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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Various therapies and activities are utilized to treat of dementia in clinical situations. An assessment scale 
for engagement that can be easily applied in clinical situations and studies is required to plan an effective strategy 
for such patients and evaluate the treatment effic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enorah park engagement scale (K-MPES) for patients with dementia. 
Methods: The original MPES was translated into Korean based on the translation guidelines by World Health 
Organization’s translation guidelines. A total of 200 patients with dementia were included from two long-term 
hospitals to help verify the tool’s validity and reliability. Results: The K-MPES presented a uni-dimensional model 
with a good model fit and showed adequate convergent validity (AVE>.5) and construct reliability (CR>.7) in the 
confirmatory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K-MPES and the exiting scales 
(QOL-AD and CSDD) confirmatory discriminant validity. Cronbach's ⍺ coefficients (.90), test-retest (p<.001), and 
inter-rater (p<.001) contained appropriated reliability. Conclusion: The K-MPES is a valid and reliable scale to 
measure engagement for patients with dementia in South Korea. The finding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ward 
improving the efficacy of activities and quality of care with personalized care planning for patients with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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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증가되고 있어 그 수가 20년 마다 

두 배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1억 3천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 치매는 기억력 저하와 함께 점진적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나타내는 증후군으로 배회, 불안, 초조, 우울, 

망상, 수면장애 등과 같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행동 증상이 

흔히 나타나며, 의사소통의 점진적인 저하도 초래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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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 간병 부담의 증가는 

결국 가정을 떠나 장기 요양기관으로의 입소를 증가시킨다

[2]. 장기요양기관의 치매 환자들은 의미 없는 활동을 하며 

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3,4]. Cohen-Mansfield 등[5]의 

연구에서 너싱홈의 치매 환자는 깨어 있는 시간 중 22%를 의

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극이 오래 지

속되지 않으면 치매 환자들은 무관심, 지루함, 우울증 및 외로

움이 확 됨에 따라 치매가 더 진행될 수 있다[6,7]. 치매 환자

를 적절한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고 문

제행동을 감소시키며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8,9]. 그러므로 노인요양기관 간호사가 치매 환자를 활동에 

참여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 

조작, 육성, 촉각, 바느질과 같은 구조적인 활동, 애완동물 방

문, 가족 비디오 등이 치매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2]. 현재에도 꾸준히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신체 기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꾸준히 개발되고 그 효과에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많은 

노인요양기관에서 인지 및 신체 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다[2]. 하지만 단순히 기관의 프로그램 수 및 참여하는 치

매 환자 수의 증가를 넘어서 치매 환자의 활동 참여에 한 몰

입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환자의 몰입 정도

를 증가시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치매 진단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개인이 자신에 해 기분 좋게 느끼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소속감을 느낌에 따라 심리사회적 웰

빙을 촉진시키게 한다[2,5]. 몰입 정도는 목표 행동을 하고 있

거나 외부 자극에 한 관여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노인요양

기관의 치매 환자들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도 그 시간을 의

미 있게 보내지 않아서 활동에 한 몰입 정도가 낮으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에 한 적절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

다[10]. 즉, 요양기관 간호사는 활동에 한 참여 여부만이 아

닌 활동 몰입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환자의 활동몰입 사정도구는 치매 환자가 인지기능이 낮은 경

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관찰자적 

도구가 필요하다. 치매 환자의 활동 참여 동안 몰입정도에 한 

관찰자적 사정도구로 Camp 등[10]이 개발한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Menorah Park Engagement Scale, MPES)가 

있다. Camp 등에 의해 개발된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

는 인지장애를 가진 환자의 활동에 한 몰입 정도를 사정하

기 위해 개발되었다.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는 데이터

를 얻기 위해 하드웨어 또는 특수 소프트웨어를 요구하지 않

아 널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형

태 또는 참여 측면에 중점을 둠으로써 참여의 전환을 추적할 

수 있어 많은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평가에 사용되고 있다

[10-15].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는 활동이 최소화되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많은 수의 환자가 항상 효과적으로 몰입

할 수는 없는 장기 요양 기관과 같은 환경에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0,15]. 또한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는 활동 

중 치매를 가진 사람의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동을 포착하고 

활동 중에 문제가 되는 행동의 존재 또는 부재를 문서화 한다

[10]. 그래서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가 프로그램에 

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할 때나 요양기관 내에서 치매 환자

의 활동몰입정도에 한 측정에 더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는 활동몰입정도에 한 도구의 부재로 인하여 연

