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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인인인지지지행행행동동동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이이이 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 노노노인인인의의의
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우우우울울울,,,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본 연구 목적은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
기능 및 우울,일상생활 수행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
이다.
자료수집과 프로그램 중재기간은 2006년 6월 26일부터 2006년 9월 1일까지였

으며,연구대상자는 경기도 S시 S구내 10곳의 노인정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MMSE-K (KoreanVersionofMini-MentalStateExamination)총점이 15점에서
23점 사이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험군 21명,대조군 19명으로 총 40명이었다.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인지기능을 증진시키고,우울을 감

소시키며,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증진시키도록 ‘문제행동 발견하기’,‘대처행동 탐색
하기’,‘대처행동 훈련하기’로 구성되었으며,실험군에게 1회 50분,주 2회,6주 동
안,총 12회 실행되었다.
연구도구에서 인지기능은 Folstein(1975)이 개발한 MMSE(Mini-MentalState

Examination)를 박종한,권용철(1989)이 수정․보완한 MMSE-K를 사용하였고,우
울은 Yesavage 등(1983)이 개발한 SGDS (Short-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배재남(1996)이 표준화시킨 한국어판 SGDS를 사용하였다.일상생활 수
행능력에서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Katz등(1963)이 개발한 ADL(Activities
ofDailyLiving)을 손석한(199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고,도구적 일상
생활 수행능력은 Lawton& Brody(1969)이 개발한 IADL(InstrumentalActivities
ofDailyLiving)을 손석한(199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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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은 SPSS11.0forwindow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실험군과 대조군
의 동질성 검증은 Independent-samples t-test,Chi-square,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를 시행하였고,가설검증은 Paired-samples t-test,Independent
-samplest-test,ANCOVA를 시행하였으며,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
coefficient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실험군과 대조군에 실험 전 동질성 검정에서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두 군은 동일한 집단이다.

2)제 1가설인 “인지행동 프로그램 중재 후,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인지기능 점수
가 상승할 것이다”는 인지기능 사전점수가 공변량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인지행
동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지지되었다(F=8.06,p<.01).영역
별 공변량 분석 결과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
다(F=7.614,p<.01).

3)제 2가설인 “인지행동 프로그램 중재 후,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가 감
소할 것이다”는 우울 사전점수가 공변량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인지행동 프로그
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지지되었다(F=10.814,p<.01).

4)제 3가설인 “인지행동 프로그램 중재 후,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기본적 일상생
활 수행능력 점수가 상승할 것이다”는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전점수가
공변량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기각되었다(F=.757,p=.390).

5)제 4가설인 “인지행동 프로그램 중재 후,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도구적 일상생
활 수행능력 점수가 상승할 것이다”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전점수가
공변량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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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지되었다(F=4.517,p<.05).영역별 공변량 분석 결과 집안일(F=4.759,
p<.05),빨래(F=6.905,p<.05)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노
인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우울을 경감하며,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증진
시키는 포괄적인 효과를 지닌 간호중재 프로그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앞으로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정서․행동을 향상시키기 위
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방법임을 제안할 수 있다.

주 용어 :인지행동 프로그램,지역사회 노인,인지기능,우울,기본적 일상생활 수
행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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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9.1%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2018에는 14.3%에 도달하여 고령사회가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2006).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가
고 있는데,그 중에서도 개인과 가족 및 사회에 많은 부담을 주는 질환은 인지기
능 장애로도 알려져 있는 치매이다.치매란 사람에서 의식이 청명한 상태에서 통
상적인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기억을 비롯한 여러 인지
기능의 장애가 있는 상태로 정의되어 지는데(민성길 등,1998),우리나라의 노인성
치매 유병율은 1995년 65세 이상 노인의 8.3%이었지만,2020년에는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과 사회적 대책에 대한 요구
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현재까지 치매는 발병원인과 치료법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노인과

그 가족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만성 질환으로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장애
와 인지기능 장애가 주 증상이고,이로 인해 우울,행동장애,수면장애,인격의 변
화,망상,환각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귀분,1998).
또한 주 증상인 기억력 장애와 인지기능 장애를 환자 가족들이나 환자 자신이 자
연적인 노화과정으로 여김으로 인해 치매의 진단경험율이 낮고,환자의 치매증상
을 인지하는 가족도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배상수 등,1999).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은 치매와 관련된 문제행동을 나타내면서 가족에 의해 대부분 부양
을 받게 되는데,일반 노인보다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특
히 부양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야기시키고,가
족간의 불만과 갈등으로 가족불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양곤,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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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원인질환 중 약 35～50%는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면 증상이 개선되거
나 일상생활 기능을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으며(최영희 & 김순이,1999),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치료대책을 마련한다면 증상의 악화를 막고,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치매에 이환된 노인이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 경증 상태에서 이들
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질병경과를 늦출 수
있는 적절할 간호중재가 요구된다(김범생,1999;지혜련 2003).즉 치매가 이미 발
현되었더라도,조기에 이를 발견하여 적절한 관리를 받는다면,질병의 진전을 최소
화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감소시
키고,기능의 결손이 있더라도 남아있는 건강한 부분을 사용하여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이 필요하다(민성길 등,1998)
특히 치매 초기에는 기억력 저하와 정서 및 사회적 행동에서 기능이 저하되므

로 이 시기의 노인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하는 것은 지역사회 치매환자 관리
와 관리방법의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민성길 등,1998;김
희경 & 이옥란,2000).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간호는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공적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 및 양로시설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이러한 지역사회내의 지지체계 부족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보호 프
로그램의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다.또한 노인들과 가족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전문
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상담요원과 정보망 구축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
를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황옥남,윤숙례,황혜연,& 남기석,2002).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인지기능 저하 또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실행되어 온 중재 방법은 대부분이 단일중재 방법으로 인지요법,현실요법,회상요
법,음악요법,미술요법,원예요법,운동요법,작업 및 게임요법이 있었고,대상자는
치매전문 요양원 및 병원,치매노인 주간보호소 및 단기보호시설,너싱홈,치매전
문병원과 같이 요보호대상자나,노인대학,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건강에 대한 욕
구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생활인이면서 조직적인 건강프로그램
접근 가능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정순,1997;김수영,1999;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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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2000;김희경 & 이옥란,2000;강석정,2002;김동연 & 윤종호,2002;김민영,
2002;임영미,2002;최현숙,2002;박정숙,이현지 & 김미은,2003;김진호,2004;
최영순 & 김현리,2004;조영윤,2005;Zarit,Zarit,& Reever,1982;Abraham &
Reel,1992;Goddaer& Abraham,1994;Kogers,Chapin,& Brotons,1999;Lai,
2004;Suzuki,2004;VandeWinckel,Feys,DeWeerdt,& Dom,2004;Onder등,
2005).
이러한 중재 방법과 대상자에 대해서 먼저 단일중재 방법은 인지기능이 저하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중재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고,그 효
과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보이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개개인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용이하고,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의 복합중
재 방법이 소개되고 있으며,그 효과에 있어서도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이은철 등,
1999;지혜련,2003;Lopez& Mermelstein,1995).그러나 대상자 측면에서 요보호
대상자나 지역사회의 생활인이면서 조직적인 건강프로그램 접근 가능자 이외에
지역사회의 생활인이면서 조직적인 건강프로그램에 접근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
로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는 최선하(1997)의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중재 프로
그램을 적용한 유일한 연구이었고,이러한 연구도 단일중재 방법을 적용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의 생활인이면서 조직적인 건강프
로그램에 접근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제 생활현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복합
중재 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 방법의 이론적 배경은 인지행동 이론에 근거하였

을 경우,노인의 병전 성격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어떠한 다른 방법보다도 중재
에 불응함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며(Taylor& Aspinwall,1990),노인 스스로 재활
에 대한 동기를 갖게 하는 자아 통제력을 증진시키므로 대상자가 치료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Thompson,1993).
이러한 인지행동 이론에 근거한 중재에 대해서 Meichenbaum(1977)은 불안,공포,
분노,사회적 무능,알코올 중독,대인기피 아동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특히 HussianandLawrence(1981)와 Thompson(1993)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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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인지적 재구성을 일으키고,대처행동 전략을 습득하게 함으로서 사회적
행동 강화와 우울감 경감에 용이한 중재라고 하였고,Lopezand Mermelstein
(1995)은 다른 중재보다도 짧은 기간동안 수행되면서 높은 효과를 보이는 중재라
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 생활인이면서 조직적인 건강프로그램에 접근이 어

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잔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지행동 이론에
근거한 복합중재 방법인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이를 적용하여,인지기능
과 우울 및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함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치매의 진전을 예방하고,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로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해 보고,궁극적으로 노인들
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지역사회 노인의 인지기능
및 우울,일상생활 수행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3)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노인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
과를 파악한다.

4)인지기능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
과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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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가가가설설설

인지행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제 1가설 :인지행동 프로그램 중재 후,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인지기능 점수가
상승할 것이다.

제 2가설 :인지행동 프로그램 중재 후,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가 감
소할 것이다.

제 3가설 :인지행동 프로그램 중재 후,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가 상승할 것이다.

제 4가설 :인지행동 프로그램 중재 후,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가 상승할 것이다.

444...용용용어어어 정정정의의의

1)인지행동 프로그램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인지재구성 방법으로 일차적으로 대상자의 내적 대화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과제를 처리하는데 대한 두려움,공
중 앞에서의 두려움과 같은 문제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습득하는데 강조점을 둔
다(Meichenbaum,1977).
본 연구에서는 Meichenbaum(1977)이 제시한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본 연구자

가 수정 보완하여 구성한 ‘문제행동 발견하기’,‘대처행동 탐색하기’,‘대처행동 훈
련하기’에 세부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 향상 훈련’,‘개념기억 훈련’,‘레크리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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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이 포함되었고,LopezandMermelstein(1995)의 인지행동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이완훈련을 ‘손 운동법’으로 대체하여 구성한 1회 50분,주 2회,6주간,총 12회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지역사회 노인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 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Reporton the 2nd InternationalConference of
Gerontology,1951).
본 연구에서는 S시 S구의 경로당에 소속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MMSE-K

(Mini-MentalStateExaminationKoreanVersion,권용철 & 박종한,1989)점수
가 15점에서 23점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의미한다.

3)인지기능

인지기능은 충동,지각,흥미,동기,기억,논리,사고,학습,문제해결,판단과
같은 정신적,지적 과정을 의미한다(Murry,Huelskoetter,& O'Driscoll,1980).
본 연구에서는 Folstein,Folstein,& McHugh(1975)이 개발한 MMSE(Mini

-MentalStateExamination)를 권용철과 박종한(1989)이 수정․보완한 한국판
MMSE-K(KoreanVersionofMini-MentalStateExamination)도구로 측정된 점
수를 의미한다.

4)우울

정상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까지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근심,침울감,
무력감,무가치감을 나타내는 기분 장애를 말한다(Battle,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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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배재남(1996)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어판 SGDS(Short-form
GeriatricDepressionScale,Yesavageetal,1983)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5)일상생활 수행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기본적 일상생활 수
행능력(ActivitiesofDailyLiving;ADL)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nstrumen-
-talActivitiesofDailyLiving;IADL)이다.

(1)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

한다(Mahoney& Bathel,1965).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

의 능력을 요약하는 간단한 활동을 의미하고,목욕,옷입기,용변보기,거동하기,
대소변 가리기,식사하기의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되며,Katz,Ford,Moskowitz,
Jackson,& Jaffe(1963)의 ADL(ActivitiesofDailyLiving)을 손석한(1998)이 수
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기초적인 일상생활 유지능력 보다 상위에 있는

사회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약간의 더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
다.(Lawton& Brody,1969)
본 연구에서는 Lawton과 Brody(1969)가 개발한 IADL(InstrumentalActivities

ofDailyLiving)을 손석한(1998)이 수정․보완한 전화사용,외출 및 여행,식품점
에 가서 장보기,식사준비,집안일(청소,정리정돈),빨래,약물 복용,금전 관리 등
의 8문항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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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111...인인인지지지행행행동동동 이이이론론론

인지란,지식을 얻고 조직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말하며,이것은 또한 원인과 결
과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며,자신과 환경을 이해하는 것인데(민성길 등,
1998),인지행동 이론은 행동주의 이론과 인지이론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기법으로
이러한 인간의 사고 또는 인지가 인간의 정서와 행동을 좌우한다는 전제에서 인
지나 인지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지적 기법과 행동적 기법을 통합하여 사용
하는 것이다(임향숙,1987;안창규,1995).
인지행동 이론가들은 의식적 사고가 인간의 정서적 행동과 도구적 행동을 일으

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이들은 인지과정과 정서 및 행동에 대한 관
점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먼저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저절로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가 개인의 정서와 행동을 발생시키므로 비실제적이고 역기능
적인 자동적 사고를 잘 관찰하여 교정해야 한다고 한다.두 번째는 개인의 신념체
계 또는 사고방식에 의해 사건이 인식되고 해석된다고 주장하면서,이러한 오랜 삶
을 통해 생성된 사고방식은 자동적 사고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자동적 사고의 파악
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한다.세 번째는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비합리적 신
념과 같은 인지왜곡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사고방식에 존재하는 논리적
오류가 무엇인지 관찰해야 한다고 한다.네 번째는 정서 또한 인지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행동 또한 상황자체를 변화시키거나 타인의 반응을 야기시킴으로서
스스로 상황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임향숙,1987;안창규,1995).
인지행동 이론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인 Ellis(1962)는 인간의 신념이

나 생각 중 인지적인 면들이 정서와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RET(Rational-EmotiveTherapy)를 발표하였다.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이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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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정서적 문제는 비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되며,대상자의 정서적 혼란과 관
계되는 비합리적 사고를 논박하여 합리적 사고로 바꿈으로서 더욱 현실적이고 효
율적이며 융통성 있는 인생관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이형득,1993).
또한 Beck,Rush,Shae,Emery(1979)은 인지치료(CognitiveTherapy:CT)에서

개인의 정서와 행동은 주로 그가 세계를 구조화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
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인지(의식의 흐름 가운데 있는 언어적 혹은 심상
적 사상)는 과거경험으로부터 발전된 어떤 태도나 가정에 기초한다고 하였다.즉
인지치료는 행동이나 다른 전통적인 치료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사고과정 혹은 인
지과정 및 자기언어에의 접근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가설과 구체적인 치료방
법을 제시한다.그러나 인지치료는 자신의 사고나 관념에 대한 내성능력이 있는
사람이나,자신의 생각을 지각하고 표현하며 교육적 지시와 반응을 수용할 수 있
을 정도의 지적수준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형득,1993).
비합리적 사고를 노출시키고,공격하는데 있어서 Ellis(1962)의 합리적 정서요

