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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agitation in patients with dementia who live in nurs-
ing homes. Factors including background and proximal factors based on the Algase’s Need-Driven Dementia-
Compromised Behavior model were tested. Methods: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from Dec. 1 to 28 2015, and 
193 elders from 4 nursing hom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instruments included CMAI (Cohen-Mansfield Agitation 
Inventory),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Holden Communication Scale, K-ADL (Korea Activity 
of Daily Living scale), DS-DAT (Discomfort scale-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CSDD (The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NPI (Neuropsychiatric Inventory), as well as items on the physical and psychosocial 
environment.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and Dunnet T3,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dentified hallucination (β=.24), 
delusion (β=.22), pain (β=.15), and the total period of being diagnosed with dementia (β=.10)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agitation and these factors explained 36.0% of the variance in the model.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hallucination delusion, pain and total period of being diagnosed with dementia need to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to control agitation in patients with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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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치매는 불가역성 만성 뇌질환으로 환자와 부양가

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의존도를 높

이고 있다[1]. 국내 치매 환자 수는 2015년, 64만 명으로 이는 

노인인구의 9.8%에 해당하고, 2020년에는 10.4%(84만 명), 

2050년에는 15.1%(271만 명)로 증가할 전망이다[2]. 이에 따

라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사회 직 ․ 간접비용도 증가하여 치

매 관련 건강문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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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치매는 인지기능 저하, 일상생활능력 장애, 정신 ․ 행동적 증

상 등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이로 인한 부적절한 행동문제를 

보이게 되며[3], 특히 초조행동은 대부분의 치매 환자가 경험

하는 중요한 문제증상이다. 치매 환자의 초조행동은 ‘대상자

의 요구 또는 혼돈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적절한 언어적(ver-

bal), 음성적(vocal), 운동적(motor) 활동’ 을 의미하는 것으

로 ‘발로 차기’, ‘때리기’, ‘욕하기’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포함

하고 있어[4],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간호제공자에게도 고통을 

주는 건강문제이다. 치매 환자의 초조행동의 발생은 연구마다 

그 결과가 조금씩 상이하나, 요양시설 치매 환자의 경우 그 초

조행동의 발생이 전체 요양시설 거주 환자의 83%에서 96%를 

차지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 치매 환자의 경우 

초조행동의 발생이 56%에서 98%로[5,6], 대부분의 치매 환자

가 경험하는 건강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초조행동의 영향요인

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치매 환자 초조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

력들이 국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Algase 등

[7]은 1996년 욕구반영이론(Need-Driven Dementia Com-

promised Behaviors, NDB model)을 통해 치매 환자의 초조

행동은 궁극적으로 미충족 욕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영향요인으로 배경요인과 근접요인을 포함하였다. 배경요

인은 비교적 변하지 않는 개인적 특성을 의미하고 근접요인

은 상황에 따라 변화되기 쉬운 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의 미충족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간호중재의 중요한 부분임

을 제시하였다. 2000년 욕구반영이론은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

로 하여 배경요인으로 인구학적 특성, 건강상태, 손상된 기능, 

병전 성격을 포함하였고 근접요인으로 생리학적 욕구상태, 심

리사회적 욕구상태,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여 초

조행동의 원인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8].

이외에도, 치매 환자 초조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

한 국외 선행연구에서 환자의 일반적 특성 관련 요인으로 연

령, 성별이 포함되었고[9,10], 질병특성 관련 요인으로 인지기

능, 치매유형, 약물 등이 포함되었다[11,12]. 또한, 신체 ․ 정신

적 요인으로 일상생활활동, 통증, 우울 등이 포함되었고[11, 

12], 특히 2010년 이후의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

의 망상 ․ 환각, 물리적 환경, 간호제공자와의 사회적 환경 등

의 물리 ․ 사회적 환경이 그 영향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9,10, 

13]. 그러나 초조행동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인지기능, 

통증, 우울, 약물사용 부분에서는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보였

으나 성별, 연령, 일상생활활동, 물리적 환경 부분에서는 여전

히 상반된 결과를 보여 다양한 환경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치매 환자 초조행동의 영향요인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고,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그 영향요인

으로 환자의 병전성격과 인지기능 등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적 

특성을 주로 포함하고 있고[14,15], 의사소통 능력, 건강상태, 

통증, 우울, 환각 ․ 망상 등의 포괄적인 요인들을 포함하지 않

고 있어 초조행동의 전반적인 원인요소를 파악하고 그 발생기

전을 이해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현재, 국내 요양시설 치매 환

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과반수가 초조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로 언어적 설득, 항정신병 약물 사용, 신

체적 억제 등의 대처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16], 국내 

요양시설 치매 환자의 초조행동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파악

하려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의 신체

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의 항정신병 약물사용을 감소시키

며 간호제공자의 업무소진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요양시설 치매 환자의 초조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초조행동의 원인을 

미충족 욕구로 설명하고 있는 Algase 등[7]의 욕구반영이론

의 배경요인과 근접요인을 바탕으로, 국외 선행연구결과 초조

행동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약물, 우울, 망상 ․ 환각, 가족 및 

간호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조사함으로

써(Figure 1), 국내 요양시설 치매 환자의 초조행동에 대한 이

해를 증진시키고 초조행동의 적합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요양시설 치매 환자의 초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치매 환자의 초조행동의 배경요인(인지기능, 의사소통능

력, 일상생활활동), 근접요인(우울, 통증, 정신증상, 물리 ․ 
심리사회적 특성), 초조행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치매 환자의 배경요인과 근접요인에 따른 초조행동의 차

이를 파악한다.

