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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의 부재와 언제 치매로 진행될 지 

모른다는 질병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질병 불확실성은 경도인지장애 노

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Mishel(1989)의 

질병 불확실성 이론을 근간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

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직, 간접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Mishel(1989)

의 질병 불확실성 이론적 기틀과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가설적 경로모형

을 구축하였다. 다약제 복용, 주관적 기억감퇴, 수면의 질,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

력, 사회적 지지, 우울 정도 등을 외생변수로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5월 2일부터 2019년 12월 9일까지 서울

시 영등포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처인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도인지장애 노인 

18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0.0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경도인지장애노인의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χ2/df=8.882, GFI=.668, SRMR=.000, RMSEA=.000, TLI= .000, 

CFI=.000으로 χ2/df, GFI, TLI와 CFI가 수용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가설적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χ2/df=2.096, GFI=.997, SRMR=.012, 

RMSEA=.075, TLI= .861, CFI=.996으로 나타나 TLI를 제외하고 모형을 수용하기에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12개 경로 중에 유의미한 경로는 6개이다. 질병 불확

실성은 주관적 기억이 감퇴할수록(β=.155, p=.044),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퇴

할수록(β=.145, p=.049) 높았고, 이 변수들에 의해 질병 불확실성 변인이 10.3%가 설

명되었다. 건강관련 삶의 질은 주관적 기억이 감퇴할수록(β=.123, p=.029), 우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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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을수록(β=-.510, p=.002),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β=.123, p=.029) 낮게 나

타났고, 이 변수들에 의해서 건강관련 삶의 질 변인이 53.0%로 설명되었다. 주관적 

기억감퇴는 질병 불확실성을 매개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효과(β=-.025, p=.024)

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주관적 기억감퇴는 경도인지장애 노인

에게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증상이므로 조기 발견과 조기 예방으로 질병 불확실

성을 감소시키고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의 유의미한 요인들을 규명했다는 것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영

향요인을 직, 간접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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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점차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의 치매환자 유병률은 10.3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의 유병률은 28.0%로 나타났다 

(중앙치매센터, 2018). 이에 따라 총 연도별 치매 진료비는 2007 년에 3,965 억원에서 

2017년에 29,226억원으로 11년 동안 7.3배로 급격히 증가하여(정명후, 2018) 가족의 

부양 부담이 증가되었다(Connors, Seeher, Teixeira-Pinto, Woodward, Ames, & 

Brodaty, 2019). 경도인지장애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 단계로 6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경도인지장애의 약 80%가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되어(Petersen & Morris, 2003)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의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는 1999년에 미국 Mayo clinic 

신경과 의사인 Petersen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기억저하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나 동일 

연령과 교육수준에 비해 객관적으로 기억력이 저하되고 기억이나 집행기능과 같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기능적 장애라고 정의하였다(Petersen et al., 1999; 

Petersen, 2016).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로의 진행율이 높기 때문에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예방을 통하여 정상인지로 돌아갈 수 있고 치매로의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다. 

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약물적 중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Langa, 

Deborah & Levine, 2014; Petersen et al.,2017) 비약물적 중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원예, 미술, 운동요법, 인지중재 등과 같은 비약물적 중재는 인지기능 향상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안정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Odawara, 2012; Siu & Lee, 2018). 그러나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는 표본수가 적고, 다양한 진단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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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측정도구를 통하여 경도인지장애를 진단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Rodakowski, Saghafi, Butters, & Skidmore, 2015). 

경도인지장애는 진단자체를 생소하게 느끼며 현재까지 입증된 약물적,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불명확한 치료법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Gomersall, Smith, Blewett, &, Astell, 2017). 또한 경도인지장애는 

현재는 치매가 아니지만 치매 전단계로 언제 치매로 진행될지 모른다는 예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질병 불확실성을 호소한다(Gomersall, Smith, Blewett, &, Astell, 

2017; Mukadam, 2018; Portacolone, Johnson, Covinsky, Halpern, & Rubinstein, 2018). 

이러한 질병 불확실성은 우울, 불안, 무관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Zhang, Wang, 

Li, & Yu, 2012)와 관련이 있으며,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Ting-Yu, Chi-Wen Kao, Shu-Meng Cheng, & Chang, 2018; Giammanco, & Gitto, 

2016; Sharif, Ahadzadeh, & Perdamen, 2017). 이와 같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이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질적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으나, 질병 

불확실성의 영향요인을 다각적으로 측정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학에서 Mishel(1988)은 불확실성의 실체를 찾아내고 불확실성과 질병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질병의 치료과정 및 예후와 관련되어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질병 불확실성 이론(Uncertainty in 

Illness Theory: UIT)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중간범위 이론으로 간호학에서 많은 

연구를 통하여 이론이 검증되었다. 질병 불확실성 이론을 바탕으로 중재 개발과 

효과성 평가 연구에서 질병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불안,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하고 이는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보고되었다(Ting-Yu, Chi-Wen, Cheng, 

& Chang, 2018; Wonghongkul, Dechaprom, Phumivichuvate, & Losawatkul, 2006). 

경도인지장애 노인도 진단받은 후 앞으로의 치료와 치매로 진행할 수 있다는 예후에 

대한 질병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소득, 학력, 

독거(Muangpaisan, Assantachai, Intalapaporn, & Pisansalakij, 2008),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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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 Lee, 2018), 수면장애(Kang & Lee, 2018; Wennberg, Wu, Rosenber, & Spira, 

2017), 다약제 복용(Montiel-Luqueetal, 2017), 우울증(Hsiao, Li, Yang, Lin, Lin, 

& Wang, 2016; Kang & Lee, 2018; Pusswald et al., 2016), 도구적 일상생활수행 

능력(Kim & Shim, 2015)과 주관적 기억감퇴(Mitchell, Beaumont, Ferguson, 

Yadegarfar, & Stubbs, 2014) 등이 있다. 이 중 교정 가능한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수면장애, 다약제 복용, 우울,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주관적 기억감퇴가 있다.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건강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Kang & Lee, 2018) 

치매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Kotwal, Kim, Waite, & Dale, 2016)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면 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Chan, Yu, Choi, Lee, Sit, & Chan, 2018; 

Palmer, Mitolo, Burgio, Meneghello, & Venneri, 2018). 다약제 복용은 잠재적으로 

치매위험을 높일 수 있고(Cheng et al., 2018; Langa, Deborah, & Levine, 2014; Lee 

et al., 2018) 우울증은 치매로의 이환율을 2-4 배로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다 

(Richard et al., 2013).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진단기준에서 중요한 증상인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Jekel et al., 2015)와 주관적 기억감퇴(Mitchell, Beaumont, 

Ferguson, Yadegarfar, & Stubbs, 2014; Stewart, Russ, Richards, Brayne, Lovestone, 

Mann, 2001)는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된 교정 가능한 변인들은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 인자이므로 이 

변인들의 교정을 통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나아가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Mishel(1988)의 질병 불확실성 이론을 근간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이 요인들 

간의 직, 간접 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질병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는데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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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구성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 간의 적합도 검증을 통하여 수정 경로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직, 간접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요인 간의 인과적 관계 및 강도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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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경도인지장애 

• 이론적 정의: 초기 치매, 고립된 기억장애로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있어서 

최소한의 장애를 포함하는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신경장애이다(Petersen et al., 

2017).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밀검사를 

통하여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대상자를 의미한다. 

 

2. 질병 불확실성 

• 이론적 정의: 의사결정자로서 자신의 질병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며 대상 또는 

사건에 확실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또는 질병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결과에 일어나게 되는 애매모호성, 정보 결여성, 복잡성, 비예측성을 의미한다  

(Mishel,1981). 

• 조작적 정의: Mishel(1981)이 개발한 질병 불확실성 측정도구(Mishel Uncertainty 

Illness Scale, MUIS)를 한국어로 번안한 정재원(2005)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건강관련 삶의 질 

• 이론적 정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병이나 치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육체적, 감정적, 사회적 측면의 개념이다(Calvert & Freemantle, 

2003).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Logsdon, Gibbons, McCurry 와 Teri(2000)가 Quality of 

Life-Alzheimer’s Disease(QOL-AD)을 한국어로 번안한 신희영 등(2006)의 QOL-AD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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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경도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는 수십 년 동안 진화해 온 개념이다. 1962년에 Kral은 "Benign 

sensecent forgetfulness" 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상적 인지 노화와 치매의 

임상징후 사이의 영역이라고 했다(Kral, 1962). 1985 년에는 “Mild cognitive 

Decline" 이라는 개념으로 Global Deterioration Scale(GDS)를 이용하여 기억력 

감퇴를 객관적 징후로 설명하였다(Reisberg, Ferris, Leon & Crook, 1982).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정의, 주요 특성에 대한 의견차이로 

Dominguez-Chavez, Murrock과 Salazar-Gonzalez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해 개념분석을 

하였다. 경도인지장애는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에서의 독립성이 이질적 원인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인지 영역에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인지 기능 상태와 치매의 초기 증상 

사이의 과도기로 개념분석 하였다(Dominguez-Chavez, Murroc, & Salazar-Gonzale, 

2018). 경도인지장애의 진단기준은 Petersen 등(1999)이 발표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환자 혹은 환자의 보호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고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일상생활은 정상적 유지된다. 하지만 동일연령과 교육수준에 비해 

객관적으로 저하된 기억력이 나타나고 치매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이 

진단기준이다(Petersen et al.,1999). 

경도인지장애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 단계로 Petersen & Morris(2003)의 

연구에서 6년간 추적관찰결과 약 80%의 경도인지장애가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로의 진행율이 높기 때문에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예방을 통하여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다.  



7 

경도인지장애는 기억장애 유무에 따라 비기억상실형 (non-amnestic MCI)와 

기억상실형(amnestic MCI)으로 분류하며 언어, 인지, 주의력, 시공간 등의 

결함유무에 따라 단일영역(single domain)과 복합영역(multiple domain)으로 

분류된다(Albert et al.,2011). 기억 상실형 경도인지장애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비기억상실형 경도인지 장애는 루이소체 치매나 전두측두엽 치매와 같은 

비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경도인지장애는 임상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모든 유형은 추후에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매로의 진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많은 약물적 

치료가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로의 진행을 막거나 늦추는 수많은 약물적 요법이 

시도되었으나 효과성이 입증된 약물적 요법이 없다(Cooper, Li, Lyketsos, & 

Livingston, 2013).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약물적 치료법인 도네페질(Cholinesterase 

inhibitors)과 메만틴(N-methyl-D aspartate receptor)은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의 

진행을 감소시키지 못하였다(Dale, Hougham, Hill & Sachs, 2006; Petersen,2011; 

Odawara, 2012). 또한 인기기능 향상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허브제인 

Ginkobiloba는 경도인지장애노인의 인지기능 저하 예방을 위한 무작위대조군 실험을 

하지 않아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Sabayan et al.,2013). 더불어 

Testosterone 를 투여한 무작위 대조군 실험에서도 인지기능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Langa, Deborah & Levine, 2014). 미국의 FDA(Food Drug 

Administration), 유럽의 EMA(European Medicines Agency), 일본의 MDA(Medical 

Devices Agency) 등 전 세계적으로 경도인지장애의 치료제로 허가된 약물이 없는 

실정이다(Petersen, 2016). 이로 인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비약물적 치료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Langa, Deborah, & Levine, 2014; 

Petersen et al., 2017) 비약물적 요법을 적용하고 있다.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AAN)의 경도인지장애 임상 실무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경도인지장애의 교정 가능한 위험 요소를 확인 및 기능장애를 평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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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또는 신경정신병 증상을 치료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인지기능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니터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인지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약물치료는 가능하다면 중단하거나 제거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2011). 경도인지장애의 위험요인을 교정하고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시키는 

약물 모니터 등은 간호사가 주도하여 실행하고 있는 중재이다. 

비약물적 요법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제공한 간호사 주도(nurse-led) 

혈관질환 관리 중재를 통하여 치매의 발병을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Richard, Van den Heuvel, van Charante, Achthoven, Vermeulen, Bindels, & Van 

Gool, 2009). 또한 간호사 주도(nurse-led) 활동인 Daily Engagement of Meaningful 

Activities(DEMA)를 통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기능적 능력과 신체적 기능이 

호전되면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Lu, Bakas, Yang, 

Weaver, Austrom, & Haase, 2016).  

간호사 주도 중재를 통하여 환자의 자원 및 비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Azami et al., 2018; Garner, Lopatina, Rankin, & Marshall, 2017). 

간호사 주도 중재는 인간 중심의 개별화된 중재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요구 및 

선호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중재를 제공할 수 있어 필요도가 높은 

실정이다(Massimi et al., 2017; Mathew, & Thukha, 2018). 

