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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COVID-19 전후 재가 치매노인들의 

일상생활능력, 행동심리증상 및 인지기능의 변화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COVID-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치매 노인의 비활동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인지의 저하, 치매 증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이후 재가 노인들의 일상생활능력, 행동심리증상 및 인지기능의 변

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의 치매클리닉에 내원

한 외래환자 데이터 중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개년도 환자 데이터를 이용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임상치

매평가척도이며 관심변수로는 연도, COVID-19 전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하였다. 결과변수로 Barthel의 일상생활동작검사, Lawton의 복합적 일상생활동

작검사, 신경정신행동검사, 노인우울척도, 한국어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및 

CERAD 신경심리검사배터리를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술하고자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평균 및 표준편차 및 CDR 점수별 등급

을 기술하고 종속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하였다. 일상생활능력, 행동심

리증상 및 인지기능 연관성 분석을 위해 선형혼합효과모형과 사후검정을 사용

하였다.

  



핵심어: COVID-19, 치매, 일상생활능력, 행동심리증상, 인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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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COVID-19 전후 재가 치매 노인들의 일상생활능력 비교 결과 복

합적 일상생활 동작 기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상생활 동작 

기능은 COVID-19 전보다 더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COVID-19 전후 재가 치

매 노인들의 행동심리증상을 확인하였을 때, 우울증은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정신행동증상은 COVID-19 전보다 더 증상이 감소했음을 확

인하였다. 마지막으로 COVID-19 전후 재가 치매 노인들의 인지기능 비교 결

과 간이정신 상태 검사 결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CERAD 신경심리검사배터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COVID-19 전보

다 COVID-19 이후 인지기능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에서 인지기능은 COVID-19 전보다 COVID-19 후에 더 

감소하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제 환자들에게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 치매 노인들의 인지기능 건

강, 일상생활능력 및 행동심리증상 강화를 위한 치매 환자 운영프로그램의 기

능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치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고

안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COVID-19의 전후 치

매 환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다 폭넓게 포함하고 구체화하는 연구들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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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UN은 연령구조에 따른 국가의 인구 유형을 유년인구국, 성년인구국 그리고 

노년인구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년인구국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65

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2020년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5.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3%, 2060년에는 43.9%

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를 예상하는 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 2020).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노인 증후

군과 노인에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 증후군은 거의 

모든 노인에게서 관찰되며 질병의 원인이 노화와 관련이 있는데 종류로는 섬

망, 치매, 골다공증, 압창, 보행장애 및 낙상, 수면장애, 종말기 통증 등이 있

다. 노인에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란 중년기에 발생하기 시작해서 노화가 진

행됨에 따라 발병률 및 유병률이 증가하여 특히 노인에게 높은 빈도로 나타나

는 질환을 의미하며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파킨슨병, 심부전 등이 이에 속한

다(김철호, 2006). 

   특히, 현재 아직 유의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가족이나 친척 등 보호

자의 심리적 부담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 중에서도 치매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도 고통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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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한다(조맹제, 2009). 또한 치매는 신체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부양자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김상윤, 2004). 

  이로 인해 정부는 증가하는 노년 인구와 더불어 노인성 질환의 심각성에 문

제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노인질환의 대표적인 치매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

어 중요한 질환 중 하나가 되었다. 2007년 이후 각 지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

립 후 치매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쉼터, 가족 카페, 교육 등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쉬거나 활동 가능한 곳

으로 운영되고 있다(유재언, 2019). 치매환자쉼터 운영사업은 인지 재활 프로

그램을 필두로 행동 정서와 관련된 사업, 가족교실, 치매가족 자조모임 및 치

매극복 걷기 대회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있

다. 

  본 활동들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 상태에 따른 다양한 관리를 지속적

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한다. 또한 치매 관리 서비스 활동을 통해 치매 진행을 지연하거나 인

지 능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ronavirus disease-2019, 이하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을 통하여 바이러스 감염원 확

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COVID-19 상황에서의 치매 노인과 노인들의 

비활동성 증가는 인지의 저하, 치매 증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유

의가 필요한데, B. Lara 등(2020)의 연구는 COVID-19로 인해 치매 노인들의 

신경정신 증상이 악화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B. Lara 등(2020) 연구에서는 5

주간 행동 제재(lockdown)를 시행하였을 때, 알츠하이머병과 경도인지장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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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서 유의하게 신경정신증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

한 신체활동의 제한은 심리적 거리감의 증가, 외로움, 불안과 우울감 등 다양

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안적 정책도 고려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재가 치매 노인들은 환경적, 의지적 활동 기대가 떨어짐 속에서 환자와 보

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과 실천이 요구된다. 또한 물리적

인 활동 프로그램 여건 확보의 어려움이 가정마다 존재하는 바 이를 위한 교

육과 인식개선도 함께 병행됨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가 치매 

노인 돌봄의 어려움 속에서 갑작스럽게 COVID-19 확산으로 인한 강력한 사회

적 거리두기로 인해 재가 치매 노인들의 활동을 급격히 움츠러들었고, 이는 

치매 노인 환자의 기능 악화를 가속할 수 있는 악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실제로 치매 노인 환자의 일상생활능력, 행동심리증상 및 

인지기능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알아보고 구체적인 부정적 영향의 대응 

방안과 정책 제안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에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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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치매클리닉’에 내원한 환자 중 2015년부터 2020

년까지 6개년도 반복 측정된 경시적 자료를 이용하여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COVID-19에 따른 치매 노인들의 인지기능, 행동 및 정신행동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 인구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매 환자의 중등

도, 일상생활능력, 행동심리증상 및 인지기능의 특징을 파악한다. 

  둘째, 치매 인구를 대상으로 COVID-19 전후에 따른 일상생활능력, 행동심리

증상 및 인지기능의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의 차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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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의 설정

  2010년 2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의 치매 

클리닉에 내원한 외래환자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6개

년도 환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치매 선별진단을 위한 측정의 경우 임상치매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를 이용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Barthel의 일상생활동작검사(Barthel Activity of daily living, Barthel ADL)와 

Lawton의 복합적 일상생활동작검사(Lawton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Lawton IADL)를 활용하였다. 환자들과 장시간 대면하는 보호자들을 대

상으로 환자의 정서 및 행동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신경정신행동검사

(Neuropsychiatric Inventory, NP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치매 환자의 우울정

도를 확인하기 위해 우울증 척도인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short form)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인지기능을 측정하기 위

해 한국어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in the Korea 

Version of the CERAD Assessment Packet, MMSE-KC)와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Clinical 

and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Packet, CERAD 신경심리검사배터리

(CERAD)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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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치매클리닉에 내원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외래환자 데이터 중 1

년 동안 각 1회 이상 내원하여 인지기능검사를 받은 대상을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 번이라도 외래를 방문하여 인지기능검

사를 받은 총 8,268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3. 변수설정

1) 독립변수(인구통계학적 요인)

① 성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었으며 통제변수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② 연령

  환자들의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만 나이 36세부터 100세까

지 분포되어 있다. 

③ 교육수준

  환자들의 최종학력은 무학인 0년에서부터 23년까지 분포되어 있다. 

④ 임상치매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

  임상치매평가척도(CDR)는 Hughes 등(1982)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치매 환자

의 인지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여 등급을 나누었고 Choi 등(2001)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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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CDR 척도를 제작하였다. CDR의 평가 내용으로는 치매 환자 평가 및 인지

기능의 6가지 영역을 평가하며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지 및 사회

기능 영역을 평가하는 항목은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외부활

동 참여, 가사와 취미활동, 개인위생 및 몸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CDR은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0점은 치매아님, 0.5점은 치매의

심 또는 매우경도의 치매, 1점은 경도, 2점은 중등도, 3점은 중증, 4점은 매우

심함 및 5점은 말기치매로 분류된다(Choi et al., 2001). 6가지 영역에서 CDR 

점수는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총

점을 계산하여 제시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기억력 검사를 기준으로 전체 CDR

점수 (Global score)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인 기억

력 검사를 기준으로 한 CDR 점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2) 관심변수

① 연도

  연도는 COVID-19 발생 전과 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내원하여 인지기능검사를 받은 사람들을 

COVID-19 전 환자 그룹으로 나누었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기간에 내원하여 인지기능검사를 받은 사람들을 COVID-19 발생 후 환자 

그룹으로 나누었다. 두 그룹은 각각 7,060명과 1,208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 결과변수(종속변수)

① Barthel의 일상생활동작검사(Barthel Activity of daily living, Barthel ADL)

  일상생활동작검사 평가는 치매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평가 중 하나인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치매는 인지장애뿐만 아니라 활동 능력의 감퇴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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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강수진, 2020). 또한 퇴행성 치매의 경우 물리적 일상생활동작

은 비교적 말기까지 유지되지만, IADL의 경우 치매 초기부터 감퇴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치매의 평가는 치매 초기를 진단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인다. 

ADL 검사는 Barthel의 ADL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Barthel의 ADL의 지표로

는 대변 가리기, 소변 가리기, 세안/빗질하기/양치질/면도, 화장실 사용, 식사하

기, 바닥에서 의자로 옮겨가기 또는 의자에서 바닥으로 옮겨가기, 보행, 옷 입

기, 계단 오르내리기 및 목욕하기 등 총 10가지 문항이 있으며 0~2 또는 0~3

점 척도로 진행되었다.

② Lawton의 복합적 일상생활동작검사 (Lawton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Lawton IADL)

  일상생활 동작 외에 복합적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은 복합적 일상생활동작검

사를 활용하여 측정했는데 본 연구에서 IADL 검사는 Lawton의 IADL을 활용하

여 측정하였다. Lawton의 IADL 검사의 검사지표는 전화사용, 물건사기, 음식 

준비(남성 제외), 집안일(남성 제외), 빨래하기(남성 제외), 교통수단 이용하기, 

돈 관리 능력 항목이 있으며 1~3, 1~4 또는 1~5점 척도로 수행되었다.

  

③ 신경정신행동검사(Neuropsychiatric Inventory, NPI)

  치매 환자들의 정신 및 이상행동 증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경정신행동검사

(NPI)를 사용하였다. NPI는 치매 환자들에게 자주 보이는 12개의 이상행동 및 

정서 증상들을 평가하는 도구이며 망상(잘못된 믿음), 환각(헛것을 보거나 들

음), 비협조적인 행동/공격성, 우울/낙담, 불안, 기분이 들뜸/지나치게 행복해 

보임, 무감동/무관심, 충돌 조절 능력 감소, 화를 잘 냄, 비정상적인 반복 행

동, 수면장애 및 식습관, 식욕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검사의 평가지는 보호

자가 환자의 행동 및 정서를 평가하고 빈도 및 심각도를 측정하며 보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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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으로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④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short form) 

  Yesavage 등에 의해 개발된 우울증 평가도구로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아니오로 답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자주 사용되며, 우울증을 동반

한 신체증상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어 노인의 우울증 

선별 및 측정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15개의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 한국판 노인우울척도 단축형을 사용하였으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15점까지이다.  

⑤ 한국어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in the Korea 

Version of the CERAD Assessment Packet, MMSE-KC)

  치매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한국어판 간이 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in the Korea Version of the CERAD Assessment Packet, 

MMSE-KC)는 Lee 등(2002)이 한국형으로 표준화 하였으며 원본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MMSE)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MMSE-KC

에서는 한국의 노인 문맹률을 고려하여 100에서 7을 빼는 문항은 삭제하고 

‘삼천리강산’을 거꾸로 말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 선

별검사도구로서 MMSE-K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⑥  CERAD 신경심리검사배터리(The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Clinical and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Packet, CERAD-K)

  CERAD 임상 및 신경심리평가집(Clinical and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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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et)은 Morris 등(1989)이 미국 16개의 알츠하이머병 연구센터에서 알츠하

이머 환자 평가 시 표준적인 방법과 등록을 위해 개발하였으며, 1989년 임상 

및 신경심리 두 부분으로 구성된 평가집을 개발하였다. 1994년에 수정·보완

된 영어판 CERAD 평가집을 바탕으로 Lee 등(2002)이 국내의 상황에 맞게 표

준화한 CERAD-K를 개발하였다. CERAD-K는 임상 평가와 신경심리 평가로 

나뉜다. 임상 평가집은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구학적 자료, 치매와 관련이 

있는 임상력, 신체검사, 임상병리, 영상검사,  CDR 및 진단적 인상 등으로 구

성된다. 신경심리평가집에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C)를 포함하여 언어유

창성검사,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단어 목록 기억검사, 구성 행동, 단어 목록 

회상검사, 단어 목록 재인검사, 구성회상검사, 길 만들기 검사 A, B형, 스투룹 

단어 정반응수, 스투룹 단어 오류횟수, 스투룹 색깔 정반응수, 스투룹 색깔 오

류 횟수, 스투룹 색깔-단어 정반응수, 스투룹 색깔-오류 횟수 검사들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소검사들 중 언어유창성검사부터 구성회상까지

의 검사 점수들의 총점을 계산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4. 연구가설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COVID-19 전후 치매 환자들의 인지기

능, 행동 및 정서 변화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환자들의 각 인지

기능, 행동 및 정서 지표가 COVID-19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및 2020년의 두 그룹의 지표 차이를 측정하고자 하였

다. 