 치매 환자의 배경요인, 근접요인, 초조행동과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치매 환자의 초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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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factors affecting agitation in patients with dementia based on the Algase’s 
Need Driven Dementia-Compromised Behavior Model (bold: factors add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Background factor Proximal factor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Age, gender, education, spouse

∙ Dementia-related characteristics
 - Dementia type, total period of being 

diagnosed with dementia, total number 
of other diagnosed diseases     

 - Cognitive ability
 - Communication skill
 - Medication

∙ Health status
 - ADL 
 - Hearing impairment
 - Visual impairment

∙ Physiological need states
 - Total number of physiologic 
   discomforts (diarrhea, constipation,    
   hunger, thirsty, urination)
 - Pain 
 - Sleep (hours of sleep per day, 
   quality of sleep)

∙ Psychological need states
 - Depression
 - Psychotic symptom (delusion,         

hallucination)

∙ Physical environment
 - Light, heat, sound, etc.

∙ Psychosocial environment
 - Patient-family or staff 
   relationship, staff stability, etc. 
 - Family visiting, total number of visits, 

pre-illness relationship with family

Behavioral symptom

∙ Agitation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시설 치매 환자의 초조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 G시와 Y군 소재의 4개의 요양시

설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시설에 거주한 60세 이상

의 치매 환자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가 포함되었고, 치매 환

자의 초조행동을 CMAI (Cohen-Mansfield Agitation Inven-

tory)로 측정하였을 때 최근 2주 동안 초조행동이 나타나지 않

거나 MMSE 점수가 24점 이상인 자는 제외되었다. 연구대상

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검정력 .90,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독립변수 12개로 산정

한 결과 157명으로 나타났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명의 대

상자가 참여하였다. 이들 중 초조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17명

과 기록이 미비한 환자 10명의 자료가 제외되고 최종 193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1) 초조행동

초조행동은 Cohen-Mansfield[4]가 개발한 CMAI (Co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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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sfield Agitation Inventory)를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번

안을 위해 Suh[6]의 한국어판 CMAI를 참고하였다. 이 도구는 

시설치매 환자의 초조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총 29문

항이며, 하위영역은 신체적 공격행동(Physically aggressive be-

havior) 12문항, 신체적 비공격행동(Physically non-aggres-

sive behavior) 9문항, 언어적 공격행동(Verbally aggressive 

behavior) 4문항, 언어적 비공격행동(Verbally non-aggressive 

behavior) 4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다[4]. 신체적 공격행동은 때

리기, 발로차기 등을 포함하고, 신체적 비공격행동은 서성이기, 

의미 없는 손짓이나 몸짓 등을 포함하며, 언어적 공격행동은 소

리지르기, 욕하기 등을, 언어적 비공격행동은 이상한 소리내기, 

불평 등을 포함한다. 

CMAI는 7점 Likert 척도로 없다(1점)에서 시간당 여러 번

(7점)으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환자의 공격행동 

발생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검사-재검

사 신뢰도 Cronbach’s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5였다.

2) 초조행동의 배경요인 

(1) 인지기능

인지기능은 Folstein 등[17]이 개발하고 Kang 등[18]이 한

국어로 번안한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

ination)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의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점

에서 30점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24점 이상은 정상, 20~23점은 

경미한 치매, 10~19점은 중등도 치매, 10점 미만은 심한 치매

로 분류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재검사 신뢰도 Cronbach’s ⍺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3이었다.

(2)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Holden과 Sinebruchow[19]가 개발하고 

Gang[20]이 번안한 Holden Communication Scale로 측정

하였다. 이 도구는 치매 환자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한 관

찰형 도구로서 총 12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척도인 0~4점으

로 측정하고,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낮을수록 의

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Gang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
는 .95였다.

(3) 일상생활활동

일상생활활동은 Won 등[21]이 개발한 한국형 일상생활활

동 측정도구(Korea Activity of Daily Living scale, K-ADL)

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노인의 일상생활활동 상태를 평가

하는 도구로서 총 7개 문항이며 각 항목은 3점 척도인 완전자

립(1점), 부분도움(2점), 완전도움(3점)으로 평가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본 

도구의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3이었다.