법은 비합리적인 진술을 스스로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말들로 대치하도록 지도하
는 방법인데 반해, Meichenbaum(1977)의 자기지시적 훈련(Self-Instructional
Training:SIT)이나 스트레스 대처훈련(StressCopingTraining:SCT)은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들을 제거하는 것 보다 대상자가 그 문제와 부딪혀 보고,스스로 인
식하게 하여 부정적이었던 상황을 극복한 후에는 즉각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으로
서 비합리적 사고를 노출시키고,공격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정서요법’에 비해 보
다 직접적,직면적이지 않다고 하였고,이러한 이유로 불안,공포,분노를 느끼는
대상자에게 또는 사회적 무능자에게 적합하다고 하였다.
Meichenbaum(1977)의 자기지시적 훈련과 스트레스 대처훈련은 치료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을 조합한 것인데,실행과 반복을 강조하는 인지행동적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대체로 이 두 방법은 행동적 명시적으로 시행 및 반복훈련을 함
으로써 점진적으로 내면화내지는 사고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어 행동이 강조되는
인지행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자기지시적 훈련은 근본적으로 인지재구성의
형태인 내담자의 자기언어화(self-verbalizations)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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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이 정서적 장애의 근원이라는 점과 내면적 언어는 다른 사람의 조정을 통해
점차 자기지시를 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자기언어는 음성적 자기지시
로 내면화된다고 가정한다.즉 사고의 언어적 수단인 자기진술(self-statement)를
통하여 비합리적인 자기진술을 합리적인 자기진술로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내적
인지요인으로의 언어지도 과정을 의미한다. Meichenbaum(1977)은 인지구조를 수
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동적․명시적 시행 및 반복훈련을 통한 내면화 또는 사
고의 변화를 강조함으로 행동을 강조하는 인지행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Stone,1980).
인지행동 요법의 대상자 접근 방법으로서 개인 및 집단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집단으로 적용한 경우 집단이라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이에 대해서 Devereaux and
Clarison(1992)은 집단 활동은 상대방의 회환과 확인과정을 통해서 치료효과를 얻
게 된다고 했으며,Hartford(1980)는 노인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고립과 외로움을 고
려하고 비용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 접근 방법보다는 집단적 접근 방법이
권장된다고 하였다.또한 Yalom(1985)은 우울증이 있는 노인에게 집단적 접근 방
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첫 번째 사회적 서비스,레크리에이션이 포함된 기존의 서비
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고,두 번째 재사회화와 재동기화를 일으키
므로 고독과 격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능력을 강화
시켜 주기 때문이고,세 번째 노화로 동반되는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자존감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이고,네 번째 자기연민,죄책감,
실패의 느낌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므로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삶의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인지행동 중재에는 궁극적으로 인지적,행동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

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여기에 이완요법도 사용할 수 있는데,인지구조 재편 방
안으로 인지적 기술,행동적 기술,상상기법,심리극,일기,유머,일화 및 비유 등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적용될 수 있으며,치료자의 경험적 배경에 따라 그 적용기
법들이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인지행동 중재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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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표는 인지적,행동적 변화를 목표로 하므로 중재방법으로 단순히 언어적 상
호작용만으로 끝내기 보다는 더욱 체험적일 필요가 있으므로 최근 행동적 방법에
대한 탐색이 시도되고 있다(Meichenbaum,1977;안창규,1995).
이러한 행동적 방법에 대해서 KaplanandSadock(1993)은 인지기능이 저하되

어 있고 우울 증상이 있는 노인에게는 재사회화나 재활,활동치료,인지행동적 집
단 요법이 포함된 지지지향적 집단요법을 제안하였고,서명숙(1995)은 인지적 방
법으로 합리적 정서요법,자기통제법,심상법,자기교시법 등이 있고,행동적 방법
으로는 강화,처벌,모방,이완훈련,행동재현법 등이 있지만,개별로 사용하는 하
는 것 보다 여러 방법들을 혼합하여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하였다(서명숙,1995).
인지적 방법과 행동적 방법이 통합된 인지행동 요법에 대해서 Koder(1998)은

인지행동 이론에 근거한 요법은 인지기능 저하 노인의 손상된 인지기능을 교정해
줌으로 불안을 완화시켜주며,대상자의 자존감과 독립성,병원에서의 입원기간을
줄여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LopezandMermelstein(1995)은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료적 과정 중에 능동적인
협력자로서 대상자를 참여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대상자 중심적인 프로그램이라
고 하였다.또한 Kasl-GodleyandGatz(2000)는 인지행동 요법은 초기 치매환자
에게 대처전략을 수립시켜주고,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행
동중심적 접근과 기억력 훈련은 특정한 인지행동적 손상상태를 목표로 하면서 대
상자의 남아있는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외에서의 경우,인지기능이 손상된 노인에게 인지

행동 이론의 적용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므로 국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들에게 인지행동 이론에 기반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또한 인지행동 이론
중에서도 Meichenbaum(1977)의 자기지시적 훈련, 스트레스 대처훈련은
Ellis(1962)의 합리적 정서요법에 비해서 비합리적 사고를 노출시키고,공격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직면적이지 않으므로 불안,분노,무능감을 느낄 수 있는 노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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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노노노화화화와와와 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 저저저하하하

노화란 성숙한 유기체의 제반 기능이 시간경과에 따라서 비가역적으로 소진해
가는 과정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관점에서 설명되어지는데,특히 뇌의 노인
반과 신견섬유뭉치 등과 같은 퇴행성 변화는 중추신경계에서 반응을 결정하는 과
정을 지연시켜서 노인들에게 지능의 저하,기억력 감퇴,정보처리의 둔화 및 사고
의 경직성과 추상적 사고의 장애,문제해결능력 저하를 유발하므로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인지기능이 저하되고,이로 인해 정신적,사회적 측면에 변화를 초래하
여 치매에 유병 될 수 있다(민성길 등,1998).
그러나 모든 인지기능 저하 노인이 곧 치매에 유병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권용철과 박종한(1989)은 인지기능 검사 상에서 23점 이하를 ‘치매 의심’군으로 분
류하면서 여기에는 경도 혹은 조기 치매,양성 알츠하이머,진행속도가 느린 치매,
양성 노년기 건망증,지능이 낮은 집단,저학력 집단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
으므로 피검자 본인과 대리인 면담을 통해서 피검자의 인지기능을 평소의 지적
수준과 비교하거나,정교한 신경심리학적 검사를 통해서 인지기능 장애 유무를 밝
혀야 하고,장기간 관찰을 통해서 인지기능 악화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결국 인지기능 저하 노인을 치매에 유병되었다고 결정하는 것은 좀 더 지속적
인 관찰과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인지기능 저하 노인들 중에서 충
분히 중증 치매로 진전 될 수 있는 노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증상 진전을
예방할 대책이나 지역사회 차원의 간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치매란 DSM-Ⅳ의 진단기준에 의하면 ‘직업적 일이나 통상의 사회활동 또는

대인관계에서 유의한 장애가 있을 정도의 인지기능 및 지적 능력의 감소’를 뜻하
는데 기억장애와 언어,판단,추상력,공간․시간적 능력 및 기타 새로운 기술습득
의 장애와 성격변화가 동반된다(민성길 등,1998).이러한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알쯔하이머형 치매와 뇌혈관성 치매이다.뇌혈관성 치매는 뇌출혈,뇌경색
등에 의해 야기되는 뇌졸중으로 인하여 뇌 조직의 일부분에 혈액이 통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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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나타나게 된다.신체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마비가
오고 운동장애로 인해 휠체어 생활을 하기도 하며,와상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뇌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심장병,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비하여 알쯔하이머형 치매
는 원인이 불명확하나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뇌 전체가 위축되고 그 결과 치매가
생기는 질환이다.발병시기는 뇌혈관성 치매에 비해 확실치 않으며,서서히 진행되
므로 노년치매라고도 알려져 있다(이성희,1993).
치매의 유병율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대규모의 역학조사를

실시한 대표적인 논문으로 Evans등(1989)은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36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65～74세의 인구 군에서 약 10%,75～84세의 인구 군
에서 19%,84세 이상 군에서는 47%이상으로 치매가 증가한다고 추정하였고,국내
에서는 박종한과 고효진(1991)이 경북의 일개 농촌 지역에서 766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전체의 11.3%가 치매에 유병되어 있었다고 하
였으며,우종인 등(1997)이 경기도 일개 군에서 1674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
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전체의 9.5%가 치매에 유병되어 있었다고 하였다.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65세 이상 노인치매 유병인구를 약 10%이상으로 예측
할 수 있었는데,이 중에서도 치매 진행 초기단계의 유병율에 대해서는 박종한,고
효진(1991)은 치매 노인의 53.8%가 경증 상태라고 하였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에서는 치매 노인의 59.2%가 경증 상태라고 보고하였다.즉 지역사회에는
약 10% 정도의 치매 노인들이 있으며,이들의 절반가까이 경증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증 상태의 치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치매의 경과를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치매의 임상경과는 치매의 원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
이므로 일률적으로 기술하는 것 보다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 알
츠하이머형 치매를 중심으로 DSM-Ⅳ의 진단기준에 의하면,초기에는 기억력 장
애만이 유일한 증세이거나,무감동,일관성 결여,사회교류로부터의 은둔 등의 미
묘한 인격변화가 올 수 있고,보통 발병 후 1～3년까지 진행된다.중기에는 지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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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두드러지고,행동이나 인격에 더 명확한 변화가 나타나며,발병 후 10년 내외
로 지속될 수 있다.후기에는 완전히 말이 없어지고 주의력이 결여된다.지적 능
력의 상실,특히 기억력,판단력,추상적 사고,기타 고유 피질기능의 장애와 인격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고,완전히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로 되어 필연적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평균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성길 등,1998).
결국 치매의 초기 단계에서는 사회생활이나 직업상의 능력이 저하되어 있지만,

아직 다른 기능은 정상과 다름없이 기능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민성길 등(1998)은 치매환자는 뇌신경 조직의 기질적 변화로 인
해 초기 기억력 장애와 정서 및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감각자극을 잘못 해석
해 쉽게 당황하고 사회교류로부터 은둔하게 된다고 하였다.이에 대해서 지혜련
(2003)은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예방적 간호차원에서,그리고 명백한 인지기능 감
소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경증 치매노인의 중증 치매로의 이행을 감소시키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치매로 인한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간호중재가 필
요하다고 하였고,김범생(1993)은 치매에 이환된 노인이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
경증 상태에서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잔존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질병 경과
를 늦출 수 있는 치료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치매 환자는 뇌세포의 기질적 변화로 인해 인

지기능의 저하가 발생하고,환경의 자극을 잘 못 해석하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 신
념,즉 인지왜곡이 발생하면서 사회로부터 격리나 은둔과 같은 정서와 인격의 변
화 그리고 행동의 위축과 고립이 발생하고,이러한 부정적인 환경은 더욱 인지왜
곡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위축과 고립을 심화시킨다고 생각되어진다.그러나 조기
에 이러한 인지왜곡 상황을 인식시키고,현재의 신체적 기능에 적합한 대처행동을
시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면,정서와 인격의 변화를 최소화하고,사회적
위축과 고립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지역사회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
되는 노인 또는 치매 초기로 간주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 중재는 그 의
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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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 저저저하하하 노노노인인인과과과 우우우울울울

우울이란 자신감이 없고 생의 의욕이 없고 피곤해 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며 혼
자만 있으려 하고 평소 해오던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이다.또한
생활의 재미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고 매사가 짐이 되는 듯 여기며 평소 해오
던 직업을 포기하려고 한다.사고는 몇몇 주제에 국한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매
우 느리면서 가능한 한 최대로 압축하여 대답한다.많은 경우 미래의 실패에 대한
불안,거절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슨 일이든 결정을 못하고 우유부단해진다
(민성길 등,1998).
노년기에는 전반적인 신체기능 저하는 물론,정신적으로 감각,지각,기억,지능

등과 같은 신경기능의 저하와 불안 또는 우울 등의 정서변화와 같은 정신적 노화
가 나타나며,특히 여가 시간이 늘어난 노인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으로 남
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회적 활동시간이 줄어들어 자기 중심적이 되고,내재된 능
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결국 신체적,사회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선혜,1996).이러한 노년기의 정서적 특성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우울증 경향
으로 알려져 있는데,우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망 위험인자로도 알려져 있다(Young,1997)
노인에게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들로는 신체적 질병,배우자 부재,종교 부재,