가설 1. CDR 점수별 등급에 따라 Barthel ADL, Lawton IADL, NPI, G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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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요인과 환자의 기저 질환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

석을 진행하였다. 본 데이터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 개인이 1년에 한 번 

이상 외래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를 추출하였으므로 시간에 따른 주기적

인 반복측정 자료로 구성되었다. COVID-19 전후 비교분석을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측정치를 COVID-19 전 그룹으로 나누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COVID-19 후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요인(연령, 성

별, 교육연수)을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하였고 연령과 교육연수는 범위

를 설정하였다, CDR 점수별 등급 인원수와 백분율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 Barthel ADL, Lawton IADL, NPI, GDS, MMSE-KC 및 CERAD의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를 기술하였다.

  둘째, 반복 측정된 자료의 상관을 고려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상생활능

력, 행동심리증상 및 인지기능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선형혼합효과모형(Linear 

Mixed Effect Model: LMM)을 사용하였다. 경시적 자료 분석에서 기존의 반복측

MMSE-KC 및 CERAD에 대해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Bathel ADL, Lawton IADL, NP, GDS, MMSE-KC 및 CERAD 각 

총점을 비교하였을 때 COVID-19 전보다 COVID-19 후에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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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자료는 모든 개인의 자료들이 같은 시점과 같은 반복 횟수를 가정하고, 시간 

가변 공변량에 의한 적용에 한계를 가지며, 결측치를 반영하는 방법이 많지 않

다는 단점이 있는데 선형 혼합효과모형은 고정효과와 임의효과를 모두 고려한 

모형이므로 기존의 단순 선형 모형의 제한점을 보완해준다. 임의효과는 고정된 

값이 아니므로 추정할 수 없거나 그 효과가 측정 대상별로 다르기 때문에 임의

의 값이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변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를 

통제하기 위해 개인의 등록번호를 임의효과로 설정하였다. 고정효과는 결과변수 

추정에 있어 주요 변동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

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CDR 점수 및 COVID-19 전과 후 두 그룹으로 나눈 

연도를 고정효과로 설정하였다. COVID-19 전후 분석은 pairwise t-test를 이용하

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통계 분석은 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본 분석은 

p-value가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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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VID-19와 치매노인 선행연구 고찰

1. 치매노인의 일상생활능력, 심리행동증상 및 인지기능

  노화가 진행될수록 섬망,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다양한 뇌 및 신경계 질환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의 신경세포 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Sohal et al, 1990). 치매는 뇌세포 수의 감소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노인성 질

환 중 하나로 뇌의 신경세포 손상 등의 문제로 기억력장애를 포함한 판단력 

손상, 언어 및 인지기능 장애의 저하로 나타나게 된다(Joseph, 1992). 신체활동

을 하는 것이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및 뇌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김정기 등, 2018)와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치매 노인 실행기능의 향

상 또는 유지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 연구(이유나, 박지혁, 임정민, 2013) 등

을 통해 신체활동이 인지 및 실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강조되고 있

다.

1) 일상생활능력  

  일상생활능력은 기본적 일상생활능력(Basic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복

합적 일상생활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으로 나뉜다. 기본적 

일상생활능력은 화장실 사용, 대소변 가리기, 식사, 몸치장, 옷 입기 보행 등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복합적 일상생활 능력은 조금 더 

복잡한 능력으로써 전화사용, 물건 사기, 음식 준비, 집안일, 교통수단이용 등

의 능력을 의미한다. 초기 치매는 복합적 일상생활 능력에 문제가 생기지만 

치매의 증상이 악화할수록 기본적 일상생활능력에 수행 저하를 보이게 된다

(Desai, Grossberg and Shet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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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치매 환자의 기본적 일상생활 능력 중 가장 먼저 소실되는 것은 목욕

하기 기능이며 옷 입기, 몸단장, 화장실 이용하기, 보행 및 식사 순으로 기능

이 저하되며(Desai, Grossberg and Sheth, 2004) 결국, 치매 말기에는 보호자에

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Desai, Grossberg and Sheth, 2004). 따라서, 일상생

활기능 수행능력은 치매 환자의 관리 정도 및 보호 필요성에 대한 중요 예측

요인이 된다(Gaugler et al, 2003).  

2) 심리행동증상

  치매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비인지성 증상인 행동심리증상(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BPSD)도 대표적 증상 중 하나이다. 

BPSD의 종류에는 망상 및 환각, 행동장애, 기분장애, 수면장애, 식욕 및 성욕

의 변화, 무감동, 과민반응 등이 있는데(Desai and Grossberg, 2001), 이러한 증

상들은 치매의 종류 및 진행 과정에 따라 나뉜다(윤지영, 2012). 

  조현병과 다르게 치매에서 보이는 망상은 편집형이나 착오 망상이 흔히 관

찰되는데 덜 특이하고, 그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며 단일 주제인 경우가 많다

(곽용태, 양영순, 구민성. 2014). 치매 중 알츠하이머병의 주된 망상의 종류는 

도둑망상, 유기망상, 부정망상 및 착오망상이 있는데, 착오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Tariot et al, 1995).  예를 들어 가족이 실제 내 가족이 아니다, 타인

이 우리 집에 살고 있다(phantom boarders) 또는 거울에 비친 사람이 내가 아

니라 낯선 타인이다(mirror sign) 등이 흔히 관찰되는 착오망상이다(Rubin, 

Drevets and Burke, 1988). 환각은 알츠하이머병보다 혈관성 치매 등에서 흔히 

발생하나 발생빈도는 높지 않다(김귀분, 1998).

  행동장애는 불안, 초조, 배회 등을 포함하며, 우울 및 무감동을 포함하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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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행동장애는 치매의 90%의 빈도로 발생하는 등(Mega et al, 1996) 대부분

의 치매 환자에게서 나타난다. 특히, 초조 증상을 동반한 행동은 ‘본인의 요

구 및 혼동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적절한 음성, 언어 및 운동 행동’을 의

미한다(강민숙, 박희옥, 박효진, 2016). 또한 타인에게 욕설, 때리기, 발로 차기 

등의 공격적 행동 양상을 보이지 않지만 숨거나 서성거림 및 나가려는 시도와 

같은 예측되지 않는 정신운동성 증가도 행동장애의 일부로 나타난다(김창현, 

2000).

  치매의 정신 증상 중 주요기분장애 유형은 우울과 관련이 있는데 우울증은 

노년기에 흔하게 나타나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약 87%에서 우울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될 만큼 흔한 심리행동 증상이다(Wragg and Jeste, 1989). 그

리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우울 증상 중 체중 감소, 수면장애 및 흥미 감소 등 

신체 증상의 경우 무감동의 증상과 혼동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Marin, 

1990).

  치매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수면장애는 수면 시간, 행동 등에 대한 이상으로 

개인이 불편감을 느끼거나 생활에 방해를 받는 것으로 일상생활 등에서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허복여, 김정희, 2009). 이와 더불어 행동장애를 수반하

는 경우가 많아 각성상태 동안 배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초조 증상 및 

섬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김신미 1999).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들의 성 관련 

흥미나 성 기능에 대해 증가보단 감퇴가 더 흔하며(Harris and Wier, 1998), 기

본적인 성 기능이 유지되는 때도 있으나 후기 치매로 진행될수록 부실한 성 

기능에도 불구하고 노출, 성적 신체 접촉, 저속한 언어 등으로 배우자나 가족

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 외에도 치매의 진행은 식욕이 좋고 나쁨

의 변화를 가져오다가 후기로 진행될수록 일반적으로 체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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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영양 관리가 요구된다(홍주영, 2004).

  대부분의 피질성 치매의 초기에는 신경과 측면의 증상이 잘 발현되지 않는

다. 다만 초기 치매에서는 의욕 및 자발성 결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후기

로 진행될수록 추체외로(extrapyramidal) 기능의 운동장애나 수동운동에 대한 

불수의적 저항이나 사지 경직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치매 말기로 접어들면 대

뇌 피질의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때 기본적 반사운동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요실금 및 변실금이 동반되기도 한다(김성윤, 1999).

3) 인지능력

  인지능력 장애는 세부적으로 기억장애, 지남력 장애, 주의력 장애, 언어장애, 

실행증, 실인증, 시공간 및 구성 능력 장애, 전두엽 기능장애 등으로 나뉜다.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기억장애이다. 치매의 종류별로 기억력 저

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치매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

에서는 여타 다른 치매보다 내측 측두엽의 위축이 더 많으므로 장기기억 중에

서도 최근 삽화 기억이 더 저하된다. 또한 대뇌 피질 신경세포의 감소 등으로 

결국 대부분의 학습 능력과 정보의 저장 및 인출이 소실되는 장애를 초래하게 

되며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과 지연회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재인 능력에

서도 저하를 보인다(김성윤, 1999). 

  지남력이란 시간, 장소 및 인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일

반적으로 지남력 장애는 시간에서부터 공간으로 확장되며 결국 자기 자신, 타

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남력은 주의력 및 기억

력에 영향을 받으며 치매 초기에 흔히 관찰되지만, 스트레스 및 심리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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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Lezak, 1995). 

  주의력은 인간이 내부 또는 외부에서의 자극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

태를 의미하며 처한 환경에서 적절한 자극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처리 과정을 

말한다(김창윤, 김성윤, 1999). 주의력은 거의 모든 인지기능에 관여하며 각성

(arousal), 경계(vigilance), 주의(attention), 선택 주의(selective attention) 또는 

자원(resources)으로 구분된다(Banich and Comptom, 2010). 피질성 치매에서 

초기에 주의력이 손상되지 않은 환자의 수가 많으나 혈관성 치매 및 대사성 

질환이 원인인 치매의 경우 초기에 주의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김성윤, 

1999).

  언어 기능의 장애는 치매 환자들이 흔히 보이는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치매 평가 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구음장애(dysarthria), 운율 상실 및 유창

성 쇠퇴는 피질하 치매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름대기 장애는 알츠하이머병의 

초기에서 자주 발견되는 장애이며(Williamas, Mack and Henderson, 1989). 의미 

치매에서도 관찰된다. 이외에도 치매 환자들이 자주 보이는 언어 기능 장애는 

착어증(raphsia), 반향언어증(echolalia), 실어증(aphasia) 및 함구증(mutism) 등이 

있다.

  전전두엽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한 계획, 순서화, 고등 인지기능 및 

상황에 맞는 행동 시행 등을 위한 인지적 기능들을 수행한다(Banich and 

Comptom, 2010). 전전두엽에 손상을 입게 되면 고등 인지기능에 장애를 초래

하게 되는데, 실행기능의 장애는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많이 발견되

며, 말기로 갈수록 실행기능의 장애는 심해진다. 실행기능 장애의 종류에는 편

지를 쓰고 봉투에 넣어 우표 붙이기 등 연속 동작을 시행하지 못하는 관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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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증(ideational apraxia)과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시에 따라 흉내를 

내기는 어려워하는 관념운동성실행증(ideomotor apraxia)이 있다(김성윤, 1999).

  실인증은 청각 및 시각은 장애가 없으나 외적으로 유입되는 시각, 청각 및 

촉각적 자극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장애가 있어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

우를 말한다. 실인증의 종류에는 시각실인증(visual agnosia), 청각실인증

(auditory agnosia), 색체실인증(color agnosia), 체성실인증(somatoagnosia), 질병

불각증(anosognosia), 입체감각실인증(astereognosia) 등이 있다.

  시공간 및 구성능력 기술은 시인지기능(visuoperceptual function)인 3차원의 

공간에서 대상의 모양, 색깔, 크기 등을 인지하는 능력이며, 시구성능력

(visuoconstructional ability)인 2차원 및 3차원 공간에서 무엇을 제작하거나 그

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김기웅, 1999). 시각 능력과 미세 운동 조절 능력

의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성 능력 및 시공간 능력에 손상을 보이면 이 

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두엽은 추상적인 사고 및 계획 수립, 내부 피드백을 수렵하여 새로운 계

획 실행 등 상당 부분의 고등 인지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피질

하 통로 및 시상, 대뇌 기저핵 등이 관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

츠하이머병의 초기에는 전두엽의 손상이 심각하지 않으므로 전두엽 기능장애

가 나타나지 않다가 치매의 중 후기로 진행될수록 전두엽 기능장애가 뚜렷하

게 나타난다(이재홍, 류경희, 2003). 

