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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찾기 

‘봄’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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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  증가 

‘13 
4분기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06 
112 

116 
119 

120 

  다양한 유형의 치매 어르신 증가 
 

       유형에 적합한 맞춤 소규모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 

60%  
치매 



D 그룹 
 

인지 저하 
거동 불편 

C 그룹 
 

인지 저하 
거동 다소 불편 

B 그룹 
 

인지 가능 
거동 다소 불편 

A 그룹 
 

인지 가능 
거동 가능 B 그룹 

K-MMSE 10점 이상/ ADL 73점 미만 

C 그룹 
K-MMSE 10점 미만/ ADL 37점 이상 

   A 그룹 
K-MMSE 10점 이상/ ADL 73점 이상 

거동여부 

인
지
도 

유형별 소그룹 구분 

D 그룹 
K-MMSE 10점 미만/ ADL 37점 미만 



치매 어르신 청춘찾기 

`A 그룹 

  느껴 ‘봄’ 
 

 

WII-FIT 

  읽어 ‘봄’ 
 

책과 함께 
행복을 읽다 

  즐겨 ‘봄’ 
 

 

자원연계 

 더불어‘봄’ 
 

HAPPY 
TOGETHER 

B 그룹 C 그룹 D 그룹 

치매어르신의 다양한 개별적 욕구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청춘찾기 활동의 개요 



세 부 내 용 Ⅱ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진영도서관 시행 

       독서를 통한 여가문화 조성,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 마련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조성 

목적 

       진영도서관 전문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오감만족 인지 활동 방법 

       2014년 하반기 (9월~11월) 총 6회 진행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시행 

       대활자본 책 대여를 통한 어르신 독서 여가문화 확산 효과 

자원 
연계 

“책과 함께 행복을 읽다” 

Ⅱ-1. 읽어 ‘봄’- A 그룹 



 ▣ ‘책과 함께 행복을 읽다’프로그램 내용 

9월 25일  

<신기한 요술 붓> 
욕심을 절제하는 마음 알기 

 

먹그림 그리기 

10월 2일 

<훨훨 간다> 
      재미난 동작 표현하기 

 
종이비행기 접기 

10월 16일 

    <주먹밥이 데굴데굴> 
말 놀이 표현하기 

 
삼색밥 만들기 

10월 30일 

<효녀심청> 
효에 대한 이야기 
 
시 낭송 배우기 

11월 6일 

<흰 쥐 이야기> 
자신이 꾼 꿈 이야기 
 
꿈 속 만다라 표현 

10월 23일 

<늙은 어머니의 지혜> 
지혜로움 익히기 
 
부모님 표현하기 

Ⅱ-1. 읽어 ‘봄’- A 그룹 



Ⅱ-1. 읽어 ‘봄’- A 그룹 



K-MMSE     

 우울증    

독서량    

▣ 치매검사(K-MMSE) : 어르신 인지력 개선. 점수가 낮을수록 향상. 
▣ 독 서 량 : 큰 글씨 책 대여량 증가함. 
▣ 우 울 증 : 점수가 낮을수록 향상됨. 

전              후 
13.7         12.911 

전              후 
 

 월 0권       월 1-2권 

전              후 
16.8            15.4 

추진성과 

2013년과 2014년 활동 비교 

Ⅱ-1. 읽어 ‘봄’- A 그룹 



Ⅱ-2. 느껴 ‘봄’-  B 그룹  

        시청각 운동 치료프로그램(wii-fit 밸런스운동)의  
        미션참여 및 수행으로 보행능력, 균형능력향상  WII-FIT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환경적 변화를 제공하여  
         적응능력(Dynamic gait index) 향상 
 

방법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증가시켜 자발적  
        참여를 도모, 정서적 안정(우울증 예방 및 증상 완화)을  
        유도 

효과 



<추진배경> 
 
▣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요보호 대상자가 대부분임.  
 
▣  일상생활능력이 떨어지고,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낙상위험 증가 
 
▣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로 인한  
     독립성저하, 우울감 증가 및  
     삶의 질 하락  

Ⅱ-2. 느껴 ‘봄’-  B 그룹  



Wii-fit을 통한  

흥미유발로 

동기부여 상승 

  능력에 맞는 미션 수행  
    및 난이도 조절로  

능동적 참여 

결과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 제공 

미션수행동안의  
집중력 향상 및  
운동학습효과  

ADL 향상 
보행능력 향상 
균형능력 향상 
우울감 해소 

Ⅱ-2. 느껴 ‘봄’-  B 그룹  



        스키 SLALOM 
 

          깃발사이를 통과하며 정해진 코스를 따라내려오는 게임 
          허리를 좌우로 이동하며 캐릭터를 조절함. 

Table Tilt 
 

테이블을 기울여서 구슬을 구멍으로 밀어넣는 게임 
균형판 위에서 허리를 앞뒤좌우로 움직여 구슬을 조절함. 