낮은 교육수준,가족간의 낮은 애착정도,사회적 고립,경제 사정의 악화로 알려져
있고,우울과 관련된 정서로는 희망 없음,개인의 평가 절하,불만족,허무함,지난
날의 회한 등을 들 수 있으며,이러한 결과로 불면증,체중감소,무감각,강박관념,
증오심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영란 등,1998).또한 노인에게 우울
을 유발하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문화를 들 수 있는데,사회구조가 젊음 지향
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노인은 부담스럽고 인간의 운명을 회상시키는 불쾌한 존재
로 간주되어 대중이 노화과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므로 노인을 우울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는 것이다(김미옥,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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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울 증상의 발생은 연령증가에 따라서 우울 경향도 증가하는 것이 일
반적인 관점이며 노년기 전반에 걸쳐 증가하게 되는데,조맹제 등(1998)은 일 도시
지역 65세 이상 노인 447명을 대상으로 우울의 유병율을 조사한 결과,전체 노인의
18.1%(남자 17.3%,여자 17.9%)가 유병되어 있으며,65～69세의 15.7%에서 85세
이상 노인의 23.5%로 증가하는 경을 보인다고 하였다.또한 우울은 100명당 여성
이 1.98,남성이 1.1로 여성에서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진숙,
1999).
특히 치매 노인에서 우울의 발생율은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Greenwald(1995)에 따르면,치매 노인 중에서 주요 우울(majordepression)의 비
율은 5～15% 정도이고,경증 우울(minordepression)은 25% 정도이며,우울 경향
을 보이는 환자는 50%에 이른다고 보고하였고,국내에서는 류경희,강연욱,나덕
렬,이광호,정진상(2000)이 알쯔하이머형 치매 36명,혈관성 치매 31명,정상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우울을 측정한 결과,치매환자 집단이 정상노인 집단보다 일반적
인 우울감,걱정 및 불안감,불행감,인지기능 저하 및 사회적 활동 감소 등 우울
의 모든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더 우울한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치매 노인에게서 우울의 발생이 높을 뿐 아니라,우울은 치매노인에게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를 발생시키는데,이에 대해서 손석한(1998)은 치매노인
48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유무에 따른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조사한 결
과,대상자 중에서 30명(62.5%)이 우울증이 있었고,우울한 치매노인은 우울하지
않은 치매노인보다 인지기능은 떨어지지는 않으나,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반면에 Raskin
andRae(1981)는 우울한 노인과 우울하지 않은 노인을 비교했을 때,먼저 우울하
지 않은 노인은 기억력 저하와 인지 장애가 13%이지만,우울한 노인은 52%로 우
울한 노인에서 인지장애가 높게 나타난다고 했으며, Forsell, Jorm, and
Winblad(1994)는 우울증과 치매는 병의 발병,경과 및 예후에서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고 하였다.결국 우울은 치매 및 인지기능,일상생활 수행능력,도구적 일
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동반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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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노인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으로 인한 우울의
변화양상을 평가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44...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 저저저하하하 노노노인인인과과과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란 개인이 독립적이고 의미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의미하며,개인이 독립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과업들로 자기관리,
기동성,의사소통,가정관리,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과업들에 대한 수행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에서 개인의 생활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되어 왔고,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상실로 인해
서 개인의 자존감의 상실,심각한 의존성 및 유아적인 정서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Gurette,1994).
즉 이러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감소는 노인의 삶에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는데,정확한 발생빈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의 보고(2004)에 의하면,65세 이상 노인 3278명 중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22.2%,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8.2%라고 하였고,EdwardandLarson(1992)은 이전까지의 문헌연구를 통해서 65
세 이상의 노인 중 40%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제한을 경험하
며,85세 이상의 노인 중 35%는 일상적인 개인간호를 수행하는 것에서도 제한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ActivitiesofDailyLiving;ADL)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ofDailyLiving;IADL)이다.여기서 ADL은 기본적인 일상신변과 관련된
기능 또는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인 반
면에,IADL은 사회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므로 보다 확대된 문제 해결
능력,사회적 기술 및 복잡한 환경적 상호작용에 대한 능력을 의미한다(손석한,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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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적 일상생활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궁극적
으로 노인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송애랑,2001),여기서 도
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장보기,청소,현금관리 등과 같이 독립적인 생활가능성
을 평가해야 하는 너싱홈 입주자,정신과 병동 입원자,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급성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므로 주로 지역
사회 거주 노인이나 입원 후 퇴원이 예정된 환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특히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문항 중 장보기,식사준
비,빨래와 같은 문항은 남성에서 그 의의가 적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항을 성별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원장원,2002).
치매환자는 뇌신경 세포의 광범위한 소실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여러 영역들

이 손상되고,이로 인하여 평소에 잘하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일
상생활 활동의 기능성이 떨어진다.치매 발병 초기에는 복잡한 과제의 수행을
어려워하지만,치매가 경과함에 따라서 단순하고 간단한 과제조차 어려워지고 결
국에는 대소변 가리기나 음식을 삼키는 일까지 곤란을 겪게 된다(김도관,1997).
배상수 등(1999)은 일 도시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 9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치매환자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목욕하기,계단 오르내리기,보
행,대변 가리기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현금관리,
물건구매,음식준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상대적으로 기능이
보존되어 잘 수행하고 있었던 항목은 투약관리,전화사용,집안 일하기 등이었다
고 하였다.
결국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능력을

저하시키므로 심각한 의존성과 자존감 저하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지
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인지기능 저하 노인에게 중재 프로그램으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변화양상을 평가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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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 저저저하하하 노노노인인인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에는 중증 치매,치매 의심군,경증 혹은 조기 치매,양
성 알츠하이머,진행속도가 느린 치매,양성 노년기 건망증,지능이 낮은 집단,저
학력 집단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권용철 & 박종한,1989),이러한 노인 중 최근
까지 가장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온 중증과 경증 치매 대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본 장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치매의 중재방법은 의학적인 약물치료와 심리․사회적 접근으로 나누어지며

주로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보조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약물치료의 경우 주로 치
매환자에서 나타나는 불안,망상,초조,불면,행동장애 등 이차적 정신증상을 완화
시키고자 사용하고,심리․사회적 접근은 환자가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고,기능의 결손이 있더라도 남아 있는 건강한 부분을 사용하여 상황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을 하고자 실시하게 된다(민성길 등,1998).최근 심
리․사회적 접근은 약물치료의 한계로 인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치매노
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제공자의 정신적,신체적 및 경
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정심,2004).
이러한 심리․사회적 접근에 대해서 APA(AmericanPsychiatricAssociation,

1997)에서는 감정 지향적(Emotion-oriented),인지 지향적(Cognitive-oriented),자
극 지향적(Stimulated-oriented),행동 지향적(Behavior-oriented)요법 등으로 나
누면서,이러한 치료요법들의 목적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현재의 상황에서 기능을 최대화시키며,인지기술과 정서 및 행동을 호전시키
는 것이라고 하였다.구체적으로 먼저 감정 지향적 요법에는 지지적 정신 요법,회
상 요법,조정 요법,감각통합 요법이 포함되며,기억과 정서를 자극하여 감정과
행동,인지기능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두 번째 인지 지향적 요법에는 현실 지
남력 요법과 기술훈련 요법이 포함되며,인지적 결손을 교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 번째 자극 지향적 요법에는 활동,오락치료,예술치료가 포함되며,노인의 남아
있는 인지기능을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네 번째 행동 지향적 요법에는 이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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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체계적 탈감작법,행동수정기법 등이 포함되며,잘못 학습된 행동을 체계적으
로 교정하여 증상의 해소 및 건설적인 행동으로 재학습하는데 목적이 있다(APA,
1997;민성길 등,1998).
최근까지 많은 연구에서 이상에서 설명한 심리․사회적 접근을 검증하여 왔는

데,먼저 감정 지향적 요법으로 김수영(1999)은 요양원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
인 33명을 대상으로 주1회,1시간씩,4주 동안 회상요법을 실시한 결과,만성통증
과 우울감은 향상되었으나 자아존중감은 향상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Lai등
(2004)은 너싱홈에 거주하는 101명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주3회,6주 동안 회상
요법을 실시한 결과,실험군이 정신사회적 안녕에서 대조군 보다 상승되었다고 하
였다.
두 번째,인지 지향적 요법으로 Zarit등(1982)은 너싱홈에 거주하는 경증에서

중등도 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자극훈련을 실시한 결과,중단기 회상능력,
범주회복능력,개념기억수준,언어생성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하였고,김정순(1997)은
요양원과 주간보호소의 치매노인 9명을 대상으로 주3회,1회 30～40분간,8주 동안
개념기억훈련과 일과기억훈련 및 일생기억훈련으로 구성된 인지자극 훈련을 실시
하여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개념기억수준,일과기억수준,일생기억수준,언어생성수
준을 향상시킨바 있다.또한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 김정화(2000)는
일 도시지역 노인대학 60세 이상 노인 102명을 대상으로 주2회,1회 2시간씩,2주
동안 개념기억훈련을 실시한 결과,기억자기효능과 우울에서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인지 지향적 요법으로 현실요법의 경우,김민영(2002)은 경증 치매 9명,비치매

21명을 대상으로 주3회,4주동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현실요법을 실시
하여 주의력과 언어 기억력이 증진되었고,훈련에 대한 흥미가 높았다고 보고하였
고,Onder등(2005)은 235명의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주3회,1회 30
분,25주 동안 현실요법을 실시한 결과,인지기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행
동과 기능적 결과까지 향상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세 번째,자극 지향적 요법으로 음악요법에 대해서 Koger,Chapin,& Brotons

(1997)은 1985년에서 1996년까지의 치매와 관련된 연구 69편을 분석하여 노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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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위한 음악요법의 적용에 대해 치매노인들은 질병말기 단계까지 구조화된
음악활동에 계속 참가할 수 있으며,가장 많이 참가하는 활동으로는 기악 연주,춤
과 움직이는 활동이며,구성원은 3-5명이 가장 바람직하며,동료 환자들의 참여나
시범은 참가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또한 상호교류와 커뮤니케이
션을 포함하는 사회적,감정적 기술들은 구조적인 음악활동을 통해 강화되며,음악
은 기억력과 같은 인지기술을 강화하고 환자의 문제행동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이
라고 하였다.또한 Suzuki등(2004)는 알츠하이머,혈관성치매 환자 10명을 대상으
로 1주 2회,8주 동안 음악요법을 실시하여 인지기능에서는 언어영역,행동기능에
서는 불안영역에서 효과적이라고 하였고,VandeWinckel등(2004)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치매로 입원한 25명의 노인에게 매일 30분간 3개월 동안 음악에 기초한
활동은 인지기능은 향상시키나 행동에서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였다.김
희경과 이옥란(2000)은 일개 병원에서 치매노인 37명을 대상으로 1회 40분,매일
2회,6주 동안 민요,창,유행가,동요,클래식의 음악요법을 실시한 결과,인지,행
동,정서기능 모두에서 향상되었고,중증 치매 환자보다 중등도 치매환자에서 음악
요법의 효과가 좋았고,알츠하이머형 보다 혈관성 치매환자에서 효과가 좋았다고
하였다.
자극 지향적 요법으로 미술요법의 경우,최영순,김현리(2004)는 일 종합사회복

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참여를 희망한 10명에게 주1회,8주
동안 매회기 마다 각각 다른 주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집단미술요법을 실시
하여 무력감과 우울에서 향상되었으나 고독감은 향상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김동연,윤종호(2002)는 일개 치매센타에 등록된 24명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2개
월 동안 16번의 집단미술요법을 실시하여 행동적 측면에서 타인을 돕거나,대화하
는 능력이 향상되었고,타인을 비난하는 행위가 줄어들었으며,정서적 측면에서 즐
거움,흥미,안정됨이 늘어나고 분노,우울은 경감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자극 지향적 요법으로 원예요법의 경우,강석정(2002)은 일개 병원에 등록된

35명의 65이상 여자 노인을 대상으로 1회 1시간,주2회,20주 동안 식물을 이용한
원예요법을 실시한 결과,실내 원예요법군은 일상생활 동작지수와 양측 손의 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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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외전근의 수축력의 증가하였고,실외 원예요법군은 척추의 신전각도,일상생활
동작지수,양측 손의 단무지 외전근의 수축력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자극 지향적 요법으로 오락요법의 경우,김진호(2004)는 치매전문요양원에 거

주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노인 10명을 대상으로 1회 30분,주 2회,총 15회의 5가
지 하위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오락요법을 실시하여 인지기능과 이상행동에서 향상
되었다고 보고하였고,조영윤(2005)은 노인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치매노
인 11명을 대상으로 1회 1시간,주 1회,12주간 12가지 하위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치료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 인지기능은 향상되었으나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향
상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인지기능 저하 또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실행되어 온 중재

방법은 인지요법,현실요법,회상요법,음악요법,미술요법,원예요법,운동요법,작
업 및 게임요법으로 매우 다양하게 실행되어 왔지만,각각의 중재 방법들이 모두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는데,최근 다양한 중재 개발과 함께 각각의
중재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서로 보완하여 더욱 효과적
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복합중재 개발에 대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먼저 감정,인지,자극 지향적 요법을 통합한 연구로 이은철 등(1999)은 일개

노인 낮병원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MMSE-K 점수 23점 이하이면서, 

SGDS 점수 8점 이상인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1회 6시간, 주 2회, 10주 동안 심

리사회적 프로그램(인지재활, 오락요법, 회상치료, 작업치료, 정신과 및 가정의학

과 회진)을 실시하여 대상노인의 인지기능은 향상되지 않았으나,우울증상은 호전
되었고,10주 경과 후 호전되었던 우울증상이 다시 악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인
지,자극,행동 지향적 요법을 통합한 연구로 지혜련(2003)은 두 개 보호시설에 있
는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MMSE-K점수가 15～23점의 31명을 대상으로 1회 30
분,주 2회,8주 동안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개념기억훈련,음악요법,미술요법,
손운동)을 실시하여 인지기능,우울정도,사회적 행동은 향상되었으나,일상생활
수행능력은 향상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또한 감정,자극,행동 지향적 요법을
통합한 연구로 정정심(2005)은 무료 및 실비시설에 거주하는 치매노인 33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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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놀이 프로그램(강강술래,공놀이,공기놀이,딱지놀이)을 1회 40분,주 5회,4주
동안 실시하여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증진시키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
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이렇게 복합중재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것은 치매증상은 개인차

가 크고 인지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곤란하고 저하된 일상생활 수
행능력은 인지기능을 낮추기도 하는 등 하나의 증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는 복합적인 요소가 서로 연관되어 증상이 나타나므로 인지적,신체적,정서적인
다양한 증상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
합된 접근의 모색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김정모,강수균,& 장현갑,2003),따라
서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중재는 향후 더욱 다양한 대상
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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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기능 및 우울,일상생활 수행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인지행동 이론이다.
인지행동 이론가인 Ellis(1962)는 ‘인지’,‘정서’,‘행동’간에는 항상 상호작용이

일어나며,개인의 느낌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고,개인이 상황을 주관
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있다고 하였다.또한 개인은 그 상황과 비슷하거나,
다시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전에 학습되었던 ‘자동적 사고’를 하게 되고,이와
관련된 정서적,행동적,생리적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따라서 문제적 행
동이나 정서장애가 발생한 것은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자동적으로 해석하는 인지
구조인 ‘비합리적 신념’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바꾸도록 과학
적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였다.이에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로서 사용된 인간
의 인지,정서,행동 간의 상호작용은 <그림 1>과 같다.
최초에 노화로 시작된 뇌세포의 기질적 변화는 연령,교육수준,신체적 질병,

경제사정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환경적 자극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지기능이 저
하되고,저하된 인지기능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잘못 해석하면서 이러
한 잘못된 해석을 점차 확신하게 된다.결국 환경과 자신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은
정서와 행동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또한 정서와 행동에서 나타
나는 결과는 다시 인지과정에 영향을 줌으로서 비합리적 신념은 보다 확고해진다.
이러한 영향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인지구조만에 대해서 중재하는 것
은 앞 장의 고찰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인지,정서,행동 모두에 영향 할 수 있는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
한 영향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이루고자 하는 인지기능 저하 노인의 인지,정서,행동의 변화를

위해 중재방법에 대해서 Meichenbaum(1977)은 행동은 내적 대화,인지적 구조,
행동과 그 결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사고과정을 통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 25 -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변화과정은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한 가지만을 중요
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또한 Meichenbaum(1977)은 궁극적으로 인지적,
행동적 변화를 위해서는,첫 번째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고 하면서,여기에는 대상자 자신의 생각,감정,심리적 반
응,인간관계에서 행동 등을 관찰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였다.두 번째로 대상자
는 자신의 문제행동을 관찰하고 인지적,정서적,행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
해서 대안행동을 탐색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이 과정 중에 발생하는 내적대화
또는 자신에게 하는 말은 새로운 행동을 이끌어내는 인지적 재구성의 결과라고
하였다.세 번째로 대상자가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대
처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인데,여러 상황 속에서 실천되는 행동들은 타인에게
다른 반응을 얻게 되고,이러한 결과들은 다시 대상자의 행동에 안정성을 부여한
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Meichenbaum(1977)의 인지적,행동적 변화를 위

한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중재방법에서 문제행동 발견하기,대처행동 탐색하기,
대처행동 훈련하기를 순서대로 구조화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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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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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유사실험설계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인지행동 프로그램이고,종속변수는 인지기능,우울,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다<그림 2>.

