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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mild cognitive impairment question-
naire (K-MCQ) to assess quality of life of older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Methods: The translation 
and linguistic validation process was completed according to Oxford University’s guidelines and the K-MCQ’s 
developer. The K-MCQ was expertly reviewed to calculate the content validity index (CVI). After pilot testing, the 
K-MCQ’s final format was applied to 130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ing 
using item analysis,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nternal consistency. The SF-12 is an 
established quality-of-life instrument that measures criterion validity and the MoCA-K measures concurrent 
validity. Results: The K-MCQ consisted of 13 items on a 5-point Likert scale and two factors (practical and 
emotional concerns) explained 67.0% and 72.9%, respectively. The K-MCQ verified discriminant validity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riterion validity with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F-12, and concurrent validity 
with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ognitive function. Reliability was confirmed with Cronbach’s ⍺=.92.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K-MCQ i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of quality of life, which can assess quality 
of life of older Korean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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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주관적 인지기능의 저하는 50세 이후에 주로 시작되며 단

순한 노화과정에서 시작되거나 스트레스, 우울 혹은 경도인지

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의 전 단계로 치매의 진단기준

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기억력을 포함한 실행이나 언어기능 등

에서 교육 수준이 같은 동일 연령 와 비교했을 때 상 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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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하된 인지기능을 보이며, 일상생활기능이 정상이거나 약

간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1].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경도인

지장애 상자는 2009년 비 19배 증가하였으며, 경도인지

장애 수진자수는 약 27만 6045명으로 보고되었다[2]. 정상적

인 인지기능을 가진 노인의 경우 1년간 1~2%정도 알츠하이머

형 치매로 진행하는 것에 비해 경도인지장애는 약 10~15%정

도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경도인지장애는 병리학적인 변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음을 임

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조기 중재가 매우 중요

하다[4]. 

경도인지장애는 장보기, 돈 계산하기와 같은 복잡한 인지

활동이 필요한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우선적으로 영향

을 미치며 이는 상자의 자율성을 저하시킨다[5]. 상 적으

로 식사하기, 화장실 가기와 같은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은 보존된다[6].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은 우울 유병률이 더 

높으며, 인지기능이 높으면 삶의 질이 높고, 우울 점수가 낮을

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7]. 경도인지장애와 

삶의 질(quality of life)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8] 결과, 

인지기능의 저하는 삶의 질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보고

한 바 있다. 경도인지장애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며 건강 관련 

삶의 질은 건강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에 미치

는 영향을 의미하므로 건강결과의 평가에 있어 주요한 기준으

로 사용되고 있다[9]. 

치매에 한 삶의 질 초기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의 기억력, 

판단력 및 병식의 장애로 인해 환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질을 

적절히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 환자가 평가

하는 주관적인 측면 보다는 객관적인 측면을 주로 강조하였

다. 하지만 객관적 지표로서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환자의 주

관적 삶의 질의 중요성에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10,11]에서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은 보호자에 의

해 평가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우 치매 환자에 한 보호자의 

돌봄 부담감과 우울상태 등이 삶의 질 평가에 반영되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10-13]에서 경도

뿐 아니라 중증의 치매 환자도 적절한 도구를 통해 자신의 삶

의 질을 적절하게 보고 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은 보호자가 아닌 환자 스스로 지

각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그 자체로 의미가 크며 타당하다. 

삶의 질은 경도인지장애 상자를 위한 치료적 프로그램의 효

과를 평가하는 유용한 효과변수로 이용되고 있다[14].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인지기능장애의 진행정도에 따라 상자의 일상

생활수행능력의 차이가 크고 그로 인해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상자를 위한 질병 특이형 삶의 질 측정도구 개발의 필요성

이 두되고 있다[10-12]. 

노년기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건강, 자존

감, 사회적 지지 등은 인지기능 수준 및 일상생활활동과 접

한 관련이 있으며[8,12,13], 노인이 지각한 심리적 변화는 신

체적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지

기능 저하를 보이는 노인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해서는 저하된 

인지기능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삶의 질 척도 

개발이 핵심이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지기능저하를 보이

는 노인의 표적인 환자 보고형 효과변수(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질병 특이형 도구

가 없어 부분의 연구에서 주요 효과변수인 삶의 질을 측정

하기 위해 일반형 삶의 질 측정도구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15].