구에서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후 참여 유무에 따른 

효과 측정만 할 수 있을 뿐 활동에 몰입 정도에 따른 효과까지 

측정한 연구는 없어 프로그램의 효과에 한 정확한 결과를 

평가할 수 없다. 현장에서도 활동에 한 치매 환자의 몰입 정

도에 해 사정할 수 없어 활동의 영향력에 한 파악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중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해

외에서 이미 사용되어온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번역본에 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거친 공통문항이 마

련된 것이 아니다. 그 도구가 해외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

보되었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검증 없이 사용한 연구는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해 왜곡된 연구결과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

다. 그러므로 단순한 도구의 번역만을 하는 것 이상의 신뢰도

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도록 치매 환자 활

동 몰입 측정도구를 한국형으로 번역 및 수정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기관의 간호사가 사용 가능하도

록 치매 환자의 활동에 한 몰입정도 측정도구인 Camp 등

[10]이 개발한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를 번안 수정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원도구인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를 한국어판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Korean Version of Menorah 

Park Engagement Scale, K-MPES)로 번역 및 수정하여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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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판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정도 평가 도구의 타당도

를 검증한다.

 한국어판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정도 평가 도구의 신뢰도

를 검증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amp 등[10]이 개발한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

정도구를 한국어로 번역 및 수정하고, 한국어판 도구의 타당

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연

구 상자는 도구 평가자인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와 도구 평가 

상자인 치매 환자이다. 도구 평가자인 간호사는 병원에 공

고문을 게시하여 모집하였으며, 노인요양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사 9명이었다. 평가 

상자인 치매 환자는 치매를 진단받고 노인요양병원에서 4

주 이상 입원하고 있는 환자이며, 신경학적 질병이나 마비로 

인하여 관찰을 통해 환자의 몰입정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제외하였다. 치매 환자는 평가자인 간호사가 4주 이상 담당하

고 있는 환자로 편의 추출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연구에 

해 설명을 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고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참여 상자의 판단은 간이정

신상태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점수

를 기준으로 중증치매인 경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가 상자인 치매 환자의 표본의 수는 문항수

의 10배 이상 필요하며,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위한 표본크기는 200명 이상이면 적당하다는 근

거를 바탕으로 상자 수를 200명으로 설정하고, 약 10%의 탈

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약 2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16,17]. 미 회수된 설문지 8부와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12부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 20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검

사-재검사 및 측정자간 신뢰도 검증을 위한 표본크기는 문항

수의 10배인 40명을 표본수로 하여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44명에게 배부한 결과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4부의 자료를 제

외하여 최종 4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Menorah Park Engagement 

Scale, MPES)

치매 환자 활동 참여 몰입 측정도구는 활동 참여 수준에 

한 활동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몰입 유형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정서 및 행동 반응으로 평가한다[12]. 몰입 유형

은 4개의 측정 항목인 적극적 참여(constructive engagement, 

예: 적극적으로 물건을 만지거나 이야기에 참여함), 수동적 참

여(passive engagement, 예: 보거나 들음), 다른 행동에 참여

(other engagement, 예: 옷을 만짐), 비참여(nonengagement, 

예: 멍한 눈빛)가 있으며, 정서와 행동 반응은 기쁨, 불안/슬

픔, 다른 사람을 도움, 부적절한 행동 항목이 있다. 보통 단축

형으로 몰입 유형 항목만 사용되는 경우가 부분이며, 본 연

구에서도 몰입 유형 항목을 기준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

증하였다. 각 항목은 0 (볼 수 없음), 1 (활동 시간의 절반 미만

을 보임) 또는 2 (활동 시간의 절반 이상을 보임)로 기록된다.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상자를 5분 간격으로 관찰

하고 평가한다. 각 항목의 점수를 가지고 총합으로 계산하여 

평가하지 않고, 항목마다의 특정하고 고유한 점수로 몰입 정

도를 평가할 수 있다. 부분의 연구에서는 몰입 유형인 4개

의 측정문항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문항만을 단축형 

치매 환자 몰입 측정도구라고 하기도 한다. 원 도구는 각 변

수에 특정하고 고유한 점수를 만드는 도구이므로 내적 일관

성을 검증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8이

었다.