3) 초조행동의 근접요인

(1) 통증

통증은 Hurley 등[22]이 개발하고 Kim[23]이 번안한 DS-

DAT (Discomfort scale-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을 측정하는 관찰형 도구로서 총 9개 문항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인 전혀 없음(0점)에서 심함(3점)으로 측

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한 것을 의미하며, Kim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2였다.

(2) 우울

우울은 Alexopoulos 등[24]이 개발하고 Kim 등[25]이 번

안한 한국판 CSDD (The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치매 환자의 우울을 측

정하는 관찰형 도구로서 총 19개 문항이며, 각 문항은 평가할 

수 없음(A), 없음(0점), 경도(1점), 심함(2점)인 3점 척도로 측

정된다. 우울 절단점은 6점으로 0~5점은 정상, 6~12점은 경증

우울, 13~16점은 가정적 중증우울, 17점 이상은 중증우울장

애로 해석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하

며, 한국판 CSDD의 신뢰도 Cronbach’s ⍺는 .84였고, 본 연

구에서 Cronbach’s ⍺는 .87이었다.

(3) 정신증상

정신증상은 Cummings 등[26]이 개발하고 Choi 등[27]

이 한국어로 번역한 Neuropsychiatric Inventory (NPI)의 

망상과 환각 2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증상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각 문항의 점수

는 빈도와 심각도를 곱하여 계산하며 빈도는 4점 척도, 심각

도는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항목

의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하며, Choi 등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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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리적 ․ 심리사회적 환경 특성

물리적 ․ 심리사회적 환경 특성은 Kang[28]이 치매 환자의 

환경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물리적 환경 특성과 심리사회적 환경 특성 두 영역으

로 구분되며 물리적 환경은 환자가 주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

(환자의 방)을 중심으로 온도, 환기, 채광 등을 질문하는 9문

항, 심리사회적 환경은 환자에 대한 가족의 태도, 주간호제공

자의 태도 등을 질문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9문

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의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환경상태를 의

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물리적 환

경 .82, 심리사회적 환경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물리적 환경의 

Cronbach’s ⍺는 .82, 심리사회적 환경의 Cronbach’s ⍺는 

.81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D시, G시와 

Y군 소재, 4곳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수

행하였다. 책임연구자가 요양시설 기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연구목적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차후 상세설명을 위한 방

문을 허락한 경우에 직접 방문하였다. 책임연구자와 연구보조

원이 기관을 방문하여 먼저 기관장에게 연구내용과 자료수집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어 연구에 관심을 보인 환자와 보

호자에게 환자 방에서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한 상세설명을 제

공하였으며 이들이 참여를 허락한 경우 서면승인을 받았다. 

서면승인을 받은 후 환자의 방에서 자료수집이 시작되었

다. 인지기능, 일상생활능력, 물리적 ․ 심리사회적 환경 특성은 

연구자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의사소통 능력, 통증, 

우울, 정신증상(망상 ․ 환각), 초조행동은 관찰형 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하되, 환자가 직접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자가 

주간호자의 도움을 받아 측정하였다. 도구 개발자의 제안에 

따라 통증은 환자를 5분 동안 관찰하여 측정하였고, 우울과 정

신증상은 지난 한주간의 증상을 관찰하여 측정하였으며, 초조

행동은 지난 2주간의 증상을 관찰하여 측정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사전에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20525-201510-HR-68-04) 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명문을 활용하여 연구목적, 연구

방법 및 절차,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

을 것과 연구참여 도중에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

음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대상자가 인지

기능저하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

고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작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외의 개인정보는 수집하

지 않았다. 연구데이터는 코드화하여 개인의 신상확인이 불가

능하도록 관리하였으며, 자료수집 종료 후 연구대상자에게 소

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 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초조행동의 배경요인, 근접요인과 초조행동

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배경요인과 근접요인에 따른 초조행동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 test, Dunnet T3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배경요인, 근접요인과 초조행동의 상관관

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초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 초조행동의 배경요인, 근접요인, 초조행동 

정도

대상자의 초조행동의 배경요인과 근접요인은 Table 1과 같

다. 대상자의 초조행동 배경요인을 살펴보면, 인구학적 특성

에서 평균연령은 81.5±8.5세였고, 여성(71.0%), 무학(53.9%),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73.1%)가 가장 많았다. 치매와 관련된 

특성에서는 평균 치매이환기간은 42.54±30.04개월, 인지기

능은 11.35±5.54점으로 중등도 치매, 의사소통 능력은 26.87 

±11.44점이었고, 알츠하이머형 치매(79.3%), 치매이외 질병

이 1개 이하(56.0%)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치매 관련 약

물은 74.1%, 항정신병 약물은 49.2%가 복용하였다. 건강상태

에서 평균 일상생활활동은 15.67±3.98점이었고, 청력(78.8%) 

및 시력손상(88.6%)은 대부분 없었다. 

