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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gnitive Function Test of the Aged by MMSE

MyungSim Yun

Advisor:Prof.Kyung-RyeMoon,M.D.,Ph.D.

DepartmentofAlternativeMedicine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ChosunUniversity

Theresearchwasconductedwiththeurbanandruralpeoplewithalow income

aged65yearsandabove.Thestudy population of200wassurveyedbased on

MMSE-DSofKoreanCognitiveFunctionTest.

ThestudyparticipantslivinginNam-gu,Gwangjucityandtheruralarea,Naju

cityhaverecievedmedicalcareandtheyareinthesecondhighestsocioecomic

statusaged65andoverapprovedbyNationalHealthInsuranceCorporation,

Thestudypopulationofinterestispatientaged66yearsandaboveinthesecond

highestsocioeconomicgroupapproved by NationalHealth InsuranceCorporation

whohasreceivedmedicalcareandlivesinNamgu,GwangjuandNaju.

Thesurveywasperformedfrom 1
st
ofJune,2013to31

st
ofOctober,2013.The

Participantshavechronicorprogressivebraindiseaseduetothefunctionaldisorder

ofthe high partofcortex,Which plays the key role in memory,thinking,

orientation,understanding,calculation,learning,linguistic,and judgment.The

incidence and prevalence ofthese brain disease are related with region,sex,

education,age,and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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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DS Testisthemethodusmostusedmethodindementiamanagement

projectfrom thehealthcentersofallpartsofthecountrythroughtheMinistryof

HealthandWelfare,andthedataanalysishasbeentreatedbyIBM SPSSstatistics

21.0statisticalprogram.

ThecredibilityoftheresearchwasanalyzedbyCronbach’salphacoefficient.Here

istheresultofourresearch.CognitiveFunctionTestbasedonthedemographic

propertyshowedthatmenisfarsuperiortowomen.Theparticipantseducatedfor

7to12yearsgotthehighestscoreandtheparticipantseducatedlessthan3years

gotthelowest scoreCognitiveFunctionTest.

Astheageincreases,CognitiveFunctionTestscoredecreases.Thefarmershad

the lowest cognitive function test score, whereas office workers and the

self-employed had higherthan the other.On the otherhand,there was no

statisticallysignificantdistinctionbetweendifferentregionsinthesubordinatetest

result.

However,the subordinate testresults indicated a significantdifference among

orientation (t=2.306, p=0.023), attention concentration (t=6.457, p<0.001), and

linguisticfunction(t=2.167,p=0.032).Thesubordinatetestresultoneducationperiod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ttention concentration and calculation

(K=7.887,p=0.048),and memory retrieval(K=25.423,p<0.001).In addition,the

subordinatetestonthedifferentagesprovidednosignificantdifferenceamongall

subordinate items except attention concentration and calculation (K= 33.963,

p<0.001).

Inconclusion,theresultofCognitiveFunctionTestwasnotinfluencedbyregions

or occupations,however,sex,age,and educationalleveldisparity made the

significantdifferenceinthetest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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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배경

산업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활수 의 향상과 양섭취의 개선,의학기술의 발 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출생률은 하되고 있어 체 인구 노인인구가 차지하

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는 2010년 545만 명으로 체인구의 11%에 달하여 10명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년 2060년 http://kostat.go.k

r.백종환 2012.).노인의 비율은 차 증가하여 2030년에는 1,269만 명으로 24.3%에

달할 것이며 2060년에는 1,762만 명으로 40.1%로 10명 4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비

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85세 이상의 노인은 2010년에 37만 명인 0.7%에서 2

060년에는 448만 명으로 증가하여 10.2%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통계청

자료(2010)에 의하면 재의 기 수명은 남자77.2세 여자 84.1세이며 2060년에는 남자

86.6세 여자 90.3세에 도달할 것이다(홍정민.2012.한국 콘텐츠학회 제10권 제2호).

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아직 고령 국가인 일본,이탈리아 등의

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2050년에는 일본에 이어 세계 2 의 고령 국가가될 것으

로 추정된다(최 미.2012.).

속한 인구 고령화는 경제 ,사회 부양 부담을 증가 시키고,고용구조,국민 축,

노인 복지 등에 향을 미치게 된다.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이 히 리 되지

못할 경우,이런 경제ㆍ사회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도시화,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출산율 하,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에

한 가족지지 기반도 취약해져 노인 는 치매환자 조호를 감당할 가정의 역량이

히 감소된 상황이다.

노인성 치매는 연령증가에 따라 발병률이 증하기 때문에 후기 노인수의 증가는 치매

노인수의 증으로 연결될 것으로 망된다.2011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495,263명(유병률 8.94%)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

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망되며(김기웅 등,2009), 2012년 기 53만 4,000명으로 증

가하 고 로기(65세미만)치매라 불리는 은 치매 환자 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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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노인정신의학회 홈페이지.2013).2020년에는 9.74%(약 75만 명)로 추정된다(최

미.2012).환자 수 도 2050년까지 20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김기웅

등.2009).인지기능장애로 인해 지역사회의 부담을 추정한 자료로 미국에서 인지기능

장애환자의 집안 시설에서 돌보는 비용은 인지기능이 정상인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연간 1인당 비용이 1,850달러 더 소요된다는 보고(Christie& Train1984)와 연간 체

직간 의료비용이 580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추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Max1993)가

족의 정신 인 부담역시 엄청나다는 보고가 있다(서울 학교 지역의료체계시범사업단

1994).

2.연구 목

치매는 노인의 일반 인 노화 상이 아니라 뇌의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하나의 증후

군으로 만성 이고 진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방과 조기검진 치료 리가 필요

하나 치매에 한 국민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치매 환자의 부분이 기에 한 진

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치매는 정상 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후천 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언어,

단력 등의 여러 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로,치매는 어떤 하나의 질병 명이 아니라,특정한 조건에서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의 묶음인 증후군이다.치매의 조기발견 치료의 실패는 치매 환자

가족의 삶의 질 하와 치매 련 의료비 보호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실버타운과 노인병원의 설립,평생교육 기 의 운 등 노인복지와 련된 여러 가지

방안이 시도되고 있으며,노인들을 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들과 보건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치매 환자의 증과 폐해에 한 책으로 우리 정부는 2008년 9월 19일 치매와의

쟁을 선포하고,기존 치매 련 정책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치매 종합 리 책으로 4

핵심목표(① 치매 조기 발견 방 강화 ② 종합 이고 체계 인 치매치료 리

③ 효과 치매 리를 한 인 라 구축 ④ 치매 환자 부양 부담 경감 부정 인

식 개선)를 발표하 다(보건복지부,2008).

