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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기능 수준을 파악하고 인기기능저하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인기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J시의 65세 이상 
노인 481명을 대상으로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및 우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 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Chi-square tes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40.1%가 인지기능저하를 보였으며 인지기능저하와 
관련된 요인은 교육수준(p<.001), 연령(p=.000), 우울 및 운동(p<.05)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운동이나 우울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육수준과 연령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이나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노인, 인지기능저하, 교육수준, 연령, 운동, 우울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look into the cognitive function of the elderly in community and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cognitive decline provide preliminary data so as to help develop a 
program to maintain and promote cognitive function. With 481 senior citizens aged over 65 in J. city,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September 1 through 7, 2011.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 Statistics V. 20. As a result of this study, 
40.1% of the subjects showed cognitive decline and the factors related to their cognitive decline turned out to 
be the level of education (p<.001), age (p=.000), depression and exercise (p<.05). Therefore, intervention 
programs on depression or exercise should be implemented intensively and in particular, various programs and 
educations should be provided considering individua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level of education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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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는

12.2%로써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

는 20% 이상을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상

되고 있다[1]. 고령사회 도래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 규모

도 2010년 GDP 비 3.6%에서 2030년에는 5.4%로 크게 

증가할 망이다[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

구 10만 명당 노인성 질환 치료 유병률은 2005년 비 

2010년 149.5% 증가하 고 특히 65세 이상 치매질환자는 

2005년 비 2010년 323.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3] 치매로 인한 의료이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2]. 

치매는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감퇴와 구별이 어렵

고 기단계에 인지기능의 하가 진 으로 진행되므

로 조기발견이 드물어 리가 쉽지 않다[4]. 그러므로 노

인의 인지기능 변화에 한 평가는 인지기능 하의 조기

발견과 진행의 지연을 해 요하다[5]. 노년기의 인지

기능 하는 치매의 험요인이며 그 정도는 개인에 따

라 다양하게 나타난다[6]. 

노인의 건강 문제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  문제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의 변화는 성공  노화[7]와 삶의 

질[8]에 향을 다고 알려져 있다. 인지기능 상태는 변

화할 수 있으며 치매노인을 상으로 용한 인지증진 

로그램은 인지기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증진시키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임을 보여주고 있다[9]. 최근 치매노인들 뿐만 아니라 

정상 노인들의 인지기능을 유지․증진하는데 심이 높

아지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 노인들을 상으로 

한 인지건강증진 로그램들도 차 시행되고 있다[8]. 

이러한 로그램들이 확 , 시행되기 해서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인지기능 상태에 한 사정  평가가 요구된

다. 

노인의 인지기능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

구사회학  요인으로 성별, 연령[10, 11], 교육수 , 동거

형태[10], 소득수 [12], 일상생활수행능력[11, 13]이 인지

기능 하와 련을 보 고, 건강 련 요인으로는 흡연

[11], 음주[10], 운동[11], 건강상태[10, 14], 치매 가족력

[10]이 제시되었으며, 심리학  요인으로는 우울[10, 13]

이나 사회  지지[13] 등이 향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그러나 지역사회 노인을 상으로 이들 향 요인들

을 통합 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지기

능 정도를 악하고 인지기능 하와 련된 요인들을 

악하고자 실시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지기능 정

도를 악하고 인지기능 하에 향하는 요인을 악함

으로써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한 재 로

그램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기능 수 을 악한다.

둘째, 지역사회 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 련 

특성  심리학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 수 을 

악한다.

셋째,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기능 하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기능 정도를 악

하고 인지기능 하에 향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한 서

술  조사연구이다.

3.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J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본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481명을 상

으로 하 다. 

3.3 연구 도구

3.3.1 인지기능

Folstein 등[15]이 개발한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를 Kwon과 Park[16]이 수정 보완한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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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emographic 

characteristi

cs

Sex
Male

Female

241(50.1)

240(49.9)

Age(yr)
65-74

75≤

250(52.0)

231(48.0)

Education
None/elementary

Middle/high/college

315(65.5)

166(34.5)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With offsprings/spouse

Alone

147(30.6)

334(69.4)

Occupation
Yes

No

112(23.3)

369(76.7)

간이 정신상태 검사인 인지기능평가 도구(MMSE-K)를 

사용하 다. MMSE-K는 시간  장소에 한 지남력, 

기억등록, 주의력  계산 능력, 기억 회상, 언어기능  

이해력  단 등 6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학인 

경우 지남력에 1 , 주의력  계산 능력에 2 , 언어기능

에 1 을 가산하여 보정하 다. 단, 역별로  만 이 되

는 경우에는 가산 을 주지 않았다. 수 범 는 0 에서 

30 까지이며 본 연구에서는 24  이상은 정상, 23  이

하는 인지기능 하로 구분하 다. 

