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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비약물적 중재를 수행한 문헌을 검색하고, 이를 분석함

으로써 추후,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간호학에서의 비약물적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으로Whittemore & Knafl가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비약물적중재를수행한연구는최종 11편 이었으며, 연구의질적수준은두 집단비무작위 연구가

9편, 단일 집단 비무작위 연구가 2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이후의 연구가 10편이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도

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가 수행되었다. 경도인지장애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는 인지강화 프로그램

4편, 운동프로그램 6편, 음악프로그램 1편이었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는

각 연구마다 다양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지속적인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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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vidences for developing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program in elderly patien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by integrative review and analyze.

An integrative review concept analysis method was used.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relevant studies

were 11, which are related to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program in elderly patien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The quality of stduies were two groups nonrandomized studies were 9, and one

group nonrandomized studies were 2.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program studies for elderly

patien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were 4 in cognitive training program, 6 in exercise program, and

1 in music program. The efficacy of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in elderly patien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was different by studies, and we need further studies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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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치매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의 원인에 의해 기질적으로 손상 또는 파괴되어

의식의장애없이인지기능이감퇴하는복합적인임상증

후군으로[1], 고령화 사회와 함께 노인들의 만성질환 중

‘21세기의병’ 이라고불리는대표적인질환이다[2]. 치매

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와 이로 인한 일

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 그리고 행동심리증상이 있다.

인지기능 저하의 대표적 증상으로는 주의 집중력, 기억

력, 언어능력및읽기나쓰기등언어능력과관련된능력,

시공간능력등의저하가있으며, 행동심리증상으로는망

상, 환각, 불안, 우울등의심리증상과공격성, 배회, 수면

장애등이있다[3]. 노인성치매의증상은노화에따른뇌

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초래되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서서히진행된다[4]. 이러한퇴행성치매중우리나라

전체치매의 71%를차지하는대표적인질환은알츠하이

머병(Alzheimer's Diseases, AD)이다. 이는 원인적 치료

가 불가능한 대표적 질환으로 초기에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후 정서의 불안정 및 자제력의 장애가 발생

하고, 후기로 갈수록 신체적 장애로 인한 독립적인 일상

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알츠하이

머병으로 초래되기 이전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단계에서 조기치료를 통해 치매의발

생을 저하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 경도인지 장애

란 치매라고 진단할 수 없는 단계이긴 하지만,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는 상태로 치매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고할 수 있다. Petersen[5]이 제시

한 경도인지장애 기준을 살펴보면, 주관적 기억력 문제

의 호소, 나이와 교육정도에 비해 표준화된 기억검사에

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기억력 손상, 전반적 인지기능

은 유지,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손상되지 않음, 치매가 아

닐것등으로이루어져있다. Hwang 등[6]의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는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행동문제라

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정상인에 비해 무감동, 우울 및

낙담, 과민, 불안, 초조비정상적인반복행동에대한빈도

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경도인지장애의 증상은 시간이

경과함에따라안정적인양상을보이거나호전되기도하

지만상당수가증상이악화되며, 매년 12%의경도인지장

애노인들이알츠하이머병이나다른치매로전환되어[7],

정상 인구에 비해 치매 발병율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

따라서경도인지장애는정상인에비해치매로의이환

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약물적인 치료법에서 많은 치료효

과를얻을수없고, 특히장기적으로치료효과가있는약

물이 없기 때문에 비약물적 치료법이 요구된다[9,10]. 비

약물적 치료란 약물학적 치료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아니라, 상호보조적관계에있는것이다. 최근약물

학적 접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치료의 한계와 사회·환

경적 치료의 중요성, 다각도의 공동 치료적 접근 필요성

으로 인해 비약물적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

하고 있다[11]. 대표적인 비약물적 중재로는 음악, 미술,

원예, 운동 등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 작업치료, 치료 레

크레이션, 아로마치료및마사지등이있으며, 회상요법

이나 인지치료 등 다양한 심리학적 기법을 활용한 치료

등이있다[12]. 비약물적중재는대부분기억력이나주의

력 향상 등의 인지기능 향상과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안정 등에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비약물적 중재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치

매진행방지및질병완화에효과적이며,인지기능향상에

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13].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비약물적 중재와 관련된 체계적인

문헌고찰이보고된바없으며, 간호학에서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로는 조은영[14]의 박사학위