  치매의 일상생활능력, 정신행동증상 및 인지기능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장

애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을 구분하여 평가하기 위해 여러 검사도



- 19 -

구들을 활용하고 있다. 일상생활동작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는 Barthel ADL 및 

Lawton IADL을 이용하여 치매환자들의 각 일상생활동작과 복합적 일상생활동

작을 측정하고, 정서 및 정신행동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NPI와 GDS를 사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들의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MMSE-KC와 

CERAD를 이용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검사들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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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ID-19와 노인, 치매노인 및 각 노인 시설의 변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COVID-19)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감염 사례가 속출하였고 정부는 

3월 22일에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지침을 발표했다.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20). 본 조치는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의 최소화를 통해 감염원의 전파력을 약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공중

보건학적으로 감염병 통제 전략으로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Jefferson et al, 

2020). 사회적 거리두기는 역학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원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

성이 있지만, 심리적 거리감의 증가 및 외로움, 불안과 우울감, 신체활동의 제

한과 생산성의 감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적 관

점 등 여러 방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광욱, 2020).

  현재 백신 수급의 어려움으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대면적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사회적 고립을 유지하는 것은 바이러스 전

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다(김미연, 2020). 그러나 신체적 활동의 감소

는 노인들의 노화 및 기능의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건강수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김미연, 2020). 특히 COVID-19의 유행상황에서 일상생활 활동

의 제한은 노인들을 집에 머무르게 하고 좌식행동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TV 

시청과 같은 비활동적 좌식행동이 우울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ang, 2020). 즉,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하더라도 좌식 습관을 개

선해야 하며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유

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가족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김미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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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상황에서 치매 노인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COVID-19 방역수칙으로 실시하는 마스크 착용하기, 손 자주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및 얼굴 만지는 것 최소화 등의 행동을 치매 환자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서국희, 2020). 또한 중증 치매 환자들은 스스로 일상생활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치매 노

인이 COVID-19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열, 인후통, 기침 등과 같은 관

련 증상 보다 전보다 일상생활 활동을 하는 것을 더 힘들어하거나 낙상, 섬망 

또는 이전보다 말을 더 못하는 등 비특이적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어렵게 한다(서국희, 2020).

  임상적으로도 COVID-19 감염 예후는 치매 노인들에게 치명적인데 코로나바

이러스가 치매 노인들에게 감염 후 뇌염을 일으키게 되면 사망률이 매우 높아

진다. 연구 보고에 따르면 COVID-19 감염 환자 중 중증 환자는 고령인 환자

가 많은데 이는 노화와 관련한 상태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노화에 의한 심혈관계 합병증, 소혈관 질환, 노인 퇴행성질환인 알츠하이

머병의 영향 등이 함께 작용하여 혈-뇌 장벽 및 혈액-뇌척수액 장벽이 손상되

어 COVID-19 바이러스가 쉽게 뇌에 침투하여 뇌세포의 감염 및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서국희, 2020). 따라서 고령의 환자 또는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환자

들이 COVID-19에 높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치매의 비약물적 치료 중 정신 사회적 치료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정신 사회적 치료는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개인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 등이 포함된다. 정신 사회적 치료를 시행하

는 것은 약물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치매 노인의 임상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키는 데에 이바지한다. 가령 가족치료는 치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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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우울증 유발 및 악화시키는 가족 요인을 탐색하고 개선할 수 있다. 

  치매는 인지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

기 때문에(Small et al, 1997)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활동은 인지능력 개선 

및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김정기, 김한수, 정복희, 2008). 또한 김화순 등(2018)

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 노인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노인 우울, 치매

주간보호센터 이용, 함께 동거하는 사람 및 일상생활 활동 등이 있다고 보고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활동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은 우울은 낮

추고, 치매 환자들의 수행 능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 특히, 치매주간보호센터

에서 진행하는 치매 노인들을 위한 인지기능, 재활 및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

타났다(김화순 등, 2018). 김설향(2005)의 연구에서는 운동 활동 프로그램은 치

매 집단과 우울 집단에서 프로그램 전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

며 치매 노인들의 일상동작 능력의 긍정적인 발달도 시사한다. 따라서 지속적

인 신체활동은 치매의 증상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외출을 통한 도보 등의 많은 신체활동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치매 관리체계는 치매지원센터의 서비스, 치매 의료서비스 및 

치매 요양 서비스와 돌봄서비스 등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노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정책을 발표하고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였으

며 2012년‘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세웠다. 이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는 국가적 치매 돌봄 정책인‘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여 치매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황미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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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치매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치

매 예방 및 인식개선, 조기 검진, 치매 예방을 위한 등록관리사업, 치료비 지

원, 치매 지역자원 강화 사업 등이 있다(황미경, 2018). 최근 치매지원센터는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전환하였고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 및 복지 

자원 연계와 교육 등 치매 중증과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노인들의 여가시설 이용 조사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가시

설 장소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이 있다. 그중 경로당 이용률은 59.5%, 노인

복지관은 32.2%가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김세진, 강은나, 2017). 그러나 

COVID-19로 인해 운영 가능한 노인들의 여가시설이 감소하였고, COVID-19의 

확산으로 노인 여가 이용시설의 휴관이 반복되고 있다. 2020년 9월에는 394개

의 노인복지관 중 2.5%에 해당하는 10개 시설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의 

운영도 23.5%에 머무르고 있다(정재환, 2020). 노인 돌봄 형태 또한 COVID-19

로 인해 변화하였다.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의 형태는 요양원 등 방문 시설

에 입소를 통한 시설 돌봄과 노인들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문 돌봄이 

있다. 그러나 COVID-19를 통해 방문 돌봄의 형태가 비대면 형식인 전화를 통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효과적인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COVID-19 감

염의 우려로 노인들이 요양보호사를 거부하거나 요양보호사가 방문 돌봄을 중

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정재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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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COVID-19 이후 치매 노인 관련 연구 사례

  Alessio Simonetti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COVID-19 대유행 이후 간병인

과 요양원 직원의 축소로 인해 치매 환자의 일상 활동 및 신체활동의 제약으

로 비약리적 전략의 효능이 크게 제한된 반면 치매 환자의 약물 복용량이 증

가하여 심한 동요, 불안 등이 있는 치매 환자의 위험도 증가되었다. 또한 스페

인의 5주 동안 행동 제재(lockdown)로 인해 치매 노인들이 유의하게 동요 수

준의 증가, 이상 운동 행동 및 삶의 질 저하가 관찰되었고 인지 저하를 보였

다. 더불어 치매 노인들의 인지 자극 프로그램의 중단 및 수정은 우울증, 불

안, 및 스트레스의 증가로 나타났다. COVID-19가 치매 노인의 정서 및 행동 

증상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병인에게도 정신 병리학적 부담을 준다

는 연구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Penteado et al, 2020). Alvin Keng 등(2020)의 

연구에서는 치매의 인지장애와는 다르게 치매의 행동과 심리증상 사이에는 잠

재적인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증상은 개선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장기요양 또

는 병원 환경에서 능동적인 접근을 통한 정서적 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를 통해 COVID-19 상황은 치매 환자와 주변인들의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COVID-19 잔존 감염위험으로부터 치매 노인들을 보호하는 가운데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그들의 일상생활 활동을 통해 치매 진행 속도

를 늦출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VID-19 대 유행 이후 우

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치매 환자들의 행동, 정서 및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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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OVID-19에 따른 행동, 정서 및 인지기능 지표 변화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 통계치(baseline)

  2015년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의 치매클리닉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표 1>은 측정 대상의 기준 시점인 2015년의 대상

자 특성과 기술 통계량을 나타낸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살펴

보면 대상자 1,342명의 평균 연령은 77.39세이며, 여성은 866명(64.53%), 남성

은 476명(35.47%)으로 여성 환자의 수가 남성 환자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대상자의 CDR 점수를 살펴보면 1,339명 중 0.5점 그룹이 523명

(39.0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점인 그룹 455명(33.98%), 2점인 

그룹 285명(21.28%), 3점인 그룹 70명(5.23%) 및 0점인 그룹 6명(0.44%) 순으로 

비율을 차지하였다. CDR점수 4점 및 5점 그룹은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

다. 연구 대상자 결과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서와 같다. Barthel 

ADL점수는 총점 20점 중 범위는 0점에서 20점까지였고 평균 16.53점 표준편

차 7.91로 나타났다. 남성용 Lawton IADL 점수는 총점 19점 중 범위는 5점에

서 19점까지였고 평균 15.63점 표준편차 7.91였으며 여성용 Lawton IADL 점수

는 총점 31점 중 범위는 5점에서 31점까지였고, 평균 10.91점 표준편차 4.44로 

나타났다. NPI 점수는 총점 144점 중 범위는 0점에서 118점까지였으며 평균 

18.25점 표준편차 18.87로 나타났다. GDS는 총점 15점 중 범위는 0점에서 15

점까지였으며 평균 6.49점 표준편차 4.11으로 나타났다. MMSE-KC 점수는 총

점 30점 중 범위는 0점에서 30점까지였으며 평균 17.2점 표준편차 6.89으로 나

타났고 CERAD 총점 100점 중 범위는 0에서 89점까지였으며 평균 35.5점 표준

편차 23.0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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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인구통계학적 요인

n=1,342

Variable Mean±SD range

Demographics

Age 77.39±7.77 14-99

Sex (Female:Male) 866:476

Education 6.91±5.21 0-23

CDR (N, %)

CDR = 0 6 (0.44%)

CDR = 0.5 523 (39.05%)

CDR = 1 455 (33.98%)

CDR = 2 285 (21.28%)

CDR = 3 70 (5.23%)

Outcomes

Barthel ADL 16.53±5.1 0-20

Lawton IADL(Male) 15.63±7.91 5-19

Lawton IADL(Female) 10.91±4.44 5-31

NPI 18.25±18.87 0-118

GDS 6.49±4.11 0-15

MMSE-KC 17.2±6.89 0-30

CERAD 35.5±23.02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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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ID-19 전후에 따른 ADL, IADL, NPI, GDS, MMSE-KC 및 

CERAD의 연관성

1) COVID-19 전후에 따른 ADL 결과

  연구대상자의 COVID-19 전후에 따른 ADL 연관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

다. 먼저 연령의 증가에 따라 ADL 점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β=-0.065, p<0.001), 교육수준에 따른 ADL 점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β=-0.011, p=0.312). CDR점수에 따른 ADL점수의 연관성을 확인

하였을 때, CDR점수 0점인 대상자 대비 CDR점수 0.5점인 그룹에서는 평균점

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CDR점수 1점인 그룹은 평균 

2.311점 낮았으며, CDR점수 2점인 그룹 및 3점인 그룹에서는 각각 평균 6.815

점, 13.480점 낮았다(p<0.001). 연도별차이에 따른 ADL점수의 연관성에서 2015

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의 흐름에 따른 ADL점수 평균 0.049점 감소하는 것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7). COVID-19 전후에 따른 

ADL점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COVID-19전 대비 COVID-19 이후 ADL평균 

0.201점 높아졌으므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5). 

2) COVID-19 전후에 따른 IADL 결과  

  연구대상자의 COVID-19 전후에 따른 IADL 연관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

다. 먼저 연령의 증가에 따라 IADL 점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β=0.058, p<0.001), 교육수준에 따른 IADL 점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12, p=0.059). CDR 점수에 따른 IADL 점수의 연관성을 확인하

였을 때, CDR 점수 0점인 대상자 대비 CDR 점수 0.5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0.946점 높았고, CDR 점수 1점인 그룹은 평균 5.748 높았다. CDR 점수 2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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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은 평균 9.771점 높았고 3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11.695점 높았다(p<0.001). 

연도별 차이에 따른 IADL 점수의 연관성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의 

흐름에 따른 IADL 평균 0.056점 증가하였다(p<0.001). COVID-19 전후에 따른 

IADL 점수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COVID-19 전 대비 COVID-19 이후 IADL 

평균점수는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p=0.167).

3) COVID-19 전후에 따른 NPI 결과 

  연구대상자의 COVID-19 전후에 따른 NPI 연관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

다. 먼저 연령의 증가에 따라 NPI 점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

=-0.278, p<0.001), 교육수준에 따른 NPI 점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0.121, p=0.027). CDR 점수에 따른 NPI점수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을 때, 

CDR점수 0점인 대상자 대비 CDR 점수 0.5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8.965점 높았

고, CDR점수 1점인 그룹은 평균 18.234점 높았다. CDR점수 2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29.119점 높았고 CDR 점수 3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31.810점 높았다

(p<0.001). 연도별 차이에 따른 NPI 점수의 연관성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의 흐름에 따른 NPI점수 평균점수는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p=0.695). COVID-19 전후에 따른 NPI 점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COVID-19 

전 대비 COVID-19 이후 NPI 평균 1.544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p=0.005).