삶의 질,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Alzheimer’s Dementia, QoL-AD) 혹은 그 외 건강평가도구

는 평가하는 상이 일정 수준의 인지기능이 있을 때 평가가 

가능하거나 평가의 초점이 신체건강, 활력, 기분, 생활환경, 

인관계 등의 객관적 지표에 주로 맞춰져 있다[16,17]. 또한 

평가 항목의 수가 많아 인지기능 저하자의 경우 평가하기 어

렵다.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상자를 위한 도구는 구체적이

고 척도가 단순하며 문항수가 적은 도구가 적합하다[18]. 최

근 옥스퍼드 학의 Dean 등[14]이 개발한 경도인지장애 

상자를 위한 삶의 질 측정도구(Mild Cognitive Impairment 

Questionnaire, MCQ)는 자가보고형 설문으로 삶의 질의 정

서영역과 실행영역을 측정하는 13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

었다. 이 도구는 개발 당시 경도인지장애를 진단을 받은 50세 

이상 299명을 상으로 내적 일관성 .84, 반복측정 신뢰도는 

실행영역 .90, 정서영역 .92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이

후 MCQ는 영국[19]과 스페인[13]에서 50세 이상의 경도인지

장애 상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바닥효과와 천청

효과의 위험이 없고[18]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19]임

이 입증되었다. 또한 타 도구와 비교할 때 치매 상자가 아닌 

경도인지장애 상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유일

한 도구이며, 문항 수가 적어 상자의 설문 수행의 부담을 줄

여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13,15,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옥스퍼드 학의 Dean 등[15]이 경

도인지장애 상자의 삶의 질 측정을 목적으로 개발한 MCQ 

영문판 도구를 개발자가 제시한 표준화 번역 및 평가 과정을 

거쳐 한국어판 MCQ 도구로 구성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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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으로서 추후 경도인지장애 상자의 표적인 환자 보고

형 효과변수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옥스퍼드 학의 Dean 등[15]이 개발한 

경도인지장애 상자의 삶의 질 측정도구인 MCQ 도구를 개

발자가 제시한 표준 번역과정을 거쳐 한국어판 MCQ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MCQ 도구를 개발자의 번역지침[15]에 따라 개념분석-

이중 번역-이중 역번역-개념 정리-이중점검-질적 평가 과

정을 통해 한국어판 MCQ 도구로 구성한다.

 경도인지장애 상자를 상으로 한국어판 MCQ 도구

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옥스퍼드 학의 Dean 등[15]이 개발한 경도인

지장애 상자의 삶의 질 측정도구인 MCQ 도구를 한국어로 

구성하고, 한국판 MCQ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D와 S시, C도에 소재한 1개 학병원 노

인정신건강의학과 외래, 3개 치매안심센터, 2개 정신건강복

지센터, 1개 민들레 의료사회협동조합의 의료기관을 이용하

는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60세 이상 남녀 노인으로 편의추출

하였다. 구체적인 상자의 선정기준은 1)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았거나 몬트리올 인지평가(Korean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K)[20]의 규준표를 이용하여 인지기능

저하로 선별된 자, 2) 설문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3)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이며,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면담을 통한 설

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자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 수는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수행 시 문항 수의 최소 5~10배가 

요구[21]됨에 근거할 때, MCQ 도구는 13개 문항이므로 130

명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상자 총 13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하였다.

3. 연구도구

1)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삶의 질(MCQ)

옥스퍼드 학의 Dean 등[15]이 경도인지장애 상자의 삶

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MCQ 를 저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실행영역(7문항)과 정서영역(6문항)의 

2개 하위영역,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의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분

포는 0-52점으로 각 영역에 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점수를 

계산하도록 되어있어,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의 삶

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도구의 개발자가 제시한 절단

점 기준[15]에 따라 실행영역과 정서영역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인지저하로 인한 생활이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0~20점=전혀 없음’, ‘21~40점=거의 없음’, ‘41~60점=가끔 

있음’, ‘61~80점=자주 있음’, ‘81~100점=항상 있음’ 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는 

실행영역 .84, 정서영역 .90,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실행영역 

.87, 정서영역 .90이었다. 