3.3.2 수면양상

Snyder-Halpern와 Verran[17]이 개발한 도구를 Oh 

등[18]이 한국형 수면척도로 변형한 도구를 사용하 다. 

총 15문항으로 ‘항상 그 다’ 1 , ‘자주 그 다’ 2 , ‘가

끔 그 다’ 3 , ‘  그 지 않다’ 4 으로 측정하여 

수 범 는 15 에서 60 이며 수가 높을수록 잠을 잘 

자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  25%이내를 수

면양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 으며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 .88이었다. 

3.3.3 우울

Kee[19]의 한국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인 

GDSSF-K(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1문항을 제외한 14문항을 사용하 다. 문항은 ‘ ’ 1

, ‘아니오’ 2 으로 측정하여 수 범 는 14 에서 28

이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  25%이내를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

로 분류하 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이

었다. 

3.4 자료 수집 방법

J시 지역을 8개의 행정 구역 별로 나  후 그 구역 안

에 소재하는 동사무소, 자치센터, 노인정  노인 회 에

서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자료 수집을 하 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에 의해 사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

원 6인이 상자에게 직  설문지를 읽어주고 응답하도

록 한 후 연구보조원이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하

다. 총 506명을 조사하 고 이  자료로서 부 합한 

25부를 제외한 481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3.5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 20을 사용하

여 분석하 다. 상자의 특성, 인지기능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 고 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 수 은 χ2-test를 이용하 다. 인지기능

하 련 요인들을 악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 다.

4. 연구 결과

4.1 대상자의 특성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보면 상자 481명  남성

은 241명(50.1%), 여성은 240명(49.9%)이었으며 연령은 

65-74세가 250명(52.0%), 75세 이상이 231명(48.0%)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무학이나 졸이 315명(65.5%), 가

족구성원과의 동거여부는 독거인 경우가 334명(69.4%), 

직업은 없는 경우가 369명(76.7%)이었다. 건강 련 특성 

분포는 음주를 하지 않거나 가끔 하는 경우가 435명

(90.4%)으로 부분이며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가 385명

(80.0%), 운동을 주 3회 는 매일 하는 경우가 250명

(52.0%), 양호한 수면양상을 보인 경우가 367명(76.3%), 

건강상태가 그  그 거나 좋지 못하다가 270명(56.1%), 

재 아 거나 불편한 곳이 있어 약물을 복용 인 경우

가 393명(81.7%)이었다. 심리학  특성으로는 우울 정도

가 높은 경우가 118명(24.5%)이었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 (N=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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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Cognitive function

χ2 pNormal

n(%)

Decline

n(%)

Alcohol 

drinking

No/sometimes

Frequent

258(59.3)

30(65.2)

177(40.7)

16(34.8)
0.06 .095

Smoking
Yes

No

53(55.2)

235(61.0)

43(44.8)

150(39.0)
1.09 .053

Exercise

No/1-2 times/wk

3-4 times/wk/

everyday

116(50.2)

172(68.8)

115(49.8)

78(31.2) 17.26 .000

Sleep 

pattern

Good

Bad

229(62.4)

59(51.8)

138(37.6)

55(48.2)
4.10 .049

Health-related 

characteristi

cs

Alcohol 

drinking

No/sometimes

Frequent

435(90.4)

46(9.6)

Smoking
Yes

No

96(20.0)

385(80.0)

Exercise
No/1-2 times/wk

3-4 times/wk/everyday

231(48.0)

250(52.0)

Sleep pattern
Good

Bad

367(76.3)

114(23.7)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Moderate/poor

211(43.9)

270(56.1)

Drug use
Yes

No

393(81.7)

88(18.3)

Psychological  

characteristi

cs

Depression
High

Low

118(24.5)

363(75.5)

4.2 인지기능 수준

인지기능 수 을 24  이상은 정상, 23  이하는 인지

기능 하로 분류한 결과, 정상은 288명(59.9%), 인지기능

하를 보인 상자는 193명(40.1%)으로 나타났다. 상

자의 MMSE-K 평균 수는 정상군은 26.70 (표 편차 

1.80), 인지기능 하군은 20.73 (표 편차 2.64)으로 나

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 of cognitive function (N=481)
n(%) M(SD) Min-Max

