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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이용 노인의 인지기능장애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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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Impairment Risk Factors in Elders 

Park, Jung Sook · Lee, Young Whee · Kim, Hwa Soon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provide ways to prevent cognitive deterioration by identifying the risk factors 
for cognitive impairment.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elders using Senior Centers. 
Participants were 210 people, 105 with suspicious dementia and 105 with normal cognitive function. Measures 
were MMSE-DS, ADL, IADL, social relationships and SGDS-K.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x2-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22.0 program. Results: In logistic regression analy-
sis, the probability of having suspicious dementia was 2.6 times (95% CI 1.02~6.76) higher for elderly women 
than elderly men. Elders age 80 or over had 2.6 times (95% CI 1.26~5.38) more chance of exposure to suspicious 
dementia than elders age of 65~79. Also, non-educated elders had 4.2 times (95% CI 2.05~8.62) more probability 
than elders with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or above, elders and older persons with mild depression had 3.1 
times (95% CI 1.09~8.62) more probability of suspicious dementia than elders with major depression. Conclusion: 
To maintain and promote the cognitive function of older peop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se cognitive impair-
ment risk factors and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to prevent cognitive deteri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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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건강

이 증진되었고, 이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성질환과 더

불어 인지기능의 장애인 치매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우

리나라 전국 65세 이상 노인 6008명을 대상으로 한 2012년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치매 유병률 조사에서 치매 

환자는 9.18%이고, 치매로 발전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노인

은 27.8%로 전체 노인의 1/4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경로당은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여가복지시설

로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으로 비교적 인지기능에 장애가 없는 노인이 이용하고 있다. 그

러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여성노인 중 경도인지장애

에 해당되는 노인이 32.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경도인지장애와 더불어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에 있

는 치매의심이 되는 인지기능을 갖고 있는 노인의 경우 추후 

치매로 발전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Pete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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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3]은 근거기반 문헌고찰을 통한 결과에서 경도인지장애 노

인을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년 12%정도가 알츠하이머병

으로 진행하였고, 이는 정상노인에서의 치매 발병률이 매년 

1%~2%인 것과 비교했을 때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치매 발병

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매발병률을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경도인지장애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치매의심 노

인의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인

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는 중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도인지장애 노인과 중

증인지장애 노인을 비교하여 중증인지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고한 연구[4]와 정상노인, 치매의심노인과 치매위험노

인의 특성을 같이 비교하여 인지기능의 정도에 따라 우울, 일

상생활수행정도, 사회관계성, 삶의 만족도가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5]가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인지기능장애가 있

는 노인과 정상 노인을 비교한 연구[6]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까지 밝혀진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포

함하여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치매의심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노인의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는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결과

를 살펴보면 인구학적 변수로는 연령[7], 교육수준[7, 8], 수입

[8] 등이 관련 변수로 보고되고 있고, 이 중 연령과 교육수준은 

인지기능과 가장 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 

노인의 신체적 기능 상태와 건강 관련 행위도 인지기능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Chodosh 등[9]은 미국 전국 

규모의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Acti-

vity of Daily Living, ADL)의 저하가 인지기능의 저하와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Luck 등[10]은 도구

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IADL)의 저하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Yoo, Jo와 Kim[11]은 노인의 ADL

과 IADL이 인지기능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건강 

관련 행위를 살펴보면 운동, 음주, 흡연이 인지기능과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인의 규칙적인 운동과 적극적

인 신체활동은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으며[12], 지속적

인 과다 음주는 인지기능 및 치매의 유병률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13] 음주를 하는 노인의 경우 음주를 하지 않는 

노인보다 치매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흡연과 

인지기능은 현재 흡연중이거나 과거에 흡연을 했었던 사람들

이 전혀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장애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4].

심리 사회적 변수에서 노인의 사회적 관계의 정도와 우울

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과 치매발생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Crooks 등[15]은 

사회적 관계망이 노인들의 인지기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음을 보고하였고, Lee와 Kahng[16]의 연구에서도 사회관계

적 특성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노인의 

우울 역시 인지기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로 노인의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선행연구

에서 제시되고 있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로당 이용노

인을 대상으로 인지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경

로당 이용 노인의 인지기능 악화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

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로당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장애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정상인지기능 노인과 치매의심 노인의 일반적 특성, 신

체적 기능, 건강 관련 행위, 사회관계성과 우울정도의 차

이를 파악한다.