이 치매 조기 발견 방 강화를 한 핵심정책으로 지역사회 치매의 조기발견을

하여 보건소와 거 병원을 심으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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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2009).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치매 선별검사는 매년 확 시행하여 2010년 국 보건소를 통

해 활발하게 체계 인 치매 로그램을 운 하여 3만2천명이 정 감별진단을 받

았으며 2013년에는 4만2천명이 진단을 받아 국민 건강 증진기 을 통해 국가에서 지원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에 포함하여 더욱 체계화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13).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한 검사 도구에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인지기능 장애를

연구하는 규모 역학 조사나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들에게 간편하게 치매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평가하기 한 임상에서는 검사과정이 간편하고 쉽게 용할 수

있으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인지기능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Mini-MentalStateExamination(Folsteinetal,1975;MMSE)과 Information-Me

rmory-ConcentrationTest(Blessedetal,1968;Filernbaum etal,1987;Thaletal,

1986),ShortPortableMentalStatusQuestionnaire(Pfeiffer,1975),CognitiveCap

acityScreeningExamination(Jacobsetal,1977)등이 이러한 목 으로 개발된 간편한

검사도구들이며,특히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StateExamination;이하 MMSE)

는 역학 연구 임상 분야에서 세계 으로 리 이용되는 검증된 검사 도구이다(오

민아.2003).

보건복지부의 치매진단표 도구인 MMSE는 4가지 방식이 있는데 MMSE-DS,MM

SE-KC,K-MMSE, CDR이다.그 치매에 한 진단 정확도는 MMSE-KC나

K-MMSE에 비해 MMSE-DS가 더 높은 것으로 단된다.이와 같은 경향은 학력

군과 고 학력 군에서 공통 으로 찰되었다(정진엽.2009).

MMSE-DS 수에 향을 미치는 인구학 변인은 연령,성별,학력이 향을 미쳤으

며 본 연구는 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과 인근 농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으로 조군을 분석하 다.

분석 자료를 통하여 지역노인들의 인지장애의 정도와 유병률을 알아보고 인구사회 학

특성과 MMSE비교 성 과의 연 성을 확인하여 지역사회의 노인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됨으로써 근본 으로 치매 방을 한 기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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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조사 상 방법

1.조사 상

본 연구의 면 조사는 2013년 노인건강검진사업의 일환으로 남 지자체 일부지역

600여명과 주5개구 지자체 750명을 실시하 는데 지역 간의 비교는 유의하지 않아

변별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도시 지역인 주 역시 남구와 농 지역인 나주 군

거주자를 상자로 각각 100명씩 총200명을 표본하 으며 소득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으로 비교분석하 다.

인구통계자료에 의하면 조사지역인 주 역시 남구의 체인구는 217,415명이며 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7,534명(남자 11,524명,여자 16,010명)으로 체 인구의

12.664%이며 조사에 참여한 노인인구는 체 인구의 0.363%에 해당한다(안 행정부.

2013). 한 인근지역인 남 나주 군의 체인구는 87,830명이며 이 65세 이상 노

인인구가 31,700명(남자 8,268명,여자 13,432명)으로 체 인구의 24,706%이며 조사에

참여한 노인인구는 체 인구의 0.46%에 해당한다(안 행정부.2013)..

2.조사내용 방법

조사기간은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조사요원은 간호사,임상병리사 등 충분히

훈련된 조사요원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MMSE-DS설문지로 개별 면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조사 방법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리하는 소득층과 경로당을 심으로 직 면담

조사하 으며 한 나주 군의 내 보건진료소 사회복지 ,경로당을 심으로

소득층 노인들을 선별하여 직 면담 조사하 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증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본인 의

사에 따라 각 보건소에서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 통보하 다.설문지의 내용

은 조사 상자의 MMSE에 한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수의 정확한 해석

을 해 노인의 연령,성별 학력,직업으로 구분하 다.연령은 60-69세,70-74세,

75-79세,80세 이상으로 연령 기 을 제시하 으며.성별은 남자와 여자,학력은 0-3

년,4-6년,7-12년,13년 이상 등 4개 층으로 층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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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구사회학 특성

인구사회학 특성으로는 성별,연령,교육정도, 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국 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국민건강보험공단기 의료 여 차상 층),도시와 농 지역

등 5개 요인을 조사하 다.

2)MMSE

치매(Dementia,F00-F03,G30)는 기억력,사고력,지남력,이해력,계산능력,학습 능

력,언어능력 단력을 포함하는 여러 고 피질 기능의 장애가 있는 만성 는

진행성의 뇌질환에 의한 증후군으로 본 연구에서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를 평가하기

해 사용한 검사도구로는 재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실

시하는 MMSE-DS도구를 이용하 으며 치매진단도구의 표 화 (정진엽.2009년)에

한 연구 과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던 표 도구이기도하다.

MMSE-DS의 소 항목은 시간 장소에 한 지남력,기명,회상력,주의력 계산

력,언어기능 등 5개 검사 역 안에 총 19문항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분석

시에 지남력을 시간 장소로 나 어 6개 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 다.

총 은 F-olstein등(1975)의 MMSE와 마찬가지로 30 이며 소 항목별 수는 시간

에 한 지남력 5 ,장소에 한 지남력 5 ,기명 3 ,회상력 3 ,주의력 계산력

5 ,언어기능 9 으로 이루어져 있다.

MMSE검사성 은 소 항목에 따른 각각의 수와 총 수를 채 하 고 인지 장애의

평가기 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단 (cut-offpoint)을 이용하여 24 이상은 정

상,18-23 은 경도의 인지장애,17 이하는 증 인지장애로 정의하 다.

3.자료처리 분석

  본 연구는 연구문제들을 분석하기 하여 IBM SPSSStatistics21.0통계 로그램

을 이용하여 산통계로 처리하 으며,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조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2)MMSE-DS 6가지 소 항목 척도에 한 내 일 성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

여 신뢰도 계수(Cronbach'salpha)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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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 지역과 농 지역간의 일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해 

-검정(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 으며,셀의 기 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이상인 경

우 -검정 값 신 Fisher의 직 확률 검정(Fisher'sExactTest)값을 사용하 다.

4)MMSE-DS항목의 인지지능장애 분류 후 일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기 해 -검정(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 으며,셀의 기 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이상인 경우 -검정 값 신 Fisher의 직 확률 검정(Fisher'sExact

Test)값을 사용하 다.

5)도시 지역과 농 지역 일반 특성에 따라 MMSE-DS의 6가지 소 항목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해 독립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ANOVA)

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한,특정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해 부

가 으로 사후 검정(Post-HocTest)방법인 Scheffe검증 방법을 실시하 다.

6)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 *p<0.05,**p<0.01,***p<0.001에서 검증하

다.

