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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reversion to normal cognition and progression 
to dementia from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after 2 years. Methods: We analyzed data from the 6th and 7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A total of 773 participants aged 65 years and above classified 
as having MCI according to th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6th survey were included in the study. 
Data were analyzed by SPSS 26.0 software using x2 test, t-test, Mann-Whitney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all the participants, 30.5% reverted to normal cognition, 48.5% remained with MCI, and 21.0% 
progressed to dementia. Factors such as young age (odds ratio [OR]=0.96, 95% confidence interval [CI]: 
0.94~0.99), the absence of diabetes (OR=1.49, 95% CI: 1.01~2.19), and frequent neighbor networks “at least 
once or twice a month” (OR=2.35, 95% CI: 1.26~4.37), and “at least once a week” (OR=1.63, 95% CI: 1.03~2.56) 
compared to “never or less than 6 times a year”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version to normal cognition. 
Meanwhile, factors such as old age (OR=1.09, 95% CI: 1.05~1.12), low level of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reference. above middle) (OR=1.59, 95% CI: 1.05~2.41), low levels of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OR=1.17, 95% CI: 1.05~1.32), and a small number of social activities (OR=0.70, 95% CI: 0.51~0.96)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mentia progression. Conclusion: The study indicates the necessity of follow-up research for 
developing interventions that could aid individuals in reverting to normal cognitive function by managing diabetes 
or encouraging interaction with neighbors and preventing the progression to dementia by improving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levels or encouraging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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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 739만 명 중 치매 노인은 10.2%,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22.6%이며 정상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노

인은 67.2%로 나타났다[1]. 정상 노화의 과정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지만 인지기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여러 변수

들이 작용하여 인지기능 변화에 향을 미친다. 경도인지장애

(mild cognitive impairment)는 주관적인 인지장애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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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객관적인 인지기능 평가에서 손상이 관찰되나 일상생활 

기능이 유지되어 치매는 아닌 상태를 말하며, 인지적 노화라

는 연속적인 스펙트럼 내에서 정상 노화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사이에 나타나는 독립적인 단계로 알려져 있다[2]. 

현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관리는 환자와 부양가

족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되는 사회문제로 등장하

다. 또한 치매는 일부 가역적인 치매를 제외하고, 임상적인 

증상이 명백해진 시점에는 이미 신경세포의 손상이 너무 심각

하여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3]. 따라서 치매 발병 이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적 개입을 통

해 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4]. 경도인지장

애는 반드시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경도인지장애에서 

인지기능이 감퇴하거나 치매로 진행되는 궤도에 있더라도 관

련요인들을 개선하면 인지기능이 역전될 수 있다[5]. 그러므

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의 향요인과 인지기

능 저하의 향요인들을 발견하고, 개선요인을 적극적으로 격

려하여 경도인지장애에서 인지기능 정상회귀를 도모하며, 저

하요인을 감소시키는데 조력하여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노년기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건

강한 인지적 노화의 시작이라 하겠다.

경도인지장애에서 인지기능 정상회귀를 확인한 국내 연구

로 일개 시 보건소에 방문한 지역사회 거주 65세 이상 경도인

지장애 노인 152명을 대상으로 1년 뒤 인지기능 정상회귀 정

도를 확인한 결과, 53.3%가 경도인지장애 수준을 유지하 고, 

44.1%는 인지기능 정상수준으로 회귀하 다[6]. 또 일개 시 

국립치매연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약 1.5년 후 인지기능을 추적 조사한 연구에

서도 59.0%가 경도인지장애를 유지하 고, 39.0%는 인지기능 

정상수준으로 회귀하 다[7]. 국외에서는 싱가포르의 코호트 

연구에서 5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경도인지장애 성인 473명

을 대상으로 6년 후 인지기능 변화를 확인하 는데 52.0%가 

경도인지장애를 유지하 고, 44.0%는 인지기능 정상으로 회

귀하 으며 4.0%에서 치매로 진행하 다[8]. 미국의 65세 이

상 지역사회 거주 경도인지장애 노인 3,982명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에서 인지기능 정상으로 연간 

회귀율은 18.6%,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의 연간 진행률은 

5.9%로 보고되었다[9]. 이처럼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인지기

능 정상회귀와 치매진전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경도인

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향요인을 확

인하고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정상인지기능으로 회귀를 돕고 

치매로의 진전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 중 일부에서는 대상자가 특정 대도시에 거

주하는 노인으로 제한되어[7] 다른 지역사회나 농어촌에 거주

하는 노인의 특성은 반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연구

설계의 측면에서 인지기능 정상회귀 집단과 인지기능 유지 집

단의 특성 비교에 머물러 향요인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대

표성을 갖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 변화와 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10] 자료를 이용하

여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 변화와 향요인을 파악하

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2년 후 인지기능 정상회

귀, 경도인지장애 유지, 치매진전으로의 인지기능 변화양

상을 파악한다.

 인지기능 정상회귀군과 경도인지장애 유지군 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특성, 건강행위 특성, 사회관계 

특성, 정서특성을 비교한다. 