 경로당이용 노인의 인지기능장애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천시 중구의 일부 지역 경로당을 이

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국한하였고, 무작위 표집에 의한 대

상자 모집이 진행되지 않아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할 때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경로당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정상인지기능군과 

치매의심군의 일반적 특성, 신체적 기능, 건강 관련 행위, 사

회관계성과 우울의 차이를 확인하고, 인지장애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천시 J구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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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당 25개소를 이용하는 노인 중 인지기능 검사 결과에서 정

상인지기능군과 치매의심군으로 판정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토대로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중간크기인 .3,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그룹 수 2개를 대입하였을 때 207명이 산출되어 정상인

지기능군에 105명, 치매의심군에 105명으로 각각 할당 표출

하여 각 집단에 105명이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2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은 다음과 같다.

 만 65세 이상 대상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

한 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는 자

 인지기능검사에서 정상인지기능 또는 치매의심군으로 

판정된 자

3. 연구도구

1) 인지기능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Folstein, Folstein

과 McHugh[17]가 개발한 Mini-Mental Status Exam (MMSE)

을 토대로 개발된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를 보완하여 개발

된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us Exam- 

Dementia Scale, MMSE-DS) [18]를 사용하였다. MMSE-DS

는 시간지남력(5문항), 장소지남력(5문항), 기억 등록 및 회상

(2문항), 주의집중력(1문항), 언어기능(이름대기, 따라 말하

기, 명령시행; 3문항), 구성능력(도형모사; 1문항), 판단력(2

문항) 영역을 측정하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확정적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19점 이하의 대상자를 제외하고 20~24점을 치매의심군, 25

점 이상을 정상인지기능군으로 분류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는 .71이었다. 

2) 신체적 기능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Lee[19]의 신체적 건강 측정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일상생활수행능력 관련 5항목(식

사하기, 옷 입기, 움직이기, 목욕하기, 화장실 사용하기)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관련 5항목(집안일하기, 전화사

용, 교통수단 이용하기, 약 챙겨먹기, 물건사기)의 총 10항목

으로 구성 되어있다. 점수는 수행정도에 따라 1점에서 3점까

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활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

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3이었다. 

3) 건강 관련 행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건강 관련 행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운동, 음

주, 흡연 상태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운동의 경우 “어

르신은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에 대해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1~2회/주)’, ‘거의 매일 한다(3회 

이상/주)’로 질문하였다. 음주의 경우에는 “어르신은 술을 드

십니까?”에 대해 ‘거의 매일 마신다’, ‘가끔 마신다(1회/주 이

하)’, ‘전혀 마시지 않는다’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

고 흡연의 경우 “어르신은 담배를 피우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피운다’, ‘예전에는 피웠으나 끊었다’, ‘전혀 피우

지 않는다’에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4) 사회관계성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Lee[19]의 사회관계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이 도구는 노인의 사회관계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개발된 것으로 용돈, 배우자와의 관계, 집안의 의사결정

권, 가족이나 친지와의 관계, 사회적 활동, 대인관계, 종교활

동, 여가활동, 봉사활동이나 기부행위, 사회적 관심의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강한 부정에서부터 강한 긍

정까지 1점에서 5점의 범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

회관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19]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63이었다.

5) 우울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Sheikh와 Yesa-

vage[20]의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Short form Geriatric De-

pression Scale (SGDS)를 Cho 등[21]이 수정 ․ 보완한 Geri-

atiric Depression Scale-Korea (GDS-K)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예/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양분형 척도이며 1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1

점으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문항에서는 역환산하여 합산하였

다. 총 점수 범위는 0점에서 최고 15점으로 0점에서 4점은 정

상상태, 5점에서 9점은 경증우울, 10점에서 15점은 중증우울

로 구분하였다. Sheikh와 Yesavage[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95였으며, 한국판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89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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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 Kuder and Richardson- 

20 (KR-20) 계수는 .86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I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후(승인

번호 140121-1A), 2014년 3월 12일부터 2014년 4월 21일까

지 인천시 J구에 위치한 경로당 70개 중 25개 경로당을 이용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 책임자와 인천시 J구 치매센터

의 치매선별검사 담당 간호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인

지기능 검사 결과 정상인지기능군과 치매의심군으로 판정된 

노인을 의뢰 받아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자발적

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대상자에게 서면화된 동의서에 서

명을 받았다. 인지기능 집단별 연구대상자가 각각 105명이 될 

때까지 본 연구자가 직접 자료수집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는 

일대일 면접을 통해 직접 읽어주고 대상자의 응답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신체적 기능, 건강 관련 행위, 사

회관계성과 우울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

하였다. 정상인지기능 노인과 치매의심 노인의 연구변수의 

차이는 x2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인지장애 위험요인

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

bach's ⍺ 계수와 KR-20을 이용하였다. 

