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김 두 리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지도교수 김 소 선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김 두 리





감사의 글

  감사의 글을 쓰는 이 순간 지난날들을 돌아보면 좋았던 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

이 참 많았습니다. 무사히 논문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의 시작인 주제선정 부터 마무리까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틀을 잡아주시

고, 좁은 시야를 가진 저를 냉철하게 지적해 주시며 항상 넓은 시야를 갖도록 이

끌어주시며,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를 격려해 주신 카리스마와 유머를 함

께 갖으신 김소선 교수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은 

앞으로도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교 때부터 

저의 실수를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부족한 논문의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지도해 주신 이주희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적 

연구방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항상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김상희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어려운 부분

이었던 통계적 방법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시고 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할 수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남정모 교수님, 먼 곳에서도 대상자의 선정기준부

터 대상자 모집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꼼꼼히 지도해 주신 김어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진행하는 동안 어떤 부탁에도 항상 흔쾌히 도움을 주며 격려해준 유재

용 교수님, 힘든 기간 동안 한결같은 정서적 지지로 논문을 마무리하는데 많은 힘

이 되어 주신 임효남, 김진일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사과정 동안 

기쁘고 힘든 일을 함께 나누며 의지한 박사동기 한은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멀리 있으면서도 항상 저를 응원하며, 기쁨이 되어주는 소중한 친구 권정아, 

황유진, 홍유미와 문선혜, 안지현 선배, 백원희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

다. 이 외에도 논문을 쓰는 중 많은 도움을 주며 함께한 최소영 선생님, 우정희, 



박주영, 김현숙 교수님 외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배움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무한한 

사랑과 응원으로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어머니 고재희 여사께 진

심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저를 걱정해 주고, 믿

어주며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언니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과 바쁜 일정을 핑계로 항상 잘 챙겨주지 못했지만 저의 가장 

가까이에서 묵묵히 저를 끝까지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사랑하는 남편 이동식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이 글을 통해 전합니다. 아마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가 없

었다면 논문을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완성된 이 논문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중재로 임

상현장에서 활성화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2016년 6월

김두리 올림



- i -

차  례

차    례 ································································································································· ⅰ

표 차 례 ································································································································· ⅲ

그림차례 ································································································································· ⅳ

부록차례 ································································································································· ⅳ

국문요약 ································································································································· ⅴ

Ⅰ.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3

C. 연구의 가설 ··············································································································· 3

D. 용어의 정의 ··············································································································· 4

Ⅱ. 문헌고찰 ····················································································································· 6

A. 경도인지장애 ············································································································· 6

B.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 ············································································· 8

C.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 ····················································· 12

Ⅲ. 연구의 이론적 기틀 및 개념적 틀 ······················································· 15

Ⅳ. 연구방법 ··················································································································· 20

A. 연구설계 ··················································································································· 20

B.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 ············································································· 21

C.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효과 평가 ··································································· 22



- ii -

Ⅴ. 연구결과 ··················································································································· 30

A.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 ············································································· 30

B.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효과 평가 ··································································· 55

   

Ⅵ. 논 의 ························································································································ 68

A.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 ············································································· 68

B.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효과 평가 ··································································· 71

C. 연구의 의의 ············································································································· 80

Ⅶ. 결론 및 제언 ······································································································ 82

A. 결론 ··························································································································· 82

B. 제언 ··························································································································· 83

참고문헌 ···························································································································· 85

부    록 ···························································································································· 95

영문요약 ························································································································· 133



- iii -

표 차례

<표 1>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프로그램 개발 절차 ················· 21

<표 2> 면담에 참여한 MCI 노인의 일반적 특성 ························································ 32

<표 3> 경도인지장애 노인 면담 내용분석  ······························································· 34

<표 4>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 유형 ··········································· 39

<표 5>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교육주제 선정 ························································· 48

<표 6>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 51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 57

<표 8> 대상자의 주요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 59

<표 9>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확실성 정도의 차이 ····················································· 60

<표 10>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확실성의 정도 변화 ··················································· 62

<표 11>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정도의 차이 ····························· 63

<표 12>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정도 변화 ································· 64

<표 13>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관적 기억문제호소 정도 차이 ································· 65

<표 14>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관적 기억문제호소 정도 변화 ································· 65

<표 15> 실험군과 대조군의 전반적인 인지기능 정도 차이 ····································· 66

<표 16> 실험군과 대조군의 전반적인 인지기능 정도 변화 ····································· 67



- iv -

그림 차례

<그림 1> Model of perceived uncertainty in illness ············································ 18

<그림 2> Reconceptualized model of uncertainty in chronic illness ············· 19

<그림 3>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 ··················································································· 19

<그림 4> 연구대상자 모집과정 ······················································································· 24

<그림 5>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비약물적 중재연구 문헌검색과정 ························· 37

<그림 6> 이론적 기틀과 연계한 수행전략 ··································································· 44

<그림 7>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적용 및 수행과정 ··············································· 55

부록 차례

부록 1. 경도인지장애 노인 면담 결과분석 ··································································· 95

부록 2.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 통합적 문헌고찰 ··················· 102

부록 3.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도입 예시 ······························································· 117

부록 4.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교육영역 예시 ······················································· 118

부록 5.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인지자극 영역 예시 ············································· 119

부록 6.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과제책자 예시 ······················································· 120

부록 7.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연구승인서 ····································································· 121

부록 8. 연구도구 승인서 ································································································· 122

부록 9. 연구 설명문 ········································································································· 124

부록 10. 연구 참여 동의서 ·························································································· 125

부록 11. 연구 설문지  ·································································································· 126



- v -

국 문 요 약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본 연구는 Mishel(1988)의 불확실성이론을 기반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요구도 조사를 

위한 일대일 면담과 국내·국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연구의 통

합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은 Mishel(1988)의 불확실

성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IMP(Intervention Mapping Protocol)의 총 6단계를 통

해 체계적으로 개발되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 21명, 대조

군 22명으로 실험군에게는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주 2회 6주 동안 총 12회

기 수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모두 중재 전·후에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 인지기능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Mishel(1988)의 불확실성이론의 주요개념 중 구조적 제공자인 믿

을 수 있는 권위자, 교육, 사회적 지지를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의 중재방법 

및 수행전략으로 선정하였으며, 내용구성을 위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요구도 

조사를 위한 일대일 면담,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국내·국외의 비약물적 중

재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정

은 IMP의 총 6단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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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초안은 10명의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

(주 2회, 6주, 총 12회, 40분/회)으로 개발되었다. 

2)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가설 1.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중재 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불확실성 중 복잡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2.52, p=.016).

가설 2.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이 증가할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은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 정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1.65, p=.107).

가설 3.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가 감소할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재 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가 유의하게 감  

         소 하였다(t=2.10, p=.042). 

가설 4.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인지기능(MoCA-K)이 증가할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  

         재 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지연회상력과 지남력이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t=-2.30, p=.027), (t=-2.53, p=.015).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은 경도인지장애 노인

의 불확실성과 주관적 기억 문제 호소를 감소시켰으며,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은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따

라서 추후 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재기간 확대 및 반복측정을 반

영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프로그램 효과의 일반화된 검증을 

위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표본 수를 증가시킨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핵심어 : 경도인지장애, 불확실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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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치매는 고령화 사회와 함께 ‘21세기의 병’ 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노인의 만성

질환이다(하재연, 2002). 그 중 알츠하이머(Alzheimer's Diseases, AD)는 치매의 

71%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최근 알츠하이머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Petersen 등(1999)

이 제시한 경도인지장애의 진단기준을 살펴보면, 1) 주관적 기억력 문제호소, 2) 

나이와 교육정도에 비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기억력 손상, 3) 전반적 인지기능 

유지, 4) 일상생활 수행능력 손상 없음, 5) 치매가 아닐 것으로 구성된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의 조기진단으로 이를 진단받은 일부 노인들은 치매가 아

님에 안도하며, 치매로의 이환율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Unverzagt, 

Gao, Baiyewu, Ogunniyi, Gureje, Perkins & Hendrie 2001). 하지만 경도인지

장애 노인의 13-48%는 12-60개월 사이에 치매로의 높은 이환율을 보이기 때문

에 대부분의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은 치매로의 이환에 대한 불확실성을 호소하게 

된다(Dean & Wilcock, 2012). 불확실성은 스스로 질병을 예측하기 힘들고, 질병

의 결과에 대해 막연하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증가하게 되고 이는 스트레스 및 

불안 등을 경험하게 한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노인들은 자신도 미래에 치매로 이환될 수 있

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신감 결여, 당황스러움, 불안, 스트레스, 좌절, 분노 등

의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Lyketsos 등(2002)의 연구에서 경도인지

장애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20.1-44.3%가 경도인지장애 진단 후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인지장애 진단 후 부정적인 정서를 경

험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진단 및 증상에 대한 통찰력이 없고, 진단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하였다. 또한 경도인지장애를 치매로 전환되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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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후에만 초점을 두며, 대부분이 치매는 부정적이라는 무조건적인 사회적 낙인을 

가지고 있었다(Frank et al, 2006; Derksen, Vernooij-Dassen, Gillissen, Olde 

Rikkert, & Scheltens, 2006; Aminzadeh, Byszewski, Monlar & Eisner, 

2007). 질병에 대한 정보부족은 불확실성의 매우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질병의 막

연함과 애매모호함을 증가시키며 추후, 질병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어 불

확실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에 질병에 대한 정보를 찾고 상황에 대

한 이해가 증진하게 되면 불확실성은 감소하게 된다(Spence, Poortinga, & 

Pidgeon, 2012).

  따라서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의 정의 및 증상, 치료과정 및 예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

며, 경도인지장애 진단으로 인해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위

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Lingler, Nightingale, 

Erlen, Kane, Reynolds, Schulz & Dekosky, 2006).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노인들은 진단 후 증상과 함께 스스로 사회적 관계에

서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낮은 사회적 지지는 환자의 불안

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잠재적 요인이 되므로,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은 가족과 친구

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Joosten-Weyn Banningh, Vernooij-Dassen, Rikkert와 Teunisse(2008)의 연

구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독립적으

로 행동하려고 하지만 가족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가장 위안이 된다고 표현하

였으며,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며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자신의 행동

이 잘못되었다고 꾸짖을 때 가장 큰 절망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현재까지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국내 및 국외 비약물적 중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지재활 훈련 및 신체기능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다(김우영, 한창현, 허

은정, 강형원 & 전원경, 2011).

  하지만 최근 국외에서 수행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 결과

를 살펴보면,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진단 및 치료과정 자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

여 이에 대한 교육의 절실함을 요구하였고, 불안과 우울에 대한 정서적지지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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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나 자조그룹으로부터의 지지체계, 추후 재정

적 또는 미래의 법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요구하였다(Lingler et al., 2006).  

  그러므로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중재는 이들의 진단

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으며, 긍정적인 적응과정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

도를 파악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노인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그들의 실제 

요구도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

     한다.

C. 연구의 가설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  

정하기 위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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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3.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가 감소할 것이다.

가설4.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인지기능(MoCA-K)이 증가할 것이다.

D. 용어의 정의

1) 경도인지장애 

이론적 정의 : 경도인지장애란 환자나 보호자가 주관적인 기억력 문제를 호소

하고 연령과 학력에 비해 표준화된 기억검사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기억력 손

상이 있으며,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손상되지 않은 치매  

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Petersen et al, 1999).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란 김기웅 등(2009)이 개발한 

MMSE-DS(Mini-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를 수행하여 

연령과 학력의 기준 점수 절단점 이하에 선정된 대상자 중  MoCA-K(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점수가 23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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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실성 

  이론적 정의: 자신의 질병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며 의사결정자로서 사건 또는 

  대상에 확실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거나 적절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서 일어나게 되는 애매모호성, 복잡성, 정보 결여성, 미래에 대한 비예측성을 의

  미한다(Mishel, 1981).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Mishel(1981)이 개발한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측

  정도구(Mishel Uncertainty Illness Scale, MUIS)를 정재원, 김문정, 이미현과 

  도혜경(200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

  이론적 정의: 질병이라는 불확실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긍정적 삶에 대한 관심  

  을 갖고, 질병의 경험을 통한 자신의 성장, 삶의 유연성, 긍정적인 정서로의 전  

  환을 의미한다(Mishel, 1988).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Mishel 과 Fleury(1997)이 개발한 불확실성을 통  

  한 성장 측정도구(Growth Through Uncertainty Scale, GRUS)를 연구자가 번  

  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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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A. 경도인지장애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7.8%로 노인인구의 

1/4을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이는 2008년 보건복

지부의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조사결과 24.8%보다 증가한 수치로 점차적으로 국내

경도인지장애 노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도인지장애는 정상적인 노화와 알츠하이머 치매 사이의 이행과정으로 치매 

이전단계로 정의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매 20년 마다 2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경도인지장애

에 대한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조은영, 2013). 

Petersen 등(1999)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

도인지장애 노인들의 약 10-15%는 년마다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환되며, 6년 안에 

알츠하이머 치매로의 이환율이 약 8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건

강한 노인의 치매 이환율이 1-2%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다. Manly 등

(2008)은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알츠하이머 치

매로의 이환율이 21.8%로 나타났으며,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인이 정상인지기능

을 가진 노인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로의 이환율이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한은경(2010)이 일개지역의 종합병원에 내원한 경도인지장애 노인

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수행한 결과 41.6%가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환되었다. 또

한 Han 등(2012)은 경도인지장애의 유형별 치매이환율을 추적조사 한 결과 복합

영역은 단일영역에 비해 치매로의 이환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상

으로 호전될 확률 또한 1/4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로의 이환율이 높기 때문에 조기검진에 따른 조

기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최근 5년 동안 경도인지장애 검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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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환자 수는 이전에 비해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하지만 이와 같은 경도인지장애는 현재까지 통일된 진단기준이 없으므로 임상

적인 진단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 진

단기준은 Petersen 등(1999)이 제시한 것으로 이는 다음과 같다. 1) 환자 혹은 

환자의 보호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기억력 저하, 2) 전반적인 인지기능은 정상적 

유지, 3) 일상생활 정상적 유지, 4) 동일연령과 교육수준에 비해 객관적으로 저하

된 기억력, 5) 치매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이다. 

  이는 다시 기억력 결함유무에 따라 기억성 경도인지장애(Amnestic MCI)와 비

기억성 경도인지장애(Non-Amnestic MCI)로 분류되며, 기억력 이외의 언어, 인

지, 주의력, 시공간 등의 결함유무에 따라 단일영역(Single domain)과 복합영역

(Multiple domain)으로 분류된다(Petersen, 2004; Winblad et al., 2004). 

  각 유형을 살펴보면 기억성 단일영역 경도인지장애는 일반적으로 경도인지장애

라고 불리는 유형으로 기억력에는 현저한 손상을 보이지만 다른 인지영역은 비교

적 정상 혹은 경미한 저하가 있다. 이 유형은 추후 년 10-15%의 알츠하이머 치

매로의 유병률을 보인다(Bischkopf, Busse, & Angermeyer, 2002). 기억성 복합

영역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이외에도 다른 인지영역의 손상을 보이는 유형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환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우울성, 혈관성 치매로 이환되기도 

한다. 비기억성 단일·복합영역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이외의 다른 인지영역에 손

상을 보이는 유형으로 전·측두엽 치매, 루이소체 치매, 혈관성 치매, 주요 진행성 

실어증과 같은 알츠하이머 치매와는 다른 형태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Backman, 

Jones, Berger, Laukka, & Small, 2005; Gauthier et al., 2006; Petersen, 

2004). 

  이와 같이 경도인지장애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모든 유형은 추후 치매로

의 이환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치매 이환

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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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

  Mishel(1981)은 불확실성이란 자신의 질병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며 의사결정자

로서 사건 또는 대상에 확실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적절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

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는 무능력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Mishel(1981)은 불확실

성에 대한 명확한 구성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한 결과 불확실성의 구성개념으로 애매모호함(Ambiguity), 복잡성(Complexity),

정보부족 또는 정보의 불일치성(Inconsistency), 비예측성(Unpredictability)을 도

출하였다. 이러한 질병의 불확실성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정보부족이며(Mishel, 

1988), 이는 질병의 막연함을 증가시키고, 추후 질병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어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Spence, Poortinga, & Pidgeon, 

2012).

최근 국내는 고령화 사회와 함께 노인의 치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치

매의 발병을 2년 늦추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0년 후 치매 유병률을 약 8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면서,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이에 국내에서는 전

국 시·군·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치매선별검사 등 조기검진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치매의 예방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료 환자수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3.9%의 증

가율 보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이와 같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알츠하이머 치매로의 이행률이 21.8%로 

정상인지기능을 가진 노인에 비해 2.8배 높기 때문이다(Manly et al., 2008). 

  하지만 경도인지장애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 증가와는 달리 현재 국내 노인

들에게 경도인지장애란 생소한 개념으로 이를 진단받은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Beard 와 Neary(2013)연구에서는 경도인지

장애 노인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수행한 결과 자신의 진단에 대한 정의, 

치료, 예후가 애매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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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sten-Weyn Banningh 등(2008) 연구 또한 경도인지장애 노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들이 치매로의 이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면담 이외에도 Sjostedt 와 

Franczak(2014)는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은 진단명에 대한 예후 와 미래의 자기관리 및 

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게 나타났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부정적인 정서를 동반하게 된다. Zhang 등

(2012)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정신과적인 증상을 조사한 결과 경

도인지장애 노인의 약 81.6%가 신경질, 무관심,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치매노인, 주관적 인지저하

(Subjective cognitive impairment)를 가진 노인 보다 높은 우울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Lyketsos 등(2002)의 연구에서도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은 자신의 질병

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경정신과적 문제를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이중에서

도 우울증상이 가장 많고 그 외에 무관심, 분노, 짜증스러움도 함께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은 자존감 저하,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생활에 대한 부담감, 좌절, 당혹스러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an & Wilcock, 2012). 

  경도인지장애 노인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 중 우울은 추후, 알츠하이머 치매

로의 이환율을 2.5-6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Chen et al, 2008; 

Byers, Covinsky, Barnes, & Yaffe, 2012), Saczynski 등(2010)은 17년 동안 

우울증과 치매발병률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우울증이 치매발병률을 70%이상 

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도인지장애와 우울증을 함께 갖은 노인

이 우울증만 가지고 있으며 인지기능 장애가 없는 정상노인보다 치매로의 발병률

이 2.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evanand et al., 1996). 이 외에도 최근 연구

에서는 우울증을 갖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이 우울증을 갖지 않은 경도인지장애 노

인보다 주의집중력, 시공간지각능력, 실행능력 등이 10~26.4%정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광석, 안준호, 방수영, 최순호 & 김성윤, 2012). 이와 같이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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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장애 노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부족은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치매로의 이환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정보부족 이외에 주관적 

기억저하가 있다. Beard 와 Neary(2013)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한 결과 질병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질병에 대한 정보부족

과 기억력 저하가 나타났다. 홍민아(2011)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주관적 기억문

제를 경험하다 보면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고, 이는 결국 자신이 실제 치매에 걸

린 것이 아닌 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실제 주관적 기억장

애는 불확실성과 같이 부정적 정서인 우울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lash, Mordechovich, Shabtai, Merims, & Giladi, 2010; Nelson & O'Connor, 

2008). 

  마지막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는 사회적 지

지가 있다. 이는 Germino 등(2013)이 젊은 여성 유방암 환자들은 나이가 많은 여

성 유방암 환자들에 비해 자조집단의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대한 관

리 및 치료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며, 이는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고 하였다. 또한 Sammarco 과 Konecny(2008)은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

고 인지하는 대상자는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며, 이는 추후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높

게 나타났으며, 이는 불확실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Joosten-Weyn Banningh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추후, 가족의 부담감이 높아질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가장 위안이 된다고 표현하였으

며,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며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꾸짖을 때 가장 큰 절망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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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질병에 대한 정보부족, 

주관적 기억저하, 사회적 지지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경

도인지장애 노인의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치매로의 이환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있어 불확실성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감

소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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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로의 이환율이 높은 질병으로 최근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김우영 외, 2011). 이로 인해 경도인지장애를 위한 많은 약물치료

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Peterson et al(2005)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Donepezil을 제공한 결과 약물을 복용하는 1년 동안에는 치매로의 이환률이 낮게 

나타났으나 3년이 지난 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ivastigmine, 

Rofecoxib(anti-inflammatory)약물도 치료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도 아직까지는 치료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Feldman et al., 2007; Thal et al., 2005). 

  따라서 약물치료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높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약물치료를 하더라도 단일치료보다는 비약물적 중재를 병행하는 것이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Aisen, 2008; Li et al., 2011; Scherder et al., 2005). 국내 및 국

외의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비약물적 중재를 살펴보면 크게 인지

기능 향상 중재와 운동중재로 분류된다. 

  첫 번째, 인지기능 향상 중재는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이 새로운 정보를 인식하여 

받아들이고(encoding) 저장하며, 회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므로 이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지지를 통해 이들의 기억력 저하와 관련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증

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Christensen, Kopelman, Stanhope, Lorentz, & Owen, 

1998). 이와 같은 인지기능 향상 중재는 크게 인지자극(cognitive stimulation,

CS), 인지훈련(cognitive trainning, CT), 인지재활(cognitive rehabilitation, CR)

로 분류된다. 

  인지자극은 개인의 인지기능과 심리사회적인 요소를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방

법으로 회상요법, 현실인식, 사회적 활동 및 다양한 감각·운동적 활동 등이 포함되

는 것으로, 구체적인 하나의 인지기능 뿐 아니라 복합적인 인지기능향상을 위해 

수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재는 그룹으로 진행된다(Huntley, Gould, 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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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 Howard, 2015). 인지자극을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Wenisch  등

(2007)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현실인식, 신문검토, 기억회상 등의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기억력이 증진되었으며, 

Orrell, Spector, Thorgrimsen 와 Woods(2005)는 치매노인에게 기억회상, 음악, 

운동 등 다양한 인지자극 중재를 제공한 결과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상

승하였다. 또한 지은주 와 김옥수(2014)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웃음요

법을 병합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일반적 인지기능과 전두엽실행기

능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인지자극 중재는 인지기능 향상 이외에도 우울,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Buettner, Fitzsimmons, Atav, & Sink, 2011; Wenisch  et al., 2007; 

Spector et al., 2003).