논문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개

발 및 평가, 지은주 와 김옥수[15]의 경도인지장애 노인

에게적용한웃음요법병합인지강화프로그램효과연구

를제외하고는임상에서활용하고있는경도인지장애노

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

다. 하지만경도인지장애노인은추후치매로의이환율이

정상노인에 비해 높음을 고려했을 때 이들을 위한 비약

물적 중재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비약물적 중재 및 효과에

대한통합적문헌고찰을통해추후경도인지장애노인을

위한 간호학에서의 비약물적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경

도인지장애 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간호

사들에게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들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를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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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비약물적 중재와 관

련된 논문의 특징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2 연구절차
본 연구는 현재 국내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비약물적 중재와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Whittemore & Knafl[16]가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 방

법을 사용하였다.

Whittemore & Knafl[16]가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

은 문제규정, 문헌검색 문헌평가, 문헌분석, 문헌제시 5

단계로 구성되며, 본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2.2.1 문제규명(Problem Identification)
본연구에서경도인지장애노인을대상으로비약물적

중재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비약물적중재

를 수행한 연구의 특성은 어떠한가?

2) 국내경도인지장애노인을대상으로수행한비약물

적 중재는 무엇인가?

3) 국내경도인지장애노인을대상으로수행한비약물

적 중재의 효과는 어떠한가?

위에서제기된 3가지문제는현재치매이전단계인경

도인지장애 노인의 질병지연 및 예방을 위해 중요한 비

약물적 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후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의 지속적인 개발과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의 지속성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2.2.2 문헌검색 전략(Literature Search)
국내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중재 연구를

검색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 한국학술

정보(KISS)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어 ‘경도인지장애’, ‘노

인’, ‘치료’, ‘프로그램’, ‘비약물 중재’ 의 검색어를 조합하

여 검색한 결과 중복 논문 3편을 제외하고, 최종 33편의

논문이검색되었다. 그 중연구기간을 2000년 1월 1일부

터 2014년 12월 31일로제한하여 4편의논문이배제되어

총 29편이 검색되었다. 최종 분석문헌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는 논문제목 및 초록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연구의목적에적합하지않은대상자및중재요법논

문 16편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최종 분석문헌으로 학

위논문 6편, 국내학술지 논문 7편이 선택되었으나, 학위

논문이 국내학술지 논문으로 출판된 논문 2편이 중복되

어 이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문헌 11편이 선정되었다

<Figure 1>.

Riss4U & KISS
(n=36)

↓

Duplicated article(n=33) → Excluded article(n=3)

↓

Publication dates
2000.01.01～2014.04.30

(n=29)
→ Excluded article(n=3)

↓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of
MCI
(n=13)

→
Excluded
article(n=16)

↓

Type of article
(thesis, Journal)
(n=11)

→ Excluded article(n=2)

↓

Article for data analysis
(n=11)

[Fig. 1] Flow chart of literature search 

2.2.3 문헌평가(Data Evaluation)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선정된 11개 문헌의 질적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Arbesman, Scheer 와 Lieberman[17]이

개발한 근거기반 연구수준 5단계(Hierachy of levels of

evidence for evidence-based practice)를 바탕으로 분석

하였다. 질적 수준의Ⅰ단계는 체계적 고찰, 메타분석, 무

작위 임상실험설계가 포함되며, Ⅱ단계는 두 집단 비무

작위연구, Ⅲ단계는단일집단비무작위연구, Ⅳ단계는

개별실험연구 및 설문조사 연구, 마지막 Ⅴ단계는 사례

연구, 기술적고찰및질적연구가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결과에서는근거수준Ⅱ 9편, 근거수준Ⅲ 2편 이

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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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litative level of research
levels of
evidence

Research type n(%)

Ⅰ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RCT

0(00.0)
0(00.0)
0(00.0)

Ⅱ Two groups non-randomized 9(82.0)
Ⅲ One groups non-randomized 2(18.0)

Ⅳ
Intervention study
Survey

0(00.0)
0(00.0)

Ⅴ
Case study
Literature review
Qualitative study

0(00.0)
0(00.0)
0(00.0)

2.2.4 문헌분석(Data Analysis)
본연구를위해최종선정된 11개의문헌을본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분석하기 위해 크게 연구설계, 연구중

재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설계에는

저자(년), 연구목적, 연구대상자수(실험군, 대조군), 연구

결과 변수 및 측정도구로 분석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연

구중재는 저자(년), 중재내용, 중재기간, 중재횟수, 중재

시간, 중재장소, 중재 수행자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자는

선정한 형식을 바탕으로 문헌을 분석하였다.