4) COVID-19 전후에 따른 GDS 결과

 연구대상자의 COVID-19 전후에 따른 GDS 연관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

다. 먼저 연령의 증가에 따라 GDS 점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

=-0.054, p<0.001), 교육수준에 따른 GDS 점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0.135, p<0.001). CDR 점수에 따른 GDS 점수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을 

때, CDR 점수 0점인 대상자 대비 CDR 점수 0.5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3.0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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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CDR 점수 1점인 그룹은 평균 3.585점 높았다. CDR 점수 2점인 그룹

에서는 평균 4.007점 높았고 3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4.567점 높았다. 연도별 

차이에 따른 GDS 점수의 연관성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의 흐름에 

따른 GDS 평균점수는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COVID-19 전후에 

따른 GDS 점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COVID-19 전 대비 COVID-19 이후 

GDS 평균 점수는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p=0.343).

5) COVID-19 전후에 따른 MMSE-KC

  연구대상자의 COVID-19 전후에 따른 MMSE-KC 연관성을 살펴보면 <표 6>

과 같다. 먼저 연령의 증가에 따라 MMSE-KC 점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0.105 p<0.001), 교육수준에 따른 MMSE-KC 점수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703, p=0.001). CDR 점수에 따른 MMSE-KC 점수

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을 때, CDR 점수 0점인 대상자 대비 CDR 점수 0.5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3.746점 낮았고, CDR 점수 1점인 그룹은 평균 8.632점 낮았

다. CDR 점수 2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14.040점 낮았으며 3점인 그룹에서는 평

균 20.020점 낮았다(p<0.001). 연도별 차이에 따른 MMSE-KC 점수의 연관성에

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의 흐름에 따른 MMSE-KC 점수는 평균 0.143

점 증가하였다(p<0.001). 그러나 COVID-19 전후에 따른 MMSE-KC 점수 평균

값을 비교하였을 때 COVID-19 전 대비 COVID-19 이후 MMSE-KC 평균 점수

는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

 

6) COVID-19 전후에 따른 CERAD 결과 

  연구대상자의 COVID-19 전후에 따른 CERAD 연관성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먼저 연령의 증가에 따라 CERAD 점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β=-0.450, p<0.001), 교육수준에 따른 CERAD 점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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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β=0.765, p<0.001). CDR 점수에 따른 CERAD 점수의 연관성을 확인

하였을 때, CDR 점수 0점인 대상자 대비 CDR 점수 0.5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19.096점 낮았고, CDR 점수 1점인 그룹은 평균 31.089점 낮았다. CDR점수 2점

인 그룹에서는 평균 44.821점 낮았고 CDR 점수 3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59.862

점 낮았다. 연도별 차이에 따른 CERAD 점수의 연관성에서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연도의 흐름에 따라 CERAD 점수 평균 1.049점 증가하였다(p=0.013). 

COVID-19 전후 연구대상자들의 CERAD 점수 평균 비교는 다음과 같다. 

COVID-19 상황 전 기준 대비 COVID-19 상황 후 CERAD 점수 평균 1.198점 

감소하여 COVID-19 전 대비 COVID-19 후의 CERAD 점수에 유의하게 영향이 

있었다(p=0.013). 



- 31 -

    표 2. 일상생활동작검사(ADL) 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Demographics

 Age -0.065 0.006 -10.533 <0.001

 Sex 0.061 0.111 0.550 0.582

 Education -0.011 0.011 -1.010 0.312

CDR Global Score

 CDR=0 Ref

 CDR=0.5 -0.346 0.5453 -0.635 0.526

 CDR=1 -2.311 0.5487 -4.213 <0.001

 CDR=2 -6.815 0.5528 -12.329 <0.001

 CDR=3 -13.480 0.5731 -23.527 <0.001

Exposure:duration

 YEAR -0.049 0.022 -2.214 0.027

Exposure:event

 Pre COVID-19 Ref

 Post COVID-19 0.201 0.095 2.1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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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복합적일상생활동작검사(IADL) 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Demographics

 Age  0.058 0.004 15.234 <0.001

 Sex -0.292 0.068 -4.276 <0.001

 Education -0.012 0.007 -1.893 0.059

CDR Global Score

 CDR=0 Ref

 CDR=0.5 0.946 0.368 2.575 0.010

 CDR=1 5.748 0.370 15.546 <0.001

 CDR=2 9.771 0.373 26.230 <0.001

 CDR=3 11.695 0.387 30.198 <0.001

Exposure:duration

 YEAR 0.057 0.017 3.415 <0.001

Exposure:event

 Pre COVID-19 Ref

 Post COVID-19 -0.102 0.074 -1.382 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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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정신행동증상(NPI) 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Demographics

 Age -0.278 0.032 -8.691 <0.001

 Sex 0.718 00574 1.252 0.210

 Education 0.121 0.055 -2.211 0.027

CDR Global Score

 CDR=0 Ref

 CDR=0.5 8.965 2.947 3.042 0.002

 CDR=1 18.234 2.965 6.150 <0.001

 CDR=2 29.119 2.987 9.748 <0.001

 CDR=3 31.810 3.100 10.262 <0.001

Exposure:duration

 YEAR 0.049 0.126 0.391 0.695

Exposure:event

 Pre COVID-19 Ref

 Post COVID-19 -1.544 -0.548 -2.8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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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노인우울증상(GDS) 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Demographics

 Age -0.054 0.008 8.491 <0.001

 Sex 0.104 0.147 -6.550 0.477

 Education -0.135 0.014 0.712 <0.001

CDR Global Score

 CDR=0 Ref

 CDR=0.5 3.035 0.729 4.166 <0.001

 CDR=1 3.585 0.733 4.889 <0.001

 CDR=2 4.007 0.741 5.411 <0.001

 CDR=3 4.567 0.815 5.604 <0.001

Exposure:duration

 YEAR -0.040 0.032 -1.244 0.214    

Exposure:event

 Pre COVID-19 Ref

 Post COVID-19 0.134 0.141 0.948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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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전반적 인지기능(MMSE-KC) 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Demographics

 Age -0.105 0.008 -12.996 <0.001

 Sex -0.703 0.146 -4.83 <0.001

 Education 0.296 0.014 21.291 <0.001

CDR Global Score

 CDR=0 Ref

 CDR=0.5 -3.746 0.7232 -5.180 <0.001

 CDR=1 -8.632 0.7276 -11.863 <0.001

 CDR=2 -14.040 0.7329 -19.154 <0.001

 CDR=3 -20.020 0.7596 -26.359 <0.001

Exposure:duration

 YEAR -0.143 0.030 -4.825 <0.001

Exposure:event

 Pre COVID-19 Ref

 Post COVID-19 0.007 0.125 0.05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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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전반적 인지기능(CERAD) 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Demographics

 Age -0.450 0.027 -16.752 <0.001

 Sex 0.112 0.478 0.234 0.778

 Education 0.765 0.046 16.643 <0.001

CDR Global Score

 CDR=0 Ref

 CDR=0.5 -19.096 2.386 -8.005 <0.001

 CDR=1 -31.089 2.402 -12.941 <0.001

 CDR=2 -44.821 2.431 -18.436 <0.001

 CDR=3 -59.862 2.653 -22.566 <0.001

Exposure:duration

 YEAR 1.049 0.107 9.845 <0.001

Exposure:event

 Pre COVID-19 Ref

 Post COVID-19 -1.198 0.480 2.49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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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VID-19 이후 치매 환자들의 일상생활능력, 정신행동증상 및 

인지기능 변화 요약

1) COVID-19 이후 치매 환자들의 일상생활능력 변화 요약

  치매 노인들에 대한 일상생활 능력을 확인하였을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

상생활 동작 기능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박수지 등(2017)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박수지 등(2017)의 선행연구와 달리 교육수준에 따

른 일상생활 동작 기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김태유 등(2003)

의 선행연구와 같이 CDR 점수 등급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 동작 기능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는 CDR 점수 0점과 0.5점에서 일상생활 

동작 기능의 저하가 경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전 치매 단계에서는 일상생활 활동 기능

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도의 지남에 따라 일상생활 

활동의 기능 저하가 나타나므로 치매의 진행에 따라 일상생활 동작의 기능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COVID-19 전후에 따른 일상생활 활

동의 기능은 더 좋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COVID-19 상황에서 사회

적 거리두기 등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여 환자 및 

보호자와 상호작용 등이 있어 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가

령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한 보호자 편

향이 있거나 환자와 보호자의 상호작용이 많아지면서 실제 활동 기능이 더 좋

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치매 노인들에 대한 복합적 일상생활능력을 확인하였을 때 강수진 등 

(2002)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 및 CDR 점수의 증가에 따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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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일상생활 능력이 감퇴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의 중증도에 따라 복합적 일상생활 능력의 감소는 연관성이 있다. 또한 연도

의 지남에 따라 복합적 일상생활 활동의 기능에 저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여 치매의 진행에 따른 복합적 일상생활 동작의 기능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COVID-19 전후에 따른 변화의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으므

로 복합적 일상생활 동작 능력과 COVID-19 상황의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확

인하였다. 이는 COVID-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자제 등으

로 단순 일상생활 기능과 비교해 물건 사기, 교통수단 이용과 은행 업무를 포

함한 돈 관리 능력 등 외부활동 감소 효과가 외부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인과관계 파악을 위한 세부적, 심층적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2) COVID-19 이후 치매 환자들의 정신행동증상 변화 요약

  치매 노인들에 대한 정신행동증상 및 정서 기능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경정신행동 증상 결과 류선영 등(2010)의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

의 증가에 따라 신경정신행동 증상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정신행동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VID-19 전후에 따라 신경정신행동 증상이 유의미하게 낮아

진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보호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환자의 정신행동증상에 좋은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uh 등(2003)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 우울증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 및 교육수준의 증가

에 따라 환자의 우울증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CDR 점수 등

급에 따라 우울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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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추가로 COVID-19 전후에 따른 

환자들의 우울증 확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3) COVID-19 이후 치매 환자들의 인지기능 변화 요약

  치매 노인들에 대한 인지기능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간이 정

신상태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ai Y 등(1994)의 선행연구에서는 간이 정

신상태 검사가 연령과 교육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신상태 기능이 유의미하게 저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DR 점수 등급에 따른 간이 정신상태 검사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기웅 외(2002)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연도의 지남에 따른 MMSE-KC 결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여 시간

의 흐름에 따라 환자들의 인지기능이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COVID-19 전후에 따른 MMSE-KC의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CERAD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하여 인지기능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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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ERAD 하위그룹 분석 결과

  모든 독립변수 통제 후 분석한 결과에서 ADL, IADL, NPI, GDS 및 

MMSE-KC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OVID-19 전후에 따른 인지기능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COVID-19 전후에 따라 CERAD 검사 결과에서 인지기능의 어떤 영역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하였다. 앞서 분석한 내용

과 동일하게 선형혼합효과모형(LMM)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1) J1. 언어유창성검사

  연구대상자의 COVID-19 전후에 따른 언어유창성 검사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먼저 연령의 증가는 언어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0.079, p<0.001). 성별에 따른 언어유창성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남성

보다 여성의 언어유창성 평균이 0.267점 더 높았다(p=0.046). 교육수준에 따른 

언어유창성 점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20, p<0.001). CDR 

점수에 따른 언어유창성 점수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을 때, CDR 점수 0점인 대

상자 대비 CDR 점수 0.5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4.692점 낮았고, CDR 점수 1점

인 그룹은 평균 7.602점 낮았다. CDR 점수 2점인 그룹은 평균 10.755점 낮았

고 3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13.780점 낮았다(p<0.001). 연도별 차이에 따른 언어

유창성 검사 점수의 연관성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의 흐름에 따른 

언어유창성 검사 평균 점수가 0.086점 증가하였다(p=0.007). COVID-19 전후에 

따른 언어 유창성 검사 점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COVID-19 전 대비 

COVID-19 이후 언어유창성 검사 평균 점수는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

(p=0.085).



- 41 -

2) J2.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연구대상자의 COVID-19 전후에 따른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의 연관성을 살

펴보면 <표 9>와 같다. 먼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86, p<0.001). 성별에 따른 보스톤 이름대

기 검사 점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보스톤 이

름대기 검사 평균이 0.504점 더 높았다(p<0.001). 교육수준에 따른 보스톤 이름

대기 검사 점수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61, p<0.001). CDR 점수

에 따른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점수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을 때, CDR 점수 0

점인 대상자 대비 CDR 점수 0.5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2.208점 낮았고, CDR 

점수 1점인 그룹은 평균 3.783점 낮았다. CDR 점수 2점인 그룹은 평균 6.035

점 낮았고 3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8.973점 낮았다(p<0.001). 연도별 차이에 따

른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점수의 연관성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의 

흐름에 따른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평균 점수가 0.350점 증가하였다(p<0.001). 

COVID-19 전후에 따른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점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COVID-19전 대비 COVID-19 이후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평균 점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550, p<0.001).

