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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연구는 작업치료 기반의 지역사회 중심재활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20명의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중재 시행자(작업치료학 전공자)를 모집하였다. 중재 시행자
연구방법 는 2인 1개조로 편성되어 연구 대상자 1인의 가정에 주 1∼2회 방문하여, 1회기에 1시간, 총 12회
기의 중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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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인지 평가(MoCA-K), 알렌 인지 수준 판별 검사(ACLS)상 중재전보다 중재후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향상하였다(p<0.05).
작업치료 기반의 지역사회 중심재활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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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ed; MCI)란 인지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기능의 저하가 관찰되지만, 일상생활능력의 저하가
동반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들

본 연구는 단일군 실험전-실험후 설계이다. 연구 대

은 연간 10∼15%가 치매로 이행되는데, 이는 65세 이

상자는 S시 소재 치매지원센터 1개 기관에서 경도인

상 정상 노인의 연간 치매 발생률인 1~2%보다 상당히

지장애(MCI) 진단을 받고 임상 치매 척도(CDR)상 0.5

높다(Petersen et al., 2001).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사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회 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

연구 대상자 모두 중재 기간에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는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군(경도인지장

다른 비약물적 처치를 받지 않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애군)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

거주하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는 모두 연구의 목적과

다(보건복지부,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정상 노인보

방법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다 치매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재활을 시행하여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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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도구

소를 훈련할 수 있는 인지훈련(cognitive training)수준
으로 기억력, 집중력, 시지각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중재 전 인지기능은 몬트리올 인지 평가(MoCA-K),
알렌 인지 수준 판별 검사(ACLS) 두 가지의 검사 도

작업치료 기반의 신체활동과 인지활동으로 구성된 워
크북을 제작하여 진행하였다.

구를 이용하여 사전검사를 시행하였다. 중재는 12회

지역사회 중심재활 중재 시행은 작업치료학 전공자

기의 작업치료 기반의 지역사회 중심재활을 시행하였

(중재 시행자)를 모집하였다. 2인 1개조를 편성하여

다. 중재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 도구로 사후검사

연구 대상자 1인의 가정에 주 1∼2회 방문하여, 1회기

를 시행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5년차 이상의

에 1시간, 총12회기의 중재를 시행하였다. 중재 시행

작업치료사 1인이 시행하였다.

자는 치매전문가인 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부터 8시간의 집체교육을 이수하였다. 이후 중재 시행

2-1. 몬트리올 인지평가 :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K)

MoCA-K는 MMSE 검사상 정상으로 판별되는 경도

자는 대표 연구자인 작업치료사를 통해 연구 대상자
가정 방문 전 1시간, 방문 후 1시간의 보수교육을 받
았다.

인지장애를 검진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단기 기
억, 시공간 능력, 수행력, 집중-작업 기억, 언어, 지남

4. 분석방법

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ee 등(2008)에 의해 국내에
서는 MoCA-K로 표준화 되어 있다. MoCA-K의 경도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sion 20.0을 사용하여 통

인지장애 절단점은 22/23이고, MoCA-K는 MMSE와

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 검정을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r=0.65). 각각의 항목을 보

시행하였고, 정규 분포함을 확인하여 대응표본 T 검정

면 경도인지장애를 감별하기 위해 MMSE보다 까다로

을 시행하여 인지기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그림 1).

운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MMSE와 비교하여 경도
인지장애 환자를 감별하는데 89%의 민감도와 84%의
특이도를 보인다.
2-2. 알렌 인지 수준 판별 검사 : Allen Cognitive
Level Scale (ACLS)

ACLS는 인지 장애 모델(Cognitive Disability Model)

연구 대상자 선정(n=20)
⇩
사전검사
인지기능(MoCA-K, ACLS)
⇩

을 반영하는 알렌 인지 수준(Allen cognitive Level)을

중재시행
주 1∼2회, 1회기 1시간, 총 12회기

바탕으로 개발된 인지 기능 평가 도구이다. ACLS는

⇩

감각운동 과제 (가죽 바느질)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환자의 지시 따르기, 문제 해결, 새로운 정보 학습 능

사후검사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 시행)

력을 판별할 수 있는 평가법이다. 평가를 통해 3.0∼

⇩

5.8점의 점수를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인지

결과 분석(n=17)

수준을 나타낸다. ACLS는 인지 기능 수준의 변화를

그림 1. 연구의 과정

알아볼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도구로 소개
되고 있다.