 경도인지장애 유지군과 치매진전군 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특성, 건강행위 특성, 사회관계 특성, 정서

특성을 비교한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 정상회귀 향요인을 파

악한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치매진전 향요인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2016년 제6차 자료와 

2018년 제7차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노인

의 인지기능 변화와 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주도하에 시행

되는 대규모 조사로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삶 전반의 

포괄적인 부분을 종단면 자료로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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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diagram of sample selection.

기초자료를 제공한다[10]. 고령화연구패널의 모집단은 제주

도를 제외한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의 국민이며, 조

사의 편의상 시설과 섬에 거주하는 중고령자는 제외되었다. 

표본추출틀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사용하

고, 2006년 제1차 조사에서 10,254명의 패널을 구축하여 2년 

단위로 짝수년에 노트북을 이용한 대인면접방법을 통해 조사

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제 6차 조사 

당시 65세 이상이며 한국판 치매선별검사(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결과 18점에서 23점 사이로 

분류된 1,006명 중 제7차 조사에 참여하여 K-MMSE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 사항목에서 결측값이 없는 773명을 대상

으로 하 다(Figure 1).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제6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설문조사 항

목을 토대로 변수를 정의하 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수준이다. 연령은 

2016년 조사당시(2016-생년)로 계산되었으며, 성별은 남, 여

로 구분하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

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되었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 중, 하로 범주화하 고, 소득수준은 근로총소득, 자산총소

득, 공적이전총소득(공적연금소득과 사회보장소득의 합), 금

전적으로 지원받은 총금액, 개인연금소득과 기타 수입 및 소

득을 모두 합하여 개인총소득으로 측정하 다.

2) 건강상태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건강상태 특성 변수는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관절염, 만성질환 개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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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ADL),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

vities of Daily Living, IADL)이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심장발작, 협심증, 심근경색, 울혈

성 심부전증, 또는 기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뇌졸중, 뇌출

혈, 뇌경색 등), 관절염은 해당질환을 진단을 받았는지의 여부

로 범주화하 다. 만성질환 개수는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관절염에 한정하여 해당하는 질환의 개수를 조

사하 다.

BMI는 최근 측정한 키와 몸무게를 조사하여 체중을 신장

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다(kg/m2).

ADL은 옷 갈아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샤워

하기,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

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7가지 항목

을 조사한 것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0점, 도움이 필

요한 경우 1점을 부과한다. 점수의 범위는 0~7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 의존성이 높다.

IADL은 몸단장하기, 일상적인 집청소/정리정돈/침구정

리/설거지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교통수단 이용하지 

않고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여 외출하기, 물건사

기, 금전관리 하기, 전화 걸고 받기, 약 챙겨먹기 등 10가지 항

목에 대하여 혼자서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도움을 필

요로 하지 않으면 0점, 도움이 필요한 경우 1점을 부과한다. 점

수의 범위는 0~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의존성이 높다.

3) 건강행위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건강행위 특성 변수는 운동, 규칙적 식

습관, 음주, 흡연이다.

운동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을 하는지 여부로 범주화하

다. 규칙적 식습관은 지난 이틀 동안의 아침, 점심, 저녁 식

사 섭취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이틀간 아침, 점심, 저녁 총 6번

의 식사를 모두 섭취한 경우는 ‘규칙적’, 부분적으로 섭취한 

경우는 ‘불규칙적’으로 범주화하 다. 음주는 음주 여부를 확

인한 후, ‘현재 음주자’, ‘과거 음주자’, ‘비음주자’로 범주화 하

다. 흡연은 흡연 경험 유무에 따라 ‘현재 흡연군’, ‘과거 흡연

군’, 흡연 경험이 없는 ‘비흡연군’으로 범주화하 다.

4) 사회관계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관계 특성 변수는 배우자 동거, 이

웃교류, 참여모임이다.

배우자 동거는 동거 여부로 범주화하 다. 이웃교류는 친

구, 친척 또는 이웃사촌과 만나는 횟수를 조사한 것으로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 년에 대여섯 번 정도(2개월에 한번 정도)’, ‘일 년

에 서너 번 정도(3~4개월에 1번)’,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일 

년에 거의 볼 수 없음’,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으로 응답한 

자료를 본 연구자가 ‘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일

주일에 한 번 정도’를 합쳐 ‘주 1회 이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

도(2주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합쳐 ‘월 1~2회’, 

‘일 년에 대여섯 번 정도(2개월에 한번 정도)’, ‘일 년에 서너 번 

정도(3~4개월에 1번)’,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일 년에 거의 

볼 수 없음’,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을 합쳐 ‘없거나 연 6회 

이내’로 재범주화 하 다. 

참여모임은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단체,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

익단체 등에 참여하는지 묻는 문항에 복수 응답을 허용한 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참여모임의 개수를 확인하 다.

5) 정서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 특성 변수는 정신과적 질환과 우

울이다. 