Ⅲ.결과

 1.조사 상자의 신뢰도

  신뢰도(Reliability)란 동일한 상에 해 어떤 측정도구(설문)를 반복하여 용했을

때,그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의 여부에 한 문제이다.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를 검증하기 한 방법으로 가장 리 사용되는 방법인 크론바흐 알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크론바흐 알 (Cronbach'salpha)계수는 응답자들에게 동일한 개념을 묻는 비슷한 질

문들을 해서 응답자들이 비슷하게 답하 는지를 측정하는 내 일치도법(internal

consistencyreliability)이다.이 알 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으로서 1에 가까울수록 문

항들에 한 응답이 서로 유사해서 신뢰성이 높음을 나타낸다.신뢰도 값이 어느 정도

여야 괜찮은 것인지에 한 일률 인 기 은 없다.그러나 일반 으로 0.8이상이면 상

당히 신뢰할만한 측정이라고 보며,신뢰도 최 허용치는 0.6이상이다.즉 0.6이상이면

수용이 가능하고 0.6이하일 경우에는 신뢰도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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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MSE-DS의 소항목의 신뢰도 분석

 MMSE-DS의 소 항목은 시간 장소에 한 지남력,기명,회상력,주의력　 계

산력,언어기능 등 5개 검사 역 안에 총 19문항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분석

시에 지남력을 시간 장소로 나 어 6개 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 다.총 은

F-olstein등(1975)의 MMSE와 마찬가지로 30 이며,소 항목별 수는 시간에 한

지남력 5 ,장소에 한 지남력　5 ,기명 3 ,회상력 3 ,주의력 계산력 5 ,

언어기능 9 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30문항에 해 이분형 문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장애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체 MMSE-DS척도의 Cronbach'sα=0.812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보 다.하 소 항목의 신뢰도를 살펴보면,지남력　내 신뢰도는 Cronbach's α =

0.904,기억등록　내 신뢰도는 Cronbach'sα=0.692,주 집 계산　내 신뢰도는

Cronbach'sα=0.803이었다. 한,기억회상 Cronbach'sα=0.602,언어기능 Cronbach's

α=0.605,이해 단 Cronbach'sα=1.000이었다.이때,문항 21번 ‘모자’와 문항 28번

‘오각형 그림 로 따라 그리기’항목은 항목을 제거할 경우 신뢰도 값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나 항목을 제거하고 각 소 항목의 수를 산출하 다.결론 으로 신뢰도 최

허용치는 0.6이상이므로 MMSE-DS의 소 항목의 모든 요인에 해 내 일 성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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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련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a

지남력 1∼10 10 0.904

기억등록 11∼13 3 0.692

주 집 계산 14∼18 5 0.803

기억회상 19,20,(21) 3(1) 0.602

언어기능 22∼27,(28) 7(1) 0.605

이해 단 29,30 2 1.000

MMSE-DS 1∼,(21)∼(28),∼30 30(2) 0.812

<표1-1>.MMSE-DS의 소항목의 신뢰도 분석

  ( ) : 제외한 문항

2.조사 상자의 특성

농 지역 100명과 도시 지역 100명을 상으로 한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분

석한 결과는 <표3-1>와 같으며, 체 종사자의 성별은 남자가 62명(31.0%),여자가

138명(69.0%)로 나타나 여자가 더 많았다.조사 상자들의 교육연수는 4-6년이 101명

(50.5%)로 가장 많았으며,0-3년이 63명(31.5%)으로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7-12

년은 30명(15.0%)로 나타났으며,13년 이상이 6명(3.0%)로 가장 었다.

연령의 경우에는 70-74세가 72명(36.0%)으로 가장 많았고,75-79세도 53명(26.5%)으로

많은 편이었으며,그 다음으로 60-69세가 48명(24.0%),80세 이상이 27명(13.5%)순이었

다.직업의 경우 나이를 고려해 무직이 112명(56.0%)으로 가장 많았으며,농업이 48명

(24.0%)으로 다음 순으로 많았으며,사무직이 26명(13.0%),자 업이 14명(7.0%)으로

나타나 가장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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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명) 퍼센트(%)

그룹
농 100 50.0

도시 100 50.0

성별
남자 62 31.0

여자 138 69.0

교육연수

0-3년 63 31.5

4-6년 101 50.5

7-12년 30 15.0

13년이상 6 3.0

연령

60-69세 48 24.0

70-74세 72 36.0

75-79세 53 26.5

80세 이상 27 13.5

직업

농업 48 24.0

무직 112 56.0

사무원 26 13.0

자 업 14 7.0

<표2-1>조사 상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 (N=200)

3.그룹 요인에 따른 일반 특성에 한 차이 검정

  도시지역과 농 지역의 일반 특성에 한 차이 검정에서 성별과 교육연수 항목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농 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반면,연령과 직업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농 지역

과 도시지역 간의 차이가 있었다.일반 특성에 한 차이 검정 결과는 다음 <표

2-1>과 같으며,연구 상자는 도시지역,농 지역 각각 100명으로 총 200명이었다.

일반 특성에서 성별은 농 지역의 경우 남성 28명(28.0%),여성 72명(72.0%)이었고,

도시지역의 경우 남성 34명(34.0%),여성 66명(66.0%)이었다(=0.842,p=0.359).즉,농

지역과 도시지역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는 농 지역의 경우 4-6년이 50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0-3년이 33명

(33.0%)으로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13년 이상이 5명(5.0%)으로 가장 었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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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의 경우도 4-6년이 51명(51.0%)으로 가장 많았으며,0-3년이 30명(30.0%)으로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마지막으로 13년 이상이 1명(1.0%)으로 가장 었다.즉

농 지역과 도시지역 모두 4-6년이 가장 많았으며,0-3년이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13년 이상이 가장 은 것을 알 수 있었다(=3.837,p=0.272).

연령의 경우에는 통계 으로 농 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다.농 ,도시 지역 모두 70-74세가 36명(36.0%)으로 가장 많았고,농 지역의 경우

75-79세가 31명(31.0%)으로 다음 순으로 많았으나,도시지역의 경우 60-69세가 32명

(32.0%)으로 다음 순으로 많았다. 한 두 지역모두 80세 이상이 가장 었다(

=8.676,p=0.034).직업의 경우 역시 통계 으로 농 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농 지역은 농업이 42명(42.0%),무직은 36명(36.0%)으로 많았으나

도시 지역은 무직이 76명(76.0%)으로 압도 으로 많이 나타났다(=41.725,p<0.001).