경도인지장애는 미래에 치매로의 진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 주도 중재를 통하여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인의 주증상인 인지기능 감퇴로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느끼고 건강관련 삶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요인의 심층적 분석을 통한 상황중심적 중재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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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 

 

질병 불확실성은 환자가 질병에 대해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애매 모호성, 비예측성, 정보의 부족 등과 관련한 불안 및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경험이 있음을 의미한다(Mishel, 1988). 질병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두려움과 정서적 고통, 통제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저하된다(Mishel et al.,2005).  

65세 이상 정상 노인은 치매발생률이 1-2%이지만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10-15%가 

치매로 진행되고 6년동안 추적 결과 약 80%가 치매로 진행하였다(Petersen & Morris, 

2003). 이처럼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매의 

조기진단과 조기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선별검사 등 조기검진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중재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치매 고위험군 중에 하나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관심과 치매예방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체를 생소하게 

느끼게 된다. 경도인지장애, 심각한 신경인지장애와 정상적인 노화 이 세가지 사이의 

질병 불확실성과 혼란을 느끼게 되며 의학적 치료의 부족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Gomersall, Smith, Blewett, &, Astell, 

2017).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인지기능저하를 스스로 느끼면서 ‘내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하고 미묘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느끼며 질병 불확실성을 가지게 된다(Kuo & Shyu, 2010). 또한 

경도인지장애라고 진단을 받으면 현재 치매가 아닌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면서 



10 

추후에 치매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질병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rank et al., 2006; Gomersall, Smith, Blewett, &, Astell, 2017). 

경도인지장애 노인이 진단을 받은 후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진단을 받은 후 현재의 기능수준이 이전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기 전처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대화할 때 실수할 것 같은 두려움 등 

기능부분에서 많이 상실한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전단계로 

‘정상노화’와는 다른 개념이고 ‘비정상’ 또는 ‘병리학적 문제’라고 분류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즉,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다양한 진단기준을 통하여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진단명에 대한 정보의 애매모호함으로 질병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진단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나타났다(Gomersall, Astell, Nygård, 

Sixsmith, Mihailidis, & Hwang, 2015). 또한 경도인지장애의 치료방법, 예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질병 불확실성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질병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직면하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의 원인, 과정, 나타나는 증상, 속성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Joosten-Weyn Banningh, Vernooij-Dassen, Rikkert, & 

Teunisse, 2008). 국내에서 보고된 8 명의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추후에 치매로 진행할 수 있다는 질병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 걱정, 

절망감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정보가 막연하고 정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경과에 대한 확신이 없고 질병과 관련된 

치료와 관리체계에 대한 정보가 복잡하고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성은 

경도인지장애라는 용어가 친숙하지 않고, 치료나 추후 관리체계에 대한 정보가 

복잡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애매모호, 예측 불가능, 정보 부족 및 불일치, 

복잡성 등이 질병 불확실성에 따른 주요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애매모호함은 막연한 

질병의 상태, 예측 불가능은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정보의 불일치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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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족 및 불일치는 질병에 대한 정보의 변화와 부족한 정보를 의미하고 복잡성은 

질병에 대한 정보가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두리, 2016). 

이와 같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울, 불안, 무관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Zhang, Wang, Li, & Yu, 2012). 이 중 우울 

증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데 우울증이 있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이 우울증이 없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에 비해 치매로의 이환율이 더 높다(Rosenberg, Mielke, Appleby, 

Oh, Geda, & Lyketsos, 2013) 치매로의 이환율을 2-4배로 증가시킨다(Richard et al., 

2013). 이와 같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추후에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노인의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질병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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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경도인지장애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증상적 요인, 정신적 요인, 기능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으로 다각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의 생물학적 요인에는 유전인자이자 생물지표(biomarker)인 

Apolipoprotein E 로 유전자 검사결과상 ε4 carrier 가 있는 경우에는 치매로의 

진행률이 더 높다(Chen et al., 2012). 대사 증후군은 비만, 당뇨,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사증후군은 

치매로의 진행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오응석 & 이애영, 2016; Petersen et al., 

2016).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이 대사증후군이 없는 경도인지장애 

노인보다 치매로의 이환율이 4 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Solfrizzi, 2010) 

철저한 혈압관리와 세심한 혈당조절이 필요하다(오응석 & 이애영, 2016; Petersen et 

al., 2016). 다약제 복용은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복용 중인 약이 5개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Gnjidic et al.,2012) 다약제 복용으로 인하여 약물 부작용과 약물과 

약물간의 상호 작용 위험이 증가된다. 또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다약제 복용은 

cholinergic 기능을 감소시켜 기억력과 주의력을 손상시켜 인지기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Bonfiglio, Umegaki, & Kuzuya, 2019). 따라서 복용 중인 약물 중에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인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오응석 & 이애영, 

2016; Petersen et al., 2016). 이러한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치매로의 이환율이 높아질 수 있으나 대사 증후군과 다약제 복용은 교정 

가능한 요인이다. 따라서 간호사가 대사 증후군과 다약제 복용 등을 세밀하게 모니터 

하면서 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증상적 요인으로 주관적 기억감퇴는 Petersen 등(1999)이 

제시한 경도인지장애 진단기준에 중요한 핵심증상이고(Cheng, Chen, & Chiu,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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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발생의 위험인자로 밝혀졌다(Jessen et al., 2014). 주관적 기억감퇴가 있으면 

뇌영상검사에서 백질의 보존성(white matter integrity)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hlhauser, Parker, Smart, Gawryluk, & 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2019). 백질은 뇌의 조직이며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로 백질의 보존성이 

낮아지는 것은 추후에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생물표지 

(biomarker)가 될 수 있다. 주관적 기억감퇴로 인하여 병리학적으로 뇌의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인지기능 변화의 주요한 증상이다.  주관적 기억감퇴는 정상 노화과정 

이 아니고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Lee, Sung, & Choi, 2019; Mitchell, Beaumont, 

Ferguson, Yadegarfar, & Stubbs, 2014).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 감퇴는 수면-

수면주기의 조절에 중요한 뇌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수면의 질이 낮거나 수면 

무호흡과 같은 수면장애가 흔하게 나타나며 이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부담을 

준다(Roth, 2012; Wennberg, Wu, Rosenber & Spira, 2017). 짧은 수면 시간은 전반적인 

뇌 위축과 관련되어 있으며 흥분성의 변화, 시냅스 가소성 감소와 신경 발생 감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기억의 저장과 상기에 중요한 중추인 해마(hippocampus)의 퇴화를 

통해 인지적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Lo, Loh, Zheng, Sim, & Lee, 2014). 수면 

무호흡은 해마(hippocampus), 피질(cortex) 및 일부 소뇌의 국소적 부피 상실과 

백질의 보존성(white matter integrity)의 상실로 인하여 뇌의 병리학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다(Joo, Jeon, Kim, Lee, & Hon, 2013). 예를 들어, CPAP(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을 이용하여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면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Wennberg, Wu, Rosenber & Spira, 2017)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수면장애를 호전시키면 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Chan, Yu, 

Choi, Lee, Sit, & Chan, 2018; Palmer, Mitolo, Burgio, Meneghello, & Venneri, 

2018). 수면 무호흡과 같은 수면장애는 인지 저하를 악화시키기 때문에(오응석 & 

이애영, 2016)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Kang & Lee, 

2018; Wennberg, Wu, Rosenber, & Spira, 2017). 하지만 Kim & Shim(20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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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수면의 질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수면과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기능적 요인으로 청력과 시력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청력은 인지기능과 밀접관 관련이 있고 청력저하는 인지기능을 

저하시켜 치매 발생율을 8배나 높일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다(Loughrey, Kelly, 

Kelley, Brennan, & Lawlor, 2018). 선행연구 결과 노인의 시력저하 또한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고(Chen, Bhattacharya, & Pershing, 2017) 치매로 이환 

될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Guthrie et al., 2018).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기능저하는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각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치매로의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고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Guthrie et 

al., 2018).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손상여부에 따라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구분할 수 있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이 최소한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손상이 

나타나면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Han et al., 2011).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Shim, 2015). 하지만 Kang & Lee(2018)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Stites, Karlawish, Harkins, Rubright, & 

Wolk(2017) 연구에서는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은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정신적 요인인 우울증은 치매로의 이환율을 2-4 배로 

증가시킨다(Richard et al., 2013). 따라서 우울증과 인지기능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우울증 평가가 필요하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낮은 우울은 건강관련 삶의 질을 상승시킨다고 인식(Kim & Shim, 2015; Pusswald et 



15 

al., 2016; Stites, Karlawish, Harkins, Rubright, & Wolk, 2017)되었다. 따라서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강력한 예측인자로 우울증을 뽑을 수 있다(Kang & Lee, 2018).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는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심리적으로 도움을 준다(Leung, Orrel, & Orgeta, 2015). 여기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연락을 유지하고 정서적, 물리적 지원과 같은 자원을 말한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거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Hsiao, Li, Yang, Lin, Lin, & Wang, 2016; Kang & Lee, 

2018).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하여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결과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아 예측이 어렵고 다양한 결과가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노인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요인들을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이 변인들간의 직, 간접 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교정 가능한 요인은 빠른 중재 개입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치매로의 진행에 대한 질병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높은 건강관련 삶의 질을 

영유하도록 돕는 중재개발에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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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기틀 및 연구의 개념적 기틀 

 

A. 이론적 기틀 및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중범위 간호이론인 Mishel(1988)의 질병 불확실성 이론을 

바탕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Mishel(1988)의 이론은 수많은 간호연구에서 이론의 추상성이 

중간범위인 이론으로 검증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Mishel(1988)의 이론을 적용하였다. 

Mishel(1988)의 질병 불확실성에 나타난 개념은 인지적 도식(cognitive schema), 

자극구조(stimuli frame), 증상패턴(symptom pattern), 사건의 친근성(event 

familiarity), 사건의 일치성(event congruence), 구조제공자(structure providers), 

신뢰적인 권위(credible authority),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s), 인지능력 

(cognitive capacities), 추론(inference), 착각(illusion), 적응(adaptation), 

개연론적 사고(probabilistic thinking) 등이 있다(Figure 1).  

Mishel(1988)은 질병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위험 또는 기회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질병 불확실성의 영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병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전략이 필요하고 기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질병 

불확실성을 유지하려는 대처전략이 필요하다. 대상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된 질병 

불확실성에 오랜 시간 노출되게 된다면 정서적 고통을 느끼고 우울, 불안, 삶의 질 

저하 등 심리사회적 적응을 저해할 수 있다. Mishel(1981)은 입원환자의 질병 

불확실성의 구성 요소와 질병 불확실성에 대해 탐색하기 위해 질병 불확실성을 

측정할 수 있는 Uncertainty in Illness Scale(MUIS) 도구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Mishel(1988)의 질병 불확실성의 이론에 제시된 개념 중 인지적 도식, 자극구조, 

증상패턴, 사건의 친근성, 사건의 일치성 등은 측정도구의 부재로 인하여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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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Mishel(1988)에 제시되어 있지 않는 개념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Mishel(1988)의 질병 불확실성 이론을 재구성한 Johnson Wright, 

Afari과 Zautra(2009)의 연구를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 사용하였다. 

Johnson Wright, Afari, & Zautra(2009)의 개념적 기틀은 Mishel(1990)이 만성 

질환자가 경험하는 질병 불확실성에 대해 재개념화 한 이론을 바탕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통증을 경험하는 환자의 질병 불확실성에 대하여 분석하여 재 개념화하였다 

(Figure 2). Johnson Wright, Afari, & Zautra (2009)는 질병 불확실성 개념의 

선행요인(antecedents)과 결과(outcome)에 대한 도식을 재구성하였다. 이 개념적 

기틀에서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질병의 중증도(illness pattern), 증상패턴(symptom 

pattern)과 증상 친숙성(symptom familiarity)이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 

요인으로는 학습된 무력감(learned of helplessness), 자기 통제감(sense of mastery), 

자기 통제위치(locus of control)가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의료진과 신뢰관계(credible authority),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교육 

(education)이 사회적 요인으로서 질병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였다 

(Johnson Wright, Afari, & Zautra, 2009).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경우 진단분류, 임상과정 및 정의에 대한 연구들은 많으나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후 경험하는 질병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에 대한 양적 

연구는 부족하였다. Courtney(2013)의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노인과 가족이 

진단을 받은 후 치매로 진행할 수 있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처에 대해 

연구하였다. 하지만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대처에 대한 양적 연구가 아니라 신체적 

운동, 식이요법과 같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Joosten-Weyn Banningh, Vernooij-Dassen, Rikkert, & Teunisse 

(2008)연구는 8 명의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대처기전에 대한 질적연구를 

시행하였는데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감정 지향적이고 문제 중심적이며 회피적인 대처 

전략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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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과 관련된 대처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외에서 시행한 연구로 우리나라와 사회적 문화의 차이가 있고 양적으로 측정한 

연구가 아님으로 결과 분석 및 해석에 제한이 있어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서 

대처를 제외시켰다.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의 진행할 수 있는 위험요인 중에 대사증후군 심각도 

점수(Solfrizzi et al., 2010)와 다약제 복용(Montiel-Luqueetal, 2017)이 질병의 

중증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생물학적 요인으로서 개념적 기틀에 

포함되었다. 경도인지장애노인의 생물학적 요인과 질병 불확실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Parker, Albaa, Fellman, Urbauer, Li, 

Karam, & Marin(2013)의 연구에서 생물학적 요인이 질병 불확실성과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연관성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한 Choi, Lee, Oh, Chu, Sohn, & Park(2018) 연구에서도 생물학적 요인 중 

질병의 중증도가 질병 불확실성에 영향이 나타났으나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연관성은 

제시되지 않았다.  