또한, 대상자의 초조행동 근접요인을 살펴보면, 생리적 욕

구상태에서 평균 통증은 9.37±3.55점, 하루 수면시간은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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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ckground, Proximal Factors and Agitation in Patients with Dementia (N=193)

Factors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Possible range

Background 
facto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60~80
81~90
≥91

81.5±8.5
 78 (40.4)
 86 (44.6)
 29 (15.0)

Gender Male
Female

 56 (29.0)
137 (71.0)

Education None
Elementary
≥Middle

104 (53.9)
 56 (29.0)
 33 (17.1)

Spouse Yes
No

 52 (26.9)
141 (73.1)

Dementia-related 
characteristics

Dementia type Alzheimer’s dementia
Vascular dementia
Others

153 (79.3)
 31 (16.1)
 9 (4.7) 

Total period of 
being diagnosed with 
dementia (month)

1~24
25~60
≥61

42.54±30.04
 77 (39.9)
 84 (43.5)
 32 (16.6)

Total number of other 
diagnosed diseases 

0~1
≥2

108 (56.0)
 85 (44.0)

Cognitive ability 11.35±5.54  0~23

Communication skill 26.87±11.44  0~48

Medication† Dementia related
Antipsychotic

143 (74.1)
 95 (49.2)

Health status ADL 15.67±3.98  7~21

Hearing impairment Yes
No

 41 (21.2)
152 (78.8)

Visual impairment Yes
No

 22 (11.4)
171 (88.6)

Proximal 
factors

Physiological 
need states

Total number of 
physiologic discomforts

0~1
2~3
≥4

146 (75.6)
 39 (20.2)
 8 (4.1)

Pain 9.37±3.55  0~27

Hours of sleep per day 7.05±1.75

Quality of sleep High 
Middle
Low

 41 (21.2)
110 (57.0)
 42 (21.8)

Psychological 
need states

Depression 12.54±8.46  0~38

Psychotic symptom Delusion
Hallucination
Total

1.76±3.06
1.54±2.82
3.30±5.39

Physical environment 34.63±4.55  9~45

Psychosocial 
environment

32.52±6.01 10~50

Family visiting 
(per month)

Yes
No

179 (92.7)
14 (7.3)

Total number of visits
0~3
≥4

3.86±5.67
128 (66.3)
 65 (33.7)

Pre-illness relationship 
with family

Good
Fair
Bad
Not known

 74 (38.3)
 74 (38.3)
13 (6.7)

 32 (16.6)

Agitation Physically aggressive behavior 1.43±0.78 1~7

Physically non-aggressive behavior 1.79±0.96 1~7

Verbally aggressive behavior 1.74±1.04 1~7

Verbally non-aggressive behavior 2.33±1.39 1~7

Total 1.70±0.82 1~7

ADL=Activity of daily living; †Duplicated response.



Vol. 18 No. 1, 2016 47

요양시설 치매 환자의 초조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1.75시간이었고, 생리적 불편감이 수가 0~1개인 대상자가 

75.6%, 수면의 질은 ‘중’인 경우가 57.0%로 가장 많았다. 심리

사회적 욕구 상태에서 평균 우울은 12.54±8.46점으로 ‘가정

적 중증 우울’이었으며, 망상과 환각은 각각 1.76±3.06점과 

1.54±2.8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과 심리사회적 

환경 정도는 각각 34.63±4.55점과 32.52±6.01점으로 다소 낮

았고, 심리사회적 환경에서 한 달간 가족의 병원방문이 있었

던 경우(92.7%), 방문객 수가 3번 이하인 경우(66.3%), 병전 

가족관계가 보통이거나 좋은 경우(76.6%)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평균 초조행동은 1.70±0.82점으로 ‘2주에 약 한 

번’ 정도의 초조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

로 살펴보면, 평균 신체적 공격행동은 1.43±0.78점, 신체적 

비공격행동은 1.79±0.96점, 언어적 공격행동은 1.74±1.04점, 

언어적 비공격행동은 2.33±1.39점으로 언어적 비공격행동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배경요인과 근접요인에 따른 초조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배경요인에 따른 초조행동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배경요인에 따른 전체 초조행동의 차이는 배

우자 유무(t=2.10, p=.037)와 치매이환기간(F=3.96, p=.021)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초조행동이 높았고, 치매이환기간에

서는 24개월 이하 혹은 61개월 이상이 25~60개월 보다 초조

행동이 높았다. 대상자의 배경요인에 따른 초조행동을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공격행동에서는 시력손상유무(t= 

2.32, p=.030), 신체적 비공격행동에서는 치매이환기간(F=5.11, 

p=.00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언어적 공격행동과 언

어적 비공격행동에서는 배우자 유무(t=2.02, p=.045, t=2.34, 

p=.02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근접요인에 따른 초조행동의 차이는 Table 3

과 같다. 대상자의 근접요인에 따른 전체 초조행동의 차이는 

생리적 불편감수(F=6.42, p=.002)와 수면의 질(F=6.32, p= 

.002)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생리적 불편감의 수가 4개 이상

인 경우가 0~3개인 경우보다 초조행동이 높았고, 수면의 질이 

‘하’인 경우가 ‘중’ 혹은 ‘상’인 경우보다 초조행동이 높았다. 