2.2.5 문헌제시(Data Presentation)
본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분석한 문헌은 <Table

2>, <Table 3>과 같다.

Author(yr) Purpose
Research
design

Subject(n) Result/Instrument
(*:significant)Exp Con

E.J, Ji
O.S, Kim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to the laughter therapy combined with cognitive
reinforcement program on self-efficacy, stress,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s of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s.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 and post
test design

18 18

1. self-esteem(GSES)*
2. depression(KGDS)*
3. cognitive functon
(MoCA-K/K-CWST)*

N.R, Lee
S.K, Kim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effects that a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 related to
memory of a mild cognitive impairment.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16 none

1. Digit Span Test*
2. PGC IADL*
use a telephone, shopping,
medication

E.Y, Cho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develop a
cognitive-training program(CTP) for MCI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CTP for MCI, the
frequency of experiencing memory problems in daily
life, the frequency of cognitive functioning
improvement activities, and anxiety and depression.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 and post
test design

11 10

1. cognitive function(CERAD-K)*
2. depression(GDS-K)/anxiety
3. frequency of experiencing
memory problems (MMQ-A)*

J. H, Han
et al.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icacy
of multifactorial cognitive enhancement program on
mild cognitive impairment.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 and post
test design

17 15
1. objective cognitive ability test*
2. subjective cognitive ability test*
3. depression(KGDS)

Y.J, Lee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wiss Ball Program training on MMSE and
Lower Extremity Function of Old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 and post
test design

15 15

1. cognitive function(MMSE-K)*
2. Time Up Go(TUG)*
3. One leg standing balance test*
4. Tandem gait/Sit-To-Stand test*

H.S, Shin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whether the
Swiss Ball exercise program is effective to improve
lower extremity function and activity of daily living of
elderly women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 and post
test design

17 17
1. One Legged Stand(OLS)*
2. Timed Up & Go(TUG)*
3. Sit-To-Stand(STS)*

H.J, Kim
et al
(2013)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refers to memory
deficits in excess of normal aging, but not sufficient for
the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AD). Recent
researches were reported changes of biomarkers,
including IL-1, IL-3, IL-11 and EGF, in blood flow to
improve diagnosis of MCI.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8 none
1. blood marker
- IL-3/IL-11/EFG*
2. muscle endurance ability*

<Table 2> Research design an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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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r)

Intervention Period Frequency
Time
(min)

Site

E.J, Ji
O.S, Kim
(2014)

Laughter therapy combined with
cognitive reinforcement program

8wks 1/wk 90
Dementia
support
center

N.R, Lee
S.K, Kim
(2013)

Spaced Retrieval Training with
Errorless Learning on Attention Span

4wks 5/wk none
Nursing
hospital

E.Y, Cho
(2013)

Cognitive-training program 8wks 2/wk 90
Public health
center

J. H, Han
et al.
(2008)

Multifactorial cognitive enhancement
program

none 10/wk none none

Y.J, Lee
(2014)

Swiss ball program 12wks 2/wk 50 none

H.S, Shin
(2011)

Swiss ball program 12wks 2/wk 50 none

H.J, Kim
et al
(2013)

Multiple exercise program 12wks 2/wk 90 none

S.K, Hong
(2013)

Resistance Training program 12wks 2/wk 60
Welfare
center

S.E, Lee
J.H, Kwon
(2012)

Combined exercise program 20wks 3/wk 40 none

J.Y, Lee
(2012)

Combined exercise program 12wks 2/wk 50 none

D.Y, Kim
E.A, Yang
(2013)

Therapeutic music program 6wks 2/wk 50 none

<Table 3>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for mild cognitive impairment

S.K, Hong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not only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n body composition, physical fitness,
bone density, EEG and cognitive function between
MCI group and Normal group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 and post
test design

22 25

1. body composition/physical fitness*
2. muscle endurance ability*
3. bone density*
4. cognitive test*

S.E, Lee
J.H, Kwon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ombined exercise program on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s and bone mineral density in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 and post
test design

12 12
1. systolic pressure*
2. bone density

J.Y, Lee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raining on lower extremity function and geriatric
depression of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 and post
test design

18 12
1. cognitive function(MMSE-K)*
2. one Legged Stand(OLS)*
3. depression(GDS)*

D.Y, Kim
E.A, Yang
(2013)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what effects
therapeutic music activities have on feeling conditions
and helplessness of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 and post
test design

8 18
1. cognitive function(MMSE-K)
2. mood status(K-POMS-B)*
3. hope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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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본연구결과는연구팀에서선정한문제규명을바탕으

로최종문헌 11편을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다음과같

다.

