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체 인구에

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노인인구비율이 2016년

13.3%에서 2040년에는 32.3%로 두 배 이상 증가할 망

이다[1]. 2017년에발표된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노인인구

증가 사회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독거노인 수가 증

하고 있으며 독거노인가구수는 체 고령자 가구

33.5%를 차지하 다[2]. 독거노인은 가족, 친구, 이웃 등

사회 계망과의 교류가 단 되고 사회 역할상실에

따른 외로움과고립감이 매우 높은편이며 사별, 이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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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독거노인은비독거노인에 비하

여 우울증상을 두 배 이상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3,4]. 특히, 사회활동이 떨어지는 독거노인은 비교

단순한 생활패턴으로 인하여 부부나 자녀동거노인 집단

에 비하여 인지기능이 하될 수 있으며[5], 고령자에게

서 나타나는 우울증의 발병은 치매의 첫 징후로 의심할

수 있다[6].

최근에는 노인인구가 속히 증가함에 따라 치매 유

병률 증가, 치매 환자의 돌 과 리방안이 국가와 지역

사회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7], 치매 험을 사

에 악하고 조 하기 한 방안으로 치매 험인자

리의 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8]. 선행연구에서는

고령, 여성, APOE 유 자, 고 압, 고콜 스테롤, 도

지질단백질 등의 만성질환 보유, 흡연과 음주, 우울증 등

이 치매의 험을 높일 수 있는 험인자임을 보고하

으며[9], 이러한 험인자는 주로 87세 이 의 치매환자

에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치매는 개인이 조 가능 한 인자와 불가능한 인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

하 을 때, 장기 인 차원에서 치매 험 감소에 을

맞추고 조 가능한 험 요소에 한 근거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두뇌 건강을 진, 치매를 방할 수 있는 로

그램 개발에 한 정책과 투자가 이 져야 한다[11,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 고 험 리 상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의 치매 방을 한 치료 재 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

거노인의 인지기능 하에 향을 미치는치매 험인자

를 알아보고자 하 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K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의 연구승인

(KYU-2018-047-01)을 받아 진행하 으며 독거노인의

치매 험 보유 유무가 인지기능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 지를 알아보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

시에는 상자의 일반 특성 치매 험인자를 악

하기 하여 일 일 면 방식으로 간이설문지를 작성하

고 상자의 우울상태 인지기능 수 을 알아보기

하여 표 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 다.

2.2 연 대상 

상자 선정기 은 만 65세 이상인 자, 배우자와의 이

별 는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생활하는 자, 설문을

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비교 간단한문장을 읽고 쓰

기가 가능한 자를 상으로 하 다. 상자의 수는

G*Power 3.1.9.2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한 표본 수는

143명이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명을 상으로 조사를

진행하 다. 최 에 할당된 상인원은 노인복지 과 보

건소를 이용하고있는 독거노인 150명이었으나 선정기

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3명, 도 거부 4명을 제외한 143

명이 연구에 최종 참여하 다.

2.3 연 도

2.3.1 적 특   치매 험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치매 험인자를 악하기

하여 구조화된 설문방식을 사용하 다. 설문지는 치매

험인자에 한 이찬녕과 박건우(2012)의 선행연구[9]

를 바탕으로 연구자 2인의 회의를 걸쳐 총 8개의 문항으

로 구성하 다. 설문지 문항은 상자의 성별, 나이, 학

력, 만성질환유무, 1일운동량, 여가활동 참여 유무, 흡연

유무, 음주 유무를 체크할 수 있도록 명목척도 형식으로

구성하 다.

2.3.2 한  노 우울척도(GDS-K)

GDS-K는노인의우울증상을 측정하기 해 Yesavage

등(1983)이[13] 개발한 도구를 Jung 등(1997)이[14] 한국

형으로 번안하 다. 노인의 우울감을 반 으로 악하

기 하여 노인의 정서, 사고, 신체, 인지, 사회 심등

의 5가지 요인을 평가문항에 골고루 반 하 다. 간단한

설문을 통해 평가를진행할 수있으며 평가는 ‘ /아니오’

로 응답하는 이분 척도 문항 30개로 구성되어있다. 총

이 높을수록 우울증세가 심함을 의미하며 최 단 수

는 16 ,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8이다[14,15].

2.3.3 치매 별용 간 정신상태검사(MMSE-DS)

MMSE-DS[16]는 단일화된 치매선별 검사 표 화

된 지침을 제시하기 한 목 으로 한 개발한 한국

MMSE[17] 도구이다. MMSE-KC와 K-MMSE의 세부

항목들을 이용하여개발하 으며 성별, 연령, 교육년수에

따라 단 을 나 는 기 을 제시하 다. 지남력 10 ,

기억등록 3 , 주의집 력 5 , 기억회상 3 , 언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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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기, 따라말하기, 명령실행) 6 , 구성능력 1 , 이

해 단 2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범 는 0-30

이다. 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정상수 임을 의미하

며 평가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2, r=0.93이다

[16].