증상적 요인으로 Ting-Yu, Chi-Wen, Cheng & Chang(2018)의 연구에서 심부전 

환자의 증상 불편감은 질병 불확실성을 매개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쳤다. 

담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Somjaivong, Thanasilp, Preechawong, & Sloan(2011)의 

연구에서는 암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Choi, Lee, Oh, Chu, Sohn, & Park(2018)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가 경험하는 

비운동성 증상과 운동성 증상, 운동합병증에 대한 질환의 중증도가 질병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억감퇴, 수면장애와 같은 증상들은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적 증상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연구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에는 스트레스 정도(Wonghongkul, 

Dechaprom, Phumivichuvate & Losawatkul, 2006), 우울증 및 불안증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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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상태(Sharif, Ahadzadeh, & Perdamen, 2017)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치매로 진행에 대한 우울, 불안감. 걱정, 절망 등을 

정신적 고통으로 호소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 

보고되었다(Stites, Karlawish, Harkins, Rubright, & Wolk, 2017).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치매로 진행에 대한 우울, 불안감, 걱정, 절망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tites, Karlawish, Harkins, 

Rubright, & Wolk, 2017).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출산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Hui Choi et 

al., 2012)와 암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Sajjadi et al., 2015)에서 사회적 

지지와 질병 불확실성 간의 음의 관계를 확인한 반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질병 불확실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생물학적 요인으로 ApoE genotypeε4count, 대사 

증후군 심각도 점수, 다약제 복용이 포함되었고 주관적 기억감퇴와 수면의 질이 

포함된 증상적 요인, 청력/시력, ADL, IADL이 포함된 기능적 요인과 정신적 요인인 

우울,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 등이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갖는 

직, 간접효과를 확인하고자 이 변수들을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 포함하였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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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del of perceived Uncertainty in illness model  

(Adapted from Mishel,1988, p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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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Uncertainty in illness model (Adapted from Mishel,1990, p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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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ceptual framework 

 

Sleep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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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설적 검정모형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물학적 요인, 증상적 요인, 기능적 요인, 정신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가설적 모형에 포함시켰다. 또한 질병 불확실성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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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가설 

 

경로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외생변수 6개, 내생변수는 2개이며, 가설은 다음과 

같다. 

 

질병 불확실성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다약제 복용을 할수록 질병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주관적 기억이 감퇴할수록 질병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질병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질병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5.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질병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6.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질병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다.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주관적 기억이 감퇴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을 것이다. 

가설 8.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을 것이다. 

가설 9.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을 것이다. 

가설 10.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을 것이다. 

가설 11.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을 것이다. 

가설 12. 질병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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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0 년부터 시작된 65 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국인의 인지 노화와 치매에 대한 전향적 연구(Korean 

Longitudinal Study on Cognitive Aging and Dementia, KLOSCAD) 참여자이다. 이 중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와 처인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단순 무작위 추출된 대상자이다. 1차 선별검사 후 2차 정밀 검사 시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대상자이다.  

 

a) 만 65세 이상인자 

b) 2차 정밀 검사 시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자 

c)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자 

d) 국문으로 작성된 본 설문지의 내용을 읽고 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 

 

본 연구에서 20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180명이 응답한 자료를 포함하였다. 최대 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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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MLE)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표본크기는 150~400 명이 바람직하다 

(이학식 & 임지훈, 2009).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수는 180명으로 최소표본의 크기를 

충족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5월 2일부터 2019년 12월 9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시행하기 전에 연구자가 해당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 후 사전협조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C. 변수 및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 성별, 결혼상태, 동거상태, 교육수준, 진단받은 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1) 나이 

나이는 실제 태어난 년도와 생년월일로 만 나이로 측정하였다. 

 

2) 결혼상태 

결혼상태는 기혼, 사별, 이혼/별거 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3) 동거상태 

동거상태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이외의 가족과 함께 살면 가족과 함께 거주로 

측정하였다. 또한 혼자사는 대상자는 독거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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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대상자가 자가보고한 최종학력으로 측정하였다.  

 

5) 진단받은 기간 

진단받은 기간은 대상자가 지금으로부터 경도인지장애를 처음 진단받은 기간을 

의미한다.  

 

2. 질병 불확실성 

Mishel(1988)이 개발한 질병 불확실성 도구(Mishel`s Uncertainty in Illness 

Scale; MUIS)를 정재원(2005)이 한국어판으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점은 33점에서 16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질병 불확실성의 하부요인으로 애매모호성, 복잡성, 

정보의 불일치성, 비예측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 s 

α 는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이었다. 

 

3.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은 Quality of Life in Alzheimer’s Disease(QOL-AD)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Logsdon 등(2000)이 개발한 도구로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신희영 

(200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신체건강, 기운, 경제상태, 기분, 기억력, 

결혼생활, 생활환경, 친구관계, 가족관계, 일상적인 집안일을 수행하는 능력, 재미 

삼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전체적인 자기 자신, 전반적인 생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1점은 ‘나쁘다’에서 4점은 ‘매우 

좋다’로 평가한다. 본 도구는 총 13 개 문항으로 총점은 최저 13 점에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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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 

α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이었다. 

 

4. 생물학적 요인 

1) Apolipoprotein E genotype ε4 count 

Apolipoprotein E(ApoE) 유전자는 전자 의무 기록지의 혈액검사결과에서 

수집하였다. 경도인지장애 진단 당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검사를 시행하였다. 

혈액검사 결과에서 ε4 유전자가 있는 경우 치매로의 진행률이 높기 때문에(Chen et 

al., 2012) ε4 count가 ‘있음’,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2) 대사 증후군 심각도 점수 

대사증후군의 5가지 진단기준 중 American Heart Association;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AHA/NHLBI+IDF, 

2009)기준을 적용하였다. 복부둘레, 공복혈당, 수축기 혈압, 혈중 중성지방과 혈중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들을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http://mets.health-

outcomes-policy.ufl.edu/calculator)하여 대사 증후군 심각도 점수를 계산하였다. 

대사 증후군 심각도 점수 z score 를 퍼센트(%)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대사 증후군 

심각도 점수(%)가 0-50%는 저위험군, 50.1-84%는 중등도 위험군, 84.1-99.9%는 

고위험군으로 구분하였다(DeBoer & Gurka, 2017). 

 

3) 다약제 복용 

지난 한달동안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약물의 개수를 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 중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이 5개 이상인 경우는 ‘다약제 복용함’으로 5개 

미만인 경우 ‘다약제 복용 안함’으로 구분하였다(Gnjidic et al.,2012).  

 

http://mets.health-outcomes-policy.ufl.edu/calculator
http://mets.health-outcomes-policy.ufl.edu/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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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상적요인 

1) 주관적 기억감퇴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기억감퇴를 평가하기 위하여 Youn 등(2009)이 개발한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SMCQ)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아니오’로 응답함으로써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억력의 심각도를 평가하게 된다. 1-4번 문항은 전반적인 기억 감퇴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5-14 번 문항은 일상생활 기억감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총 점수는 

0점에서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기억감퇴를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이었다. 

 

2)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은 Buyss등(1989)이 개발한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를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수면 잠재기, 주관적인 수면의 질, 수면기간, 

수면방해, 습관적인 수면의 효율성, 낮 동안의 기능장애, 수면제의 사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은 0 점에서 3 점의 Likert 척도로 0 점은 ‘지난달에 전혀 없음’, 

1 점은‘주 1 회미만’, 2 점은 ‘주 1-2 회’, 3 점은 ‘주 3 번이상’을 의미한다. 

총 점수는 0 점에서 42 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총점이 5 점 이하이면 ‘질 높은 수면(good sleeper)’ 

이라고 하고 5 점을 초과하면 ‘질 낮은 수면(bad sleeper)’ 이라고 분류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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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능적 요인 

1) 일상생활 수행 능력 

Katz(1963)가 개발한 도구를 원장원(2002)등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한국형 일상생활 수행능력(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옷입기, 목욕, 세수하기, 화장실 사용, 이동, 식사하기, 대소변 조절 등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3점 척도로 1점은 ‘완전 자립’, ‘2점’은 ‘부분 

의존’, 3 점은 ‘완전 의존’으로 측정하였으며 총점은 7점에서 21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의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 7점은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8 점 이상은 ‘의존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으로 

구분하였다(Millán-Calenti et al., 2010). 연구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5이었다. 

 

2)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Lawton 과 Brody(1969)가 개발한 도구로 원장원 

등(2002)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번안한 한국판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측정도구(K-IADL)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식사준비, 몸단장, 빨래하기, 집안 일, 

근거리 외출,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점 척도를 

사용하고  1점은 ‘완전 자립’, 2 점은 ‘부분 의존’, 3 점은 ‘완전 의존’을 

의미하며, 4문항(교통수단 이용, 물건사기, 전화사용)은 4점척도를 사용하여 1점은 

‘완전 자립’, 2,3점은 ‘부분 의존’, 4점은 ‘완전 의존’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총점은 최저 10점에서 최고 30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의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 10점은 ‘독립적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고 11 점이상은 ‘의존적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 구분하였다 

(Millán-Calenti et al., 2010).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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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력 

시력은 대상자에게 “현재 시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에 ‘정상’, 

‘감퇴되었으나 안경이나 렌즈를 쓰지 않고도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음’, 

‘감퇴되어 안경이나 렌즈를 써야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음’등으로 

분류하였다(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3). 

 

4) 청력 

청력은 대상자에게 “현재 청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에 ‘정상’, 

‘감퇴되었으나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가능함’, ‘감퇴되어 보청기를 

사용해야 의사소통이 가능함’ 등으로 분류하였다(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3). 

 

7. 정신적 요인 

Sheikh와 Yesavge(1986)가 개발한 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를 

조맹제 등(1999)이 한국어판으로 번역한 우울척도(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K)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신체증상을 묻는 우울증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에게 우울 증상 선별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된다.  

총점은 최저 0 점에서 최고 30 점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총점이 0 ~ 13 점은 

‘우울 없음(no depression)’, 14 ~ 18점은 ‘경도 우울(mild depression)’이고, 

19 ~ 21 점은 ‘중등도 우울(moderate depression)’, 22 점 이상은 ‘심한 우울 

(severe depression)’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Cronbach' s α=.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 s α=.89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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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적 요인 

1) 사회적 지지 

Sherbourne와 Stewart(1991)에 의해 개발된 The Medical Outcomes Study-Social 

Support Survey(MOS-SSS)는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임민경(2002)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정서적/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애정적 지지, 긍정적 사회상호작용 등 

4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MOS-SSS 도구의 문항은 총 19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1점‘전혀 없다’에서 5점‘항상 있다’로 측정한다. 총 

19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MOS-SSS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 α 는 .9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7이었다. 

 

D.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전 분당서울대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B-0912/089-010)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 자유로운 참여 동의와 중단, 

자료의 비밀보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에 한해서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작성하고 

5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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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sion 23.0 프로그램과 Amos version 20.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기술통계 보고한다. 

2.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를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구하고 

왜도 및 첨도를 이용하여 정규분포 여부를 검정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는 t-test,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4.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은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5.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6. 본 연구 가설적 경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검정은 

χ2/df, GFI(goodness of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TLI(turker 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를 

이용하였다. 

7. 적합도 검정에서 적합도 지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수정된 경로모형을 검증한다. 

8. 수정된 경로모형을 검증하고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직, 

간접 경로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경로분석하였다.  

