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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연구는 노인의 인지기능과 보행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노인의 보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아 추후 보행능력에 따른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조기발견 할 수 있는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2019년 3월 15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군산 보건소 및 군산시 부향 하나로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
한 노인 12명을 대상으로 MMSE-DS(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 Dementia Screening)를 이용하
여 인지기능 평가를 진행하였고, GMWT(Groningen Meander Walking Test)를 이용하여 보행평가를
진행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Windo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지기능과 보행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과 보행능력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의 U Test와 Kruskal-Wallis H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 인지기능과 보행능력 요인 간 상관관계는 없었고 보행 시 변수요인 간 출발시간, 도착
시간, 시간 합만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인지기능과 보행능력간의 상관관계는 없었지만 인지기능이 저하되더라도 신체기능이 좋은 경우 보
행 능력이 유지되므로 노인에서 지속적인 신체활동과 하지근력 강화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주제어

경도인지장애, 노인, 보행, 치매

이 연구는 2019학년 호원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Chong, Bok-Hee(idnabi@empas.com/Dept. of Occupational Therapy, Howon University)
접수일 : 2019년 12월 5일 ∥ 심사일 : 2019년 12월 16일 ∥ 게재승인일 : 2019년 12월 17일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76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9%를 차지하면서 고령사

매는 점진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기억력 장애와 집
중력, 언어장애가 동반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을
비롯한 정신적 증상과 배회, 일몰 증후군 등과 같은 증상
들을 보인다(Savva et al., 2009).

회로 진입함과 함께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유병률이 점차

치매를 앓고 있는 당사자들은 치매의 증상에 대한 두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Yang, 2016). 그로

려움과 질병이라기보다는 노화의 과정에 자연스럽게 나

인해 질병에 대한 재정적 비용의 부담이 치매환자와 가족

타나는 현상으로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조기진

그리고 국가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Kim & Seo, 2017).

단의 기회를 놓치기 쉬워 경도인지장애를 포함한 치매의

노인성 질환에는 우울증, 섬망, 감정 및 행동장애, 치

조기발견은 개인과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다양한
신경계 질환이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2004). 이중 치

(Park & Kim, 2018).
최근 연구에 의하면 노인에서 인지기능과 관련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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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통해서 치매 조기발견을 보고하였는데(Park, 2017),

이용하여 개발 되었고 학력, 연령, 성별 기준에 따른 표준

보행 장애는 노인들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정상 점수가 제시되며(Table 1), Chornbach alpha는 0.806

나이에 비해 느리게 보행을 하거나 보행을 시작할 때 균

(김기웅, 2009)이다. Table 1에 제시된 점수 이하일 경우

형 잡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동하는데 있어 이상이 있는

인지기능의 저하가 의심되며 정상 규준 점수에 비해 저하

경우를 말한다(Jahn et al., 2010).

된 경우 치매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조지현, 2017).

효과적인 보행을 위해서는 몸 중심에서 5cm 내의 수평
과 수직 왕복운동을 해야 하며, 체중을 부드럽고, 율동적
인 모양으로 이동함으로써 안정된 보행을 할 수 있다
(Kim et al., 2001).

Table 1. MMSE-DS Norms
Education

0-3

4-6

7-12

over 13

Age

F

M

F

M

F

M

F

M

보행은 운동과 감각, 신경인지 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60-59

19

20

23

24

25

25

26

26

말초 및 중추신경계와 관련한 복잡한 과정으로 (Han,

70-74

18

21

21

23

25

25

26

26

2013), 보행의 안정성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중요

75-79

17

20

21

22

24

25

26

25

over 80

16

18

20

22

24

24

27

25

한 요인 중 하나이다(Lee & Pakr,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지기능과 보행과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 보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
보아 추후 보행능력에 따른 경도인지장애나 치매를 조기발
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그로닌제 미엔더 워킹테스트(Groningen Meander
Walking Test: GMWT)
GMWT(Bossers et al., 2014)는 길이 4.96m, 너비 15㎝
그리고 4개의 커브로 되어 있는 선을 따라 걷게 하는 검