즉,지역에 따라 성별과 교육연수는 차이가 없었으며,연령 분포와 직업분포는 통계

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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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농
(N=100)

도시
(N=100)

체

(N=200)
 ort p

(%) (%)

성별
남자 28(28.0%) 34(34.0%) 62(31.0%)

0.842 0.359(ns)
여자 72(72.0%) 66(66.0%) 138(69.0%)

교육연수

0-3년 33(33.0%) 30(30.0%) 63(31.5%)

3.837† 0.272(ns)
4-6년 50(50.0%) 51(51.0%) 101(50.5%)

7-12년 12(12.0%) 18(18.0%) 30(15.0%)

13년이상 5(5.0%) 1(1.0%) 6(3.0%)

연령

60-69세 16(16.0%) 32(32.0%) 48(24.0%)

8.676 0.034*
70-74세 36(36.0%) 36(36.0%) 72(36.0%)

75-79세 31(31.0%) 22(22.0%) 53(26.5%)

80세이상 17(17.0%) 10(10.0%) 27(13.5%)

직업

농업 42(42.0%) 6(6.0%) 48(24.0%)

41.725 0.000***

무직 36(36.0%) 76(76.0%) 112(56.0%)

사무원 14(14.0%) 12(12.0%) 26(13.0%)

자 업 8(8.0%) 6(6.0%) 14(7.0%)

<표3-1>도시지역과 농 지역에 따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차이검정(N=200)

*p<0.05,***p<0.001,ns=notsignificant

† Fisherexacttest　:5보다 작은 기 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을 차지하므로

Fisher's의 정확한 검정을 수행함.

4.인지기능검사 성

1)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도시와 농 의)인지기능 검사

   MMSE-DS검사성 은 총 30 만 에 평균 24.57 이었고,인구통계학 특성

의 모든 항목에 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먼 ,성별(t=6.233,

p<0.001)에 해서 살펴보면 남자가 25.81 으로 여자 24.01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높았으며,교육연수(K=30.095,p<0.001)에 해서는 0-3년 군이 23.49 으로 가장

낮았으며 7-12년은 25.8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K=10.878,p=0.012)로는 60-69세 군의 25.08 에서 80세 이상 군의 23.44 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낮아졌다.직업(K=33.371,p<0.001)에 따라서는 농업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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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평균(M)
표 편차

(SD)
torK

p

(Scheffe)

성별
남자 62 25.81 1.628

5.434 0.000***
여자 138 24.01 2.366

교육

연수

0-3년(a) 63 23.49 2.833

30.095†
0.000***

(a<c)

4-6년(b) 101 24.81 1.678

7-12년(c) 30 25.80 2.156

13년이상(d) 6 25.50 2.168

연령

60-69세(a) 48 25.08 1.820

10.878†
0.012*

(d<a)

70-74세(b) 72 24.58 2.746

75-79세(c) 53 24.64 1.962

80세이상(d) 27 23.44 2.225

직업

농업(a) 48 24.17 2.147

33.371†
0.000***

(a,b<c,d)

무직(b) 112 24.18 2.398

사무원(c) 26 26.08 1.495

자 업(d) 14 26.21 1.626

체 200 24.57 2.316

우 24.17 으로 가장 수가 낮았으며,무직이 24.18 으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사무

직의 경우 26.08 으로 나타났으며,자 업의 경우 26.21 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 으로,남자보다 여자가 인지기능 검사에서 높은 수를 보여 남자가 인지기능

정도가 더 높을 것을 알 수 있었으며,교육연수가 7-12년인 사람이 가장 인지기능 정

도가 높으며,교육연수가 0-3년인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연령이 증가

할수록 인지기능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직업이 농업인 경우 가장 낮

았으며,사무원,자 업인 사람의 경우 좀 더 인지기능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표4-1>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 검사의 차이검정 (N=200)

*p<0.05,***p<0.001,ns=notsignificant

† :KruskalWallisteststatistics.

2)인지기능 검사성 에 따른 인지기능장애별 분포

 MMSE-DS검사성 은 소항목에 따른 각각의 수와 총 수를 채 하 고 교육유

무에 따라 문맹자의 경우 각 소항목이 만 을 과하지 않도록 추가 수를 정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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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인지장애의 평가기 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단 (cut-offpoint)을

이용하여 24 이상은 정상,18-23 은 경도의 인지장애,17 이하는 증 인지장애

로 정의하 다.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 검사성 에 따른 인지기능장애별 분포 차이검정은

<표5-1>과 같다.MMSE-DS검사 성 에 의한 노인들의 인지기능 장애별 분포를 보

면 총 17 이하인 증의 인지기능 장애 군이 1.5%,18 에서 23 사이인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 군이 8.0%,24 이상인 정상의 인지기능 군이 90.5%이었다.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먼 성별로는 증의 인지기능 장애군이 남자 0%,여

자 2.2%,경도의 인지기능 장애 군이 각각 3.2%,10.1%로 여자에서 인지기능 장애의

비율이 더 높았다(=3.685,p=0.112).

교육연수는 증의 경우 빈도수가 무 작았으며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군이 13년 이상

에서 16.7%로 가장 높았고 0-3년 15.9%,4-6년 4.0%,7-12년 3.3%의 순으로 교육연수

가 증가할수록 인지기능장애의 비율이 낮아지다 13년 이상에서 다시 인지기능장애의

비율이 높았다(=14.685,p=0.009).

연령별로는 증의 경우 빈도수가 무 작았으며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군이 80세 이상

에서 29.6%로 가장 높았고 75-79세 5.7%,70세-74세 5.6%,60-69세 2.1%의 순으로 연

령이 증가할수록 인지기능장애의 비율이 높았다(=15.795,p=0.003).

직업에 따라서는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군이 농업인 경우 10.4%로 가장 높았고 무직

9.8%로 인지기능장애의 비율이 높았다(=4.644,p=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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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분

Ⅰ( 증) Ⅱ(경도) Ⅲ(정상)
체 ort p

N(%) N(%) N(%)

성

별

남자 0(.0%) 2(3.2%) 60(96.8%) 62(100.0%)
3.685†

0.112

(ns)여자 3(2.2%) 14(10.1%) 121(87.7%) 138(100.0%)

교

육

연

수

0-3년 3(4.8%) 10(15.9%) 50(97.4%) 63(100.0%)

14.685

†
0.009***

4-6년 0(.0%) 4(4.0%) 97(96.0%) 101(100.0%)

7-12년 0(.0%) 1(3.3%) 29(96.7%) 30(100.0%)

13년
이상

0(.0%) 1(16.7%) 5(83.3%) 6(100.0%)

연

령

60-69세 0(.0%) 1(2.1%) 47(97.9%) 48(100.0%)

15.795

†
0.003***

70-74세 2(2.8%) 4(5.6%) 66(91.7%) 72(100.0%)