  인지훈련은 구체적인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반

복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것으로 개인의 잠재적인 인지기능인 기억력, 문제해결력, 

집중력을 최대한 상승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진행되며, 컴퓨터를 사용하

는 방법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Huntley, Gould, Liu, Smith, & Howard, 

2015). Cipriani, Bianchetti 와 Trabucchi(2006)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인지훈련을 수행한 결과 짧은 이야기 회상능력이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외현기억훈련을 위한 오류배제학습 또는 얼굴-이름외우기, 연관기억훈련, 점진적 

단어소실 등을 수행한 결과 기억력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Belleville et al., 

2006). Herrara, Chambon, Michel, Paban 와 Alescio-Lautier(2012)는 경도인

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훈련을 수행한 결과 인지, 기억능력이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이나래 와 김수경(2013)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시간차 회상훈련과 오류배제학습을 수행한 결과 기억력과 회상능력, 수단적 일상

생활활동 능력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인지재활은 다른 훈련들과는 달리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인지영역의 증상을 해결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중심의 개별맞춤 훈련을 의미한다(Huntley, Gould, Liu, 

Smith, & Howard, 2015).  따라서 이는 개별목표가 중요하며, 문제가 되는 기능

의 해결을 위한 목표와 일상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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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z 등(2012)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외현기억 증진을 통한 일상생활

의 규칙과 일상생활의 계획 및 구조화를 위한 중재를 수행한 결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증가하였으며, 우울이 감소하였다. Maria 등(2007)은 치매환자와 보호자에

게 현실감각을 증진시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개인위생, 옷 입기, 

문 열고 닫기 등의 기억력 증진)를 수행한 결과 인지기능과 정서적 변화가 안정화

되었다. Kim(2015)는 초기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인지훈련을 포함한 인지재활중재

를 수행한 결과 일상적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두 번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운동중재는 국내 및 국외에서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최근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뇌혈류 활동을 증진시켜 인지기능 향상

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서적인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Ohman, 

Savikko, Strandberg, & Pitkala, 2014). Uemura 등(2013)은 경도인지장애 노인

을 대상으로 매주 2회, 6개월 동안 에어로빅 운동 및 근력강화를 위한 훈련을 수

행한 결과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Xiu 와 

Ji(2014)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핸드볼 훈련인 공 잡기, 치기, 바운스를 

주 5회 6개월 수행한 결과 전반적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상

승하였다. 이주연(2012)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짐볼 운동프로그램을 수

행한 결과 인지기능은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우울정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

며, 신형수(2011) 또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스위스볼 프로그램을 적용

한 결과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비약물 중재로는 인지기

능향상 중재와 운동중재를 통해 이들의 인지기능, 운동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증진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은 다른 노인들과 달리 치매로의 이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추후, 부정적인 정서 및 인지기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해서는 이들의 가장 우선적인 문제인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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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1. 연구의 이론적 기틀

  Mishel(1981)은 입원환자의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불확실성에 대해 탐색하고 

불확실성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자 불확실성도구(Uncertainty in Illness Scale, 

MUIS)를 개발하였다. 입원한 환자들에게 불확실성은 증상이 애매모호하거나 증상

에 대해 본인이 예측하지 못할 때, 치료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증상의 완

화 및 악화 변동이 심할 때,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없을 때, 질병과정에 대해 의

료진이 정확한 피드백을 주지 못할 때 발생하였다. Mishel(1981)은 불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구성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4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확실성의 구성개념으로 애매모호함

(Ambiguity), 복잡성(Complexity), 정보부족 또는 정보의 불일치성(Inconsistency),

비예측성(Unpredictability)이 최종주제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애매모호함은 질병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막연하고, 정확하지 않아 희

미한 상태를 의미하며, 복잡성은 질병과 관련된 치료와 관리체계에 대한 정보가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 불일치성은 질병에 대한 정보가 변화하고 이전에 

받은 정보와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비예측성은 질병과 치료 사이에 정보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후 Mishel(1988)은 다양한 연구결과와 정보처리모델(Information processing 

model: Warburton, 1979), 심리학 분야의 성격연구(Budner, 1962)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이론(Uncertainty in Illness Theory)을 개발하였다. Mishel(1988)의 불

확실성에 대한 초기 정의는 Budner(1962)의 정의인 ‘사건이 불충분한 단서로 인

해 조직 또는 분류될 수 없는 상태’를 근간으로 하여 ‘사건이나 사물에 정확한 가

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사건의 의미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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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Mishel(1988)의 불확실성이론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평가, 대처 및 적응에 대한 이론적 기틀의 영향을 받았다. Mishel(1988)은 간호

에 있어 환자의 질병상황을 스트레스원으로 받아들여 이를 불확실성이론에 적용

하였다. 

  불확실성이론의 4가지 기본가정 중 두 가지는 심리적 정보처리모델을 반영한 

가정으로 첫 번째, 불확실성이란 질병과 관련된 사건의 해석을 지지해줄만한 인지

적 도식이 불충분한 상태이다. 두 번째, 불확실성이란 이를 바람직한 것 또는 불

쾌한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기 전까지는 중립적인 상태이다. 나머지 두 가지 기본

가정은 전통적인 스트레스 대처 모델을 반영한 가정으로 첫 번째, 적응은 개인의 

신체, 정신, 사회적 행위의 지속적인 상태로 위험으로 평가된 불확실성을 감소시

키기 위해 위험 또는 기회로 평가된 불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처노력의 바람

직한 결과이다. 두 번째, 질병관련 사건, 불확실성, 평가, 대처 그리고 적응은 선형

의 관계로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적응으로 가는 것은 단일방향이다. 이와 

같이 Mishel(1988)의 불확실성이론은 4가지 기본가정을 가지고 있다. 

  불확실성이론의 3가지 주요주제는 불확실성 선행요인, 불확실성 평가,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로 구성된다<그림 1>. 불확실성의 선행요인은 자극구조(Stimuli frame),

인지능력(Cognitive capacities), 구조제공자(Structure provider)이며, 선행요인은 

불확실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자극구조에는 증상패턴(Symptom pattern), 

사건의 친근성(Event familiarity), 사건의 일치성(Event congruency)이 포함되

며, 구조제공자는 믿을 수 있는 권위자(Credible authority),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교육(Education)이 포함된다. 불확실성의 평가는 불확실성을 위험

(Danger) 또는 기회(Opportunity)로 평가하게 된다. 불확실성은 개인이 긍정적 또

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전에는 중립적인 상태이며, 이러한 평가에는 추론

(inference), 착각(illusion)이 포함된다. 개인은 평가과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위

험 또는 기회로 판단하게 되며,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는 적응의 최종적 결과와 함

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불확실성이 위험으로 평가된다면 대처기전으로 직접

적 행동, 경계, 전략을 동원한 정보 찾기, 감정관리, 이탈, 인지적 지지를 사용하게 

되며, 불확실성이 기회로 평가된다면 불확실성을 유지하는 완충역할로 사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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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개인은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대처를 통하여 상황에 최종적으로 적

응하게 된다. 

  Mishel(1988)은 불확실성이론 개발 이후 만성질환자에게 이를 적용하고자 하였

으나, 모순된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원이론의 전통적인 스트레스 대

처 모델을 반영한 기본가정 2가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Mishel은 만성질환

자의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개인의 삶과 질병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촉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카오스의 혼돈이론(Chaos theory)을 적용하

여 만성질환자를 위한 불확실성이론을 원이론을 바탕으로 재정립하였다<그림 2>. 

재개념화 된 불확실성이론에서의 인간은 주위 환경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개방체

계(Open system)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개인은 완쾌되어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가

는 것이 아닌 질병을 갖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그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게 된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질병이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

로 질병이 진행되는 것으로 원이론에서처럼 불확실성이 한 번만 평가되어 적응으

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꾸준히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원이론에 

통합시켜 설명하였다. 즉, 만성질환자들에게 ‘불확실성은 해결되어 끝나는 것이 아

니라 개인이 경험하는 현실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으로 만성적인 불확실성은 개인

이 점차적으로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여 새로운 인생관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변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만성질환자에게 불확실성이 생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고

착될 수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도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원

천이 되며, 불확실성이 기회로 재평가되어 생의 새롭고 개연적인 관점을 유도하게 

된다. Mishel(1990)은 불확실성이 위험으로 보이다가 기회로 전환되는 이러한 과

정을 생의 새로운 관점(New view of life)라고 설명하였으며, 정상적인 생의 일부

분으로 인정된 불확실성은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관리제공자 즉, 원이론에서의 구조제공자의 환자에 대한 지

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이론에서 소개된 구조제공자는 만성질환

자들의 생의 새로운 관점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치매로 이환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

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인지, 정서, 사회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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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치매로의 이환에 대한 불확실

성을 통한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주관적인 기억문제

를 호소하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Mishel(1988)의 불확실성 이론과 만성질환자

를 위해 재개념화 된 불확실성 이론을 함께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Mishel(1988)의 불확실성이론의 주요주제 중 불확실성 선행요인에 포함되는 구조

제공자인 믿을 수 있는 권위자, 사회적지지, 교육을 바탕으로 중재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ishel(1988)의 불확실성 이론을 바탕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추

후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불확실성을 통한 새로운 

삶의 관점(growth through uncertainty; new view of life)과 인지기능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Mishel(1988)의 불확실성 원이론과 재개념화 된 이론을 바탕으

로 구성한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1> Model of perceived uncertainty in illness (Mishe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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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econceptualized model of uncertainty in chronic illness 

(Mishel, 1990)

<그림 3>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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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 1단계

▶

IMP 2-4단계

▶

IMP 5-6단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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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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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평가단계

목적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평가

연구설계
귀납적 연구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론적 연구 유사 실험연구

대상자 MCI노인 MCI노인 MCI노인

측정변수

반구조화된 질문

MCI 비약물적 

중재 분석

프로그램 구성

MCI관련 교육

인지훈련

프로그램 평가

불확실성

불확실성 성장

주관적 기억문제

인지기능

Ⅳ. 연 구 방 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Mishel(1988)의 불확실성이론을 바탕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며, 최종 개발된 불확실

성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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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요과정

1단계: 요구사정
- MCI 노인과의 일대일 면담

- 국내·국외 MCI 노인 비약물적 중재연구 통합적 문헌고찰

2단계: 목표설정 - 요구사정 및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목표설정

3단계: 이론기반의

       중재방법/

       수행전략선택

- MCI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의 중재연구 분석

- Mishel(1988)의 불확실성 이론을 기반으로 MCI 노인

  에게 적합한 중재방법 및 수행전략 선택

4단계: 프로그램 개발 - 불확실성 중재프로그램 초안 결정, 전문가 타당도 검증

5단계: 프로그램적용/수행 - 불확실성 중재프로그램 진행시기, 수행방법 계획

6단계: 프로그램 평가 -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유사실험연구)

B.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Mishel(1988)의 불확실성이론을 바탕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Bartolomew, Parcel, Kok, Gottleb과 

Fernandeze(2011)의 Intervention Mapping Protocol(IMP) 세부과정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IMP는 요구사정, 목표설정, 이론기반의 중재방법 및 수행전략 선택,

프로그램 내용개발, 프로그램 적용 및 수행계획 개발, 프로그램 효과 평가의 총 6

단계로 구성된 근거기반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다. 본 연구에 

적용한 IMP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표 1>과 같다.

<표 1>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프로그램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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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효과 평가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 모집은 D시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시설, N시 노인전문시설의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 본 연구의 목적, 참여, 설문지작성에 동의한 65세 이상 노인

  - 현재 정신과적 질환이 없고, 언어 및 청각장애가 없으며 두부손상의 병력이   

     없는 자.

  -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가 있는 자

  -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 연령, 학력에 비해 비정상적 기억력 저하가 있는 자(MMSE-DS결과로 평가)

  - MoCA-K 23점 미만인 자

2) 제외기준

  -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약물을 복용하는 자

  본 연구에 참여대상자 수를 선정하기 위해 G-power 3.1.5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0.80, 이전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중재연구에 대한 선

행연구(지은주 & 김옥수, 2014)를 바탕으로 효과크기를 0.80으로 선정하였고, 집

단 수는 2, 양측검정, Independent t-test로 설정하여 산출한 결과 표본 수는 각 

군당 21명으로 나타났다. 중재기간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선행연구를 근거(김

명숙, 2014; 한주현 외., 2008)로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 군당 25명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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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D시의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시

설, N시의 노인전문시설의 시설장을 만나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D시의 노인복지관과 N시의 노인전문시설로 부터는 실험군을 모

집하였으며, D시의 노인전문시설에서는 대조군을 모집하였다. 

  먼저 각 시설의 사회복지사로부터 대상자의 명단과 MMSE-DS 관련 자료를 확

보하였으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방문시간을 확인하여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들을 만나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이에 2015년 12

월 23일부터 2016년 2월 5일 까지 대상자를 모집하여 D시의 노인전문시설에서 

대조군 25명을 모집하였으며, D시의 노인복지관에서 실험군 15명과 N시의 노인

전문시설에서 실험군 11명으로 총 실험군 26명을 모집하였다. 모집된 대조군과 

실험군에게 연구자는 직접 연구동의서를 받았으며, 사전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전

조사 시 대조군 중 2명은 MoCA-K가 24점으로 정상으로 판정되어 모집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실험군에서는 사전조사 시 제외대상은 없었다. 사전 조사 후 실험

군은 1주에 2번 중재를 수행하였으며, 중재를 진행하는 중 어지러움증 호소로 인

한 건강상의 문제로 프로그램의 참여를 거부한 대상자 1명, 프로그램 5회 이상 결

석한 대상자 1명, 단순거부로 인한 대상자 2명이 탈락되었다. 사후조사에서는 대

조군 중 1명이 연락두절로 제외되었으며, 실험군 중에서는 평가에 대한 거부로 인

해 1명이 제외되어 최종 대조군 22명, 실험군 2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

상자 모집과정은 <그림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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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대상자 모집과정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불확실성(Uncertainty in  

illness scale, MUIS),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Growth Through Uncertainty Scale, 

GTUS), 주관적 기억력문제 호소, 인지기능(The 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K)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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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확실성(MUIS: Uncertainty in  illness scale)

  본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해 Mishel(1990)이

개발한 Uncertainty in  illness scale(MUIS)을 정재원 등(2004)이 국문으로 번

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3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된다. 본 도구는 

4개의 세부항목(애매모호함, 복잡성, 불일치성, 비예측성)을 가지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ɑ는 .92이었으며, 정재원 등(2004)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ɑ는 .85이었다. 본 연구에서 Chronbach’s ɑ는 .80이었다. 

②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GTUS: Growth Through Uncertainty Scale)

  본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Mishel & Fleury(1997)이 개발한 GTUS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

구의 번안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가이드라인에 따

라 번역-역번역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와 간호학전공 교수 1명이 원 도

구를 한글로 번역하였고, 이를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간호학교수 2명이 다시 역

번역 하였다. 연구자는 원도구와 역번역한 내용을 비교하여 최종 수정하였으며, 

이를 간호학전공 교수 3명에게 자문을 받아 최종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질병의 경험을 통한 정서적인 성장과 해로운 삶의 관점으로 구성되

며 총 39문항, 6점 척도로 구성된다. 본 도구는 4개의 세부항목(삶의 새로운 관

점, 지속적인 불확실성, 상황수용, 부정적 결과)을 가지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통한 정서적 성장과 삶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높음을 의

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ɑ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 

Chronbach’s ɑ는 .82이었다. 

③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 평가

  본 도구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기억력에 대한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를 평가하

기 위해 최성혜 등(1999)이 개발하고 표준화한 도구로 최근 기억력의 세부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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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3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억력 문제에 대한 주관적인 호소를 평가한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

적 기억력 문제에 대한 호소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ɑ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hronbach’s ɑ는 .80이었다.

④ 인지기능 측정(The 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K)

  본 도구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Nasreddine 등(2005)이 경도인

지장애를 선별하기 위해 개발한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MoCA)를 Lee

등(2008)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적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한국버전을 사용

하였다. 한국버전은 원도구의 지연회상력 과제의 '벨벳'과 ‘데이지’를 '비단'과 '진

달래'로 바꾸었고, 유창성 과제인 ‘60초 안에 F로 시작하는 단어를 가능한 많이 

말하기’를 한국버전으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말하기’로 변환하였다. 본 도

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Chronbach’s ɑ는 .83이었으며, 한국버전 MoCA-K의 Chronbach’s ɑ는 .86이었

다. 본 연구에서 Chronbach’s ɑ는 .81이었다.

⑤ 인지기능 측정(Mini-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 MMSE-DS)

  MMSE-DS는 김기웅 등(2009)이 MMSE-KC(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CERAD)와 K-MMSE(Th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의 치매선별 장해요인을 보완하고 치매선별의 효율을 높이고

자 표준화된 도구로 개발할 것으로 결과점수는 연령, 학력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본 도구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 즉각회상, 집중력, 지연회상, 언어기

능, 구성능력, 일상생활관련 판단력 영역을 측정하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며, 최

고점은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hronbach’s ɑ는 .8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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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진행 절차

1) 사전조사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실험군에게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앞으로 진행

될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 후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 인지기능, 일반적 특성을 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하였다. 대조군에

게는 사전조사 6주 후 원하는 대상자에게 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고지한 후 

사전조사를 수행하였다. 실험군, 대조군 모두에게 사전조사 후에는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인지기능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참여를 제한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실험처치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은 D시 노인복지관과 N시 노인전문시설의 실험군을 대상

으로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 2회, 6주간 총 12회가 수행되었다. D

시 노인복지관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N시 노인전

문시설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2시 30분부터 3시 10분까지 집단으로 진행하였다.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은 도입으로 ‘고향의 봄’ 노래에 맞춰 미리 배운 율동 

수행하기, 현실인식(오늘의 날짜)하기, 오늘의 Mission(프로그램 시작 전 하나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저녁에 아들과 김치찌개를 먹기로 하였

다’)수행하기로 약 5분 정도 구성되었으며, 전개로는 경도인지장애와 관련된 교육 

약 15분,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인지훈련 약 15분으로 약 30분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오늘의 Mission 수행하기와 과제공지 약 5분으로, 총 프로

그램은 약 40분간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인지훈련 시 진행보조를 위해 1명의 

연구보조원과 각 기관에 1명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진행하였다. 연구보조원과 각 

기관의 사회복지사에게는 프로그램 시작 전 연구의 목적,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

용을 설명하였다.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시설에서 지정해준 프로그램

실에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뇌가 제일 잘 나가’ 라는 제목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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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책자를 제공하여 다음 프로그램시간까지 수행할 범위를 공지하였다. 과제책자는 

인지훈련을 위한내용(숫자와 색 맞추기, 6가지 도형/기념일/물건 암기하기, 상황에 

적합한 속담 찾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3) 사후조사

  실험군은 12회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마치고 수료증과 연구답례품 배부 후 

사전조사와 같이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 인지기

능, 일반적 특성을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였다. 대조군도 사전조사가 끝나고 6주 

후 동일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SPSS/WIN 21.0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다.

②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 주관적 기  

    억문제, 인지기능(MoCA-K)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Independent t-test로, 명목변수는 χ2-test 를 통해 분석하였다.  

③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 간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 주관적  

    기억문제, 인지기능(MoCA-K)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  

    를 통해 분석하였다.

④ 중재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 주관적 기억  

    문제, 인지기능(MoCA-K)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통해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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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Y대학교 간호대학 생명윤리 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2014-0049-4)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시작 전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진행에 대해 설명하였고, 언

제든 대상자가 원할 때 연구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는 이에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

록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들의 기밀성을 보호

하기 위해 설문지 수집 직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설문지와 연구대상자의 이

름이 기재된 동의서는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였다. 또한 자료의 처리는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코딩하고 분석하여 코딩된 자료는 보안파일에 저장하였다. 본 연구에

서 얻어진 정보는 연구진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였으며, 대조군 중 원하는 대상자에

게는 연구 종료 후 동일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실험군 중

재 후 대조군에게 실험군과 같은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12회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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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 구 결 과

  본 연구는 Bartolomewe 등(2011)의 Intervention Mapping Protocol(IMP)의 

6단계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

과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효과 및 평가로 분류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는 IMP과정 중 1-4단계,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효과 및 

평가는 IMP 5-6단계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A.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

1. 1단계: 요구 사정

1)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면담

①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요구도 조사를 위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

담 대상자는 현재 서울시 S구 치매지원센터 경도인지장애 프로그램(매주 화요일 

10:00~11:30, 14:00-15:30)에 참여하는 노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치매지원센터 

간호사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노인 8명

을 의도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②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자는 서울시 S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의도표집 된 8명의 경도인지장애 노

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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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대상자와 면담을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에 앞서 연구자 소개, 날씨, 오

늘의 주요 뉴스, 치매지원센터에 오시게 된 계기 등 일상적인 이야기로 면담을 시

작하였으며, 이후 준비된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진행한 반구조화 된 개방형질문은 ‘최근에 깜빡깜빡 잊어버린 경험

이 있으십니까?’, ‘그 때의 감정은 어땠나요?’, ‘현재 치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

지고 계십니까?’,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기억력 저

하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점이 궁금하십니까?’ 이었다(본 연구자는 실제 면담 

전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자들이 경도인지장애라는 단어에서 ‘장애’라는 단어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개방형 질문에 경도인지장애라는 단

어를 제외하였다. 하지만 면담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본인의 상태 및 진단명에 대

해 인지하고 있었다). 면담내용은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인터뷰는 1회 

약 30분-40분으로 진행되었다.