2.4 료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4.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일반 특성과 치매

험인자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량을 이용해평균과 표

편차를 제시하 고 독립변인에 따른 인지기능의 차이

를 t-test, ANOVA, 사후검정은 Dunnett T3로 검증하

다. 치매 험요인과 인지기능 수 사이의 연 성을 알

아보기 해 상 분석과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통계학 유의수 은 양측검정에서 α= .05로 설

정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적  특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79%로 남성보다 많았고 평균연령은 78.24세, 학

력은 학교 졸업 29.4%, 고등학교 이상 29.4%로 동일하

고 나머지는 무학 28.7%, 졸 12.6% 순이었다. 만성질

환을 지니고 있는 상자가 63.6%, 1일 운동량은 1시간

이내 53.8%,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25.9%, 1시간 이상

20.3% 순이었다. 여가활동은 72%가 실시하고 있었으며

비흡연자는 94.4%, 비음주자가 81.1%로 나타났다.

3.2 치매 험 에 따  지기능 수  차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치매 험요인은 Lee와

Park(2012)[9]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여성, 75세 이상의

고령, 낮은 학력, 만성질환 보유, 운동량, 여가활동 참여,

흡연과 음주 유무, 우울상태로 정의하 으며 치매 험

요인에 따른 인지기능 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인지기능 수 은 치매 험요인 성별(t=-3.14, p<.01),

연령(t=4.16, p<.001), 학력(F=30.21, p<.001), 1일 운동량

(F=13.74, p<.001), 여가활동 참여유무(t=-2.58, p<.05),

흡연 유무(t=2.11, p<.05), 우울상태(t=3.70, p<.001)에 따

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반면 만성질환 유

무, 음주 유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각 변수를

명목척도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

별은 여성의 인지기능이 남성보다 더 높았고, 연령은 65

세부터 74세 이하가 75세 이상에 비해 인지기능이 더 높

았다. 학력은 고졸 이상, 졸, 졸, 무학 순으로 인지기

능이 높게 나타났다. 1일운동량에서는일 1시간 이상, 일

1시간 이내,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순으로 인지기능이

높게 나타났다. 비흡연, 우울상태(GDS-K) 수가 15

이하인 경우가 인지기능이 더 높게 나타났다.

3.3 치매 험  지기능수  간  계

치매 험인자와 인지기수 의 상 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인지기능 수 과 학력(r=.622,

p<.001)은정 상 계를보 으며연령(r=-.335, p<.001),

우울상태(r=-.310, p<.001), 성별(r=-.233, p<.01)은 부

상 계를 보 다. 결과 으로 독거노인은 학력이 높은

경우, 75세 이하의 연령인 경우, 우울상태가 낮은 경우,

남성인 경우에 인지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독거노  지기능 수 에 향  미치는 

지역사회 거주 독거노인의 인지기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치매 험인자와 우울 상태의 명

목변수를 더미 처리한 이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3>.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 10 미만으로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Durbin-Watson 값이 1에서 3 사이의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을 충족하 으며 본 회귀모형은 약 49.6%

의 설명력을 보 다(p<.001). 학력 무학(p<.001)이 인

지기능 수 에 가장 높은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

으며, 학력 졸(p<.001), 75세 기 연령(p<.01), 우울

상태(p<.01), 흡연 유무(p<.05), 여가활동 참여(p<.05),

성별(p<.05) 순으로 인지기능 수 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학력은 무학

(B=-4.729, p<.001) 는 졸(B=-3.914, p<.001)인 경우,

연령은 75세 이상(B=-2.020, p<.01)인 경우, 우울한 상태

(B=-1.609, p<.01)인 경우, 흡연(B=-2.668, p<.05)을 하는

경우, 여가활동 참여(B=1.379, p<.05)를 하지 않는 경우,

성별이 여성(B=1.386, p<.05)인 경우일수록 독거노인의

인지기능 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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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gnitive function level according to risk factors of dementia
(N=143)

Variables Category n(%) Average
MMSE-DS

Mean± SD t or F(P)

Gender
Male 30(21.0) 25.60(3.68)

-3.14**

Female 113(79.0) 23.12(4.39)

Age
65～74 40(28.0) 78.24

(67-95)

25.65(3.18)
4.16***

〉75 103(72.0) 22.85(4.52)

Education

No education 41(28.7)a 20.15(4.35)a

30.21***

(a=b)<(c=d)