2) 건강 관련 삶의 질(Korean version of the Short Form 12 

Health Survey, SF-12)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

으며, 상자의 건강상태에 한 주관적 지각을 측정하기 위

한 목적으로 Ware 등[22]이 개발한 12문항의 축약형 건강 관

련 삶의 질 도구(Short Form 12 Health survey, SF-12)를 사

용권을 관리하는 Quality Metric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제한, 통증, 일반

적 건강, 활력, 사회적 기능, 감정적 역할제한, 정신건강의 8

개 하위영역 또는 신체영역(physical component summary 

score)과 정신영역(mental component summary score)의 2

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되며, 

1~5점으로 점수화한다. 점수 분포는 0~100점이 가능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고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9였다. 

3) 몬트리올 인지평가(Korean version of the Montreal 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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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oCA-K)

본 연구에서 인지평가는 준거타당도 평가를 위해 사용되었

으며, 경도인지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Nasreddine 등[23]이 

개발하고, Kang 등[20]이 한국어판으로 타당화한 MoCA-K

를 저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시공간/실

행력, 어휘력, 기억력, 주의력, 문장력, 추상력/회상력, 지남력

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3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인지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ang 등

의 연구[20]에서 Cronbach’s ⍺는 .84였다.

4. 연구절차

1) 도구의 승인 및 번역

MCQ 도구의 한국어 번역을 위해 먼저 개발자의 허락을 받

았으며, 도구 개발자가 제시한 표준지침[15]에 따라 번역 후 

질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한국어판 MCQ 도구의 번

역 및 언어적 타당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개념분석 수행

개념분석은 옥스퍼드 학의 Dean 등[15]에서 제시한 번역

도구 지침에 따라 노인정신의학과 및 간호학 전문가 의견을 

통해 수행되었다. 원 도구에서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상자의 

삶의 질은 기억력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

움이나 걱정, 그로 인해 느끼는 감정으로 정의되었다. 번역도

구 과정에서는 개념분석단계에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

닌 ‘번역 개념이 원 도구의 개념을 반영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2) 이중번역 및 결과 검토

간호학 전공자로서 노인의 인지기능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

고 한국어-영어가 가능한 두 명의 연구자에게 MCQ 도구의 

13문항과 설명문, 척도에 한 번역을 요청하였다. 그런 다음 

두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번역본을 도구개발 연구의 경

험이 있는 노인정신의학 및 간호학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에

서 원 도구와의 일치 여부, 내용이나 용어가 한국 문화나 제도

에 적합한지, 인지기능 저하 노인이 이해 가능한지 등을 검토

하였다. 두 번역본이 상이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본 연구팀과 

번역자 간의 논의를 통하여 MCQ 도구의 원 문항과 가장 유사

한 의미를 갖는 용어를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6번 문항에서는 

[upset]의 용어에 한 번역에서 [불편하게 하는 것 vs. 화나

게 하는 것]으로 나누어졌으나 원 도구의 표현인 [upset]를 고

려하여 [기억력이 떨어져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척도는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해 [전혀] [드물게] [가끔] [자주] [항상]으로 번역한 척도를 

선정하였다.

(3) 이중역번역 및 결과 검토

원 도구에 해 알지 못하고 한국어-영어가 가능한 간호학 

전공의 연구자 두 명을 섭외하여 1차 한국어로 번역된 MCQ 

도구의 13문항과 설명문, 척도에 한 역번역을 의뢰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역번역한 문항들은 체로 유

사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 일차 이중번역본이 원 도구의 의

미를 잘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번 문항에서 원 도구는

[constructing sentence]로 되어있었는데 번역도구의 문항은

[말할 때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에 한 영문 번역이 [not 

finishing]과 [not complete]로 나누어지고 검토과정에서도 

[말할 때 문장을 끝내지 못하는 것 vs. 만들지 못하는 것]의 의

미 차이에 한 본 연구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결국 원 도구

의 의미를 의역하여 [말할 때 문장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5번 문항의 [slow down] 의미를 한국어

로 표현하면서 [느려진] 또는 [둔해진]으로 표현하는 [slow]의 

의미로 역번역되었다. 논의 후 원 용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

는 한글 표현으로 [더디어 지는]으로 결정하였다. 8번 문항의 

[irritation]에 한 한글 번역본에서 [화가 남]과 [짜증이 남]

으로 혼용되는데 역번역에서 [annoyed]로 표현되었으므로 

검토 후 원 도구의 의미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 [짜증남]