<그림 2>연구 설계

사전조사 실험 사후조사

실험군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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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
프로그램

인지기능
우울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대조군

일반적인 특성
인지기능
우울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우울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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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

1)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

(1)집단 구성원의 수
본 연구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표본의 크기는 Cohen의 공식에 의거하

여 집단수 2,유의수준 0.05,통계적 검정력 0.8을 산정하였으며,효과크기의 경우 인
지기능 저하노인에서 산정된 보고가 없어서 인지기능 노인들과 증상이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주요우울증 노인에 대해서 Thompson,Gallagher,& Breckenridge(1987)가
보고한 인지요법은 62%,행동요법은 80%,단기역동적 심리치료는 80%의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를 기반으로 최소 50.0%의 효과를 추정하였고,따라서 효과크기를
0.5로 설정하였다.Cohen의 공식에 의거하여 최소표본의 크기는 17명이었으므로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 최소 17명씩,전체 최소 34명 이상으로 선정하였고,이러
한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최초에 실험군 24명,대조군 19명이 포함되었고,탈락자
를 제외한 실험군 21명,대조군 19명이 최종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이은옥,임난
영과 박현애,1998).

(2)대상자 제외 기준
제 1기준 :정신지체 및 정신과적 기왕력이 있는 자
제 2기준 :청력,시력에 이상이 있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
제 3기준 :최근에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제 4기준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는 자

2)연구 대상자

경기도 S시 S구내에 69개 노인정에서 사전연구를 실시한 3곳을 제외한 66개
노인정 중 편의추출을 통해서 연구 대상인 10곳의 노인정을 선정하고,10곳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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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회원 중에서 65세 이상 남녀노인 전체에게 인지기능을 측정하여 총점 15점
에서 23점 사이의 인지기능 저하 노인에게는 다시 우울,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
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측정을 추가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한 43

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10곳의 노인정 중에서 5곳의 실험군과 5곳의 대
조군을 임의할당 하여,실험군 24명,대조군 19명을 확보하였다.
연구진행 과정 중 3회 이상의 불출석,입원,자진 탈락 희망을 이유로 제외된

실험군의 대상자 3인을 제외한 40명이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실험군
은 24명 중 3명 탈락으로 탈락율 12.5%,대조군은 19명 중 탈락이 없었으므로 탈
락율은 0.0% 이었다.

333...연연연구구구 진진진행행행절절절차차차

본 연구는 프로그램 시행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예비 실험연구를 실시하였으며,프로그램 수정․보완 후,본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1)인지행동 프로그램 개발

Meichenbaum(1977)은 인지행동 훈련 상황 속에서 대상자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는데,인지재구성 방법
으로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제거하는 것 보다 그 상황
과 부딪혀 보고 상황에 대해서 성공적인 해결 방법을 훈련한 후,즉각적으로 강화
하거나,강화하는 자기진술을 배움으로서 인지재구성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또한
무엇보다도 치료자와 내담자가 상호 협동적인 분위기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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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자는 Meichenbaum(1977)의 이론적 주장을 프로그램에서 적용하
고자 프로그램의 모든 회기에서 다음의 사항을 원칙으로 정하고,일관적으로 적용
하였다.
제 1원칙 :인지기능 저하 노인이 행동과 반응을 나타내도록 격려하였다.
제 2원칙 :인지기능 저하 노인의 성공적인 반응과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

을 주었다.
제 3원칙 :모든 대상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도록 격려하여 공유할 수 있

도록 유도하였다.
제 4원칙 :대상자들이 표현한 경험을 인지기능 저하 노인과 눈을 마주치며 다

시 설명하였다.
제 5원칙 :가능한 모든 대상자들과 피부접촉을 하면서 외모에 관심을 보였다.

프로그램 기간은 LopezandMermelstein(1995)의 인지행동 프로그램 기간을
참고로 하였으며,그는 29일간 주 3-4회,30분씩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는데,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30분으로 규정하고,본 프로그램 앞과 뒤에 도입(10
분;손 운동법),종료(10분;간식 제공,다음 프로그램 설명 및 시간약속)가 할당되
어 총 50분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Lopez등(1995)의 연구에
서처럼 주 3-4회를 모든 실험 경로당에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여,주 2회로 규정하
고 총 횟수를 LopezandMermelstein(1995)의 연구에 맞추기 위해 12회 실시하였
으므로 6주가 소요되었다.
프로그램의 시작 시간은 항상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모든 프로그램이 실시

되고 종료되었는데,이러한 시간은 노인정에서 점심식사 시간이후가 가장 효과적
으로 대상자를 모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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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입입입 】】】

도입기에는 이완요법의 일환으로 손 운동법을 계획하였는데,이에 대해서
Meichenbaum (1977)은 인지행동 요법에는 궁극적으로 인지적,행동적 변화를 이
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여기에 이완요법도 사용할 수 있다
고 하였다.따라서 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앞서서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력을 높
이고 심신의 준비를 위해서 실시되었다.

(1)손 운동법
손 운동법은 본 연구의 장소인 개별 노인정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아주대

학교와 수원시의 노인건강관리 사업개발(1998)내용 중 손발 체조 프로그램을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센터(2001)에서 수정한 손 운동법을 사용하였다<부
록 1>.
손 운동법은 몸 풀기와 손 운동으로 구성되었고,연구자의 구령에 맞춰서 연구

자가 시범을 보이면 대상자들이 따라 하였으며,연구보조원은 대상자들이 정확히
따라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행동을 확인하고 도와주었다.
몸 풀기는 목운동(굴곡 신전,좌우 회전),어깨운동(굴곡 신전,외전 내전,내회

전 외회전),몸통운동(좌우 회전),다리운동(다리들기 내리기,무릎 굽혔다 펴기)
발 운동(발목 배측굴곡,척측굴곡,발가락 운동)을 하였다.
손 운동은 손목,손등,손바닥,손가락 눌러주기(각 3회),손 전후 좌우 움직이

기(각 3회),손 뻗어 손뼉치기(10회),손바닥과 손등 비비기(각 10회),손바닥 마주
하기(3회),손가락 스트레칭(각 3회),손가락 끝 두드리기(10회),손가락 깍지끼기(4
회),손가락 돌리기,손목 돌리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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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본본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

Meichenbaum(1977)은 인지적,행동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자발
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하고,자신의 문제행동을 관찰하고
대안행동을 탐색해야 하며,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처기술 습득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를 고려하여 문제
행동 발견하기,대처행동 탐색하기,대처행동 훈련하기를 순서대로 구조화 하였다.
접근방법은 개인적 접근과 집단적 접근으로 접근방법을 구분하였는데,개인적

접근은 ‘문제행동 발견하기’에서 인지기능 저하 노인에 대한 개인별 접근을 말하
고,집단적 접근은 ‘대처행동 탐색하기’와 ‘대처행동 훈련하기’에서 인지기능 저하
노인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 집단에 대한 접근을 말한다.개인적 접근은 사생활 노
출로 인해서 주대상자의 탈락을 막기 위해서 실시되었고,집단적 접근은 대상자가
집단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집단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 양상과 상호
작용을 관찰하며,집단에서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이후경,
2002).또한 노화로 동반되는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
여 자존감을 증진시킬 목적도 고려되었다(Yalom,1985).그러나 총 12회 프로그램
중 10회가 집단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므로 연구의 대상인 인지기능 저하 노인이
프로그램에서 소외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 중 인지기능 저하 노
인의 행동과 반응에 즉각적인 보상이나 강화가 주어졌고,각 회기의 도입 전과 종
료 시점에서 항상 경증치매노인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격려하면서 다음 프
로그램의 날짜와 시간을 환기시켰다<표 1>.

(1)문제행동 발견하기
인지기능 저하 노인에 대해서만 개인별로 접근한다.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하

고,내용을 소개한다.하루일과를 개방적으로 질문한다.최근 가지고 있는 걱정을
질문한다.대상자 개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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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시 개방적으로 질문한다.대상자 개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
활 수행능력의 사전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해당 부분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을 질문
한다.대상자 개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사전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연구자가 작성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결과를 설명한다.사전
조사 결과 그래프를 보면서 대상자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2)대처행동 탐색하기
인지기능 저하 노인과 노인정내 참여 가능한 노인 모두에 대해서 집단으로

접근한다.사전조사에서 나타났던 전체 인지기능 저하 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결과의 평균 그래프를 항상 시작 전에 제시하고 환기시킨다.사전결
과에 대해서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해당 상황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문제점과 최
근의 경험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공유한다.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질문한다.
일상생활 강화 훈련의 일환으로 ‘버스타고 내리기’,‘지하철 타고 내리기’,‘전화
사용하기’그림카드를 제시하고 설명하며 개인적 경험을 공유한다.‘버스타기’,
‘지하철타기’,‘전화 사용하기’그림을 반복제시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ㄱ)일상생활 카드를 이용한 대처방안 교육 및 토의

본 연구의 대상인 인지기능 저하 노인의 사전조사 결과에서 혼자 수행하
기 가장 어려워했던 ‘전화사용’,‘외출 및 여행’항목을 ‘문제행동 발견하기’단
계에서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연구자가 파악한 ‘전화사용하기’,‘버스 타고 내리
기’,‘지하철 타고 내리기’3가지 범주,53×37cm 크기의 그림카드 총 15장으로
만들어서 교육하고,다른 노인들의 경험과 태도 및 생각을 나누도록 토의를
유도하였다.그림카드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상황에 대한 그
림만 제시하고,개인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해서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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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전화사용하기’그림에는 전화번호부,휴대전화기,일반전화기 3
가지 내용이 포함되었고,‘버스타고 내리기’그림에는 버스정류장,노선표,버
스번호,버스요금결제 수단,벨,버스 하차시 주의 6가지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지하철타고 내리기’그림에는 지하철역,지하철 요금 계산대,지하철 승차 방
향선택,지하철 탑승장,지하철 좌석,지하철 표 검사기계 6가지 내용이 포함
되었다.
1회 교육 시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상자들을 교

육시켰다.
첫 번째,‘전화사용하기’는 순서 없이,‘버스타고 내리기’와 ‘지하철타고 내

리기’는 시간 순서대로 대상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각 상황과 이름
을 말하도록 한다.이때 대상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림은 설
명해 준다.

두 번째,각 그림을 한 장씩 보이면서 해당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토의를 유도한다.

세 번째,각 그림을 차례대로 보이면서 주의사항과 요령을 설명한다.
네 번째,각 그림을 다시 차례대로 보이면서 주의사항을 질문한다.

(3)대처행동 훈련하기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처기술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력

향상 훈련과 집단 게임을 이용한 재사회화 훈련을 실시하였다.
인지기능 저하 노인과 노인정내 참여 가능한 노인 모두에 대한 집단으로

접근한다.

ㄱ)기억력 향상 훈련

기억력 향상 훈련은 김정순(1997)의 인지자극 훈련 프로그램 중 개념기억
훈련에서 이를 지혜련(2003)이 노인들의 주의력,집중력 향상을 위해 수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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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참고하여,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한 7개 범주(동물,채소,과일,생활도구,그릇,어
패류,타는 것)에 속하는 21개 개념(말/고양이/토끼,고추/양파/피망,호박/포도
/사과,전기밥솥/다리미/선풍기,커피잔/항아리/주전자,조개/매기/문어,트럭/
자전거/오토바이)으로 구성되었다.프로그램이 집단으로 접근하고,대상자들이
대부분 학력이 없었던 특성상 선정된 개념은 37×26cm 크기의 그림카드를 만
들었고,노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예비조사단계에서 3차례의 그림 수
정과정을 거쳤다.
1회 훈련 시 21개의 개념 중 7개씩 순번교체로 훈련시켰으며 개발된 도구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7장의 그림을 순서 없이 차례차례 대상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각

이름을 말하도록 한다.이때 대상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림은
설명해 준다.

두 번째,각 그림을 다 보이고 난 후 이것을 다시 한번 차례대로 보여준다.
세 번째,각 범주별로 질문을 하고 이에 해당되는 그림이 무엇이 있었는지

질문한다.
네 번째,30초 동안 눈을 감고서 7장의 그림을 기억하도록 지시한다.
다섯 번째,30초 후 각 그림에 대해서 회상하도록 요구한다.이때 기억을

돕기 위해 범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예를 들어 “조금 전에
어떤 동물을 보았지요?”).