정신과적 질환은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정서적 문제, 불면

증, 스트레스 과다 등과 같은 신경성 문제, 대인관계 곤란, 정

신질환 등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를 진단받은 여부로 범주화하

다. 우울은 Radloff [11]가 역학조사용 우울 증상 선별척도

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의 20 문항을 Kohout 등[12]이 축

약한 척도인 CES-D 10 Boston version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수록하 다. 지난 일주일간 느낀 기분에 대해 묻는 10문항에 

대해 응답한 내용을 4점 리커트 척도로 1점에서 4점까지 점수

를 부여하여 측정한 점수를 사용하 다. 점수 분포는 10~40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이다. Kohout 등

[12]의 연구에서 CES-D와 CES-D 10 Boston version의 높은 

상관성(r=.88, p<.001)이 확인되어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개

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80이었다. 

6) 인지기능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은 K-MMSE를 사용하여 정상인지

와 경도인지장애, 치매로 분류하 다. K-MMSE는 Folstein 

등[13]이 개발한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를 

Kang 등[14]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 ․ 보완한 한국판 치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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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검사도구이다. Knag 등[14]의 연구에서 민감도 70.3~82.7%, 

특이도 91.3%인 것으로 나타났고, K-MMSE의 총점은 30점이

며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K-MMSE의 최적 절단점을 확인한 선행연구[15]에 근거

하여 24점 이상은 “정상인지”, 18점 이상 23점 이하는 “경도

인지장애”, 17점 이하는 “치매”로 범주화하 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이차자료분석연구로 소속 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의 심의면제를 받은 후 시행하 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조사 홈페이지(http://survey.keis.or.kr/)에서 고시된 자료

청구 절차를 거쳐 제6차, 제7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원시

자료 결과와 설문지 및 코드북을 내려받아 사용하 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분

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인지기능 변화에 따른 인지기능 정상회귀군, 경

도인지장애 유지군, 치매진전군의 분류는 빈도와 백분율

로 확인하 다.

 인지기능 정상회귀군과 경도인지장애 유지군, 경도인지

장애 유지군과 치매진전군 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상태 특성, 건강행위 특성, 사회관계 특성, 정서 특성은 빈

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x2 test와 t-test, 

Mann-Whitney test로 비교하 다.

 인지기능 정상회귀 향요인과 치매진전 향요인을 확

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6차 조사 당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5.8±6.13세 으며 성별은 여성

의 비율이 68.0%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74.3%, 중학교 졸업 12.9%,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12.8%의 순

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음’이 56.0%, ‘중

간 이상’이 44.0%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은 중앙값으로 498만

원이었다. 동반질환으로는 고혈압이 55.6%, 당뇨 26.0%, 심장 

질환 14.6%, 뇌혈관 질환 7.4%, 관절염 42.6%의 유병율이 나

타났으며 만성질환 개수의 평군은 1.46±1.09개 로 나타났다. 

BMI 값은 23.14±2.96 kg/m2이었으며 ADL 0.08±0.59점, 

IADL 0.46±1.49)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중 주 1회 이

상 운동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7.4%에 해당하 으며, 규칙적

인 식사는 89.9%에서 나타났다. 음주 항목에서는 현재 음주자 

23.2%, 과거 음주자 또는 비음주자가 76.8%로 나타났고, 흡연 

항목에서는 현재 흡연자 6.6%, 과거 흡연자 또는 비흡연자가 

93.4%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동거는 전체의 62.2%에서 나타났

고, 이웃교류는 주 1회 이상 69.7%, 없거나 연 6회 이내 19.4%, 

월 1~2회 10.9%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모임의 개수의 평균은 

0.70±0.66개로 나타났다.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가 6.1%

로 나타났고, 우울 점수의 평균은 17.81±5.49점이었다.

2. 대상자의 인지기능 변화

대상자의 인지기능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제6차 조사 당시 경

도인지장애에 해당한 대상자가 2년 뒤인 제7차 조사에서 인지

기능 정상회귀군 236명(30.5%), 경도인지장애 유지군 375명

(48.5%), 치매진전군 162명(21.0%)으로 나타났다(Table 1). 

3. 경도인지장애 유지군과 인지기능 정상회귀군의 특성

비교

인지기능 정상회귀군(이하 회귀군)과 경도인지장애 유지

군(이하 유지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상태 특성, 건강

행위 특성, 사회관계 특성, 정서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평균 연령은 회귀군 74.3±5.61세, 유지군 75.4±5.82

세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Z=-2.50, 

p=.012). 성별, 교육수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수준

에서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건강상태 특성은 당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x2=3.96, p=.047). 회귀군 22.0%, 유지군 29.3%이 당뇨로 

나타났다. 고혈압,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관절염, 만성질환 

개수, BMI, ADL과 IADL에서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건강행위 특성은 운동과 규칙적 식습관, 음주, 흡연 모두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관계 특성은 이웃교류(x2=8.03, p=.018)와 참여모임 

수(Z=-2.40, p=.01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웃교류는 ‘없거나 연 6회 이내’로 응답한 경우가 회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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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 of the Total Participants and Changes in Cognitive Function among Participants after 2 Years
(N=773)