연 구 결 과

1. 정상인지기능 노인과 치매의심 노인의 일반적 특성 차이

본 연구에서 조사된 MMSE-DS 점수는 정상인지군의 경우 

평균점수는 27.5±1.7점이었고, 치매의심군은 22.1±1.5점

이었으며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24.84, p<.001). 평균 연령은 정상인지기능 노인이 78.18

세이고 치매의심 노인은 82.14세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일반

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결과 종교유무(x2=7.68, p= 

1.000)와 동거가족(p=.05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으나, 성별(x2=15.12, p<.001), 연령(x2=23.39, 

p<.001), 배우자 유무(x2=7.68, p=.006), 교육수준(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었다(Table 1).

2. 정상인지기능 노인과 치매의심 노인의 신체적 기능, 건강 

관련 행위, 사회관계성, 우울의 차이

정상인지기능 노인과 치매의심 노인의 신체적 기능과 건강 

관련 행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신체적 

기능에서 일상생활활동(t=2.36, p=.019)과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t=3.23, p=.001)은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배변 및 배뇨조절능력(t= 

2.17, p=.031), 대중교통수단 이용능력(t=5.22, p<.001), 

전화통화능력(t=2.95, p=.004)에서 두 집단 간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 관련 행위에서 흡연은 정상인

지기능 노인은 19%, 치매의심 노인은 5.7%에서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x2=12.27, p=.002). 그러나 운동(x2=3.30, 

p=.192)과 음주(x2=2.85, p=.241)에서는 두 집단 간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상인지기능 노인과 치매의심 노인의 사회관계성과 우울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사회관계성 평균점

수를 살펴보면 정상인지기능 노인은 25.30±4.66점으로 치

매의심 노인의 22.83±4.5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95, p<.001).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관계(t=2.79, p=.006), 의사

결정권(t=4.53, p<.001), 대인관계(t=2.61, p=.010), 사회

적 관심(t=3.26, p=.001) 항목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정도에서 치매의심 노인은 경증우

울이 40%로 정상인지기능 노인의 27.6%보다 높게 나타났으

나 두 집단 간의 우울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x2=3.61, p=.164).

3. 인지장애 위험요인

인지장애 위험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정상인지기능군과 치

매의심군으로 분류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을 포함하였고, 주요 변수인 신체적 기능, 건강 관련 

행위, 사회관계성, 우울 정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연령, 교육수준, 건강 관련 행위, 우

울 변수를 더미처리 하였다. 연령은 ‘65~79세’와 ‘8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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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of MMSE Score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Group of Cognitive Functions Level (N=210)

Variables Categories

Normal
(n=105)

Suspicious dementia
(n=105)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MMSE-DS 27.5±1.7 22.1±1.5 24.84 ＜.001

Gender Male
Female

37 (35.2)
68 (64.8)

13 (12.4)
92 (87.6)

15.12 ＜.001

Age (year) 65~69
70~74
75~79
80~84
85~89
＞90

78.2±6.6
9 (8.6)

20 (19.0)
32 (30.5)
27 (25.7)
13 (12.4)
4 (3.8)

82.1±5.7
1 (1.0)

11 (10.5)
17 (16.2)
39 (37.1)
26 (24.7)
11 (10.5)

23.39 ＜.001

Education Illiterat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21 (20.0)
48 (45.7)
21 (20.0)
11 (10.5)
4 (3.8)

60 (57.1)
40 (38.1)
4 (3.8)
1 (1.0)
0 (0.0)

 ＜.001†

Religion Yes
No

71 (67.6)
34 (32.4)

71 (67.6)
34 (32.4)

 0.00 1.000

Spouse Yes
No

45 (42.9)
60 (57.1)

26 (24.8)
79 (75.2)

 7.68 .006

Living together with Alone
Spouse
Children
Spouse & children
Other

40 (38.1)
27 (25.7)
24 (22.9)
14 (13.3)
0 (0.0)

47 (44.7)
19 (18.1)
33 (31.4)
5 (4.8)
1 (1.0)

 .055†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

Fisher's exact test. 