③ 면담 분석 결과

  본 연구대상자에게 수행한 면담자료는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구나 문장을 추출하고 

이를 주제모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때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연구대상자의 전체적

인 공통적 속성을 도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분석하였다. 

a. 면담에 참여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일반적 특성

  면담에 참여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총 8명 이었다. 대상자의 나이는 80세 미

만이 4명(50%), 80세 이상이 4명(50%)이었으며 평균 79.88±4.09세였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7명(87.5%)으로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교육이상을 받은 대상자는 5명(62.5%)이었다. 또한 동거형태는 배우자와 함께 살

고 있는 대상자가 5명(6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치하였다. 경제 수준은 ‘보통이

다’ 가 5명(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도인지장애를 진단 받은 기간은 평균 

5.5±3.07 개월 이었다.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5명(62.5%), 동반질환

이 없는 대상자는 3명(37.5%)이었다. 치매예방을 위해 손 운동을 ‘안 한다’ 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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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분류 n/%

성별
남

여

4(50.0)

4(50.0)

나이

(79.88±4.09)

80세 미만

80세 이상

4(50.0)

4(50.0)

종교
있음

없음

7(87.5)

1(12.5)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12.5)

2(25.0)

2(25.0)

3(37.5)

동거형태

배우자

자녀

독거

5(62.5)

1(12.5)

2(25.0)

경제수준

잘사는 편

보통

못사는 편

2(25.0)

5(62.5)

1(12.5)

동반질환
있음

없음

5(62.5)

3(37.5)

치매예방 손 운동
한다

안 한다

3(37.5)

5(62.5)

치매예방 두뇌활동
한다

안 한다

6(75.0)

2(25.0)

치매예방 사회활동
한다

안 한다

6(75.0)

2(25.0)

명(62.5%)이었으며, 이외에 치매예방을 위한 두뇌활동, 사회활동은 ‘한다’ 가 6명

(75%)으로 절반 이상을 나타냈다<표 2>. 

<표 2> 면담에 참여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일반적 특성

(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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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면담 분석 결과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 반구조화 된 5개의 질문에 

각각의 의미 있는 주제 및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표 3>. 

  첫 번째 질문인 ‘최근에 깜빡깜빡 잊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에서는 3개의 

하위주제(대화 중 단어/내용, 집안정리, 물건의 위치)가 도출되었으며, 두 번째 질

문인 ‘그 때의(깜빡깜빡 잊어버린 경험) 감정은 어떠셨나요?’ 에서는 4개의 하위주

제(기억력 저하로 인한 걱정, 우울, 불안, 양가감정)가 도출되었다. 세 번째 질문인 

‘현 상태에서 치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에서는 3개의 하위주제

(치매의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 걱정, 절망감)가 도출되었으며, 네 번째 질문 ‘기억

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시나요?’ 에서는 5개의 하위주제(기억력유지

를 위한 운동, 두뇌활동, 기록 활동, 사회활동, 금주 및 금여활동)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것이 궁금하신

가요?’ 에서는 3개의 하위주제(기억력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정보부

족, 막연함, 애매모호함)가 도출되었다. 

  이 외에 면담 중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이런 이야기(깜빡 잊어버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식들한테는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래요.’, ‘부인

이나 아들에게는 말하기 힘든 내용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

다.’ 라고 표현하며 본인의 기억력저하와 관련된 증상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면담분석과 관련된 자세한 내

용은 <부록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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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미 있는 주제 하위주제

1. 최근에 깜빡깜빡 

잊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을 하려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음.

대화 중

단어/내용
말하던 중 이야기 내용 기억나지 않음.

대화 중 상대방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음.

방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막연해짐.

집안정리가스 불을 켜두고 잊어버림.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함.

외출하려는데 모자를 어디에 뒀는지 찾음.
물건의 위치

하루에 여러 번 같은 방을 돌아다님. 

2. 깜빡깜빡 

잊어버렸을 때 감정은

어떠셨나요?

내가 자꾸 왜 이러나 하는 생각하게 됨.

걱정내가 치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됨.

치매와 관련된 나쁜 생각만 하게 됨.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 됨.
우울

나를 돌아보니 슬픈 생각을 하게 됨.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음.
불안

더 나빠지지 않을까 두려움.

현재 이 상태로 유지되는 것도 다행 임.
양가감정

자녀들에게 내가 의지할 때 구나 생각함.

3. 현 상태에서 

치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내 일을 모르니깐 무서움.

불안가족력이 있어 불안함.

언제 치매가 될지 모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고민이 됨.
걱정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질까 걱정됨.

죽는 것 보다 못하다고 생각함.

절망감바보가 되어가는 느낌.

주변에서 정신 차리라고 함.

<표 3> 경도인지장애 노인 면담 내용분석

(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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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시나요?

헬스클럽에서 지속적으로 운동함.
운동

매일 30분씩 동네 산책함.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함.

두뇌활동
집중력향상을 위한 손가락 운동

성경구절 따라 적기 수행함.

그리기, 종이접기 함.

거실에 칠판달력을 사용하여 일정 기록함.
메모활동

매일 할 일을 수첩에 적어 둠.

매주 성당에 나감.

사회활동한의원, 친구모임 등 참석함.

복지관에 일부러 매일 참석함.

담배피고 술 마시면 치매 걸린다고 함. 금주/금연

5.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것이 

궁금하신가요?

치매가 왜 발생하는지 알고 싶음.

정보부족치매가 완치가 되는지 아닌지 알지 못함.

운동의 강도는 어느 정도 인지 알지 못함.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막막함.

막연함기억력 유지하는 거 자체가 알 수 없음.

내가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음.

그냥 효과가 있다니깐 이곳저곳 참여함.
애매모호함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정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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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의 통합적 문헌고찰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5년 까지 국내 및 국외의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비약물적 중재연구에 대해 Whittemore 와 Knafl(2005)가 제시

한 통합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규명(Problem Identification)

  본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국내·국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는 무엇이 있는가?

- 국내·국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는 어떠한가?

② 문헌검색(Literature Search) 

  국내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연구를 검색하기 위해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4U), 한국학술정보(KISS),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 검

색엔진을 통해 검색어 ‘경도인지장애’, ‘노인’, ‘치료’, ‘프로그램’, ‘비약물적 중재’ 

의 검색어를 조합하여 검색한 결과 중복 논문 3편을 제외하고, 최종 35편의 논문

이 검색되었다. 그 중 연구기간을 200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제

한하여 총 27편이 검색되었다. 

  국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연구를 검색하기 위해 CINAHL, 

PubMed, Cochrane library검색엔진에 ‘cognitive’, ‘therapy’, ‘rehabilitation’, 

‘treatment’, ‘intervention’, ‘training’, ‘stimulation’, 'exercise', 'physical', ‘mild 

cognitive impairment’를 AND와 OR로 조합하여 검색한 결과 142개였다. 이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65세 이상,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영어로 작성된 

연구로 제한하여 총 38편이 검색되었다. 최종 분석문헌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는 

논문제목 및 초록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대

상자 및 중재요법에 대한 국내논문 15편, 국외논문 25편을 제외하고 총 25편(국

내 12편, 국외 13편)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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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1. 국외문헌 검색엔진: 

  CINAHL, PubMed, Cochran library

  (검색어: ‘cognitive’, ‘therapy’, ‘rehabilitation’, 

   ‘treatment’, ‘intervention’, ‘training’, 

   ‘stimulation’, 'exercise', 'physical', 

   ‘mild cognitive impairment’) 

2. 국내문헌 검색엔진: Riss4u, KISS, KMbase 

  (검색어: ‘경도인지장애’, ‘노인’, ‘치료’, ‘프로그

   램’, ‘비약물적 중재’)

                

Screening
검색 문헌(n=177)

[국외문헌(n=142)/국내문헌(n=35)]

제외문헌(n=112)

- Publication date:

  2005.01~2015.12

- Languages : 

  English, Korean

- Species: Humans

- Ages: 65≦

Eligibility
제한검색 문헌 (n=65)

[국외문헌(n=38)/국내문헌(n=27)]

제외문헌(n=40)

- 연구대상자 부적합

- 비약물중재 부적합

Included
최종 연구에 선정논문(n=25)

[국외문헌(n=13)/국내문헌(n=12)]

<그림 5>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비약물적 중재연구 문헌검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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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헌평가(Data Evaluation) 및 문헌분석(Data Analysis)

  본 연구를 위해 최종 선정된 총 25편의 문헌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분

석하기 위해 크게 연구설계, 연구중재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설계에는 저자(년), 연구목적, 연구대상자(실험군, 대조군), 연구결과 변수 및 측정

도구로 분석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연구중재는 저자(년), 중재내용, 중재기간, 중재

횟수, 중재시간, 중재장소, 중재수행자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④ 문헌제시(Data Presentation)

  본 연구의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던 국내·국외 경도인지장애 노

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유형과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a. 국내·국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유형

  본 연구에서 국내·국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 연구는 총 25

편이었다. 국내연구는 총 12편으로 그 중 인지기능향상 중재 5편, 운동중재 6편, 

음악중재 1편으로 나타났다. 국외연구는 총 13편으로 인지기능향상 중재 3편, 운

동중재 6편, 복합적인 중재 4편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지기능향상 중재는 시공간능력 향상, 인지적 재구조화, 지남력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국외에서는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기억 증진 및 에피소드 기억하기, 시각적 이미지 기억하기 등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운동중재는 국내 및 국외 모두 스위스볼, 에어로빅, 짐볼, 탄성밴드, 핸드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운동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국내·국외 모두 경도인지장

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 중 운동중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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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프로그램 명 n(%)

국내

인지

다요인 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

웃음요법병합 인지강화프로그램

인지훈련프로그램

회상훈련과 오류배제학습 프로그램

1(4.0)

1(4.0)

2(8.0)

1(4.0)

운동

스위스볼 운동프로그램

시니어-에어로빅 운동프로그램

짐볼 운동프로그램

탄성밴드 운동프로그램

저항성 운동프로그램

2(8.0)

1(4.0)

1(4.0)

1(4.0)

1(4.0)

음악 치료적 음악프로그램 1(4.0)

국외

인지
인지훈련프로그램

다요인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1(4.0)

2(8.0)

운동

핸드볼 운동프로그램

복합 운동프로그램

에어로빅 운동프로그램

신체활동 운동프로그램

1(4.0)

2(8.0)

1(4.0)

2(8.0)

복합

운동과 인지프로그램

음악과 댄스프로그램

사회적 지지프로그램

2(8.0)

1(4.0)

1(4.0)

<표 4>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 유형

(N=25)

b. 국내 ․ 국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

  국내·국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는 크게 인지기능향상 중재, 

운동중재, 그 외 중재로 분류된다. 그 중 첫 번째, 인지기능향상 중재와 관련된 효

과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한주현 외(2008)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다

요인 인지능력(언어기억, 얼굴기억, 시공간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실험군에게 10회 

수행한 결과 객관적 인지능력과 주관적 인지기능이 대조군에 비해 중재 후 향상



- 40 -

되었다. 지은주 와 김옥수(2014)는 웃음요법을 병합한 인지강화프로그램(지남력 

훈련, 메모 기억하기 등)을 8회 수행한 결과 중재를 수행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

해 중재 후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전두엽 실행기능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으며, 

우울은 감소하였다. 조은영(2013)은 인지강화훈련을 위해 길 찾기, 돈 계산하기, 

기억력 훈련하기 등을 16회 수행한 결과 실험군에서 중재 후 우울과 불안에는 변

화가 없었으나, 인지기능(CERAD-K)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나래 와 김수

경(2013)은 회상훈련과 오류배제학습훈련을 20회 수행한 결과 중재를 수행한 실

험군에서 따라 외우기와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 김명숙(2014)은 

지남력 훈련과 집중력 증진을 위한 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실험군

에서 중재 후 인지기능과 자기효능감,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우울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국외에서는 Belleville 등(2006)은 실험군에게 그룹중재로 집중력 훈련 및 얼굴

-이름 외우기, 이미지 회상법 등의 복합적인 인지기능 향상 중재를 8회 수행한 

결과 기억회상능력이 증가하였고, 주관적 기억문제가 감소하였다. Rojas 등(2013)

은 인지자극과 인지훈련을 함께 구성하여 반복적으로 에피소드를 기억하게 하고 

코딩하는 방법, 시각적 이미지 기억하기, 문장 구성기억하기를 48회 수행한 결과 

중재를 받은 실험군은 이름말하기, 의미유창성이 증가하였다. 

  두 번째로 국내·국외 운동프로그램과 관련된 효과는 국내에서 신형수(2011)와 

이유진(2014)는 스위스볼 운동프로그램을 쉬운 동작부터 어려운 동작 3단계로 분

류하여 12회 수행한 결과 두 연구 모두 중재를 받은 실험군에서 하지기능이 향상

되었으며, 이유진(2014)은 인지기능의 향상도 나타났다. 홍인숙, 김동아, 김정석, 

유영준 과 박석(2011)는 유연성체조, 게임놀이, 신체자극 등으로 구성된 에어로빅 

운동을 36회 수행한 결과 중재를 받은 실험군의 인지기능이 향상되었다. 또한 이

주연(2012)은 스트레칭과 재활체조요법을 바탕으로 수행된 짐볼 운동프로그램을 

24회 수행한 결과 중재를 받은 실험군에서 하지기능과 인지기능이 향상되었으며, 

우울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국외의 Wei 와 Ji(2014)는 핸드볼 트레이닝 중재를 통한 인지기능 향상을 알아

보기 위해 주 5일, 6개월 수행한 결과 중재를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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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점수가 증가하였다. Suzuki 등(2013)은 에어로빅 운동, 근육강화, 자세균형 

유지 등 복합운동을 주 2회, 6개월 수행한 결과 중재 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일반적인 인지기능과 스토리를 기억하는 능력이 증가하였다. Hyer, Scott, Lyles, 

Dhabliwala 와 McKenzie(2014)은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주 3일, 3개월 동안 수

행한 결과 중재를 받은 실험군에서 인지기능이 향상되었다. 

  세 번째로 국내에서 김두연 과 양은아(2013)는 노인이 선호하는 트로트와 민

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치료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중재를 받

은 실험군은 인지기능의 변화는 없었으나, 무력감과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외에서 Sagano 등(2012)는 운동중재와 인지기능 향상 중재를 함께 수행하는 

복합중재를 16회 수행한 결과 중재를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기억력이 향

상되었다. Cross, Flores, Butterfield, Blackman 와 Lee(2012)는 음악과 댄

스중재를 함께 10회 수행한 결과 중재를 받은 실험군의 우울정도가 감소하였으며, 

인지기능은 향상되었다. Rovner, Casten, Hegel 와 Leiby(2012)는 행동요법과 

사회적 지지요법을 16회 수행한 결과 중재를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낮았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증가하였다. 국내 및 국외 경도인지장

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 분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과 같다. 

2. 2단계: 목표설정

  본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의 목표는 경도

인지장애 노인이 자신의 진단(내 진단명 알기), 치료(치료방법 이해하기), 예후

(MCI 극복하기)에 대한 교육과 회상요법을 통한 인지자극 훈련을 통해 치매로의 

이환에 대한 질병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성장을 경험하도

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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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이론기반의 중재방법 및 수행전략선택

  본 연구에서는 Mishel(1988)의 불확실성이론에서 불확실성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중 구조제공자를 본 연구의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의 

중재방법 및 수행전략으로 선정하였다. 구조제공자의 구성요소에는 믿을 수 있는 

권위자(Credible authority),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교육(Education)이 포

함되며 본 연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믿을 수 있는 권위자는 한 개인이 자신의 치료제공자를 믿고 확신하는 상

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건강관리제공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 정도를 의미한

다(Mishel, 1988). 본 연구자는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초기·중기·말기 치매환

자들의 건강관리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대상으로 인지훈련프로그램, 사회

적응 훈련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 등을 수행한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교육과정과 치매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

며, 현재 분기별 국민건강관리 보험 공단에서 진행하는 치매전문교육과정의 외부

강사로 치매환자를 위한 일상생활 돌봄 및 치매예방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에 대

한 주제 강의를 맡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들의 믿을 

수 있는 권위자로써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언제든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대

한 과정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진단관련 내용을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개개인 사건의 의미해석을 도와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열린 의사소통과 관계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스트

레스 및 불안감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Mishel,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회기마다 회상요법을 통한 인지자극 훈

련을 집단으로 수행하며 자조그룹을 형성하도록 하여 정보적·정서적 지지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조그룹은 공통의 문제를 나누고, 상호교류와 그룹

의 역동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지

적 기능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교류의 기회가 증가됨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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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줄 수 있다(Clare, Goater, & Woods, 2006; Kwon, Park, Rhoo & Lee, 

2001).

  셋째, 교육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

로,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적합한 교육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 상

황에 대한 절망감과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오게 되어 결과적

으로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된다(Goodwin, Samet, & Hunt, 1996; 

McCaughrin & Mattammal, 2003). 따라서 본 연구의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서는 경도인지장애 진단관련 교육, 치료, 예후를 주제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자

신의 진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치매로의 이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면담 결과 불확실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관적 기억력 저하가 있었으며, 최근 연구에서도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

확실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저하가 있었다(Joosten-Weyn et 

al, 2008; Beard & Neary,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기 당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

그램으로 경도인지장애 진단, 치료, 예후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인지자극 훈련 프

로그램을 함께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집단으로 진행하여 서로 사회적 지지를 

통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과 연계한 수

행전략은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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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불확실성 

관리프로그램
수행전략

구

조

적

제

공

자

믿을 수 있는 

권위자

(Credible

authority)

> 프로그램 지도자 >

- 장기요양시설 운영경력

  (초기·중기·말기 치매간호)

- 치매관련 프로그램진행

- 인지훈련/치매전문교육과정이수

- 치매전문 교육과정강사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

인지훈련(자조집단)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

- 주제에 대한 자신 경험공유하기

- 인지훈련 집단중재

- 대화하기/ 일정공유하기

교육

(Education)
>

경도인지장애 

관련 교육
>

- 정의, 진단, 치료, 예후

- 질의응답

<그림 6> 이론적 기틀과 연계한 수행전략

4. 4단계: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

1) 초안개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은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과 

연구대상자의 요구도 사정을 위한 면담결과, 국내·국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을 근거로 초안을 개발하였다.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은 한 회기 당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을 감소시

키기 위한 교육영역과 인지자극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교육영역은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의 주요개념인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주제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개념인 불확실성의 4가지 구성개념은 애매모호함(Ambiguity), 비

예측성(Unpredictability), 정보부족/불일치성(Inconsistency), 복잡성(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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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애매모호함은 질병의 상태에 대한 막연함

을 의미하며, 예측불가능은 질병과 치료 사이의 정보 및 결과정보가 일치하지 않

음을 의미한다. 정보부족 및 불일치성은 질병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함을 의미하며, 복잡성은 질병과 관련된 치료와 관리체

계에 대한 정보가 복잡하며 다양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의 주요 구성개념 4가지를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요구도 조사를 통한 면담결과와 함께 연계하여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의 4가지 

교육영역 주제를 구성하였다<표 5>. 

  첫 번째 영역은 불확실성 주요 개념 중 애매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내 진단명 

알기’라는 주제로 3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한 사전면담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은 ‘이것이 불치병인가 아닌가를 

잘 모르니 불안하고 막막하죠.’, ‘치매가 될 수도 있으니깐 내 상황이 불확실하니

깐 불안하죠.’ 등의 진단에 대한 막연함,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교

육영역의 1회기 교육내용은 경도인지장애의 정의, 유형, 증상 및 진단법, 2회기는 

치매의 정의, 유형, 증상 및 진단법, 3회기는 경도인지장애와 치매의 차이로 구성

하였다. 이를 통해 경도인지장애 진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진단명에 

대한 막연함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이 가장 먼저 진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한다면, 진단에 대한 불확실

성이 감소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이후 경도인지장애 치료 및 예후에 대한 교육 참

여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내 진단명 알기’를 가장 첫 번째 영역으로 구성하

였다. 

  두 번째 영역은 불확실성의 주요개념 중 비예측성을 해결하기 위해 ‘치료방법 

이해하기’로 2회기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사전면담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은 

‘아직은 나아졌다기 보다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것저것하면 좋아진 것 같지

만 막상 집에 가면 또 깜빡깜빡 합니다.’ 등 경도인지장애 치료에 대한 확신 및 

이해도가 낮았다. 따라서 두 번째 영역의 1회기 교육내용은 경도인지장애 조기치

료의 중요성, 2회기는 경도인지장애의 약물·비약물법 치료로 구성하여 현재 임상

에서 수행되고 있는 치료방법에 대한 내용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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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영역은 불확실성의 주요개념 중 정보부족 및 불일치성을 해결하기 위

해 ‘나를 관리하기’로 3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사전면담에서 ‘실질적으로 

아직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운동하고, 책 같은 것 많이 

보고 그러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등으로 진단에 대한 치료방법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호소

하였다. 따라서 1회기 교육내용으로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운동법, 2회기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기억력 향상을 위해 좋은 음식 및 식습관, 3회기는 기억력과 

수면의 관계, 숙면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스스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영역은 불확실성 주요개념 중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경도인지장애 극

복하기’로 1회기 프로그램으로 경도인지장애의 조기검진 및 정기검진의 중요성, 

지지체계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사전조사에서 경도인

지장애 노인들이 정기적인 인지기능 검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를 어

디서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후, 정기

적인 검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 영역에 구성하였다.