Variables Categories n (%) M±SD

Age (year) 75.8±6.13

Sex Male
Female

247 (32.0)
526 (68.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574 (74.3)
100 (12.9)
 99 (12.8)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Low
≥Middle

433 (56.0)
340 (44.0)

Income (10,000 won)  498 (256~905)*

HTN Yes 430 (55.6)

DM Yes 201 (26.0)

Heart disease Yes 113 (14.6)

CVD Yes 57 (7.4)

Arthritis Yes 329 (42.6)

Number of chronic disease  1.46±1.09

BMI (kg/m²) 23.14±2.96 

ADL score  0.08±0.59 

IADL score  0.46±1.49

Exercise Yes 212 (27.4)

Regular diet Yes 695 (89.9)

Alcohol consumption Current
Former
Never

179 (23.2)
138 (17.8)
456 (59.0)

Smoking Current
Former
Never

51 (6.6)
152 (19.7)
570 (73.7)

Living with spouse Yes 481 (62.2)

Neighbor networks ≥Once a week
Once or twice a month
Never or ≤six times a year

539 (69.7)
 84 (10.9)
150 (19.4)

Number of social activities  0.70±0.66

Mental illness Yes 47 (6.1)

Depressive symptom 17.81±5.49

Cognitive function change n (%)
6th survey K-MMSE score 7th survey K-MMSE score

M±SD M±SD

Reversion to NC 236 (30.5) 21.42±1.49 26.08±1.82

MCI maintenance 375 (48.5) 20.84±1.59 20.68±1.69

Progression to dementia 162 (21.0) 20.30±1.74 13.77±3.39 

ADL=Activity of Daily Living; BMI=Body Mass Index; CVD=Cerebrovascular disease; DM=Diabetes mellitus; HTN=Hypertension; 
IADL=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K-MMSE=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ean; MCI=Mild cognitive impairment; 
NC=Normal cognition; SD=Standard deviation. *Median (Q1~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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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Baseline Characteristics between Reversion Group and Maintenance Group (N=611)

Variables Categories
Reversion to NC

(n=236)
MCI maintenance

(n=375) Z or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74.3±5.61 75.4±5.82 -2.50 (.012)*

Sex Male
Female

 79 (33.5)
157 (66.5)

122 (32.5)
253 (67.5)

0.06 (.80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158 (66.9)
 38 (16.1)
 40 (16.9)

280 (74.7)
 48 (12.8)
 47 (12.5)

4.31 (.116)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Low
≥Middle

120 (50.8)
116 (49.2)

202 (53.9)
173 (46.1)

0.53 (.467)

Income (10,000 won)  806.64±868.28  703.77±721.43 -1.06 (.290)*

HTN Yes 123 (52.1) 212 (56.5) 1.14 (.286)

DM Yes  52 (22.0) 110 (29.3) 3.96 (.047)

Heart disease Yes  32 (13.6)  59 (15.7) 0.54 (.462)

CVD Yes 17 (7.2) 30 (8.0) 0.13 (.719)

Arthritis Yes  96 (40.7) 158 (42.1) 0.13 (.722)

Number of chronic disease  1.36±1.09　  1.52±1.08 1.79 (.074)

BMI (kg/m²) 23.33±2.86 23.07±2.98 -1.05 (.292)

ADL score  0.03±0.33  0.05±0.31 -1.32 (.186)*

IADL score  0.27±1.02  0.34±1.26 -0.21 (.830)*

Exercise Yes  76 (32.2) 106 (28.3) 1.07 (.300)

Regular diet Yes 211 (89.4) 334 (89.1) 0.02 (.895)

Alcohol consumption Current
Former
Never

 61 (25.8)
 36 (15.3)
139 (58.9)

 86 (22.9)
 72 (19.2)
217 (57.9)

1.81 (.404)

Smoking Current
Former
Never

13 (5.5)
 45 (19.1)
178 (75.4)

29 (7.7)
 71 (18.9)
275 (73.3)

1.13 (.568)

Living with spouse Yes 163 (69.1) 233 (62.1) 3.05 (.081)

Neighbor networks ≥Once a week
Once or twice a month
Never or ≤six times a year

168 (71.2)
 35 (14.8)
 33 (14.0)

258 (68.8)
36 (9.6)

 81 (21.6)

8.03 (.018)

Number of social activities  0.83±0.67  0.70±0.66 -2.40 (.016)*

Mental illness Yes 17 (7.2) 21 (5.6) 0.64 (.424)

Depressive symptom 17.17±5.42 18.03±5.51 1.87 (.061)

ADL=Activity of Daily Living; BMI=Body Mass Index; CVD=Cerebrovascular disease; DM=Diabetes mellitus; HTN=Hypertension; 
IADL=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M=Mean; MCI=Mild cognitive impairment; NC=Normal cognition; SD=Standard deviation. 
*Mann-Whitney test.

