

단계 프로그램 절차 판단 요소 디지털화 기준

1 기억력 ∙ 그림 그리는 순서, 시간

∙ 모형 일치성 : 2D/3D 편차

∙ 필압 변화(Z), 가속/감속/흔들림
2

지남력

민첩성

3
공감력

자기 표현력

∙ 프로그램 과정 중 사용하는 어휘력/빈도

∙ 작품에 관한 자기 표현력

4 종합
∙ 전문가 또는 관계자나 가족과 데이터 매칭

∙ 디지털 패턴 반복성(종적/횡적 변화)

3.3.3 데이터 분석

미술치료 과정에서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가 아날로그적인 미술치료에 

디지털적 요소를 가미한 미술 매체의 적용이므로 모든 분석기준은 전통적인 미술치료의 분석기준에 따른다. 추가적으로 미술치

료 과정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에 일관적이고 항구적인 데이터를 추가해줌으로써 향후 전문가 사

이의 간극과 내담자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큰 초점이 있다.

1) 데이터의 분석기준 및 방법

데이터 분석을 위한 첫 번째인 미술치료의 해석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미술치료의 해석에는 치료의 절차와 구성요소에 

대한 구조적 해석, 내담자와의 소통을 통한 내용적 해석이 있다. 구조적 해석은 일련의 구체화한 해석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에 준하면 되지만, 내담자에 대한 상담사의 관찰, 내담자와 상담사 사이에서 주고받는 소통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내용

적 해석도 중요하다. 따라서 미술치료의 분석은 디지털 기기로부터 나온 다양한 데이터와 전문가가 해석한 것을 매칭하여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Table 14는 미술치료의 구조적 해석과 관련한 내용을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미술치료의 체계화

된 절차에 가지고 있는데 HTP 분석의 경우, 내담자에게 제시하는 종이의 방향과 주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상담이 시작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내담자가 그리는 그림의 순서와 그리는 위치, 크기, 지우개 사용횟수, 선의 농담 등 내담자의 모든 상황을 주

시하고 이슈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관찰한다. 또한 내담자가 완성한 작품(그림/푸드 등)을 매개로 하여 내

담자가 자기 내면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오롯하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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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Data processing standards of HTP art therapy[43~45]

구조적 해석기준 데이터 형식 데이터 처리 방법

순서 H → T → P, 머리 → 몸통 → 다리 2차원 좌표, 시간

나이브 베이즈

(변화/패턴)

텍스트 마이닝

(빈도/감성분석)

위치 중앙, 가장자리, 상하좌우 2차원 좌표, 크기

선 형태 농담, 연속, 불연속 3차원 좌표, 선 겹침(적층)

필압 가늘고 굵다 Z(높이)값, 가속도

집중 지우개 사용 정도, 그리는 시간 3차원 좌표, 선 겹침, 시간

구성요소 H, T, P의 기본 그림 요소 유무 2차원 좌표, 모형

어휘력 어휘의 다양성, 어휘빈도, 일치성 음성 및 텍스트

2) 디지털 데이터의 분석

디지털 분석은 분석 미술 치료과정에서 생성된 센서 값에 대하여 Table 14의 데이터처리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처리기술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토대로 미술치료의 치매에 유의미성을 분석한다. 즉, 구조적 해석의 기준에 따라 생성된 정보를 어떻게 바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정리하면 Table 15와 같다. 첫째, 구조적 해석기준의 ‘위치/선 형태/필압’ 요인에 대해서는 데이터 좌표

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순서/집중’은 데이터 생성 시간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구성요소’ 요인에 대해서는 시각화된 도면을 보

고 판단하며, ‘어휘력’은 프로그램 과정에서 얻은 음성데이터 또는 전문가 보고서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하여 빈도/감성을 분석

한다. 이런 디지털 분석은 최종적으로 전문가와의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한다.

Table 15. Visualization of data analysis

구분 분석내용 시각화

1차 횡적 분석

∙ 모션(X-Y-Z)

  - 지남력/필압(Z값)

  - 흔들림(X-Y값)

∙ 자기 표현력(빈도/감성분석)

 

2차 종적 분석

∙ 경향성(패턴) 분석

  - 특징적 습관, 경향성 변화

∙ 자기 표현력

  - 어휘력/감성변화

1차 데이터 분석은 치매의 단편적인 기억력과 우울증, 악력, 위치와 시간 감각 등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인지

력 ‧ 지남력 ‧ 기민성 ‧ 자기 표현력에 대한 디지털 분석 후 전문가의 의견을 보조하게 한다. 특히 자기표현 및 감정에 급격한 변화

를 보이는 치매 환자의 경우, 감성이나 태도, 의견을 파악하는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을 통하여 효과적인 추정이 가능하

다. 감성분석은 텍스트 마이닝, 기계학습, 자연언어 처리 등에서 많은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영화나 상품 리

뷰(이상훈, 최정, 김종우)[46], 우울증에 대한 예측(De Choudhury)[47] 등 그 대상이 다양하다. 한 연구에서는 감성분석을 통해 우