으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4) 개념정리

이중번역과 이중역번역 결과를 검토하면서 인지기능 저하

와 관련된 삶의 질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최종 문항의 선정기

준은 첫째, 인지장애 상자용으로 개발되는 도구이므로 번

역된 용어가 상이할 경우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선택하였고, 

둘째, ‘-한다’의 형식인 서술형으로 작성된 문체보다 ‘-함’의 

개조식 문체로 통일하였다. 셋째, 원 도구에서는 ‘memory 

problem’으로 기술된 것이 많아 [기억력 문제]라고 일괄 표현

하지 않고, [기억력이 나빠짐] [기억력이 떨어짐] 등과 같이 다

양한 한국어 표현을 이용하여 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

였다. 설명문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는 기억력이나 사고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습니까?]

의 질문형태로 정리하였고, 척도도 원 도구를 반영하되 면담 

시 설명이 용이하도록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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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2) 최종문항 검토 및 예비조사

K-MCQ 도구에 해 노인과 치매 환자 상 간호경력 5년 

이상 간호사 12명과 간호학 교수 5명의 총 17명을 상으로 각 

문항에 해 ‘매우 적합=3’과 ‘적합=2’은 1, ‘부적합=1’은 0으

로 처리한 후 전체 인원수를 ‘1’로 응답한 인원수로 나누어 내

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였다.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후 최종 선정된 5점 Likert 척도의 13

문항으로 한국어판 MCQ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문장 표현

의 명료성 및 상자의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의 상

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5명의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상자는 남성 2

명, 여성 3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3.20세, 평균 MoCA-K의 

점수는 16.20점이었다. 상자에게 ‘해당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곤란한 단어나 문장이 

있는지’, ‘질문의 이해가 가능한지’,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설문

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으며, 예비조사 상자의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문항을 수정하였다. 1번 문항의 

경우 물건명, 물건의 이름의 표현이 어색하다는 평가가 있어 

최종 문항에는 [물건, 사람의 이름]으로 수정하였다. 6번 문항

에서[기억력 문제]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어 [기

억력이 떨어져]로 수정하였다. 12번 문항에서는 [또래]의 표

현이 상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면담 시 어색하다는 의견이 

있어 [동년배]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최종 수정된 한국어판 

MCQ 도구를 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를 위한 본 조사

가 진행되었다.

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9월 14일에서 2020년 11

월 3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을 직

접 방문 또는 전화방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

고, 연구참여에 한 승낙과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에 한 참

여를 승낙한 C 학교병원의 노인정신건강의학과 외래, O지

역에 위치한 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1개 치매안심센터, G지

역에 위치한 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1개 치매안심센터, S시

에 위치한 1개 치매안심센터, D시에 위치한 민들레의료사회

적협동조합 소속의 1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상자를 상

으로 하였다. 연구보조원 3명은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직접 설

명하고 연구참여에 한 서면동의를 받은 후 일 일 면담을 

통해 연구 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자를 선별한 후 자

료수집을 수행하였다. 연구보조원은 치매 환자 간호의 경험이 

있는 간호사이며, 설문의 내용과 측정방법에 해 사전교육을 

2회 실시하여 자료수집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각 기관의 면담실을 이용하였으며 

상자별로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한국어판 MCQ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

가를 위해 SPSS/WIN 26.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는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상으로 문

항수준과 척도수준의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s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였다. 

 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정을 위해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

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확인적 요인분

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시행하였다. 

문항분석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문항 간과 문항-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Kaiser Meyer Olkin (KMO)과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여 측정한 자료의 적합성을 판단하

였으며,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과 

요인 간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

다고 가정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회전방법인 Oblimin 사각

회전을 이용하였다[24]. 요인지수는 고유값(eigen value),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과 공통성(communality)을 이

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모델 적합지수 기준은 

x2 통계량, Standardized Root Mean-square Residual 

(SRMR) (≤.05),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

tion (RMSEA) (≤.05), Goodness of Fit Index (GFI)(≥ 

.90), Tucker-Lewis Index (TLI) (≥.90), Comparative Fit 

Index (CFI) (≥.90)를 구하였다[25,26]. 수렴타당도와 판

별타당도 평가를 위해 도구의 하위영역 별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CR) (>.70)와 평균분산추출지수

(Average Variance Extracted Estimate, AVE) (<.05) [26],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준거타