3) J4. 단어목록기억검사

  연구대상자의 COVID-19 전후에 따른 단어목록기억검사의 연관성을 살펴보

면 <표 10>과 같다. 먼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단어목록기억검사에 영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34, p<0.001). 성별에 따른 단어목록기억검사 점수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단어목록기억검사 평균

이 0.804점 더 낮았다(p<0.001). 교육수준에 따른 단어목록기억검사 점수도 영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10, p<0.001). CDR 점수에 따른 단어목록기

억 검사 점수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을 때, CDR 점수 0점인 대상자 대비 C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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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0.5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5.399점 낮았고, CDR 점수 1점인 그룹은 평균 

8.410점 낮았다. CDR 점수 2점인 그룹은 평균 12점 낮았고 3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15.8점 낮았다(p<0.001). 연도별 차이에 따른 단어목록기억검사 점수의 연

관성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의 흐름에 따른 단어 목록 기억 검사 평

균점수가 0.308점 증가하였다(p<0.001). COVID-19 전후에 따른 단어목록기억검

사 점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COVID-19 전 대비 COVID-19 이후 단어목록기

억검사 평균 점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J5. 구성 행동 검사

  연구대상자의 COVID-19 전후에 따른 구성 행동 검사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먼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구성 행동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26, p<0.001). 성별에 따른 구성 행동 검사 점수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구성 행동 검사 평균이 0.2

점 더 높았다(p<0.001). 교육수준에 따른 구성 행동 검사 점수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08, p=0.013). CDR 점수에 따른 구성 행동 검사 점수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을 때, CDR 점수 0점인 대상자 대비 CDR 점수 0.5점인 그

룹에서는 평균 1.169점 낮았고(p=0.006), CDR 점수 1점인 그룹은 평균 2.183점 

낮았다. CDR점수 2점인 그룹은 평균 4.285점 낮았고 3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7.641점 낮았다(p<0.001). 연도별 차이에 따른 구성 행동 검사 점수의 연관성에

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의 흐름에 따른 구성 행동 검사 평균점수가 

0.228점 증가하였다(p<0.001). COVID-19 전후에 따른 구성 행동 검사 점수 평

균을 비교하였을 때 COVID-19 전 대비 COVID-19 이후 구성 행동 검사 평균

점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34, p=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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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6. 단어목록회상검사

  연구대상자의 COVID-19 전후에 따른 단어목록회상검사의 연관성을 살펴보

면 <표 12>와 같다. 먼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단어목록 회상검사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61, p<0.001). 성별에 따른 단어목록회상검사 점

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단어목록회상검사 평

균이 0.187점 더 낮았다(p=0.005). 교육수준에 따른 단어목록회상검사 점수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42, p=0.013). CDR 점수에 따른 단어목록 

회상검사 점수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을 때, CDR 점수 0점인 대상자 대비 CDR

점수 0.5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3.198점 낮았고, CDR 점수 1점인 그룹은 평균 

4.502점 낮았다. CDR 점수 2점인 그룹은 평균 5.179점 낮았고 3점인 그룹에서

는 평균 5.633점 낮았다(p<0.001). 연도별 차이에 따른 단어목록회상검사 점수

의 연관성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의 흐름에 따른 단어 목록 회상 검

사 평균점수가 0.047점 증가하였다(p<0.001). COVID-19 전후에 따른 단어 목록

회상검사 점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COVID-19 전 대비 COVID-19 이후 단어

목록회상검사 평균 점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J7. 단어목록재인검사

  연구대상자의 COVID-19 전후에 따른 단어 목록 재인 검사의 연관성을 살펴

보면 <표 13>과 같다. 먼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단어목록재인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60, p<0.001). 성별에 따른 단어 목록 재인 검

사 점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단어 목록 

재인 검사 점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19, p=0.046). CDR 점수

에 따른 단어목록재인검사 점수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을 때, CDR 점수 0점인 

대상자 대비 CDR 점수 0.5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2.397점 낮았고, CDR 점수 1

점인 그룹은 평균 4.692점 낮았다. CDR 점수 2점인 그룹은 평균 6.709점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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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8.418점 낮았다(p<0.001). 연도별 차이에 따른 단어 

목록 재인 검사 점수의 연관성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의 흐름에 따

른 단어 목록 재인 검사 평균점수가 0.083점 증가하였다(p<0.001). COVID-19 

전후에 따른 단어 목록 재인 검사 점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COVID-19전 대

비 COVID-19 이후 단어 목록 재인 검사 평균점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β=-0.364, p<0.001).

7) J8. 구성회상검사

  연구대상자의 COVID-19 전후에 따른 구성회상검사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먼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구성회상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0.070, p<0.001). 성별에 따른 구성회상검사 점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구성회상검사 평균이 0.312점 더 

높았다(p<0.001). 교육수준에 따른 구성회상검사 점수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95, p<0.001). CDR 점수에 따른 구성회상검사 점수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을 때, CDR 점수 0점인 대상자 대비 CDR 점수 0.5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3.366점 낮았고, CDR 점수 1점인 그룹은 평균 4.891점 낮았다. CDR 점수 

2점인 그룹은 평균 5.523점 낮았고 3점인 그룹에서는 평균 5.891점 낮았다

(p<0.001). 연도별 차이에 따른 구성회상검사 점수의 연관성에서 구성 행동 검

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의 흐름에 따른 연도별 변화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COVID-19 전후에 따른 구성회상검사 점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COVID-19 전 대비 COVID-19 이후 구성회상검사 평균 점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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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CERAD 하위 요인(Verbal Fluency) 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Demographics

 Age -0.079 0.008 -10.430 <0.001

 Sex 0.267 0.134 1.996 0.046

 Education 0.120 0.013 9.291 <0.001

CDR Global Score

 CDR=0 Ref

 CDR=0.5 -4.692 0.691 -6.787 <0.001

 CDR=1 -7.602 0.696 -10.922 <0.001

 CDR=2 -10.755 0.704 -15.267 <0.001

 CDR=3 -13.780 0.769 -17.930 <0.001

Exposure:duration

 YEAR 0.086 0.032 2.664 0.007

Exposure:event

 Pre COVID-19 Ref

 Post COVID-19  0.203 0.118 1.717 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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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CERAD 하위 요인(Boston Naming Test, BNT) 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Demographics

 Age -0.086 0.006 -14.237 <0.001

 Sex 0.504 0.110 4.638 <0.001

 Education 0.161 0.011 15.272 <0.001

CDR Global Score

 CDR=0 Ref

 CDR=0.5 -2.208 0.520 -4.243 <0.001

 CDR=1 -3.783 0.524 -7.221 <0.001

 CDR=2 -6.035 0.530 -11.381 <0.001

 CDR=3 -8.973 0.580 -15.482 <0.001

Exposure:duration

 YEAR 0.350 0.022 15.816 <0.001

Exposure:event

 Pre COVID-19 Ref

 Post COVID-19 -0.550 0.098 5.6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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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CERAD 하위 요인(Word List Memory) 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Demographics

 Age -0.134 0.008 -15.765 <0.001

 Sex -0.803 0.151 -5.329 <0.001

 Education 0.210 0.015 14.497 <0.001

CDR Global Score

 CDR=0 Ref

 CDR=0.5 -5.399 0.766 -7.047 <0.001

 CDR=1 -8.410 0.771 -10.902 <0.001

 CDR=2 -12.000 0.781 -15.364 <0.001

 CDR=3 -15.800 0.852 -18.546 <0.001

Exposure:duration

 YEAR 0.308 0.035 8.841 <0.001

Exposure:event

 Pre COVID-19 Ref

 Post COVID-19 0.016 0.158 0.1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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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CERAD 하위 요인(Constructional Praxis, C.P) 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Demographics

 Age -0.026 0.005 -5.680 <0.001

 Sex 0.200 0.081 2.465 <0.001

 Education 0.208 0.008 26.676 0.013

CDR Global Score

 CDR=0 Ref

 CDR=0.5 -1.169 0.423 -2.762 0.006

 CDR=1 -2.183 0.426 -5.122 <0.001

 CDR=2 -4.285 0.431 -9.929 <0.001

 CDR=3 -7.641 0.471 -16.217 <0.001

Exposure:duration

 YEAR 0.228 0.020 11.456 <0.001

Exposure:event

 Pre COVID-19 Ref

 Post COVID-19 -0.234 0.091 2.57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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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CERAD 하위 요인(Word List Recall) 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Demographics

 Age -0.061 0.004 -16.257 <0.001

 Sex -0.187 0.067 -2.799 0.005

 Education 0.042 0.006 6.516 <0.001

CDR Global Score

 CDR=0 Ref

 CDR=0.5 -3.198 0.325 -9.839 <0.001

 CDR=1 -4.502 0.327 -13.757 <0.001

 CDR=2 -5.179 0.331 -15.635 <0.001

 CDR=3 -5.633 0.362 -15.583 <0.001

Exposure:duration

 YEAR 0.047 0.014 3.360 <0.001

Exposure:event

 Pre COVID-19 Ref

 Post COVID-19 0.074 0.063 1.17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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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CERAD 하위 요인(Word List Recognition) 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t|)

Demographics

 Age -0.060 0.006 -10.862 <0.001

 Sex 0.187 0.098 1.916 0.055

 Education 0.019 0.009 1.997 0.046

CDR Global Score

 CDR=0 Ref

 CDR=0.5 -2.397 0.503 -4.763 <0.001

 CDR=1 -4.692 0.507 -9.262 <0.001

 CDR=2 -6.709 0.513 -13.082 <0.001

 CDR=3 -8.418 0.559 -15.048  <0.001

Exposure:duration

 YEAR 0.083 0.023 3.544 <0.001

Exposure:event

 Pre COVID-19 Ref

 Post COVID-19 -0.364 0.106 3.4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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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ERAD의 하위그룹 분석 요약

  치매 노인들에 대한 CERAD 인지기능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 및 교

육수준에 따른 인지기능 측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

홍근 외 (2011)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CDR을 보정하더라도 

CERAD 점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을 때 치매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인지기능

의 저하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COVID-19 전후에 따른 CERAD 점수 

감소는 COVID-19 전후에 따른 인지기능의 감퇴를 나타내는데 다른 검사들은 

자기보고식 검사이거나 보호자의 객관적인 보고인 것에 반해 CERAD검사는 

검사자가 직접 수행하여 객관적으로 보고 하는 검사이므로 인지기능의 저하는 

다른 검사에 비해 조금 더 명확하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결과는 COVID-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환자들의 활동 제한 등으로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

지기능의 어떤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감퇴가 나타났는지 확인을 위해 CERAD 

검사의 하위 그룹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언어유창성 검사에서 연령의 증가는 언어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유창성이 감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언어기억과 관련된 측정치는 연령 효과가 대부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석정서 등(2010)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안효정 등

(2004)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언어 유창성이 더 높은 것으

로 확인하였다. 교육수준도 언어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보다 인지기능이 높은 경향

이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Ganguli et al., 2010; Heat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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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6). CDR점수에 따른 언어유창성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치매의 중증도가 

심각할수록 언어유창성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VID-19 전후에 

따른 언어 유창성은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COCID-19에 따른 언어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령이 증가에 따라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의 연관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이름대기 검사 점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 이름대기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는 김홍근 등(2011)의 선행연구에서 연령, 성별 및 교육수준은 인지기능 측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일치한 연구결과를 나타낸다. CDR 점수에 따른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치매의 중증도가 심각할수록 이름대기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도에 따른 보스톤 이름대기 검

사 결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COVID-19 전후에 따른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결과는 COVID-19 전보다 COVID-19 이후 검사 점수 평

균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이름대기 검사 점수의 감소가 

CERAD의 검사 결과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 단어 목록 기억 검사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단어 목록 기억이 감소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석정서 등(2010)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

냈으나 여성이 단어 기억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ee et al., 2004). CDR 점수에 따른 단어 목록 기억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치매의 중증도가 심각할수록 단어 기억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도에 따른 단어 목록 기억 검사 결과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어 목록 기억 검사를 통해 환자들의 인지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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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COVID-19 전후에 따른 단어 목록 기억 

검사 결과는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 

  넷째, 연령, 성별 및 교육수준에 따라 구성행동검사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구성 행동이 감소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의 구성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CDR 점수에 따른 구성행동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치매의 중증도가 심각할

수록 구성 행동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도에 따른 구

성행동검사 결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COVID-19 전

후에 따른 구성행동검사 결과는 COVID-19 전보다 COVID-19 이후 검사점수 

평균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구성 행동의 점수 감소가 CERAD

의 검사 결과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연령, 성별 및 교육수준에 따라 단어목록회상 검사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단어목록회상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의 단어목록회상이 더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단어와 관련된 검사는 여성의 경우 우세하게 나타났

다는 Lee 등(2004)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DR 

점수에 따른 단어목록회상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치매의 중증도가 심각할수록 

단어목록회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도에 따른 단어

목록회상 검사 결과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어목록회상 검사를 

통해 환자들의 인지기능이 조금 더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COVID-19 전