2) 삶의 질-알츠하이머병 측정도구(Quality of life in 

Alzheimer’s Disease, QOL-AD)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간호 실무자에 의해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삶의 질 측정도구인 삶의 질-알츠하이머병 

측정도구(Quality of life in Alzheimer’s Disease, QOL-AD)

를 Shin [18]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QOL-AD는 신체 건강, 원기/기운, 기분, 생활환경, 기억

력, 가족관계, 결혼생활, 친구 관계, 전체적인 자기 자신, 일 처

리 능력, 경제상태, 전체적인 생활 등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18]. 4점 척도로 1점 ‘나쁘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좋다’, 4점 ‘매우 좋다’로 평가하며, 총점은 13에서 52점

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 총점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을 

나타낸다. 본 도구는 국문으로 번역되어 여러 연구에 사용되

고 있다.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와 마찬가지로 치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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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위한 관찰자적 도구라는 공통점이 있고,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에서 측정하려는 활동 몰입과 삶의 질 사이에

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수렴타당

도 검증도구로 선정하였다[8,9]. Shin [18]의 연구에서 Cron-

bach’s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8

이었다

3) 치매 환자 우울 측정도구(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CSDD)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치매 환자의 우울을 측정하

는 데에 타당성이 입증된 치매 환자 우울 측정도구(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CSDD)를 Lee 등[19]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치매 환자를 직접 간호하고 있는 

간호 실무자에 의해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치매 환

자 우울측정도구는 우울 증상의 5개의 하부 영역에 19개의 문

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영역은 정서 관련 징후, 행동장애, 

신체적 징후, 일주기성 기능, 관념적 장애로 구성되어 있다. 0

점은 ‘부재’, 1점은 ‘보통 또는 간헐적’, 2점은 ‘중증’으로 평가

하며, 총 점수는 0점에서 38점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와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를 위한 관찰자적 도구라는 

공통점이 있고,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에서 측정하려

는 활동 몰입정도와 우울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판별타당도 검증도구로 선정하였다

[5,7]. Lee 등[19]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3이었다

4. 연구진행

1) 도구 번역 및 예비조사 단계

본 연구에서는 영어로 된 도구를 다른 언어와 문화에 적용

하기 위해 추천하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도구 변역 

및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차 번역, 전문가 패널 검토, 역번

역, 사전점검을 거쳐서 도구의 최종 문항을 완성하였다[20]. 

도구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도구 개발자로부터 한국어 번역과 

도구의 사용에 한 승인을 받았다.

첫 번째 단계로 분야의 전문 용어를 잘 아는 전문가이면서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권 문화에 익숙한 

1인이 일차 번역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20]. 본 연구에서

는 영어에 능통하며 간호학의 전문 용어에 해 충분한 경험

을 가진 임상 경력 10년차의 간호사에게 일차 번역을 의뢰하

였다. 두 번째 단계로 전문가 패널은 이중 언어가능자인 전문 

번역가 1인과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간호학 박사 2인, 일차 

번역을 담당한 간호사 1인으로 구성하고, 영어 원문과 번역된 

문장을 비교하면서 감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영어 원문

과 번역된 한국어 문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와 얼마나 정확한

지를 확인하였고, 문화적 의미 차이 및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

합하게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세 번째 단계

로 역 번역을 위하여 모국어가 영어이면서 한국어에 능통한 

미국인에게 한국어로 된 도구를 영어로의 번역을 의뢰하였고 

이후 3명의 간호학전공 교수가 원도구와 역 번역한 문장이 완

벽하게 일치하지 않았으나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내용타당도를 평가하여 모든 문항이 80% 이상의 타

당함을 확인받아 번역 도구안을 완성하였다. 

도구의 명확성이나 문구, 형식의 적절성, 활용의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조사는 10명 이하의 표본으로도 충분하므

로, 번역된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요양병원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 2명에게 본 도구의 

사용 방법에 해 설명하여 환자 10명에 해 예비조사를 실

시하였다[11]. 예비조사를 한 간호사들과의 면담 결과, 다른 

사람을 돕는지 확인하는 문항에서 외국에서 흔하게 하는 활동

인 카드놀이에 한 예를 한국의 활동에 맞게 수정하였고 각 

문항의 명확함을 확인하였으며, 임상에서 활용하기 쉬운 형태

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도구를 

확정하였다.