3.1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 
연구의 특성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

연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종 선정된 11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논문이 10편(2014년 2편, 2013

년 5편, 2012년 2편, 2011년 1편), 2008년논문이 1편으로

나타났다. 논문형식으로는 학위논문이 4편, 국내 학술지

논문이 7편으로나타났으며, 학문분야는노인의료복지학

1편, 체육학 2편, 물리치료학 2편, 간호학 2편, 음악치료

학 1편, 심리학 1편, 인지재활학 1편, 발육발달학 1편으

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구에 사용된 중재는 단일 중재

프로그램이 7편, 복합 중재프로그램이 4편으로나타났으

며, 중재내용으로인지기능강화중재 4편, 운동중재 6편,

음악치료 중재가 1편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haracteristics of research
Item Catergories n(%)

Year
After 2010
Before 2010

10(90.9)
1(9.1)

Type of
article

Thesis
Journal

4(36.3)
7(36.7)

Field of
study

Elderly medical welfare
Physical education
Physical therapy
Nursing
Music therapy
Psychology
Cognitive rehabilitation
Developmental education

1(9.0)
2(18.3)
2(18.3)
2(18.3)
1(9.0)
1(9.0)
1(9.0)
1(9.0)

Type of
intervention

Single intervention
Complex intervention

7(36.7)
4(36.3)

Intervention
content

Cognitive enhancement
Excercise intervention
Music therapy

4(36.3)
6(54.5)
1(9.2)

3.2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 
최종선정 11개 논문의 비약물적 중재를 분석한 결과

인지기능강화중재 4편, 운동중재 6편, 음악중재 1편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인지강화중재 2편은복합중재로웃음

요법과병합한인지강화중재, 회상훈련과오류배재학습

을 병행한 중재가 있었다. 운동중재 중 2편 또한 필라테

스, 걷기를 병합하거나, 다양한 운동을 병합한 복합중재

였다. 이외의 모든 비약물적 중재는 단일중재로 구성되

었다. 인지기능강화 중재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은주와

김옥수[15]의웃음요법을병행한인지기능강화중재에서

는 웃음요법, 인지강화 요법, 자기효능감 증진요법을 병

행하여 사용하였으며, 웃음요법에서는 준비, 도입, 진행,

종결단계로나누어진행하였다. 처음에는뇌기능증진을

위한 손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도입단계에는 음악에 따

라율동을하며웃음을유도하도록하였다. 그 이후얼굴

근육을 사용하면서 웃고, 나를 자랑하고, 남을 칭찬하여

웃음짓기, 게임하며웃기등을수행하였고, 종결단계에서

는 중재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인 마무리를 수행

하였다. 또한인지기능강화중재는선행연구를바탕으로

두뇌 자극 체조 중 숫자 8자 그리기 운동을 수행하였다.

그이후구체적인인지훈련을위해시간, 장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현재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당일 날짜

와 다음 중재 날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기억력 훈련으

로는자료집앞장사진을보고기억후뒷장에서해당그

림 찾기, 메모기억후실행하기등을실시하였고, 이야기

읽고이야기순서배열하기를수행하였다[18]. 또한 속담

빈칸 완성하기 등을 수행하였다. 집중력 훈련으로는 낱

글자 조합하기, 규칙을 제시하고 숫자 찾기 등을 수행하

였다. 본 프로그램 수행은 웃음임상치료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경험이있는간호사가수행하였으며, 인지기능강

화 중재는 연구자와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치매지원 센

터에서 수행하였다. 이나래와 김수경[19]의 오류배재학

습중재는시간차회상훈련과오류배제학습의기존연구

를근거로모든대상자에게개별적으로테이블에단어카

드 제시 후 즉시회상, 45초, 1분 30초, 3분, 6분, 12분, 24

분 간격으로 단어를 회상하여 측정하며, 단어 회상 성공

시다음단계로넘어가며, 실패시에는전단계로되돌아

서 다시 수행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

에 의해 시행되었다.