ㄴ)집단게임을 이용한 재사회화 훈련

집단게임을 이용한 재사회화 훈련은 대상자가 집단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
을 이해하고,집단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 양상과 상호작용을 관찰하며,집단
에서 역할을 파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되었으며(이후경,2002),특히
게임이 노인의 성취욕과 자신감을 자극하므로 인지기능을 상승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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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므로 본 프로그램에 계획되었다(조영윤,2005).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 종종종료료료 】】】

당일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음을 말한다.당일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도
록 격려한다.참여자들의 언어 및 행동 표현에 대해 격려하고 칭찬한다.인지기능
저하 노인의 언어 및 행동 표현에 대해 격려하고 칭찬한다.인지기능 저하 노인의
언어와 행동 표현에 대해 다른 참여자들의 반응을 요구하고,이러한 반응을 긍정
적으로 설명해 준다.참여자 모든 분들과 피부접촉을 하면서 다음 프로그램 날짜
와 시간을 상기시킨다.인지기능 저하 노인에게 다음 프로그램 날짜와 시간을 질
문하고,다시 상기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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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본 프로그램 구성

과정과정과정과정
회회회회
기기기기

목표목표목표목표 활동 활동 활동 활동 내용내용내용내용
접근접근접근접근
방법방법방법방법 비고비고비고비고

문문문제제제
행행행동동동

발발발견견견
하하하기기기

1회 ‘유대감 형성’
‘자기 관찰’

인지행동 프로그램 소개
하루일과,최근의 걱정,사전조사 결과에 대
해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 환경적 자극에 대
상자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개인

개인 기본적,도구적 일
상생활 수행능력 사전
조사 결과의 개방형 질
문

2회
‘내적 대화 발생’
-스스로 문제행동발견
-언어적 표현

개인의 사전조사 결과 그래프 제시 및 설명
하고,점수가 저하된 부분에서 특별히 어려
운 점을 질문

개인

개인 기본적,도구적 일
상생활 수행능력 사전
조사 결과의 그래프 제
시-A4용지에 작성

대대대처처처
행행행동동동

탐탐탐색색색
하하하기기기

3회

‘심리적 긴장’
-문제행동 재인식
-내적 대화
-대안행동 이해
-타인의 경험 청취

전체의 사전조사 결과에서 점수가 저하된 부
분의 평균 그래프 제시 및 설명하고,결과에
대한 개방형 질문
일상생활 카드를 이용한 대처방안 교육 및
토의

집단

전체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전조사 결
과의 평균 그래프 제시
-110×80cm용지에 작성
‘버스타고 내리기’

4회

‘심리적 이완’
-문제행동 재인식
-내적 대화
-대안행동 이해
-타인의 경험 청취
-자기경험 자발적 표현

전체의 사전조사 결과에서 점수가 저하된 부
분의 평균 그래프 제시 및 설명하고,결과에
대한 개방형 질문
일상생활 카드를 이용한 대처방안 교육 및
토의

집단

전체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전조사 결
과의 평균 그래프 제시
‘지하철타고 내리기’

5회

‘자존감 형성’
-문제행동 재인식
-내적 대화
-대안행동 이해
-자기경험 자발적 표현

전체의 사전조사 결과에서 점수가 저하된 부
분의 평균 그래프 제시 및 설명하고,결과에
대한 개방형 질문
일상생활 카드를 이용한 대처방안 교육 및
토의

집단

전체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전조사 결
과의 평균 그래프
‘전화사용하기’

6회
‘자존감 증진’
-대안행동 이해
-표현력 증가

일상생활 카드를 이용한 대처방안 교육 및
토의 집단

‘버스타고 내리기’
‘지하철타고 내리기’
‘전화사용하기’

대대대처처처
행행행동동동

훈훈훈련련련
하하하기기기

7회 ‘주의력과 집중력 증진’ 기억력 향상 훈련 집단
‘동물,채소,과일,생활
도구,그릇,어패류,타
는 것’그림카드

8회 ‘환경적 자극에 자신감증진’기억력 향상 훈련 집단
‘동물,채소,과일,생활
도구,그릇,어패류,타
는 것‘그림카드

9회
‘친교’-상호작용

-우울완화
-집단목표 인식

집단게임을 이용한 재사회화 훈련 집단 ‘페트병 볼링’

10회
‘화합’-집단목표로 단결

-타인의 긍정적 반응
획득

집단게임을 이용한 재사회화 훈련 집단 ‘농구’

11회
‘협동’-집단목표 성취

-대인관계 향상
-행동에 안정성 부여

집단게임을 이용한 재사회화 훈련 집단 ‘송편만들기’

12회
‘성취’-성취감 증진

-새로운 행동 동기
유발

집단게임을 이용한 재사회화 훈련 집단 ‘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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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집단게임을 이용한 재사회화 훈련 구성

구구구성성성 준준준비비비물물물 방방방법법법 주주주의의의사사사항항항

패패패트트트병병병
볼볼볼링링링

약간의 물을 담은
1.5L패트병 10개
팅팅볼 2개

-두개 팀(청팀,백팀)으로 나눈다.
-약간의 물을 담은 1.5L패트병 3개,빈 패트병 7
개를 볼링 핀처럼 세운다.
-일정한 지정석에서 양 팀이 번갈아 가면서 공을
던지도록 한다.
-2회/1인 공을 던진다.단,공이 핀을 쓰러트리지
않고 빗겨나갔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패트병을 쓰러트린 개수를 각각 두개 팀으로 합
산한다.
-연습게임 한번,실전게임을 세 번 한다.

활동과 반응 자체를 격려하고
칭찬한다.
응원을 통해 집단으로서 소속감
을 갖게 한다.
게임결과에 대한 보상은 팀원이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으
로 준비한다.
페트병과의 거리-3m

농농농구구구 농구대 1개
고무농구공 2개

-두개 팀(청팀,백팀)으로 나눈다.
-일정한 지정석에서 양 팀이 번갈아 가면서 공을
던지도록 한다.
-5회/1인 던지게 한다.
-공을 농구대에 넣은 개수를 각각 두 팀으로 합산
한다.
-연습게임을 한번,실전게임을 세 번 한다.

활동과 반응 자체를 격려하고
칭찬한다.
응원을 통해 집단으로서 소속감
을 갖게 한다.
게임결과에 대한 보상은 팀원이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으
로 준비한다.
농구대와의 거리-2m

송송송편편편
만만만들들들기기기

흰색 지점토 25개/
경로당1곳
3색 칼라믹스 8개/
경로당1곳
신문지

-4～5인정도가 한 팀이 되도록 한다.
-팀원들을 원형으로 앉게 하고,자리에 신문지를
깔고,지점토를 배분한다.
-팀 내 역할을 배분한다.반죽 띠어내기:1인,송
편소 만들기:1인,송편 만들기:2～3인.
-흰색지점토는 송편 반죽으로,3색 칼라믹스는 송
편소로 하여 송편을 만들게 한다.
-20분 정도의 시간을 제한하여 많이 만든 팀,예
쁘게 만든 팀을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 심사한다.

칼라믹스 송편소로 즐거운 분위
기를 만든다.
각 팀의 송편을 보여주고 감상
한 후 수거한다.
손 세척을 하게 한다.
게임결과에 대한 보상은 한 사
람씩 줄 수 있는 것 보다 팀원
이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한다.

다다다트트트

하드보드지
(110×80cm)
벨크로 테이프 거친
면/부드러운 면(빨
강,초록,노랑,파
란색)
신문지 2장

-두개 팀(청팀,백팀)으로 나눈다.
-다트판 가운데(빨강색)를 5점,다음 칸(초록색)을
4점,다음 칸(노란색)을 3점,가장자리 칸(파란색)을
2점.
-일정한 지정석에서 양 팀이 번갈아 가면서 공을
던지도록 한다.
-5회/1인 던지게 한다.단,공이 붙지 않았거나 다
트판 주위로 날아간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공을 농구대에 넣은 개수를 각각 두 팀으로 합산
한다.
-연습게임 한번,실전게임을 세 번 한다.

활동과 반응 자체를 격려하고
칭찬한다.
응원을 통해 집단으로서 소속감
을 갖게 한다.
신문지 1장을 공처럼 구겨서 겉
표면에 벨크로 테이프를 촘촘히
붙여서 공으로 사용한다.
게임결과에 대한 보상은 팀원이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으
로 준비한다.
다트판과의 거리-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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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비 실험연구

본 실험연구에 앞서 본 연구의 대상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시
도된 예비 실험연구는 원시실험설계로서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인지행동 프로그램,종속변수는 인지기능이었으며,일상생활 수행능력
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개별화된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사
전에만 조사되었다.
대상자는 경기도 S시 S구내에 69개 노인정 중 회원이 가장 많았던 노인정 3곳

을 편의추출을 통해서 선정하고,3곳의 노인정 회원 중에서 65세 이상 남녀노인
전체에게 인지기능,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측정
하여 인지기능 점수의 총점 15점에서 23점 사이의 인지기능 저하 노인 중 정신지
체 및 정신과적 기왕력이 있는 자,청력,시력에 이상이 있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최근에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는
자를 제외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최종 대상자 2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그러나 연구진행 과정 중 3회 이상의 불출석,자진 탈락 희망의 이유로 제외된
경증 치매노인 4명을 제외한 16명이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대상자의
탈락율은 20.0% 이었다.
예비 실험연구의 기간은 2006년 5월 22일부터 2006년 7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1회에 50분씩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매주 2회,6주간,총
12회 실시되었다.
예비 실험연구 결과,대상자는 모두 여성이었고,연령 평균은 74.56(±.94)이었으

며,연령 분포는 65세부터 78세로 나타났다.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전체 평
균은 18점 만점에 16.88(±.29)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세부적으로 목욕은 2.88(±.09),
옷입기는 2.94(±.06),용변보기는 2.81(±.10),거동하기는 2.38(±.13),대소변 가리기는
3.00(±.00),식사하기는 2.88(±.09)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거동하기를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전체평균은 24점 만점에 20.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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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세부적으로 전화사용은 2.38(±.13),외출 및 여행은 1.69(±.15),식품점에 가서
장보기는 2.63(±.13),식사준비는 2.75(±.11),집안일은 2.75(±.14),빨래는 2.75(±.14),
약물 복용은 3.00(±.00),금전관리는 3.00(±.00)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인지기능 점수의 변화는 사전측정 점수(20.00±.65)보다 사후측정 점수

(20.88±.67)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5).

3)예비 실험연구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된 내용

(1)대상자 연령층
최초의 연구계획단계에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노인연령층은 65세 이상,

75세 이하의 노인이었으나,사전연구에서 사전조사 기간 중 노인정마다 주 연령층
이 다르고,70세 이하의 노인은 매우 드물고 가사일로 노인정에 오는 시간이 부정
기적이라는 사실이 파악되었다.또한 8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시각 범위의 제
한 뿐 아니라 청각 범위의 제한이 심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 본인이 거절하
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표본의 모집을 위해 65세 이상으로 연
령의 하한선만 설정하였고,모집과정에서 참여를 희망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
과,연령의 상한선은 78세이었다.

(2)본 프로그램 중 대처행동 탐색하기
집단에게 제시한 사전조사 결과의 평균 그래프는 최초의 연구계획단계에서 인

지기능 저하 노인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결과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결과를 모두 사용하려하였으나,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수준은 ‘거동하기’를 제
외하고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이러한 ‘거동하기’항목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결과 나타난 ‘외출 및 여행’과 중복되는 훈련 내용이 발생할 것
으로 생각되어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제외하고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결과에 대한 평균 그래프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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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카드를 이용한 대처방안 교육 및 토의는 최초의 연구계획단계에서
사전조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 중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거동하기’,도구
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외출 및 여행’,‘전화사용’의 총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강화훈련을 실시하려 하였으나,이상에서 설명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거동하기’를
제외하였으므로 사전조사 면담 중 연구자가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외출 및 여행’
항목을 ‘버스타고 내리기’,‘지하철타고 내리기’의 2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훈련하였
다.따라서 ‘외출 및 여행하기’항목에서 ‘버스타고 내리기’,‘지하철타고 내리기’,
그리고 ‘전화사용’항목에서 ‘전화사용하기’내용으로 총 2가지 항목에 3가지 내용
이 시행되었다.
기본적 일상생활 강화훈련에 사용된 그림카드는 최초의 연구계획단계에서

37×26cm의 크기로 기억력 향상 훈련의 그림카드와 같은 크기를 계획하였으나,버
스나 지하철,전화에서도 특히 휴대전화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생소한
경우가 많아서 쉽게 그림을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이
유로 53×37cm으로 그림카드의 크기를 확대시킨 반면에 기억력 향상 훈련의 그림
카드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인들이 접할 수 있는 대상인 관계로 그림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므로 크기를 확대시키지 않았다.

(3)본 프로그램 중 대처행동 훈련하기
대처행동 훈련하기에서 집단게임을 이용한 재사회화 훈련의 내용으로 최초 연

구계획단계에서 2팀으로 구성하여 풍선배구를 포함시키려 하였으나,대상자 연령
층이 계획했던 것 보다 상승하였고,대부분의 노인들이 신경통/관절통을 호소하는
관계로 30분간 모든 팀원들에게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풍선배구는 부적절하
다고 생각되어 제외하고 송편만들기를 실시하게 되었다.송편만들기는 4～5인이
한 팀이 되어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다른 팀과 경쟁하므로
팀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고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사회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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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본 실험연구

본 실험연구는 2006년 6월 26일부터 2006년 9월 1일까지 실시하면서 사전조사
와 실험처치 및 사후조사가 포함되었다.

(1)사전조사
본 실험연구에서는 2006년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노인정 10곳에 대한 사

전조사를 실시하였다.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에 일반적인
특성 및 인지기능,우울,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측정을 연구자가 일 대 일 개인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2)실험처치
본 실험연구에서는 실험군에게 2006년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1회에 50분

씩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매주 2회,6주간 총 12회 인지기능 저하 노인을 위한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3)사후조사
본 실험연구에서는 2006년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실험군과 대조군 노인정

10곳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인
지기능,우울,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측정을 연
구자가 일 대 일 개인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5)연구승인절차

10곳의 노인정 선정을 위해서 2006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미리 선정된
노인정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연구진행 절차 및 실험군과 대조군 선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시설 책임자에게 구두 설명한 후 장소와 연구진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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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과 협조를 받았다.
또한 2006년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대조군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의 성격을

설명하고 2007년에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할 것이며,재방문할 것을 설명하였다.

6)연구보조원 훈련

간호대 2학년 학생 3명의 연구보조원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진행과정
에 필요한 지식,태도,주의사항을 연구 시작 전 2시간씩 4회 교육하였다.
연구 보조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손 운동법 참여 및 지도
(2)일상생활 카드를 이용한 대처방안 교육 및 토의 참여 및 지도
(3)기억력 향상 훈련 참여 및 지도
(4)집단게임을 이용한 재사회화 훈련 참여 및 지도

444...실실실험험험 처처처치치치

본 연구의 실험 처치는 도입(10분),본 프로그램(30분),종료(10분)로 구성되어
지는 1회 50분,주 2회,6주 동안,총 12회 실행되어진 프로그램이다.각 회기별로
도입에서는 ‘손 운동법’이 12회의 모든 회기에 실행되어졌고,본 프로그램에서는
‘문제행동 발견하기’가 1회에서 2회까지,‘대처행동 탐색하기’가 3회에서 6회까지,
‘대처행동 훈련하기’가 7회에서 12회까지 실행되어졌으며,종료에서는 인지기능 저
하 노인과 다른 참여자의 반응을 요구하고,이에 대해서 격려하였으며,모든 참여
자에게 다음 프로그램 실시 날짜와 시간을 상기시켰다.
각 회기별 실험 처치 프로그램 내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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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각 회기별 실험처치 프로그램 내용

                                회기회기회기회기

        내용내용내용내용
1111회회회회 2222회회회회 3333회회회회 4444회회회회 5555회회회회 6666회회회회 7777회회회회 8888회회회회 9999회회회회 10101010회회회회 11111111회회회회 12121212회회회회

도입도입도입도입(10(10(10(10분분분분)))) 손 운동법

본 본 본 본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30(30(30(30분분분분))))

문제행동

발견하기
대처행동 탐색하기 대처행동 훈련하기

사전조사 

결과 제시 

및 설명

일상생활 카드를 이용한 

대처방안 교육 및 토의

기억력 

향상 훈련

집단게임을 이용한 

재사회화 훈련

종료종료종료종료(10(10(10(10분분분분))))
참여자 반응 요구 및 격려

다음 프로그램 날짜 및 시간 약속

555...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1)인지기능 측정도구

대상자의 인지기능 정도는 Folstein(1975)이 개발한 MMSE(Mini-MentalState
Examination)를 권용철과 박종한(1989)이 한국 노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
정․보완한 한국판 MMSE-K(KoreanVersionofMini-MentalStateExamination)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MMSE-K는 시간에 대한 지남력(5점),장소에 대한 지남
력(5점),기억 등록(3점),기억 회상(3점),주의 집중 및 계산(5점),언어 기능(7점),
이해 및 판단(2점)영역으로 구성되는 총 12문항으로 되어 있으며,교육유무에 교
정점수를 주므로 최고점은 30점이고,24점 이상을 정상이라고 판단한다.김정순
(199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8119이었고,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alpha=.7891이었다<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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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울 측정도구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Yesavage등(1983)이 개발한 우울 측정 도구인 SGDS
(Short-form GeriatricDepressionScale)를 배재남(1996)이 표준화시킨 한국어판
SGDS를 이용하였다.이 도구는 “예”는 0점,“아니오”는 1점을 주고,총 1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범위는 0점～15점이며,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조맹제 등(199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64이었고,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330이었다<부록 4>.