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초등교육 이상’과 ‘무학’으

로 구분하였다. 건강 관련 행위에서 운동과 음주는 ‘가끔 한

다’와 ‘거의 매일 한다’를 ‘한다’로 하였으며, 흡연은 ‘현재 피

운다’와 ‘예전에 피웠지만 끊었다’를 ‘한다’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인지장애의 위험요인은 연령, 교

육수준, 성별, 경증우울로 나타났고 이 변수를 포함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x2=68.90, p=<.001). 

즉, 연령이 80세 이상인 노인이 65~79세 노인보다 인지장애

를 나타낼 확률이 2.6배(OR 2.60, 95% CI 1.26~5.38) 높았

으며, 무학 노인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에 비해 

4.2배(OR 4.21, 95% CI 2.05~8.62),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

에 비해 2.6배(OR 2.63, 95% CI 1.02~6.76), 경증우울 노인

이 중증우울 노인에 비해 3.1배(OR 3.07, 95% CI 1.09~8.62)

정도 인지장애를 나타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 위혐

요인을 파악하고자 정상적인 인지기능 수준의 노인과 치매의

심이 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 신체적 기능, 건강 관련 행위, 

사회관계성, 우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

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정상인지기능 노인과 치매의심 노인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되었던 변수 중 

배우자 유무, 신체적 기능, 흡연, 사회관계성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서 정상

인지기능군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치매의심 노인군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

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이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6]. 배우자와 동거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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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Functions and Health-related Behaviors of Subjects by Group of Cognitive Functions Level (N=210)

Variables Categories

Normal
(n=105)

Suspicious dementia
(n=105)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Physical 

functions

Total 28.38±2.12 27.14±3.10 3.38 .001

Activity of 

daily living

Self-feeding 

Dressing

Functional mobility 

Bathing and showering

Toilet hygiene 

Subtotal

 2.99±0.10

 2.97±0.17

 2.99±0.10

 2.87±0.44

 2.74±0.44

14.56±0.72

 2.96±0.19

 2.91±0.31

 2.99±0.10

 2.79±0.51

 2.60±0.51

14.26±1.11

1.36

1.65

0.00

1.16

2.17

2.36

.177

.102

＞.999

.249

.031

.019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Taking medications as 

prescribed

Transportation within 

the community

Housework

Shopping for groceries

Use of telephone 

Subtotal

 2.98±0.14

 2.75±0.59

 2.51±0.72

 2.58±0.70

 2.99±0.10

13.82±1.68

 2.91±0.34

 2.20±0.91

 2.48±0.83

 2.42±0.83

 2.88±0.39

12.89±2.44

1.85

5.22

0.35

1.53

2.95

3.23

.067

＜.001

.724

.129

.004

.001

Health related 

behaviors

Exercise No

1~2 times/week

≥3 times/week 

58 (55.2)

10 (9.5)

37 (35.3) 

68 (64.8)

12 (11.4)

25 (23.8)

3.30 .192

Alcohol Almost every day

Sometimes 

(below 1/week) 

No

8 (7.6)

28 (26.7)

69 (65.7)

 8 (7.6)

18 (17.2)

79 (75.2)

2.85 .241

Smoking Currently smokes

Quit smoking 

No

20 (19.0)

16 (15.3)

69 (65.7)

 6 (5.7)

 9 (8.6)

90 (85.7)

 12.27 .002

Table 3. Social relations and Depression Level of Subjects by Group of Cognitive Functions Level (N=210)

Variables Categories

Normal
(n=105)

Suspicious dementia
(n=105)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Social 

relations

Pocket money

Relationship with spouse

Decision-making

Family and friends

Social activities

Interpersonal relations

Religious activities

Leisure activities

Volunteer donations

Social interest

Total

3.09±0.77

2.10±1.39

3.93±1.46

4.31±0.85

1.28±0.80

4.03±1.16

2.12±1.04

1.57±0.88

1.40±0.88

3.05±1.40

25.30±4.66

3.12±0.73

1.61±1.18

2.95±1.67

4.34±0.86

1.33±0.92

3.58±1.33

2.02±1.02

1.37±0.74

1.23±0.67

2.44±1.31

22.83±4.50

-0.37

2.79

4.53

-0.24

-0.48

2.61

0.74

1.79

1.59

3.26

3.92

.714

.006

＜.001

.809

.631

.010

.461

.075

.114

.001

＜.001

Depression Normal

Mild depression

Severe depression

55 (52.4)

29 (27.6)

21 (20.0)

45 (43.0)

42 (40.0)

18 (17.0)

3.61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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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isk Factors of Cognitive Impairment (N=210)