9. 수정된 경로모형을 검증하고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직,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에 의해 추정되는 

유의수준(p=.05)에 의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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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80 명으로 남자가 65 명(36.1%), 여자는 

115 명(63.9%)로 여자가 많았다. 평균 연령은 75.83 세였고 현재 결혼한 상태가 

121 명(70.8%)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과 함께 사는 대상자가 158 명(87.8%)로 가장 

높았다. 평균 교육 년수는 11.36 년으로 대학교 졸업이상이 74 명(41.1%)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을 받은 기간은 평균 11.54개월이며 6개월이상이 134명(74.4%)로 가장 

많았다. 객관적인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MMSE(Mini Mental Screening Examination) 

점수의 평균은 26.18점으로 나타났다. 

감각기능에서 시력은 ‘감퇴되었으나 안경이나 렌즈를 쓰지 않고도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음’이 102 명(5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력은 

‘정상’과 ‘감퇴되었으나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가능함 ’이 

82명(45.6%)으로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물학적 요인 중 다약제 복용은 현재 약물 복용하는 개수가 0-4 개 복용이 

103명(57.2%)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ApoE genotype 중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ε4 유전가 없는 사람이 141명(7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사증후군 

심각도 점수는 평균 50.23%이고 0-50%(저위험군)이 89 명(4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울 정도를 심각도에 따라 구분했을 때 우울이 없는 군이 

129명(71.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면의 질에 따라 분류했을 때 낮은 수면의 

질 100 명(55.6%)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독립적으로 수행이 169명(93.9%), 123명(68.3%)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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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180) 

Variable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65(36.1)  

Female 115(63.9)  

Age (yr) 65-74 73(40.6) 75.83±5.73 

74-84 94(52.2)  

≥85 13(7.2)  

Marital status Married 123(68.3)  

Single 49(27.2)  

Divorced/Separation 8(4.4)  

Living arrangement Live alone 22(12.2)  

Living with family 158(87.8)  

Education level 

(yr) 

≤Middle school  61(33.9) 11.36±5.13 

High school graduate  45(25.0)  

≥University graduate 74(41.1)  

Duration of  

diagnosis (month) 

 

0-5  46(25.6) 11.54±8.51 

≥6 134(74.4) 
 

MMSE   26.18±1.82 

Visual function  

 

 

Normal 24(13.3)  

Impaired but no device required  54(30.0)  

Need a device 102(56.7)  

Sensory function 

 

 

Normal 82(45.6)  

Impaired but no device required 82(45.6)  

Need a device 16(8.9)  

Polypharmacy 0-4 103(57.2) 4.57±3.12 

≥5 77(42.8)  

ApoE genotype  

ε 4 count  

 

No 141(78.3)  

Yes 3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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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SSS (%) 

 

 

 

Low (0-50) 89(49.4) 50.24±23.24 

Moderate (51-84) 75(41.7)  

Severe (84.1-100) 16(8.9) 
 

Depression No 129(71.7)  

 Mild 28(15.6)  

 ≥Moderate 23(12.8)  

Sleep quality Good sleeper 80(44.4)  

 Bad sleeper 100(55.6)  

ADL Independent 169(93.9)  

 Dependent 11(6.1)  

IADL Independent 123(68.3)  

 Dependent 57(31.7)  

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 ApoE = Apolipoprotein E genotype;  

IADL =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MetSSS = Metabolic Syndrome Severity Score; MMSE =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37 

B.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와 정규성 검정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로 생물학적 요인은 다약제 복용, 증상적 

요인으로 주관적 기억감퇴, 수면의 질이다. 기능적 요인으로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요인으로 우울 

정도가 포함되었고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이 포함되었다. 

주관적 기억감퇴는 14점 만점으로 4.19점, 수면의 질은 21 점 만점에 6.59점, 

IADL는 평균 10.81점, 사회적 지지는 75.94점, 우울증 점수는 10.36점으로 14-

18 점은 우울을 의심하고 중도 우울은 19-21 점은, 심한 우울증은 22 점 이상으로 

분류하는데 우울이 의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불확실성은 131점 만점에서 

91.56점으로 중앙값인 65.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변량 분석은 기본 가정은 정규 분포이므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절대값이 2와 7을 벗어나지 않으면 정규분포가 따른다(Kline, 2011).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변수 중 ADL 의 왜도가 11.787 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169명(93.9%)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ADL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의 조건에 충족되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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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ity test of main variables                             

                                                                                                     (N=180) 

Variables M±SD 

Standard 

score 

range 

 

M±SD 

Potential 

Range 

Actual 

Range 

 

Skewness 

 

Kurtosis 

Age 75.83±5.73    65-95 0.185 -0.127 

Education level 11.36±5.13    0-22 -0.628 -0.455 

MMSE 26.18±1.82   0-30 21-28 -0.844 -0.050 

Polypharmacy 4.64±3.51    0-27 0.846 0.782 

MetSSS 50.24±23.24    11-99.9 0.266 -.886 

Subjective memory complaint 4.19±3.41 0-1  0-14 0-14 0.907 0.104 

Sleep quality 6.59±3.78 0-3 0.77±0.41 0-42 0-16 0.991 0.544 

ADL 7.04±0.96 1-3  7-21 7-10 3.695 11.787 

IADL 10.81±2.12 1-4  10-34 10-26 0.795 -1.384 

Social support 75.94±17.14 1-5 4.00±0.92 19-95 19-95 -0.720 -0.055 

Depression 10.36±6.63 0-1  0-30 0-28 0.634 -0.158 

Illness uncertainty 91.56±12.42 1-5 2.28±0.29 33-131 48-118 -0.181 0.987 

Quality of life 33.86±6.89 1-4 2.63±0.50 13-52 21-52 0.298 0.186 

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MetSSS = Metabolic Syndrome Severity Score



39 

C.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는 Table 3 와 같다, 

다약제 복용 유무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44). 우울 정도도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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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Variables Categories M±SD F or t p 

Gender 

 

Male 35.17±7.20 .339 .561 

Female 33.11±6.62 

Age (yr) 65-74 33.79±7.08 .548 .579 

74-84 33.64±6.73   

≥85 35.77±7.19   

Marital status Married 33.40±6.81 1.303 .358 

Single 35.06±7.23   

Divorced/Separation 33.50±5.83   

Living  

arrangement 

Live alone 32.95±5.21 .606 .547 

Living with spouse 33.77±7.05   

Living without spouse 35.08±7.37   

Education level 

(yr) 

≤Middle school  33.75±7.16 .667 .515 

High school graduate  32.98±6.59   

≥University graduate 34.47±6.87   

Duration of  

Diagnosis (month) 

0-5 34.04±6.34 1.587 .209 

≥6 33.79±7.09   

Visual function  

 

 

Normal 34.32±6.82   .723 .487 

Impaired but no device required 33.34±6.89   

Need a device  32.44±5.43   

Hearing function 

 

 

 

Normal 34.40±7.08 .395 .757 

Impaired but no device required 33.56±7.12    

Need a device  33.33±4.04 
  

Polypharmacy 0-4 34.83±6.28 4.113 .044 

≥5 32.56±7.47   

MetSSS (%) 

 

 

Low (0-50) 33.43±7.29 2.492  .086 

Moderate (51-84) 34.96±6.64   

Severe (84.1-100) 31.0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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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Noa 36.23±6.05 45.898 .000* 

Mildb 30.14±4.41 
 (a>b>c

) 

≥Moderatec 25.04±4.21 
  

Sleep quality 

 

Good sleeper 36.11±7.08 .216 .643 

Bad sleeper 32.05±6.20   

ADL Independent 34.18±6.78 .080 .778 

 Dependent 28.91±6.99   

IADL Independent 34.24±6.47 1.190 .277 

 Dependent 33.02±7.72   

* Scheffe test 

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MetSSS = Metabolic Syndrome Severity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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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가설 검증 전 주요 변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주관적 기억감퇴, 수면의 질, 우울정도, 사회적 지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질병 불확실성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기억이 감퇴(p<.001)할수록,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p<.001),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을수록(p=.003),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p<.001),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p<.001), 질병 불확실성(p<.001)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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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N=180) 

 1 2 3 4 5 6 7 8 9 10 11 

1. Age 1                     

2. Education -0.133 1                   

3. Duration of  

diagnosis    

.178* -0.075 1                 

4. MetSSS -0.025 -0.020 -0.098 1               

5. Subjective 0.093 -.163* 0.028 0.013 1             

   Memory complaint 

6. Sleep quality 0.021 -.161* 0.072 0.018 .163* 1           

7. IADL -0.084 -.147* -0.029 0.140 0.097 .213** 1         

8. Depression -0.067 0.017 0.040 0.060 .335** .359** .190* 1       

9. Social support 0.035 -0.077 -0.072 0.133 -.228** -0.114 -0.051 -.312** 1     

10.Illness 

uncertainty 

-0.055 -0.055 0.050 0.091 0.090 .168* .187* .235** -0.103 1   

11.Health-related 

QoL 

0.038 -0.004 -0.072 -0.022 -.366** -.334** -.220** -.672** .340** -.3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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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L =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MetSSS = Metabolic Syndrome Severity Score; QoL =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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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질병 불확실성 영향요인  

 

다중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통하여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질병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관적 기억감퇴(p=.001), 우울(p=.048),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p=.017)로 나타났다(Table 5). 이는 주관적 기억이 

감퇴할수록,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감퇴할수록 질병 

불확실성이 높음을 의미한다(Table 5).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illness uncertainty 

  (N=180) 

Variables β SE t p 

(constant)  7.709 12.799 .000 

Polypharmacy -.024 1.819 -0.329 .743 

Subjective memory complaint .464 3.449 3.546 .001 

Sleep quality -.048  1.892 -0.048 .526 

Social support -.025 .055  -.328  .743 

Depression .164 .155 1.989  .048 

IADL .178 .431  2.417  .017 

R2 =.142, adj R2 =.107, F = 4.075(p=.000)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E =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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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다중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통하여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주관적 기억감퇴(p=.014), 수면의 

질(p=.015), 사회적 지지(p=.003), 우울 정도(p<.0001), 질병 불확실성(p=.003)으로 

나타났다(Table 6). 이는 주관적 기억이 감퇴할수록,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Table 6. Factors affected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N=180) 

Variables β SE t p 

(constant)  3.937 12.799 .000 

Polypharmacy -.069 .786 -1.227 .222 

Subjective memory complaint -.150 .887 -2.478 .014 

Sleep quality -.143  .106 -2.449 .015 

Social support .175 .023  3.046 .003 

Depression -.395 .061 -6.309 .000 

IADL -.044 .189  -0.750 .454 

Illness uncertainty -.176 .032 -3.042    .003 

R2 =.480, adj R2 =.459, F = 22.667(p=.000)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E =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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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가설적 경로모형의 검증 

 

본 연구는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통하여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상관성이 있는 변수로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을 바탕으로 

독립변수와 질병 불확실성,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연구모델의 

모델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절대적합지수 중 표준 카이 자승지수 χ2/df 는 

3이하이면 수용가능한데 본 가설적 경로모형은 8.882로 수용할 수 없다. Goodness 

of fit index(GFI)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데 .688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SRMR)와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는 모두 .000으로 .80 이하 인 수용기준에 부합하였다.  

증분적합지수로 Comparative fit index(CFI)는 .000 으로 .90 이상의 수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Turker-Lewis index(TLI) 가 .000 으로 .90 이상의 수용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하였다(Table 7).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설적 경로모형은 표준 

카이자승 지수, TLI 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최종 모델로 적합하지 않았다. 

가설적 경로 모형은 Figure 4 에 제시하였고 가설적 경로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Table 7. Fit index of hypothetical path model 

Fit index  Absolut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 

χ2/df GFI SRMR RMSEA TLI CFI 

Acceptance criteria ≤3 ≥.90 ≤.08 ≤.80 ≥.90 ≥.90 

Hypothetical model 8.882 .688 .000 .000 .000 .000 

GFI=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r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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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gression coefficient of hypothetical path model 

 (N=180)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β SE CR p SMC 

Illness 

uncertainty 

Polypharmacy  -.027  1.811 -.379 .704  

 

 

.103 

Subjective memory complaint .155 2.030 2.010 .044 

Sleep quality .062 .253 .802 .423 

IADL  .145 .432 1.971 .049 

Social support  -.013 .055 -.169 .866 

Depression  .129 .157 1.533 .125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olypharmacy -.076 .724 -1.452 .146  

 

 

.533 

 

Subjective memory complaint -.133 .825 -2.330 .020 

Sleep quality -.069 .101 -1.236 .316 

IADL  -.054 .174 -1.003 .226 

Social support  .128 .022 2.358 .018 

Depression -.500 .063 -8.227 *** 

Illness uncertainty -.162 .030 -2.954 .003 
*p<.05, **p<.01, ***p<.001 

β = Standardized estimate; SE = Standard error; CR = Critical ration;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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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수정 경로모형의 검증 

 

적합도 검정결과, 절대적합지수인 표준 카이자승 지수(χ2/df)와 GFI, 

증분적합지수인 TLI와 CFI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가설적 모형을 수정하였다. 모델 

수정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통하여 경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수정지수가 제시되지 않아 다중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결과에서 다약제 복용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이 경로를 삭제하였다. 