2)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단계

도구 번역 단계를 통해 번역 및 수정된 도구의 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선행도구와의 수렴

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치매 환자 우울 측

정도구와 삶의 질-알츠하이머병 측정도구를 비교도구로 사

용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는 

Cronbach’s ⍺값을 산출하였으며, 측정자 간 일치도와 검사-

재검사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5. 자료수집

본 연구는 모든 연구 절차가 시작되기 전 상자 보호와 윤

리적 고려를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연

구자가 개발한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부산광역시의 2개의 노인요

양병원에서 시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인 간호사가 도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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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때 간호사는 해당 환자를 4주 이상 돌

본 자로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들의 윤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OO 학교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에 한 기관 승인(1040548- 

KU-IRB-18-22-A-2(E-A-1)(R-A-1))을 취득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형 치매 환자의 증상 평가 도구 개발 연

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참여자인 간호사와 치매 환자

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또

한 자발적 동의가 불가능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나 

법적 리인에게 동의서를 취득하였다. 자발적 동의 가능 여

부에 해서는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를 기준으로 중증 치매

인 14점 이하의 경우이거나 또는 간호사의 판단 하에 그 상

을 정하였다. 모든 연구 상자에게 비  보장과 본 연구의 목

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 

중 참여 철회를 원할 경우 언제라도 중단이 가능함을 알려 연

구참여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설문단계에서는 설문지 작성 전에 연구와 설문지 작성법에 

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한 내용의 보호를 위해 완료된 설

문지는 바로 봉 처리를 하고,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와 환자

에게 소정의 참여비를 제공하였다. 자료수집 중 수집된 개인

정보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 신상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부호화하여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잠금

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보관되었고, 연구결과의 분석과 보고 

후 모든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폐기하였다.

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SPSS/WIN 25.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

를 이용하여 백분율과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활동의 몰입정도의 유형인 적극적 

참여, 수동적 참여, 다른 행동에 참여, 비참여의 각 문항을 가

지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

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다른 행동에 참여와 비참여 문항

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어판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인

지 판단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 (KMO)과 바틀렛의 

구형성 검증(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을 확인하였다. 구

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적용하였고,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

인을 추출하였다.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판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방식의 모형을 분석하여 x2 통계량,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Normed Fit Index (NFI), 

Incremental Fix Index (IFI), Turker-Lewis Index (TLI), Com-

partive Fit Index (CFI), Goodness of Fit Statistic (GFI), 

Adjusted Goodness of Fit Statistic (AGFI)의 값을 구하였다. 

또한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도출된 요인들에 하여 측정 항목들이 개념을 일관

성 있게 설명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분산 추출값(Averaged Variance Extracted)과 구

성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도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분석하였다. 한국어판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와 삶의 

질 측정도구의 수렴타당도 검증은 노인요양병원에서 간호실

무자가 측정할 수 있는 삶의 질 사정 도구인 삶의 질-알츠하이

머병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 간의 상관관계로 검증

하였다. 또한 우울 사정도구와의 판별타당도는 간호 실무자가 

평가할 수 있는 우울 사정 도구인 치매 환자 우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얻은 총 점수와 본 도구의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

인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를 산출하

였으며, 측정자간 신뢰도는 상자 한명에 하여 평가자 2명

이 동시에 활동 몰입정도를 측정하여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평가자 한명이 2주 후에 

이전과 동일한 상자를 재평가하여 상관분석을 통해 결과를 

파악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치매 환자 상자는 총 200명이었으며 성별은 여자 

144명(72%), 남자 56명(28%)이며, 평균 연령은 83.1±8.2세이

었다. 연구참여에 한 자발적 동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 측정한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의 평균은 9.37±2.64점이

었으며 ADL점수의 평균은 17.07±4.15점이었다(Table 1). 또

한 삶의 질-알츠하이머병 측정도구 점수의 평균은 25.3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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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n (%)

Nurse participants
(n=10)

Age (year) 39.7±1.45

Gender Woman
Man

  10 (100.0)
 0 (0.0)

Education level Associated's degree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4 (40.0)
  4 (40.0)
  2 (20.0)

Clinical experience in general 
hospital (year)

10.33±2.55

Clinical experience in long-term 
care hospital (year)

6.25±1.01

Patients with 
dementia (n=200)

Age

Gender Woman
Man

144 (72.0)
 56 (28.0)

MMSE 9.37±2.64

ADL 17.07±4.15

Number of comorbidities 0
1 
≥2

15 (7.5)
 97 (48.5)
 88 (44.0)

QOL-AD 25.39±0.38

CSDD  6.85±0.35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CSDD=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QOL-AD=Quality of 
life-Alzheimer's Disease Scale.