대상자의 근접요인에 따른 초조행동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

면, 신체적 공격행동에서는 생리적 불편감(F=5.80, p=.004)

과 수면의 질(F=5.51, p=.005), 신체적 비공격행동에서는 수

면의 질(F=5.55,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대상자의 배경요인, 근접요인과 초조행동의 상관

관계

대상자의 배경요인, 근접요인과 초조행동과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전체 초조행동은 인지기능(r=-.23,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통증(r=.30, p<.001), 우울

(r=.32, p<.001), 망상(r=.49, p<.001), 환각(r=.50, p<.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배경요인, 근접요인과 초조행동의 하위영역별 상

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신체적 공격행동은 인지기능(r=-.30, 

p<.001), 통증(r=.24, p<.001), 우울(r=.32, p<.001), 망상

(r=.41, p<.001), 환각(r=.39, p<.001), 물리적 환경(r=-.14, 

p=.049), 신체적 비공격행동은 인지기능(r=-.21, p=.003), 의

사소통 능력(r=.17, p=.020), 통증(r=.20, p=.005), 우울(r=.27, 

p<.001), 망상(r=.46, p<.001), 환각(r=.49, p<.001)과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언어적 공격행동은 인지기능

(r=-.15, p=.032), 통증(r=.29, p<.001), 우울(r=.30, p<.001), 

망상(r=.43, p<.001), 환각(r=.43, p<.001), 언어적 비공격행

동은 통증(r=.35, p<.001), 우울(r=.17, p=.016), 망상(r=.39, 

p<.001), 환각(r=.39,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4. 대상자의 초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초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

다. 대상자의 초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먼저, 단변량 분석에서 주요변수로 나타난 배우자 유무, 

치매이환기간, 생리적 불편감 수, 수면의 질과 상관관계 분석

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인지기능, 통증, 우울, 망상, 환각을 독

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초조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전에 더미처리는 배우

자 유무, 치매이환기간, 생리적 불편감 수, 수면의 질을 포함

하였다. 독립변수간의 공차한계(tolerance)는 .850~.907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02~2.002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Durbin-Waston 값을 구한 결과 1.527로 비교적 2에 가까워 오

차의 자기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본 연구

에서 대상자의 초조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

각(β=.24, p=.004), 망상(β=.22, p=.008), 통증(β=.15, p=.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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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gitation according to Background Factors in Patients with Dementia (N=193)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itation

Total Physically AB Physically NAB Verbally AB Verbally NAB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 

DRC Age (year) 60~80
81~90
≥91

1.73±0.73
1.63±0.81
1.87±1.05

1.03
(.359)

1.41±0.63
1.36±0.72
1.68±1.13

1.89
(.154)

1.78±0.86
1.72±0.94
1.98±1.24

0.83
(.437)

1.82±0.98
1.65±1.09
1.78±1.07

0.55
(.578)

2.51±1.37
2.19±1.42
2.23±1.35

1.09
(.339)

Gender Male
Female

1.64±0.51
1.74±0.92

-0.95
(.346)

1.35±0.50
1.46±0.87

-1.05
(.294)

1.72±0.61
1.81±1.07

-0.75
(.456)

1.75±0.94
1.74±1.08

0.08
(.939)

2.19±1.11
2.39±1.49

-1.05
(.296)

Education No FE
ES
≥MS

1.74±0.91
1.66±0.81
1.69±0.50

0.20
(.820)

1.50±0.89
1.37±0.72
1.31±0.40

0.97
(.381)

1.80±1.04
1.73±0.93
1.82±0.76

0.14
(.870)

1.73±1.04
1.66±1.13
1.69±0.91

0.19
(.826)

2.33±1.39
2.33±1.43
2.35±1.37

0.00
(.997)

Spouse Yes
No

1.91±0.93
1.63±0.76

2.10
(.037)

1.60±0.76
1.36±0.78

0.92
(.360)

1.90±1.15
1.74±0.88

1.95
(.053)

2.08±1.31
1.61±0.90

2.02
(.045)

2.66±1.65
2.21±1.27

2.34
(.022)

DGC Dementia 
type

AD
VD
Others

1.66±0.80
2.01±0.94
1.47±0.45

2.88
(.058)

1.40±0.79
1.64±0.80
1.13±0.24

1.93
(.147)

1.75±0.92
2.04±1.20
1.54±0.51

1.53
(.220)

1.62±0.91
2.24±1.45
2.06±1.07

5.24
(.006)

2.27±1.30
2.84±1.76
1.72±1.09

3.17
(.044)

Total 1 1~24
25~60
≥61

1.81±0.87a

1.53±0.57b

1.93±1.13c

3.96
(.021)

b＜a, c 

1.50±0.74
1.28±0.59
1.65±1.17

3.08
(.048)