75-79세 1(1.9%) 3(5.7%) 49(92.5%) 53(100.0%)

80세
이상 0(.0%) 8(29.6%) 19(70.4%) 27(100.0%)

직

업

농업 1(2.1%) 5(10.4%) 42(87.5%) 48(100.0%)

4.644†
0.521

(ns)

무직 2(1.8%) 11(9.8%) 99(88.4%) 112(100.0%)

사무원 0(.0%) 0(.0%) 26(100.0%) 26(100.0%)

자 업 0(.0%) 0(.0%) 14(100.0%) 14(100.0%)

<표5-1>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 검사성 에 따른 인지기능장애별 분포

차이검정 (N=200)

24 이상은 정상,18-23 은 경도의 인지장애,17 이하는 증 인지장애

***p<0.001,ns=notsignificant

† Fisherexacttest　:5보다 작은 기 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을 차지하므로

Fisher's의 정확한 검정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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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분

Ⅰ( 증) Ⅱ(경도) Ⅲ(정상)
체



ort
p

N(%) N(%)

성

별

남자 0(.0%) 2(12.5%) 60(33.1%) 62(31.0%)
3.685† 0.112(ns)

여자 3(100.0%) 14(87.5%) 121(66.9%) 138(69.0%)

교

육

연

수

0-3년 3(100.0%) 10(62.5%) 50(27.6%) 63(31.5%)

14.685† 0.009***
4-6년 0(.0%) 4(25.0%) 97(53.6%) 101(50.5%)

7-12년 0(.0%) 1(6.3%) 29(16.0%) 30(15.0%)

13년
이상 0(.0%) 1(6.3%) 5(2.8%) 6(3.0%)

연

령

60-69세 0(.0%) 1(6.3%) 47(26.0%) 48(24.0%)

15.795† 0.003***
70-74세 2(66.7%) 4(25.0%) 66(36.5%) 72(36.0%)

75-79세 1(33.3%) 3(18.8%) 49(27.1%) 53(26.5%)

80세
이상 0(.0%) 8(50.0%) 19(10.5%) 27(13.5%)

직

업

농업 1(33.3%) 5(31.3%) 42(23.2%) 48(24.0%)

4.644† 0.521(ns)
무직 2(66.7%) 11(68.8%) 99(54.7%) 112(56.0%)

사무원 0(.0%) 0(.0%) 26(14.4%) 26(13.0%)

자 업 0(.0%) 0(.0%) 14(7.7%) 14(7.0%)

3)인구사회학 특성별 소항목 검사 비교

가)지역에 따른 소 항목 검사 성 비교

   도시와 농 지역에 따른 MMSE의 소 항목 검사 성 을 보면,모든 소 항목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즉,지역은 MMSE-DS의 소항목에

향을 주는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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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남자 여자 체 t p

지남력 10.00±0.000 9.80±1.033 9.86±0.863 2.306 0.023*

기억등록 2.97±0.254 2.90±0.424 2.92±0.380 1.430 0.154(ns)

주 집 계산 2.94±1.546 1.51±1.198 1.95±1.469 6.457 0.000***

기억회상 1.90±0.349 1.88±0.409 1.89±0.391 0.441 0.659(ns)

언어기능 6.00±0.000 5.94±0.314 5.96±0.262 2.167 0.032*

이해 단 2.00±0.000 1.99±0.170 1.99±0.141 0.669 0.504(ns)

체 25.81±1.628 24.01±2.366 24.57±2.316 5.434 0.000***

항목 농 도시 체 t p

지남력 9.93±0.54 9.79±1.09 9.86±0.86 1.149 0.253(ns)

기억등록 2.93±0.38 2.91±0.38 2.92±0.38 0.371 0.711(ns)

주 집

계산
1.97±1.44 1.93±1.51 1.95±1.47 0.192 0.848(ns)

기억회상 1.85±0.41 1.92±0.37 1.89±0.39 -1.269 0.206(ns)

언어기능 5.96±0.20 5.96±0.32 5.96±0.26 0.000 1.000(ns)

이해 단 1.98±0.20 2.00±0.00 1.99±0.14 -1.000 0.320(ns)

체 24.62±2.03 24.51±2.58 24.57±2.32 0.335 0.738(ns)

<표6-1>.지역에 따른 MMSE-DS소항목 검사 성 비교 (M±SD)

ns=notsignificant

나)성별에 의한 소 항목 검사 성 비교

  성별에 따른 MMSE-DS의 소항목 검사 성 을 보면,지남력(t=2.306,p=0.023),주의

집 계산(t=6.457,p<0.001),언어기능(t=2.167,p=0.032)의 소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6-2>.지남력은 남자가 10.00±0.000,여자가9.80±1.033로 큰 차

이는 아니나 남자가 더 높았으며,주 집 계산은 남자가 2.94±1.546로 여자

1.51±1.198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언어기능은 남자가 6.00±0.000,여자가

5.94±0.314로 큰 차이는 아니나 남자가 더 높았다.

<표6-2>성별에 따른 MMSE-DS소 항목 검사 성 비교 (M±SD)

*p<0.05,***p<0.001,ns=notsignificant



- 21 -

항목 0-3년 4-6년 7-12년
13년
이상

체 K p
(Scheffe)

지남
력

9.71±1.33 9.93±0.53 9.90±0.55 10.00±0.0 9.86±0.86 1.277
0.735

(ns)

기억
등록

2.86±0.47 2.94±0.37 2.97±0.18 3.00±0.00 2.92±0.38 4.014
0.260

(ns)

주
집

계산

1.27±1.07 2.00±1.39 3.00±1.70 3.00±1.67 1.95±1.47 31.994
0.000***

(a<c,d)

기억
회상

1.79±0.54 1.95±0.22 1.93±0.25 1.50±0.84 1.89±0.39 9.220
0.027*

(d<c,b)

언어
기능

5.89±0.44 5.99±0.10 6.00±0.00 6.00±0.00 5.96±0.26 7.775
0.051

(ns)

이해

단
1.970.252 2.00±0.00 2.00±0.00 2.00±0.00 1.99±0.14 2.175

0.537

(ns)

체 23.49±2.83 24.81±1.68 25.80±2.16 25.50±2.17 24.57±2.32 30.095
0.000***
(a<c)

다)교육연수에 의한 소 항목 검사 성 비교

교육연수에 따른 MMSE-DS의 소 항목 검사 성 을 보면,주의집 계산

(K=31.994,p<0.001),기억회상(K=9.220,p=0.027)의 소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 다<표6-3>.주 집 계산은 13년 이상이 3.00±1.67로 가장 높았으며,

7-12년이 3.00±1.70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반면 0-3년 1.27±1.07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기억회상은 4-6년이 1.95±0.22로 가장 높았으며,7-12년 1.93±0.25로 거의 차

이가 없었으며,13년 이상이 1.50±0.84로 가장 낮았다.