Table 2. Outcomes of K-MPES

Variables Categories Min Max M±SD Skewness Kurtosis

Type of
engagement 

Construct engagement
Passive engagement
Other engagement
Non engagement

0.00
0.00
0.00
0.00

2.00
2.00
2.00
2.00

1.22±0.93
1.20±0.92
0.88±0.91
0.86±0.93

-0.44
-0.40
0.25
0.29

-1.72
-1.72
-1.75
-1.79

Affect and 
behaviors

Pleasure
Anxiety/sadness
Helping others
Inappropriate behaviors

0.00
0.00
0.00
0.00

2.00
2.00
2.00
2.00

0.72±0.04
0.32±0.04
0.38±0.04
0.26±0.03

0.24
1.31
1.19
1.53

-0.60
0.74
0.45
1.31

K-MPES=Korean Version of the Menorah Park Engagement Scale; M=Mean; SD=Standard deviation. 

점이었으며 치매 환자 우울 측정도구 점수의 평균은 6.85± 

0.35점이었다. 그리고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의 활동 

참여 유형에 한 문항의 평균 점수는 적극적 참여가 1.22± 

0.07점, 수동적 참여가 1.20±0.07점, 다른 행동에 참여가 0.88 

±0.06점, 비참여가 0.86±0.07점이었으며, 행동에 한 평균 

점수는 기쁨이 0.72±0.04점, 불안/슬픔이 0.32±0.04점, 다른 

사람을 도움이 0.38±0.04점, 부적절한 행동이 0.26±0.03점이

었다(Table 2).

2. 타당성 검증

1) 정규성 검증

문항별 평균 점수는 평균 0.26~1.22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03~0.93점이었다. 왜도 값의 범위는 -0.44~1.53점이었으므

로 절댓값 2를 초과하지 않았다. 첨도 값의 범위는 -1.79~1.31

점으로 나타나 절댓값 7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왜도와 

첨도의 기준에 따라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Table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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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n K-MPES

Variables CMIN/df RMSEA NFI IFI TLI CFI GFI AGFI

Model .56 .00 1.00 1.00 1.00 1.00 .99 .99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statistic; CFI=Compartive fit index; GFI=Goodness of fit statistic; CMIN/df=Minimum chi-square/Degree of 
freedom; IFI=Incremental fix index; TLI=Turker-Lewis index; K-MPES=Korean Version of the Menorah Park Engagement Scale; NFI=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able 4. Correlation between Relevant Validity of the K-MPES, QOL-AD and CSDD

Variables

K-MPES

Type of engagement affect and behaviors

CE PE OE  NE Pleasure
Anxiety/ 
Sadness

Helping 
others 

Inappropriately
behaviors

QOL-AD .36** .35** -.37** -.36** .41** -.38** .22** -.21**

CSDD -.48** -.50** .49** .50* -.07 .51** -.14* .41**

CE 1.00 .97** -.93** -.93** .39** -.36** .36** -.17*

PE .97** 1.00 -.93** -.92** .36** -.37** .34** -.19**

OE -.93** -.93** 1.00 .94** -.34** .41** -.35** .19**

NE -.93** -.92** .94** 1.00** -.36** .39** -.36** .17*

*p＜.05, **p＜.01; CE=Construct engagement; CSDD=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K-MPES=Korean version of Menorah Park 
Engagement Scale; NE=Nonengagement; OE=Other engagement; PE=Passive engagement; QOL-AD=Quality of life-Alzheimer's Disease Scale.