Ⅱ.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3월 15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매
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사이 군산시 부향 하나로 아파트
경로당 및 군산 보건소를 이용한 노인으로 본 연구의 목
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1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자의 지시를 따를 수 있고,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의
사소통이 가능하며 보조도구와 외부도움 없이 독립적 보
행이 가능한 자로 본 연구를 위하여 군산시 보건소 치매
센터 작업치료사 2인, 작업치료학과 교수 1인, 작업치료
전공 학생 6인의 협조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도구
1)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 Dementia
Screening(MMSE-DS)
MMSE-DS는 치매 선별용 간이정신상태 검사로 원점
수 최저는 0점, 최고 30점으로 하위영역은 총 19문항이
다. MMSE-DS는 MMSE-K와 K-MMSE의 세부 항목을

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GMWT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보
행 시 소요 되는 시간과(GMWT Sec) 커브 선에서 벗어난
걸음 수(GMWT error steps)를 측정하였다. 보행시간으로
는 출발선에서 부터 반환점으로 되돌아오는 시간을 기록
하였고(Lee & Park, 2017) 벗어난 걸음은 GMWT의 커브
검정선을 기준으로 발 치수의 절반 이상이 벗어나는 경우
로 본 연구에서 정의 하였다. 시각적 장애와 전정기관의
문제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대상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
하였다(Figure 1, Figure 2). 이 검사의 신뢰도는 .89이다.

3. 연구절차
대상자의 기본적 평가와 인지기능을 평가한 후 보행
평가를 위해 순번을 정하여 GMWT를 실시하였다(Bossers
et al., 2014). GMWT 시작 전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공학생의 시범을 보여 출발점과 도착점, 돌아오는 과정
을 설명하였고 평가가 시작되면 대상자가 S자로 그려진
선위를 벗어나지 않고 따라 걷게 하고 갔다가(출발한 시
간) 돌아오는 시간(도착한시 간)과 걸을 때 선위를 벗어나
는 걸음 수를 측정하였다. GMWT는 대상자의 시각적 인
식을 쉽게 하기 위해 하얀 천위에 검정색으로 S자를 인쇄
하였으며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천을 고정하였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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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
General Characteristics
Figure 1. Groningen Meander Walking Test(GMWT)

Male

7(58.3)

Female

5(41.7)

60s

2(16.7)

70s

5(41.7)

80s

4(33.3)

90s

1(8.3)

Elementary school

1(8.3)

Middle school

4(33.3)

High school

5(41.7)

College graduate

2(16.7)

Musculoskeletal

3(25.0)

Endocrine

5(41.7)

None

4(33.3)

Gender

AGE

Level of
education

A current
disease

n%

Figure 2. GMWT Implementation Photograpy

2. 대상자의 인지기능과 보행능력
상자의 요청에 의해 양말은 착용한 상태로 진행 하였다.
대상자의 인지기능 MMSE-DS의 평균 점수는 23.24점
나타났으며 보행능력 평가인 GMWT의 평균 점수는 가

4. 통계방법

는데 시간 13.90초, 오는데 시간 13.48초, 시간 합 27.39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Window 18.0 프로그램을

초, 벗어난 걸음 수 6.41 걸음으로 나타났다(Table 3).

사용하였고, 통계분석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
였으며, 인지기능과 보행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Table 3. GMWT and Cognitive Function of Subject
(N=12, Seconds)
M±SD

인지기능과 보행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검정
인 Mann-Whitney의 U test와 Kruskal-Wallis H test를 실시

MMSE-DS

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GMWT

Ⅲ.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24 ± 5.10

start time

13.90 ± 7.62

arrival time

13.48 ± 8.62

sum

27.39 ± 16.00

gait error

6.41 ± 7.01

3. 인지기능과 GMWT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남자 7명, 여자 5명이

인지기능과 GMWT 간의 상관관계는 가는 시간과

참여하였다. 나이는 60대 2명, 70대 5명, 80대 4명, 90대 1명

MMSE-DS 요인 간(-.194), 오는 시간과 MMSE-DS 요인

이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1명, 중학교 졸업 4명, 고등학교

간(-.045), 시간 합과 MMSE-DS 요인 간(-.117), 벗어난

졸업 5명, 대학교 졸업 2명이며 주 병력은 근골격계 질환

걸음수와 MMSE-DS 요인 간(-.046)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

3명, 내분비계 질환 5명, 질병 없음이 4명이었다(Table 2).