3)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측정도구

대상자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는 Katz등(1963)이 개발한 기본적 일
상생활 수행능력 측정 도구인 ADL(ActivitiesofDailyLiving)을 손석한(199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이 도구는 “혼자서 할 수 있다”는 3점,“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2점,“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1점을 주고,총 6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어서 점수범위는 6～18점이며,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
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손석한(199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이었고,본 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7093이었다<부록 5>.

4)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측정도구

대상자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는 LawtonandBrody(1969)이 개발
한 도구적 일상생활 수향능력인 IADL(InstrumentalActivitiesofDailyLiving)을
손석한(199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이 도구는 “혼자서 할 수 있다”
는 3점,“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2점,“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1점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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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범위는 8～24점이며,점수가 높을수록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손석한(199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alpha=.89이었고,본 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7042이었
다<부록 6>.

666...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변인별로 기호화,점수화하여 SPSS11.0forwindow 프로그램
에 입력 후 전산통계 분석하였다.

1)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과 질병 특성 및 인지기능,우울,기본적 일상
생활 수행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적 통계를
시행하였다.

2)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동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특성과 질병
특성은 Independent-samplest-test,Chi-square,Fisher'sexactprobabilitytest
를 시행하였고,주요변수인 인지기능,우울,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도구적 일
상생활 수행능력은 Independent-samplest-test를 시행하였다.

3)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인지기능,우울,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의 변화를 대조군과 비교하기 위하여 Paired
-samplest-test,Independent-samplest-test,ANCOVA를 시행하였다.

4)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coefficient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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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질질질병병병 특특특성성성

본 실험연구 대상자의 연령 평균은 74.30(±.39)이었고,연령 분포는 68세부터
78세까지로 나타났으며,성별은 남성 8명(20.0%),여성 32명(80.0%)이었다.대상자
의 87.5%가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이었고,80%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건강을 돌봐주는 주간호자로 62.5%가 며느리를 꼽았다.종교는 65.0%가 있다고
답했고,용돈은 1개월에 5만원미만이 35.0%,5～10만원미만이 32.5%,10만원이상
이 32.5%로 각 그룹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교육정도는 무학이 75.0%로 나타
났다.운동정도는 하지 않는다 37.5%,가끔씩 한다 35.0%,매일 한다 27.5%로 나
타났으며,친한 말벗은 65%가 1～2명이라고 답하였다.
질병 특성에 대한 질문에서 신경통/관절염이 있는 경우가 77.5%이었으며,그

다음으로 고혈압/심장병이 45.0%로 나타났다<표 4>.

222...실실실험험험군군군,,,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증증증

본 실험연구의 실험군,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종교,용돈,운동과 질병 특성 중에서 고혈압/심장병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5미만의 기대도수가 관찰되어 Fisher's exact
probabilitytest를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정 결과,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의 성별,결혼,동거가족,주간호자,

종교,용돈,교육정도,운동,친한 말벗과 질병 특성의 신경통/관절통,고혈압,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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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질환,내분비질환의 모든 변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특성이 통계적으로 동
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표 5>.

<표 4>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실험군,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변변변수수수 구구구분분분 전전전체체체(((444000명명명)))실실실험험험군군군(((222111명명명)))대대대조조조군군군(((111999명명명))) xxx222///ttt ppp계계계(((%%%))) 계계계(((%%%))) 계계계(((%%%)))
연령 74.30(±.39) 73,90(±.60) 74.74(±.47) -1.074 .290

성별 남성 8(20.0) 5(23.8) 3(15.8) .401 .527
여성 32(80.0) 16(76.2) 16(84.2)

결혼 사별 35(87.5) 18(85.9) 17(89.5) .129 .720
결혼 5(12.5) 3(14.3) 2(10.5)

동거가족
독거 4(10.0) 2(9.5) 2(10.5) .025 .988
부부만 4(10.0) 2(9.5) 2(10.5)

자녀들과 함께 32(80.0) 17(81.0) 15(78.9)

주간호자

스스로 4(10.0) 2(9.5) 2(10.5) 1.229 .746
며느리 25(62.5) 12(57.1) 13(68.4)
아들/딸 7(17.5) 5(23.8) 2(10.5)
배우자 4(10.0) 2(9.5) 2(10.5)

종교 없다 14(35.0) 9(42.9) 5(26.3) 1.200 .333
있다 26(65.0) 12(57.1) 14(73.7)

용돈(/1개월)
5만원미만 14(35.0) 6(28.6) 8(42.1) 2.191 .334

5～10만원미만 13(32.5) 6(28.6) 7(36.8)
10만원이상 13(32.5) 9(42.8) 4(21.1)

교육정도
무학 30(75.0) 16(76.2) 14(73.7) 2.540 .281
초졸 8(20.0) 3(14.3) 5(26.3)
중졸 2(5.0) 2(9.5) 0(0.0)

운동정도
(/1주)

0회 15(37.5) 7(33.3) 8(42.1) .344 .842
2～3회 14(35.0) 8(38.1) 6(31.6)
매일 11(27.5) 6(28.6) 5(26.3)

친한 말벗
없다 11(27.5) 5(23.8) 6(31.6) .479 .787
1～2명 26(65.0) 14(66.7) 12(63.2)
3명이상 3(7.5) 2(9.5)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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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연구의 실험군,대조군의 주요 변수에 따른 동질성 검정 결과는 <표
6>과 같다.
동질성 검정 결과,인지기능,우울,일상생활 수행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

력의 모든 주요변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특성이 통계적으로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5>대상자의 질병 특성 및 실험군,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변변변수수수 구구구분분분
전전전체체체(((444000명명명)))실실실험험험군군군(((222111명명명)))대대대조조조군군군(((111999명명명)))

xxx222///ttt ppp
계계계(((%%%))) 계계계(((%%%))) 계계계(((%%%)))

신경통/관절통
있다 31(77.5) 16(76.2) 15(78.9) .043 .835
없다 9(22.5) 5(23.8) 4(21.1)

고혈압/심장병
있다 18(45.0) 9(42.9) 9(47.4) .082 .775
없다 22(55.0) 12(57.1) 10(52.6)

위장/간장질환
있다 10(25.0) 4(19.0) 6(31.6) .835 .473
없다 30(75.0) 17(81.0) 13(68.4)

내분비질환
있다 9(22.5) 3(14.3) 6(31.6) 1.711 .265
없다 31(77.5) 18(85.7) 13(68.4)

<표 6>주요 변수에 따른 실험군,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변변변수수수
실실실험험험군군군(((222111명명명))) 대대대조조조군군군(((111999명명명)))

ttt ppp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인지기능 19.86(±.52) 19.26(±.51) .809 .423
우울 6.29(±.74) 5.79(±.79) .457 .650

일상생활 수행능력 16.86(±.27) 17.05(±.32) -.470 .641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19.90(±.43) 19.79(±.51) .176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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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가가가설설설 검검검증증증

제제제 111가가가설설설 :인지행동 프로그램 중재 후,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인지기능 점수
가 상승할 것이다.

제 1가설 검정을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지기능 평균점수,사전점수와 사
후점수의 평균 차이를 Paired-samplest-test와 Independent-samplest-test로 검
정하였다.
그 결과 실험군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에서(p<.01),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지기능 사후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표 7>.

<표 7>인지기능 실험군과 대조군,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평균점수 차이

변변변수수수 사사사전전전점점점수수수 사사사후후후점점점수수수 ttt ppp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인지기능

실실실험험험군군군(((222111명명명))) 19.86(±.53) 21.05(±.49) -4.232 .000
대대대조조조군군군(((111999명명명))) 19.26(±.51) 19.63(±.43) -1.587 .130

ttt .809 2.157
ppp .423 .037

또한 인지기능 사전점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해당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지기능 사전점수가 공변량으로 설정된 상태에서도 인지행동 프로그

램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지기능 점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p<.01)<표 8><그림 3>.따라서 본 연구의 제 1가설은 채택되었다.
인지기능의 하위 개념인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기억 등록,기억 회상,주

의 집중 및 계산,언어기능,이해 및 판단을 각각 ANCOVA를 시행하여 구체적으
로 변화된 하위 개념을 분석한 결과,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 점수 변화만이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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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실험군,대조군의 인지기능 점수에 대한 ANCOVA

도도도구구구 변변변수수수 FFF ppp RRR222
인지기능 사전점수 109.80 .000

주효과 8.06 .007 .775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

사전점수 93.905 .000
주효과 7.614 .009 .743

기억등록 사전점수 .093 .762
주효과 .949 .336

기억회상 사전점수 27.007 .000
주효과 .668 ,419

주의집중 및 계산 사전점수 155.199 .000
주효과 1.582 .216

언어기능 사전점수 98.334 .000
주효과 .539 .468

이해 및 판단 사전점수 ․ ․
주효과 ․ ․

<그림 3>실험군,대조군의 인지기능 점수 변화

사후측정사전측정

M
M
S
E
-
K 22.0

21.0

20.0

19.0

18.0

17.0

실험군

대조군

MMSE-K : KoreanVersionofMini-MentalStateExamination

21.05(±.49)

19.26(±.51)
19.63(±.43)

19.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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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가가가설설설 :인지행동 프로그램 중재 후,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가 감
소할 것이다.

제 2가설 검정을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평균점수,사전점수와 사후점
수의 평균 차이를 Paired-samplest-test와 Independent-samplest-test로 검정하
였다.
그 결과 실험군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p<.01)<표 9>.

<표 9>우울 실험군과 대조군,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평균점수 차이

변변변수수수 사사사전전전점점점수수수 사사사후후후점점점수수수 ttt ppp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우울

실실실험험험군군군(((222111명명명))) 6.29(±.74) 3.95(±.47) 3.870 .001
대대대조조조군군군(((111999명명명))) 5.79(±.79) 5.37(±.68) 1.569 .134

ttt .457 -1.746
ppp .650 .089

또한 우울 사전점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해당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울 사전점수가 공변량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점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본 연구의 제 2가설은 채택되었다(p<.01)<표 10><그림 4>.

<표 10>실험군,대조군의 우울 점수에 대한 ANCOVA

도도도구구구 변변변수수수 FFF ppp RRR222

우울 사전점수 56.60 .000
주효과 10.814 .002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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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실험군,대조군의 우울 점수 변화

제제제 333가가가설설설 :인지행동 프로그램 중재 후,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기본적 일상생
활 수행능력 점수가 상승할 것이다.

제 3가설 검정을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균점
수,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평균 차이를 Paired-samples t-test와 Independent
-samplest-test로 검정하였다.
그 결과,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실험군과 대조군,사전점수와 사후점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11>.

<표 11>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실험군과 대조군,사전점수와 사후점수 차이

변변변수수수
사사사전전전점점점수수수 사사사후후후점점점수수수

ttt ppp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실실실험험험군군군(((222111명명명))) 16.86(±.27) 16.90(±.23) -.439 .666
대대대조조조군군군(((111999명명명))) 17.05(±.32) 17.16(±.22) -.697 .494

ttt -.470 -.796
ppp .641 .431

사후측정사전측정

S
G
D
S 7.0

6.0

5.0

4.0

3.0

2.0

1.0

실험군

대조군

6.29(±.74)

5.79(±.79) 5.37(±.68)

3.95(±.47)

SGDS:Short-form GeriatricDepressionScale



- 54 -

또한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전점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해당 점수를 공
변량으로 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전점수가 공변량으로 설정된 상태에서도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제 3가설은 기각되었
다<표 12><그림 5>.

<표 12>실험군,대조군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에 대한 ANCOVA

도도도구구구 변변변수수수 FFF ppp RRR222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전점수 176.99 .000
주효과 .757 .390 .829

<그림 5>실험군,대조군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 변화

사후측정사전측정

A
D
L 18.0

17.5

17.0

16.5

16.0

15.5

15.0

실험군

대조군

16.86(±.27) 16.90(±.23)

17.05(±.32) 17.16(±.22)

 ADL:ActivitiesofDaily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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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가가가설설설 :인지행동 프로그램 중재 후,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도구적 일상생
활 수행능력 점수가 상승할 것이다.

제 4가설 검정을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균점
수,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평균 차이를 Paired-samples t-test와 Independent
-samplest-test로 검정하였다.그 결과 실험군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표 13>.

<표 13>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실험군과 대조군,사전점수와 사후점수 차이

변변변수수수 사사사전전전점점점수수수 사사사후후후점점점수수수 ttt ppp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실실실험험험군군군(((222111명명명))) 19.90(±.43) 20.81(±.34) -2.939 .008
대대대조조조군군군(((111999명명명))) 19.79(±.51) 20.05(±.46) -1.424 .172

ttt .176 1.356
ppp .861 .183

또한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전점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해당 점수를 공
변량으로 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전점수가 공변량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본 연구의 제 4가설은 채택되었다
(p<.05)<표 14><그림 6>.