14.0%, 유지군 21.6% 고, ‘월 1~2회’는 회귀군 14.8%, 유지

군 9.6%, ‘주 1회 이상’은 회귀군 71.2%, 유지군 68.8%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8.03, p=.018). 참여모

임 수는 회귀군 0.83±0.67개, 유지군 0.70±0.66개로 회귀군

에서 더 많았다(Z=-2.40, p=.016). 배우자 동거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서 특성은 정신과적 질환과 우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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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Baseline Characteristics between Maintenance Group and Progression Group (N=537)

Variables Categories
MCI maintenance

(n=375)
Progression to dementia

(n=162) Z or x2 or t (p)
n (%)/M±SD n (%)/M±SD

Age (year) 75.4±5.82 78.9±6.49 -5.87 (＜.001)*

Sex Male
Female

122 (32.5)
253 (67.5)

 46 (28.4)
116 (71.6)

0.90 (.342)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80 (74.7)
 48 (12.8)
 47 (12.5)

136 (84.0)
14 (8.6)
12 (7.4)

5.66 (.059)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Low
≥Middle

202 (53.9)
173 (46.1)

111 (68.5)
 51 (31.5)

9.99 (.002)

Income (10,000 won)  703.77±721.43  675.12±835.58 -1.24 (.216)*

HTN Yes 212 (56.5)  95 (58.6) 0.21 (.650)

DM Yes 110 (29.3)  39 (24.1) 1.56 (.212)

Heart disease Yes  59 (15.7)  22 (13.6) 0.41 (.522)

CVD Yes 30 (8.0) 10 (6.2) 0.55 (.459)

Arthritis Yes 158 (42.1)  75 (46.3) 0.80 (.372)

Number of chronic disease  1.52±1.08  1.49±1.12 0.29 (.773)

BMI (kg/m²) 23.07±2.98 23.01±3.04 0.20 (.842)

ADL score  0.05±0.31  0.24±1.12 -1.84 (.067)*

IADL score  0.34±1.26  1.02±2.24 -4.79 (＜.001)*

Exercise Yes 106 (28.3)  30 (18.5) 5.68 (.017)

Regular diet Yes 334 (89.1) 150 (92.6) 1.58 (.209)

Alcohol consumption Current
Former
Never

 86 (22.9)
 72 (19.2)
217 (57.9)

 32 (19.8)
 30 (18.5)
100 (61.7)

0.83 (.659)

Smoking Current
Former
Never

29 (7.7)
 71 (18.9)
275 (73.3)

 9 (5.6)
 36 (22.2)
117 (72.2)

1.39 (.499)

Living with spouse Yes 233 (62.1)  85 (52.5) 4.38 (.036)

Neighbor networks ≥Once a week
Once or twice a month
Never or ≤six times a year

258 (68.8)
36 (9.6)

 81 (21.6)

113 (69.8)
13 (8.0)

 26 (22.2)

0.34 (.843)

Number of social activities 0.70±0.66 0.51±0.60 -3.17 (.002)*

Mental illness Yes 21 (5.6)  9 (5.6) 0.00 (.984)

Depressive symptom 18.03±5.51 18.22±5.51 -0.37 (.715)

ADL=Activity of Daily Living; BMI=Body Mass Index; CVD=Cerebrovascular disease; DM=Diabetes mellitus; HTN=Hypertension; 
IADL=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M=Mean; MCI=Mild cognitive impairment; SD=Standard deviation. *Mann-Whitney test.

4. 경도인지장애 유지군과 치매진전군의 특성비교

경도인지장애 유지군(이하 유지군)과 치매진전군(이하 진

전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상태 특성, 건강행위 특성, 

사회관계 특성, 정서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평

균 연령은 유지군 75.4±5.8세, 진전군 78.9±6.5세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Z=-5.87, p<.00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간 이상’이 유지군 46.1%, 진전군 31.5%

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9.99, p= 

.002).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건강상태 특성은 IADL (t=-4.79, p<.001)에서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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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Influencing Reversion from Mild Cognitive Impairment to Normal Cognition and Progression from Mild Cognitive 
Impairment to Dementia

Characteristics Categories
Reversion to normal cognition Progression to dementia

B SE OR (95%CI) p B SE OR (95%CI) p

Age (year) -0.04 0.01 0.96 (0.94~0.99) .016 0.08 0.02 1.09 (1.05~1.12) ＜.001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Low
≥Middle (ref.)

0.47 0.21 1.59 (1.05~2.41) .027

DM No
Yes (ref.)

0.40 0.20 1.49 (1.01~2.19) .043

IADL 0.16 0.06 1.17 (1.05~1.32) .007

Neighbor 
networks

≥Once a week
Once or  twice a month
Never or ≤six times a year (ref.)