1.87±1.07a

1.56±0.62b

2.16±1.27c

5.11
(.007)

b＜a, c

1.87±1.18
1.55±0.78
1.94±1.20

2.66
(.073)

2.58±1.55
2.15±1.19
2.23±1.44

2.06
(.130)

Total 2 0~1
≥2

1.69±0.79
1.71±0.84

-0.19
(.850)

1.41±0.78
1.44±0.77

-0.25
(.802)

1.83±0.96
1.70±0.92

0.99
(.322)

1.66±0.94
1.82±1.15

-1.06
(.291)

2.22±1.24
2.44±1.54

-1.12
(.264)

DM Yes
No

1.74±0.87
1.60±0.65

1.06
(.290)

1.47±0.83
1.31±0.58

1.44
(.152)

1.84±1.04
1.56±0.65

1.59
(.115)

1.74±1.02
1.76±1.12

-0.11
(.912)

2.37±1.41
2.24±1.35

0.58
(.564)

Antipsychotic 
medication

Yes
No

1.73±0.75
1.69±0.89

0.35
(.727)

1.39±0.72
1.47±0.84

-0.72
(.472)

1.80±0.87
1.77±1.05

0.23
(.822)

1.84±1.11
1.65±0.96

1.30
(.196)

2.47±1.44
2.20±1.33

1.39
(.167)

Health status
Hearing 

impairment
Yes
No

1.82±0.97
1.68±0.78

1.00
(.318)

1.50±0.87
1.41±0.75

0.62
(.535)

1.96±1.17
1.74±0.90

1.29
(.199)

1.87±1.21
1.70±0.99

0.87
(.388)

2.45±1.59
2.30±1.34

0.53
(.600)

Visual 
impairment

Yes
No

2.15±1.25
1.65±0.73

1.85
(.077)

1.92±1.10
1.37±0.71

2.32
(.030)

2.23±1.53
1.73±0.85

1.50
(.147)

2.23±1.43
1.68±0.97

1.75
(.093)

2.60±1.89
2.30±1.32

0.73
(.472)

AB=Aggressive behavior; NAB=Non-aggressive behavior; DGC=Demographic characteristics; DRC=Dementia-related characteristics; FD=Formal education, 
ES=Elementary school, MS=Middle school; AD=Alzheimer's disease; VD=Vascular dementia; DM=Dementia related medication; Total 1=Total 
period of being diagnosed with dementia (month); Total 2=Total number of other diagnosed diseases.

Table 3. Agitation according to Proximal Factors in Patients with Dementia (N=193)

Variables Categories

Agitation

Total Physically 
aggressive

Physically 
non-aggressive

Verbally 
aggressive

Verbally 
non-aggressive

M±SD t or F (p)
Scheffe ́́ M±SD t or F (p)

Scheffe ́́ M±SD t or F (p)
Scheffe ́́ M±SD t or F (p)

Scheffe ́́ M±SD t or F (p)
Scheffe ́́ 

Physiological need states

Total number of 
physiologic 
discomforts

0~1
2~3
≥4

1.60±0.76a

1.94±0.85b

2.47±1.14c

6.42
(.002)

a, b＜c

1.36±0.74a

1.51±0.78b

2.27±0.99c

5.80
(.004)

a, b＜c

1.68±0.92
2.09±0.94
2.21±1.43

3.77
(.025)

1.65±0.94
1.94±1.25
2.53±1.34

3.71
(.026)

2.13±1.17
2.83±1.69
3.56±2.30

7.68
(.001)

Quality of sleep High 
Middle
Low

1.66±0.62a

1.58±0.72b

2.09±1.10c

6.32
(.002)

a, b＜c

1.38±0.69a

1.32±0.63b

1.77±1.08c

5.51
(.005)

a, b＜c

1.64±0.72a

1.68±0.88b

2.21±1.23c

5.55
(.005)

a, b＜c

1.74±0.93
1.61±0.90
2.07±1.39

3.00
(.052)

2.43±1.45
2.12±1.20
2.80±1.68

3.84
(.023)

Psychosocial environment 

Family visiting 
(per month)

Yes
No

1.71±0.84
1.63±0.55

0.37
(.709)

1.44±0.80
1.23±0.40

0.98
(.328)

1.79±0.96
1.74±0.96

0.19
(.849)

1.72±1.06
1.95±0.82

-0.77
(.444)

2.34±1.41
2.25±1.12

0.23
(.817)

Total number of 
visits (per month) 

0~3
≥4

1.61±0.88
1.59±0.69

1.36
(.175)

1.49±0.85
1.30±0.60

1.84
(.068)

1.82±1.02
1.71±0.85

0.75
(.457)

1.81±1.08
1.60±0.95

1.34
(.181)

2.40±1.43
2.21±1.31

0.89
(.374)

Pre-illness 
relationship 
with family

Good
Fair
Bad
Not known

1.71±0.91
1.51±0.39
1.74±0.81
1.70±0.78

0.28
(.840)