  인지자극영역은 대상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주제로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이는 정명숙 과 김정화(2010)의 연구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주제를 통한 집단 기억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기억력 

증진의 효과가 있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 외에도 노인들이 쉽게 접

할 수 있는 주제를 통한 회상요법은 기억력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참

여율을 증진시키고, 추후 자존감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자극은 개인의 인지기능과 심리사회적인 요소를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하나의 인지기능 뿐 아니라 복합적인 인지기능향상을 위해 수행되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중재는 그룹으로 진행된다(Huntley, Gould, Liu, Smith, & 

Howard,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집단으로 회상요법을 진행하도록 구성하

였다. 또한 회상요법 수행 시에는 주제에 대한 회상뿐 아니라 손을 사용하여 중주

신경계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집중력과 기억력이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이사’와 관련된 회상주제를 진행 할 때는 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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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나누고 공유한 후 가구 및 살림살이 등의 사진을 제공하고 이를 현재 집의 위

치를 생각하며 도화지에 배열하도록 구성하였다. ‘장보기’에서는 하나의 음식을 정

하고 이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같이 회상한 후 실제 음식에 필요한 재료를 

고르기 위해 마트 전단지에 있는 재료들을 손으로 잘라서 붙이는 과정을 수행하

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인지자극 영역에서는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회상활동

을 통해 집단 내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자연스러운 신체적 움직임이나 감각을 

활용하여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면담결과 과제

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아 회기 당 프로그램 종료 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책자를 준비하여, 다음 프로그램 전까지 수행할 분량을 선정해 주고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 48 -

주요

개념
정의 MCI 노인 면담결과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주제

애매

모호

질병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막연하고, 

정확하지 않아 

희미함

“이것은 불치병인가? 아닌가? 잘 모르니깐 불안  

하고 막막하죠.”

“아~(생각하다가) 불확실하다. 치매에 걸릴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치매라는게 내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  

니깐 나도 잘 모르겠어요. 불안하죠. 지금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날 모르죠.”

▶ Part1. 진단

- 뇌의 구조/기능

- 내 진단명 알기1

- 내 진단명 알기2

- 내 진단명 알기3

예측

불가능

질병경과에 

대해 

확신이 없음.

“아직은 나아졌다기 보다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것저것하면 좋아진 것 같지만 막상   

집에 가면 또 깜빡깜빡 합니다.”

“메모하는 것들, 기억력 증가시키는 것들 다 알  

려주셔도 그래도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럴 때 내가 뭐하지 하는 생각 들죠.”

▶ Part2. 치료Ⅰ

- 치료법 이해하기1

- 치료법 이해하기2

정보

부족 

및 

불일치

질병에 대한 

정보가 

변화하고 

이전에 받은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보가 

부족함.

“약을 먹으면 낫는 것인가? 좋아지나. 본인도   

자신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사람들 말에 오  

르내리는 것은 치매에는 약도 없다. 뭐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인가. 그런 비관적인 것이  

많지 적극적인 어떤 대처가 없단 말입니다.” 

“나는 치매 예방하려면 뭐 골고루 먹고 운동을  

하라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숨이 헐  

떡헐떡 할 때 까지 하라는 건지 아니면.....”

“정보가 없으니 모르지요. 잘 모르니까는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지.”

“실질적으로 아직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  

람 이야기 들어보면 운동하고, 책 같은 것 많  

이 보고 그러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마음대  

로 되지 않는 것.”

“약을 먹어서 치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약을  

먹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잘 몰라요.”

▶ Part3. 치료Ⅱ

- 나를 관리하기1

  (운동)

- 나를 관리하기2

  (음식)

- 나를 관리하기3

  (수면)

복잡성

질병과 관련된 

치료와 

관리체계에 

대한 정보가 

복잡하고 

다양한 것

“뭐 이것저것 한다하던데. 누구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고 그리고 병원가서 여러 가지 뭐 검  

사도해야 하잖아요.”

“복지관에 뭐 배우러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와  

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서 배운 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   

하지만 책을 펴고 보면 멍청이 같이 못해. 생   

각이 잘 안 따라와요.”

▶ Part4. 예후

- MCI극복하기

<표 5>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교육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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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은 신경과 교수 2명, 정신과 교수 1명, 노인전문 간호사 3명, 간호학 교수 2명, 

임상심리사 1명, 작업치료사 1명으로 총 1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검증은 Lynn(1986)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각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로 내용의 타당성을 1점(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점(적절하지 않다), 3점(적

절하다), 4점(매우 적절하다) 척도로 평가하여 CVI(Content Validity Index)를 산

출하였다.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의 전체 타당도는 0.97이었으며, 모든 경도인지장애 관

련 교육주제에 대해서는 1.00으로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다. 인지자극에서는 4회

기, 5회기의 타당도가 0.80으로 나타났고, 이외의 모든 회기는 1.00으로 모든 전

문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4회기, 5회기 인지자극과 관련된 전문가의 제언사항으

로는 경도인지장애는 최근 삽화기억 및 작업기억의 저하가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

이므로 장기기억이나 자서전적 기억에 대한 회상주제들 보다는 최근 삽화 또는 

단기기억 회상에 대한 주제가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제언을 적용하여 4회기 회상주제인 ‘젊은 나’(직장, 결혼, 육아 등)를 ‘어제의 

나’로 수정하였으며, 5회기 ‘옛 나의 고향’을 ‘나의 가족’으로 수정하였다. 

  또 다른 제언사항으로는 연구자가 선정한 프로그램의 진행시간 80분(도입 10

분, 교육 30분, 휴식 10분, 인지자극 30분)이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의 집중도를 고

려했을 때 너무 길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육내용을 축소시키고 휴식시간을 제외

하여 프로그램의 총 시간을 줄이는 것이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가의 제언사

항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은 

최종 도입 5분, 경도인지장애 관련교육 15분, 인지기능훈련 15분, 마무리 5분으로 

총 40분으로 선정하였다. 

  이 외 전문가들의 제언으로는 ‘좋아하는 꽃 회상 하여 빙고게임하기’, ‘장보기

(대형마트 & 재래시장)’, ‘좋아하는 음식 만들기’, ‘교통수단 선정하기’ 의 회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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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인지자극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우울, 불안과 관련된 정서적 문제 및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다. 

3) 최종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의 초안을 통해 전문가 타당

도를 바탕으로 수정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최종본은 <표 6>과 같으며, 본 연

구에서 수행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의 회기 당 공통 도입부 예시는 <부록 3>, 

교육영역은 <부록 4>, 인지자극영역 <부록 5>, 과제책자 <부록 6>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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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경도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뇌가 제일 잘나가’)

프로그램 목적
본 프로그램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노인이 자신의 질병을 이해함으로써 질병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새로운 삶의 성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프로그램 일정 본 프로그램은 매주 2회/6주/총 12회 진행되며, 1회 프로그램 시간은 약 40분(도입5분/강의15분/인지훈련15분/마무리5분)이다.

일

자
주제 교육목표 내용 방법

1회

프로그램 

소개

-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한다.

- 프로그램 일정 및 진행사항 소개

- 그룹구성원 이름 외우기

- 사전 조사 수행하기(pre-test) 

자기소개 

사전조사

2회

뇌의 구조와 

기능

- 인지와 관련된 뇌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 노화에 따른 인지변화를

  이해한다.

▪ 도입: 웃음박수/ 현실인식(날짜, 요일)/ 오늘의 Mission기억하기/ 반장선정

▪ 전개: 강의/인지훈련

1. 강의주제: 뇌의 구조와 기능

  - 인지관련 뇌의 구조와 기능/ 자신의 뇌 구조 그려보고 색칠하기

2. 인지자극: 회상주제: 꽃(국화, 코스모스 등: 꽃말, 촉감, 향기 등)

  - 가장 좋아하는 꽃 고르기(꽃집 팜플렛 이용)

  - 꽃도안 색칠하여 사랑하는 이에게 전달하기/ 꽃 이름으로 빙고게임하기

▪ 마무리: 오늘의 Mission 수행하기/ 활동일지 작성/ 과제공지

강의

인지훈련

* 과제:

선 순서대로 

연결하기

(가->나, 

1->2)  

3회

진

단

내 진단명 

알기1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 MCI의 정의를 이해한다.

- MCI의 유형을 이해한다.

- MCI의 증상을 이해한다.

- MCI 진단법을 이해한다.

▪ 도입: 웃음박수/ 현실인식(날짜, 요일)/ 오늘의 Mission기억하기/ 반장선정

▪ 전개: 강의/인지훈련

1. 강의주제: 경도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란?

  - 경도인지장애 정의/ 경도인지장애 증상·진단법

2. 인지자극: 회상주제: 이사

  - 각 방에 가구배열(침실, 방, 부엌, 화장실 등 어지럽혀진 가구 정렬)

▪ 마무리: 오늘의 Mission 수행하기/ 활동일지 작성/ 과제공지   

강의

인지훈련

* 과제: 

제시된 글 

읽고 느낀 

점 작성하기

<표 6>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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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진

단

내 진단명 

알기2

(Dementia)

- 치매 정의를 이해한다.

- 치매 증상을 이해한다.

- 치매 진단법을 이해한다.

▪ 도입: 웃음박수/ 현실인식(날짜, 요일)/ 오늘의 Mission기억하기/ 반장선정

▪ 전개: 강의/인지훈련

1. 강의주제: 치매(Dementia)란?

- 치매의 정의 및 원인, 치매증상(인지/행동/정서, 예쁜 치매 vs 미운치매)

- 치매의 진단법(진단받을 수 있는 장소)

2. 인지자극: 회상주제: 어제의 나

  - 기상, 취침시간, 식사, 활동 내용 나누기

  - 어제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 마무리: 오늘의 Mission 수행하기/ 활동일지 작성/ 과제공지   

강의

인지훈련

* 과제: 

숫자와 색 

맞추어 

작성하기

5회

진

단

내 진단명 

알기3

(MCI vs 

Dementia)

- MCI와 치매의 차이를 이해

  한다.

▪ 도입: 웃음박수/ 현실인식(날짜, 요일)/ 오늘의 Mission기억하기/ 반장선정

▪ 전개: 강의/인지훈련

1. 강의주제: 경도인지장애 vs 치매

  -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차이/ 강의 3회, 4회 강의 복습 

2. 인지자극: 회상주제: 나의 가족

  - 가계도 작성하기(이름, 생일 적기)

  - 가장 중요한 가족의 전화번호 외우기

▪ 마무리: 오늘의 Mission 수행하기/ 활동일지 작성/ 과제공지   

강의

인지훈련

* 과제: 

암기력1

(6가지 

물건)

6회
치

료

치료방법 

이해하기1

- MCI의 조기치료의 중요성

에 대해 이해한다.

- MCI의 예후에 대해 이해한

다.

▪ 도입: 웃음박수/ 현실인식(날짜, 요일)/ 오늘의 Mission기억하기/ 반장선정

▪ 전개: 강의/인지훈련

1. 강의주제: 경도인지장애 조기치료와 예후

  - 조기치료의 중요성 이해하기

  - 기사나 논문자료를 통해 회복 가능성 인지하기

2. 인지자극: 회상주제: 장보기(대형마트 vs 재래시장)

  - 전단지 비교하며 음식재료 선정하고 계산하기

  - 재래시장: 추억의 물건적기

▪ 마무리: 오늘의 Mission 수행하기/ 활동일지 작성/ 과제공지 

강의

자가점검

* 과제:

번호에 따른 

색 칠하며 

그림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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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치

료

치료방법 

이해하기2

- MCI를 위한 약물적 치료법

을 이해한다.

- MCI를 위한 비약물적 치료

법을 이해한다.

▪ 도입: 웃음박수/ 현실인식(날짜, 요일)/ 오늘의 Mission기억하기/ 반장선정

▪ 전개: 강의/인지훈련

1. 강의주제: 경도인지장애 치료

  - 경도인지장애를 위한 치료방법(약물적·비약물적 치료방법)

  - 비약물적 치료: ‘진인사대천명’

  - 뇌예비력: 감사, 긍정, 행복 신경망 두껍게 만들기

2. 인지자극: 회상주제: 좋아하는 음식

  - 6회기에 선정한 재료를 바탕으로 요리법 순서대로 적기

▪ 마무리: 오늘의 Mission 수행하기/ 활동일지 작성/ 과제공지   

강의

인지훈련

* 과제: 

암기력2

(6가지 

도형)

8회
치

료

나를 

관리하기1

- MCI 관리 운동법을 이해

  한다.

- MCI 관리를 위한 운동법을 

  수행할 수 있다.

▪ 도입: 웃음박수/ 현실인식(날짜, 요일)/ 오늘의 Mission기억하기/ 반장선정

▪ 전개: 강의/인지훈련

1. 강의주제: 경도인지장애 관리법1

  - 경도인지장애를 위한 운동법(적정체중 알고, 계산하기)

  - 뇌신경자극 운동, 치매예방운동 함께 수행(치매365 동영상 자료)

2. 인지자극: 회상주제: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전차 등)

  - 지하철 노선도(자녀 집 찾아가기)

▪ 마무리: 오늘의 Mission 수행하기/ 활동일지 작성/ 과제공지 

강의

자가점검

* 과제: 

암기력3

(6가지 

기념일)

9회
치

료

나를 

관리하기2

- 기억력 증진에 좋은 음식을 

  설명할 수 있다.

- 경도인지장애를 위한 식습

관을 이해한다.

▪ 도입: 웃음박수/ 현실인식(날짜,요일)/ 오늘의 Mission기억하기/ 반장선정

▪ 전개: 강의/인지훈련

1. 강의주제: 경도인지장애 관리법

  - 기억력에 좋은 음식/ 경도인지장애를 위한 식습관

2. 인지자극: 회상주제: 좋아하는 음식 만들기

  - 기억력에 좋은 음식재료를 통해 자신만의 요리 만들기

  - 자신의 요리에 이름 붙이기

▪ 마무리: 오늘의 Mission 수행하기/ 활동일지 작성/ 과제공지   

강의

자가점검

* 과제: 

상황에 

적합한 속담 

및 

감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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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

치

료

나를 

관리하기3

- 기억력과 수면의 관계를 이

해한다.

- MCI를 위한 숙면법을 수행

할 수 있다.

▪ 도입: 웃음박수/ 현실인식(날짜, 요일)/ 오늘의 Mission기억하기/ 반장선정

▪ 전개: 강의/인지훈련

1. 강의주제: 경도인지장애 관리법3

  - 기억력과 수면의 관계

  - 경도인지장애를 위한 숙면법(자신의 수면상태 확인)

2. 인지자극: 회상주제: 명절(놀이, 한복, 음식 등)

▪ 마무리: 오늘의 Mission 수행하기/ 활동일지 작성/ 과제공지 

강의

자가점검

* 과제: 

신문기사 

읽고 

요약하기

(요약 문장 

제시 후 

괄호 넣기)

11

회

예

후

"MCI 

극복하기1"

- MCI의 치료와 관련된지지  

  체계, 서비스기관을 이해한  

  다.

▪ 도입: 웃음박수/ 현실인식(날짜, 요일)/ 오늘의 Mission기억하기/ 반장선정

▪ 전개: 강의/인지훈련

1. 강의주제: 경도인지장애 극복

  - 지지체계, 서비스기관, 자조그룹 참여하기

2. 인지자극: 회상주제: 옷 만들기

  - 천 염색하여 손수건 만들기(홀치기)

▪ 마무리: 오늘의 Mission 수행하기/ 활동일지 작성/ 과제공지 

강의

자가점검

* 과제: 

암기력4

(기억회상)

12

회

프로그램 

마무리

-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관적 기억문  

  제 호소가 감소하고, 불확  

  실성을 통한 성장, 인지기  

  능이 증가한다.

-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성찰

- 수료증 수여

- 사후조사 수행하기

자기성찰, 

그룹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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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효과 평가

5. 5단계: 프로그램적용 및 수행

  현재 국내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중재연구의 중재기간은 4주에

서 12주(조은영, 2013; 신형수, 2011; 김두연 & 양은아, 2013), 국외연구에서는 

2주에게 24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Wenisch  et al., 2007; Xiu & Ji, 

2014). 주별 중재 횟수는 국내에서 2회에서 5회, 국외연구에서 1회에서 5회로 다

양하게 나타났으나, 대다수의 중재연구에서 주 2회로 진행되었다(한주현 외, 

2008; 이주연, 2012; 신형수, 2011). 이는 대부분의 연구 중재기간이 8주 이상이

고, 주별 중재횟수가 2회 이상이면 탈락률이 약 30%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지은주 & 김옥수,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

램을 주 2회, 6주, 총 12회로 진행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기 

당 도입 약 5분, 경도인지장애 관련 교육 약 15분, 인지자극훈련 약 15분, 마무리 

약 5분으로 총 40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그림 7>와 

같다.  

<그림 7>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적용 및 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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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단계: 프로그램 평가

1. 집단 간 동질성 검정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최종 실험군 21명, 대조군 22명으로, 사전조사

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동질성이 같지 않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두 군의 일

반적 특성과 관련된 동질성 검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7>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연령은 각각 79.76±8.32세와 78.09±5.56세였으며, 교

육수준은 실험군은 무학과 1-6년이 각각 7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은 

무학이 14명(63.6%)로 가장 많았다. 동거형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자녀와 함

께 지내는 경우가 각각 12명(57.2%), 10명(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스로 생

각하는 경제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실험군 14명(66.7%), 대조군 11명

(50.0%)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치매예방활동에 대해서는 두뇌활동을 위한 독서, 

신문읽기 등을 ‘안한다’ 가 실험군 17명(85.0%), 대조군 13명(59.1%)이였으며, 사

회활동은 ‘한다’ 가 실험군 10명(47.6%), 대조군 13명(5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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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n=21) 대조군(n=22)
χ2/t p

n(%)

성별
남자

여자

4(19.0)

17(81.0)

6(27.3)

16(72.7)
.63 .535

연령평균 79.76±8.32 78.09±5.56 .77 .446

종교
있음

없음

13(61.9)

8(38.1)

14(63.6)

8(36.4)
.12 .909

교육수준

무학

1-6년

6-9년

9-12년

7(33.3)

7(33.3)

2(9.6)

5(23.8)

14(63.6)

4(18.2)

2(9.1)

2(9.1)

4.42 .220

동거형태

배우자

자녀

배우자와 자녀

독거

2(9.5)

12(57.2)

2(9.5)

5(23.8)

2(9.1)

10(45.4)

2(9.1)

8(36.4)

.85 .837

경제수준

매우 잘 산다

잘 산다

보통이다

못 산다

매우 못 산다

0(0.0)

0(0.0)

14(66.7)

6(28.5)

1(4.8)

0(0.0)

2(9.1)

11(50.0)

7(31.8)

2(9.1)

2.75 .432

신체질환
있음

없음

14(66.7)

7(33.3)

19(86.4)

3(13.6)
1.64 .111

치

매

예

방

활

동

손

동작

한다

안한다

11(52.4)

10(47.6)

12(54.5)

10(45.5)
2.27 .321

두뇌

활동

한다

안한다

3(15.0)

17(85.0)

9(40.9)

13(59.1)
2.85 .416

사회

활동

한다

안한다

10(47.6)

11(52.4)

13(59.1)

9(40.9)
1.34 .719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N=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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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 주관적 기억장애, MoCA-K  

   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조사에서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 주관적 기억

장애, MoCA-K(인지기능)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

지 못하여 동질성이 같지 않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동질성 검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8>과 같다. 



- 59 -

실험군(n=21) 대조군(n=22)
t p

M±SD M±SD

불확실성 총점 107.52±3.43 108.32±5.54 -.56 .577

애매모호함 46.10±2.62 46.55±3.05 -.52 .608

복잡성 21.67±1.39 21.91±1.60 -.53 .600

불일치성 22.71±1.62 23.09±2.86 -.53 .600

비예측성 17.05±.80 16.77±1.38 .80 .427

불확실성 성장 126.52±11.41 128.32±11.88 -.51 .617

삶의 새로운 관점 43.38±4.26 43.59±5.42 -.14 .889

지속적 불확실성 21.81±1.86 20.36±3.11 1.84 .073

상황에 대한 수용 9.76±1.55 9.59±1.50 .37 .715

부정적인 결과 9.95±.92 11.23±2.88 -1.98 .059

주관적 기억장애 32.38±4.92 32.18±3.75 .15 .882

MoCA-K 총점 16.52±2.77 17.27±2.21 -.98 .331

시공간실행력 2.48±1.40 2.59±1.22 -.29 .776

어휘력 2.67±.577 2.77±.528 -.63 .533

주의력 3.48±1.29 4.27±1.35 -1.98 .055

문장력 2.33±.577 1.96±.653 2.01 .051

추상력 1.00±.547 1.18±.588 -1.05 .301

지역회상능력 .238±.436 .364±.581 -.80 .429

지남력 3.57±1.12 3.77±1.15 -.58 .565

<표 8> 대상자의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 주관적 기억장애, MoCA-K   

       에 대한 동질성 검정

(N=43)



- 60 -

실험 전 실험 후 Mean 

difference
t p

M±SD M±SD

불확실성 총점

실험군 107.52±3.43 101.48±6.23 6.05±7.39

1.88 .068

대조군 108.32±5.54 106.77±6.85 1.55±8.28

애매모호함

실험군 46.10±2.62 43.19±2.40 2.90±4.13

1.32 .196

대조군 46.55±3.05 45.45±3.90 1.10±4.86

복잡성

실험군 21.67±1.39 20.43±2.11 1.24±2.28

2.52 .016

대조군 21.91±1.60 22.50±1.87 -.59±2.48

불일치성

실험군 22.71±1.62 21.86±1.71 1.24±2.28

.09 .931

대조군 23.09±2.86 22.32±2.36 .77±3.75

비예측성

실험군 17.05±.80 15.95±1.83 1.10±2.05

1.19 .241

대조군 16.77±1.38 16.41±1.40 .36±1.99

2. 가설 검증

1) 제 1가설: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불확실성 정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88, p=.068). 그러나 불확실성 세

부항목 중 복잡성 (t=2.52, p=.016)에서는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확실성 정도의 차이

(N=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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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후 불확실성 총점과 불확실성의 세부항

목인 애매모호함, 복잡성, 불일치성, 비예측성 정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

의 불확실성 총점은 중재 전 보다 후에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3.75, p=.001)를 보였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중재 전보다 후에 불확실성 총점

의 감소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88, p=.392)는 없었다. 불확실성

의 세부항목 중 애매모호함은 실험군에서 중재 전 보다 후에 애매모호함이 감소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22, p=.004)를 보였으나, 대조군에서는 중

재 전보다 후에 애매모호함의 감소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1.05, p=.304). 복잡성 항목에 있어서 실험군은 중재 전 보다 후에 복잡성이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49, p=.022)를 보였고, 대조군에서는 

중재 전보다 후에 복잡성이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12, p=.277). 불일치성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전보다 중재 후 

불일치성의 감소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

로 비예측성은 실험군에서는 중재 전보다 후에 비예측성이 감소하였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t=2.45, p=.024), 대조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86, p=.401)<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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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전 실험 후
t p

M±SD M±SD

실험군

(n=21)

불확실성 총점 107.52±3.43 101.48±6.23 3.75 .001

애매모호함 46.10±2.62 43.19±2.40 3.22 .004

복잡성 21.67±1.39 20.43±2.11 2.49 .022

불일치성 22.71±1.62 21.86±1.71 1.60 .125

비예측성 17.05±.80 15.95±1.83 2.45 .024

대조군

(n=22)

불확실성 총점 108.32±5.54 106.77±6.85 .88 .392

애매모호함 46.55±3.05 45.45±3.90 1.05 .304

복잡성 21.91±1.60 22.50±1.87 -1.12 .277

불일치성 23.09±2.86 22.32±2.36 .97 .345

비예측성 16.77±1.38 16.41±1.40 .86 .401

<표 10>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확실성의 정도 변화

(N=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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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전 실험 후 Mean 

difference
t p

M±SD M±SD

불확실성

성장 총점

실험군 126.52±11.41 136.29±7.45 -9.76±14.55
-1.65 .107

대조군 128.32±11.88 130.41±13.02 -2.09±15.87

삶의 

새로운 관점

실험군 43.38±4.26 46.76±3.28 -3.38±5.74
-1.09 .282

대조군 43.59±5.42 44.68±5.78 -1.09±7.83

지속적 

불확실성

감소

실험군 21.81±1.86 21.10±1.64 .714±2.67
1.55 .130

대조군 20.36±3.11 21.41±3.05 -1.05±4.57

상황수용
실험군 9.76±1.55 10.57±1.16 -.810±2.25

-.98 335
대조군 9.59±1.50 9.73±1.61 -.136±2.27

부정적 

결과 감소

실험군 9.95±.92 10.71±2.05 -.761±2.0
-1.09 .283

대조군 11.23±2.88 10.96±3.27 .272±3.89

2) 제 2 가설: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이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불확실성을 통

한 성장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65 p=.107)<표 11>. 