0.49 
0.85 

0.23 
0.32 

1.63 (1.03~2.56)
2.35 (1.26~4.37)

.036

.007

Number of 
social activities

-0.36 0.16 0.70 (0.51~0.96) .029

CI=Confidence interval; DM=Diabetes mellitus; IADL=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OR=Odds ratio; SE=Standard error.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IADL은 유지군 0.34±1.26, 진전군 

1.02±2.24로 나타났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관절염, 만성질환 개수, BMI, ADL에서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행위 특성은 운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x2=5.68, p=.017). 주 1회 이상 운동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유지군 28.3%, 진전군 18.5% 다. 규칙적 식습관, 음주, 흡연

에서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관계 특성은 배우자 동거(x2=4.38, p=.036)과 참여모

임 수(Z=-3.17, 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배우자 동거 여부는 ‘동거’로 응답한 경우가 유지군 62.1%, 

진전군 52.5%으로 유지군이 배우자 동거하는 경우가 더 많았

다. 참여모임 수는 유지군 0.70±0.66개, 진전군 0.51±0.60개

로 유지군에서 더 많았다. 이웃교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정서 특성은 정신과적 질환과 우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경도인지장애의 인지기능 정상회귀와 치매진전 영향

요인

1) 인지기능 정상회귀 영향요인

인지기능 정상회귀 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단변량 분석 결과에

서 유의성이 확인된 연령, 당뇨, 이웃교류, 참여모임 수를 설명

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에 투입하 다. 분산팽창지

수(variation inflation factor)는 1.00~1.08로 나타나 다중공

선성이 없었으며, 회귀모형의 Nagelkerke R2=.04, 분류정확

도는 63.3% 다. Hosmer Lemeshow Goodness-of-fit test

를 활용한 모형의 적합도 검정값은 p=.382으로 통계적으로 

적합하 다. 

회귀분석 결과, 인지기능 정상회귀 향요인은 연령과 당

뇨, 이웃교류로 나타났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연령이 높아

질 때 인지기능 정상회귀의 오즈비는 0.96배로 나타나(95% 

CI: 0.94~0.99, p=.016)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기능 정상회

귀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가 있는 경

우에 비해, 당뇨가 없는 경우에서 인지기능 정상회귀는 1.49

배 높았다(95% CI: 1.01~2.19, p=.043). 이웃교류가 ‘없거나 

연 6회 이내’ 대비 ‘월 1~2회’인 경우 인지기능 정상회귀는 

2.35배 높았으며(95% CI: 1.26~4.37, p=.007), ‘주 1회 이상’인 

경우 인지기능 정상회귀는 1.6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5% CI: 1.03~2.56, p=.036).

2) 치매진전 영향요인

치매진전 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단변량 분석 결과에서 유의성

이 확인된 연령,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IADL, 운동, 배우

자 동거, 참여모임 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회귀분

석에 투입하 다.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는 1.06~1.95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회귀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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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elkerke R2=.15, 분류정확도는 73.4% 다. Hosmer Leme-

show Goodness-of-fit test를 활용한 모형의 적합도 검정값

은 p=.620으로 통계적으로 적합하 다. 

회귀분석 결과, 치매진전 향요인은 연령, 주관적 사회경

제적 지위, 참여모임 수, IADL로 나타났다. 경도인지장애 노

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진전은 1.09배 높았고(95% CI: 

1.05~1.12, p<.00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중간 이상’ 

대비 ‘낮음’인 경우 치매진전은 1.59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95% CI: 1.05~2.41, p=.027). IADL 점수가 1점 높아질

수록 치매진전은 1.17배 높아졌다(95% CI: 1.05~1.32, p=.007). 

참여모임 수가 1개 증가할 때 치매진전의 오즈비는 0.70로 나

타나(95% CI: 0.51~0.96, p=.029) 참여모임 수가 증가하면 치

매진전의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 변화 양상을 확

인하고 인지기능 정상회귀와 치매진전의 향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시도되었다. 경도인지장애 노인 773명의 2년 뒤 인지

기능 정상회귀율은 30.5%, 경도인지장애 유지율은 48.5%, 치

매진전율은 21.0%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7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인지기능 변화를 5년간의 추적했을

때 37.6%가 인지기능 정상으로 회귀하 고, 36.3%은 경도인

지장애를 유지하 으며, 26.0%에서 치매로 진전되었다[16]. 

국내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노인 152

명을 대상으로 1년 후 추적평가 한 결과, 인지기능 정상회귀

율 44.1%, 경도인지장애 유지율 53.3% 치매진전율 2.6%로 

나타난 연구[6]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경도인지

장애 노인 200명을 약 18개월의 간격을 두고 추적평가 한 결

과, 인지기능 정상회귀율 39%, 경도인지장애 유지율 59%, 알

츠하이머 치매진전율 2%로 보고한 연구[7]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 비해 치매진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가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한 자료를 분석하 고, K-MMSE를 

사용하여 인지기능을 측정한 반면, 선행연구는 서울시 일개 

보건소에서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기능 평가와 K-MMSE, 

Korean Dementia Screening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시

행되거나[6], 일개 시의 치매 연구소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와 임상치매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주관적 기억력 감퇴(Subjective 