당도는 표준화 도구 중 가장 잘 알려진 삶의 질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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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Quality of Life and Cognitive Function of Participant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Female

30
100

(23.1)
(76.9)

Age (year) 60~69
70~79
80~89

23
65
42

(17.8)
(50.0)
(32.2)

75.00±6.95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d
Widowed
Divorced

90
3

34
5

(69.2)
(2.3)
(24.6)
(3.8)

Education level Non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or more

25
57
21
19
8

(19.2)
(43.8)
(16.8)
(14.6)
(6.2)

Job Yes
No

32
98

(24.6)
(75.4)

Economic status ＜Average
Average
≥Average

6
35
29

(4.6)
(73.1)
(22.3)

Activity of daily living Independent
Assisted

111
19

(85.4)
(14.6)

History of chronic illness* None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es mellitus
Osteoarthritis
Mental illness
Others

22
93
32
43
14
33

(16.9)
(71.5)
(24.6)
(33.1)
(10.8)
(25.4)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SF-12) Physical component score
Mental component score

 44.60±10.38
43.99±7.44

Cognitive function (MoCA-K) 18.78±5.19

*Multiple response; SF-12=Short form 12 health survey; MoCA-K=Korean version of the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인 SF-12와 인지평가 도구인 MoCA-K와의 상관관계를 

시행하여 평가하였다.

 도구의 내적 일관성 평가를 위해 전체문항과 하위영역별 

Cronbach’s ⍺값을 산출하였다.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 학교병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CNUH 

2020-07-089)을 받고 수행하였다. 연구보조원은 일 일 면담

을 통해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비 보장, 연구참여 

시 이익과 위험성, 상자의 역할 및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등에 해 상자의 이해도에 맞게 설명한 다음 연구참

여에 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완성된 설문지는 연구보조원이 

직접 회수하고, 설문지를 완료한 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

(마스크와 물티슈)을 제공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는 여성이 76.9%로 남성 23.1% 보다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75.00±6.95세였다. 결혼상태는 69.2%가 기혼자였으

며, 교육수준은 무학이 19.2%였고, 초등학교 졸업이 43.8%로 

가장 많았다. 상자의 74.6%는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35.4%

는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졌으며,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관절염, 기타 질환, 당뇨, 정

신질환 등의 순이었다. 상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SF-12)은 

신체영역 평균 44.60±10.38점, 정신영역 평균 43.99±7.44점

이었으며, 인지기능(MoCA-K)은 평균 18.78±5.19점으로 나

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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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삶의 질 수준

본 연구 상자의 13문항으로 구성된 K-MCQ 점수는 100

점으로 환산한 총점 30.60±22.82점이었으며, 0점에서 86점

의 범위에 있었다. 하위영역별로 100점으로 환산한 실행영역

(7문항)의 총점은 30.35±23.18점이었으며, 0점에서 89점의 

범위로 나타났다. 절단점[14]을 기준으로 실행영역은 부분 

‘전혀 없음’(35.4%)군과 ‘거의 없음’(34.6%)군으로 분류되었

고, 상자의 3.1%만이 ‘항상 있음’군이었다. 100점으로 환산

한 정서영역(6문항)의 총점은 30.89±24.08점이었으며, 0점에

서 87점의 범위였고, ‘거의 없음’군이 38.5%로 가장 많았고, 

‘자주 있음’군이 10.8%, ‘항상 있음’군이 2.3%로 나타나났다

(Table 2). 

3. 문항분석 결과와 도구의 신뢰도 검정

문항분석결과, K-MCQ 도구의 모든 문항에서 문항 간 상관

계수는 .30 이상[24],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는 .40 이상이었다

[27]. 전체 K-MCQ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92였

으며, 하위영역별로 실행영역(7문항)에서 Cronbach’s ⍺는 

.93, 정서영역(6문항)에서 Cronbach’s ⍺는 .93로 나타나 높

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Table 3). 

4. 도구의 타당도

1) 내용타당도

본 연구에서 문항수준 내용타당도 지수(Item level content 

validity index, I-CVI)는 .71~1.0로 .70 이상이었고[28], 척도

수준의 내용타당도 지수(Scale level Content Validity Index, 

S-CVI)는 .91로 .90 이상이었다[29]. 1개 문항에서 I-CVI가 

.71로 나타났으나 MCQ는 이미 출판된 도구이고, 문항 내적 

상관관계와 신뢰도 확인을 통해 모든 문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문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

되는 의미의 단어나 접속어는 삭제하고 내용을 좀 더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문화를 반영하여 보완하였다(예

시 “생일이나 명절, 중요한 약속을 잊는다”). 