2)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KMO값은 .86이었고 바틀렛의 

구형성 검증 값은 1,392.76 (p<.001)으로 나타나 본 연구도구

가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주성분분석을 이

용하여 공통요인을 추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본 연구도구는 단일요인(uni-dimension)모형으로 나타났으

며 각 문항에 한 요인 적재량은 적극적 참여는 .98, 수동적 

참여는 .98, 다른 행동에 참여가 0.97, 비참여는 .97로 모든 문

항이 요인적재량 하한기준인 .4 이상으로 확인되었다[22]. 본 

도구의 부정문항은 역 코딩 하였으므로 모든 문항이 치매 환

자의 활동 몰입 정도를 잘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문항을 가지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에서 수정지수의 공분산을 확인하여 

값이 높은 오차항끼리 묶어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는 방법으

로 수정하여 모델의 적합도를 높였다(Figure 1)[23]. 그 결과, 

minimum x2 per degree of freedom (CMIN/df)는 .56로 1 

이하의 값을 보였고, RMSEA는 .00으로 0.5 이하의 값을 보였

으며, NFI는 1.00, IFI는 1.00, TLI는 1.00, CFI는 1.00, GFI는 

0.99, AGFI는 .99로 .80 이상의 값을 보여 우수한 모형적합

도를 보였다(Table 3)[22]. 수렴타당도의 검증 결과 기각비

(Critical Ratio)는 34.59~50.38이었으며 평균 분산 추출은 .94

로 확인되어 기각비의 기준치인 1.96 이상, 평균 분산 추출의 

기준치인 .50 이상을 충족하였다[22]. 이에 본 도구의 측정항

목들이 도구의 구성 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성 개념 신뢰도도 .98으로 나타나 기준치

인 .70보다 높아 수렴타당도를 만족하였다[22].

3) 선행도구와의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와 선행도구와의 구성개념 타당도 

중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삶의 질 측정도구인 

삶의 질-알츠하이머병 측정도구와 우울측정도구인 치매 환자 

우울 측정도구의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Table 4). 

그 결과 삶의 질-알츠하이머병 측정도구와 본 도구의 긍정적

인 몰입을 의미하는 적극적 참여 및 수동적 참여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정적인 몰입을 의미하는 다른 행

동에 참여 및 비참여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한 치매 환자 우울 측정도구와는 반 로 적극적 참여 및 수동

적 참여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다른 행동에 참여 

및 비참여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신뢰도 검증

1) 내적 일관성 신뢰도

본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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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iability of the K-MPES

Items Cronbach's ⍺ Test-retest reliability Inter-rater reliability

Construct engagement .97 .89*** .84***

Passive engagement .98 .88*** .88***

Other engagement .98 .82*** .85***

Nonengagement .98 .86*** .85***

*p＜.05, **p＜.01, ***p＜.001; K-MPES=Korean Version of the Menorah Park Engagement Scale.

CE=Construct engagement; PE=Passive engagement; OE=Other engagement; NE=Nonengagement; inverse=Inverse coding; e=Measurement error.

Figure 1. Modified model of Korean version of menorah park engagement scale.

체 도구의 Cronbach’s ⍺값은 .98로 측정되었으며, 각 항목이 

삭제되었을 때의 Cronbach’s ⍺값을 살펴보면, 적극적 참여

는 .97, 수동적 참여는 .98, 다른 행동에 참여는 .98, 비참여는 

.98으로 전체 도구의 Cronbach’s ⍺값보다 낮아 전체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Table 5).

2) 검사-재검사 일치도 

본 도구의 검사-재검사 일치도 검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중 모든 항목에 누락이 없는 40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였다. 1차 자료수집으로 얻은 값과 1차 수행된 날을 기준으로 

2주 뒤 수집된 2차 자료수집으로 얻은 값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적극적 참여는 .89 (p<.001), 수동적 참여는 .88 (p<.001), 

다른 행동에 참여는 .82 (p<.001), 비참여는 .86 (p<.001), 기

쁨은 .88 (p<.001), 불안/슬픔은 .88 (p<.001), 다른 사람을 도

움은 .88 (p<.001), 부적절한 행동은 .87 (p<.001)로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나타나 도구의 안전성이 검증되었다(Table 5).

3) 측정자간 일치도

본 도구의 측정자간 일치도 검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중 

모든 항목에 누락이 없는 40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였다. 2인의 간호사가 동일한 상자를 독립적으로 1회씩 측

정한 측정치를 비교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극적 참여

는 .84(p<.001), 수동적 참여는 .88(p<.001), 다른 행동에 참여

는 .85(p<.001), 비참여는 .85(p<.001), 기쁨은 .87(p<.001), 

불안/슬픔은 .82(p<.001), 다른 사람을 도움은 .85(p<.001), 

부적절한 행동은 .88(p<.001)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 측정자간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Table 5).