후에 따른 단어목록회상 검사 결과는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여섯째,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단어목록재인검사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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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단어목록재인이 감소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CDR 점수에 따른 단어목록재인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치매의 

중증도가 심각할수록 단어목록재인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연도에 따른 단어목록재인검사 결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COVID-19 전후에 따른 단어목록재인검사 결과는 COVID-19 전보다 

COVID-19 이후 검사 점수 평균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단어목

록재인 점수 감소가 CERAD의 검사 결과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 성별 및 교육수준에 따라 구성회상 검사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구성회상이 감소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성별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구성회상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DR점수에 따른 구성회상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치매의 중증도가 

심각할수록 구성회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도에 따

른 구성회상 검사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COVID-19 전후 비교에

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COVID-19 전후 CERAD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친 하위 검사는 보스

톤 이름대기 검사, 구성행동검사 및 단어목록재인검사임을 확인하여 인지기능

의 저하는 구성행동 및 기억력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홍근 

등 (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연령, 교육수준, 성별의 효과가 각 다르고, 

CERAD규준 결과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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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및 결론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보라매병원에 내원한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치매의 원

인 질환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치매의 양상은 

원인 질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치

매의 범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치매의 원인 

질환인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치매, 파킨슨병 치매 등 대표적인 원인 질환

으로 나누어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우울증, 지적장애, 뇌졸중 여부 등 기저

질환에 따라 구분하여 기저질환과 치매의 상호작용 효과의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치매의 중증도에 따라 인지기능, 행동 및 

정서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므로 CDR과 MMSE-KC에 따라 치매의 중등도

를 분류한 후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치매의 중증도는 CDR 점수

로만 나누었지만, MMSE-KC 점수도 포함하여 명확한 규준에 따른 분석이 필

요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 발생을 기점으로 치매환자의 Barthel ADL, Lawton 

IADL, GDS, NPI, CERAD 지표를 COVID-19 전후 평균 차이 검정을 통해서 분

석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시계열 분

석을 실시하지 않고 COVID-19 전과 후 두 집단을 나누어 비교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치매환자들의 변화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COVID-19전에 비해 COVID-19후에 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연도별로 나타나는 변화 및 차이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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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석을 통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개년도의 치매환자의 행동, 정서 및 

인지기능의 추세변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덧붙여 본 연구는 일반노인의 대조군 없이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기 때문에 일반 노인들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겪는 심리 사회적 고통을 이해하기 위

하여 일반적 노인들의 인지기능, 행동 및 정서 데이터를 확보하여 추가 분석

이 이루어진다면 일반 노인들을 위한 심리 돌봄 서비스 등 정책적으로 추가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보라매병원 재가 치매 환자 자료 중 일상생활능력, 행동심리증상 

및 인지기능이 측정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후향적 연구

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총 8,268명의 환자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내원한 환자그룹 7,060명, 2020년도에 내원한 환자그

룹 1,208명을 각각 COVID-19전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연구 변수는 독립변

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CDR로 설정하였고, 관심변수로는 연도 및 

COVID-19 전후 두 그룹을 설정하였다. 결과변수로는 Barthel ADL, Lawton 

IADL, NPI, GDS, MMSE-KC 및 CERAD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

구 자료가 반복측정 자료임을 고려하여 선형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하였고 

COVID-19전후 분석은 두 그룹 간 평균을 비교한 pairwise t-test를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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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COVID-19 전후 재가 치매 환자들의 일상생활능력비교 결과 복합적 

일상생활 동작의 기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단순 일상생활 동

작기능은 COVID-19 전보다 더 좋아진 결과를 나타내어 이는 보호자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COVID-19 전후 재가 치매 환자들의 행동심리증상

을 확인하였을 때 우울증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정신행동증상

은 COVID-19전보다 더 좋아진 결과를 나타내어 COVID-19상황으로 인한 보호

자와의 접촉 증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마

지막으로 인지기능 확인 결과 간이정신 상태 검사 결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

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CERAD 신경심리검사배터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내었고 CERAD 하위분석 결과 COVID-19 전후 CERAD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

친 하위 검사는 보스톤이름대기검사, 구성행동검사 및 단어목록재인검사임을 

확인하여 인지기능의 저하에 미친 영향은 구성행동 및 기억력 등인 것으로 나

타났다.

3. 다음 연구를 위한 제언 및 결론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21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1월에 발간하고 

적용하고 있는데 COVID-19 상황에 따라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활

동을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는 등 일부 활동을 수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가령 

광역치매센터에서는‘코로나19 극복과 치매예방을 위한 온라인 한마음 치매극

복 걷기행사’를 통해 장기화한 COVID-19 상황에서 무력감을 극복하고 외부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COVID-19 상황을 고려해 시간과 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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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노해섭, 2021). 

치매안심센터도 COVID-19 상황 전에는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 맞춤형 사례관리,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환자 돌봄서비스 등 사회

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활동들을 진행했다면, COVID-19 이후에는 일부 원격진

료의 변형과 IT를 활용한 쉼터 및 치매 예방프로그램 활동으로 수정하여 운영

하고 있다(한명일, 2021). 또한 치매 환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 치매환자쉼터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감염병 등 질병 유무 파악 및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해

가 되는 경우 서비스 종결 고지 등 세부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

년 치매정책 사업과 비교하여 2021년 치매정책 사업이 변경된 부분을 살펴보

면, 치매 환자의 등록 절차가 세분되었고 조기 검진에서 기존에 치매 전문교

육을 받은 직원만 선별검사를 진행하였다면 금년은 보건지소 직원, 보건진료

소 직원도 포함하여 조기검진 가능 인원을 확대하였다. 추가로 병원 내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해서도 인지기능 약화 방지를 위하여 원예치료, 음악치료, 운

동치료 등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 비해 2021년은 치매 환자들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을 재개하고자 하

는 노력과 더불어 운영 방법 등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비대면 

플랫폼이나 IT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한다면 사람 중심으로 실

제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기능을 향상 또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고민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치매의 원인질환, 치매 환자의 기저질

환 및 치매의 중등도 등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아 일반화를 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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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한계가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

이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어 다양한 연구들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자료

는 반복 측정자료이지만 단순 COVID-19 전후 평균비교만 진행을 하여 치매 

환자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반노인의 대조군이 없는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노인과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COVID-19 전후에 따른 재가 치매 환자들의 일

상생활능력, 행동심리증상 및 인지기능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누적된 

환자 데이터를 통해 각 요인과 COVID-19전후 변화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함

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각 요인에서 부정적 변화를 보인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정책 제안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를 확보

한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다음 연구들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치매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추

후 발생할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치매 환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

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목적성을 달성하는 가운데에서도 치매환자 돌봄 정책과

의 충돌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식을 바탕으로 양 

정책의 상생이 감염병 예방과 치매환자의 건강증진을 이루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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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이유: 본인 / 가족 권유 / 치매 선별 / 기타 치매 가족력: 부모 / 형제 / 없음

보호자 정보

기본 정보 이름 :                  전화번호(휴대전화): 

환자와의 
관계

① 배우자     ② 아들     ③ 딸     ④ 사위     ⑤ 며느리

⑥ 간병인     ⑦ 없음     ⑧ 기타 (          )

환자 거주지

① 자기 집 (전,월세 포함)    ② 자식 집 (전,월세 포함)        

③ 치매 단기 보호                ④ 치매 장기 요양시설/양로원  

⑤ 기타 (          )

환자 동거인
① 독거      ② 배우자와 거주     ③ 자녀와 거주

④ 배우자와 자녀와 거주       ⑤기타 (          )

환자와 같이 
사는 여부 ① 같이 살고 있음     ② 같이 살고 있지 않음

일주일에 
환자와 

같이 있는 
시간

※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작성해 주세요

설문지 작성하시는 분은 환자와 얼마나 자주 대하십니까?

일주일에 (          ) 번

한번에   (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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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wton IADL

환자의 최근 한 달 간의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항목에 ✔표 해주세요.
(환자가 여성일 경우 모든 항목을 표시하고 남성일 경우 3, 4, 5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일상 생활

1. 전화 사용
 □  1.  스스로 전화를 건다. 필요한 번호를 찾아 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건다.
 □  2.  2~3개 잘 알고 있는 번호로는 전화 건다.
 □  3.  전화를 걸 수는 없고 받기만 한다.
 □  4.  전혀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2. 물건 사기
 □  1.  필요한 물건을 혼자서 모두 살 수 있다.
 □  2.  소규모로 조금 사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다.
 □  3.  남의 도움을 받아야 물건을 사러 간다.
 □  4.  전혀 물건을 살 수 없다.

3. 음식 준비 (남성 제외)
 □  1.  혼자서 적절한 식사를 계획하고, 조리하고 차린다.
 □  2.  음식재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적절한 음식을 만든다.
 □  3.  음식을 만들지만 적절한 식이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준비된 음식을 데워먹는다.
 □  4.  다른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고 차려주어야 한다.

4. 집안일 (남성 제외)
 □  1.  힘든 일은 도움을 받지만 대부분의 집안일을 혼자서 한다.
 □  2.  설거지나 이불 개기 같은 가벼운 일은 혼자서 한다.
 □  3.  가벼운 일은 혼자서 하지만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한다.
 □  4.  모든 집안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
 □  5.  집안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5. 빨래하기(남성제외)
 □  1.  자기 옷은 혼자서 빤다.
 □  2.  양말, 스타킹 같은 가벼운 빨래는 스스로 한다.
 □  3.  다른 사람이 빨래를 모두 해주어야 한다.

6. 교통수단 이용
 □  1.  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을 운전해서 혼자서 어디든지 간다.

  □  2.  택시는 혼자서 타고 가지만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  3.  다른 사람이 동행하거나 도와주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  4.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택시나 자가용만을 이용한다.
 □  5.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7. 약 복용 하기
 □  1.  제때 정해진 용량의 약을 혼자서 먹는다.
 □  2.  약을 준비해 놓으면 혼자서 먹는다.
 □  3.  혼자서는 약을 먹을 수 없다.

8. 돈 관리 능력
 □  1.  혼자서 자신의 돈을 관리한다 (예산 세우기, 공과금내기, 은행업무 등)
 □  2.  용돈 정도는 관리하지만 은행업무나 큰 돈 관리에는 도움이 필요하다.
 □  3.  돈 관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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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arthel ADL index

환자의 최근 한 달 간의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사항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항목 0 1 2 3

대변 가리기
(대변 조절을 잘 하십니까?)

거의 가리지 못
한다

(또는 관장이 필요)

가끔 실수한다
(1주일에 1번 정도) 정상

소변 가리기
(소변 조절을 잘 하십니까?)

거의 가리지 못
한다

(또는 요도관 사
용)

가끔 실수한다
(하루에 1번 정

도)
정상

세수 / 머리 빗기 / 양치질 / 
면도
(세수나 양치질, 머리감기 등 기
본적인 위생관리를 스스로 하십
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도구가 주어지면)
혼자서 가능하다

화장실 사용
(대소변을 보고 난 후, 닦고 옷
을
추려 입을 때, 다른 사람의 도
움 없이
스스로 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혼자 할 수 있다
혼자서 가능하다

식사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 가능하다

바닥에서 의자로 옮겨가기, 
또는 의자에서 바닥으로 옮
겨가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앉지도 못한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나
앉을 수는 있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 가능하다

보행
(방에서 거실로 나온다거나, 부
엌이나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
요합니까?)

보행이
불가능하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이동이

가능하다

다른 한 사람의
부축으로 보행이

가능하다

혼자서 보행이
가능하다

(지팡이를 사용
하는 경우 포함)

옷 입기
(내복, 외투 등을 포함하여 계절
에 맞는 옷을 옷장에서 꺼내 입
을 수 있고, 단추나 지퍼 등을 
스스로 채울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반 정도는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

다)

단추를 채우고
지퍼를 올리는 
것을 포함하여 

혼자서
옷 입기가 가능

하다

계단 오르내리기 불가능하다 부축을 받으면
가능하다

혼자서 가능하다

목욕하기
(목욕물의 온도조절, 욕조에서의 
목욕, 샤워, 목욕 후 머리 말리
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혼자서
불가능하다

혼자서
가능하다

점수 (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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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울증 척도 (GDS)

지난 1 주일을 기준으로 환자의 기분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의 느낌 예 아니오

1. 현재의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2.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4.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5.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6.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7.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8.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9.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10.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십니까?

11. 현재 살아 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12.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13.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14.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15.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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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증상 (NPI)

■ 다음은 환자들이 보이는 이상한 행동,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병나기 전에 비해 새로 생긴 또는 심해진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병나기 전에도 의심하는 증상이 있었고 현재도 동일하다면
이 행동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근 1 달 동안의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 하십시오.

증상이 없으면 ‘아니오 (        )’에 ‘○’표를 하시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십시오.
증상이 있으면 ‘예 (        )’에 ‘○’표를 하시고 이하의 질문에도 표시해 
주십시오.