2) 구성타당도

K-MCQ 도구에서 각 하위영역의 구성타당도를 평가하기 위

해 원 도구와 동일하게 하위영역을 실행영역과 정서영역의 2요

인으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KMO=.96이었으며, Barlett’s 구형성 검정 결과 x2=1,458.14 

(p<.001)로 나타나 본 연구의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하였

다. 두 요인 중 실행영역의 교정 문항 적재 값의 범위는 .50~.83

로 나타났으며, 정서영역의 교정 문항 적재 값의 범위는 .65~ 

.86로 나타났다. 두 요인의 설명변량(explained variance)은 

실행영역 67.0%, 정서영역 59.2%였으며, 총 누적 설명변량은 

각각 67.0%와 72.9%였다(Table 3).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델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x2= 

126.27(p<.001), SRMR=.04, RMSEA=.07, GFI=.85, CFI=.95, 

TLI=.94로 적합 기준을 충족하였다(Table 4). 모형을 구성하

는 측정 항목들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평가

한 결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실행영역 .99, 

정서영역 .99로 .7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평균분산추

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도 실행영역 .92, 정서영

역 .94로 .5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다[26]. 또한 K-MCQ 도

구의 2개 하위영역 간 상관계수는 .87(p<.001)로 나타났으며,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평균분산추출지수보다 작은 값

을 나타내 판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Table 4). 

3) 준거타당도

K-MCQ와 삶의 질 측정을 위해 개발된 표준화 도구인 

SF-12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4). K-MCQ의 실행

영역은 SF-12의 신체영역(r=-.67, p<.001) 및 정신영역(r=-.41, 

p<.001)과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정서영역은 SF-12

의 신체영역(r=-.63, p<.001) 및 정신영역(r=-.40, p<.001)과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K-MCQ와 인지기능 측정도구인 MoCA-K 간의 상관

Table 2. The Level of K-MCQ (N=1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n (%) or 
M±SD

Range

K-MCQ Total (13) 30.60±22.82 0~86

Practical concern (7)
 Never
 Rarely
 Sometimes
 Often
 Always

30.35±23.18
46 (35.4)
45 (34.6)
19 (14.6)
16 (12.3)
4 (3.1)

0~89

Emotional concern (6)
 Never
 Rarely
 Sometimes
 Often
 Always

30.89±24.08
50 (38.5)
33 (25.4)
30 (23.1)
14 (10.8)
3 (2.3)

0~87

K-MCQ=Korean version of mild cognitive impairment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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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N=130)

Items M±SD Communality
Factor loading

Practical 
concerns

Emotional 
concerns

1. Worry that you have forgotten things such as recent 
conversations or the names of things or people

2.41±1.11 .76 .76

2. Worry that you have had problems constructing a sentence 
when talking

2.31±1.12 .73 .83

3. Worry that you have forgotten what you had planned to do 2.32±1.09 .74 .73

4. Worry that you have had problems remembering appointments 
or important dates, such as birthdays 

2.04±1.06 .69 .73

5. Worry about feeling generally 'slowed down' 2.29±1.18 .64 .57

6. Worry that you have upset other people because of your 
memory problems

2.12±1.09 .79 .55

7. Feeling you have become less independent because you have 
had to rely on your partner or other people to help you 
remember things

2.01±1.08 .72 .50

8. Irritation or frustration about your memory problems 2.07±1.10 .74 .76

9. Feeling worried about your memory problems 2.33±1.17 .84 .86

10. Feeling downhearted or depressed about your memory 
problems

2.15±1.19 .84 .81

11. Worry about other people's reactions to your memory problems 2.03±1.09 .71 .65

12. Worry that your memory problems are more severe than those 
of other people of your age

2.08±1.01 .64 .66

13. Worry about your memory getting worse in the future 2.75±1.16 .63 .76

Eigen value 8.11 6.86

Explained variance (%) 67.0 59.2

Cumulative variance (%) 67.0 72.9

Range of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50~.83 .65~.86

Cronbach's ⍺ .92 .93 .93

KMO=.96, Barlett's x2=1,458.14 (p＜.001)

KMO=Kaiser Meyer Olkin.