사후측정사전측정

IA
L
D 21.5

21.0

20.5

20.0

19.5

19.0

18.5

실험군

대조군

19.90(±.43)

20.81(±.34)

19.79(±.51)

20.05(±.46)

 IADL:InstrumentalActivitiesofDaily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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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실험군,대조군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에 대한 ANCOVA
도도도구구구 변변변수수수 FFF ppp RRR222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전점수 80.315 .000
주효과 4.517 .040 .699

전화사용
사전점수 10.176 .003
주효과 .012 .914

외출 및 여행
사전점수 12.684 .001
주효과 .841 .365

식품점에 가서 

장보기

사전점수 45.739 .000
주효과 .729 .399

식사준비
사전점수 48.246 .000
주효과 .274 .604

집안일
사전점수 30.914 .000
주효과 4.759 .036 .490

빨래
사전점수 60.890 .000
주효과 6.905 .012 .646

약물 복용
사전점수 ․ ․
주효과 ․ ․

금전관리
사전점수 3.212 .081
주효과 2.806 .102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하위 개념인 전화사용,외출 및 여행,식품점에 가
서 장보기,식사준비,집안일,빨래,약물 복용,금전관리를 각각 ANCOVA를 시행
하여 구체적으로 변화된 하위 개념을 분석한 결과,집안일,빨래 점수 변화가 실험
군과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표 >.

<그림 6>실험군,대조군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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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논논논 의의의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5년 현재 9.1%를 차지하고 있고,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그 중 노인과 가족
및 사회에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질환은 인지기능 장애로도 알려져 있는 치매이
다(통계청,2006).치매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노인성 치매 유병율이 1995년 65세
이상 노인의 8.3%에서 2020년에 9.0%로 상승할 것이라는 비율적 증가예측을 통해
서도 알 수 있지만,노인인구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비율이 상승하는 것이므로 향
후 우리사회에서 치매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봤을 때,이러한 치매노인에
대한 중요성과 국가적 대책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대책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인구가 일정 시간대에 가장 많이 거주하

고 있으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또한 지역사회 생활인이면서,조직적인 건
강프로그램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로당 노인들 중 인지기능이 저하된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잔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이들의 인지기능 및 우울,일상생활 수행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도되었다.

111...인인인지지지행행행동동동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Ellis(1962)는 ‘인지’,‘정서’,‘행동’간에는 항상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개인의 느
낌은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고,행동이나 정
서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자동적으로 해석하는 ‘비합리적 신
념’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인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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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 행동에 대한 가정에 있어서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중재에 있어
서 핵심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문제행동이나 문제정서를 일으키는 비합리적
신념을 깨닫게 하고,정상적인 사고과정으로 대치시킬 수 있는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 이론으로 선택한 것은

Meichenbaum(1977)의 인지행동의 통합적 접근법이었다.Meichenbaum(1977)은 비
합리적 신념이 정서적 장애의 근원이라는 점과 내면적 언어는 다른 사람의 조정
을 통해 점차 자기지시를 하여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자기언어는 음성적
자기지기로 내면화된다고 가정한다.또한 행동의 변화를 위한 세 가지 과정으로
대상자는 자신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부적응 행동의 자각을 통해서 대
안행동을 탐색해야 하며,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처기술을 배워야 한
다고 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재적 이론에 입각하여 ‘문제행동 발
견하기’,‘대처행동 탐색하기’,‘대처행동 훈련하기’로 중재를 구조화 하였다.
치매노인의 증상은 한 가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소가 서로

연관되어 증상이 나타나므로 인지적,신체적,정서적인 다양한 증상을 효율적으로 돕
기 위해서는 통합 접근이 모색되고 있는데(김정모 등,2003),본 연구의 중재 방법에
서는 기억력 향상 훈련의 인지 지향적 요법,손 운동법의 행동 지향적 요법,집단게임
을 이용한 재사회화 훈련의 자극 지향적 요법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은철 등
(1999),지혜련(2003),정정심(2005)의 국내 복합 중재방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결과를 활용하여 문제행동에 대해서 접근을 하였
고,여기에 집단 접근방법과 일상생활카드를 이용한 대처방안 교육 및 토의를 활용하
여 비합리적 신념에 대상자가 접근하면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자존감을 증진시키려 하였으며,반복훈련을 통한 내면화와 사고의 변화에 중점
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Kasl-GodleyandGatz(2000)는 인
지행동 요법은 초기 치매환자에게 대처전략을 수립시켜주고,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
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행동중심적 접근과 기억력 훈련은 특정한 인지․행동적 손상상
태를 목표로 하면서 대상자의 남아있는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하였는데,본 연구의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중재모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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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 노노노인인인

본 연구의 대상인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선정은 Folstein(1975)이 개발한
MMSE(Mini-MentalStateExamination)를 권용철과 박종한(1989)이 수정․보완
한 한국판 MMSE-K(KoreanVersionofMini-MentalStateExamination)로 판정
하여 결정하였는데,이 연구에서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점수는 24점 이상 및 23
점 이하일 경우라고 주장하면서 감수성과 특이성이 각각 92.0%와 91.5%로 높일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하였고,하양숙(1997)은 24점 이상은 전치매,15～23점은 경
증치매,15점 이하는 중증치매로 분류하였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MMSE-K 측정
결과,15～23점의 노인을 인지기능 저하라고 간주하고 이들을 지역사회 노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실험연구의 대상인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기능 평균점수(총 30점)는 실험군

과 대조군에서 각각 19.86(±.52)점,19.26(±.51)점이었고,우울점수(총 15점)는
6.29(±.74)점,5.79(±.79)점이었으며,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총 18점)은 16.86
(±.27)점,17.05(±.32)점이었고,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총 24점)은 19.90(±.43)점,
19.79(±.51)점이었다.지혜련(2003)의 연구에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증치매 노인
의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평균점수는 각각 8.33(±3.58)점,8.81(±3.83)점이
었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총 19점)은 16.73(±2.76)점,14.06(±5.40)점이었으며,이은
철 등(1999)의 낮 병원 이용노인의 인지기능 평균점수는 각각 22.56(±4.43)점이었
고,우울은 9.45(±3.25)점이었다.또한 송애랑(2001)의 노인요양원 거주 노인 대상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지기능 평균점수는 각각 9.08(±.95)점,9.48(±.87)점
이었고, 우울은 10.22(±2.25)점, 8.48(±2.18)점, 일상생활 수행능력(총 60점)은
52.48(±7.63)점,55.64(±9.11)점으로 보고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의 특성은
인지기능 면에서 경증치매 노인에 가깝고,일상생활 수행능력 면에서는 시설의 경
증치매 노인 보다 약간 상승되어 있으며,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우울하지 않
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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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실험연구에서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 점수는 사전조사에서 실험군
6.29(±.74)점,대조군에서 5.79(±.79)점으로 배재남(1996)의 우울군과 비우울군의 절
단점은 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하다는 주장에 근거하여,실험군,대조군 평
균점수는 비우울군의 평균점수라고 볼 수 있었다.또한 실험군 사전조사에서 기본
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총 18점)의 평균점수가 16.86(±.27)점,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총 24점)이 19.90(±.43)점으로 두 가지 모두 높은 수준을 불 수 있었는데,이
것은 손석한(1998)이 주장한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
력은 노인의 우울과 연관성을 가지며,이러한 우울증이 동반된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 저하는 인지기능 저하에서 초래된다는 주장과 RaskinandRae(1981)의 우울하
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우울한 노인이 인지장애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그리고
Forsell,Jorm,andWinblad(1994)의 우울증과 치매는 병의 발병,경과 및 예후에
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본 실험연구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전조사에서 ‘외출 및 여행’이

가장 점수가 낮았고,그 다음으로 ‘전화사용’,‘식품점에 가서 장보기’,‘식사준비’,
‘집안일(청소,정리정돈)’,‘빨래’,‘금전관리’,‘약물복용’순서이었는데,손석한(1998)
의 연구에서 비우울 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외출 및 여행’,‘전화사
용’,‘금전관리’가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이었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한편,
손석한(1998)의 연구 대상이 일개 정신병원에 입원한 노인이었지만,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동거가족이 없거나 부부만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20.0%라는 점에서 ‘금
전관리’부분에서 차이가 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본 실험연구의 대상자인 지역사회 노인들은 인지기능은 저하되기 시작했

지만,아직 우울감은 시설노인보다 낮으므로 인지왜곡은 심하지 않고,기본적 일상
생활 수행능력이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도 매우 높거나,비교적 높음으로 아
직은 가족이나 친척 등과 같은 부양자들이 요양시설입소 등을 고려하지 않는 대
상자들이라고 생각되므로 본 연구에서 계획한 지역사회 생활인이면서 인지기능
저하 노인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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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 노노노인인인의의의 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

본 실험연구에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기능 평균점수를
19.86(±.53)점에서 21.05(±.49)점으로 향상시켰으며(t=-4.232,p<.001),ANCOVA 결
과에서도 이러한 상승이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p<.01),이러
한 결과는 인지장애 노인에게 인지자극훈련을 실시한 Zarit등(1982)과 김정순
(1997)의 연구에서 중단기 회상능력,범주회복능력,개념기억수준,일과기억수준,
일생기억수준,언어생성수준 등의 인지기능을 향상시켰다는 주장과 Mckitrick등
(1992)의 인지요법을 통한 지속적인 자극은 대상자의 잔존 인지기능의 보존 및 향
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또한 Etnier등(1997)은 운동을 유
발하는 활동이 인지기능을 상승시킨다고 하였고,복합 중재방법으로 지혜련(2003),
정정심(2005)의 연구에서 인지적 자극을 통해서 인지기능을 향상시켰다는 보고를
하였다.그러나 Engeldal(1989)과 Wimo,Mattsson,Adolfsson,Eriksson,and
Nelvig(1993)은 낮 병원에서 실시하는 인지적 자극을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프로그
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인지기능
의 악화도 막을 수 없다고 하였고,이은철 등(1999)도 복합 중재방법으로 인지기
능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일부 현실요법 등에서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인지기능이 혼동된 노인들의 일시적인 인지기능 호전일 수
있으며,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효과를 나
타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따라서 본 실험연구의 결과가 중재 후 1회
만의 사후조사로 나타난 것이므로 본 실험연구에서 나타난 인지기능의 향상이 장
기적인 효과인지 추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 실험연구에서 인지기능 하위영역 중에서 통계적으로 변화가 관찰된

영역(p<.01)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만이었다는 점에서,이러한 결과가 지
혜련(2003)의 연구에서 복합 중재방법이 경증치매노인의 대뇌피질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므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과 기억회상을 향상시켰다는 연구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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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기도 하지만,또한 지혜련(2003)이 주장한 프로그램의 시간과 장소를 고정
하여 반복한 것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실험연구 상황도 주기적으
로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예고되었으므로 인지행동 프로그램의 하위 특정 프로
그램이 지남력을 자극하였다고 생각되기보다 프로그램 실시 자체가 지역사회 노
인의 지남력을 자극하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44...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 노노노인인인의의의 우우우울울울

본 실험연구에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 평균점수를
6.29(±.74)점에서 3.95(±.47)점으로 저하시켰으며(t=3.870,p<.001),ANCOVA 결과
에서도 이러한 상승이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p<.01),이러한
결과는 김정화(2000)의 개념기억훈련을 실시하여 기억자기효능과 우울에서 향상되
었다는 보고와 이은철 등(1999)과 지혜련(2003)의 통합 중재방법으로 우울정도를
경감시켰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또한 김수진(2005)은 모든 종류의 심
리적 긴장은 반드시 어떤 형태의 생리적,신체적 긴장을 수반하게 되므로 근육의
긴장을 점진적으로 이완시킬 수 있는 이완훈련은 심리적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
다고 주장하였는데,이를 통해서 본 실험연구의 도입기에 이완요법의 일환으로 실
시한 손 운동법이 심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울과 같은 정서에 대해서 이은철 등(1999)은 집단 지향적 접근법을 강

조하면서 중재과정 중에 대상자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서로의 관심사나 감
정을 이야기 할 수 있으므로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갖게 되므로 사회화나 노인의
고립 방지를 통해서 우울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실제 본 실험
연구에서 일상생활 훈련 과정 중에 노인들이 주제와 관련된 경험이나 느낌을 서
로 말하고 듣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였고 진행자는 더욱 말하도록 용기를 북
돋웠는데,결국 이러한 집단 접근 과정 중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소속감이 우울
을 경감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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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 노노노인인인의의의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본 실험연구에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노인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균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러한 결과는 조영윤
(2004)의 치료레크리에이션이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일상생활
수행능력은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보고와,통합 중재방법으로 지혜련(2003)의 치매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보고를 지
지한다.
보통 기본적 일상생활은 기본적인 일상신변과 관련된 기능 또는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데(Kemp&
Mitchell,1992),본 실험연구 대상인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전조사에서 이미 기본
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일상생활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생활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연구에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균점수를 19.90(±.43)점에서 20.81(±.34)점으로 향상시켰으며(t=-2.939,
p<.01),ANCOVA 결과에서도 이러한 상승이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p<.05).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사회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므로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보다 확대된 문제 해결 능력,사회적 기술 및
복잡한 환경적 상호작용에 대한 능력을 의미하고(Kemp& Mitchell,1992),지역사
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노인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송애랑,
2000).이러한 점에서 김진호(2004)의 게임요법이 치매노인의 이상행동을 감소시켰
다는 보고와 지혜련(2003)의 치매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사회적 행동을 향상시켰다
는 보고 및 정정심(2005)의 민속놀이 프로그램이 문제행동을 감소시켰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 실험연구에서 일상생활 강화훈련의 일환으로 ‘전화사용’에서 ‘전화사용

하기’,‘외출 및 여행’에서 ‘버스타고 내리기’와 ‘지하철타고 내리기’를 실시하였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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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은 사후조사에서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집안일(청소,정리
정돈)’과 ‘빨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는데(p<.05),이러한 결
과는 본 실험연구의 중재인 인지행동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나타난 대상자들의 궁
극적인 행동의 변화라고 생각되며 ‘전화사용’,‘외출 및 여행’을 내용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자신없던 부분’또는 ‘회피하던 문제들’이라고 대상적 관점에
서 바라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즉 ‘자신없던 부분’또는 ‘회피하던 문제들’에
대한 직면을 통해서 인지과정이 변화됨으로서 그 대상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고,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였으며,대상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가까운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즉 자신의 공간이나 방 청소 및 개인집기
정리정돈과 속옷이나 양말 등의 가벼운 빨래에서부터 향상된 행동을 하기 시작했
다고 사료된다.