3. 중재방법

Ⅲ. 연구결과
총 20명의 연구 대상자 중 3명이 연구기간 중 입원,

지역사회 중심재활 중재 방법은 기초 인지기능 요

전출 등으로 탈락하여 17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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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년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재활을 시행하여 경도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남자

8명 (47.1%)

고, 효과적인 임상적 접근 방법과 보건정책 결정에 근

여자

9명 (52.9%)

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성별
나이(세)

75.12±5.61

학력(년)

7.53±2.18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현존하는 치매 약물로는 치매
예방이나 인지저하 증상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미미하
고,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같은 비약물적 치료 접근이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Teixeira

1. 몬트리올 인지 평가결과(MoCA-K)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나타내는 몬트리올 인지 평가(MoCA-K)와 통

몬트리올 인지 평가 결과 연구 대상자들은 사전검

합된 인지능력 사용을 나타내는 알렌 인지 수준 판별

사 17.94점에서 중재 이후 사후검사 평균 20.59점으로

검사(ACLS)의 검사 결과가 유의하게 증가된 점이 설

사전검사에 비하여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유의하게 증

명될 수 있다.

진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결과의 신경학적인 변화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근거로는 Ciarmiello(2015)의 연구가 있다. 이 연

표 2. 중재 전, 후 MoCA-K 변화

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단위 : 점)

(n=15)과 대조군(n=15)으로 나누어 실험군에게 세션당

사전검사

사후검사

t

45분간, 주 2회, 총 32세션의 인지훈련을 진행하였다.

17.94±1.09

20.59±1.37

-13.887***

포도당 대사를 측정하는 양전자 단층촬영(18F-FDG-

***p<0.001

PET)과 같은 영상학적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시행
하여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의 전전두엽, 상전두회,

2. 알렌 인지 수준 판별 검사결과(ACLS)

중전두회, 하전두회, 전대상회, 상측두회, 방추형회, 미
상핵에서 유의한 대사 변화를 확인하였다(Ciarmiello et

알렌 인지 수준 판별 검사 결과 연구 대상자들은

al., 2015).

사전검사 4.46레벨에서 중재 이후 사후검사에서 4.72

Rosen(2011)의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총 12

레벨로 통합된 인지 사용능력이 유의하게 증진된 것

명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험군에

으로 나타났다(p<0.05).

총 2,200분의 인지훈련을 진행하였다. 영상학적인 사
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촬
영을 시행하여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왼쪽 해마

표 3. 중재 전, 후 ACLS 변화
(단위 : 레벨)
사전검사

사후검사

t

4.46±0.35

4.72±0.35

-5.277***
***p<0.001

의 활동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Rosen
et al., 2011).
위 연구를 볼 때 인지활동은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게 신경학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종합하면 이와 같은 긍
정적인 신경학적 변화는 임상적으로 전반적 인지능력
과 통합적 인지 사용 능력의 유의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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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작업치료 기반의 지역사회 중심재
활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특정 1개 기관에 등록된 대상
자로만 연구가 이루어 진 점, 연구 대상자 수가 적은
점에서 모든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중재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일반화하기
에는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관련 기관에 등록
된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다수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재 이후 장기간에 걸친
추적검사를 시행하여 중재 효과가 지속되는 지에 대
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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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Services on Cognitive Function in
Elderly People with Mild Cognitive Impaired
- Focused Occupational Therapy Cho, Seung-Hyun*, Han, Kyung-Hye*
* Gangdong Center for Dementia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services on cognitive function in elderly people with mild cognitive impaired(MCI).

Methods :

Twenty patients with MCI were administered a cognitive training program. Allen cognitive
level screening(ACLS) were collect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Results :

The intervention is effective in cognitive performance.

Conclusion : The findings in the study showed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services was effect on cognitive function in elderly people with mild cognitive impaired(MCI).
Key Words : Cognitive training, Occupational therapy,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Mild cognitive impair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