수정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정결과, 절대적합지수 중 표준 카이 자승지수 

χ2/df는 3이하이면 수용가능한데 본 가설적 경로모형은 2.096으로 수용할 수 있다. 

Goodness of fit index(GFI)는 .90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데, .997으로 적합성 

기준을 만족시켰다.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SRMR)는 .012로 .80이하의 

수용기준에 부합하였다.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은 .078로 

.80이하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였다. Comparative fit index(CFI)는 .995로 .90 이상의 

수용기준에 부합하였고 Turker-Lewis index (TLI) 가 .861으로 .90이상의 수용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적합도 지수는 수용 기준에 부합하였다 (Table 9). 

따라서 본 연구의 수정된 가설적 경로모형은 최종 모델로 수용하였다 (Figure 5). 

Table 9. Fit index of modified path model 

Fit index  Absolut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 

χ2/df GFI SRMR RMSEA TLI CFI 

Acceptance criteria ≤3 ≥.90 ≤.80 ≤.80 ≥.90 ≥.90 

Hypothetical model 8.882 .688 .000 .000 .000 .000 

Modified model 2.096 .997 .012 .078 .861 .995 

GFI=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r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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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정 경로모형의 모수추정 

 

경로모형의 경로계수와 그 유의성 검정결과는 Table 10과 같다. 2개의 내생변수  

와 6개의 외생변수로 구성되었다. 총 12개의 경로 중 6개의 경로가 유의수준이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기억감퇴는 질병 불확실성 경로(β=.155, p=.044),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질병 불확실성 경로(β=.145, p=.049)로 해당되었다. 질병 불확실성은 

건강관련 삶의 질 경로(β=-.160, p=.003), 주관적 기억감퇴는 건강관련 삶의 질 

경로(β=-.131, p=.020), 사회적 지지는 건강관련 삶의 질 경로(β=.123, p=.002), 

우울 정도는 건강관련 삶의 질 경로(β=-.510, p<.001)로 해당되었다. 

주관적 기억이 감퇴할수록,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퇴할수록 질병 

불확실성이 높았고 이는 질병 불확실성 변이의 10.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기억이 감퇴할수록,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건강관련 삶의 질의 

53.0%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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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gression coefficient of modified path model 

 (N=180)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β SE CR p SMC 

Illness 

uncertainty 

Polypharmacy -.027 1.811 -.379 .704  

 

 

.103 

Subjective memory  

Complaint .155 2.030 2.010 .044 

Sleep quality .062 .253 .802 .423 

IADL   .145 .432 1.971 .049 

Social support  -.013 .055 -.169 .866 

Depression .129 .157 1.533 .125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Subjective memory 

complaint 
-.131 .825 -2.330 .020 

 

 

 

.530 

 

Sleep quality -.070 .102 -1.254 .210 

IADL  -.065 .174 -1.211 .226 

Social support  .123 .023 3.132 .002 

Depression -.510 .598 -6.429 *** 

Illness uncertainty -.160 .030 -2.954 .003 
*p<.05, **p<.01, ***p<.001 

β = Standardized estimate; SE = Standard error; CR = Critical ration;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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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수정 경로모형의 효과분석 

 

경로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 추정치를 Table 11에 

제시하였다. 질병 불확실성에 직접효과를 보인 변수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β=.145, p=.048), 주관적 기억감퇴(β=.155, p=.040)이었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주관적 기억감퇴는 직접효과(β=-.131, p=.014)와 질병 불확실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β=-.025, p=.024)를 보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사회적 

지지(β=.123, p=.029), 질병 불확실성(β=-.160, p=.002)이 직접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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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of modified path model  

(N=180)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Indirect Total 

Illness 

uncertainty 

Polypharmacy -.027 - -.027 

Subjective memory complaint .155* - .155* 

Sleep quality     .062     -     .062     

IADL     .145* -     .145* 

Depression     .129 - .129 

Social support -.013 - -.013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Subjective memory complaint  -.131* -.025*  -.156** 

Sleep quality -.070 -.010 -.080 

IADL -.065 -.023 -.088 

Depression -.510** -.021  -.531** 

Social support .123* .002  .125* 

Illness uncertainty -.160** -  -.19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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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연구가설의 검증 

 

수정 경로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가설 검정 결과는 Figure 5와 같다.  총 12개의 

경로 중 6개의 경로가 유의수준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불확실성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다약제 복용을 할수록 질병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간접효과는 없었으나 직접효과(β=-.027, p=.75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설 2. 주관적 기억이 감퇴할수록 질병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간접효과는 없었으나 직접효과(β=.155, p=.044)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설 3.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질병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간접효과는 없었으나 직접효과(β=.062, p=.50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설 4.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질병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간접효과는 없었으나 직접효과(β=.129, p=.114)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설 5.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질병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간접효과는 없었으나 직접효과(β=-.013, p=.864)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설 6.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질병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간접효과는 없었으나 직접효과(β=.145, p=.049)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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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주관적 기억이 감퇴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131, p=.029)와 간접효과(β=-.025, p=.024)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설 8.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70, p=.226)와 간접효과(β=.004, p=.4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설 9.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510, p=.00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간접효과(β=-.021, p=.07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설 10.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123, p=.02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간접효과(β=.002, p=.81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설 11.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65, p=.244)와 간접효과(β=-.023, p=.073)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설 12. 질병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160, p=.00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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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Path o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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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Figure 5. Path of mod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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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요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최초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 수준과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 질병 불확실성을 매개로 건강 

관련 삶의 질 요인들의 직, 간접 효과에 대해 예측했다는 점이 큰 의의가 있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과 경로 모형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A.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 영향 요인 

 

본 연구의 경로모형은 생물학적, 증상적, 기능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을 변수로 

포함하였고 이 변수들은 질병 불확실성 변인을 10.3% 설명하였고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에 유의미한 요인들을 규명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Mishel(1988)의 이론적 기틀을 바탕으로 모형을 구축하여 근거기반의 

자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증상적 요인인 주관적 기억감퇴와 기능적 요인인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으로 

나타났다. 파킨슨 환자의 비운동성 증상, 운동성 증상, 운동기능검사와 운동 합병증 

등을 질병의 중증도로 측정한 증상적 요인이 질병 불확실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Choi, Lee, Oh, Chu, Sohn, & Park, 2018)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Ting-Yu, Chin-Wen, Cheng & Chang(2018)의 연구에서 심부전의 피로감, 쇠약감, 

호흡곤란, 체중 증가와 같은 주요 증상들이 질병 불확실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관암 환자의 피로감, 불안, 복부 통증 또는 소화불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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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증상들이 질병 불확실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Somjaivong, 

Thanasilp, Preechawong, & Sloan, 2011)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현대사회는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정보를 직접 저장하여 기억해내기 

보다는 스마트폰, 인터넷과 같은 첨단기계에 의존하여 기억된 정보를 검색하거나 

확인하는 행위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생활에서 기억력 감퇴나 건망증을 

경험하며 스스로 기억장애나 치매가 의심되어 병원에 내원하게 된다. 이러한 주관적 

기억감퇴는 단순한 노화과정이 아닌 경도인지장애의 진단기준(Petersen et 

al.,1999)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증상이다. 주관적 기억감퇴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인지기능의 감퇴가 없어도 잠재적으로 미래의 인지기능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인자이고(오응석 & 이애영, 2016; Dominguez-Chavez, Murroc, & Salazar-Gonzale, 

2018; Mitchell, Beaumont, Ferguson, Yadegarfar, & Stubbs, 2014) 추후에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이 2 배로 높게 나타났다(Mitchell, Beaumont, Ferguson, 

Yadegarfar, & Stubbs, 2014; Stewart, Russ, Richards, Brayne, Lovestone, Mann, 

2001).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언제 치매로 진행될지 모른다는 

질병 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억감퇴에 대해 면밀하게 사정해야 하고 주관적 

기억감퇴의 진행을 늦추고 극복할 수 있는 중재(Giuli, Papa, Lattanzio, & 

Postacchini, 2016, Siu & Lee, 2018)를 통하여 질병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유지하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 능력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경도인지장애의 진단기준이다(Petersen et al., 

1999).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전두엽/집행기능이 필요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보다 더 복잡한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가 

나타난다. 이러한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감퇴하게 된다면 너싱홈과 같은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van 

Rensbergen, & Pacolet, 2012)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Jekel et al., 

2015).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감퇴되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렵고 우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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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질병 불확실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기 발견과 적절한 

중재를 통하여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를 늦추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적 간호가 필요하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독립적인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수행하여 요양시설 입소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주관적 기억감퇴는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기준에 

포함되는 주요한 증상이며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주관적 기억감퇴는 약물요법이 아닌 비약물요법으로 수정 

가능한 요인들이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관적 

기억감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시킨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중재 프로그램에는 이탈리아에서 시행한 인지훈련을 통하여 주관적 

인지감퇴가 호전되었고(Giuli, Papa, Lattanzio, & Postacchini, 2016), 홍콩에서 

시행한 Tai chi 운동요법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타났다(Siu & Lee, 2018). 하지만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억감퇴와 함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가 부족하므로 중재개발을 통하여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통하여 질병 불확실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반복연구를 제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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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난 

변수는 정신적 요인인 우울 정도와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나타났다. 우울 

정도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우울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우울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Ting-Yu, Chin-Wen, Cheng & Chang, 2018),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 결과(Hsiao, Li, Yang, Lin, Lin, & Wang, 2016; Kang & Lee, 2018; 

Pusswald et al., 2016)와 일치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우울증이 있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이 우울증이 없는 경도인지장애 노인보다 즉각적이고 지연된 

기억을 해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Johnson et al., 2013). 이와 같이 우울과 

인지장애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의 우울증 평가가 필요하다. 우울증에 

대해 조기발견과 우울증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제공한다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고 치매로의 진행위험을 낮출 수 있다.  

 사회적 지지도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Kang & Lee(2018)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담관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Somjaivong, Thanasilp, Preechawong, & Sloan, 2011)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Ting-Yu, Chin-Wen, Cheng & Chang(2018) 연구에서 

심부전 환자들은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가 우울을 매개로 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심부전이라는 질환의 특성상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사회적 지지는 질환 또는 치료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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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한다(Ting-Yu, Chin-Wen, Cheng & Chang, 2018).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질환으로 인해 힘들고 지치는 과정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같은 인적자원을 통하여 

실제적이고 심리적인 지지인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와 인지기능은 

관계가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자원에 대한 접근 등이 치매진단을 늦출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Kotwal, Kim, Waite, & Dale, 2016).  

주관적 기억감퇴는 질병 불확실성을 매개로 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억감퇴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 효과(Mitchell, Beaumont, Ferguson, Yadegarfar, & Stubbs, 

2014)만 밝혀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질병 불확실성을 매개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효과도 밝혀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기억감퇴는 질병 

불확실성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질병 불확실성을 매개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효과가 나타나므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증상이다. 임상현장에서는 

객관적인 인지기능검사인 신경심리검사 결과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억감퇴에 대한 호소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노인 또는 

믿을 만한 정보 제공자로부터 최근 기억력이 전보다 얼마나 감퇴되었는지, 어떠한 

양상으로 감퇴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관적 기억감퇴를 조기 발견하고 

비약물적 중재를 통하여 주관적 기억감퇴를 늦추고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논의를 종합해보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억감퇴가 있고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떨어진다면 질병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관적 

기억감퇴, 우울, 사회적 지지로 밝혀졌다. 주관적 기억감퇴는 질병 불확실성을 

매개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식수준이 높고 우울정도가 낮은 대상자들이 참여한 연구로 연구결과를 해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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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시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기키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자 

집단을 고려하여 표본수 확충 후 반복연구 수행을 제안하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억감퇴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간호사 주도의 비용 효과적인 중재전략을 세워 질병 불확실성을 감소와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도와줘야 한다. 특히 주관적 기억감퇴는 질병 불확실성을 

매개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관적 기억감퇴를 조기 발견하고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중재개발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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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Mishel(1988)의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대처라는 개념이 가설적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는 Mishel(1988)의 이론적 기틀에서 일부 개념을 제외시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 모형의 10.3%라는 낮은 설명력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모집단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이고 근접 모집단을 편의 추출하였는데 연구 

대상자의 평균 교육 년수가 11.55 년으로 높고 우울증상이 없는 대상자가 69.6 %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력 수준의 대상자를 포함하여 반복적인 검증을 통하여 

경로모형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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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요인들의 직, 간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Mishel(1988)의 질병 불확실성 이론과 문헌 고찰을 통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물학적 요인, 증상적 요인, 기능적 요인, 정신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외생변수로 설명하고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외생변수로 설정하여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5월 2일부터 2019년 12월 9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와 처인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노인을 180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수정된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통하여 수용기준을 충족하여 12개의 경로 중 총 6개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질병 불확실성은 주관적 기억이 감퇴할수록,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퇴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수들에 의해서 질병 불확실성 변인이 

10.3%가 설명되었다. 