한주현 등[20] 연구에서는 고선규와 권정혜[21]의 연

구에서수행한다요인인지능력향상프로그램을바탕으

로수행하였다. 그구성내용은각프로그램진행이 6단계

로 구성된다(과제확인, 지난 시간 내용 퀴즈 및 복습, 인

지적 재구조화, 교육, 기억훈련, 과제설명 및 마무리). 본

연구의 대상자가 경도인지장애 노인임을 고려하여 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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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훈련대신 시공간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얼굴-이름

외우기, 평면도형만들기, 물건위치기억하기등)을 수행

하였다.

조은영[14]은Bartolomew등[22]의 Intervention mapping

protocol(IMP)를 바탕으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사용하였으며, 4단계로 구성되었다. 도입에는 프로그

램진행에대한전체적인소개및지남력확인을위한오

늘 날짜, 요일을말해보도록하였고, 이후 기억력과인지

관련교육및프로그램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 이후영

역별 기능강화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일상생활에 대해 기억하여 이야기 하고, 프로그

램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하였다.

운동중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유진[23], 신형수

[24]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스위스볼 프

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준비운동(10분), 본 운동

(30분), 정리운동(1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트 사이

에 5분간의 휴식시간을 주었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시

에는관절의유연성을증진시키기위해동일하게스트레

칭을 수행하였고, 본 운동은 쉬운 동작부터 어려운 동작

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동작의 3단계는 누워

서하는볼운동, 볼위에앉아서하는볼운동, 벽을이용

한 볼 운동으로 구성되었다. 이유진[23]연구에서는 스위

스볼 프로그램을 전문강사 2인, 보조원 6명에 의해 진행

되었다. 김희재 등[25]은 12주 필라테스 복합운동프로그

램을수행하였으며, 이는걷기운동과필라테스를병합한

것으로 김보균 등[26]의 필라테스의 운동방법과 강도를

참고하여 구성한 것으로, 1-4주는 50-65%강도, 5-8주는

65-75%강도, 9-12주는 75-80%강도로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다. 홍순국[27]연구에서는 저항성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준비운동(10분), 본 운동(40분), 정리

운동(10분)으로 진행되었다. 운동 시작 후 1주일은 적응

기간으로 동작을 배우고 익히며, 적응기간을 주었다. 준

비운동과정리운동에는스트레칭을수행하였고, 본 운동

에서는 세라밴드를 사용하여 저항성운동을 실시하였다.

세라밴드의 색상은노랑, 빨강, 녹색, 파랑, 검은색, 은색,

금색 으로 점진적인 저항의 단계별 시스템으로 강도를

구성하였고, 강도는밴드의늘어난 길이를기초로하였다.

저항성 운동은 상체, 하체, 상체 순 의자에 앉아서 하는

근력운동, 서서하는 근력운동으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이소은과권정현[28]의 연구에서는복합운동을수행하였

으며, 준비운동(10분), 본운동(40분), 정리운동(1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에는 스트레칭을

수행하였고, 5주별로세라밴드를사용한저항운동, 무릎

운동, 손 운동 및유연성 운동, 공과 기구를사용한 균형

운동으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이주연[29]는 짐볼 운동

프로그램을수행하였고, 이는재활체조연구회의 “피트니

스 스트레칭과 재활 체조요법”을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준비운동(10분), 본 운동(30분), 마무리운동(10분)으로구

성되며, 준비운동과마무리운동은짐볼위에서상체, 하

체, 어깨, 복부, 허리등을충분히풀어주도록하였다. 본

운동은 쉬운 동작부터 어려운 동작까지 3단계로 누워서

하는볼운동, 볼위에앉아서하는운동, 벽을이용한볼

운동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김두연 과 양은아[30]연구에서 음악치료

중재가수행되었다. 음악치료중재는선행연구와연구자

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로트와 민요 중 노인들의 선호도

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본 중재는 음악치료전공자인

연구자에 의해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동작으로 구성되

었으며, 초기에는 연구자와 대상자의 친밀감을 형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기에는 성취감을 통해 성공적인 음

악경험을하게하며, 종결단계에서는긍정적인내용과마

무리를 위한 노래를 선곡하여 자유롭게 자시의 감정을

발산하도록 하였다.