따라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중재 후 불확실성 성장 정도가 높을 것이다’ 라

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표 11>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정도의 차이

(N=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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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전 실험 후
t p

M±SD M±SD

실험군

(n=21)

불확실성 성장 총점 126.52±11.41 136.29±7.45 -3.08 .006

삶의 새로운 관점 43.38±4.26 46.76±3.28 -2.70 .014

지속적 불확실성감소 21.81±1.86 21.10±1.64 1.23 .234

상황수용 9.76±1.55 10.57±1.16 -1.65 .115

부정적 결과 감소 9.95±.92 10.71±2.05 -1.67 .111

대조군

(n=22)

불확실성성장 총점 128.32±11.88 130.41±13.02 -.62 .543

삶의 새로운 관점 43.59±5.42 44.68±5.78 -.65 .521

지속적 불확실성감소 20.36±3.11 21.41±3.05 -1.07 .296

상황수용 9.59±1.50 9.73±1.61 -.28 .781

부정적 결과 감소 11.23±2.88 10.96±3.27 .33 .746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후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 총점과 세부

항목인 삶의 새로운 관점, 지속적 불확실성 감소, 상황수용, 부정적 결과감소의 변

화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불확실성 성장 총점은 중재 전 보다 후에 증가하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08, p=.006)를 보였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중재 

전보다 후에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의 증가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62, p=.543)는 없었다. 또한 세부항목 중 삶의 새로운 관점이 실험군은 중재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70, p=.014)가 있었으나, 대조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65, p=.521)<표 12>. 

<표 12>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정도 변화

(N=43)

  



- 65 -

실험 전 실험 후
t p

M±SD M±SD

실험군 (n=21) 32.38±4.92 27.95±1.63 3.78 .001

대조군 (n=22) 32.18±3.75 30.73±2.49 1.78 .090

실험 전 실험 후 Mean 

difference
t p

M±SD M±SD

실험군 (n=21) 32.38±4.92 27.95±1.63 4.43±5.36
2.10 .042

대조군 (n=22) 32.18±3.75 30.73±2.49 1.45±3.84

3) 제 3 가설: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주관적 기억문제호소가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t=2.10, p=.04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따라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중재 후 주관적 기억

문제 호소가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표 13>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관적 기억문제호소 정도 차이

(N=43)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후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에 대한 변화

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는 중재 전 보다 후에 감소하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78, p=.001)를 보였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중재 

전과 후에 점수의 감소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78, p=.090)는 없

었다<표 14>. 

<표 14>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관적 기억문제호소 정도 변화

(N=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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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전 실험 후 Mean 

difference
t p

M±SD M±SD

MoCA-K 

총점

실험군 16.52±2.77 19.00±1.67 -2.05±3.25
-1.56 1.26

대조군 17.55±2.32 18.09±1.60 -.682±2.46

시공간

실행력

실험군 2.48±1.40 3.14±1.01 -.667±1.88
-.75 .460

대조군 2.59±1.22 2.86±1.08 -.273±1.58

어휘력
실험군 2.67±.577 2.52±.511 .143±.853

.58 .564
대조군 2.77±.528 2.77±.428 .000±.756

  주의력
실험군 3.48±1.29 3.48±1.21 .000±1.10

-.53 .601
대조군 4.27±1.35 4.05±1.43 .227±1.66

문장력
실험군 2.33±.577 2.62±.498 -.286±.643

-.25 .804
대조군 1.96±.653 2.18±.664 -.227±.869

추상력
실험군 1.00±.547 1.24±.539 -.238±.700

-1.07 .291
대조군 1.18±.588 1.18±.501 .000±.756

지연

회상력

실험군 .238±.436 1.43±.507 -1.19±.750
-2.30 .027

대조군 .364±.581 .864±.710 -.500±1.10

지남력
실험군 3.57±1.12 5.05±.804 -1.48±1.36

-2.53 .015
대조군 3.77±1.15 4.18±.795 -.409±1.40

4) 제 4 가설: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인지기능(MoCA-K)이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전반적 인지

기능에 대한 총점(t=-1.56, p=1.26)은 유의한 차이를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두 군의 전반적 인지기능 세부항목인 시공간실행력, 어휘력, 주의력, 문장력, 

추상력, 지연회상력, 지남력 변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연회상력(t=-2.30, 

p=.027)과 지남력(t=-2.53, p=.015)에서는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15>. 

<표 15> 실험군과 대조군의 전반적인 인지기능 정도 차이

(N=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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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전 실험 후
t p

M±SD M±SD

실험군

(n=21)

MoCA-K 총점 16.52±2.77 19.33±1.83 -3.72 .001

시공간실행력 2.48±1.40 3.14±1.01 -1.63 .120

어휘력 2.67±.577 2.52±.512 .77 .452

주의력 3.48±1.29 3.48±1.21 .00 1.00

문장력 2.33±.577 2.62±.498 -2.03 .055

추상력 1.00±.547 1.29±.560 -1.83 .083

지연회상력 .238±.436 1.43±.507 -7.28 .000

지남력 3.57±1.12 5.05±.804 -4.96 .000

대조군

(n=22)

MoCA-K 총점 17.27±2.21 18.14±1.58 -1.66 .111

시공간실행력 2.59±1.22 2.86±1.08 -.81 .427

어휘력 2.77±.528 2.77±.428 .00 1.00

주의력 4.27±1.35 4.05±1.43 .64 .528

문장력 1.96±.653 2.18±.664 -1.23 .234

추상력 1.18±.588 1.18±.501 .00 1.00

지연회상력 .364±.581 .864±.710 -2.24 .025

지남력 3.77±1.15 4.18±.795 -1.37 .186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후 전반적 인지기능에 대한 총점과 세

부항목 시공간실행력, 어휘력, 주의력, 문장력, 추상력, 지연회상력, 지남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전반적 인지기능의 총점은 중재 전 보다 후에 증가하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72, p=.001)를 보였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중재 

전과 후에 점수에 증가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66, p=.111)는 

없었다. 또한 세부항목 중 지연회상력은 실험군에서 중재 전보다 후에 증가하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7.28, p<.001)가 있었으며, 대조군에서 또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24, p=.025). 지남력은 실험군에서는 중재 전

보다 후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4.96, p<.001)가 있었고, 대

조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37, p=.186)<표 16>. 

<표 16> 실험군과 대조군의 전반적인 인지기능 정도 변화

(N=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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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Mishel(1988)의 불확실성이론을 바탕으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적용함으로써 치매로의 이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새로운 삶의 성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직접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

가하였다. 이에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실제 적용한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Bartolomew 등(2011)의  IMP(Intervention mapping protocol)과정

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IMP는 

건강관련 문제를 사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논리적 기획과정이며,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근거기반 중재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토콜로 총 

6단계(요구사정, 목표설정, 이론기반의 중재방법 및 수행전략선택, 프로그램 내용

개발, 프로그램 적용 및 수행계획 개발, 프로그램 효과평가)로 구성된다. 본 연구

에서는 Mishel(1988)의 불확실성이론을 근거로 IMP 6단계를 통해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현재 국내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해 개발된 

비약물적 중재와 주요개념, 중재범위, 중재전략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

이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Mishel(1988)의 불

확실성 개념을 적용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불확

실성 개념을 적용한 대상자는 인공고관절 수술 전 환자,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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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입원아동 보호자, 혈액투석환자 등으로 이들은 질병의 예후에 대한 불확

실성에 집중되어 있다(김선화, 이혜진, 2013; 이민정, 2009; 구현영, 2002; 이인

숙, 2010; 김연진 & 최희정, 2012). 

  하지만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정상노인에 비해 치매로의 이행률이 높으므로 예

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도인지장애란 진단이 아직 국내 

대상자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으로 진단에 대한 막연함과 치료방법에 대한 애매모

호함을 갖는다. 이러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은 추후, 자존감 저하,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며 이는 인지기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

므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는 다른 어떤 대상자들보다 필요성

이 강조된다(Feldman & Kandiah,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을 알아보

기 위해 일대일 면담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 치매가 아니

라고 하여 천만다행이었지만 경도인지장애가 뭔지 잘 몰랐어요.’, ‘지금 현재 내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건지 아닌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몰라요.’ 등 진단에 대한 

지식부족을 나타냈으며,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숨이 헐떡일 때까지 하라는 

건지 아닌지’, ‘누구는 약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지난 

번 어떤 의사가 나와서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복지관에 

왔던 사람은 효과가 없다고 해’ 등 치료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에 대한 문제

도 호소하였다. 또한 깜빡깜빡하는 증상에 대한 감정을 묻는 질문에는 ‘그냥 내가 

한심하지.’, ‘치매가 오려고 이러나 하고 걱정이 많이 되지.’, ‘이런 나를 가만히 생

각하면 너무 슬퍼요.’, ‘이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될까하고 불안하죠.’등 현 상태에 

대한 걱정,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는 조은영(2013)이 경

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치매가 올까봐 염

려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요즘 자신이 없고 불안해요.’ 등의 결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진단, 치료방법, 예후에 대한 불

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조은영(2013)은 전

문가에게 현재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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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대부분이 치매의 이환에 대해 전전긍긍해 하는 불안감과 우울감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 라는 불확실성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불

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를 수행한 결과 정신과 전문의는 경

도인지장애 증상의 특성과 경도인지장애 대상자를 위한 공인되거나 효과가 입증

된 약물치료법이 현재까지 없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중

재는 매우 중요하며, 진료현장에 꼭 적용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제언하였다. 

  따라서 현재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불확실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중재가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의미있는 중재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의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은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경도인지장

애 진단관련 교육과 인지자극 훈련을 포함한 복합중재로 개발하였다. 경도인지장

애 노인의 불확실성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Lingler 등(2006)은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진단에 대한 정의 및 증

상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단에 대한 예후를 치매로 집중시

켰을 때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중력저하, 기억

력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반복행동증가, 주관적 기억력 저하, 업무수행능력 

지연 등은 활력저하, 우울, 분노, 불안함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며, 불

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 외에도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은 추후 가족

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다(Joosten-Weyn et al, 

2008). 이는 본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한 결과 ‘자

녀들과는 이런 이야기(깜빡깜빡하는 증상)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

아서 잘 하지 못해요.’ 라는 면담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현재 경도인지장애는 건망

증과 치매의 중간단계로 단기기억력 저하의 증상은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 자조집단의 모임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자조집단으

로부터의 지지 또한 부족하다(우정헌 2016. 6. 7, 신문기사). 

  이상의 내용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정리

해 보면 진단에 대한 정보부족, 객관적·주관적 기억력저하 및 집중력 저하, 불안, 

분노, 자존감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부족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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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원인들이 있었다. 이는 Joosten-Weyn Banningh 등(2008)이 경도인지장

애 노인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사회적 및 사회적 지지 등 다양

한 요소가 포함된 복합중재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ishel(1988)의 불확실성이론의 주요개념인 구조적 제공

자인 믿을 수 있는 권위자, 교육, 사회적 지지를 프로그램의 중재방법 및 수행전

략으로 선택하여 복합중재인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는 인지기능향

상을 위한 중재 또는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로 대부분 개별중재가 주

를 이루고 있으며,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기억력 저하와 관련된 증상의 특성만을 

고려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최종목표가 인지기

능 향상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 및 인지자극 훈련, 사회적 지지의 요소들을 포

함한 복합중재인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필요

한 중재라고 생각된다.     

B.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효과 평가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해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 인지기능에 대

한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1. 불확실성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 경도인지장애 노인이 느끼

는 불확실성은 실험군, 대조군에서 각각 107.52±3.43점, 108.32±5.54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아직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불확실성을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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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나 국내 노인 암환자의 불확실성 

이 81.17±10.64점(김경옥, 2014), 유방암 환자의 불확실성이 91.01±15.19점(이

인숙, 2010)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2012)의 치매 

인식조사에서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암(24.9%)보다 치매(35.4%)인 것

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한 결과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에 비해 불확실성의 세부항목 중 

복잡성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성은 질병과 관련된 친숙하지 않

은 용어와 치료, 추후 자신의 관리체계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복잡하며 다

양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경도인지장애 진단관련 교육은 본 

연구대상자의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1회기 

‘MCI 극복하기’ 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이 지속적인 정기검진을 수행할 수 있

는 서비스 기관 및 연계병원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은 이들이 추후 자신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Lingler 등(2006)의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의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진단 

후 지역사회나 자조그룹으로부터의 지지체계, 재정적 또는 미래의 법적인 서비스

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던 결과와 일치한다. 

  이 외에 불확실성의 세부항목 중 애매모호함, 불일치성, 비예측성은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에 대한 원인을 세 가지 측면으

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중재 후 실험군 뿐 아니라 대조군에서도 사후조사

시 애매모호함, 불일치성, 비예측성 점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건강소비자들이 

자신의 치료 및 자기 관리 기술 등을 알고 싶어 하는 인지적 요구(Derdiarian, 

1987)와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 또는 예측이 불가능한 질병의 예후에 대

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대처하고자 하는 정서적 요구(Lambert, Loiselle & 

Mcdonald, 2009)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의료인과

의 소통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조군 또

한 자신의 진단과 관련된 정보탐색을 수행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경도인지장애는 아직 표준화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방법이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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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단에 비해 중재 후 불확실성의 감소가 적다. 이는 이미선, 김희주, 서순림

(2008)이 암환자의 질병단계별 불확실성을 조사한 결과 현재 전이가 없거나 치료 

가능한 암환자보다 말기 암환자의 경우 불확실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미선 등(2008)은 불확실성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했을 

때 전이가 없고, 치료 가능한 암환자의 경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증상 또는 상태

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을 크게 경험하게 되어 불예측성과 정

보부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말기 암환자의 경우 암의 증상 

및 치료과정 보다는 이후 자신의 증상관리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에 

대한 복잡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의 세부항목 중 경도

인지장애 노인에게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실험군에서 복잡성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 

  셋째,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8.91±7.01세, 교육수준은 무학이 전체 

48.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박명화, 성미라, 김선경 과 이동영(2014) 연구에서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

구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 연령은 72.96±7.28세, 교육수준은 7년 이상이 

전체 49.8%를 차지하였다. 연령과 교육수준은 인지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이 불확실

성 관리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모든 정보를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는 Chair, Chau, Sit, Wong와 Chan(2012)연구에서 관상동맥 우회술 

전 환자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교육을 수행한 결과, 61세 이상 노인들은 교

육내용의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장해요인

이 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은희 와 정영순(2011)이 노인들을 위

한 교육은 다른 연령대의 대상자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반복학습을 강조한 것도 

이를 지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은 12회기를 한 번 순환주기로 수

행하였으나 추후,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순환주기가 반복적으로 진행된

다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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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에 대해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

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결과변수에 대한 측정기간 및 횟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Gil 

등(2006)연구에서 유방암환자를 대상으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전화로 주 4

일, 30분 수행한 후 지속적으로 자가 관리 하도록 하고 10개월, 20개월 후 추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처음 10개월에 측정하였을 때 실험군의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은 처음 측정하였을 때보다 증가하였으나,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개월 후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이 점차 감소함을 보였으며, 실험군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두 군 사이

에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서 불확실성 관리 프

로그램을 통한 불확실성 성장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적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Germino 등(2013)연구에서도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후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을 조사한 결과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 중 두려

움 또는 부정적인 정서는 감소하였으나, 새로운 삶의 관점에 대한 변화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불확실성이 감소된 후 이를 통하여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중재기간과 시간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은 12회기 

동안 정보제공을 통한 지식습득으로 인해 불확실성 및 부정적인 정서는 감소하였

으나, 새로운 삶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행동하기에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

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수 선정을 위해 국내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

로 수행한 중재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효과크기(effect size)를 0.80(Large)

으로 선정하였다. 효과크기란 비교하려는 집단 사이에 “얼마나” 차이 혹은 연관성

이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를 말하는 것이다(남상건, 2015). Li 등(2011)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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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지기능 향상 중재연구 20개를 메타분석 한 

결과 회상능력, 문장기억력, 집행능력, 집중력의 효과크기는 작은정도(Small)를 나

타냈으며, 언어능력은 중간정도(Medium), 삶의 질,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은 중

간 또는 작은 정도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 경도인지장애 노인과 관련된 중재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부

재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중재와 관련된 

개별연구에서 선정한 효과크기 0.80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는 국외 연구에서의 효과크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제 2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중재 연구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효과크

기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은 Mishel(1990)의 재개념화된 불확실성 이론에 

따르면, 만성질환자에게는 불확실성은 해결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져 새로운 삶의 관점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병의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만성질환자에게 있어서는 질병의 불확실성 중에서도 질병과 관련된 관리체

계 및 추후 자가 관리에 대한 복잡성의 감소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본 연

구에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로 불확실성의 주요개념 중 복잡성이 실험

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은 복잡성을 바탕으로 선정

된 주제교육이 1회기로 구성되어 12회기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

서 추후,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복잡성과 관련된 교육내용이 추가

로 포함된다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을 증가시키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의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

었지만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제공 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면

담을 수행한 결과 ‘나만 깜빡하는 줄 알고 창피했는데 다들 노력하네요. 나도 앞

으로는 여러 가지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내준 숙제 꼭 하려고 노력 많



- 76 -

이 했습니다. 할 때는 귀찮아도 하고 나면 머리에 뭐가 들어오는 것 같아 기분 좋

았어요.’ 등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수행 전 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위해 노

력하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지는 추후, 불확실성을 통한 성

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무학

인 대상자가 48.8%로 처음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시작 시에는 정보를 듣는다는 

것을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거부반응이 있었으나 프로그램을 마치고 수료증 배

부를 통해서 성취감을 표현하는 대상자가 많았으며, 수료증을 배부 받고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었는데 졸업장을 받은 것 같아 정말 좋습니다.’ 라며 눈물을 보인 

대상자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객관적인 도구로 측정한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상자들은 점차적으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는 추후 새로은 삶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3.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

  본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32.38±4.92점, 32.18±3.75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한주현 외(2008)의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가 실험군 

25.06±4.06점, 대조군 23.60±3.94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이다. 이는 본 연

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8.91±7.01세, 교육수준은 무학이 전체 48.8%를 차지하

는 것에 비해 한주현 외(2008) 연구의 평균연령은 68.8±4.17세로 낮으며, 교육수

준은 10~12년이 76.5%로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는 중재 후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여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이는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

램에 참여한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기억문제가 감소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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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자신의 현재 기억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

음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

적 기억문제 감소는 추후,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지속적인 중재의 참여율을 

증가시키며, 치매예방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주관

적 기억문제 호소에 대한 효과의 중요성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Lingler 등(2006)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이유는 자신의 기

억력 저하를 장해요인으로 느끼며, 이로 인한 자신감 저하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Beard 와 Neary(2013)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진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증가시키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기억력 저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관적 기

억력 문제가 감소한다면 진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며, 이는 다른 사람

들과의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김재민, 신일선, 김량진, 윤진상 와 이형영(2002)는 지역사회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기억장애와 우울증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

와 우울은 양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주관적 기억문제는 부정적 정서 중 특히 우

울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lash, Mordechovich, Shabtai, Merims, 

& Giladi, 2010; Nelson & O'Connor, 2008). 이러한 우울은 실제 인지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실제 치매로의 이환률이 증가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기억문제의 감소는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이 된다. 셋째, Amariglio 등(2012)연구에서 주관적 기억장애가 증가할수록 객관

적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enziani 등(2013)도 주관

적 기억장애와 객관적 인지기능 사이에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관적 기억

문제 호소에 대한 감소는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주관적 기억문제와 객관적 인지기능의 관련성에 있어 주관적 기억

문제 호소 점수의 감소가 실제 기억문제에 대한 증상이 사라져서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증상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직 주관적 기억문제 호

소와 객관적 인지기능의 상관관계 연구의 결과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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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지속적인 추가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

관적 기억문제 호소가 감소한 것은 추후, 이들의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들의 객관적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

4. 객관적 인지기능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중 인지자극훈련은 경도인지장애 노인들

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회상주제를 선정하였으며, 회상주제를 통해 집단 내에서 서

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지연회상

력과 지남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이는 인지자극훈련이 인지기능 중 기억회상에 효과적이었던 지혜련, 최순희, 조

명숙과 주리애(2004)의 결과와 Wenisch 등(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시작 전 ‘오늘의 미션’으로 한 문장

을 제시해 주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처음 제시한 문장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회상훈련이 지연회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회상요법의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집단 

내에서 함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가졌으며, 이는 집단구성원 간의 

관계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종료 후 대상자들과의 면담결과 ‘복지관에 그렇게 다녔어

도 저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나만 이러나(깜빡하는 증상)하고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에 안도감도 들고’, ‘저 집은 딸들이 문 앞에 달력을 

놔주고 표시해 준 다음부터 증상이 괜찮다고 해서 나도 집에 가서 한 번 해보려

고’ 등 서로 관심을 가지며 관계형성이 증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자들이 친밀감을 형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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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은 회상주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집단 활동을 통한 회상요법은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들의 흥미와 참여율을 

증진시켰을 뿐 아니라 집단의 역동 및 자조집단의 지지를 더욱 촉진하는 기회가 

되었다. 