Variables Categories SE p Odds ratio  95% CI

Age (year) 65~79
≥80

0.37 .010 2.60 1.26~5.38

Gender Male
Female

0.48 .045 2.63 1.02~6.76

Spouse Yes
No

0.43 .482 1.36 0.58~3.17

Education ≥Elementary school
Illiterate

0.37 ＜.001 4.21 2.05~8.62

Physical functions IADL
ADL

0.10
0.24

.337

.231
0.91
0.75

0.75~1.10
0.47~1.20

Smoking No
Yes

0.60 .151 2.38 0.73~7.78

Alcohol No
Yes

0.39 .742 1.14 0.53~2.43

Exercise No
Yes

0.37 .417 1.35 0.66~2.76

Social relations Normal 0.05 .096 0.92 0.84~1.01

Depression Mild
Severe

0.55
0.53

.098

.033
2.48
3.07

0.85~7.27
1.09~8.62

Constant 3.23 .272 34.69  
Model Chi-Square=68.90, p＜.001; CI=Confidence Interval; IADL=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ADL=Activity of daily living.

지기능 보존에 도움이 되며[22], 배우자의 지지와 보살핌이 인

지기능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체적 기능은 두 집단 모두 대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본 연구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

을 대상으로 하여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시설과 다르게 독립적

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의 신체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두 집단 간의 신체적 기능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배

뇨, 배변조절능력에서 치매의심군 노인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에서 변실금, 요실금이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Ha와 Park[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배뇨, 배변조절능력이 저하되면 집밖

으로의 외출을 꺼려하게 되고 줄어든 사회활동은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 노인에서

의 배설 관련 문제는 좀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대중

교통수단 이용능력과 전화통화능력에서 두 집단 간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 이용 능력은 

치매의심군의 노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기능 점수가 15~23점 사이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

상으로 IADL을 측정한 Yoo[23]의 연구에서도 ‘전화사용하

기’와 ‘외출 및 여행하기’가 혼자 수행하기 가장 어려운 항목

으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

서 상대방과 대화하기의 어려움과 공간감각 저하 및 기억력 

저하로 인해 길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 관련 행위 중 흡연은 정상인지기능 노인군이 치매의

심 노인군보다 흡연율이 높았으며 두 집단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흡연

이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Ha와 Park[4]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로 중증인지장애군에 여성

의 비율이 경도인지장애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흡연을 하지 

않은 노인의 비율이 높았던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역시 치

매의심 노인에 여성의 비율이 정상인지기능 노인보다 높아 같

은 결과가 제시된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 관련 행위 중 흡연을 

제외한 운동과 음주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운동의 경우에는 흡연과 음주

보다 평균점수가 낮아 세 가지 건강행위 중 가장 실천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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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 방문했던 대부분

의 경로당에서는 밴딩체조나 기체조와 같이 주로 앉아서 진행

되는 운동 프로그램이 주 1회 정도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노인들이 운동으로 인식하지 않아 실제 운동을 하고 있

어도 다수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여 운동의 평균점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경로

당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 관련 자료 조사를 할 경우 경로

당에서 시행되는 운동의 종류를 미리 파악하여 구체적인 운동

의 이름을 제시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사회관계성은 치매의심 노인이 정상인지기능 노인보다 낮

았으며 두 집단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Hwang 등[5]의 연구에서 치매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사회관계성의 정도가 낮아지고, 인지기

능과 사회적 지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

과와 일치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관계, 의사결

정권, 대인관계, 사회적 관심에서 두 집단 간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배우자와의 관계 항목에서 배우자

가 없는 경우에는 문항에 ‘혼자살고 있다’고 응답하여 무배우

자가 75.2%인 치매의심 노인의 평균점수가 낮아져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사결정권 항목에

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의 영향으로 집안 

대소사의 의사결정권이 주로 남편이나 큰아들에게 있으며, 

이는 여성노인의 비율이 87.6%인 치매의심 노인에서 더욱 두

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인관계 항목에서의 치매의심 

노인의 평균점수가 정상인지기능 노인보다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들이 공식적 관계망이나 친구와

의 관계망이 부족하거나 축소되고, 사회적 지지 내용에 대한 

제한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한 Crooks 등[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경증우울은 인지장애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인지장애를 나타낼 확

률은 65~79세 노인보다 80세 이상의 노인이 2.6배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특히,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이 치매의심 노

인 35.3%로 정상인지기능 노인의 16.2%보다 2.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S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6]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