          Balance Bubble 
\ 

          방울을 벽에 부딪히지 않고 끝까지 도착하는 게임 
          허리를 앞뒤좌우 움직여 캐릭터를 조절함. 

Ⅱ-2. 느껴 ‘봄’-  B 그룹  



ADL (일상생활훈련)    

우울증      

보행속도   

균형능력   

▣ A D L : 최고 128점, 최저 18점.  높을수록 향상됨. 
▣ 보행속도 : 3m 거리 왕복속도 측정(2회 왕복 평균)점수로 낮을수록 향상됨. 
▣ 균형능력 : 56점 만점 항목으로 높을수록 향상됨 
▣ 우 울 증 : 경증우울에서 우울위험 단계로 향상되었음.  

전              후 
 

58.38         59.13 

전              후 
 

42.09          41.37 

전              후 
 

27.13          27.63 

전              후 
 

16.0            12.2 

추진성과 

2013년과 2014년 활동 비교 

Ⅱ-2. 느껴 ‘봄’-  B 그룹  



▣ 산학협력, 공모사업을 통한 
자원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 

▣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통한  
    봉사자, 후원자 유치 
 

▣ 인지도 향상 

Ⅱ-3. 더불어 ‘봄’ – C 그룹 

CONTENT 

지역사회 & 언론 홍보 사회적&인적 자원 구축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CONTENTS 

TEXT 구강관리 

CONTENTS 

TEXT 네일아트  

CONTENTS 

TEXT 캐리커쳐 

CONTENTS 

TEXT  꽃꽂이 활동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CONTENT
S 

TEXT 이미용 서비스 

CONTENTS 

TEXT 장수사진 

Ⅱ-3. 더불어 ‘봄’ – C 그룹 



두산인프라코어 등 
보훈장터 및 공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신바람 가족의 탄생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사업비 1,000만원 지원 

 “신바람 가족의 탄생” 

어르신 1:1 맞춤지원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비, 재료비 320만원 

“찾아가는 원예치료 

다양한 문화컨테츠 지원 

1,000만원 상당 

 “영화관람, 문화공연” 

 

KRA 지원사업 도서관 연계 문화바우처   지정기탁사업 

Ⅱ-3. 더불어 ‘봄’ – C 그룹 



1-3세대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우울증이 해소로 심리상태 호전됨.  
 

유치원협약 생신잔치 미술,요리 텃밭가꾸기  

Ⅱ-3. 더불어 ‘봄’ – C 그룹 



산학협약 증가    

우울 감소    

홍보활동 증가   

공모사업  당선   

▣ 산학협약 & 공모사업  : 증가할수록 자원연계 횟수 향상. 
▣ 홍보활동 : 서면(신문, 소식지)활동에서 언론홍보까지 범위 확장.  
▣ 우울감소 : 우울수치 감소할수록 개선. 

전              후 
13              14 

   서면        서면&언론 

        홍보           홍보         

전              후 
0               3 

전              후 
16.3            13.5 

추진성과 

2013년과 2014년 활동 비교 

Ⅱ-3. 더불어 ‘봄’ – C 그룹 



다채로운 공연관람 

국악 동화구연 무용단 각설이 

Ⅱ-4. 즐겨 ‘봄’- D 그룹 



연극   노래자랑 악기연주 노래공연 

다채로운 공연관람 

Ⅱ-4. 즐겨 ‘봄’- D 그룹 



공연 관람 제공 횟수   

우울 감소   

공연단체  증가   

▣ 공연제공: 횟수 증가할수록 서비스 제공 수치 높음. 
▣ 공연단체 : 방문단체 다양할수록 높은 수치 나타남.  
▣ 우울감소 : 수치 낮을수록 개선됨. 

 전                후 
 57               64 

전              후 
25              30 

전              후 
17.2            15.4 

추진성과 

2013년과 2014년 활동 비교 

Ⅱ-4. 즐겨 ‘봄’- D 그룹 



향 후 계 획 Ⅲ 



한국마사회(KRA) 

외출 
지원 

김해보훈요양원 

      어르신의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이주여성의 사회공헌 일자리 프로그램 

Ⅲ-1. 신바람 가족의 탄생 

사업 

      사회적 기능유지 및 정서지원 

     보조인력 활성화를 통한 이주여성의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목적 



Ⅲ-2. 산책로 ‘쉼’ 

2014 

▣ 목조건축물  
                철거 

▣ 탄성포장 산책로 
 

▣ 담쟁이 카페 
▣ 휠체어 순환코스 

▣ 성과 



2015 

▣ 2015 향후계획 

진영제일고등학교 
조경학과 지원 유치원 

식목행사 기무부대  
        & 휴롬 

 
제초작업 

창원시 
 

유실수  
나눔사업 

장유율하성당 
잔디마당 

& 분수대 조성 

Ⅲ-2. 산책로 ‘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