  김옥수 와 전해옥(2008)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와 인지기능의 관계

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지 않

으며 이는 인지기능과도 연관된다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 집단 인지자극 훈련을 

통한 효과를 지지한다. 또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대상자들의 긍정

적인 의지로 인해 중재 후 인지기능 측정에서 사전조사 때 보다 측정하고자 하는 

단어를 기억해내려고 하는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사전조사에서 지연회상력을 알아보기 위한 단어를 제시하고 이후 회상단어

를 질문했을 때는 고민 없이 ‘생각 안나요.’라고 답하였으나 사후조사에서는 ‘조금

만 시간을 더 줘 봐요.’ 등 기억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노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후 수행하도록 한 과제책자 또한 지연회상능력을 향상시키

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중재 후 지남력이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유의하기 증가한 것은 

매 프로그램 시작 시 연구자가 오늘의 날짜, 요일에 대해 상기시켰고, 프로그램의 

진행일자와 장소를 반복적으로 공지한 것이 이들의 시간과 장소의 지남력을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

지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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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를 간호이론, 간호연구, 간호실무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이론 측면

  Mishel(1988)의 불확실성이론은 중범위 이론으로 다양한 실무에서 검증될 필요

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적용하여 긍정적인 효과

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Mishel(1988)의 불확실성이론의 실무 적용가능성

에 대한 타당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처음으로 불확실성이론을 경도인지장애 노인대상자에게 적용해 보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의 

개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불확실성 관리라는 중재의 

다양성을 제공하여 간호중재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요구

도 사정을 위한 일대일 면담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이들의 요

구도를 반영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Mishel(1988)의 불확실성이

론을 적용하여 IMP(Intervention mapping protocol)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불

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추후 근거기반 실무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 경도

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새로운 중재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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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경도

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비약물적 중재와 달리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

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내용과 자조집단과의 인지자극 훈련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다른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보인다. 또한 경도인지장애 노인

의 요구도를 프로그램에 반영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국내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표준화된 중재프로그램의 

부재상태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 치매지원

센터, 보건소를 방문하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치매지원센터, 보건소 간호사의 역할 확대 및 역량을 확

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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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A. 결 론

  본 연구는 Mishel(1988)의 불확실성 이론을 기반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

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방법론적 연구방법과 그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수행하였다.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요구도 조사를 위한 면담과 국내·국외 경도인지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비약물적 중재의 통합적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개발

하였으며, 개발된 내용은 10명의 전문가 타당도를 통해 검증받았다.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 21명, 

대조군 22명이었으며, 실험군에게는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주 2회로 6주 동

안 총 12회 수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전·후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 인지기능을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Mishel(1988)의 불확실성이론의 주요개념 중 구조적 제공자인 믿

을 수 있는 권위자, 교육,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경도인지장애 노

인 요구도 조사,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국내·국외의 비약물적 중재에 대

한 통합적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IMP의 6단계를 통해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초안은 10명

의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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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불확실성의 세부항목 중 복잡성

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t=2.52, p=.016).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는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

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t=2.10, 

p=.042), 인지기능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지연회상력(t=-2.30, p=.027)과 

지남력이(t=-2.53, p=.015)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은 경도인지장애 노인

의 불확실성과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를 감소시켰으며, 인지적 기능을 증진시켰다. 

B. 제 언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경도인지장애 노인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경

도인지장애 노인에게 적용한 Mishel(1988)의 불확실성 개념과 불확실성 관리 프

로그램 효과의 일반화 검증을 위해 대상자의 범위 확대 및 표본수를 증가시킨 후

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

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불확실성 성장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중

재기간의 확대와 반복측정을 반영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2. 간호연구 측면

  경도인지장애 대상자의 증상인 기억력 저하와 경도인지장애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중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반복학습이 필요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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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의 순회주기를 

1회가 아닌 반복학습을 위한 수행을 제언한다. 또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스스로 

자가 학습이 가능 하도록 영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 외에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자기 자신 뿐 아니라 가족 또한 진단에 대한 불

확실성과 불안감을 경험한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가족의 지지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추후, 가족들이 함께 중재에 참여한다면 가족들은 경도

인지장애 노인의 증상에 대한 대처방법 및 관리법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며, 경

도인지장애 노인의 지지지체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중재는 경

도인지장애 노인의 가족과 경도인지장애 노인 모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가족을 포함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

한 중재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제약이 없으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이 방문하는 치매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보건소, 

또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언한다. 또한 경도인지장애를 진단 

받은 노인들은 진단 직후 불확실성이 가장 높을 것을 고려하였을 때 진단 받은 

병원 즉, 임상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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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의미있는 자료 주제

1. 최근에 깜빡깜빡

  잊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 “금방 들었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하지요.”

- “음...말하려고 하는 것이 기억 안날 때가 있어요.”

대화 중

단어/내용 

- “한번은 전철을 타러 가야하는데 이쪽방향에서타고 저쪽 방향으로 가서 타는데 분명히 인제 신촌 쪽으로  

   간다고 2호선타려고 갔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 위를 올려다봤는데 화살표 반대로 되어있는 거야.” 

- “가스 불을 켜놓고 TV를 보다가 잊어버려서 주전자도 태워먹고 했지.”

- “청소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청소를 막 하는데 생각도 없이 그 무거운 침대를 뜯어야 했는지,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침대를 갈기갈기 분해, 분리를 해놓은 거에요. 그게 무겁잖아요. 근데 그게 해야 하는   

   건지 안해야 하는 건지 생각도 없었고, 그냥 저거 뜯어서 버려야해 버려야해만 생각했어요.”

집안

정리

- “무엇을 어디다 두었는지 그것을 내가 어디다 두었을까? 하고 생각해요.”

- “뭘 이방에 놔두고 저 방에 갔다가 다시 이 방에서 뭘 가지고 갈라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 방에 왜  

   왔나 하지.”

- “깜빡하는거 살림이지 뭐...물건을 넣어뒀다가 그걸 어디다 뒀나하고.”

-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저한테 물건을 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괜찮은데 그런 거 보면 내가 많이 잊어버리긴 하나봐요.”

- “그런거 정말 많아요. 쓰다가 놔두는 것도, 먹다가 놔두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요.” 

물건의 

위치

2. 깜빡깜빡 잊어버

  렸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걱정이 많이 됐지요. 내가 왜 자꾸 이러나 하면서.”

-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깜짝 놀랐지.” 

- “그냥 내가 왜 이러나. 한심하죠.” 

- “왜 그런 생각이 드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 “진짜 자식들에게 피해는 안 주어야 할텐데.”

- “이제 치매가 오려고 이러나 하고 걱정이 되지요.”

걱정

부  록

<부록 1> 경도인지장애 노인 면담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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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한 거에요.”

- “이게 어떻게 된거냐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깐 너무나 슬픈거에  

   요(울먹이며).”

- “옛날에는 내 자신이 생각해도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바보가 되어가고 있어요(목소리 작아  

   지며).”

-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하면 우울하고 한심스럽고 그랬는데.”

- “그게 참...선생님 앞에서 이런 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항상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 생각 밖에 없어요(한숨).“

우울

- “불안하죠.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까?”

- “치매에 걸리는게 아닌가 불안하고 걱정되죠. 애들도 치매 걸릴까봐 벌벌떨죠.” 

- “뭘 잊어버리고 찾고 있으면 애들이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해요. 정신차리라는데 기분 나쁘죠. 

   그 말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뭐라고 주변에서 하면 고깝게 생각하고 그냥 기분이 나쁘고 그래요.”

- “생각을 하면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기가 막히니깐 웃는 거에요.”

불안

- “남한테 이상한 행동 안보이려고, 이런 모습 안보이려고.” 

- “이런 일을 계기로 내가 더 신경써야지 해요. 정신을 차릴라고.”

- “아~ 그래도 지금 이정도만 되고 더하지만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죠.”

- “더하지 않고 이정도만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노력을 하면 기억력이 되돌아올까?”

- “그래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 그래도 뒤늦게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나는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성당에 다니니깐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요.” 

- “다음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자 생각해요.”

양가감정

3. 현 상태에서 

  치매에 대한 생각

  은 어떠신가요?

- “아~(생각하다가) 불확실하다.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 “치매에 대해 잘 모르니깐 너무 불안하잖아요.”

- “이것은 불치병인가? 아닌가? 잘 모르니깐 불안하고 막막하죠.”

- “나는 막 정신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들이 눈에서 사사삭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괜히 막 불안해 지는거야.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 “그런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약을 미리서 써  

   야하나. 이런 불안(말끝을 흐리며).”

- “치매라는게 언제 올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불안하죠. 지금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날 모르죠.”

- “지금상태로 유지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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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에도 안 좋다고 하니깐, 그런데 나는 치매 걸리는 것은 괜찮은데 그 전에 정리 못하고 갈까봐 그게   

   걱정이죠(한숨). 쓸 때 없는 소리를 내가 자꾸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 “아플까봐 걱정이 되요. 지금은 아프지는 않은데, 더 기억력이 나빠질까봐,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니깐, 애기 아빠가 갑자기 죽었거든....(한 참 머뭇거리다) 한 삼년 됐나봐. 그런데 나도 그럴지 모르니  

   깐 미리서 애들한테 이야기해놔. 땅, 집 그런 거 치매 걸릴까 싶으니깐 돈을 통장을 줄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지금은 관리하는데 자식들 줄까싶어. 이제는 넘겨줘야겠어. 미리서 줄 것 빼놓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속이 편할 것 같아.” 

걱정

- “약을 먹으면 낫는 것인가? 좋아지나. 본인도 자신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사람들 말에 오르내리는 것은  

   치매에는 약도 없다. 뭐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인가. 그런 비관적인 것이 많지 적극적인 어떤 대처가  

   없단 말입니다.”

- “치매 뭐 걸리면 엉뚱한 행동하고 그런다하더라고, 이거 걸리면 죽는 거 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뭐.”

절망감

4. 기억력을 유지하

  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 “운동을 하지. 헬스클럽에서.”

- “아! 여기서 배우는 체조 같은 거는 한번 씩 따라해 봐요.”

- “요가 이런 것들 해요.”

운동

- “우리 딸이랑 아들이랑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무조건 종이에 다 쓰라는 거야. 그러면 100만  

   원 준다고. 내가 돈을 좋아하니깐(웃음), 그런데 100만원이고 뭐고 잘 안 써져. 글씨도 작고하니깐.”

- “여보,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별도로 빼놓아야 겠어. 나 좀 도와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을 때는 전혀 말도 걸지 않고, 밥도 자기가 차려서 잡숩고, 설거지도 깨  

   끗이 해놓고.”

- “북가좌동 보건소에서는 뭐 숙제를 내주고 그래. 그거 도움 되지.”

- “숙제를 내주면 내가 집에 가서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 숙제를 내줘야 되요. 이런 대서는 그래야 내가  

   쉬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숙제를 안내주면 거기서 배우기만 하고 내가안 해버려요. 숙제 많이 내주면 나  

   는 좋겠어요. 숙제있으면 잠을 안 자고라도 하는데.”

- “선상님들이 이것저것 가르쳐주시고, 따라서 다는 못하지만은 그도 이렇게 잘 배우겠다고 앉아 있는 거 이  

   렇게 책이라도 이렇게 보고, 그런 것이 즐겁고 좋아요.”

- “신문읽기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글씨가 작으니 눈이 나빠가지고 돋보기를 쓰면 눈이 아파서 안보이고. 그  

   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요가, 한문 이런 것들 하거든요.”

- “여서 배운 거를 한번 해봐야 것다. 라고 생각하지만 책을 펴고 보면 멍청이 같이 못해. 생각이 잘 안 따  

   라와요.”

두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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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특별하게 하지는 않아요. 특별히 숙제가 없으면.”

- “소설책 같은 것 봐요.”

- “난 메모안하면 못살아.” 

- “아~~인제 이날 와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려고 달력에 체크하고, 기억하고 이날 뭐뭐를 한다에 대한 생각  

   을 더듬게 되고, 이런 면에서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 “내가 꼭 잊어버리니깐 전부 메모를 하거든요.”

- “우리 자식들이 소파 위 거실에 칠판을 달력으로 크게 달아 줬어요. 몇 일날, 몇 시에 어디가고, 이런거 칠  

   판에다 적어놔요. 소파 위니깐 생활하면서도 자꾸자꾸 보게 되니깐 애들이 자꾸 해주니깐 고맙지.”

메모활동

(기록활동)

- “그래서 나는 뭐가 있다고 하면 내가 일하는 사람도 아니니깐 뭔가 배울게 있다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배우려고 해.”

- “성당에 다녀요. 그런데 지금은 한 두어 달 못 갔어요.”

-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고, 집에 있으면 먹기만하고 머리가 무겁고 그냥 집에서는 자버리게 되는거에요. 그  

   래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하고, 그래서 그냥 길을 다니다 보면 갑자기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날 때도 있  

   고, 산에도 가다 보면 언제가 잊어버렸던 것이 머리를 싹 스쳐가는 거에요.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집  

   에 있지 않아요.”

- “나는 절대 집에 있지 않아요. 복지관에도 가서 뭐가 프로그램 있나 막 찾고, 복지관에서 설명해 주면 적  

   어달라고 했다가 집에 와서 달력 옆에 딱 붙여놔요 잊어버리니깐 그래가지고 기억을 이렇게 하고.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고 다니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 “한의원가고 친구모임에도 가고, 뭔지 몰라도 집에 있는 것 보다는 정말 나아.”

- “성당에 다니면서 내가 노인대학을 다니는데요. 거기서는 각 반이 있어요 레크레이션, 음악 등. 나는 성당  

   에서는 머리 쓰기 위해 색종이 접기 반을 가요.”

- “우리 애들이 무조건 엄마가 다니고 싶은 거 읽고 다니면서 다녀. 엄마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데리러 갈게  

   라면서 애들이 막 힘을 줘요. 엄마가 집 못 찾으면 어디라고만 말해. 두려워하지 말고 집에만 있지 말고  

   돌아다니라고 해요. 그래서 활동 많이 해.”

- “아주 즐거워요. 갔다 돌아오면은 어떨 때는 우리 집 양반이 안가고 싶다고 하면 나는 갔으면 쓰것다고 조  

   르고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그렇게 오고 싶어요. 여가.”

사회활동

- “술을 먹으면 치매의 원인이라 이거야. 담배, 술 먹으면 치매에 걸린다고. 이거 건강365에서 많이 나왔지.  

   지금 끊은지 1년 되나. 여기 오면서 부터는 안 먹어.”

금주, 

금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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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점이 

   궁금하신가요?

- “음. 그게 뭐. 더 이상 기억력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이제 치매관련 초년생  

   이니 이게 제일 궁금하지. 그리고 정보가 우리들한테는 많이 부족해요.”

- “치매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쩐다 저쩐다 지도  

   해 주는 방법이 없는지.”

- “기억력이 떨어져서 되는 치매가 뭔지, 증상이 뭔지 어떤지 구체적으로 그런거, 진짜 어떤 운동을 해야 하  

   는지,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거 그런거.”

- “일단은 여기 와서 그냥 좋다니깐 그냥 참여하는 거지. 정보가 없지.”

- “내가 지금 기억력이 희미하다. 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운동을 먼저 해야 하는 건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인포메이션이 없단 말입니다.”

- “이런한 증상이 왜 나타나는 것인가? 치매가 왜 발생하는 것인가? 원인 그것이 첫 번째 조건으로다 궁금  

   하네요.” 

- “자세하게는 몰라. 학교 다닐 때 친구 집에 그 주인집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대. 그래서 똥 싸고 이렇게 똥  

   을 벽에 붙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만 들어 봤지 진짜는 잘 몰라.”

정보 

부족함

- “정보가 없으니 모르지요. 잘 모르니까는 무슨 거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지.”

- “치매에 걸리면 어떠한 도움이 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하지요. 여기서 교육받으면 다 낫는 거 아닙  

   니까? 치매 약을 먹으면 낫습니까?” 

- “근데 이런 거 약 먹으면 나아요? 치매약이 있나? 잘 몰라요. 나 지금 하얗고 동그랗게 큰 거 먹는데. 이  

   거 먹으면 다 나아요?”

- “실질적으로 아직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운동하고, 책 같은 것 많이 보고 그러  

   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막연함

-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뭐를 많이 해야 하는가? 그냥 애들이 책 읽고 머리 많이 쓰라고 해서 그것만 알  

   고 있지. 더 깊이는 지금 내가 모르고 있어요. 그냥 배워야 치매에 안 걸린다고만 알고 있어요.” 

- “우리 친정아버지가 치매를 앓았어요. 10년 정도를 앓다가 가셨는데 그게 유전인지 참 궁금해요.”

- “치매는 저번에 한번 강의를 들었는데 비타민을 먹지 마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종합비타민   

   효과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나쁘다고 하시고,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 졌는지 설명은 안 해주시고.”

- “나는 치매 예방하려면 뭐 골고루 먹고 운동을 하라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숨이 헐떡헐떡 할   

   때 까지 하라는 건지 솔직히 말해서 산타거나 런닝머신 하지 않는 이상 숨이 헐떡거리지 않아요. 그렇게  

   숨차지 않아요.”

애매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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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내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 자식들한테 하기는 좀 그래요.”

- “저는 그냥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것이 참 마음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을 가족 부인이나 

아들에게 말하기 힘든데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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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연구목적

연구

설계

대상자
결과변수/측정도구 결과

실험군(n) 대조군(n)

한주현 

외

(2008)

본 연구는 다요인 인지능

력 향상 프로그램이 경도

인지장애 노인의 객관적 

인지능력과 주관적 평가

에 효과를 미치는지 검증

하기 위함이다.

비동등성 

대조군

사 전 - 사 후

설계

다요인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n=17)

중재없음

(n=15)

1. 객관적 인지능력 평가

1) 언어기억검사

    (서울언어학습검사, SVLT)

2) 시각기억검사(얼굴기억 검사)

3) 시공간검사: K-WAIS의 토막짜기

2. 주관적 평가

1) 기억 통제감 평가(MCI)

2) 주관적 기억문제 호소평가(S-SDQ)

3) 기억법 사용평가(MFQ)

4) 인지활동평가: 인지자극 활동목록

5) 단축형 노인우울 척도(KGDS)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언어기억, 얼굴기억, 시공

간 능력검사인 객관적 인

지기능 수행과 기억통제감

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기억에 대한 주관적 불편

감이 유의한 수준으로 감

소하였다.

신형수

(2011)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스위스볼 운동 프로그램

을 적용시킴으로 이들에 

대한 하지기능의 유의성

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비동등성 

대조군

사 전 - 사 후

설계

스위스볼 

운동

프로그램

(n=17)

중재없음

(n=17)

1. 치매평가

1) 치매임상척도(CDR)

2) Hachinski 허혈지수

2. 하지기능평가

1) One Legged Stand(OLS)

2) Timed Up & Go(TUG)

3) Sit-To-Stand(STS)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프로그램 참여 전, 후에 

있어 하지기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조군

에 비해서도 하지기능

(OLS, TUG, STS)이 향상

되었다. 

홍인숙 

외

(2011)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시니어-에어로빅스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인

지기능과 생리지표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단일군 

사 전 - 사 후

설계

(시계열)

시작전, 

6, 12주

시니어-

에어로빅

스 

프로그램

(n=8)

1. MMSE-K

2. 혈중 생리지표 인자

- EGF, IL-3, IL-11, RANTES

시니어-에어로빅스 운동

에 참여 12주에는 운동 

전보다 인지기능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으며, 혈중

생리 지표 EGF, IL-3은 

운동 시작 전 보다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부록 2>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 통합적 문헌고찰

■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국내문헌: 총 1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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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주

김옥수

(2014)

본 연구는 웃음요법병합 

인지강화프로그램이 경도

인지장애 노인의 자기효

능감, 우울,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비동등성 

대조군 

사 전 - 사 후

설계

웃음요법

인지강화

프로그램

(n=18)

중재없음

(n=18)

1. 자기효능감(GSES)

2. 우울(KGDS)

3. 인지기능

1) 전반적 인지기능(MoCA-K)

2) 전두엽 실행기능(K-CWS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자

기효능감이 프로그램 후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은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한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전두엽기능도 두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주연

(2012)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짐볼 운

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하

지기능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

다. 