Memory Complaints)를 사용하여 시행되어[7] 본 연구보다 

대상자 모집단의 규모가 작고, 사용된 인지기능 측정도구의 경

도인지장애 감별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선

행연구에서는 1년[6]과 약 1.5년[7] 뒤 결과를 분석하 고, 본 

연구에서는 2년 뒤 추적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인지기능의 후

속 평가시기에 따라 치매진전율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

되므로 추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인지기능 변화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 정상회귀군과 경도인지장애 유지군

의 특성 중 연령과 당뇨, 이웃교류, 참여모임 수가, 경도인지장

애 유지군과 치매진전군의 특성 비교에서는 연령과 주관적 사

회경제적 지위, IADL, 운동, 배우자 동거여부, 참여모임 수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성이 확인된 모

든 변수들을 각각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투입한 결과, 연령

과 당뇨, 이웃교류가 인지기능 정상회귀 향요인으로 나타났

고, 연령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IADL, 참여모임 수가 치

매진전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에서 인지기능 정상회귀와 치매

진전 모두에서 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1살 증가하

면 인지기능 정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0.96배로 감소하고, 

치매로 진전될 가능성이 1.0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거주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6년 후 인지기능 변

화 향요인을 확인한 연구[8]에서 연령이 증가할 때 인지기

능 정상회귀의 오즈비가 0.96배로(95% CI: 0.94~0.98)로 나타

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또한 경도인지장애 노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60대 노인이 80대 노인에 비해 인

지기능 정상으로 회귀할 오즈비가 2.19배(95% CI: 1.08~4.43)

로 나타났다[17]. 치매는 대개 노년기에 발생하며 65세 이상에

서 발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연령 자체의 효과보

다 노화에 따른 신체병리학적 변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기

능저하와 동반질환 등의 상호작용이 인지기능 변화에 크게 작

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노인 중

에서도 특히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의 인지기능 회귀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다각적인 간호중재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

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후기 고

령자의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에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 비해 당뇨가 

없을 때의 인지기능 정상회귀 오즈비가 1.49배로 나타나, 당

뇨를 진단받은 경우에 인지기능 정상회귀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 68세인 지역사회 성인을 대상으

로 한 핀란드의 연구에서 내당능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9년 후 



Vol. 23 No. 3, 2021 307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 정상회귀와 치매진전 영향요인: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분석

추적조사 결과 혈당조절이 잘 된 경우 인지기능이 개선된 것

으로 나타나[19]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 다. 당뇨는 죽

상경화증과 뇌경색, 당대사저하와 관련되어 미세혈관 이상과 

신경퇴화, 뇌 용적 위축에 향을 미쳐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

화한다고 알려져 있다[20].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의 진행

에 대한 당뇨와 당뇨 전단계의 향을 확인한 스웨덴의 연구

에서 당뇨 및 당뇨 전단계를 진단받은 경우 치매로의 진행 위

험이 높았고(Hazard Ratio [HR]=4.22, 95% CI: 1.57~9.01), 

치매로 진행하는 시간을 평균 3.2년 앞당기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21]. 이처럼 당뇨는 선행연구에서 치매진전의 향요인

임이 입증되었으나, 본 연구결과와 같이 당뇨에 이환되지 않

은 것이 인지기능 회귀의 향요인으로 드러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

으로 당뇨관리를 돕는 중재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인지기능 

개선의 효과, 더 나아가 인지기능 정상회귀의 연관성을 적극

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웃교류는 ‘거의 없거나 연 6회 이하’에 비해 ‘월 1~2회’에

서 인지기능 정상회귀 오즈비가 2.35배, 주 1회 이상인 경우에

서 오즈비는 1.63배로 나타나 적정 수준의 이웃교류는 인지기

능 정상회귀의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웃교류는 사회적 활

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위한 관계형성

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활동이 인지적 자극을 촉

진하여 뇌의 병리적인 변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보상하

고, 인지기능의 회귀에 기여할 수 있다[22]. 반대로 이웃교류

가 적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인지기능 저하와 기분저

조의 원인이 되는 인지적 자극의 감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 감소에도 관여하여 치매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우

울증과 관상 동맥 질환, 고혈압의 이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하

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고 이웃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치매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8]. 따라서 지역사회 경

도인지장애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이웃교류를 통

한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ADL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치매로 진전될 가능성이 1.17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의존

도가 증가할수록 치매로의 진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경도인지장애는 정상노화와 알츠하이머 치매 사이의 기

능 수준 저하의 극초기 단계로 정의되며 선행연구에서 IADL

의 의존성은 치매의 초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프랑스의 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도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통제하 을 때 IADL 의

존성이 높았던 노인이 10년 후 치매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2.59배(OR=2.59, 95% CI: 1.24~5.38) 높았다[23]. 경도인지

장애와 IADL의 관계를 조사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경도인

지장애 노인이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에 비해 IADL의 의존

성이 높았고(Hedges’ g=0.76, 95% CI: 0.68~0.83), IADL의 

기능적 감소가 인지기능의 감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노화

에서 치매발병까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24].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치매 예방을 위해 IADL 수준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데, 홍콩의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8주간의 태극권 프로그램이 인지기능과 