1.38±0.76
1.31±0.32
1.49±0.88
1.47±0.69

0.38
(.769)

1.89±1.12
1.44±0.54
1.77±0.88
1.72±0.86

0.90
(.444)

1.70±1.09
1.65±0.55
1.77±0.98
1.81±1.24

0.15
(.933)

2.35±1.54
2.12±1.04
2.39±1.28
2.25±1.44

0.18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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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mong Background Factors, Proximal Factors, and Agitation (N=193)

Factors Variables

Agitation

Total
Physically 
aggressive

Physically 
non-aggressive

Verbally 
aggressive

Verbally 
non-aggressive

r (p) r (p) r (p) r (p) r (p)

Background 
factors

Cognitive ability -.23 (.001) -.30 (＜.001) -.21 (.003) -.15 (.032) -.04 (.625)

Communication skill .11 (.128) .12 (.086) .17 (.020) .08 (.247) -.06 (.392)

ADL .25 (.729) .09 (.211) -.06 (.390) .09 (.241) -.01 (.877)

Proximal 
factors

Pain .30 (＜.001) .24 (.001) .20 (.005) .29 (＜.001) .35 (＜.001)

Hours of sleep per day -.06 (.418) -.00 (.976) -.04 (.589) -.11 (.116) -.10 (.162)

Depression .32 (＜.001) .32 (＜.001) .27 (＜.001) .30 (＜.001) .17 (.016)

Delusion .49 (＜.001) .41 (＜.001) .46 (＜.001) .43 (＜.001) .39 (＜.001)

Hallucination .50 (＜.001) .39 (＜.001) .49 (＜.001) .43 (＜.001) .39 (＜.001)

Physical environment -.12 (.108) -.14 (.049) -.11 (.145) .03 (.726) -.11 (.118)

Psychosocial environment .02 (.762) -.00 (.955) .06 (.446) -.00 (.983) .02 (.826)

ADL=Activity of daily living.

Table 5. The Factors affecting Agitation in Patients with Dementia (N=193)

Agitation Variables B β t p

Total

Background factors Spousea

Total period of being diagnosed with dementiab

Cognitive ability

0.03
0.28

-0.00

.01

.10
-.02

0.23
2.79

-0.28

.822

.006

.781

Proximal factors Total number of physiologic discomfortsc

Pain
Quality of sleepd

Depression
Delusion
Hallucination

0.39
0.03
0.15
0.01
0.06
0.07

.09

.15

.08

.13

.22

.24

1.51
2.24
1.29
1.80
2.69
2.95

.133

.026

.236

.074

.008

.004

Adj. R2=.36, F=12.96, p＜.001 

a=Dummy coded (Yes=1, No=0); b=Dummy coded (1~24 or＞60=1, 25~60=0); c=Dummy coded (≥4=1, 0~3=0); d=Dummy coded (low=1, middle 
or high=0).

치매이환기간(β=.10, p=.006) 순으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은 

초조행동을 36.0% 설명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요양시설 치매 환자의 초조행동 영향요인을 규

명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로서 Algase 등[7]의 욕구반영이론

의 배경요인과 근접요인을 바탕으로 국외 선행연구에서 보고

된 초조행동 관련 변수들을 추가하여 그 영향요인들을 검토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초조행동은 1.70점으로 2주에 한번 

정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시설치매 환자를 대상으

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초조행동을 측정한 Suh[6]의 연구

에서 초조행동이 1.61점으로 나타나 발생정도가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측정도구는 다르나 시설치

매 환자를 대상으로 초조행동을 측정한 Kim[14]의 연구에서

는 한 달에 초조행동이 1.66점, 1~2회 정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

자 모집과정에서 초조행동을 보이지 않는 환자를 제외하였으

므로 타 연구와 같이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치매 환자를 포함

하여 초조행동을 측정하게 된다면 본 연구의 평균 초조행동정

도가 조금 더 낮아 질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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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초조행동의 배경요인과 근접요인에 따른 전체 

초조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 유무, 치매이환기간, 

생리적 불편감 수, 수면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생리적 불편감과 수면의 질은 근위요인으로 간호사가 간호중

재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므로[7,8], 요양시

설 치매 환자의 배고픔, 변비, 설사 등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

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요

양시설 치매 환자의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가 환자의 

수면상태와 수면시간을 정기적으로 사정하고 수면장소와 수

면환경이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초조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배경요인과 근접요인에 따른 초조행동을 하위 영역별로 살

펴보면, 신체적 공격행동은 시력손상유무, 생리적 불편감 수, 

수면의 질, 신체적 비공격행동은 치매이환기간과 수면의 질, 

언어적 공격행동과 언어적 비공격행동은 배우자 유무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신체적 공격행동과 

신체적 비공격행동은 시력, 수면, 생리적 불편감과 같은 신체

적 문제로 발생하였고, 언어적 공격행동과 언어적 비공격행동

은 신체적 문제와는 무관하게 배우자 유무의 차이로 인해 발

생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시력손상은 일상생활의 불편감을 

초래하고[29], 치매 환자는 이러한 불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

할 수 없어 초조행동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치매 환자의 시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한편, 언어적 공격 및 비공격행동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그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재