<표6-3>교육연수에 따른 MMSE-DS소항목 검사 성 비교 (M±SD)

*p<0.05,***p<0.001,ns=notsignificant

K :KruskalWallisteststatistics.

라)연령별 소 항목 검사 성 비교

 연령에 따른 MMSE-DS의 소 항목 검사 성 을 보면,주 집 계산(K=7.887,

p=0.048),기억회상(K=25.423,p<0.001)의 소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6-4).주 집 계산은 60-69세가 2.21±1.50로 가장 높았으며,70-74세

2.03±1.52,75-79세 1.92±1.43,80세 이상이 1.33±1.24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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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60-69세a 70-74세b 75-79세c
80세

이상d
체 K

p
(Scheffe)

지남력 9.90±0.72 9.75±1.17 9.91±0.69 10.00±0.00 9.86±0.86 2.776 0.427(ns)

기억등록 2.98±0.14 2.94±0.29 2.94±0.30 2.70±0.78 2.92±0.38 6.864 0.076(ns)

주 집

계산
2.21±1.50 2.03±1.52 1.92±1.43 1.33±1.24 1.95±1.47 7.887

0.048*

(d<a)

기억회상 2.00±0.00 1.93±0.31 1.89±0.38 1.56±0.70 1.89±0.39 25.423
0.000***

(d<c,b,a)

언어기능 6.00±0.00 5.93±0.39 5.98±0.14 5.93±0.27 5.96±0.26 3.815 0.282(ns)

이해
단

2.00±0.00 2.00±0.00 2.00±0.00 1.93±0.38 1.99±0.14 6.407 0.093(ns)

체 25.08±1.82 24.58±2.75 24.64±1.96 23.44±2.22 24.57±2.32 10.878
0.012*

(d<a)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 집 계산의 소항목 수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기

억회상도 60-69세가 2.00±0.00로 가장 높았으며,70-74세 1.93±0.31,75-79세 1.89±0.38,

80세 이상이 1.56±0.70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억회상

소 항목 수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6-4>연령에 따른 MMSE-DS소항목 검사 성 비교 (M±SD)

*p<0.05,***p<0.001,ns=notsignificant,

K :KruskalWallisteststatistics.

마)직업에 의한 소 항목 검사 성 비교

  직업에 따른 MMSEDS의 소 항목 검사 성 을 보면,주 집 계산(K=33.963,

p<0.001)을 제외한 모든 소 항목에서 통계 으로 차이가 없었다<표6-5>.주 집

계산은 자 업이 3.36±1.60로 가장 높았으며,사무원 3.12±1.53,농업 1.65±1.28순으로

낮아지며,무직이 1.63±1.28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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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농업a 무직b 사무원c 자 업d 체 K
p

(Scheffe)

지남력 9.85±0.77 9.81±1.04 10.00±0.00 10.00±0.00 9.86±0.86 1.571 0.666

기억등록 2.96±0.20 2.88±0.49 3.00±0.00 3.00±0.00 2.92±0.38 3.303 0.347

주 집

계산
1.65±1.28 1.63±1.28 3.12±1.53 3.36±1.60 1.95±1.47 33.963

0.000***

(b,a<c,d)

기억회상 1.81±0.49 1.90±0.38 1.96±0.20 1.86±0.36 1.89±0.39 3.540 0.316

언어기능 5.94±0.24 5.96±0.31 6.00±0.00 6.00±0.00 5.96±0.26 2.967 0.397

이해

단
1.96±0.29 2.00±0.00 2.00±0.00 2.00±0.00 1.99±0.14 3.167 0.367

체 24.17±2.15 24.18±2.40 26.08±1.49 26.21±1.63 24.57±2.32 33.371
0.000***

(a,b<c,d)

<표6-5>.직업에 따른 MMSE-DS소항목 검사 성 비교 (M±SD)

***p<0.001,

K:KruskalWallisteststatistics.

Ⅳ.문헌고찰

노인의 자연 생리 신체변화로 표 되는 노화 상과 기능정도에 따라 노인의

건강상태는 매우 달라진다.더욱이 사망률의 하,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이들 노인문제가 요한 복지국가에서 노인들의 생리 인 신체 질환과

인지기능 하는 국가 경제 으로도 큰 과제라고 볼 수 있다.노화와 련 되어

출 하는 인지기능 감퇴나 기억 감퇴에 한 몇 가지 개념은 치매나 정상 인

인지기능감퇴 혹은 인지기능 하를 이해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어느 것이나 완 하지는

않다.즉 노화에 따라 수반되는 인지기능 하나 기억력 하가 정상 인 노화

과정인가 아니면 기 치매인가 하는 문제에 해 아직까지는 병 인 상의 이유

인지 아닌지에 해 강력히 주장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마다 인지기능 장애의 유병률이 다르게 표 되고 있다.그러나 단면 연구로는

낮은 지능이나 학력으로 인해 지속 으로 낮은 인지기능을 갖고 있는 노인을

인지장애가 있다고 분류한다거나,반 로 실제로는 인지감퇴의 기단계에 있는

노인을 인지장애가 없다고 잘못 악할 수 있다.(Melzer등,1999).이런 인지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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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조사함으로써 측정의 치우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Liu 등,1990). 한

추 조사를 통한 인지감퇴의 평가는 치매의 진단에서도 요한 개념이다(Ferrucci등,

1996).인지기능 장애를 간편하고 쉽게 응 할 수 있는 도구들 가장 리 사용

되고 있는 것은 MMSE로 다른 검사들과의 상호간 계수뿐만 아니라 뇌 산화 단층

촬 상의 병변 정도와도 상 계가 높으며 사용의 간편성과 용이성으로 인해

인지기능 장애의 검사나 추 에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잇다(Dicketal1984:Thalet

al1986:Fklenbaum etal1987:TasiL& TsuangMT1979:임양진,1999)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직업요인을 구분하여 볼 때 특정한 기술이 없거나 육체 노

동자 집단에서 인지기능 하 정도가 더 감소하는 특성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oter등 2006.Virtanen 등 2009).신체 인 노력의 수 혹은 시각주의(visual

attention)효과가 높게 요구되는 직업은 그 지 않은 상자에 비해 인지기능이 더 감

소하 으며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자에 비해 지식을 필요로 하

지 않는 상자에게 인지기능 하가 기 선보다 감소하는 련성을 보 다. 한편 스

페인 지역 65세 이상의 노인을 상으로 한 AginginLegaesStudy를 통해 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상자보다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상자에서 인지기능 하의

험이 1.49배 높고 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 비 농부인 상자보다 등학교 교육

을 받고 농부가 인지기능 하의 험이 2.36배 증가하 으며 비 농부에 비해 농부에서

인지기능 하의 가능성이1.79배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Alvarado등,2002).