결국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전체적 시각에서 조망해 봤을 때,대상자들은 시간
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상승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이러한
기대감이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
신 없던 또는 회피하던 문제들을 다시 직면하고,집단 상호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
람들의 경험과 정서를 공유하면서 문제행동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고,우
울과 같은 정서가 향상되었다.또한 집단 상호작용을 이용한 재사회화 훈련을 통
해서 지역사회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행동이 강화되고 안정됨으로서 궁
극적으로 긍정적인 인지과정을 더욱 안정화 시켰다고 생각하며,이러한 변화는 지
극히 개인적인 활동영역을 확장시키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노
인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우울을 경감하며,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증진
시키는 포괄적인 효과를 지닌 간호중재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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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지기능 저하 노인에 대해서 다양한 중재 개발과 함께 각각의 중재방법
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서로 보완하여 더욱 효과적인 결과
를 나타내기 위해 복합중재 개발에 대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최근 이렇게 복합
중재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것은 치매증상은 개인차가 크고 인지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곤란하고 저하된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인지기능을
낮추기도 하는 등 하나의 증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소가 서
로 연관되어 증상이 나타나므로 인지적,신체적,정서적인 다양한 증상을 효율적으
로 돕기 위한 통합된 접근의 모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김정모 등,2003).따라
서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중재는 향후 더욱 다양한 방법
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시도될 것이다.

지역사회 노인에게 실시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본 연구는 유사실험 설계 연구로서 연구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노인정 시설의 특
성으로 무작위할당을 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연구중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3의 변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인지기능,우울,일상생활 수행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
행능력은 변수의 특성상 단기적인 변화양상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양상도
파악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기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지 못했
으므로 본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 측정에 제한이 있다.

3)연구기간 동안 연구대상자 중 대조군에게 중재를 실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해에 방문과 같은 약속을 하였지만,이 역시 윤리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 66 -

ⅦⅦⅦ...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 목적은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기
능 및 우울,일상생활 수행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자료수집과 프로그램 중재기간은 2006년 6월 26일부터 2006년 9월 1일까지였

으며,연구대상자는 경기도 S시 S구내 10곳의 노인정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MMSE-K (KoreanVersionofMini-MentalStateExamination)총점이 15점에서
23점 사이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험군 21명,대조군 19명으로 총 40명이었다.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인지기능을 증진시키고,우울을 감

소시키며,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증진시키도록 ‘문제행동 발견하기’,‘대처행동 탐색
하기’,‘대처행동 훈련하기’로 구성되었으며,실험군에게 1회 50분,주 2회,6주 동
안,총 12회 실행되었다.
연구도구에서 인지기능은 Folstein(1975)이 개발한 MMSE(Mini-MentalState

Examination)를 박종한,권용철(1989)이 수정․보완한 MMSE-K를 사용하였고,우
울은 Yesavage 등(1983)이 개발한 SGDS (Short-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배재남(1996)이 표준화시킨 한국어판 SGDS를 사용하였다.일상생활 수
행능력에서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Katz등(1963)이 개발한 ADL(Activities
ofDailyLiving)을 손석한(199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고,도구적 일상
생활 수행능력은 Lawton& Brody(1969)이 개발한 IADL(InstrumentalActivities
ofDailyLiving)을 손석한(199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11.0forwindow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실험군과 대조군

의 동질성 검증은 Independent-samples t-test,Chi-square,Fisher's ex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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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 test를 시행하였고,가설검증은 Paired-samples t-test,Independent
-samplest-test,ANCOVA를 시행하였으며,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
coefficient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실험군과 대조군에 실험 전 동질성 검정에서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두 군은 동일한 집단이다.

2)제 1가설인 “인지행동 프로그램 중재 후,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인지기능 점수
가 상승할 것이다”는 인지기능 사전점수가 공변량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인지행
동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지지되었다(F=8.06,p<.01).영역
별 공변량 분석 결과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
다(F=7.614,p<.01).

3)제 2가설인 “인지행동 프로그램 중재 후,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가 감
소할 것이다”는 우울 사전점수가 공변량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인지행동 프로그
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지지되었다(F=10.814,p<.01).

4)제 3가설인 “인지행동 프로그램 중재 후,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기본적 일상생
활 수행능력 점수가 상승할 것이다”는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전점수가
공변량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기각되었다(F=.757,p=.390).

5)제 4가설인 “인지행동 프로그램 중재 후,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도구적 일상생
활 수행능력 점수가 상승할 것이다”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전점수가
공변량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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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지되었다(F=4.517,p<.05).영역별 공변량 분석 결과 집안일(F=4.759,
p<.05),빨래(F=6.905,p<.05)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노
인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우울을 경감하며,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증진
시키는 포괄적인 효과를 지닌 간호중재 프로그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앞으로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정서․행동을 향상시키기 위
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방법임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간호연구에 미치는 의의는 인지기능 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
에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틀로서 인지행동 이론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향후 다양한 상
황과 조건에서 지속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둘째,간호교육에 미치는 의의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 간호의 학문적
정립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므로 중재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에서 활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며,경로당에서의 간호 관리 방법과 기술지도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간호실무에 미치는 의의는 본 연구에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노인의 인
지적,정서적,행동적 효과를 나타내었으므로 조직적인 건강프로그램에 접근이 어
려운 경로당 노인에게 간호중재 방법으로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활용 가
능성과 타당성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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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다양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지역사회 노인의 ‘자신없던 부분’또는 ‘회피하던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한 인지행동 프로그램의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인지행동 프로그램과 다른 복합 중재방법간의 비
교연구가 필요하다.

넷째,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인지행동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
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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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손손손 운운운동동동법법법

방법 :연구자의 구령에 맞춰 천천히 실행한다.

1.손목,손등,손바닥,손가락 눌러주기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다음을 차례대로 실시한다.
-손목 :검지,중지,약지의 손가락 끝으로 손목 안쪽의 1/2지점에서 손목까지

꼭꼭 눌러준다.
-손등 :손가락 끝으로 손등 위에서 아래로 눌러준다.
-손바닥 :손가락 끝으로 손바닥 위에서 아래로 눌러준다.
-손가락 :각 손가락을 반대편 엄지,검지,중지 끝으로 손가락 위에서 끝으로

눌러준다.
-양손을 모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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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손 전후좌우로 움직이기 (각 3회)
-두 손을 모아 가슴 가까이에 대고 전후로 천천히 움직인다.
-두 손을 모아 가슴 가까이에 대고 좌우로 천천히 움직인다.

3.손 뻗어 손뼉치기 (10회)
-두 팔을 앞으로 뻗어 큰소리가 나게 손뼉을 친다.

4.손바닥과 손등 비비기 (10회)
-두 손바닥을 열기가 느껴지도록 비빈다.
-손바닥으로 손등을 문지른다.손등끼리 비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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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손바닥 마주하기 (3회)
-양팔을 벌리고 천천히 모아 손가락 끝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한다.
-눈을 감고 위와 같은 동작을 한다.

6.손가락 스트레칭 (3회)
-손가락 끝을 서로 붙인 후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일자가 되도록 서로 힘껏

민다.

7.손가락 끝 두드리기 (10회)
-손을 둥글게 하여 양 손가락 끈을 마주한 후 서로 세게 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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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손가락 깍지끼기 (각 4회)
-양 손가락 각 마디마다 서로 깍지끼고 당긴다.

9.손가락 돌리기
-손가락끼리 원을 그리며 돌린다(좌우 같은 손가락으로 한다).
-열 손가락을 모두 돌린다.점점 크게 돌렸다가 점점 작게 돌린다.

10.손목 돌리기
-손목끼리 원을 그리며 점점 크게 돌리다가 점점 작게 돌린다.
-반대 방향으로 실시한다.



- 83 -

<<<부부부록록록 222>>>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

이이이름름름::: 나나나이이이::: 성성성별별별:::남 /여

결결결혼혼혼상상상태태태 :::① 사별( ) ② 이혼( ) ③ 미혼( ) ④ 결혼( ) ⑤ 기타( )

가가가족족족상상상태태태 :::① 독거( ) ② 부부만( ) ③ 자녀들과 함께( ) ④ 기타( )

주주주간간간호호호자자자 :::① 없다( ) ② 며느리( ) ③ 아들/딸( ) ④ 배우자( )

종종종교교교 :::① 무( ) ② 유( )

병병병력력력 :::① 뇌졸중( ) ② 신경통,관절염( ) ③ 고혈압,심장병( )

④ 위장관 질환,간장 질환( ) ⑤ 당뇨,갑상선( )

경경경제제제상상상태태태(((개개개인인인용용용돈돈돈///월월월))):::

① 5만원 미만 ②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③ 10만원 이상

교교교육육육정정정도도도 :::① 무학( ) ② 초졸( ) ③ 중졸( ) ④ 고졸( ) ⑤ 대졸( )

운운운동동동정정정도도도 :::① 하지 않는다 ② 가끔식 한다 ③ 매일 한다

친친친한한한말말말벗벗벗 :::① 없다 ② 1-2명 ③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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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 검검검사사사

(((지지지남남남력력력))) (((무무무학학학시시시 가가가산산산점점점 111점점점)))
1.오늘은 ______년 ____월 ____일 ____요일 ____계절 입니까? (5점)
2.당신의 주소는? ______도(시)______군(구)______면(동) (3점)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예;학교,시장,병원,가정집) (1점)

3.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예;마당,안방,화장실,진찰실) (1점)
(((기기기억억억등등등록록록)))
4.물건 이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바로 따라하기.(예;나무,자동차,모자)(3점)
(((기기기억억억회회회상상상)))
5.3분에서 5분 후 4번에서 말했던 물건이름 회상하기 (3점)
(((주주주의의의집집집중중중 및및및 계계계산산산)))
6.100-7= -7= -7= -7= -7= (5점)
거꾸로 말하기 (삼천리강산)

(((언언언어어어기기기능능능))) (((무무무학학학시시시 가가가산산산점점점 111점점점)))
7.물건이름 맞히기 (예;연필,시계,TV,선풍기 등) (2점)
8.오른 손으로 종이를 집어서,반으로 접고,무릎 위에 올려놓기(3단계 명령)(1점)
9.5각형 2개를 겹쳐 그리기 (1점)
10“간장 공장 공장장”을 따라하기 (1점)
(((이이이해해해 및및및 판판판단단단)))
11“옷은 왜 빨아서 입습니까?”질문하기 (1점)
12“길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쉽게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질문하기 (1점)

원원원점점점수수수((( )))+++가가가산산산점점점((( )))===총총총점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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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444>>>노노노인인인 우우우울울울 검검검사사사

예 아니오

1.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낀다.

2.안절부절하고 초조할 때가 자주 있다.

 3. 앞날에 대해 걱정할 때가 많다.

*4.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

*5.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6.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난다.

*7. 예전처럼 정신이 맑다.

*8.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이 별로 없다.

*9. 내 판단력은 여전히 좋다.

*10. 내 나이의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건강하다.

 11. 정말 자신이 없다.

*12. 즐겁고 행복하다.

*13. 기분이 좋은 편이다.

*14.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15. 전보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많다.

*역문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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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555>>>기기기본본본적적적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검검검사사사

전혀 할 수 없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 할 수 있다

목욕

옷입기

용변보기

거동하기

대소변가리기

식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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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666>>>도도도구구구적적적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검검검사사사

전혀 할 수 없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 할 수 

있다

전화사용

외출 및 여행

식품점에 가서 장보기

식사준비

집안일(청소, 정리정돈)

빨래

약물 복용

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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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777>>>인인인지지지행행행동동동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사사사진진진

<<<손손손 운운운동동동법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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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도구구구적적적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사사사전전전조조조사사사 그그그래래래프프프 ---집집집단단단>>>



- 90 -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 카카카드드드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대대대처처처방방방안안안 교교교육육육 및및및 토토토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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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기억억억력력력 향향향상상상 훈훈훈련련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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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페페트트트병병병 볼볼볼링링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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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농농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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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송편편편만만만들들들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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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트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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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TThhheeeEEEffffffeeeccctttsssooofffCCCooogggnnniiitttiiivvveee---BBBeeehhhaaavvviiiooorrraaalllPPPrrrooogggrrraaammm ooonnnCCCooogggnnniiitttiiivvveee
FFFuuunnnccctttiiiooonnn,,,DDDeeeppprrreeessssssiiiooonnn,,,AAAccctttiiivvviiitttiiieeesssooofffDDDaaaiiilllyyyllliiivvviiinnnggg

iiinnnttthhheeeCCCooommmmmmuuunnniiitttyyyEEEllldddeeerrrlllyyy...

Yoo,JangHak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studywasconductedtodevelopanursinginterventionprogram for
communityelderlyandtoinvestigatetheeffectsoftheprogram oncognitive
function,depression,activitiesofdailylivinginthecommunityelderly.
Forthis quasi-experimentalstudy,a totalof40 senior residents who

ranged from 15 to 23 oftotalscores ofMMSE-K (Korean Version of
Mini-MentalStateExamination),agedover65,intheHallfortheelderlyin
thecityofS.Theyweredividedintoanexperimentalgroupwith21elderly
andacontrolgroupwith19elderly.Thelengthoftimefordatacollectionand
interventionwasfrom Jun26toSeptember1,2006.TheCognitive-Behavioral
Program consisted of‘Facing problem behavior',‘Searching coping skill',
‘Training coping skill'.Theprogram wasappliedtotheexperimentalgroup
twiceaweek,fiftyminutespersessionforsixweeks.
Measurementtools were MMSE-K developed by Park & Kwon(1989),

KoreanversionSGDS(Short-form GeriatricDepressionScale)standardizedby
Bae(1996),ADL (ActivitiesofDaily Living)developedby Katzetal.(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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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DL (InstrumentalActivities ofDaily Living)developed by Lawton and
Brody(1969).
Thedata wereanalysed by using SPSS 11.0forwindow.The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homogeneity testing aboutdependentvariableswere
assessedbyIndependent-samplest-test,Chi-square,Fisher'sexactprobability
test.Thehypothesistestingaboutdependentvariableswereanalysedbyusing
Paired-samplest-test,Independent-samplest-test,ANCOVA.

Theresultswereasfollows:
Thevariablesmeasuredintheexperimentalgroupandthecontrolgroup

beforetheinterventionwerenotsignificantlydifferentinhomogeneitytest.
Cognitive function(F=8.06, p<.01) and IADL(F=4.517, p<.05) in the

experimentalgroupweresignificantlyhigherthanthoseofthecontrolgroup
withoutcognitive-behavioralprogram.Depression in theexperimentalgroup
wassignificantlylessthanthecontrolgroup(F=10.814,p<.01).HoweverADL
in the experimentalgroup was not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F=.757,p=.390).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the cognitive-behavioralprogram made a

contributiontoimprovecognitivefunctionandIADL,toreducedepressionin
thecommunityelderly.therefore,itisrecommendedthatthisprogram willbe
usedforcommunityelderlyasaneffectivenursingintervention.

Key concepts :The cognitive-behavioralprogram,The community elderly,
Cognitive function,Depression,Activities ofDaily Living,
InstrumentalActivitiesofDaily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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