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민효경사회복지사 



통합적놀이치료는  놀이를  도구로 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불균형 상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서 바람직한 삶으로 

개선시키도록 도와주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통합적 놀이는 놀이활동을 통해 인지, 정서, 사회성, 

신체, 언어영역의 조화를 이루는 통합활동을 말한다. 



통합놀이치료를 통해 

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의  

인지능력을 향상하고  

부양 가족을 대상으로 놀이치료를 실시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추진일정 추진내용 

3월 ~ 4월 
 이화여자대학교 치매활동 서포터즈 통합노인놀이치료 교육수료 
 (담당사회복지사 총40시간교육이수) 

6월  2013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그램 프로포절 선정 

7월 9일(화)  데이케어센터 부양가족 간담회 및 프로그램 홍보(가족놀이치료 일정조율) 

7월 15일(월)  놀이치료프로그램 운영회의 (신혜원교수 외 5명 참석) 

7월 23일(화)~ 
9월 27일(금) 

 통합적놀이치료프로그램실시 
 - 매주 화요일 음악영역프로그램 8회 
 - 매주 수요일 미술영역프로그램 8회  
 - 매주 금요일 전통역역프로그램 8회 

8월 22일(목) 
‘가족과 어르신이 함께 하는 통합적 놀이치료‘ 프로그램 소양교육  
   실시(신혜원교수강의) 

8월 29일(목)~ 
9월 12일(목) 

‘가족과 어르신이 함께 하는 통합적놀이치료‘프로그램 3회 실시 

2013년 10월~현재 
 월4회 자체 놀이치료프로그램 실시 (1째주 - 전통놀이영역,  
 2째주-미술놀이영역, 3째주 인지놀이영역, 4째주 음악놀이영역) 



1. 수행방법 : 각 영역(음악영역, 전통영역,     

미술영역)의 통합적 놀이치료프로그램을  

    주 1회(총3회) 실시 

2. 프로그램구성 : 도입(인지활동 및 숫자연산),         

   중간(각 영역별 프로그램활동: 음악, 미술, 

   전통), 마무리(신체활동 외)로 구성하여 진행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음악․신체 
운동영역의  
놀이치료 

 월별 주제에 따른 음악․신체운동영역의 놀이치료 8회 실시 
 - 한삼을 이용한 율동, 타악기 다루기, 깔깔이 천으로 멋내기, 실로폰만들기 
   등 악기구성을 통한 신체운동 영역 놀이치료 실시 

전통놀이․ 
생활영역의  
놀이치료 

 월별 주제에 따른 전통․생활영역의 놀이치료 8회 실시 
 - 부채제기차기 만들기,  주사위놀이, 키질하기,  사방치기, 양궁놀이 등  
   전통놀이를 통한 놀이치료 실시 

미술작업영역의 
놀이치료 

 월별 주제에 따른 미술작업영역 놀이치료 8회 실시 
 - 데칼코마니, 한지작업, 희망나무, 손수건물들이기, 메주비누만들기, 전통노리개 만들기  
   등 미술활동을 통한 놀이치료실시 

부양가족 
소양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치매활동서포터즈 담당 신혜원교수 연계를  
 통한 부양가족 및 어르신간 소통을 위한 소양교육 1회실시 

가족놀이치료 
 치매가족과 함께 하는 놀이치료 3회 실시 
 - 노래집만들기, 사랑의 주사위! 가족장기자랑, 나의가족얼굴 빚기 등 
   어르신과 함께 가족놀이치료 실시 

놀이잔치마당 
 이용어르신과 보호자가 놀이를 통해 함께 어울리는 놀이한마당잔치 
 - 투호놀이 및 대형윷놀이게임과 옛 추억의 송편만들기 실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지표 및 평가도구) 
평가결과 

 1. 참여어르신의 인지능력  
    5%이상 향상 
   ‣MMSE-K(총30점)평가 
    -시간지남력(5점) 
    -장소지남력(5점) 
    -기명력(3점)/상기력(3점) 
    -수리력(5점)/언어기능(7점) 
    -이해및판단(2점) 

 - 사전평가 총점193점에서 사후평가 총점 230점으로 37점이 향상됨. 

   이는 사전대비 19% 향상. 

- 통합적 놀이치료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도구를 활용하여 시간을 

  인지하고 기억하도록 훈련활동을 반복하며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숫자계산 및 언어기능을 향상하도록 매번 프로그램 도입부분에서  

   접근하였음. 

  ․평가부분에서 시간 및 장소 지남력 영역에 대한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수리력에서 향상됨.  

 2. 참여어르신의 삶의 만족도  
    5%이상 향상 

- 데이케어센터 이용어르신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사전점수 총점 261점에서 284점으로 23점이 향상됨. 

  이는 사전대비 8% 향상(평균 2.1점 향상) 

 3.  참여부양가족의 생활만족도 
   10% 향상 

- 가족놀이 참여대상과 비참여대상에 대하여 생활만족도를 사전․사후  

 측정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의 생활만족도는  

 사전총점438점에서 사후총점 451점으로 사전대비 13점이 향상. 

 이는 사전대비3% 향상. 



1. 다양한  놀이활동으로  즐거움  유발 및 균형적 기능유지 

2.  타  어르신  및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3. 자체적으로  통합적놀이  활용 용이 

4. 월별 주제에  따른  놀이소재의  다양성  및  응용가능성 



월 1월 2월  3월  4월 

주제 우리 우리 설날은 고향이야기 봄이야기 소풍 

활동내용 
달력꾸미기 
만두빚기 

희망의 나무꾸미기 

퍼즐지도만들기 
고향에가면~ 
실타래놀이 

복표주박만들기 

봄나물꽃이름대기 
전통놀이 

봄도다리물고기만들기 
매화그리기 

봄나들이 
스폰지를 이용한  
그림그리기 
병풍만들기 

월 5월  6월  7월 8월  

주제 나의 가족 호국의달(6.25) 여름이야기 친구 

활동내용 
가족에게카드쓰기 
집액자만들기 
전통놀이 

태극퍼즐만들기 
6.25를생각하며 
거울만들기 

접착팰트지로 
액자만들기 

칠월칠석 견우직녀 

친구이름대개 
전통놀이 

꽃접시로 해바라기 

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제 추석 가을이야기 겨울이야기 크리스마스 

활동내용 
보름달시만들기 
송편만들기 
전통놀이 

가을나들이 
단풍잎꾸미기 
전통놀이 

솜을 이용한  
눈마을 만들기 
족자만들기 
전통놀이 

크리스마스장식 
전통놀이 

크리스마스카드쓰기 



자체 통합적놀이치료 

프로그램 

-인지활동 및 전통놀이 



자체 통합적놀이치료 

프로그램 

-미술활동 및 신체활동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