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5). K-MCQ는 MoCA-K와 실행영

역(r=-.27, p<.001)과 정서영역(r=-.27, p<.001)에서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옥스퍼드 학의 Dean 등[15]이 인지기능저

하 노인의 삶의 질 측정을 목적으로 개발한 MCQ 영문판 도구

를 개발자가 제시한 표준화 번역 및 평가 과정을 거쳐 한국어

판 MCQ 도구로 구성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도구 개발 당시 Dean 등[15]은 간이정신상태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26.9점 수준의 평균 연령 77.80세

의 상자로부터 심층면담을 통해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후 MCQ 도구의 타당화 과정에 포함된 상자는 평균 연령이 

75.40세로 40.1%가 여성이었다. Clement-Carbonell 등[13]

이 스페인어로 번안한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이 79.48세로 

63.0%가 여성이었고, 간이정신상태검사 평균점수는 17.33점

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평균 연령은 75.00세로 

76.9%가 여성이었고 85.4%에서 일상생활에서 독립적 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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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firmatory Factors Analysis (N=130)

Factors Item no
 Standardized 

coefficient
CR AVE

Correlation (r)

Practical
concerns

Emotional
concerns

PCS MCS

Practical
concerns

MCQ1
MCQ2
MCQ3
MCQ4
MCQ5
MCQ6
MCQ7

.83

.69

.81

.77

.79

.88

.84

0.99 0.92 1 .87** -.67* -.41*

Emotional
concerns

MCQ8
MCQ9
MCQ10
MCQ11
MCQ12
MCQ13

.86

.88

.92

.82

.76

.72

0.99 0.94 .87** 1 -.63* -.40*

Model fitness x2=126.27 (p＜.001), CMIN/DF=1.97, SRMR=.04, RMSEA=.07, GFI=.85, TLI=.94, CFI=.95

*p＜.001; MCQ=Mild cognitive impairment questionnaire; CR=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estimate; PCS=physical 
component score; MCS=Mental component score; CMIN/DF=chi-square fit statistics/degree of freedom; SRMR=standardized root mean-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GFI=goodness of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Korean Version of Mild Cognitive 
Impairment Questionnaire (K-MCQ) and Korean version of the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K) (N=130)

Variables
MoCA-K 

(r)

Practical concerns -.27*

Emotional concerns -.27*

*p＜.001.

가능하였다. 상자의 인지기능은 측정도구에따라 차이가 있

으나 평균 MoCA-K 점수가 18.78점으로 인지기능저하가 있

었다. Dean 등[15]의 연구 상자와 본 연구 상자의 연령은 

비슷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고 인지기

능은 더 낮았다. Clement-Carbonell 등[13]의 연구 상자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은 더 낮았으나 두 연

구 모두에서 인지기능 저하 수준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K-MCQ에 의한 삶의 질 점수는 총점 30.60점

(범위 0~86)이었으며, 실행영역은 30.35점(범위 0~89), 정서영

역은 30.89점(범위 0~87)으로 인지저하로 인한 생활이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 상태였다[15]. 이는 개발 당시 Dean 

등[15]의 연구에서 MCQ의 삶의 질 점수를 실행영역 45.40점, 

정서영역 47.60점의 ‘가끔 있음’ 상태로 낮게 보고한 연구결과

와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Clement-Carbonell 등[13]의 연

구에서 보고한 MCQ의 삶의 질 총점 33.74점과 Dean 등[19]

의 연구에서 보고한 MCQ의 검사-재검사 결과, 실행영역 

36.30~37.00점, 정서영역 38.30~38.70점은 모두 ‘거의 없음’ 

상태에 해당하는 점수범위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

한 삶의 질 점수의 차이는 Samy 등[8]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교육수준과 경제상태를 삶의 질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제시

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선행연구[13,15]에 비해 본 연구

상자의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은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Clement-Carbonell 등[13]은 여성노인의 삶

의 질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낮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더 고

통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 포함된 상자의 

76.9%가 여성이었던 점이 삶의 질의 수준에 영향을 주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한국어 도구 번역과정 중 영역명이 실행적 우려(practical 

concerns)와 정서적 우려(emotional concerns)로 제시되어 

있었는데 삶의 질 측정 표현이 아닌 인지측정에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 번역본에서는 영역명을 실행영역, 정서영역