Normal 288(59.9) 26.70(1.80) 24-30

Decline 193(40.1) 20.73(2.64) 7-23

4.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저하

상자  인지기능 하가 있는 경우는 여성이 48.3%

로 남성 32.0%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χ2=13.43, 

p<.001), 연령에 있어서 인지기능 하는 65-74세에서 

28.8%인데 비해 75세 이상이 52.4%로 유의하게 높았다

(χ2=27.79, p<.001).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고졸, 문

졸 이상인 경우 18.7%인데 비해 무학이나 졸인 경우

는 51.4%로 유의하게 높았다(χ2=48.54, p<.001). 한  배

우자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34.7%인데 비해 독거 

노인의 경우 52.4%로 인지기능 하가 높았으며(χ
2=13.24, p<.001), 직업이 없는 상자가 43.6%로 직업이 

있는 경우 29.6%에 비해 인지기능 하가 유의하게 높았

다(χ2=8.11, p<.01)(Table 3).   

<Table 3> Cognitive declin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Cognitive function

χ2 pNormal

n(%)

Decline

n(%)

Sex
Male

Female

164(68.0)

124(51.7)

77(32.0)

116(48.3)
13.43 .000

Age(yr)
65-74

75≤

178(71.2)

110(47.6)

72(28.8)

121(52.4)
27.79 .000

Education
None/elementary

Middle/high/college

153(48.6)

135(81.3)

162(51.4)

31(18.7)
48.54 .000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With offsprings/

spouse

Alone

218(65.3)

70(47.6)

116(34.7)

77(52.4)

13.24 .000

Occupation
Yes

No

80(71.4)

208(56.4)

32(28.6)

161(43.6)
8.11 .004

4.4 건강관련 특성 및 우울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운동을 주 3회 는 매일 하는 경우는 31.2%인데 비해 

주 1-2회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49.8%로 인지기능

하가 높았으며(χ2=17.26, p<.001), 수면양상은 좋은 경우 

37.6%보다 나쁜 경우가 48.2%로 높았으며(χ2=4.10, 

p=.049), 주  건강상태는 좋은 경우 33.2%보다 보통이

거나 나쁜 경우가 45.6%로  높았으며(χ2=6.31, p=.004),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는 28.4%인데 비해 복용 인 

경우가 42.7%로  높았다(χ2=6.15, p=.004). 그러나 음주, 

흡연 여부와 인지기능 하 간에 유의한 련은 보이지 

않았다. 한 우울 정도가 낮은 경우 35.0%보다 높은 경

우에서 55.9%로 인지기능 하가 유의하게 높았다(χ
2=16.26, p<.001)(Table 4). 

<Table 4> Cognitive decline by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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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health 

status

Good

Moderate/poor

141(66.8)

147(54.4)

70(33.2)

123(45.6)
6.31 .004

Drug use
Yes

No

225(57.3)

63(71.6)

168(42.7)

25(28.4)
6.15 .004

Depression
High

Low

52(44.1)

236(65.0)

66(55.9)

127(35.0)
16.26 .000

4.5 인지기능저하 영향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지기능 하의 

험도는 65-74세에 비해 75세 이상에서 2.01배 높았으며( 

p=.001), 졸 이상인 군에 비해 무학이나 졸인 경우 

3.26배(p<.001) 높았다. 한 매일 는 주 3회 이상 운동

을 하는 군에 비해 주 1-2회 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1.71배 높았으며(p=.012), 우울 정도가 낮은 군에 비해 높

은 군이 1.86배(p=.019) 높았다. 그러나 성별, 독거, 직업, 

수면, 건강상태, 약물 복용은 통계 으로 유의한 향 요

인으로 제시되지 않았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ognitive decline 
from logistic regression 
Factors OR 95% CI p

Gender (Female = 1) 1.27 0.81-1.99 .300

Age (≥75 yr = 1) 2.01 1.32-3.08 .001

Education (None/elementary = 1) 3.26 1.97-5.38 <.001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Alone = 1)
1.29 0.81-2.06 .283

Occupation (No = 1) 1.31 0.77-2.25 .318

Exercise (No/1-2 times/wk = 1) 1.71 1.13-2.60 .012

Sleep pattern (Bad = 1) 1.08 0.65-1.80 .761

 Perceived health status 

(Moderate/poor = 1)
0.87 0.55-1.38 .556

Drug use (Yes = 1) 1.18 0.66-2.12 .579

Depression (High = 1) 1.86 1.11-3.11 .019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5. 논의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노인의 40.1%가 인지기능 하

를 나타내었다. 이는 재가노인을 상으로 본 연구와 같

은 도구인 MMSE-K를 이용하여 인지기능을 측정하고 

같은 단 인 23  이하를 인지기능장애로 분류한 

Kim[10]의 43.5%, Won과 Kim[20]의 37.3%와 비슷한 정

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인구학  특성  교육수 , 연령은 노인

의 인지기능 하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었다. 