■ “적용 불가능”한 경우란 :

중증인 환자의 경우에는 질문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가 환각이나 공격적인 행동은 보일 수는 
있으나
이상한 운동행동(aberrant motor behavior)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적용 불가능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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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상 (잘못된 믿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든가, 무엇을 훔쳐갔다고 주장합니까?
또는 가족을 다른 사람이라고 믿거나 자기 집을 자기 집이 아니라고 믿습니까?
단순히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 적용 불가능
아니오 (       ) (‘아니오’인 경우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예   (       ) (만약 ‘예’라면 아래 질문에서 해당 사항에 ‘✔’ 표시 하세요)

 1. 다른 사람이 환자 분을 해치려 한다고 믿습니까?

   2.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간다고 믿고 있습니까?

   3.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믿고 있습니까?

   4.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까?

   5. 배우자나 가족을 다른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6. 자기 집을 다른 사람의 집으로 믿고 있습니까?

   7. 가족들이 자기를 버린다고 믿고 있습니까?

   8. TV 나 잡지의 등장인물이 현재 집에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같이 응대해 줍니까?)

   9. 그 밖에 제가 질문하지 않은 것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자주 있습니까?

빈도           □ 1. 드뭄 - 일주일에 1 회 미만
□ 2. 가끔 - 일주일에 1 회 정도
□ 3. 자주 - 일주일에 몇 번 그러나 매일은 아님
□ 4. 매우 자주 - 하루에 한 번 이상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합니까?

심한 정도      □ 1. 경함 – 상기 증상이 있으나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며, 환자에게 

거의 고통이 되지 않는다

□ 2. 보통 – 상기 증상이 고통을 야기하고, 생활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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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함 – 상기 증상이 매우 생활을 방해하며, 행동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상기 증상 때문에 약이 처방 되고 있다면 이는 상기 증상이 

매우 심함을 의미함)

이와 같은 행동이 감정적으로 보호자께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고통 정도     □ 0. 고통이 전혀 없다
□ 1. 고통이 매우 적다
□ 2. 고통이 경한 편이다
□ 3. 고통이 보통이다
□ 4. 고통이 심한 편이다
□ 5. 고통이 매우 심하다

2. 환각 (헛것을 보거나 들음)

환자분께서 헛것을 보거나 듣는 것 같습니까?
현재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거나, 듣거나, 경험합니까?
여기에서 헛것을 보거나 듣는 것은 잘못된 믿음,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이 살아 
있다고 믿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없는 장면이나 소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적용 불가능
아니오 (       ) (‘아니오’인 경우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예   (       ) (만약 ‘예’라면 아래 질문에서 해당사항에 ‘✔’ 표시 하세요)
    1. 환자분께서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거나 듣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2. 없는 사람과 얘기할 때가 있습니까?
    3.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환자분은 보는 것처럼 묘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환자분은 보는 것처럼 
행동합니까(사람, 동물, 불빛 등)?

    4. 다른 사람은 맡지 못하는데, 어떤 냄새가 난다고 얘기합니까?
    5. 피부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거나, 어떤 것이 피부에 닿거나 기어 

다닌다고 얘기합니까?
    6. 이유 없이 어떤 맛을 느낀다고 말합니까?
    7. 그 밖에 이상한 감각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 79 -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자주 있습니까?

빈도           □ 1. 드뭄 - 일주일에 1 회 미만
□ 2. 가끔 - 일주일에 1 회 정도
□ 3. 자주 - 일주일에 몇 번 그러나 매일은 아님
□ 4. 매우 자주 - 하루에 한 번 이상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합니까?

심한 정도      □ 1. 경함 – 상기 증상이 있으나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며, 환자에게 
거의 고통이 되지 않는다
□ 2. 보통 – 상기 증상이 고통을 야기하고, 생활을 방해한다
□ 3. 심함 – 상기 증상이 매우 생활을 방해하며, 행동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상기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행동이 감정적으로 보호자께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고통 정도      □ 0. 고통이 전혀 없다
□ 1. 고통이 매우 적다
□ 2. 고통이 경한 편이다
□ 3. 고통이 보통이다
□ 4. 고통이 심한 편이다
□ 5. 고통이 매우 심하다

3. 비협조적인 행동/공격성

환자분께서 협조하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까?
또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까?
보호자께서는 환자분을 다루기가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 적용 불가능
아니오 (       ) (‘아니오’인 경우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예   (       ) (만약 ‘예’라면 아래 질문에서 해당 사항에 ‘✔’ 표시 하세요)
   1. 보호자께서 환자분을 도와주려고 할 때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또는 목욕이나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때 저항한 일이 
있습니까?

   2. 환자분이 고집이 셉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려 합니까?
   3. 환자분이 비협조적입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저항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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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자분을 다룰 때 보호자를 힘들게 하는 그 밖의 행동이 
있습니까?

   5.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할 때가 있습니까?
   6. 문을 세게 닫거나 가구 등을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질 때가 

있습니까?
   7. 남을 해치거나 때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까?
   8. 그 밖에 공격적이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까?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자주 있습니까?

빈도           □ 1. 드뭄 - 일주일에 1 회 미만
□ 2. 가끔 - 일주일에 1 회 정도
□ 3. 자주 - 일주일에 몇 번 그러나 매일은 아님
□ 4. 매우 자주 - 하루에 한 번 이상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합니까?

심한 정도      □ 1. 경함 – 상기 증상이 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안심시키면 조절될 수 있다.

□ 2. 보통 – 상기 증상이 생활을 방해하고 조절하기 힘들거나 그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가 힘들다.

□ 3. 심함 – 상기 증상이 분위기를 매우 혼란시키고 어려움의 주 
원인이 된다. 남을 해칠 위험이 될 수 있다. 가끔 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행동이 감정적으로 보호자께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고통 정도      □ 0. 고통이 전혀 없다
□ 1. 고통이 매우 적다
□ 2. 고통이 경한 편이다
□ 3. 고통이 보통이다
□ 4. 고통이 심한 편이다
□ 5. 고통이 매우 심하다

4. 우울/낙담

환자분께서 슬퍼보이거나 우울해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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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스스로 자기가 슬프거나 우울하다고 말합니까?

□ 적용 불가능
아니오 (       ) (‘아니오’인 경우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예   (       ) (만약 ‘예’라면 아래 질문에서 해당 사항에 ‘✔’ 표시 하세요)
    1. 환자분께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낄 때가 있습니까?

    2. 슬프거나 기분이 처진 것처럼 행동하거나 말합니까?

    3. 자신은 실패자라고 말하거나,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곤 합니까?

     4. 환자분께서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나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얘기합니까?

    5. 매우 낙심한 것처럼 보이거나 자기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까?

  6. 환자분 스스로 자신이 다른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말하거나 또는 

자신이 없으면 다른 가족들이 더 잘 지낼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7. 죽고 싶다고 말하거나 자살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8. 그 밖에 우울해 하거나 슬퍼하는 증상이 있습니까?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자주 있습니까?

빈도           □ 1. 드뭄 - 일주일에 1 회 미만
□ 2. 가끔 - 일주일에 1 회 정도
□ 3. 자주 - 일주일에 몇 번 그러나 매일은 아님
□ 4. 매우 자주 – 계속 지속됨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합니까?

심한 정도      □ 1. 경함 – 상기 증상이 고통이 되기는 하지만 안심을 시키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면 조절된다.

□ 2. 보통 – 상기 증상이 고통을 유발하고, 환자 스스로 먼저 우울 
증상을 말하며, 우울 증상을 경감시키기가 힘들다

□ 3. 심함 – 상기 증상 때문에 고통스럽고, 환자 고통의 주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행동이 감정적으로 보호자께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고통 정도      □ 0. 고통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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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통이 매우 적다
□ 2. 고통이 경한 편이다
□ 3. 고통이 보통이다
□ 4. 고통이 심한 편이다
□ 5. 고통이 매우 심하다

5. 불안

환자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신경이 매우 예민해 보이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 
합니까?
환자분이 긴장되어 보이거나 조바심 내는 증상이 있습니까?
환자분께서 보호자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합니까?

□ 적용 불가능
아니오 (       ) (‘아니오’인 경우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예   (       ) (만약 ‘예’라면 아래 질문에서 해당 사항에 ‘✔’ 표시 하세요)

1. 환자분이 앞으로 계획된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말합니까?

2. 환자분이 몸이 떨리는 기분을 느끼거나 느긋해 할 줄을 모르거나 

또는 지나치게 긴장되어 보입니까?

3. 신경이 예민해서 숨이 차다고 호소하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헐떡거리거나 한숨을 쉽니까?

4. 신경이 예민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불편하다고 얘기합니까? 

(이런 증상이 실제 병 때문이 아니어야 함)

5. 환자분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장소나 상황, 예를 들어 차를 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려고 합니까?

6. 보호자와 떨어지면 불안해하거나 화를 냅니까?

7. 환자분께서 그 밖의 불안 증세를 보입니까?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자주 있습니까?

빈도           □ 1. 드뭄 - 일주일에 1 회 미만
□ 2. 가끔 - 일주일에 1 회 정도
□ 3. 자주 - 일주일에 몇 번 그러나 매일은 아님
□ 4. 매우 자주 – 계속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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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합니까?

심한 정도      □ 1. 경함 – 상기 증상이 고통이 되기는 하지만 안심을 시키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면 조절된다.

               □ 2. 보통 – 상기 증상이 고통을 유발하고, 환자 스스로 먼저 불안 
증상을 말하며, 불안 증상을 경감시키기가 힘들다

□ 3. 심함 – 상기 증상 때문에 고통스럽고, 환자 고통의 주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행동이 감정적으로 보호자께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고통 정도      □ 0. 고통이 전혀 없다
□ 1. 고통이 매우 적다
□ 2. 고통이 경한 편이다
□ 3. 고통이 보통이다
□ 4. 고통이 심한 편이다
□ 5. 고통이 매우 심하다

6. 기분이 들뜸/지나치게 행복해 보임

환자분께서 특별한 이유 없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거나 기분이 좋아 보입니까?
친구를 만났다던가 선물을 받았다거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행복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환자분만 비정상적으로 기분 
좋아하거나 재미있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적용 불가능
아니오 (       ) (‘아니오’인 경우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예   (       ) (만약 ‘예’라면 아래 질문에서 해당 사항에 ‘✔’ 표시 하세요)

1. 환자분께서 평소와는 달리 지나치게 기분이 좋거나 행복해 보입니까?

2. 다른 사람에게는 웃기지 않은 것을 가지고 웃거나 재미있어 합니까?

3. 부적절하게 웃거나 낄낄대는 경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남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도 웃거나 낄낄거림)

4. 남들에게는 전혀 웃기지 않는 농담이나 표현을 하고 스스로 재미있어 

합니까?

5. 환자분께서 꼬집는다든지, 물건을 빼앗고 안 주는 유치한 장난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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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자분께서 과장되게 말 하거나 실제보다 능력이나 재산을 불려서 

얘기합니까?

7. 그 밖에 지나치게 기분 좋아하거나 행복해 하는 증상이 있습니까?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자주 있습니까?

빈도           □ 1. 드뭄 - 일주일에 1 회 미만
□ 2. 가끔 - 일주일에 1 회 정도
□ 3. 자주 - 일주일에 몇 번 그러나 매일은 아님
□ 4. 매우 자주 – 하루에 한 번 이상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합니까?

심한 정도      □ 1. 경함 – 친구나 가족이 환자가 기분이 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 2. 보통 – 기분이 떠 있는 것이 확실히 비정상적이다
□ 3. 심함 – 기분이 떠 있음이 매우 뚜렷하게 보이고, 거의 모든 것을   
  재미있어 한다

이와 같은 행동이 감정적으로 보호자께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고통 정도      □ 0. 고통이 전혀 없다
□ 1. 고통이 매우 적다
□ 2. 고통이 경한 편이다
□ 3. 고통이 보통이다
□ 4. 고통이 심한 편이다
□ 5. 고통이 매우 심하다

7. 무감동/무관심

환자분이 주변에 관심을 잃었습니까?
무언가 한다는 것에 흥미를 잃었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의욕이 줄었습니까?
대화에 참여한다거나 집안일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까?
환자가 무감동하거나 무관심해 보입니까?

□ 적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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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       ) (‘아니오’인 경우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예   (       ) (만약 ‘예’라면 아래 질문에서 해당 사항에 ‘✔’ 표시 하세요)

1. 환자분이 평소와는 달리 자발성이 덜 하거나 덜 적극적입니까?

2. 대화를 먼저 꺼내는 경우가 이전보다 준 편입니까? 

3. 예전에 비해서 다정다감한 면이 줄었거나 또는 감정이 

부족합니까?

4. 집안의 잡일을 덜 하려고 합니까?

5. 다른 사람의 활동이나 계획에 대해서 흥미가 줄었습니까?

6. 친구나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잃었습니까?