2) 건강관련 삶의 질은 주관적 기억이 감퇴할수록,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낮게 나타났고, 이 변수들에 의해서 건강관련 삶의 질 변인이 

53.0%로 설명되었다. 

3) 주관적 기억감퇴는 질병 불확실성을 매개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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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처음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건강관련 삶의 질 관련 경로분석을 통하여 다약제 복용, 주관적 기억감퇴, 수면의 질, 

사회적 지지, 우울 정도,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언제 치매로 진행될지 

모른다는 질병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질병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개발과 더불어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관적 기억감퇴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핵심이 되는 주요한 증상이므로 조기발견과 조기 예방으로 질병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B.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 이론, 실무, 연구와 정책 측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간호 이론 측면 

본 연구는 Mishel(1988)의 이론에서 질병 불확실성을 소개하고 중범위 

간호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 경로를 구축한 연구로서 다양한 

변수들 간의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추후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Mishel(1988)의 이론검증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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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 실무 측면 

본 연구를 통해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인력들에게 

실무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치매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중재 프로그램 방향을 제시하여 대상자 중심으로 간호를 중재할 

것이다.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객관적인 인지기능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도노인장애 노인이 호소하는 주관적 기억감퇴에도 초점을 두고 조기 발견과 조기 

예방이 필요하다. 

 

3. 간호 연구 측면 

본 연구는 Mishel(l989)의 질병 불확실성 이론을 근간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직, 간접효과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Mishel(1988)의 질병 불확실성 이론의 근거를 

확장하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맞는 한국형에 모델 개발이나 간호지식체 확장에 기여한다.  

 

4. 간호 정책 측면 

본 연구의 결과는 2017 년에 정부가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에 발맞춰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간호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과 

치매예방관리사업 등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치매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예방적인 차원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치매로의 진행에 대한 질병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건강관련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를 확대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예산책정이 

필요하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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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연구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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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대상자 설명문                                         NO                                         

설 문 지 

연구제목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영향요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생으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귀하가 경험하는 질병 불확실성과 그와 관련된 경험 및 

감정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신 내용은 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도록 돕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소요시간은 

20-25분 정도입니다. 

 

설문조사의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학술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연구 도중에 언제든지 자의로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의 응답여부는 귀하의 치료계획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연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연구 책임자: 서유진 

▪ 연락처: 010-89**-****, yu****@naver.com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 연구대상자보호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mailto:y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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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동의서  

 

연구 동의서 
 

연구 제목: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 불확실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임상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연구목적에 따라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였습니다. 

 

□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이후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설명문 및 작성된 동의서 사본 1 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은 생각한 결과,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성명 서명 날짜 년 월 일 

연구 대리인의 성명 서명 날짜 년 월 일 

연구 대상자와의 관계 서명 날짜 년 월 일 

설명한 연구자의 성명 서명 날짜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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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Ⅰ. 주관적 기억 감퇴 

 

■ 요즘 어르신의 기억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애매한 경우가 있더라도, ‘예’ 또는 

‘아니오’ 중에 한가지만 선택하여 답해주세요. 

No 문항 아니오 예 

1 
당신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2 
당신의 기억력은 10년 전에 비해 저하되었습니까? 

  

3 
당신은 기억력이 동년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4 
당신은 기억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5 
당신은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6 
당신은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7 
당신은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8 
당신은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9 
당신은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0 
당신은 이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까? 

  

11 
당신은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12 당신은 가게에서 사려고 하는 두 세 가지 물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3 
당신은 가스불이나 전기불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4 당신은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자신 혹은 자녀의 집)를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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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글판 피츠버그 수면 질 척도 

■ 지난 한 달 동안 어르신의 수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모 속에 답을 써 주세요. 

1. 보통 몇 시쯤에 잠자리에 드십니까? □□시 □□분경 

2. 밤에 잠자리에 들어 잠이 들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 □□분 정도 

3. 보통 아침 몇 시쯤 일어나십니까? □□시 □□분경 

4. 밤에 실제로 자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 □□분 정도 

 

No 문항  
전혀 

없음 

주 1회 

미만 

주  

1-2회 

이상 

주 

3회 

이상 5 잠자리에 든지 30분 이내에 잠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6 자다가 한밤중이나 이른 새벽에 깬 적이 있었습니까?     

7 자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깬 적이 있었습니까?     

8 잘 때 숨을 편하게 쉬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9 잘 때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10 자다가 너무 춥게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까?     

11 자다가 너무 덥게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까?     

12 자다가 악몽을 꾼 적이 있었습니까?     

13 자다가 통증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14 
앞에서 질문한 경우 이외의 다른 이유로 잠을 설친 적이 

있었습니까? 있으면 이유를 적어주세요. 

(이유: ) 

    

15 지난 한달 동안, 잠을 자기 위해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16 
지난 한달 동안, 운전이나 식사 도중 또는 다른 사회  

활동을 할 때 졸려서 깨어있기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17 
지난 한달 동안, 평소와 같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다  □아주 사소한 어려움  □어느 정도의 어려움 □매우 큰 어려움 

18 
지난 한달 동안, 전반적인 수면의 질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좋았다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빴다   

 

  



85 

Ⅲ. 사회적 지지 

 
■ 어르신은 주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도움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요? 어르신의 

상황과 가장 잘 일치하는 답을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화가 필요할 때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2 당신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3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4 당신 자신에 대해서나 당신의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5 당신이 꼭 조언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6 당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걱정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7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8 당신의 문제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9 당신이 병상에 누워 지내야만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0 당신이 아플 때 의사에게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1 당신이 식사를 준비할 수 없을 때 대신 음식을 만들어 줄  

사람이 있습니까? 

     

12 당신이 아플 때 허드렛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3 당신에게 사랑과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14 당신을 사랑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5 당신을 끌어안고 토닥거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16 당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7 당신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8 당신과 함께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9 당신이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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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형 노인 우울척도 

■ 최근 1주일 동안의 기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잘 일치하는 답을 한가지만  

골라주세요. 

No 문항 아니오 예 

1 당신의 삶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2 활동이나 관심거리가 많이 줄었습니까?   

3 삶이 공허하다고 느끼십니까?   

4 지루하거나 따분할 때가 많습니까?   

5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들 때문에 괴롭습니까?   

7 대체로 활기차게 사시는 편입니까?   

8 당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까?   

9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10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이 자주 듭니까?   

11 불안해지거나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까?   

12 외출하는 것보다 그냥 집안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까?   

13 앞날에 대한 걱정을 자주 하십니까?   

14 다른 사람들보다 기억력에 문제가 더 많다고 느끼십니까?   

15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십니까?   

16 기분이 가라앉거나 울적할 때가 자주 있습니까?   

17 요즘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십니까?   

18 지난 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19 산다는 것이 매우 신나고 즐겁습니까?   

20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21 생활에 활력이 넘치십니까?   

22 당신의 처지가 절망적이라고 느끼십니까?   

23 다른 사람들이 대체로 당신보다 낫다고 느끼십니까?   

24 사소한 일에도 속상할 때가 많습니까?   

25 울고 싶을 때가 자주 있습니까?   

26 집중하기가 어렵습니까?   

27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십니까?   

28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피하는 편이십니까?   

29 쉽게 결정하는 편이십니까?   

30 예전처럼 정신이 맑습니까?   

 



87 

Ⅴ. 삶의 질  

■ 어르신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입니다.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No 문항  나쁘다 

그저 

그렇다 

좋다 

매우 

좋다 

 1 
요즘 신체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2 
요즘 기력(또는 원기 또는 활력)은 어떻습니까? 

    

3 
요즘 기분은 어떻습니까? 

    

4 현재 살고 있는 곳(생활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요즘 기억력이 어떻습니까? 

    

6 
요즘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7 
요즘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없다면 배우자처럼 의지하는 대상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8 요즘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친구가 

없다면, 친구가 없다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9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생각하십니까? 

    

10 
요즘 일상적인 집안일을 잘 하실 수 있습니까? 

    

11 
요즘 재미있고 신나는 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까? 

    

12 현재 전체적인 경제(또는 재정 또는 금전) 사정은  

어떻습니까? 
    

13 요즘 삶(또는 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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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불확실성 

■ 다음 질문들은 귀하가 치료 진행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의 가장 일치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o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2 나에게 해답이 없는 질문이 많다.      
3 내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확신이 없다.      
4 증상이 얼마나 심해질지 알 수 없다.      
5 나는 의료진이 내 병에 대해 설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6 내가 왜 이 치료를 받는지 알고 있다.      
7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이 내 상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8 어떤 처치나 시술을 언제 받게 될 지 예상할 수 없다.      
9 증상들이 계속해서 있다가 없다가 한다.      
10 나는 설명들은 내용을 모두 이해한다.      
11 의사들이 내게 설명하나 것들은 혼란스럽다.      
12 나는 내 병이 얼마나 오래갈지 안다.      
13 내가 받는 치료는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14 내가 받는 치료나 약물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알기 어렵다.      
15 의료진들이 너무 많아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알 수 없다.      
16 내 상태가 계속 변하므로 앞날을 계획할 수 없다.      
17 내 병의 경과가 계속 바뀌므로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다. 

     
18 치료로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지 모르겠다.      
19 내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20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확실치 않다.      
21 대게 나는 그날그날 내 상태가 좋을지 나쁠지 안다.      
22 검사결과가 검사 때마다 다르다.      
23 내가 받는 치료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24 내가 언제쯤 나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다.      
25 나는 대체로 내 병의 경과를 안다.      
26 치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달라진다.      
27 의료진은 더 찾아낼 만한 다른 문제는 없다고 확신한다.      
28 내가 받는 치료는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치료이다. 

     
29 의료진은 나에게 정확한 진단명을 말해주지 않았다.      
30 나는 내 상태가 언제 좋아질지 혹은 나빠질지 안다.      
31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간호사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 믿는다.      
32 나는 내 질병이 어느 정도 심각하지 안다.      
33 의사와 간호사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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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일반적 정보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상태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           □  여 

 

 

2. 귀하의 실제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생년월일 :          년도       월         일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무학           □ 초등학교 중퇴 (몇학년까지 다니셨나요?       학년)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중퇴   (몇학년까지 다니셨나요?       학년)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중퇴 (몇학년까지 다니셨나요?       학년)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중퇴   (몇학년까지 다니셨나요?       학년)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졸업   (대학원 생활      년) 

 

 

4. 현재 결혼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결혼                           □ 사별                    

□ 별거/이혼          

□ 미혼                           □ 기타(기술 :              ) 

 

 

5.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 독거                           □ 배우자     □ 배우자와 가족    

□ 배우자 이외의 가족             □ 기타 (          ) 

 

 

6. 현재 복용하고 있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물은 몇 개 입니까?  

정확한 개수를 적어 주세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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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청력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하는 것에 표시하세요. 

□ 정상 

□ 감소되었으나 보청기 착용하지 않고 의사소통만 가능함. 

□ 감소되어 보청기를 사용해야 의사소통 가능함. 

 

 

8. 현재 시력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하는 것에 표시하세요. 

□ 정상 

□ 감소되었으나 안경이나 렌즈를 쓰지 않고도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음. 

□ 감소되어 안경이나 렌즈를 써야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음. 

 

 

9.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기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년      개월 

(연구자가 직접 확인하여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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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related to the illness uncertainty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Suh, YuJin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Directed by Professor, Lee Juhee R.N., PhD. 