으로 표현하였다. 문항에 한 표현에서도 ‘걱정된다’, ‘우려

된다’의 표현이 인지문제를 반영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스페

인에서 번안된 도구[13]는 원 도구[15]와 같은 언어권의 문화

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 후에 별도의 수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영국은 언어와 문화에 있어서 차

이가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원도구의 단어가 갖는 내포된 의

미를 가능한 적합한 용어로 번안하고자 수차례의 번역과 역번

역 및 결과검토를 통한 의견 수렴을 시도하였다. 인지기능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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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에서 사용하는 쉬운 단어를 

선택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단어의 수정과정을 거쳤다. 

K-MCQ의 타당도 검정 결과, 준거타당도인 SF-12의 상관

도는 실행영역과 정성영역 모두 SF-12의 신체영역 및 정신영

역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Dean 등[15]의 연구에

서 정서영역은 SF-12의 신체영역과 정신영역 모두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나, 실행영역은 SF-12의 정신영역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정신영역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Clement- 

Carbonell 등[13]의 연구에서는 MCQ가 SF-12의 신체영역 

및 정신영역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MCQ 이전에는 경도인지장애 

상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는 없었지만 

SF-12를 사용하여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평

가한 연구가 있어 K-MCQ의 준거타당도 평가를 위해 SF-12

를 적용하였다. 두 도구의 점수의 의미가 반 임을 감안하여 

볼 때 두 도구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은 K-MCQ가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가 성

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MCQ의 각 하위영

역은 선행연구[13,15]보다 SF-12와 상관도가 높았고, 인지측

정 점수인 MoCA-K와의 상관도 보다 높게 보고되어 인지기

능저하가 있는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측정에 한 도구로 타당

성이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는 원 도구에서 실행영역으로 분류되

어 있는 문항 6번인 ‘Worry that you have upset other peo-

ple because of your memory problems’과 7번인 ‘Feeling 

you have become less independent because you have had 

to rely on your partner or other people to help you re-

member things’에서 실행영역 요인 적재값이 각각 .55와 .50

으로 나타난 반면, 정서영역의 요인 적재값이 각각 .69과 .68

로 나타났다. 이 두 항목이 원 도구에서는 문항 6과 7번의 실행

영역 요인 적재값이 각각 .62과 .65로 나타나 명확하게 실행영

역으로 수렴될 수 있었다[15]. 원 도구를 스페인어로 번안한 

선행연구에서는 수렴타당도 검정결과, 두 영역에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 하나의 영역으로 번안되었는데[13], 본 연구에서

도 수렴타당도에서 두 영역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 원 도구에서 [worry]과 [feeling] 등의 단어를 한국어로 번

역할 때 ‘걱정이 된다’, ‘느껴진다’ 등의 단어로 번역되기 때문

에 정서적인 감정으로 여겨질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 도구

에서 의도하는 바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문제 그

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내용에 한 

걱정을 표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행영역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K-MCQ는 개념신뢰도와 평균

분산추출지수의 기준을 충족하여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실행영역과 정서영역의 두 영역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평균분산추출지수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 판별타당도가 확인

되었다. 따라서 이 도구는 경도인지장애 상자의 삶의 질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고, 각 하위영역은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K-MCQ 도구는 원 도구에서 

구분한 실행영역과 정서영역의 두 개 요인으로 지정하였을 때, 

총 삶의 질 변인의 7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구

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는 .93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하

위영역별로 정서영역과 실행영역에서 모두 Cronbach’s ⍺는 

.93으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K-MCQ 도구는 

국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

출을 통해 상자를 모집하였고,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의 상이 동일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번안한 도구가 한국

의 문화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결과해석에 고려하여야 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옥스퍼드 학팀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MCQ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안

하고 국내 상자에게 적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문항 번안, 분석, 그리고 타당도 및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K-MCQ 도구는 국내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의 삶

의 질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K-MCQ 도구는 

원도구와 마찬가지로 정서영역과 실행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상자가 인지장애로 인해 경험하는 실행영역과 정서

영역에서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수렴타당도에

서 두 영역에서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났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

에서 다른 상자 집단에 해 수렴타당도 분석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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