7. 예전에 갖고 있던 관심사 또는 흥미에 대해서 덜 열중하는 

편입니까?

8. 새로운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밖의 증상이 있습니까?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자주 있습니까?

빈도           □ 1. 드뭄 - 일주일에 1 회 미만
□ 2. 가끔 - 일주일에 1 회 정도
□ 3. 자주 - 일주일에 몇 번 그러나 매일은 아님
□ 4. 매우 자주 – 계속 지속됨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합니까?

심한 정도      □ 1. 경함 – 상기증상이 눈에 띄지만 일상생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보통 행동보다 약간 다르다. 활동에 참여하기를 권고하면 
반응을 보인다

□ 2. 보통 – 상기 증상이 매우 확실하다. 보호자가 달래거나 격려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와 같은 
환자에게 의미 있는 일에만 자발적으로 반응을 한다

□ 3. 심함 – 상기 증상이 매우 확실하고 어떤 격려나 외부의 일에도 
보통 반응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행동이 감정적으로 보호자께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고통 정도      □ 0. 고통이 전혀 없다
□ 1. 고통이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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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통이 경한 편이다
□ 3. 고통이 보통이다
□ 4. 고통이 심한 편이다
□ 5. 고통이 매우 심하다

8. 충동 조절 능력 감소

환자분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합니까?
공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거나 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합니까?
보호자나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행동을 합니까?

□ 적용 불가능
아니오 (       ) (‘아니오’인 경우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예   (       ) (만약 ‘예’라면 아래 질문에서 해당 사항에 ‘✔’ 표시 하세요)
1. 환자분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합니까?

2.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건넵니까?

3.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까?

4. 과거와 달리 저질스러운 얘기나 성적인 얘기를 합니까?

5. 과거에는 공적으로 얘기하지 않던 개인적인 문제나 사적인 문제를 

공공연하게 얘기합니까?

6. 평소 성격과는 달리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남을 만지거나 안으려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까?

7. 그 밖에 충동 조절을 못하는 증상들이 있습니까?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자주 있습니까?

빈도           □ 1. 드뭄 - 일주일에 1 회 미만
□ 2. 가끔 - 일주일에 1 회 정도
□ 3. 자주 - 일주일에 몇 번 그러나 매일은 아님
□ 4. 매우 자주 – 계속 지속됨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합니까?

심한 정도      □ 1. 경함 – 상기 증상이 눈에 띄나 주의를 주면 행동을 조심한다



- 87 -

□ 2. 보통 – 상기 증상이 매우 확실하고, 보호자에 의해서 좋아지기 
힘들다

       □ 3. 심함 – 보호자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상기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며, 주위 사람을 당황하게 하거나 사회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주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행동이 감정적으로 보호자께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고통 정도      □ 0. 고통이 전혀 없다
□ 1. 고통이 매우 적다
□ 2. 고통이 경한 편이다
□ 3. 고통이 보통이다
□ 4. 고통이 심한 편이다
□ 5. 고통이 매우 심하다

9. 화를 잘 냄

환자분이 쉽게 화를 내거나 기분이 상합니까?
환자분의 기분이 수시로 변합니까?
비정상적으로 참을성이 없습니까?
기억장애나 여러 가지 능력 소실로 인해서 생기는 절망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화를 내거나 성급해졌거나 감정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적용 불가능
아니오 (       ) (‘아니오’인 경우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예   (       ) (만약 ‘예’라면 아래 질문에서 해당 사항에 ‘✔’ 표시 하세요)

1. 환자분이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화를 내거나 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기분이 급변합니까?  즉, 금새 기분이 좋거나 금새 화를 냅니까?

3. 갑자기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4. 참을성이 없고 조급합니까? 즉, 예정된 일을 기다릴 때 또는 예정된 

일이 늦어졌을 때 조급해 합니까?

5. 까다롭고 쉽게 흥분합니까?

6. 시비를 걸기 좋아하고 같이 지내기 힘듭니까?

7. 그 밖에 쉽게 흥분하는 증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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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자주 있습니까?

빈도           □ 1. 드뭄 - 일주일에 1 회 미만
□ 2. 가끔 - 일주일에 1 회 정도
□ 3. 자주 - 일주일에 몇 번 그러나 매일은 아님
□ 4. 매우 자주 – 계속 지속됨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합니까?

심한 정도      □ 1. 경함 – 상기 증상이 눈에 띄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안심을 
시키면 좋아질 수 있다

□ 2. 보통 – 상기 증상이 매우 확실하고, 보호자에 의해서 좋아지지 
않는다

□ 3. 심함 – 상기 증상이 매우 확실하고, 보호자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대개 좋아지지 않으며, 고통의 주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행동이 감정적으로 보호자께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고통 정도      □ 0. 고통이 전혀 없다
□ 1. 고통이 매우 적다
□ 2. 고통이 경한 편이다
□ 3. 고통이 보통이다
□ 4. 고통이 심한 편이다
□ 5. 고통이 매우 심하다

10. 비정상적인 반복행동

환자분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예를 들어, 장롱이나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든지 물건을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실이나 줄을 감는 행동을 반복합니까?

□ 적용 불가능
아니오 (       ) (‘아니오’인 경우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예   (       ) (만약 ‘예’라면 아래 질문에서 해당 사항에 ‘✔’ 표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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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분이 특별한 목적 없이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2. 장롱이나 서랍을 뒤지는 일이 있습니까?

3. 반복적으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합니까?

4. 반복해서 하는 동작이나 습관이 있습니까?

5. 단추를 풀었다 채웠다 하거나 무언가를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실을 

감는 것 같은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까?

6. 환자분이 지나치게 안절부절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즉,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 하거나 발을 쾅쾅 구르거나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두드리는 행동을 합니까?

7. 그 밖에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자주 있습니까?

빈도           □ 1. 드뭄 - 일주일에 1 회 미만
□ 2. 가끔 - 일주일에 1 회 정도
□ 3. 자주 - 일주일에 몇 번 그러나 매일은 아님
□ 4. 매우 자주 – 계속 지속됨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합니까?

심한 정도      □ 1. 경함 – 상기 증상이 눈에 띄나 일상생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보통 – 상기 증상이 매우 분명하나 보호자에 의해서 억제될 수 
있다

□ 3. 심함 – 상기 증상이 매우 분병하고, 보호자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대부분 조절하기 힘들고, 고통의 주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행동이 감정적으로 보호자께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고통 정도      □ 0. 고통이 전혀 없다
□ 1. 고통이 매우 적다
□ 2. 고통이 경한 편이다
□ 3. 고통이 보통이다
□ 4. 고통이 심한 편이다
□ 5. 고통이 매우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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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면장애

잠을 자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밤에 자다가 한두번 정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다가 금방 다시 잠드는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습니까?
밤에 서성거리고 돌아다니거나 옷을 입거나 보호자의 수면을 방해합니까?

□ 적용 불가능
아니오 (       ) (‘아니오’인 경우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예   (       ) (만약 ‘예’라면 아래 질문에서 해당 사항에 ‘✔’ 표시 하세요)

1. 환자분께서 잠들기 힘들어합니까?

2. 밤에 일어납니까?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밤에 한두 번 일어났다가 

바로 잠드는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밤에 서성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합니까?

4. 밤에 보호자를 깨웁니까?

5. 밤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아침이라고 생각하여 밖에 나가려고 

합니까?

6. 원래의 습관과는 달리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납니까?

7. 낮에 잠을 많이 잡니까?

8. 밤에 나타나는 이상한 행동 중에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자주 있습니까?

빈도           □ 1. 드뭄 - 일주일에 1 회 미만
□ 2. 가끔 - 일주일에 1 회 정도
□ 3. 자주 - 일주일에 몇 번 그러나 매일은 아님
□ 4. 매우 자주 – 매일 밤 한 번 이상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합니까?

심한 정도      □ 1. 경함 – 야간에 상기 증상이 있으나 특별히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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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통 – 야간에 상기 증상이 나타나고, 환자에게 방해가 되며, 
보호자의 수면을 방해한다. 한가지 이상의 상기 증상이 있을 수 있다.

□ 3. 심함 – 야간에 상기 증상이 나타난다. 여러 가지 유형의 상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환자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보호자의 
수면에 매우 방해가 된다

이와 같은 행동이 감정적으로 보호자께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고통 정도      □ 0. 고통이 전혀 없다
□ 1. 고통이 매우 적다
□ 2. 고통이 경한 편이다
□ 3. 고통이 보통이다
□ 4. 고통이 심한 편이다
□ 5. 고통이 매우 심하다

12. 식습관, 식욕의 변화

환자분의 식욕, 체중 또는 식습관의 변화가 있습니까?
(환자가 위중하여 음식을 먹여 주어야 하는 경우 또는 위도관을 끼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능’에 해당함)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가 바뀌었습니까?

□ 적용 불가능
아니오 (       ) (‘아니오’인 경우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예   (       ) (만약 ‘예’라면 아래 빈도 질문에서 해당 사항에 ‘✔’ 표시 하세요)

                    1. 환자분이 식욕을 잃었습니까?

   2. 환자분의 식욕이 늘었습니까?

   3. 환자분의 체중이 줄었습니까?

   4. 환자분의 체중이 늘었습니까?

   5. 식사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예를 들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음식을 입에 넣는 것 같은 것입니다

   6. 환자분이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가 바뀌었습니까?

예를 들어 예전과 달리 단것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특별히 어떤 

음식만을 선호 합니까?

   7. 환자분이 매일 똑같은 종류의 음식만을 먹으려고 합니까?



- 92 -

또는 같은 순서로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까?

 8. 식욕이나 식습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그 밖의 

변화가 있습니까?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자주 있습니까?

빈도           □ 1. 드뭄 - 일주일에 1 회 미만
□ 2. 가끔 - 일주일에 1 회 정도
□ 3. 자주 - 일주일에 몇 번 그러나 매일은 아님
□ 4. 매우 자주 – 하루 한 번 이상 또는 계속 됨

상기 증상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합니까?

심한 정도       □ 1. 경함 – 상기 증상이 있으나 체중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 2. 보통 – 상기 증상에 변화가 있고, 이것이 체중 변화에 경한 영향을 
끼친다.

□ 3. 심함 – 상기 증상이 뚜렷이 있고, 이것이 체중에 변화를 가져오고, 
환자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괴롭게 한다

이와 같은 행동이 감정적으로 보호자께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고통 정도      □ 0. 고통이 전혀 없다
□ 1. 고통이 매우 적다
□ 2. 고통이 경한 편이다
□ 3. 고통이 보통이다
□ 4. 고통이 심한 편이다
□ 5. 고통이 매우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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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e- and post-COVID-19 Changes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and Cognitive Functio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Receiving Home Care

Soojin Shi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Yoon Kim, M.D., Ph.D.)

Objectives: As social distancing has been implemented due to COVID-19, physical 

inactivity level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has decreased, which can lead to 

increased cognitive decline and worsening symptoms of dementia, which requires 

special attention accordingly.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post-COVID-19 changes in the daily life activities,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and cognitive functions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Subjects and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using outpatient data 

for six years from January 1, 2015, to December 31, 2020, at Dementia Clinic at 

SMG-SNU Boramae Medical Center.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consisted of sex, 

age, education level, and CDR(Clinical Dementia Rating), and a variable of interest is 

year. We compared the participants in two groups: pre-COVID-19 and 

post-COVID-19. Several outcome variables were applied: Barthel Index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Barthel ADL), Lawto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 

(Lawton IADL), Neuropsychiatric Inventory (NPI),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and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CE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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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Packet (MMSE-KC). To design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s, the study described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demographic factors, ratings evaluated by CDR scale, and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dependent variables. Linear Mixed-Effects Model(LMM) and pairwise 

t-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daily living activity skills,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and cognitive function affected by dementia 

over time.

Results: Based o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index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receiving home care, Instrumental ADL (IADL) did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COVID-19 pandemic groups, but post-COVID-19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scale indicated better results than that of 

pre-COVID-19. In terms of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no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for depression. However, the Neuropsychiatric Inventory (NPI) 

results obtained from post-COVID-19 group were shown to be improved than the 

ones from pre-COVID-19 group. Lastly, an assessment of cognitive function in 

participant population, pre- and post-COVID-19, presented no significant results, but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Clinical and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Packet(CERAD) showed 

substantial outcomes, which confirms that their cognitive function has decreased 

post-COVID-19 pandemic.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level of participants’ 

cognitive function decreased to a greater extent post-COVID-19 than pre-COVID-19, 

suggesting that social distancing may actually have affected participants’ cognitive 

function. Based on this result, it is believed tha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role 

of the dementia patient management program to improve cognitive health,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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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aily living, an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elderly with dementia 

receiving home care. In particular, various dementia programs should be devised to 

strengthen the patients’ cognitive functions. Later, by com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more researches should be undertaken to further incorporate and 

specify broader factors affecting dementia patients before and after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