IADL의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25]. 이외에도 경도인지

장애 환자에게 증강현실(virtual reality) 기반의 신체 및 인지

훈련을 실시하 을 때 전반적 인지기능과 실행능력, 언어기능 

및 IADL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이러한 결과를 

IADL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반 하여 지역사회 재가 경도인

지장애 노인의 IADL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재가 치매예방에 

갖는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IADL 의존성과 

인지기능 저하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해 IADL 수

준의 저하가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진전의 향요인임을 검

증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치매진전의 향요인으로 나타

났는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이상’에 비해 ‘낮음’

에서 치매로 진전될 가능성이 1.5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경도인지장애 대상자에서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과 치매진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없었지만, 

낮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

용하여 정신신경내분비계통 기전의 장기간의 스트레스 반응

을 유발하고, 이것이 뇌의 생리학적 변화를 발생시켜 인지기

능 장애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27].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득수준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와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지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지표

로 흔히 사용되는 소득수준은 교육정도, 직업의 복잡성, 사회 

계층과 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반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

위는 심리사회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본 연구에서 소득수준은 치매진전의 향요인으로 나타

나지 않았지만,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치매진전의 향요

인으로 나타나 인지기능의 저하에는 실제 소득수준보다 주관

적인 요소가 더 큰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실제 객관적인 경제적 지표

와도 긴 한 관계가 있으므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체계와의 연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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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치매 위험이 높고 중증 치매 환자가 많았으며, 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치매 위험이 적고 치매를 진단받은 경

우에도 정도가 경미하다고 알려져 있어[28] 지역사회 보건의

료의 전략적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대상자들에게 

치매 예방을 위한 중점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여모임 수는 치매진전 향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참

여모임 수가 많을수록 치매로 진전될 가능성이 0.70배로 나타

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와 치매 발생의 연관성을 조사한 메타

분석연구에서 사회참여가 낮은 경우(Relative Ratio [RR]= 

1.41, 95% CI: 1.13~1.75), 사회적 접촉이 덜 빈번한 경우(RR= 

1.57, 95% CI: 1.32~1.85), 더 외로운 경우(RR=1.58, 95% CI: 

1.19~2.09)에 치매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29]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하 다. 사회적 접촉은 인지적 유보(cognitive reserve)

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회 교류와 인지기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사회활동이나 참여 모임 수가 

많은 것이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의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30]. 또한 참여모임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를 권장하는 것은 

노인의 인지기능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지지를 강

화하여 고립감을 해소하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정서적 측면의 

이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COVID-19의 범세계적 유

행에 따라 대면 활동에 제한이 있는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는 

모바일과 인터넷 기반의 비대면 화상모임을 통해 경도인지장

애 노인의 사회적인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

며, 이러한 비대면 모임 활동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

능 저하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도 시행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차자료분석연구로, K-MMSE를 이용하여 인지기능 수준이 

측정되었는데, K-MMSE는 반복측정을 통한 질병의 경과관

찰이 용이하고, 검사 소요시간이 짧으며 평가 및 채점이 쉬워 

임상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실용성에 초점을 둔 치

매의 간이 선별검사 용도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난이도 범위

가 좁아서 인지장애가 경미하거나 매우 심한 경우에는 민감

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4]. 또한 본 연구에서는 

K-MMSE 점수로 인지기능 수준을 범주화하 기에, 점수의 

변화 폭이 크더라도 절단점(cut-off point) 내의 변화라면 범

주가 변경되지 않아 결과에 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동반질환은 진단여부로만 확인하 는데, 진단여부

와 실제 대상자의 이환상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지

기능 개선제 복용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아 변인으로 통제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경도인지장애노인의 

인지기능 변화 관련요인은 6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결과

를 이용하 기에 7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당시 변화된 특성

은 반 되지 못하 으므로 추후 변화된 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인지기능 변화 관련요인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경도

인지장애군과 인지기능 정상회귀군 및 치매진전군의 특성을 

비교하고 인지기능 정상회귀와 치매진전의 향요인을 함께 

파악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재가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종단적인 인지기능 변

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확인한 인지기능 정

상회귀와 치매진전의 향요인에 대한 중재방안을 모색하여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 회귀를 촉진하고 치매를 예방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연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결과 경도인지장애 노인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

지기능 정상회귀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고, 당뇨가 없고 이웃

교류 빈도가 높을 때 인지기능 정상회귀 발생 가능성이 높아

졌다.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IADL 의존성

이 증가할수록 치매진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참여모임 

수가 증가하면 치매진전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지역사회 재가 경

도인지장애 노인 중 상대적으로 전기 고령자에 해당하는 노인

에게 인지기능 변화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당뇨관리와 

적정한 이웃교류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지기능 개선을 도울 필

요가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해 주관적으로 낮게 인

식하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과 복지 혜택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계를 제공하고, IADL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

회적, 신체적 활동을 강화하며, 참여모임을 통해 사회적 교류

를 격려하여 치매로의 진전을 예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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