한 교육수 이 낮을수록 인지기능 하의 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Koster2004.Manly등 2005.Yaff등 2009).HealthABCStudy에서 인지기능 하

를 유지군,경도 하,고도 하로 구분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상자들의

유지군에 비해 경도 하군에서 인지기능 하 가능성이 2.75배 증가하 으며 경도

하군에 비해 고도 하군에서 1.9배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HealthABC코호트 연

구(Koster등 2005)의 70-79세 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12년 과하여 교육을 받은

상자들에 비해 12년간 교육을 받은 상자들의 인지기능 하 험이 1.42배 높았으

며 12년 미만 교육을 받은 상자들은 2.16배 높았다.

연령 별 평균 인지기능 수의 분포는 65세-75세,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

한 결과 65세-75세의 인지기능 수는 추 조사를 실시한 횟수별 평균 수보다 인지

기능 수가 높게 조사되었다(백종환,2013).나이가 들면 치매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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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령은 치매의 가장 요한 험요인이라고 하 고(유승호 등 2006),고령은 통계

으로 유의한 치매 험인자 다(이 등 2004).

성별 인지기능성 은 남성보다 여성이 낮고,연령이 높을수록,교육수 이 낮은 상군

에서 기 인지기능 수가 낮고 인지기능 감소가 더 많았다(백종환,2013)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여성의 치매 유병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신홍

2008,Bachman등 1992).성별이 인지기능에 향을 미쳤다(강연욱 2006,오민아

2003,소희 등 2004)는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으로 실시하면서 거동이 가능하고 소득층에 한

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사 상도 65세

이상의 나이와 지역을 구분하여 조사하 는데 각 보건소 등에서 2차 진료 상으로 구

분 시 인지장애 정도를 60세부터 수를 환산하기 때문에 장애분포별 수에서 나이

에 한 장애확률을 감안해야한다는 이 있으며 직업 간의 비교 수에서 도시와 농

을 구분하여 조사하 기에 직업이 다양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이 되었지만 직업이 편

되지 않게 조사한다는 것이 한계 다는 것이다.200명에 한 인원으로 노인들의

체 인지장애의 정도와 성별,연령,교육수 ,지역,직업 등에 따른 인지기능 검사의 성

차이를 본 단면 인 연구로서 치매와의 연 성이나 인과 계를 알아 볼 수 없다는

제한 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 지는 인지장애에 향을

미치는 장애요인들 성별,연령,교육수 외에 지역,직업 등이 6가지 소항목인 지남력,

기억등록,주 집 계산,기억회상,언어기능,이해 단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 평가해보았다는 에 의의가 있으며 인지기능 장애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

인이 선행연구처럼 공통 이 있어 지역사회 치매 리사업의1차 리 상자를 추

리하기 해서 MMSE검사가 신빙성이 있다는 이다.

지역사회의 노인 정신건강에 한 좀 더 규모 인 리를 해서는 여러의료기

각 보건소에서 노인에 한 심을 갖고 문 인 지식을 습득한 담의료진이 체

계 인 검사를 통해 계속 인 각종 방 로그램 안에서 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인구가 증하는 우리사회에서 각 지역 노인복지센터( )가 극 으로 여러 사업

을 하는 것과 같이 치매에 한 오 라인 방 리를 확 한다면 국가의 의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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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고 가족 간의 화목과 사회의 정 인 분 기 조성에 이바지하리라 믿는다.인

지기능장애는 진단명이 아니고 증상 군이기 때문에 원인질환 한 매우 다양하므로 원

인질환에 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Ⅴ.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 노인들의 인지기능 정도를 비교분석하기 해 주 역

시 남구지역과 농 지역인 나주 군의 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상으로 2013

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상자를 선별하여 인지기능 검사에 미치는 향을 조사

하 다.

연구내용은 한국 간이정신상태 검사인 MMSE-DS를 이용하여 19문항 30 만 으

로 도시와 농 노인들의 인지검사 성 을 비교하 으며 인구 통계학 특성을 분석하

기 해 연령을 60-69세,70-74세,75세-79세,80세 이상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성별(남,여)의 차이 을 비교하 고 교육의 정도에 따른 인지기능 향을 구분하기 해

교육연수를 0-3년,4-6년,7-12년,13년 이상,4단계로 비교하 으며 직업의 향이 있

는지 농업,무직,사무원,자 업 등으로 나눠 증,경도,정상으로 구분해서 결과 치

를 악하 다.

한 상자 200명에 하여 소 항목 6가지 지남력,기억등록,주 집 계산,기억

회상,언어기능,이해 단으로 구분하여 각 소항목간의 차이를 비교 검정하 다.

이 연구의 주목할 것은 지역,성별,연령,교육,직업 등이 각각 의 소 항목 6가지에

하여 상 계를 비교하 다는 것이다.

자료 분석은 신뢰도 계수(Cronbach'salpha)를 산출하여 Cronbach'sα=0.812로 만족

할 만한 신뢰도를 보 으며 소항목 6가지 각각의 신뢰도 역시 의 결과내용에 기술해

놓았듯이 0.6이상으로 만족할만한 신뢰도를 보여 IBM SPSSStatistics21.0통계 로

그램을 통해 분석하 다.

연구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와 농 노인 각각 100명을 비교하 을 때 인지기능검사성 은 지역 간의 차이에

향을 미치지 않아 유의하지 않는 통계결과를 얻었으며 조사군 200명을 통해 분석해

보았을 때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인지기능성 이 높아 정상범 가 많았으며 교육연

수에 해서는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높은 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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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60-69세 군보다 80세 이상 군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낮아졌으

며 직업에 따라서는 농업인 경우 24.17 으로 가장 수가 낮았으며,무직이 24.18 으

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상자들의 지역에 따른 소 항목 검사성 비교를 보

면 모든 소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직업종류에서도 주

집 계산을 제외한 모든 소 항목에서 통계 으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의한 소 항목 검사 성 비교를 보면 지남력,주의집 계산,언어기능의 소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교육연수에 따른 소 항목 검사 성 에서

는 주의집 계산,기억회상의 소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

연령에 따른 소 항목 검사 성 을 보면,주 집 계산,기억회상의 소 항목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볼 때 지역에 따라서는 체 인지기능성 에는 유의하지 않았으

며 지역과 직업의 소항목간의 성 에도 많은 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성별,교육수 ,

연령 등이 6가지 소 항목 검사 성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인지기능검사에 한 연구를 보면 성,연령,교육수 이 MMSE-K성 에 미치는 변

수로 이미 보고가 있었으며(박종한.1990)인구사회학 요인,생활습 요인,건강상태

요인 등이 인지기능 하와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종환.2013).