비동등성 

대조군

사 전 - 사 후

설계

짐볼운동

프로그램

(n=18)

중재없음

(n=12)

1. 인지기능(MMSE-K)

2. 하지기능

1) 외발서기(One Legged Stand)

2) 직선보행(Tandem gait test)

3) 왕복걷기(Time up and go)

4) 의자 일어났다 앉기

   (Sit to stand test)

3. 안정성 한계

4. 근활성도(MP150)

5. 우울(GDS)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대조군에 비해 MMSE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

으며, 하지기능 중 외발서

기 시간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고, 직선보행, 왕복걷

기, 의자 일어났다 앉기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 또한 신체중심이동 면

적이 유의하게 감소하였

고, 면적당 신체중심 이동

길이, 근 활성도도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

로 우울은 실험군이 대조

군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 

이유진

(2014)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스위스

볼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노인들의 하지기능 및 인

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비동등성 

대조군

사 전 - 사 후

설계

스위스볼

프로그램

(n=15)

중재없음

(n=15)

1. 인지기능(MMSE-K)

2. 하지기능

1) 외발서기(One Legged Stand)

2) 직선보행(Tandem gait test)

3) 왕복걷기(Time up and go)

4) 의자 일어났다 앉기(Sit to stand 

test)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대조군에 비해 인지기

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며, 왕복걷기, 눈감고 외발

서기, 직선보행하기, 의자

에 앉았다 일어나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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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연

양은아

(2013)

본 연구는 치료적 음악활

동이 경도인지장애 노인

의 기분상태 및 무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비동등성 

대조군

사 전 - 사 후

설계

음악치료

프로그램

(n=8)

중재없음

(n=8)

1. 인지기능(MMSE-K)

2. 기분상태검사(K-POMS-B)

3. 무력감

치료적 음악활동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프로그램 후 기분상태 및 

무력감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

분상태가 개선될수록 무력

감이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찬복

(2011)

본 연구는 탄성밴드 운동

이 Apo E4를 가진 경도

인지장애 고령여성의 기

능체력, 치매척도 및 심

혈관계 위험인자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비동등성 

대조군

사 전 - 사 후

설계

탄성밴드 

운동

(n=17)

중재없음

(n=17)

1. 신체조성(신체적 특성)

2. 체력변인: 근력, 근지구력, 

   전신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동적평형성

3. 심혈관계 위험인자: TC, TG,

   HDL-C, LDL-C

탄성밴드 운동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기능체력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며, 치매척도에서 

시간지남력, 언어능력, 기

억등록능력과 언어지연 회

상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또한 심혈관계 위험

인자 중 TG, LDL-C가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조은영

(2013)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자의 인지기능

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

하여, 인지기능 감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이

루어지는 인지훈련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

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비동등성 

대조군

사 전 - 사 후

설계

인지훈련 

프로그램

(n=11)

중재없음

(n=10)

1. 인지기능(CERAD-K)

2. 노인우울척도(GDS-K)

3. 불안

4. 일상생활에서 기억문제 발생빈도

5. 인지기능 향상 습관

인지훈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인지점수가 

증가, 기억문제 빈도는 감

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으며, 우울과 불안은 

실험군과 대조군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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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김수경

(2013)

본 연구는 시간차 회상훈

련과 오류배재학습을 병

행한 훈련이 경도인지장

애 환자의 기억력향상 수

단적 일상생활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단일군 

사 전 - 사 후

설계

오류배재

학습 

병행한 

시간차 

회상훈련

(n=16)

대조군

없음.

1. 숫자외우기 검사(Digit Span Test)

2. 수단적 일상생활(PGC IADL)

- 전화사용, 물건구입, 투약관리

- 음식준비, 세탁, 교통수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대조군에 비해 따라외

우기와 거꾸로 따라 외우

기 능력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고, IADL 평가에서는 

8가지 항목 중 전화사용, 

물건구입, 투약관리 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김명숙

(2014)

본 연구는 범 이론의 행

동변화단계를 기반으로 

적합한 신체/인지/정서적 

활동을 통합하는 인지중

재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이를 제공하여 인지기능/

치매지식/예방행위/자기

효능감/우울/삶의질의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비동등성 

대조군

사 전 - 사 후

설계

인지중재

프로그램

(n=28)

중재없음

(n=24)

1. 인지기능(MoCA-K)

2. 치매지식

3. 치매예방행위

4. 자기효능감

5. 우울(PHQ-9)

6. 삶의 질(GQOL-D)

인지중재프로그램에 참여

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

해 인지기능, 치매지식 점

수, 치매예방행위, 자기효

능감, 삶의 질 점수가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우

울은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홍순국

(2013)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신

체조성, 체력, 골밀도, 뇌

파, 인지기능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비동등성 

대조군

사 전 - 사 후

설계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

MCI

(n=12)

정상군

(n=12)

중재없음

MCI

(n=10)

정상군

(n=13)

1. 체력

1) 심폐지구력

2) 근력(상체/하체)

3) 유연성(상체/하체)/ 민첩성

2. 골밀도

3. 신경심리검사

1) 레이 15항목 기억검사

2) 숫자외우기 검사

3) 통제단어 연상 검사

4) 스트룹테스트

경도인지장애 군은 정상군

에 비해 프로그램 참여 후 

골감소증 유의하게 감소하

였으며, 심폐지구력/상체/ 

하체근력/하체유연성/민첩

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적용 후 뇌

파에서 세타파의 부분적인 

감소와베타/베타 1/2/SMR

파의 부분적인 증가현상을 

보였다. MCI군에서 신경

심리검사결과 유의한 변화

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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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

중재

내용 기간 빈도 시간 장소 수행자

한주현 

외

(2008)

다요인 인지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고선규와 권정혜(2007)의 ‘지역사회 노인을 위

한 다요인 기억 향상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수정·보완(시공간 능력 향상 위한 훈련

요소 첨가)한 것으로 기억기능 등의 인지기능에 대한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신념의 

인지적 재구조화, 인지능력향상 기술훈련(언어기억, 얼굴기억, 시공간 능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제언: 복합중재 및 집단치료 필요함. 프로그램 후에도 일상

적인 행동변화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선호도와 필요한 정보를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일과제와 기억법과 같은 기술사용과 인지활

동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회기마다 첨가하여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

제 생활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5주
10회

(주 2회)

60-

90분

K대학

병원

신경과 

외래

연구자

신형수

(2011)

스위스볼 프로그램은 준비운동, 본운동, 정리운동으로 구성되며, 준비운동과 정리운

동은 관절의 유연성 증진을 위해 동일하게 스트레칭을 실시하였으며, 운동 중 피험

자의 체력을 고려하여 각 세트 사이에 5분의 휴식시간을 두었다. 각 운동은 쉬운 

동작부터 어려운 동작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누워서하는 볼, 볼 위에 

앉아서 하는 볼, 벽을 이용한 볼 운동을 실시하였다. 운동의 강도는 Borg의 운동자

각도를 기준으로 ‘약간 힘들다’고 느낄 정도 실시하였다.

12주
24회

(주 2회)
50분 없음 연구자

홍인숙 

외

(2011)

시니어-에어로빅스프로그램은 ACSM(2000)따라 주관적 운동강도 11-15로 약간 

가볍다에서 힘들다 수준으로 동작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운동프

로그램은 60분으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각각 10분씩 음악에 맞추어 유연성체조

를 실시하였으며, 본 운동은 40분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신체조절리듬운동/지

능개발운동/게임놀이 개발훈련/신체자극운동/관찰력/기억력개발운동으로 구성되었

다.

12주
36회

(주 3회)
60분

노인

복지관
연구자

■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효과 (국내문헌: 총 1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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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주

김옥수

(2014)

1. 웃음요법: 준비, 도입, 진행, 종결단계로 구성되며, 처음에는 앉아서 동작을 익힌 

후,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웃음율동을 진행하고 율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

도하도록 하며, 얼굴근육을 제대로 이용하여 웃는 법, 나를 자랑하고 남 칭찬하여 

웃음 짓기, 재미있는 행동 표정으로 웃음 짓기, 게임을 통하여 웃기 등을 수행하도

록 함 2. 인지강화 요법: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시간, 장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지남력 훈련으로 프로그램 당일, 

다음 주 날짜 확인하기, 제시된 메모 기억하기 등을 수행하도록 함.3. 자기효능감 

증진 요법: Bandura(1993)의 자기효능기대의 원칙 4가지(성취경험, 언어적 설득, 

대리적 경험, 정서적 각성)를 통해 진행함.* 제언: 개근상 또는 정근상과 같은 성취

감 줄 수 있는 것 제시, 지속적 학습이 가능한 다양화된 프로그램이 필요.

8주
8회

(주1회)
90분

치매

지원

센터

웃음치료

1급 

자격소지

간호사

인지훈련

:연구자

(경력간

호사)

이주연

(2012)

짐볼 운동프로그램은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준비운동 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상체, 하체, 어깨, 복부, 허리 등을 충분히 스트레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본 운동에서는 쉬운 동작부터 어려운 동작까지 3단계로 나누

어 실시하고, 누워서 하는 볼 운동, 볼 위에 앉아서 하는 볼운동, 벽을 이용한 볼 

운동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리 운동은 준비운동과 동일하게 스트레칭을 수행

하였다.(본 프로그램은 재활체조연구회의 “피트니스 스트레칭과 재활체조요법”을 

기초로 구성하였음)

12주
24회

(주 2회)
50분 없음 연구자

이유진

(2014)

스위스볼 프로그램은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시 관철의 유연성 증진하기 위해 동일

하게 스트레칭을 수행하였으며, 본 운동 시 쉬운 동작부터 어려운 동작까지 3단계

로 나누어 수행하였다(누워서 하는 볼 운동, 볼 위에 앉아서 하는 볼 운동, 벽을 이

용한 볼 운동) 대상자의 체력을 고려하여, 각 세트 사이에 5분간의 휴식시간을 두

었다.

12주 2회/주 50분 없음

스위스볼 

전문강사 

2인, 

보조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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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연

양은아

(2013)

음악치료프로그램은 초기, 중기, 종결 순으로 구성되며, 소기는 치료사와 대상자 간

에 친밀감을 형성하기, 중기는 성취감을 통해 성공적인 음악경험하기, 종결은 긍정

적인 내용과 마무리를 위한 노래로 선곡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기를 

수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의 무력감 감소에 효과적

인 트로트와 민요 중 노인의 선호곡과 연구자의 노인음악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노

래를 선곡하여 수행하도록 함. * 제언: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긍정적

이며, 성공적인 경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긍정적인 기분을 향상시킬 수 있으

며, 무력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

6주
12회

(주 2회)
50분

노인

주간

보호

센터

음악치료 

전공자인 

연구자

전찬복

(2011)

탄성밴드운동은 준비운동, 본운동, 정리운동으로 구성되며, 강도설정은 RPE수준

11-15와 HRR 40-50%의 운동강도를 자동심박수기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한 후 

설정하였다. 운동군에게 적용한 밴드 색상은 노란생과 빨간색이었으며, 처음 운동

적응기간에는 노란색을 점차 적응해 감에 따라 빨간색을 사용하였다. 준비운동 시 

이완동작을 본 운동 시 각 근력 강화운동을 정리운동에는 스트레칭과 호흡법을 수

행하였다.

12주
36회

(주 3회)
60분

직접

방문
연구자

조은영

(2013)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나덕렬(2012), 분당서울대 병원 재활의학과(2012), 김동연

(2004)의 인지기능 훈련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도입, 교육, 인지기

능강화 훈련, 마무리 4단계로 구성하였다. 도입에서는 프로그램소개 및 지남력확인

을 위한 경험을 나누며, 서로 이해 및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인지훈련을 위해 

ppt 교육을 수행하며, 영역별 기능강화 훈련을 위해 개별적으로 응용문제(길 찾기, 

돈 계산 등), 기억적 훈련(내적/외적)를 풀 수 있도록 하였다. 영역별 기능강화 훈

련 후 휴식시간 후 에세이 요법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마무리 시간에는 프로그램 

동안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포커

스 그룹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나, 추후 대상자의 정서적 반응에 대

한 프로그램의 요구도를 심층적으로 사정하는 질적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프

로그램에 반영하여 대상자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습관유지와 정서반응에 대한 

중재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적 지지(불안, 우울)를 위한 중재도 필요

함.

8주
·16회

(주 2회)
90분

관내 

보건소

보건지

소

연구자

연구보조

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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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김수경

(2013)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테이블에 단어카드를 제시한 후 즉시회상, 45초, 1분 30초, 

3분, 6분, 12분, 24분 간격으로 단어를 회상하여 측정하는데, 단어 회상 성공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실패 시에는 전 단계부터 다시 진행함. 회상시간 사이에는 

과도한 기억력을 요구하지 않는 활동으로 소근육 운동, 집중력, 문제해결능력을 증

진시키기 위한 젠가, 퍼즐 등을 수행하였다. 

4주
20회

(주 5회)

30분

개별

요양

병원

작업

치료실

연구자

김명숙

(2014)

인지중재프로그램은 인지자극, 인지훈련, 인지재활로 구성하였다. 먼저 경도인지장

애에 대한 정의, 증상, 예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하였고, 시작전 노래와 간단한 손

체조를 통해 두뇌자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남력증진을 위해 가족번호, 

신 주소쓰기를 수행하였고, 집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과일, 채소모양 색칠하기, 

종이접기 등을 수행하였다.

* 제언: 쉬운단계에서 점점 어려운 단계로 접근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여 스스로 실

천할 수 있는 행위와 행동변화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자신의 이익에 대한 설

명과 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자신감을 갖고 재

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5주
10회

(주 2회)

60-

90분

노인

회관

연구자

연구

보조원

홍순국

(2013)

저항성 운동은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 순으로 진행된다. 본 운동 시 세라밴드

를 사용하여 수행하며, 세라밴드는 노란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 검은색, 은색, 금

색으로 점진적인 저항을 단계별 시스템으로 하여 강도를 구성하여 수행하였으며, 

강도는 밴드의 늘어난 길이를 기초로 하였다.  

12주
24회

(주 2회)
60분

복지관

강당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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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연구목적

연구

설계

대상자
결과변수/측정도구 결과

실험군(n) 대조군(n)

Joosten

Weyn

Banningh

et al

(2008)

경도인지장애 노인과 그 가

족들(의미있는 사람)들을 통

한 그룹중재를 통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단일

그룹 

사전-사후 

설계

MCI=23

MCI

가족=23

없음

Distress mood(GDS)

Acceptance & 

Helplessness(ICQ)

Marital satisfaction

Alertnessto memory failure 

and behaviour change

Sense of Competnece(SCQ)

그룹치료를 받은 후 받기 전 

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할 

수 있다는 역량감과 결혼생활

에 대한 만족도, 기억과 행동 

문제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Wei & Ji

(2014)

핸드볼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

능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함이다.

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MCI=30 MCI=30
MMSE, ADL

(PSMS, IADL)

핸드볼 프로그램 결과 실험군

은 3, 6개월 후 모두 대조군

에 비해 MMSE점수는 증가하

였으며, ADL점수는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Suzuki 

et al

(2013)

복합운동프로그램이 경도인

지장애 노인의 기억력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

이다.

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amnestic 

MCI=46

other

MCI=44

MMSE, ADAS-cog(일반적 인

지기능)

WMS-R(logical memory): 스

토리기억하기

운동중재는 logical memory

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일반적인 인지기능을 유지시

키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단

일영역 MCI에게는 전체적인 

brain cortical atrophy를 줄

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yer 

et al

(2014)

두 개의 다른 강도를 가진 

에어로빅 운동이 경도인지장

애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6개월 후

F/U)

MCI_A=

17(HRR 

40%)

MCI_B=

15(HRR 

60%)

MCI_C=

15

(recreation)

MMSE, Time up & Go

본 연구결과 그룹A, B는 중재 

후 MMSE의 점수가 증가하였

고, TUG가 감소하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

■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국외문헌: 총 1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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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mura

et al

(2013)

신체적 수행인 운동중재가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

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함이다.

단일그룹 

사전-사후 

설계

MCI=44 없음 MMSE, Time up & Go, GDS

본 연구결과  TUG와 참석률, 

MMSE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으며, TUG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참

석률과 MMSE로 나타났다. 추

후, 각 인지수준에 적합한 운

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

Law

et al

(2013)

새로운functionaltask-based 

운동프로그램이 경도인지장

애 노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단일그룹 

사전-사후 

설계

(시계열)

MCI=11 없음

Cognitive status examination

Verbal fluency test(animal)

Chinese version of the 

verbal test

IADL, Problem in everyday 

living test

본 연구결과 프로그램 적용 

후 인지기능, 언어기능, 기억

증진, IADL,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능력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Sugano

et al

(2012)

운동프로그램이 경도인지장

애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

다.

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MCI=31
중재없음

=13

IADL, LSNS

(Socail Network Scale)

5-Cog

본 연구결과 운동, 인지중재를 

받은 그룹은 중재를 받지 않

은 그룹에 비해 cued 

recall(memory)기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증진되었다.

Cross

et al

(2012)

본 연구는 음악치료와 댄스

치료가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단일그룹

사전-사후 

설계

(시계열)

MCI=100 없음

BDI

Recognition Memory

Test-Faces

본 연구결과 음악치료와 댄스

치료는 우울을 감소시키고 인

기기능을 증진시키는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

었다. 그러나 이 둘 중 음악치

료보다 댄스치료가 우울정도

를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인지기능 또한 더 향상

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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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jas 

et al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CIP(cognitive intervention 

program)이 MCI환자의 인

지기능에 효과적인지 알아보

기 위함이다.

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1년 F/U)

MCI=24 MCI=22
MMSE, CDR, Boston Naming 

Test 

본 연구결과 중재를 받은 실

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언어말

하기(Boston Naming test)와 

의 미 유 창 성 ( S e m a n t i c 

fluency)에서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Belleville

et al

(2006)

인 지 기 능 훈 련 ( e p i s o d i c 

memory)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함이다.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MCI=28 MCI=17

주관적 기억력사정, 

episode memeory,

verbal fluency, face-name 

recall

인지기능훈련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에피소드 기억을 수행

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인지

훈련 시  복합적요소를 포함

시킨 중재가 효과적이다.

Hyer 

et al

(2014)

인지기능훈련이 경도인지장

애 노인의 working 

memory와 집중력을 증가시

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함이다.

단일그룹

사전-사후 

설계

MCI=112 없음 IADL, RBANS-B,C

본 연구결과 holistic프로그램

에 참여한 경도인지장애 노인

들은 위험도가 낮을수록 효과

적임을 나타냈다.

Carretti

et al

(2013)

본 연구는 working 

memory 프로그램이 경도인

지장애 노인에게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MCI=10 MCI=10

List recall, CWMS 

intrusions,

Pattern comparison, Cattell 

test.

본 연구결과 working 

memory 프로그램을 통해 경

도인지장애 노인들의 list 

recall 능력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였으며,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

해 개인생활의 수행능력이 증

가되었다.

Rovner

et al

(2012)

본 연구는 인지, 신체, 사회

활동이 African american경

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데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기 위함이다.

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시계열)

MCI=100 MCI=100

Hopkins Verbal Learning 

Test(episode memory)

Everyday Cognition Battery

ADCS-ADL-PI

IADL, GDS, QoL

본 연구결과 behavior 

activation를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가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일상생활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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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

중 재

내 용 기간 빈도 시간 장소 수행자

Joosten

Weyn

Banningh

et al

(2008)

중재는 인지행동 치료의 원리에 따라 psychoeducation과 기억재활을 혼합하여 

수행하였다. 중재는 5-8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진행하였다. 그룹의 참여자는 

대상자의 파트너, 자식, 친구 등이 모두 포함되었고, 중재는 MCI에 대한 교육과 

대처방법 증상에 관한 지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두 시간 수업 중 90분은 대상

자와 가족, 친구 등을 각각 두 그룹으로 나누어 중재하고, 나머지 30분 동안 함

께 만나 중요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였다.(MCI에 대한 불확실한 진단, 대처방법

에 대한 교육, 역할극등)

10주 10회
2시간

(회)

병원 

이외 

장소

연구자에게

지도감독받은 

심리학자들로 

구성

Wei & Ji

(2014)

실험군에 toss(한 손으로 위로 던지고 받기/5분 warming up), hit(탁구공을 테

니스라켓으로 테이블 바닥에 내리치기), bounce(그룹을 나누어 볼을 바닥에 바

운스 주며 두드리기), pass(참가자 모두 둥글게 서서 공을 잡고 옆 사람 이름을 

부르며 넘기기), grab(테이블에 있는 테니스공을 바구니에 넣기, 가장 공 많이 

넣은 사람이 승리), field going(지정자리에 서서 공을 정해진 바구니에 던져 넣

기), roll(다른 두 색을 공을 한 손에 놓고 굴리고, 하나의 색 공에 집중하도록 

함), pinch training(작은 콩을 입구가 작은 병에 손가락으로 잡아서 넣고 숫자

세기)을 수행함.

6개월
5일

(주)

30분

(회)

요양

시설

연구자로부터 

트레이닝 

받은 간호사,

재활치료사

Suzuki 

et al

(2013)

복합운동프로그램은 에어로빅운동, 근육강화운동, 자세균형유지 운동, 이중운동

이 포함된다. 운동프로그램의 목적은 운동을 증진시키고, 행동변화에 목적을 둔

다. 각각의 운동은 16-17명이 함께 하며, 처음 10분은 warming up시간과 스

트레칭을 함께 하고, 나머지 20분은 근육강화 운동을 수행한다. 그 이후 에어로

빅, 자세균형, 이중운동을 60분긴 수행하도록 한다.