Elementary school 18(12.6)b 21.17(3.95)b

Middle school 42(29.4)c 25.07(3.15)c

〉High school 42(29.4)d 26.67(2.16)d

Chronic disease
Yes 91(63.6) 23.93(4.37)

-1.08
No 52(36.4) 23.12(4.33)

Exercise per

day(hour)

No 37(25.9)a 22.54(4.62)a

13.74***

(a=b)<c
< 1 77(53.8)b 23.23(4.53)b

〉1 29(20.3)c 26.10(2.20)c

Leisure(include

hobbies)

Yes 103(72.0) 24.21(4.12)
-2.58*

No 40(28.0) 22.15(4.66)

Smoking
Yes 8(5.6) 20.50(4.14)

2.11*

No 135(94.4) 23.82(4.32)

Drinking
Yes 27(18.9) 22.81(5.11)

1.08
No 116(81.1) 23.83(4.17)

Depressive status

(GDS-K score)

0-15 86(40.1) 13.77

(0-30)

24.73(3.79)
3.70***

< 16 57(59.9) 21.98(4.67)

*<.05, **p<.01, ***p<.001

Table 2. Relation between dementia risk factor and cognitive function                               
(N=143)

Factor
(1) (2) (3) (4) (5) (6) (7) (8) (9) (10)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1) 1

(2) -.077 1

(3) -.235** -.259** 1

(4) .110 .112 .048 1

(5) -.048 .124 -.022 .042 1

(6) -.161 .124 -.031 .112 -.096 1

(7) .059 .118 .074 .002 -.033 .021 1

(8) .275** -.031 -.029 -.100 .027 .063 .010 1

(9) .176* -.025 -.268** -.041 -.023 .131 -.064 .071 1

(10) -.233** -.335*** .622*** .091 -.018 .034 .141 -.009 -.310*** 1

*p<.05, **p<.01, ***p<.001

(1) Gender (2) Age (3) Education (4) Chronic disease (5) Exercise per day (6) Leisure(include hobbies) (7) Smoking (8) Drinking (9) 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Rating Scale (10)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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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affecting the cognitive function level of the elderly living alone                     
(N=143)

Variable
Cognitive function

B SE β t p

Dummy_Education_No education -4.729 .638 -.492 -7.409 <.001

Dummy_Education_Elementary school -3.914 .847 -.299 -4.624 <.001

Dummy_Age -2.020 .602 -.208 -3.356 <.01

Dummy_Depressive status -1.609 .594 -.181 -2.710 <.01

Dummy_Smoking -2.668 1.182 -.141 -2.258 <.05

Dummy_Leisure(include hobbies) 1.379 .618 .142 2.233 <.05

Dummy_Gender 1.386 .678 .130 2.044 <.05

VIF= 1.044～1.179, Durbin-Watson= 1.211, R2= .496, Adj R2= .470, F= 191.648, p<.001

4.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독거노인의 치매 험인자

보유 정도를 확인하여 치매 험인자가독거노인의 인지

기능 하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

에 참여한 독거노인의 인지기능 수 은 일반 특성

치매 험요인 성별, 연령, 학력, 1일 운동량, 여가활

동, 흡연, 우울상태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독거노인 집단과 독거노

인 집단의 인지기능 비교한 연구에서 독거노인 집단의

인지기능 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고령, 학력, 도

구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은 친구만남 횟수, 규칙

이지 않은 신체운동이라고 보고한 연구[18]와 연 성을

보 다. 반면 피어슨 상 계 분석결과에서는 치매

험요인 통계 차이를 보인 모든 변인이 인지기능

수와 높은 상 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인지기능 평균

수에 차이를 보 던 변인 학력, 연령, 우울상태, 성

별 순으로 유의한상 계를 보 으나 1일 운동량, 여가

활동, 흡연은 인지기능과 유의한 상 계 요인으로 작

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연구의 체 상

으로 악된 인지기능 하 요인들이 단순 집단 비교

상 분석 외에도 보다 다양한 향 요인에 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 치매 험인자와 인지기능 간의

명확한 원인 계를 밝힐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행된 연구결과와의 비교 고찰 한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독

거노인을 상으로 치매 험인자와 인지기능사이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

을 추가 으로 실시하 고 무학, 졸 이하의 학력, 연령,

우울상태, 흡연, 여가활동, 성별을 포함한 7가지 항목이

독거노인의 인지기능 수 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

을 확인하 다.