기기능장애의 위험도가 증가하여 65~69세의 노인보다 80세 

이상의 노인에서 인지기능장애의 위험도가 6.8배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가 높은 군에서 인지기능 장애

가 더 많이 나타나며, 연령의 증가는 인지기능 장애의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겠다[7]. 이처럼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기능장애를 나타낼 

확률이 증가하므로 고령으로 접어드는 노인들의 인지기능검

사를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적 관

리하는 간호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인지장애를 나타낼 확률은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집단 

모두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많았으며, 성별의 차이가 정

상인지기능 노인은 2배, 치매의심 노인은 7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I도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

는 65세 이상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

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중증인지장애 발생률이 높으며[4], S

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여자노인의 인지기능장애 위험도가 남자노인에 보다 2.3

배 높았다는 선행연구결과[5]와 일치한다. 이처럼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인지장애의 위험정도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성비가 71.3명[24]으로 여성노인의 인구가 

남성노인 보다 많으며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이 남성노인 보다 

길어 상대적으로 노화의 기간이 길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성

별에 따른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노

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급격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는 나

이가 증가할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15]. 그러므로 지역사회 노

인의 치매예방을 위해 여성노인을 우선적인 관리대상으로 선

정하고 치매예방 교육 시 여성노인이 가질 수 있는 치매예방 

관련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여성

과 남성의 인지장애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성별에 따른 

인지장애 위험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에서는 무학인 노인이 초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노인보다 인지장애를 나타낼 확률이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재가노인을 대

상으로 한 Kim[6]의 연구에서도 교육연한이 7년 이상인 노인

에 비해 문맹자인 경우 인지기능장애 위험도가 15.5배 증가하

며 그 외의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의 낮은 교육수준은 인지기능

장애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4,7].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등[25]은 두뇌활동을 높이기 위해 글쓰기 외에 말하기, 

셈하기 등의 인지학습과 종이접기, 퍼즐 맞추기, 칠교놀이와 

같은 유희학습을 적용한 노인들의 경우 인지기능 점수가 실험 

전보다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Sun[26]의 연구에

서는 소리 내어 말하기, 종이접기, 퍼즐 맞추기, 구슬 꿰기와 

같은 인지활동을 적용한 그룹에서 인지기능이 향상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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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들의 경우 글의 쓰

기나 읽기가 어려운 만큼 이러한 활동은 제외한 인지활동으로 

두뇌활동을 자극할 수 있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

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정상인지기능 노인보다 치매의심 노인에서 경

증우울의 비율이 높았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경증우

울의 경우 중증우울에 비해 인지장애를 나타낼 확률이 3.1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은 인지 저하가 있을 때 이에 대

한 반응으로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고, 우울증이 있을 때 가성

치매(pseudo-dementia)의 형태로 인지저하가 동반되기도 

하여 두 상황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27].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할 때 본 연구에서도 노인의 우울증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치매의심 노인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이를 선별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로당에서 치매선별 검사 시 우울정

도를 함께 포함하여 조사함으로써 조기 우울을 발견하여 약물

요법 및 비약물적 요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반면 본 연구

에서 치매의심 노인의 우울 점수가 정상인지기능 노인보다 높

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등[28]의 연

구에서도 인지기능이 정상인 대상자와 치매의심 또는 확정적 

치매대상자의 인지기능에 따른 우울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

에서 두 집단 간의 우울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이유로

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노래교실, 체조교실과 같은 

여가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노인들의 정

서적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경로

당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음악요법을 적용한 그룹이 그

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 정도가 감소하였으며[29], 주간보

호 센터를 이용하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집단음악치료를 시

행한 결과 우울정서가 유의미하게 호전되었다[30]는 선행연

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 위험요인을 밝히고자 정상적인 인지기능 수준

의 노인과 치매의심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신

체적 기능, 건강 관련 행위, 사회관계성, 우울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인지장애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결과 정

상인지기능 노인과 치매의심 노인은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신체적 기능, 흡연유무와 사회관계성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의 인지장애 위험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경증우울에

서 영향력이 확인되어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80세 이상

인 노인이 65~79세 노인보다, 무학인 노인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보다, 경증우울 노인이 중증우울 노인보다 인

지장애를 나타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인지장애를 예

방하기 위해서는 고령으로 접어드는 무학의 여성노인들을 대

상으로 두뇌활동을 자극할 수 있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적용

과 우울 검사를 병행하는 초기 선별 검진 활동을 매년 주기적 

시행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기능을 보존하는데 효과

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인지장애 위험요인으

로 제시된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경증우울을 고려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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