울한 이용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 어휘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화를 잘 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

였다(Park, Cha, and Cha)[48].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자기표현 및 감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2차 데이터 분석은 지속적인 프

로그램 실행을 통하여 시계열적 데이터가 모였을 경우, 패턴분석을 통하여 내담자의 치매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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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는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 전조증상이 있으며, 따라서 그 증상을 놓치지 않고 찾아줌으

로써 선제적 예방이 가능하며, 또한 진행을 늦추거나 완치를 도울 수 있다. Table 15의 치매 환자에 대한 평가와 구술내용은 텍스

트 마이닝을 통하여 시각화 한 것으로이며, 하부그림은 미술활동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모션(3차원 X-Y-Z값) 플로팅한 것이다.

4. 결 론

4.1 연구의 의미와 한계

본 연구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증가하는 치매에 대하여 조기 선별하고 예방적인 중재로써 미술치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초연구이다. 치매의 경우는 정부의 국가책임제를 필두로 치매 개선 및 치료에 대한 디지털화 추세가 적극적

이고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미술치료 분야에도 코로나 이후 디지털화가 거세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술치료 

현재 미술치료에 적용된 디지털 기술의 4가지 유형은 첫째로 내담자와 치료사의 의사소통 도구로 적용되는 기술, 두 번째로 내

담자의 내념을 표현하도록 돕는 기술, 세 번째로 미술치료과정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디지털 기술이며, 마지막으로 내담자의 그

림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기술이라고 하였다[49]. 즉, 내담자의 치료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기술을 포괄적으로 미술치료의 

디지털 기술의 범주에 넣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시니어 전문가가 도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의 인지 반응 측정과 분석을 

위한 센서 기술과 데이터 저장 및 처리기술이 필요하며, 패턴 비교 및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도 시니어의 

인지 반응에 관한 연구의 하나인 3차원 센싱기술과 미술치료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미술치료 매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

로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하여 미술치료의 미술 매체로써 푸드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특징적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전통적인 미술치료에 디지털을 융합한 푸드펜을 미술치료 매체의 하나로 제안하였고 그 활용 가능성을 기술하였다. 

두 번째로 이 푸드펜을 활용하여 HTP 미술치료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데이터화 할 수 있는지 그 요소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기존 서비스를 보조할 것인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편승하여 푸드펜을 통하여 대면 중심이며 아날로그적인 미술치료에 디지털을 접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 그리고 치매에 효과적인 미술치료에 있어서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미술 매체인 푸드펜을 제안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

성과 미술치료 매체를 확장하고 아날로그적인 분석에 의존하는 분석의 폭을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치매 환자의 

경우, 영양적 요소도 중요한데 음식을 재료로 활용하여 오락과 영양을 동시에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프로그램의 진행면에서 다음과 같이 보완해야할 한계가 있다. 먼저, 전통적인 미술치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간적 활

용에 비하여 다소 제약이 있다. 일반적인 미술치료의 경우 장소를 특정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푸드

펜의 경우 푸드 재료를 만들고 푸드잉크를 만드는 과정이 청결해야 하므로 활동 장소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미리 만들

어 놓은 푸드잉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그 제한요인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푸드펜의 경우 음식의 시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와 같이 내담자 개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삼가야할 재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료의 선택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담자의 건강에 대한 꼼꼼한 사전조사와 관찰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체크하

는 체계적인 절차와 진행이 더욱더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푸드펜의 재료인 푸드잉크를 만들고 이를 보관하는 일련의 과정이 안

전하고 청결해야한다. 이것은 음식이 기본적으로 유통기간이 있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술치료의 분석적인 면에서 디지털적 분석이 미술치료 전문가의 의견에 크게 의지해야하는 실험단계의 서비스로써 지

속적인 실증으로 디지털 분석의 신뢰성이 담보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대상자인 경증 

치매 환자나 잠재적 환자인 시니어의 경우에는 그 반응에 대한 신뢰성이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대

상과 함께 횡적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즉 현실적으로는 비교적 정상인을 대상으로 미술치료에 대한 디지털 분석을 통하여 타당

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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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향후 활용방안

본 연구는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 재료로 하여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람이 살

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의 하나인 음식을 통하여 미술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특히 치매 환자에게 

있어서 의미가 크다. 치매 환자는 이성적 기능은 약해지지만, 감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50] 정서적이고 회상적인 치료가 가

장 중요한데,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푸드 아트 테라피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대면이 확산되고 있는 일상에서 음식문화도 

변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는 아날로그적 시니어, 특히 과거의 기억이 유일한 치매 환자에게는 코로나블루를 넘

어서 코로나블랙같이 병증의 악화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음식을 소재로 미술치료를 함으로써 회상적 정

서치료와 먹는 즐거움에 영양까지 배려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치료프로그램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해보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모션을 디지털화하면 빅데이팅을 통하여 잠

재적인 경도 치매 환자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별적 접근법이 될 수 있으므로 치매의 ‘진단과 예방’ 분야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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