논 의

노인요양기관에서 치매 환자의 적절한 활동 참여는 긍정

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치매 환자의 프로그램 참여는 방황, 우

울증, 동요 및 화학물질 사용을 줄일 수 있다[24,25]. 또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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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그램 참여는 치매 성인에게 멘토 또는 활동 리더로서 의

미 있는 역할을 제공하고 활동 참여도, 기분, 웰빙을 높여준다

[15,26]. 보다 높은 활동의 효과를 위해서 간호사는 환자가 참여

하는 방식을 관찰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활동 난이도와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3,5,10]. 특히, 참여 이상의 몰입정도는 거주자

의 감정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치매 환자에게 비약리

적 치료 효과를 보일 정도로 중요하다[2,10,11,15,27,28]. 그러

므로 적절한 평가 도구를 가지고 참여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활동에 참여한 치매 환자의 참여 몰입 정도

를 파악하여 정도에 따라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도구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도구 사용에 한 근거를 제

시하였다.

치매 환자 200명을 상으로 한 한국어판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는 긍정적인 몰입(적극적 참여, 수동적 참여)과 

부정적인 몰입(다른 행동에 참여, 비참여)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활동에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자

가 긍정적인 몰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치매 환자의 경우에 활동에 참여

는 하고 있지만, 인지 장애와 같은 환자의 능력 제한으로 인해 

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는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2,27]. 

이는 활동 참여의 여부만이 활동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제한

점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활동에 한 정확한 몰입 정도를 

판단하여 이를 기반으로 환자 중심의 개별 맞춤 활동에 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상자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가 중증도 이상의 낮은 평균 점수

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도구가 치매 환자의 활동몰입정도

를 잘 측정해 주었다는 것은 심각한 치매 환자에게도 활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중등도 및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활동 몰

입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무감동을 줄이고 웰빙을 높이

기 위하여 물입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도구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29].

본 연구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시행하였으며, 단일 요인 구조에서 모든 요인 적재값이 

0.4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친 후 잠재 변

수와 관측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한가지의 지수만이 

아닌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모델의 적합함

을 확인하였고, 구성 개념이 문항에 의해서 얼마나 잘 측정되

었는지 분석하여 일관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록 원 저

자가 요인분석을 시행하지 않아 본 도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앞으로의 연구에 의

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활동 몰입 정도와 치매 환자 우울 측정도구를 통해 도출된 

우울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며 Cohen-Mansfield 등[5]의 

comprehensive process model of engagement 모델에서 몰

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 중에서도 기분과 같은 심리

적인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함을 시사한다[5]. 그러므로 활동 

참여에 한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의 자극, 환경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인 수준에 따라 적절한 활동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삶의 질 도구인 삶의 질-알츠

하이머병 측정도구와 한국어판 활동 몰입정도 도구와의 상관

관계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는 인지 기능 저하와 신체 기능 저

하로 인하여 이전처럼 하지 못하는 취미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한 갈구를 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 제한이 생기면서 

삶의 질의 저하를 느낀다[28]. 이러한 결과는 치매 환자의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자가 선호하는 활동에 한 명확한 

파악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한 모색이 필요함을 보

여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값을 통해 내적 일관

성을 보여줌을 확인하였고, 측정-재측정 검사와 측정자간 검

사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

정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그 신뢰도가 .85~.90정도임을 

보았을 때, 한국어로 번역된 도구도 적절한 신뢰도를 가짐을 

보여주었다[10,15,30].

본 연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한국어판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는 임상과 연구에서 치매 환자의 활

동에 한 몰입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한정된 기관에

서 상자를 모집함에 따른 본 연구의 일반화의 제한점이 존

재한다. 또한 타당도 확인을 위하여 다른 활동 몰입정도 도구

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입정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지는 

못했다. 아직까지 치매 환자를 위해 측정자가 평가하는 다른 

한국어판 도구가 없기 때문에 향후 측정자가 평가 가능한 다

른 한국어판 몰입정도 평가 도구가 개발된다면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도구는 기존 도구를 번역하면서 한국의 실

정을 반영하려 노력하였으나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

나 방법 등에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 의한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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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도구는 원 도구보다도 정교하고 다양

한 분석방법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게다가 본 도구를 보다 측정하기 편한 형태로 재