 

Background: Older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have illness uncertainty about effective 

treatment and dementia progressed. Illness uncertainty can be a negative impact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Based on the illness uncertainty 

theory of Mishel(1988),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direct/indirect effects of factors 

affecting the illness uncertain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Hypothetical path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Mishel`s illness 

uncertainty theory and literature review. Biological factor, symptomatic factor, functional factor, 

psychological factors and social factors were considered as exogenous variables, and illness 

uncertain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ere considered as endogenous variables. Method:  A 

total of 180 older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participated in this study from May 2 to 

December 9, 2019. Data were collected from Yeongdeungpo-gu of Seoul and Suji-gu and Choin-gu, 

Yongin-Si of Gyeonggi-do.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3.0 program and AMOS 

20.0 software. Resul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est goodness of fit, SRMR (.000), RMSEA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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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d that the hypothetical model fit was satisfied, but χ2/df, GFI, TLI and CFI could not be 

concur. Therefore, the proposed model was revised. The path model was modified using the result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path between polypharmac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as 

removed. After modification of the model, the results of the test goodness of fit, χ2/df (2.096), GFI 

(.997), SRMR (.997), RMSEA (.075) and CFI (.996) improved but TLI (.861) was dissatisfied the 

acceptance criteria. The modified model satisfied the criteria except TLI. Among the 12 paths in the 

modified model, 6 were significant.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modified path model were 

subjective memory complaint and IADL that directly affected the illness uncertainty among older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These factors accounted for 10.3% of the variance of 

explaining illness uncertainty. Subjective memory complaint, depression, illness uncertainty and 

social support were identified as factors that directly affected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ubjective memory complaint was identified as factor that indirectly affected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rough mediation of illness uncertainty. These factors accounted for 53.0% of the 

variance. In conclusion,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developing interventions that can improv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reducing illness uncertainty among older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In addition, subjective memory complaint is an important symptoma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Conclusion: Detection and early prevention for declining subjective memory decline 

should reduce illness uncertainty and improv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identifying factors of illness uncertainty in older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Keyword: Mild cognitive impairment, illness uncertainty,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ubjective 

memory complaint,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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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ummary 

 

Ⅰ. Introduction 

 

In Korea, the prevalence of dementia patients has steadily increased to 10.32 percent every year 

and the prevalence of mild cognitive impairment patients was 28.0%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2018). As a result, the total cost of medical care increased from 6.6 billion won in 2010 to 33.5 

billion won in 2014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5) and it has increased the burden of 

supporting the family (Connors, Seeher, Teixeira-Pinto, Woodward, Ames, & Brodaty, 2019). Mild 

cognitive impairment is a preliminary stage of Alzheimer's dementia. A six-year follow-up has 

shown that 80% of mild cognitive impairment has been diagnosed with Alzheimer's dementia 

(Petersen & Morris, 2003).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was reported a chief complaint of subjective memory complaint 

by patients or their caregivers in 1999, by Mayo clinic neurologist Petersen. Although overall 

cognitive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are maintained within normal limit, it is defined as 

functional impairment of the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uch as memory and executive 

function, objectively lowered memory compared to the same age and education level (Petersen, 2003; 

Petersen et al. , 2014). Since MCI has high progression to dementia, prevention through early 

diagnosis can return to normal cognition and slow the progression to dementia.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are important because there is no evidence of 

pharmacological intervention that can prevent progression to dementia (Langa, Deborah & Levine, 

2014; Petersen et al., 2017).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such as horticulture, art, exercise 

therapy, and cognitive intervention not only improved cognitive function, but also contributed to 

emotional comfortability such as depression, anxiety and ability to perform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Odawara, 2012; Siu & Lee, 2018). However, randomized controlled studies to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have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findings because they reported a small number of samples and have diagnosed MCI 

using diverse diagnostic criteria and cognitive measurement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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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er adults with MCI are frustrated with unfamiliarity with the diagnosis of MCI and lack of 

effectiveness of pharmacological and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Gomersall, Smith, 

Blewett, &, Astell, 2017).  They also complain of illness uncertainty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progress of MCI that is not currently dementia but may be pre-dementia stage (Gomersall, 

Smith, Blewett, &, Astell, 2017; Mukadam, 2018; Portacolone, Johnson, Covinsky, Halpern, & 

Rubinstein, 2018). This illness uncertainty is associated with negative emotions such as depression, 

anxiety and apathy (Zhang, Wang, Li, & Yu, 2012) and negatively affect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ing-Yu, Chi-Wen Kao).  

Variables affecting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the older adults with MCI are income, 

education, living alone (Muangpaisan, Assantachai, Intalapaporn, & Pisansalakij, 2008), social 

support(Kang & Lee, 2018), sleep disorders (Kang & Lee , 2018; Wennberg, Wu, Rosenber, & Spira, 

2017), polypharmacy (Montiel-Luqueetal, 2017), depression (Hsiao, Li, Yang, Lin, Lin, & Wang, 

2016; Kang & Lee, 2018; Pusswald et al., 2016),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Ginsberg et 

al., 2019) and subjective memory complaint (Mitchell, Beaumont, Ferguson, Yadegarfar, & Stubbs, 

2014). Among those variables, social support, sleep disorders, polypharmacy, depression,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and subjective memory complaint can be modified by nurses. 

Higher social support for older adults with MCI has a positive effect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Kang & Lee, 2018) and can slow progression to dementia diagnosis (Kotwal, Kim, Waite, & Dale, 

2016).  Also, sleep quality improvement can prevent dementia progression (Chan, Yu, Choi, Lee, 

Sit, & Chan, 2018; Palmer, Mitolo, Burgio, Meneghello, & Venneri, 2018). Polypharmacy with more 

than five medications can potentially increase the risk of dementia (Cheng et al., 2018; Langa, 

Deborah, & Levine, 2014; Lee et al., 2018). Depression is a risk factor that increases the morbidity 

to dementia by two to four times (Richard et al., 2013).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subjective memory complaint, which are important symptoms in the diagnosis criteria of older adults 

with MCI, are risk factors that can lead to dementia. Modifiable variables of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with MCI is a risk factor that can lead to dementia. Therefore, the 

modification of these variables can prevent the progression to dementia and further improve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illness uncertainty theory of Mishel (1988),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 and 

indirect paths between and the illness uncertain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with MCI.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s for identifying factors that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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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 illness uncertainty among older adults with MCI, and nursing intervention development to 

reduce illness uncertainty and improv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nd verify a path model for the factors that influence 

illness uncertain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This study had three aims; 

 

First, a hypothetical path model was construct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variables related to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theoretically constructing a concept that has been found to affect 

illness uncertain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through review of previous studies results. 

 

Secondly, this study proposed a modified path model by verifying the suitability between the 

hypothetical model and the actual data. 

 

Thirdly, the relationship and intensity between the factors were defined by identifying the direct 

and indirect path affecting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Ⅱ. Conceptual framework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llness uncertain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with MCI based 

on the theory of illness uncertainty of Mishel (1988). This study also included concepts from the study of Johnson 

Wright, Afari, and Zautra (2009) that used a reconstructed framework of Mishel (1988). Through the review of the 

literatures, this study included biological, symptomatic, functional,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as conceptual 

factors that affect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with MCI. It was also hypothesized that illness 

uncertainty affects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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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Methods 

 

1. Design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cross sectional-survey design. 

 

2. Subjects 

This study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n Cognitive Aging and 

Dementia (KLOSCAD), those who were older adults living in the community aged 65 and over. 

More specifically, older adults living in Yeongdeungpo-gu of Seoul and Suji-gu and Choin-gu, 

Yongin-Si of Gyeonggi-do,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target population was diagnosed with MCI on the second precision test after the first 

screening test. 

 

a) Aged 65 and over 

b) A person diagnosed with MCI on the second precision test  

c) Have no impairment in communication 

d) Have difficulty in reading and answering the contents of this questionnaire written in Korean. 

 

Initially, a total of 201 subjects recuited in this study, however, 21 subjects did not complete the 

survey questionnaire, therefore, 180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ample size of 150 to 

400 people is preferred for analysis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 (Lee & Lim, 2009). 

Therefore, the number of samples in this study met the minimum sample siz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May 2, 2019 to December 9, 2019. Before conducting the 

data collection, the investigator explained the purpose, procedure and method of the study to the 

doctor in charge of the hospital and sought prior cooperation. After explaining the purpose and 

procedure of the study, the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to those who voluntarily agreed to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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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asurements 

1. 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for gender, age, marital status, living arrangement, 

education level, and duration of diagnosis. 

 

2. Illness uncertainty 

Mishel`s Uncertainty in Illness Scale (MUIS) developed by Mishel (1988) used an assessment 

tool translated by Jae-Won Jung (2005). The tool consists of 33 questions and used the 5-point Likert 

scale. The total score can be measured from a minimum of 33 to a maximum of 165, with higher 

scores indicating greater uncertainty. When the assessment tool was developed, the Cronbach's α 

was .92 and in this study, Cronbach's α was .84. 

 

3.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o assess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e use the Quality of Life in Alzheimer's Device 

(QOL-AD), which was translated by Shin (2006), as an assessment tool developed by Logsdon et 

al. (2000). This tool consists of physical health, energy, mood, memory, living environment, family 

relationships, marriage, friendship, overall self, ability to handle everyday household chores, ability 

to do something for fun, financial status, and overall life. Each question used a 4-point Likert scale. 

This tool has a total of 13 questions, with a total score of up to 52 out of a minimum of 13, and a 

higher score means a higher quality of life. Cronbach' α at the time of tool development was .80, 

and Cronbach's α in this study was .92. 

 

4. Biological factor 

1) Apolipoprotein E genotype ε4 count 

The Apolipoprotein E(ApoE) gene was collected from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2) Metabolic syndrome severity score 

American Heart Association among five diagnostic criteria for metabolic syndrome;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AHA / NHLBI + IDF, 2009) 

criteria were applied. Metabolic syndrome severity scores were calculated using an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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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or (http://mets.health-outcomes-policy.ufl.edu/calculator) for abdominal circumference, 

fasting glucose, systolic blood pressure, triglycerides in blood and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in blood.  

 

3) Polypharmacy 

The number of medications prescribed in the hospital during the last month was collected by 

interviews. Among them, five or more drugs prescribed in hospitals were classified as 

'polypharmacy', and less than five drugs were classified as 'no polypharmacy' (Gnjidic et al., 2012). 

 

5. Symptomatic factor 

 

1) Subjective memory complaint 

In this study,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SMCQ) developed by Youn et al. 

(2009) was used to evaluate subjective memory loss. The assessment tool consists of 14 questions, 

and by answering 'yes' or 'no', the tool evaluates the subjective severity of memory. At the time of 

tool development, Cronbach's α was .80. In this study, Cronbach's α was .85. 

2) Sleep quality 

The quality of sleep was calculated using Korean version of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developed by Buysse et al. (1989). Each question has a score of 0 to 3 on the Likert scale. 

Reliability at the time of tool development was Cronbach's α = .83. In this study, Cronbach's α 

was .79. 

 

6. Functional factor 

1)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 assessment tool developed by Katz (1963) used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which was adapted to the situation of Korea. This tool consists of 7 questions including dressing, 

washing, bathing, eating, moving, using the toilet, and controlling urine. In this study, 7 points were 

divided into 'independent daily life performance ability' and 8 points or more were 'dependent daily 

life performance ability'. Cronbach's α = .80 at the time of development of the research tools and 

Cronbach's α = .75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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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 assessment tool developed by Lawton and Brody (1969) was used by the K-IADL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which was adapted to the situation of Korea. (Won, 2002). 

The scale consists of 10 questions such as grooming, household chores, meal preparation, laundry, 

close-ups, medication, and money management. In this study, 10 points were classified as 

'independent instrumental daily life performance ability' and 11 points or above were classified as 

'dependent instrumental everyday life performance ability'. When the tool was developed, 

Cronbach's α = .94 and Cronbach's α = .91 in this study. 

3) Visual function 

Visual function was assessed by a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was "what is your current 

vision?".  The response was classified as "normal," "I can see newspapers or television without 

glasses or lenses" and "I can see newspapers or television with glasses or lenses”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3).  

4) Hearing function 

Hearing function was assessed by a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was "how about your current 

hearing?". The response was classified as “normal”, “disabled but able to communicate without 

wearing hearing aid” and “communicated using hearing aid”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3). 

 

7. Psychological factor 

The 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K), developed by Sheikh and Yesavge 

(1986), was translated into a Korean version by Cho(1999). It consists of 30 questions and responds 

with 'yes' and 'no'. The total score ranges from 0 to 30, with a total score of 0 to 13 'no depression', 

14 to 18 'mild depression', and 19 to 21 ‘moderate depression’, with scores over 22 means ‘severe 

depression’. At the time of tool development, Cronbach's α = .90 and Cronbach's α = .89 in this 

study. 

 

8. Social support 

The Medical Outcomes Study-Social Support Survey (MOS-SSS) developed by Sherbourne and 

Stewart (1991), used the Korean version of MOS-SSS, which was revised by Min-Kyung Lim 

(2002). The tool consists of four subtypes: emotional support / information, mater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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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ion support, and positive social interaction. The questions of the MOS-SSS tool consisted of 

19 items, and it is rated on a 5-point Likert scale. The higher the total score means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In this study,the Cronbach's α was .97. 