학력수 과 나이는 독거노인의 인지기능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학력과 나이가 노인,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하에 요

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하 을 때 독거노인의

인지기능 하를 고려할 수 있는 주요 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19-20]. 이에 같은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고령

일수록 치매 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75세이상의 독거노

인을 집 리하여 치매 방을 실시하는 것이 요하며,

고령으로 다가가기 이 부터 극 인 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우울상태는 독거노인을 연구한 많은 선

행연구에서 치매 는 인지기능 하에 향을 수 있

는 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지기능과 우울감은

반비례하게 작용하 음을 보고하 다[21-22]. 본 연구에

서는 GDS-K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의 단 인 16 이

상의 상자가 16 이하인 경우보다 인지기능이 더 낮

음을 확인하 다. 선행연구에서는 512명의 독거노인

체 상자의 25%가 우울증상이 있다고 보고하 으며

이러한 우울증상이 인지기능에 향을 수 있는 험

도가 1.76배 이상임을 보고하 다[23]. 일반노인과 독거

노인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이 우울증을 더 많이

겪고 있음을 보고하 으며 치매 방을 하여 우울상태

에 한 재가 필요함을 강조하 다[18,24]. 흡연은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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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인자 에서 조 이 가능한 험요인으로분류할 수

있다[9]. 본 연구에서는 음주보다 흡연을 하는 것이 인지

기능에 더 험한 요인임을 확인하 으며이러한 연구결

과는 흡연이 치매 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보

고한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 다[10,25]. 여가활동 참여는

인지기능을 자극할 수 있으며 치매 인지장애의 험

에 기여할 수 있는 요한 활동이다[15]. 선행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이 노인의 인지기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여가활동을 계

획하여야 함을 보고하 다[26].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상자의인지기능이 여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상자의인지기능보다 높

음을 확인하여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인지기능에

부정 인 향 요인임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독

거노인의 인지건강 치매 방을 하여여가활동을

극 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인세 의 인지건강 치매

방에 매우 효과 일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여가활

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정보공유, 교육, 연계, 지원방안 등

의 실 인 지원책이 마련이 필요성을 시사한다. 성별

한 독거노인의 인지기능 하에 향을 수 있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여성 노인일수록

최종학력이 낮거나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등

의 다양한 련 변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27].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단순히 성별이 인지

기능에 차이를 보이는 지를 연구하기 하여 다양한 변

인 상 성이 높게 분석된 교육수 을 통제하 고, 교

육수 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성별이 인지기능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 다[28]. 그러나 여성이 폐

경기 이후의 뇌세포 변화로 인해 치매의 험도가 높아

질 수 있다는 부분의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때, 독거노

인의 인지기능 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으며 인지

기능 하로 인한 치매발병 험에 요한 요인으로

단할 수 있다[9,23].

치매 험인자 보유 상태에 따라 인지기능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의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치매

험요인에 한 리 개선이 이 지지 않을 경우에

는 인지기능 하 치매발병에 한 험에 지속 으

로 노출될 수있다고 단할 수 있다. 독거노인은 사회활

동 횟수가 일반 인 노인에 비하여 은 편이기 때문에

신체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만 혼자서장기간 생활함으로

써 겪게 되는 정서 , 인지 자극이 결여될 수 있다[29].

최근에는 7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을 치매 고 험군

으로 분류하면서 독거노인의 인지건강을 하게 리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령화에 진입한 해외 주요국들은 노인복지를 한

경제활동, 의료혜택, 노인보호, 건강보장, 교육지원, 주거

보장, 여가활동, 사회참여 서비스, 요양보험 등의 다양한

어 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리하고 있다[30]. 재

우리나라는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인하여 독거노인 가구

발생에 한 심각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사회 으로나 학

문 으로 노인문제에 한 심 한 고조되고 있는 실

정이다[31-32]. 그러나 국내 독거노인 사업은 기본 인

생활 보장, 사회복지 주의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기 때

문에 독거노인의 인지건강을 리하고 치매 험인자를

사 에 리할 수 있는 보건서비스 지원체계에 한 논

의가 필요하다. 상황에서 독거노인을 상으로 치매

방 략을 마련하기 해서는 인지기능에 부정 인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여 인지건강에 도움을 수 있

는 생활습 의 변화와 다각 인 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33-34].

본 연구에서는 치매 고 험군인 독거노인의 일반

특성 인지기능 수 에 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요 치매 험인자를 확인하 고 독거노인 집단의 치매

방 인지기반 재방안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

다는 에서 연구 의의를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가 노

인복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독거노인 일부를

상으로 하 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체 독

거노인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연구 제한 이 존

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상자 모집을 확

하고 치매 험요인으로 제시한 변인 에서 여가활동

참여율, 여가활동의 유형, 연령 의 세분화, 흡연횟수

기간, 운동 형태에 한 변수를 보다 구체 으로 제시하

여 치매 험인자와 인지기능의 차이를 면 하게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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