3.3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 
효과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강화 중재를

적용한 논문은 4편이었으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

변수로 인지기능평가, 우울, 불안, 자기효능감 등이 있었

으며, 인지기능은 각 연구에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지은주와 김옥수[15]에서는 인지기능 평가

를 위해 Nasreddine 등[31]가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기

위해 개발한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MoCA)를

Lee등[32]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적 특성에 맞게 수정·보

완한 The 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MoCA-K)을 사용하였으며, 이는시공간실

행력, 어휘력, 주의력, 문장력, 추상력, 지연회상력, 지남

력을 평가하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인지기

능을평가하기위해 Stroop이 개발한것을 Lee, Kang 과

Na[33]가 한국판으로제작한전두엽실행기능평가도구인

Korean-Color Word Stroop Test(K-CWST)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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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도구는 색깔과 글자의 일치성을 제한된 시간에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지은주와 김옥수[15]는 경도인지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웃음요법 병합 인지강화프로그램

을적용한후MoCA-K, K-CWST를적용하여 측정하였

고, 그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전반적인 인지기능

정도와전두엽실행기능정도가높게나타났다. 이나래와

이수경[19]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주의집중능력과 작업기

억을 측정하기 위해 숫자 외우기 검사(Digit Span Test)

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중재 전 보다 중재 후에 외우

기 능력이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은영[14]의 연구에서는 인지기능 향상을 측정하기 위

해 언어, 기억력, 구성능력, 수행기능을 포함하는 신경심

리검사인CERAD-K(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Korea)를 사용하였으며, 인지

훈련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인지기

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주현 등[20]연구에서는

인지기능 평가를위해 강연욱과나덕렬[34]이 개발한 단

어 목록 기억검사인 서울 언어학습 검사(Seoul Verbal

Learning Test; SVLT)를 사용하였으며, 다요인 인지능

력향상중재후실험군의기억력이대조군보다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기능강화 중재 적용 후 지은

주와김옥수[15]연구에서는실험군이대조군보다자기효

능감은높게, 우울정도는낮게나타나두군의유의한차

이를 보였으며, 한주현 등[20]에서도 중재 적용 후 노인

의 우울은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은영[14]의 연구에서는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불안정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경도인지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운동중재는 6편으로 종속

변수로는인지기능평가, 하지기능평가, 신체조성및건강

체력, 골밀도, 우울 등이 있었다. 이유진[23], 이주연[29]

은 운동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인지기능이 증

가하여통계적으로유의함을나타났다. 하기기능평가에

있어서는 이유진[23], 신형수[24], 이주연[29]연구 모두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하지기능이 증가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김희재 등[25]은 운동중재 후

근지구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이주연[29]

연구에서는 운동중재 적용 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우울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박진경[35]의 연구에서

노인들의 걷기 운동 및 체중변화 등이 인지수준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경도인지장애노인을위한음악치료중재

는 1편으로 종속변수는 인지기능평가, 기분상태 및 무력

감이었다. 프로그램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인지

기능에는차이가없었으며, 기분상태는실험군이대조군

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무력감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

해 낮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비약

물적중재및효과에대한통합적문헌고찰을통해추후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간호학에서의 비약물적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국내의경도인지장애노인을대상으로수행

한비약물적중재를검색한결과최종 11편의논문이최

종 선정되었고, 이를 분석한 결과 11편중 9편이 두 집단

비무작위연구, 2편이단일집단비무작위연구로나타났

다. 연구의 특성은 2010년 이후의 논문이 10편으로 대부

분을 차지하였고, 각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경도인지장

애노인을위한비약물적중재프로그램연구가진행되고

있었다. 중재의내용은인지기능강화중재 4편, 운동중재

6편, 음악치료 중재 1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종속변

수로는 인지기능강화 중재는 인지기능평가, 우울, 불안,

자기효능감, 운동중재는인지기능평가, 하지기능평가, 신

체조성 및 건강 체력, 골밀도, 우울, 음악치료프로그램은

인지기능평가, 기분상태 및 무력감으로 나타났다.

아직 국내의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긴 하나,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효

과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

만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11편의 논문에서 경도인지장

애노인을 위한 비약물적 중재는 인지기능향상과 우울,

무력감, 하지기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현재까지진행된경도인지장애노인을대상으로수

행한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진행되

는 중재연구에서는 이후 연구 진행을 위한 가이드

가 되기 위해 중재수행(중재장소, 중재 수행자, 중

재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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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에경도인지장애노인을위한비약물적중재요

법으로 인지강화, 운동, 음악치료 중재 이 외에 개

별화된다양한비약물적중재프로그램개발이필요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경도인지장애노인을위한전인적인간

호의목적에적합한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다양

한 측면을 고려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복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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