 

4. Data collection 

 

The research ethics review committe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was 

approved (B-0912 / 089-010) the data collection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only for the 

subjects who explained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procedure, participation and discontinuation, 

and the confidentiality of the data. The survey participants completed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 and were given 5,000 won worth of household goods as a gift. 

 

5. Analysis 

 

Collected data is analyzed using IBM SPSS version 23.0 program and Amos version 20.0 softwar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haracteristics should 

be report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 real,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2. The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of major variables are obtain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ity is tested using skewness and kurtosis. 

3. The differences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re analyzed by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ANOVA). 

4. Correlation and multicollinearity between variables a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5.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is perform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disease uncertain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adults with MCI. 

6. The goodness-of-fit test to evaluate whether the hypothetical model fits the data is χ2 / df, 

goodness of fit index (GFI),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RMEA), turker Lewis 

index (TLI), comparative fit index(CFI) was used. 

7. If the goodness-of-fit index is not met in the goodness-of-fit test, verify the modified pa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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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ath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odified path model and to calculate direct and indirect 

path coefficients for factors affect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9.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factors influencing the modified 

pathway model and affect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as determined by the significance 

level (p = 0.05) estimated by bootstrapping. 

 

Ⅳ.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A total of 180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36.1% of males and 63.9% of females. The mean 

age was 75.83 years (SD=5.73 years). Currently, the married (70.8%) were the highest, and the 

majority of these group were lived with their families (87.7%). The mean years of education was 

11.36 (SD=5.13 years) and the largest group was the college or more at 41.1%.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showed that the duration of MCI diagnosis was over 6 months (74.4%). The mean 

duration of MCI diagnosis was 11.54 months (SD=8.51).  

In visual function, they were mostly needed devices, such as glassed or lens. (56.7%). In hearing 

function, the normal and impaired that no hearing aids required were same level (45.6%). 

Among the biological factors, 57.2% of participants did not take polypharmacy, and 78.3% of the 

ApoE genotype had no ε 4 gene, which increases the incidence of Alzheimer`s dementia. The mean 

of metabolic syndrome severity score was 50.23% and 0-50% (low risk group) was the highest 

(49.4%). When the degree of depression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everity, 71.7% of 

participants without depression were the highest. According to the quality of sleep, 100 people 

(55.6%) had poor sleep quality. The ADL and IADL were independently performed at 93.9% and 

68.3% of participants.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ity test of main variables 

The mean of subjective memory complaint score was 4.19 (SD=3.41). The depression score is 

14-18 as suspected depression, 19-21 is classified as moderate depression and more than 22 as severe 

depression. The study found that the depression score was not suspected at 10.36. Illness uncertainty 

was 91.56 out of a 131, higher than the median of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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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multivariate analysis assumes a normal distribution, so a normal distribution follows the 

absolute value of skewness and kurtosis if it does not deviate from 2 and 7 (Kline, 2011). Among 

the main variables measured in this study, the skewness of ADL was 11.787, which was performed 

independently by 93.9% of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all variables except the ADL met the 

condition of normal distribution. 

 

3. Differences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Polypharmac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 = .044). 

Depression also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 <.000). The lower 

the degree of depression, the higher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4.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Correlations among age, education, duration of diagnosis, subjective memory complaint, sleep 

quality, IADL, depression, social support, illness uncertain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ere 

analyzed using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Participants with lower subjective memory 

complaint(p<.001), the lower the quality of sleep (p <.001), the lower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p = .003), and the lower the social support (p <.001), higher depression (p <.001) and higher 

illness uncertainty (p <.001) perceived in lowe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5. Testing modification of the hypothetical path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est goodness of fit, SRMR (.000), RMSEA (.000) indicated that the 

hypothetical model was acceptable, but χ2/df, GFI, TLI and CFI did not concur. Therefore, the 

proposed model could not be accepted. The path model was modified using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In th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polypharmac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ly, the path between polypharmac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as removed. After modification of the path model, the results of the test goodness of fit, 

χ2/df (2.096), GFI (.997), SRMR (.012), RMSEA (.078) and CFI (.995) improved but TLI (.861) 

was dissatisfied the acceptance criteria. The modified model satisfied the acceptance criteria except 

T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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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the modified model 

Subjective memory complaint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directly affected the 

illness uncertainty among older adults with MCI. These factors accounted for 10.3% of the variance 

of explaining illness uncertainty. Subjective memory complaint was identified as factors that 

indirectly affected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ccounting for 53.0% of the variance. Finally, 

subjective memory complaint, illness uncertainty,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were identified as 

factors that directly affect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7.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variables 

Subjective memory complaint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were shown to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illness uncertainty. In other words, the level of illness uncertainty 

increased when subjective memory complaint was higher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was lower. Subjective memory complaint, depression, illness uncertainty and social support were 

shown to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igher subjective memory 

complaint, higher depression, higher illness uncertainty and lower social support perceived lowe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ubjective memory complaint had an indirect effect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ediated by illness uncertainty. Thus, level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creased 

when subjective memory complaint was lower, depression was lower and social support higher. 

 

Ⅴ. Discussion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nd validate a path model to examine the variable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llness uncertain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MCI. It 

wa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for the first time, identified the level and factors of illness uncertainty 

among older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predicted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factors by using illness uncertainty as a mediat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actors related to illness uncertainty,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the validity of the path model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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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h model included biological, symptomatic, functional,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as 

variables, which described 10.3% of the illness uncertainty. It is meaningful to identify factors that 

are significant to the illness uncertainty among older adul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del based on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Mishel (1988) so 

that it can be used for evidence-based data. 

In this study, the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the disease uncertainty of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were subjective memory loss, which was a symptomatic factor, and 

instrumental daily living ability, which was a functional factor. 

Symptomatic factors that measured non-motor symptoms, motor symptoms, motor examination, 

and motor complications in Parkinson's patients with disease severity directly affected illness 

uncertainty (Choi, Lee, Oh, Chu, Sohn, & Park, 2018). Ting-Yu, Chin-Wen, Cheng & Chang (2018) 

study of heart failure patients showed that major symptoms such as fatigue, weakness, shortness of 

breath, and weight gain of heart failure directly affected illness uncertainty. In addition, symptoms 

such as fatigue, anxiety, abdominal pain, or indigestion in Cholangiocarcinoma patients were shown 

to have a direct effect on illness uncertainty (Somjaivong, Thanasilp, Preecha wong, & Sloan, 2011) 

Modern society has been replaced by the act of retrieving or verifying memorized information by 

relying on high-tech machines such as smartphones and the internet, rather than directly storing and 

recalling new inform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machine civilization. This phenomenon causes 

memory loss or forgetfulness in daily life and visits the hospital due to suspected memory 

impairment or dementia.  

This subjective memory complaint is not just an aging process but a major symptom is included 

in the diagnostic criteria for MCI (Petersen et al., 1999). Subjective memory complaint is a risk 

factor that can potentially predict future cognitive status without objective cognitive decline (Oh, 

Eung-Suk & Lee, Ae-Young, 2016; Dominguez-Chavez, Murroc, & Salazar-Gonzale, 2018; 

Mitchell, Beaumont), and there was a double chance that dementia could progress in the future 

(Mitchell, Beaumont, Ferguson, Yadegarfar, & Stubbs, 2014; Stewart, Russ, Richards, Brayne, 

Lovestone, Mann, 2001). It can be inferred that these symptoms can lead to illness uncertainty that 

may lead to dementia. Thus, clinical fields will be able to assess the subjective memory complaint 

of the older adults with MCI closely and to reduce illness uncertainty (Giuli, Papa, Latanzio, & 

Postacchi, 2016; Siu & Lee, 2018) that can slow and overcome the subjective memory complai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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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agnostic criteria for MCI are that they mainta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but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fe impairment are prominent (Petersen et al., 1998).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mpairment require frontal lobe/execution function and more complex capabilities th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If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re not independent, it is highly 

likely to institute a nursing facility (van Rensbergen, & Pacolet, 2012) and lead to dementia (Jekel 

et al., 2015). When the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have declined, it is difficult to live 

independently and makes them to feel negative emotion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making 

into feeling illness uncertainty (Jekel et al., 2015). Therefore, intervention is needed to slow the 

decline of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maintain the remaining capacity through early 

detection and appropriate intervention so that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can be 

independently performed. Intervention is required to delay the admission to nursing facility by 

maximizing the maintain the remaining capacity among the older adults with MCI and performing 

independent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this study,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subjective memory complaint, which directly affect the disease uncertainty of the elderly 

with MCI, are the main symptoms included in the diagnosis criteria of MCI and are the risk factors 

for progression to dementia.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subjective memory complaint 

are factors that can be modified by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rather than polypharmacy 

intervention.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illness uncertainty among the older adults with MCI, 

it is consider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that includes the factors that can 

independently perform the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reduce the subjective memory 

complaint. So far, the intervention improved subjective memory complaint through cognitive 

training in Italy (Giuli, Papa, Lattanzio, & Postacchini, 2016), and Tai chi exercise therapy in Hong 

Kong has improve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iu & Lee, 2018).  

In this study, it is difficult to make a direct comparison because there was no previous study that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illness uncertainty among older adults with MCI. Further studies 

suggest repeated studies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illness uncertainty through various 

variabl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related factors of the older adults with 

MCI. The variables that had a direct effect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with MCI were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in this study. Depression has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 higher the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with MCI, the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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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 study of heart failure patients, depression had a direct effect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ing-Yu, Chin-Wen, Cheng & Chang, 2018).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Hsiao, Li, Yang, Lin, Lin, & Wang, 2016; Kang & Lee, 2018; 

Pusswald et al., 2016). Older adults with MCI with depression had more difficulty with immediate 

and delayed memory than those with MCI without depression (Johnson et al., 2013). As depression 

and cognitive impairment are deeply correlated, it is necessary to evaluate depression of the older 

adults. Providing early detection and appropriate interventions for depression can improve the 

cognitive function among older adults with MCI and lower the risk of progression to dementia. 

Social support also had a direct effect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hich is the same as Kang 

& Lee(2018) study in Korea. A study of patients with cholangiocarcinoma showed that social 

support had a direct effect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omjaivong, Thanasilp, Preechawong, 

& Sloan, 2011). In Ting-Yu, Chin-Wen, Cheng & Chang (2018) study, patients with heart failure 

showed indirect effect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rough emotional support as a mediator of 

depression. This may be a resul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rt failure. Social support serves as a 

buffer against overcoming dangerous situations during illness or treatment (Ting-Yu, Chin-Wen, 

Cheng & Chang, 2018). Social support plays a role as a protective barrier to overcome the difficult 

and exhausting process of disease, which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quality of health-of-life. In 

order to improve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with MCI, social support, 

which is a practical and psychological support, is needed through human resources such as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Social support and cognitive functions have been reported to be related, which 

could slow down dementia diagnosis, such as social networks and access to social resources (Kotwal, 

Kim, Wait, & Dale, 2016). 

Subjective memory complaint has a direct effect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s well as 

mediating illness uncertainty. Subjective memory complaint among older adults with MCI was 

found to have only a direct effect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itchell, Beaumont, Ferguson, 

Yadegarfar, & Stubbs, 2014), but this study also showed an indirect effect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rough the use of illness uncertainty as a mediator. In this study, subjective memory 

complaint is an important symptom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as it has a direct effect on illness 

uncertainty and an indirect effect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illness 

uncertainty. Appeals for subjective memory complaint among older adults with MCI should be 

carefully observed at the clinical fields, along with results of neuropsychological tests, which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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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cognitive tes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nd out how much recent memory has been 

deteriorated and how it has been deteriorated among older adults with MCI or reliable sources. Early 

detection of subjective memory complaint and nonpharmacologic interventions should help to 

improve subjective memory decline and prevent progression to dementia to improv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conclusion, if there is subjective memory complaint among older adults with MCI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s decline, it is confirmed that the illness uncertainty is high. 

Also,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with MCI were 

found to be subjective memory complaint,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Subjective memory 

complaint has been shown to indirectly affect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rough the mediate of 

illness uncertainty. This study involves participants with a high level of education and low level of 

depression, and it should be careful to analyze and/or generalize the findings.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o conduct the repeated study after expanding the sample 

considering the various subject groups. 

In order to reduce subjective memory complaint and improve the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 cost-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y led by nurses should be established to help reduce illness 

uncertainty and improv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articularly, subjective memory complaint 

affects the quality of health-related life through the mediate of illness uncertainty, so it is necessary 

to detect subjective memory complaint early and prevent it from developing dement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