지 않았고(p>.05), 오는 시간과 가는 시간의 요인 간(.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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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합과 가는 시간과(.983), 시간 합과 오는 시간 요인 간

타났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에는 통계적

(.987)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Table 4).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Table 5).

4.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

5.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행 시간

연령에 따른 인지기능은 60대는 25.00±7.07, 70대는

연령에 따른 GMWT 보행시간(출발시간+도착시간)은

20.80±3.70, 80대는 24.25±6.29, 90대는 28.00±.00이며,

60대는 39.70±38.60, 70대는 17.54±5.89, 80대는 30.75±8.77,

학력에 따른 인지기능은 초등학교 졸업은 20.00±.00, 중

90대는 38.60±.00이며, 질환에 따른 보행시간(출발시간+

학교 졸업은 21.75±5.12, 고등학교졸업은 23.60±6.26, 대

도착시간)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41.20±24.60,

학교 졸업은 27.00±1.41이고, 질환에 따른 인지기능은 근

내분비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25.48±10.49, 해당 없음은

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22.66±4.61, 내분비계 질환을

19.42±10.38 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진 사람은 26.60±3.50, 해당 없음은 19.50±5.19 으로 나

보행시간(출발시간+도착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and GMWT of subject
MMSE-DS
MMSE-DS

GMWT

(N=12)
GMWT

start

arrival

sum

error

1
Start

-.194

1

arrival

-.045

.941*

sum

-.117

*

.983

.987*

1

error

-.046

.118

.099

.147

1
1

*p<.05

Table 5. Cogni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 istics of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AGE

Level of education

A current disease
*p<.05

(N=12)

n

M±SD

Male

7

25.00±3.46

Female

5

20.80±6.37

60s

2

25.00±7.07

70s

5

20.80±3.70

80s

4

24.25±6.29

90s

1

28.00±.00

Elementary school

1

20.00±.00

Middle school

4

21.75±5.12

High school

5

23.60±6.26

College graduate

2

27.00±1.41

Musculoskeletal

3

22.66±4.61

Endocrine

5

26.60±3.50

None

4

19.50±5.19

Z/ 
-1.22

2.836

.627

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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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가 없었다(p>.05)(Table 6).
Table 6. GMW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
istics of subjects
(N=12, Seconds)

능과 보행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대상자의 일반적

General Characteristics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과 보행능력을 파악하여 노인의 경

Gender

AGE

A
current
disease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GMWT를 이용해 인지기

n

M±SD

Male

7

25.94±11.07

Female

5

29.42±22.62

60s

2

39.70±38.60

70s

5

17.54±5.89

80s

4

30.75±8.77

90s

1

38.60±.00

은 능력을 요구하며 곡선 보행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Musculoskeletal

3

41.20±24.60

때 낙상과 낙상 관련한 손상의 발생을 더욱 증가 시킨다

Endocrine

5

25.48±10.49

None

4

19.42±10.38

Z/ 
-.081

도 인지장애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였다. 일상생
활에서는 테이블 주변 걷기, 길에서의 방향전환과 같은
곡선 보행을 필요로 하며 곡선 보행능력이 갖추어 졌을

4.054

2.608

때 성공적인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Courtine & Schieppati,
2004). 이러한 곡선 보행능력은 직선 보행능력보다 더 많

(Segal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GMWT를 사용 하였다.

*p<.05

본 연구 GMWT 결과 인지기능과 보행능력 요인 간 상
관관계는 없었고 보행 시 변수요인 간 가는 시간, 오는

6.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오류 걸음 수

시간, 시간 합만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MMSE-DS 평가에서는 60대가 25점으로 인지기능

연령에 따른 오류 걸음 수는 60대는 4.00±5.65, 70대는

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보행시간(출발시간+도착시

4.60±4.61, 80대는 8.25±10.62, 90대는 13.00±.00이며, 근

간) 평가에서는 39.70초로 가장 느린 속도를 보였다. 이

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7.66±5.50, 내분비계 질환을

결과는 60대의 연령층에는 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

가진 사람은 7.80±10.03, 해당 없음은 3.75±3.40으로 나

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반면에 70대는

타났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오류 걸음 수에는 차

인지기능 평가에서 MMSE-DS 점수가 20점으로 가장 낮

이가 없었다(p>.05)(Table 7).