Kim[10]의 연구에서도 교육수 이 인지기능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Lee 등[21]은 

Women's Health Study에 참여한 66세 이상 여성 의료 

종사자 5,573명을 2년 후 조사한 결과 교육수 이 높을수

록 인지기능 하의 험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하

다. 연령 한 교육수 에 이어 요한 요인임을 

Kim[10], Won과 Kim[20]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Kim[10]의 연구에서 인지기능장애의 험도는 남성

에 비해 여성이 2.3배 높게 나타났다. Lee와 Kahng[11]의 

연구에서 인지기능에 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를 살펴보면 같은 연령 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인지기

능이 낮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에서 더 격히 인지

기능이 하하여 연령과 독립 으로 성별이 인지기능의 

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Back[22]의 

연구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에서 기 인지기능 수가 낮

고, 인지기능 감소가 더 많았다고 보고하 다. 한 의사

결정나무분석 모형을 이용한 인지기능 하 측인자에

서도 성별은 주요 측인자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성별은 인지기능 하의 험요인으로 나타나지

는 않았는데 Cho 등[23]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인지기

능장애의 유병율이 2배 이상 높았지만 이는 여성의 수명

이 남성에 비해 길어 이환될 험도 높아지고 교육수

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하 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성별 차이가 찰되지 않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

치하 다.   

가족과의 동거 여부, 직업 요인은 인지기능 하에 유

의한 련을 나타내지 않았다. Kim[10]의 연구에서도 독

거생활이 인지기능장애의 험인자는 아닌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 다. Choi[24]는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군보다 인지기

능의 수가 높았다고 하 으나 평균의 차이 검증만 시

행되어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 주 3회 이상의 규칙 인 운동은 인지기능

하의 험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운동은 신

경 양성인자인 뇌유래신경 향인자(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NDF)의 발 을 증가시키고 뇌 내 

인슐린양성장인자-Ⅰ(insulin-like growth factor-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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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F-Ⅰ)의 흡수율을 증가시켜 인지기능을 포함한 뇌 기

능에 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26]. 

Lee와 Lee[27]는 65세 이상 여성노인 14명을 상으로 

12주간 복합운동을 실시한 결과 BDNF  IGF-Ⅰ의 수

치가 운동군에서 통제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인

지기능 한 운동군에서 사 에 비해 사후에 유의하게 

증가하 음을 보고하 다.  

Kim[10], Won과 Kim[12]의 연구에 의하면 수면 시간

에 따른 인지기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수면 측정도구와는 다르지만 Cho[28]의 연구

에 의하면 지역사회 노인 174명을 상으로 불면증군(26

명)과 조군(148명)으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불면증

군에서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MMSE-K 수가 낮았

으며 나이, 성별, 우울 정도를 보정하기 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아 수면양상이 

인기지능 하와 련이 없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다.

Joo와 Kim[14]은 건강상태가 인지기능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며 자신이 매우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상자의 

인지기능이 가장 높았다고 하 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

에서 건강상태는 인지기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연구에 따라 건강상태에 한 

상  기 이 다르다는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인지기능 하에 향하는 변인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14]와 맥락을 같이 한

다. Kwon 등[5]은 인지장애를 경험하는 노인에게는 우울

이 동반되기 쉽다고 하 으며 Won과 Kim[20]은 인지기

능이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므로 인지기능의 

장애가 래될 경우 우울에 한 리에 더 많은 심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이들 결과와는 상반되게 Kim 등

[29]은 도시와 농 지역 노인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그룹 모두에서 우울은 인

지기능 상태에 향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인지기능과 

우울 간의 계를 좀 더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지

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을 상으로 인지기능을 

악하고 인지기능 하에 향하는 요인을 악함으로써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한 재 로그램을 개발

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  조사연

구이다. J시의 65세 이상 노인 481명을 상으로 

MMSE-K를 이용하여 인지기능 수 을 측정하 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인지기능 하에 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 다. 본 연구 결과, 상자의 40.1%가 인

지기능 하를 보 으며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기능 하

와 련된 주요 요인은 교육수 , 연령, 우울  운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운동이나 우울에 한 재

를 포함한 로그램을 집 으로 실시하거나 노인들의 

신체․정신건강 리  증진뿐만 아니라 성공 인 노화

를 한 책으로 지역사회 심의 인지기능 하 방 

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는 것이 실하다. 특히 교육수

과 연령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로그램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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