가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초조행동을 측정한 Kang[28]의 연구

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언어적 공격행동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재가

치매 환자는 환자 상태를 숙지하고 있는 배우자를 통해 미충

족된 욕구를 파악하고 즉각적인 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초조행동이 감소할 수 있으나, 시설치매 환자의 경우 배우자

가 있더라도 가족을 통해 간호를 제공받기 어렵고 이러한 격

리상황이 환자에게 일종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초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구체적인 원인은 

향후 연구를 통해 심도 깊게 파악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초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망상, 환각, 

통증, 치매이환기간 순으로 나타났다. 망상과 환각이 초조행

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

설과 재가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초조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

한 국외 연구에서[9,13] 망상과 환각이 증가하면 초조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망상과 환각을 이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약 40%의 대상자가 망상과 환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외 연구[9,13]에서는 치매 환자의 약 10~15%가 망상과 환

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그 발생빈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망상과 환각은 잘못된 믿음과 환시 ․ 환청을 동반하며

[5] 초조행동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은 증상이다. 따라서 국

내 시설치매 환자의 망상과 환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심도 있게 규명함으로써 초조행동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한 기초를 다지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 시설치매 

환자의 망상과 환각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요법이 적용되고 있

으나 이는 치료효과가 높은 반면 낙상, 골절, 실신 등의 부작용

을 유발하므로[9], 치매 환자의 망상과 환각을 효율적으로 관

리함으로써 초조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 프로토콜 개

발과 다양한 중재방법 적용이 필요하겠다. 

망상과 환각에 이어 통증이 초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측정도구는 다르나 시설 치매 환

자의 통증이 증가하면 초조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Volicer 

등[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치매 환자는 주로 노화로 인한 

협심증, 관절염, 요통 등의 통증을 동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이러한 통증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12], 의료인이 일차적으로 치매 환자의 통증을 먼저 

사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료인이 치

매 환자의 통증사정을 위해 환자의 자가 보고뿐 아니라 관찰

형 도구를 사용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고, 환

자의 통증이 발견된 경우 우선적 치료와 적극적 관리를 제공

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초조행동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치매이환기간이 초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치매 초기와 후기에 초조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초

조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한 Kim[14]의 연구에서 치매이환

기간이 길면 초조행동이 증가한다는 결과에서 부분적으로 일

치하였다. 치매 환자의 초조행동은 환자의 거주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고 특히 급격한 환경변화가 초조행동을 악화시

킨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3], 본 연구대상자는 재가치매 

환자와 달리 치매초기에 요양시설이라는 낯선 거주환경에 처

해지면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충족하는데 제한이 있으므

로 초조행동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시설치매 환

자의 초조행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에 입소하는 

초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초조행동의 유발원인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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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거함으로써 환자가 시설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은 시설치매 환자의 초조행동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시설치매 환자

를 대상으로 초조행동을 측정한 Talerico 등[11]과 Buffum 등

[12]의 연구에서도 인지기능이 초조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Whall 등[30]

의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이 초조행동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인지기능이 초조행동의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된 

본 연구결과와 Buffum 등[12]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인지기

능이 각각 11.35점과 14점으로 ‘중등도 치매’에 해당하는 반

면, 인지기능이 초조행동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Whall 등

[30]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인지기능이 7.17점으로 ‘심한 치

매’에 해당되어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이 초조행동의 영향요

인이 되기 위해서는 심한 인지기능 손상정도일 때 가능한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수준

에 따른 초조행동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겠고 인지

기능이 낮은 중증 치매 환자를 우선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초조

행동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요양시설 치매 환자의 대부분이 초조행동을 경험하고 있

고, 초조행동은 환자와 간호제공자의 스트레스, 약물 사용과 

건강비용을 증가시키는 증상임을 고려해 볼 때 초조행동의 영

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 및 관리하는 것은 치매 환자와 

간호제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는 국내 요양시설 치매 환자의 초조행동을 예방하고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며, 특히, 의료인이 치매 환자의 망상, 환각, 통증, 치매이환

기간을 중심으로 초조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요양시설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고,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초조행동에 대하여 인지

기능, 수면, 우울의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요양시설 치매 환자의 초조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하여 초조행동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고, 본 연구결과 대상

자의 망상, 환각, 통증, 치매이환기간 순으로 초조행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초조행동의 영

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욕구반영이론을 근거로 포괄적 변인들

을 포함시켜 분석을 시도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치매 환자

의 망상, 환각, 통증, 치매이환기간을 중심으로 초조행동을 관

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초조행동의 효과적 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

겠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시설 치매 환자를 대상으

로 초조행동의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

램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하고, 시설치매 환자와 다른 환경에 거

주하는 지역사회 환자를 대상으로 초조행동의 영향요인을 분

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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