6개월
2일

(주)

90분

(회)

훈련받은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

Hyer 

et al

(2014)

에어로빅프로그램은 5분 동안 warm-up, 20분 동안 누워서하는 사이클을 수행

(첫 session이후 할 수 있다면 시간을 증가시킴)하고, 5분 동안 스트레칭을 수

행하도록 하였다(에어로빅 강도 40%, 60%).

3개월
3일

(주)

30분

(회)

요양

시설

훈련받은 

물리치료사 

개별지도

■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효과 (국외문헌: 총 1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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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mura

et al

(2013)

운동프로그램은 에어로빅운동(계단 오르기, 오래걷기), 근력강화운동, 자세균형

훈련 등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시간구성은 10분은 warm-up과 스트레칭을 

수행하며, 20분 동안에는 근력강화운동을 나머지는 에어로빅, 자세균형훈련을 

60분 동안 수행한다. 1-8주는 심박수 최대 40%로 9주부터는 60%로 증진시킨

다.

6개월
2일

(주)

90분

(회)

요양

시설

노인전문재활 

물리치료사 

2명

Law et al

(2013)

FcTSim프로그램은 working memory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5가지 레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첫 번째는 앞에 물건을 배치하고 뒤에서 수집

하기, 시계방향으로 놓고 반시계방향으로 수집하기, 한 손으로 배열하고 한손으

로 수집하기, 이를 반복하기, 양손을 사용하여 배치, 수집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10주
1일

(주)

60분

(회)

훈련받은 

치료사

Sugano

et al

(2012)

운동프로그램은 warm-up 10-20분, 모든 몸의 운동과 공을 이요하거나 리듬에 

맞춘 동작 등을 수행한다. 인지기능 프로그램은 에피소드를 기억하게 하고, 집

중할 수 있도록 하여 개개인의 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한다.

2개월
2일

(주)

60분

(회)

훈련받은 

치료사

Cross

et al

(2012)

음악치료는 평일 아침 10시에 30분 동안 CD로 음악을 듣도록 하였으며, 댄스

치료는 같은 음악에 남자, 여자 대상자들이 몇 개의 짧은 댄스를 수행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댄스는 혼자하거나 파트너와 함께하거나 그룹으로 수행하였으며, 

재즈, 살사, 스윙 등 다양한 춤을 수행하였다.

2주
5일

(주)

30분

(회)

요양

시설
연구자

Rojas 

et al

(2013)

인지중재프로그램(CIP)는 인지자극훈련과 인지훈련으로 구성된다. 인지자극훈련

은 그룹활동으로 인지기능을 증진시키고 사회적인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주마다 반복적으로 에피소드를 기억하게 하고 코딩하는 전략, visual 

imagery, 문장 구성등에 대한 수행을 한다. 인지훈련은 대상자를 최상의 인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화 시키는 전략으로 자신의 기억에 대한 매커니

즘을 이해하고 인지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6개월
2일

(주)

120분

(회)

병원 

외래

기억

클리닉

2명의 

신경심리학자

Belleville

et al

(2006)

다양한 요소를 포함시킨 중재로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집중력을 훈련하고, 다른 

암기법들을 다양한 기법을 통해 교육하며, 스스로 기억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

로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상상하며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이완법과 상

상법을 교육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fading교육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치료자가 

참여자에게 지지나 cue를 감소시켰다.

2개월
1일

(주)

120분

(회)

3명의 

신경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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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r 

et al

(2014)

본 연구의 프로그램(holistic)은 인지기능 훈련과 건강한 삶의 위한 중재가 포함

된다. 인지기능훈련은 기억, 집중, 주의로 구성되며, GUP+Link로 얻고, 사용하

고, 실생활에 적용하고 이것들을 연결하여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해소, 운동, 이완/명상, 식단, 사회적지지, 

identity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를 포함하였다.

6주
1일

(주)

120분

(회)

기억

클리닉

훈련받은 

치료사

Carretti 

et al

(2013)

working memory 프로그램은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처음에 세 개의 단어 시리

즈 리스트를 제공하고 동물이름을 들려준다. 그리고 들려준 단어들을 기억하게 

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더 긴 단어를 네 개의 단어 시리즈를 들려주고 기억

하도록 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동물리스트를 들려주고 마지막 기억단어, 첫 

번째 기억단어를 반복하며 기억하도록 한다.

5주

(1,5

주는 

test)

1일

(주)

30-40

분(회)
클리닉 연구자

Rovner

et al

(2012)

본 연구 프로그램은 behavior activatio(BA)와 supportive therapy(ST)로 구성

되어 있다. BA에는 대상자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며 스

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먼저 목표를 정하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행동 및 인지기능을 위한 훈련(교회가기, 하루에 한 시간 

뜨개질하기)을 수행한다. session이 끝난 후에는 3개월 동안 CHW(community 

health worker)가 booter session을 갖는다.

2-3

개월

2일

(주)

30-40

분(회)
집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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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소개(프로그램명: ‘뇌가 제일 잘 나가’)

교육목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한다.

교육내용
프로그램 일정 및 진행사항 소개

그룹구성원 이름 외우기

사전 조사 수행하기(pre-test) 

<부록 3>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도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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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교육): 뇌의 구조와 기능 

교육목표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 질환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본적인 뇌의 구조

와 기능을 이해한다.

교육내용
- 인지관련 뇌의 구조와 기능

- 자신의 뇌 구조 그려보고 색칠하기

<부록 4>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교육영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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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인지자극): 회상주제 ‘꽃’ 

교육목표
다양한 꽃에 대한 회상(향기, 촉감, 피는 계절, 꽃말 맞추기)을 통해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교육내용

- 가장 좋아하는 꽃 고르기(꽃집 팜플렛 이용)

- 꽃의 향기, 촉감, 피는 계절, 꽃말 맞추기

- 꽃 도안 색칠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꽃 이름으로 빙고

<부록 5>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인지자극 영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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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과제책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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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연구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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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연구도구 승인서

1. 불확실성(Mishel, 1981)

1-1. 불확실성 번역본(정재원 등, 2004)

2. 불확실성을 통한 성장(Mishel & Fleury, 1997)

3. 주관적 기억력문제 호소(최성혜, 나덕렬, 오경미 & 박병주, 1999)



- 121 -



- 122 -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김두리 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경도인지장애(MCI)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에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본 연구 참여를 결정하시기 전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학술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연구이며,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신 후 결정

  하시면 됩니다. 언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참여결정은 귀하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모든 사항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귀하에게

  문제되지 않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중에도 귀한시간을 내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자: 김 두 리 드림

<부록 9> 연구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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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대상자 

날 짜 년      월      일

성 명 (서명)

연구자

날 짜 년      월      일

성 명 김두리 (서명)

연락처 010-93**-****

연구대상자 동의서

l 본인은 상기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기밀성 및 익

명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l 본인은 상기 연구에 대한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 1부를 제공받았습니다. 

l 본인은 상기 연구과 관련한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l 본인은 상기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연

락처를 받았습니다.

l 본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l 본인은 상기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l 본인은 이 정보가 향후 기타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l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지 않거나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

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록 10> 연구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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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

  귀하는 본 연구 참여를 결정하시기 전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본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학술적 목적으로 시행되며, 본 설명서는 연구내용과 

연구에 참여하실 경우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심사숙고하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언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

시면 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참여결정은 귀하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모든 사항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귀하에서 문제되지 않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1.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2. 연구 대상자 수 및 연구 기간 

   · 본 연구는 총 50명의 대상자가 참여하며, 본 연구의 총 연구기간은 IRB 승인이후~2016

년 8월 31일이며, 본 연구에 중재 참여기간은 2016년 2월 15일~ 2016년 3월 25일(6주)

까지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 가능한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 참여, 설문지 작성에 동의

한 65세 이상 노인이며, 현재 정신과적 질환이 없고 언어 및 청각장애가 없으며 두부손상

의 병력이 없는 자, 주관적 인지장애가 있고, MoCa-K 23점 미만, 나이 및 교육수준에 비

해 비정상적인 기억력 장애(MMSE-DS 측정)가 있는 자입니다.

3.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한 실험연구로 귀하는 1회당 약 60~80분, 총 12회(2회/주) 진행하게 됩니다. 귀

하는 불확실성 관리 프로그램 시작 전과 프로그램 종료 후 2회 설문지 작성과 인지능력 

측정을 받게 됩니다. 

4. 연구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실제적인 요구도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낮추고 더 나아가 이들의 건강증진에 기

여할 것입니다. 

<부록 11> 연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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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위험성 

   · 귀하께서 설문지에 관한 답변을 하는 동안 약 30-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

각되어 이에 대한 불편감이 예견되나, 이 외에 다른 연구와 관련된 위험성은 없습니다.

6. 연구대상자 보호

   ·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에 수집되는 귀하의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출판 또는 발표되는 경우에도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 본 연구책임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귀하의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귀하의 의무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자유로운 참여 동의와 동의 철회 가능성

   · 귀하께서는 연구에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으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귀하께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실도 없을 것입니다. 

8.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따른 발생되는 비용 및 보상

   ·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시게 되면 총 12회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경도인지장애와 관련된 

교육자료와 간식이 제공되며, 12회 프로그램을 마치고 협조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으로 약소하지만 수료증과 함께 10,000원 상당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9. 연구책임자 연락처

   ·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 연구자 성명 : 김두리

  - 연구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간호대학, 406호

   - 연구자 전화번호 : 010-93**-****

   - 연구자 e-mail : kim*****@gmail.com

10.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락처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한 연구입니다.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02-2227-7909 / nursingirb@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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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1 2 3 4 5

2 나에겐 해답이 없는 질문이 많다. 1 2 3 4 5

3 내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확신이 없다. 1 2 3 4 5

4 증상이 얼마나 심해질지 알 수 없다. 1 2 3 4 5

5
나는 의료진이 내 진단에 대해 설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1 2 3 4 5

6 내가 왜 이 치료를 받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7 나는 증상이 있을 때, 내 상태가 어떤지 안다. 1 2 3 4 5

8
어떤 처치나 시술을 언제 받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다.
1 2 3 4 5

9 증상들이 계속해서 있다가 없다가 한다. 1 2 3 4 5

10 나는 설명들은 내용을 모두 이해한다. 1 2 3 4 5

11 의료진들이 내게 설명한 것들은 혼란스럽다. 1 2 3 4 5

12 나는 내 병이 얼마나 오래갈지 안다. 1 2 3 4 5

13 내가 받는 치료는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1 2 3 4 5

14
내가 받는 치료나 약물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알기

어렵다. 
1 2 3 4 5

15
의료진들이 너무 많아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알 수

없다.
1 2 3 4 5

16 내 상태가 계속 변하므로 앞날을 계획할 수 없다. 1 2 3 4 5

17
내 병의 경과가 계속 바뀌므로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다.
1 2 3 4 5

18
치료로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1 2 3 4 5

19
내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의료진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1 2 3 4 5

20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확실치 않다. 1 2 3 4 5

■ 다음 질문들은 귀하가 질병이나 치료 진행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동그라미 표시(O)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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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대개 나는 그날그날 내 상태가 좋을지 나쁠지 안다. 1 2 3 4 5

22 검사결과가 검사 때마다 다르다. 1 2 3 4 5

23 내가 받는 치료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1 2 3 4 5

24
내가 언제쯤 나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다.
1 2 3 4 5

25 나는 대체로 내 진단의 경과를 안다. 1 2 3 4 5

26
치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달라진다.
1 2 3 4 5

27
의료진이 더 찾아낼만한 다른 문제는 없다고

확신한다.
1 2 3 4 5

28
내가 받는 치료는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치료이다.
1 2 3 4 5

29 의료진은 나에게 정확한 진단명을 말해주지 않았다. 1 2 3 4 5

30 나는 내가 언제 좋아질지 혹은 나빠질지 안다. 1 2 3 4 5

31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간호사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

라고 믿는다.  
1 2 3 4 5

32 나는 내 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안다. 1 2 3 4 5

33
의사와 간호사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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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그렇지

않다

간혹

(약간)

그렇다

자주

(많이)

그렇다

1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1 2 3

2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는다. 1 2 3

3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겼을 때 금방 적응하기가 

힘들다.
1 2 3

4
본인에게 중요한 사항을 잊는다(예를 들어 배우자 생일, 

결혼기념일, 제삿날, 등)
1 2 3

5 어떤 일을 해놓고 잊어버려 다시 반복한다. 1 2 3

6 약속을 해놓고 잊는다. 1 2 3

7
이야기 도중 방금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잊는다.
1 2 3

8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1 2 3

9 물건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는다. 1 2 3

10 텔레비젼을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1 2 3

11 전에 가본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1 2 3

12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1 2 3

13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1 2 3

14 돈 관리를 하는데 실수가 있다. 1 2 3

15 과거에 쓰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어졌다. 1 2 3

■ 다음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동그라미 표시(O)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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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정말

동의

하지 

않는

다

어느

정도

동의

하지

않는

다

동의

하지 

않는

다

동의

한다

어느

정도

동의

한다

정말

동의

한다

1
지금의 나의 상황은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1 2 3 4 5 6

2 나는 매일 매일을 즐거움으로 맞이한다. 1 2 3 4 5 6

3 나는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욱 두려워진다. 1 2 3 4 5 6

4 나의 꿈은 이제 나에게 더 뚜렷하다. 1 2 3 4 5 6

5
나는 지금 나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에 더욱 집중하게된

다.
1 2 3 4 5 6

6 내 삶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1 2 3 4 5 6

7
나는 지금의 모든 상황을 “자연스러운 흐름”에 

더욱 잘 맡길 수 있다.
1 2 3 4 5 6

8 나는 이제 삶에 있어서 변화를 더 위협으로 본다. 1 2 3 4 5 6

9 내 우선순위는 지금 바뀌고 있다. 1 2 3 4 5 6

10 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고 있다. 1 2 3 4 5 6

11 나는 삶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갖는다. 1 2 3 4 5 6

12 나는 이제 놀라움을 더 즐겁게 받아들인다. 1 2 3 4 5 6

13 나는 매일의 일상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다. 1 2 3 4 5 6

14
나는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되었다.
1 2 3 4 5 6

15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관점이 넓어지고 있

다.
1 2 3 4 5 6

16 이제 나는 많은 대안들에 대해서도 고려하게 되었다. 1 2 3 4 5 6

17
나는 다가오는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더욱 편안해지고있

다.
1 2 3 4 5 6

18
나는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잘 알게 

되었다.
1 2 3 4 5 6

19 타인과의 관계가 내게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1 2 3 4 5 6

■ 다음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동그라미 표시(O)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0 -

번호 문   항

정말

동의

하지 

않는

다

어느

정도

동의

하지

않는

다

동의

하지 

않는

다

동의

한다

어느

정도

동의

한다

정말

동의

한다

20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
1 2 3 4 5 6

21
내가 하던 몇몇 활동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1 2 3 4 5 6

22 내 미래의 목표는 이제 더 변화 가능해졌다. 1 2 3 4 5 6

23
나는 이제 결국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지 

이제 더 두렵다.
1 2 3 4 5 6

24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이제는 더 유연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6

25
나에게는 이제 각각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 2 3 4 5 6

26 나는 이제 내 자신에게 더 많이 도전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27
내가 과거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1 2 3 4 5 6

28
내 질병의 불확실성이 지금 내가 직면한 가장 큰 

걱정거리이다.
1 2 3 4 5 6

29
나는 이제 병에 걸리기 전만큼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30 나는 내 삶을 위한 새로운 규칙과 목표를 만든다. 1 2 3 4 5 6

31
나는 이제 통제하려 했던 일을 놓아주는 것에 대해 

배우고 있다.
1 2 3 4 5 6

32
나는 이제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미래를 더 존중

한다.
1 2 3 4 5 6

33
나는 예전만큼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6

34 나는 이제 작은 일로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 1 2 3 4 5 6

35 나는 과거만큼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다. 1 2 3 4 5 6

36
나는 지금 예상치 못한 일에 적응하는 것을 배워가고있

다.
1 2 3 4 5 6

37
나는 지금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삶의 긍정적인 

방식으로서 더욱 받아들인다.
1 2 3 4 5 6

38 내 가치는 바뀌고 있다. 1 2 3 4 5 6

39
나는 예전처럼 삶이 예상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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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세

3. 귀하의 종교는? 1) 기독교    2) 천주교     3) 불교     4) 무교     5) 기타

4. 귀하의 교육수준은? 1) 무학   2) 1-6년   3) 6-9년   4) 9-12년   5) 12년 이상

5. 귀하의 동거형태는? 1) 배우자   2) 자녀   3) 배우자와 자녀   4) 독거  5) 기타

6. 귀하의 결혼상태는?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사별   5) 기타

7. 귀하는 현재 직업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7-1. 귀하의 이전 주된 평생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7-2. 귀하는 현업에서 은퇴하신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약 (          년)

8. 귀하의 경제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사는 편    2) 잘 사는 편   3) 보통   4) 못 사는 편   5) 매우 못 사는 편

9. 귀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체질환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1) 심혈관계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등)    2) 내분비계 질환(당뇨, 갑상선 질환)

  3) 우울증                             4) 신경계질환(뇌졸증, 뇌경색, 뇌출혈, 두부외상)

  5) 기타 (                     )

10. 귀하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손놀림이 많은 동작이나 놀이를 얼마나 하십니까?

  1) 안 한다   2) 거의 매일   3) 일주일에 몇 번   4) 한 달에 몇 번   5) 일 년에 몇 번

11. 귀하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활발한 두뇌활동을 위해 신문, 잡지, 책읽기 등을 얼마나           

      하십니까?

  1) 안 한다   2) 거의 매일   3) 일주일에 몇 번   4) 한 달에 몇 번   5) 일 년에 몇 번 

12. 귀하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봉사활동 및 취미활동을 통한 대인관계를 얼마나 하십니까?

  1) 안 한다   2) 거의 매일   3) 일주일에 몇 번   4) 한 달에 몇 번   5) 일 년에 몇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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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Uncertainty Management Program

for Mild Cognitive Impairment in Elderly People.

                                                       Kim, Doo Ree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us research is conducted to develop an uncertainty management 

program for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based on 

uncertainty in illness theory by Mishel (1988) and to prove the effect of 

the program. The uncertainty management program was systemically 

developed based on Mishel's theory of uncertainty in illness (1988) 

through the entire six steps of IMP (Intervention Mapping Protocol). To 

develop the uncertainty management program, one-on-one interviews to 

investigate the needs of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of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for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in Korea and overseas were 

conducted. Moreov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program,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ed 

quasi-experiment was implemented.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is research 

collected 21 subjects as an experimental group from an elderly nursing 

home in N city and a senior welfare center in D city, as well a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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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as a control group in an elderly nursing home in D city. The 

uncertainty management program was administered to the experimental 

group twice a week for six weeks, totaling 12 times, and each program 

ran for 40 minutes. The uncertainty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the 

growth through the uncertainty, subjective memory complaint, and cognitive 

function (MoCA-K) were measured for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1.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Developing the uncertainty management program

  Among the key concepts of uncertainty in illness theory by Mishel 

(1988), structural providers who are credible authority,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were selected as intervention method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the uncertainty management program. For content 

configuration we did one-on-one interviews to investigate the needs of the 

elderly people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of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for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in Korea and overseas. Based on the key concepts of 

the theory such as ambiguity, unpredictability, lack of information, and 

complexity, the education topics of the uncertainty management program 

consisted of diagnosis, treatment, and prognosis, and also included 

cognitive stimulation via a reminiscence therapy. Thus, the program was 

configured with the education regarding the mild cognition impairment and 

the cognitive stimulation via the reminiscence therapy per session.  

  The draft of the uncertainty management program which was 

systemically developed through the entire six steps of IMP went through 

the assessment of content validity by 10 experts such as neurology· 

psychiatry professors, geriatric nursing specialists, nursing prof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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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psychologists, and occupational therapists. In the Content Validity 

Index, the education subject was scored as 1.00 by the agreement of all 

experts. However, in terms of subjects about the reminiscence therapy, we 

altered the reminiscence topics of session 4 and 5 in the draft program by 

reflecting the experts' opinion, such as the significance of episodic memory 

and working memory, and developed the final program (twice a week, 6 

weeks, total 12 sessions, 40 minutes/session). 

2) The effectiveness of the uncertainty management program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one after the uncertainty management program (t=1.88, 

p=.068) whil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mplexity among the 

uncertainty sub-items between the two groups (t=2.52, p=.016). 

  Second, after the uncertainty management program, the degree of growth 

through the uncertainty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1.65, p=.107). Also, in the sub-items: new 

perspectives of life, a continuous decrease in uncertainty of life, situation 

acceptance, and a decrease in negative consequences, the two groups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analysis of the degree of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showed 

that after the program,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had a 

significance difference (t=2.10, p=.042). 

  Fourth, the total scores about overall cognitive ability after the program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t=-1.56, p=1.26).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ub-items, delayed free recall (t=-2.30, p=.027) and orientation (t=-2.53, 

p=.015), between the two groups.



- 136 -

  In conclusion, the uncertainty management program developed in this 

research reduced the complexity of uncertainty and subjective memory 

complaint which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had, and help 

them improve the delayed free recall and orientation among their cognitive 

abilit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from the nursing theory's 

perspectives, the uncertainty theory was applied to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lso, we drew interest in 

the concept of uncertainty for the elderly with mild impairment through the 

results, and broadened the range of nursing intervention by providing 

diversity of intervention - uncertainty management. In addition, in terms of 

nursing research,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a sense that one-on-one 

interviews for an assessment of the needs of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were implemented in order to develop the uncertainty 

management program, and on the ground of these results we developed 

the uncertainty management program reflecting real needs for them. We 

believe that this program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evidence-based 

intervention for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help 

provide a new direction of intervention.     

  However, the growth through the uncertainty after the program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refore, further research, which increases the intervention period and 

reflects repetitive measurements, is needed in order to verify such effects. 

Furthermore, for generalized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uncertainty management program for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follow-up studies with a broader range of study participants 

and increased sample size will be needed.  

Key words: mild cognitive impairment, uncertainty, elderly peo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