본 연구를 통하여 인지기능의 장애는 교육정도,연령,직업,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

을 받게 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히 치료할 경우 완치 는 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추측할 수 있다.

치매를 히 치료 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들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그 가

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 비용도 감할 수

있다고 본다.치매 환자를 직 돌보는 간호사들이 반 인 치매 교육 인지기능

검사 교육과 훈련을 받아 지역 사회의 보건소,정신 보건 센터 일차 의료기 ,3차

의료 기 에서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지기능 검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증상에 따라 한 치료 간호 재,추후 리를 시

행할 수 있고 장기 으로는 치매 환자 가족,사회,국가 으로 정신 ,경제 부담

이 경감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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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3. 월 일 성명 성별 남,여 나이

주민번호
표시 √

문항 역 질 문 틀림 맞음

1지남력 올해는 몇 년도 입니까? 0 1

2 〃 지 은 무슨 계 입니까? 0 1

3 〃 오늘은 며칠입니까? 0 1

4 〃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0 1

5 〃 지 은 몇 월입니까? 0 1

6 〃 우리가 있는 이곳은 무슨 도/특별시/ 역시입니까? 0 1

7 〃 여기는 무슨 시/구입니까? 0 1

8 〃 여기는 무슨 구/동입니까? 0 1

9 〃 우리는 지 이건물의 몇 층에 있습니까? 0 1

10 〃 이장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0 1

11~13

기억등록

지 부터 제가 3가지 물건의 이름을 말 드리겠습니

다.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다음의 3가지 물건의 이름

을 모두 말 해보십시오,그리고 몇 분후에 그 3가지

물건의 이름을 다시 물어볼 것이니 들으신 물건의 이

름들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나무,자동차,모자(각1

)

나무 자동차 모자

방 들으신 3가지 물건이름을 모두 말 해보세요

나무

자동차

모자

0

0

0

1

1

1

14~18

주 집

계산

100-7= 0 1

-7= 0 1

-7= 0 1

-7= 0 1

-7= 0 1

19~21

기억회상

조 에 기억하라고 말 드렸던 3가지 물건의 이름

이 무엇인지 말 하여주십시오

나무

자동차

모자

0

0

0

1

1

1

22~23 (실제시계를 보여주며)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0 1

▣ 부록1 설문지

치매 선별용 한국어 간이정신상태 검사

(KoreanversionofMMSEforDementiaScreening:MMS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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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기능 (실제 연필을 보여주며)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0 1

24 〃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따라해 보십시오,한번만

말 드릴 것이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간장공장공장장” 0 1

25~27 〃

지 부터 말 드린 로 해보십시오,한번만 말 드릴

것이니 잘 들으시고 그 로 해보십시오.제가 종이를

한 장 드릴 것입니다.그러면 그 종이를 오른손으로

받아 반으로 은 다음 무릎 에 올려 놓으십시오

오른손으로 받는다

반으로 는다

무릎 에 놓는다

0

0

0

1

1

1

28 〃

(겹친 오각형 그림을 가리키며)여기에 오각형이 겹쳐

져 잇는 그림이 있습니다.이 그림을 아래 빈곳에 그

로 그려 보십시오

0 1

29이해
단 옷은 왜 빨아서 입습니까? 0 1

30 〃 “티끌 모아 태산”은 무슨 뜻입니까? 0 1

총 /30

○ 학력에 한 질문입니다.어디까지 수료하셨나요?

① 무학 ② 졸 ③ 졸 ④ 고졸이상 ⑤ 졸이상

○ 직업에 한 질문입니다.어떤 직종에 종사하셨나요?

① 농업 ② 무직 ③ 사무원 ④ 기술직 ⑤ 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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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말로만 듣던 논문을 하게 되고 막상 기술하려고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체의학에 한 심은 년이라는 세월을 안고가면서 특히 의료직에 종사하다보니

심이 많았고 수년 부터 공부를 해보고 싶었지만 직장생활과 별도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무 부담스럽고 직원들에게 업무 으로 혹시 피해가 갈까 망설이다 그럭 럭

몇 년이 훌쩍 지나가버렸습니다.

주 에서 비슷한 연배들이 체의학에 많은 심을 보이면서 늦게나마 더 후회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도 을 하 고 마침내 졸업의 명 와 함께 논문을 하게 되었습니

다.논문을 마감하면서 새내기 사회 생활하는 사람이 이제 걸음마를 떼는 것 같은 심

정이지만 가슴이 벅차올라 감사의 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과목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지식과 실습을 통해 학습의 성과를 경험하게

되고 훌륭한 선후배와 동료를 아는 계기가 되어 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연구의 자세를 가르쳐주시고 열과 성의로 지도해주

신 문경래 교수님!잊지 못할 은사님이시며,많은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조언해 주신

주여 박진경 선생님과 논문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도와주신 박상학 교수님께 지

면으로나마 감사의 뜻을 합니다.직장생활과 병행한 학업 떄문에 밤 에 귀가하는

아내를 묵묵히 지지해 남편과 가족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논문을 쓰는 과정에 정

신 으로 버 목이 되어 강경구 교수님 그리고 함평군보건소에 재직 인 선배님께

도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논문과 더불어 석사과정을 마치도록 지켜 주신 직장상사

와 직원들께도 지면으로나마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합니다

2014년 2월

윤 명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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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이용 허락서

학과 체의학과 학번 20128618 과정 석사

성명 한 :윤명심 한문 :尹明心 문 :Yunmyungsim

주소 주 역시 남구

연락처 E-mail:yms6667@hanmail.net

논문제목
한 :MMSE를 이용한 노인들의 인지기능검사

문 :CognitiveFunctionTestoftheAgedbyMMSE

본인이 작한 의 작물에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 학교가 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 작물의 DB구축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산망에의 공개를 한 작물의 복

제,기억장치에의 장, 송 등을 허락함.

2. 의 목 을 하여 필요한 범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다만,

작물의 내용변경은 지함.

3.배포․ 송된 작물의 리 목 을 한 복제, 장, 송 등은 지함

4.해당 작물의 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는 출 을 허락을 하 을 경우

에는 1개월 이내에 하여 이를 통보함.

6.조선 학교는 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하여 일체의 법 책임을 지지않음.

7.소속 학의 정기 에 작물의 제공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물의 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동의(√) 반 ( )

2014년 2월 일

작자:윤 명 심

조선 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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