구성하여 치매 환자가 있는 시설에서 임상이나 연구를 위하여 

유용하고 쉽게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결 론  및  제 언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의료진은 적절한 사정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계획과 관리를 통하여 환자의 활동 참여 수준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키는 환자의 케어의 질을 향

상시켜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한국어판 치매 환자의 

활동 몰입 측정도구는 각 환자의 활동에 한 몰입정도를 타

당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또한 심각한 치매 환자에

게도 적용 가능하였으며, 임상에서 활용이 유용하도록 구성하

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의 특성과 각 활동 참여

도의 연관성을 분석한 후, 보다 최적의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 되며, 이는 치매 환자의 기능 향상과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향후 연구에서 한국어

판 치매 환자의 활동 몰입 측정도구를 중재에 한 효과 연구

에 활용하여 몰입 정도와 효과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

인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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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한국어판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 (K-MPES)

항목
관찰 시간 (분)

5 10 15 20 25 30

1. 목표 활동에 참여하였음 (적극적 혹은 수동적으로)*
상자가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0=아니요. (항목 6과 7로), 1=예. (항목 4,5,6,7로)

2. 스스로 떠나려고 하였음 (직원이 제외시키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상자가 활동에서 떠나려고 했는가?

0=아니요., 1=예

3. 활동에서 스스로 혹은 직원과 함께 떠났음
상자가 활동에서 실제로 떠났는가?

0=아니요., 1=예 

※ 4,5,6,7번 항목에는 하나 이상의 “2”를 작성하지 마세요. 
0=전혀 하지 않음
1=관찰 중 절반까지
2=관찰 중 절반 이상

4. 목표 활동을 수행하였고 또는 활동에 한 의견을 말했음*
상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의견을 말하고, 질문에 답하고, 기억에 하여 말하고, 생각에 해 

논의하고, 활동에 한 반응으로 몸짓을 하거나, 혹은 자료를 물리적으로 조작하면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바라보거나 듣는 것은 포함하지 마세요)

5. 목표 활동 귀기울여 들었음 그리고/ 또는 바라보았음 (3초 뒤에 작성하세요. 단, 잠을 자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얼마나 오랫동안 상자가 전체적으로 정신이 명료한 상태로 있으면서 목표 활동을 귀기울여 듣고 
또는 지켜보았는가?

6. 목표 활동 이외의 활동을 했거나 참석하였음 (3초 뒤에 작성하세요. 단, 잠을 자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상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목표 활동 이외의 활동에 참석하였는가? 
듣기, 보기, 의견 말하기, 몸짓 취하기, 말하기, 혹은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어떤 물체를 물리적으로 
조작하기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발가락 또는 손가락 두드리기, 옷이나 다른 물건을 목적 없이 
움직이는 것 등의 자기 참여 활동이 포함된다. 만일 상자가 상관없는 다른 물건을 만지면서 목표 
활동을 귀기울여 듣거나 지켜보았다면 (예를 들어 지팡이, 가방, 셔츠소매), 목표 활동 귀기울여 
들었음 그리고/또는 바라보았음으로 작성하세요.

7. 잤음/ 눈을 감고 있었음/ 허공을 응시하였음 (3초 뒤에 작성하세요.)*
관찰 중 얼마나 오랫동안 상자가 잤거나 눈을 감고 있었는가?

※ 8번과 9번 항목에 "2"를 한 번만 기입하십시오.
0=전혀 하지 않음
1=관찰 중 절반까지
2=관찰 중 절반 이상

8. 기쁨
관찰 중 상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쁨을 표현했는가? 
(소리내어 웃거나 미소지음)

9. 불안/ 슬픔
관찰 중 상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불안/슬픔을 보였는가? 눈물이나 화, 또는 명백히 관찰 가능한 
우울한 정서를 통한 분명한 슬픔 표현을 기록하세요. 불안은 손 떨림, 흔들림, 불안한 발성 또는 
불안한 얼굴 표정과 함께 다른 정신 운동 활동이 나타나는 경우에 해 코딩해야 한다.

10. 다른 사람을 도움 
관찰 중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도왔는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찾아주거나 다른 사람이 
따라 하기 어려운 동작을 하는 것을 돕는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11. 부적절하게 행동함
관찰 중 얼마나 오랫동안 부적절하거나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했는가?

*한국어판 단축형 치매 환자 활동 몰입 측정도구의 항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