은 결과를 보였지만, 보행시간(출발시간+도착시간) 평가
에서 17.54초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이 결과에 따른
연구자의 견해는 인지기능에 저하가 있을지라도 평소에

Table 7. Error ste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 Seconds)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환경에서 보행과 이동이 지속

General Characteristics

적으로 이루어진 바 70대의 빠른 보행능력이 유지 되었을

Gender

AGE

n

M±SD

Male

7

7.85±8.64

Female

5

4.40±3.78

60s

2

4.00±5.65

70s

5

4.60±4.61

80s

4

8.25±10.62

90s

1

13.00±.00

오류걸음 수는 60대 4걸음, 70대 5걸음, 80대 8걸음,

3

7.66±5.50

90대 13걸음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행에 있어서

5

7.80±10.03

4

3.75±3.40

Musculoskeletal
A
current
Endocrine
disease
None
*p<.05

Z/ 
-.737

것으로 생각되며, 80대 보행시간은 30.75±8.77, 90대는
38.60±.00를 보였다. 90대의 경우 좋은 인지기능을 가지
고 있음에도 보행속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

2.284

1.053

로 보아 이 역시 보행속도의 감소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확성과 균형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나이가 들수록 지속적인 자세조절을 포함한 균형능
력의 훈련과 하지근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인지기능과 보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고 보행 시간과 벗어난 걸음 수에서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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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Lee와 Park(2017)은 보행과 인지기능과의 관련성 연구
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주간보호센터와 요양병원을 이

본 연구에서는 보행능력이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는지

용하는 치매노인 23명과 정상노인 60명을 대상으로 보행

알아보고, 추후 보행능력에 따른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평가를 4MWT(4미터 걷기)와 GMWT를 이용하여 평가

조기 발견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 결과 4MWT와 GMWT는 보행평가로 유용할 뿐 아니

그러나 보행능력은 인지기능과 상관이 없는 노화 관련한

라 치매 예측을 위한 평가 도구로 적절하다고 보고 하였

요인으로 생각 되며 노화가 진행 될수록 보행시간과 정확

다. 반면 본 연구에서 GMWT는 인지기능과 보행능력과

도는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Lee와 Park(2017)의 선행연구의 참

인의 정상 보행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

여한 대상자는 주간보호 센터와 요양병원에 소속된 대상

화에 관련한 인지기능과 보행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자로 이동의 제약이 있는 반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주 3

된다.

회 보건소 방문(1회 2시간)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군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자택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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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Functions and Ambulation in Elderly Individuals
at Local Public Health Center and Local Senior Citizen Community Center
Kang, Eun-Yeong*, Ph.D., S.T., Chong, Bok-Hee**, Ph.D., O.T.
*Dept.

of Speech & language Therapy, Howon University
of Occupational Therapy, Howon University

**Dept.

Objective :

This study observ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functions and ambulation in the elderly,
as well as the basic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ambulation capacit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se these observations to provide data that can be used in the early detection of dementia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s based on a patient’s ability to walk.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on a group of 12 elderly individuals at the Gunsan Public Health
Center and the Gunsan Buhyang-Hanaro Apartment Senior Citizen Community Center from
March 15, 2019 to March 31, 2019. Cognitive functions were assessed using the MMSE-DS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Dementia Screening) test, and ambulation was assessed using
the GMWT (Groningen Meander Walking Test). Data was organized using SPSS Window 18.0,
and the Pearson’s 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function and
ambulation. To determine differences in data due to individual factors, the nonparametric
Mann-Whitney U Test and the Kruskal-Wallis H test were conducted.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functions and ambulation. However, there was a correlation among different variables in ambulation, such as the time it took to go from point A to point B and, the time it took to come back
from point B to point A, and the total time it took to walk the set distance.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function and ambulation. However, the results do suggest that cognitive impairments do have an
impact, to some extent, on ambulation even when an individual is in positive physical condition.
This observation can be used to stress the importance of regular physical activity and building
lower body strength in elderly individuals.
Key Words : Dementia, Elderly, Gait, Mild cognitive impair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