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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cognitive dysfunction is still unknow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impairment and socioeconomic vulnerability on elderly people
in Korea by Korean Longitudinal Study on Aging (KLoSA).
Methods: Authors collected data from Korean Longitudinal Study on Aging (KLoSA). Cognitive function was assessed by
the Korean version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MMSE-K). And, the authors created the socioeconomic
vulnerability (SEV) score, consisted of 6 items. Those 6 items are education level, house income, social engagement
score, self-related economic satisfaction percentage, private insurance and residence.
Results: A total of 4,044 participants were included and 2,045 subjects were classified as cognitive impaired whose MMSE
is lower than 23. SEV scor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normal and cognitive impairment group. Authors divided
four SEV groups by SEV severity. Increased SEV scor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ognitive impairment group (Odds
ratio SEV Q2: 2.84, Q3: 5.69 and Q4:10.67). In addition, diabetes mellitus (1.29, 1.06∼1.61), depression (1.23, 1.04∼
1.46), function (ADL: 2.48, 1.61∼3.82, IADL: 1.95, 1.54∼2.47) also correlated with cognitive impairment.
Conclusion: Socioeconomic vulnerability was strongly correlated with cognitive impairment. Depression, diabetes and independent functionality (ADL, IADL) were also significant correlated with cognitive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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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퇴행성 변화 혹은 혈관 문제가
발생하여 기억력, 주의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판단력

치매는 정상적으로 독립적인 일상 생활을 하던 사람

및 시공간 능력을 포함한 전두엽 집행능력과 같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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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저하가 진행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1) 치매는 대

대상 및 방법

부분의 경우 비 가역적으로 진행하여 병의 말기에는 인
지기능과 일상 생활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
양자의 경제적인 문제 및 간병의 문제에 대해 사회 경제
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 대상
노동부의 고령화 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n Aging, KLoSA)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KLoSA의 첫번째 연구는 2006년에 실시되어 10,254명이

로 전체 치매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참여하였으며 KLoSA에 포함된 한국인들 중 연령과 성별

유전적, 환경적, 감염성 질환 및 노화 등의 다발적 요인

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인구사

에 의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는

회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및 병력을 수집하였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치매의 유병률이 9.5∼13%로 알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는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body

져 외국의 2.2∼8.4%와 비교하면 치매의 위험이 상대적

mass index, BMI), 흡연 및 음주력, 배우자와의 관계(배우

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자와 함께 사는지)가 포함되었다. 사회 경제적 요인에는

치매 조사 대상 환자들이 외국과 비교하여 요양시설에

교육수준, 일상 생활 활동(activity of daily living, ADL),

입소하지 않아 많이 포함된 점과 1900년대 우리나라의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불우한 경제적 여건에 의한 저학력에 인한 것으로 추정

IADL), 가정 소득, 설문지에 의해 평가된 경제적 만족도,

2)

되고 있다. 또한 치매의 유병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

CESD-10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며 2020년에는 일반 인구의 15.6%가 치매로 고통받을

설문지에 의해 평가된 우울증, 민간 보험 및 거주 정보

것으로 예상된다.

를 포함하였다. 병력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및 뇌혈관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상태검사(mental

질환에 대해 수집하였다. 대상자가 65세 미만이거나

status examination) 그리고 신경심리검사(neuropsychological

MMSE 평가 또는 자체 보고된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은

test)를 통하여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일상생활

경우에는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4,044명의 노인이

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 및 이상 행동 또는

연구 분석에 선정되었다.

문제행동을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나 보호
자의 면담, 선별도구 또는 진단도구들을 이용하여 각각
3)

2. 인지 기능 평가

의 항목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1차 외래

인지 기능은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Korean ver-

에서는 치매 진단을 주저하는 의사들 및 외래 검사실의

sion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MMSE-K)

제한적인 여건에 의해 치매가 쉽게 진단되지 못하고 있

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훈련된 면접관과 컴퓨터를

는 실정이다.

이용한 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CAPI)

또한 많은 연구에서 유전적, 환경적, 후천적 질환 및

인터뷰를 통해 평가되었다. MMSE-K는 치매의 간단한

노화가 치매 발생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

검사로 치매 선별을 위한 1차 진료에서 널리 사용되고

하고, 우리나라의 몇몇 논문들에서만 우울증, 일상생활

있는 도구이다. MMSE는 지남력, 기억 등록 및 회상, 주

능력, 교육 정도 및 신체 활동 등의 사회적 요인이 인지

의 집중 및 계산력, 언어 및 시공간 구성력으로 이루어

장애 또는 치매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그 외의

졌으며 점수는 0점에서 30점으로 측정된다. 대상자의 교

사회 경제적 취약도와 인지 기능장애의 연관성은 아직

육유무에 따라 점수를 교정하였고 무학인 경우 4점을 추

4,5)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부의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n Aging, KLoSA)를 이용

가하고, 초등학교 중퇴인 경우에는 2점을 추가하였다.

MMSE-K의 점수가 23점 이하의 값을 인지기능 장애로
분류하였다.

하여 사회 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노인에게서 인지기능
장애의 상관 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3. 사회 경제적 취약도 평가
사회 경제적 취약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취약성 점수(socioeconomic vulnerability score, SEV)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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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SEV는 6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 항

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목은 교육수준, 가구 소득, 사회적 참여도, 경제 만족도,
민간 보험 여부 및 거주 정보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항

결

과

목마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6가지 항목의 총 합
으로 계산하여 0점에서 6점 사이의 SEV값을 가질 수 있
도록 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4,044명의 대상자가 최종 연구에 포함되었고 그 중

교육수준은 교육 연수로 나누었으며 대상자가 6년 미

2,045명이 MMSE-K 23점 이하의 값을 가져 인지기능장

만의 교육을 받은 경우 SEV 1점으로 계산하고 7년에서

애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고 1,999명은 인지기능 장애가

9년 사이의 교육은 0.5점, 10년 이상은 0점으로 계산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였다. 가구 소득 또한 연간 5,000,000원 이하, 5,000,000

인지 기능 장애가 있는 군의 연령의 평균 나이는 74.8

원에서 22,000,000원 사이, 그리고 22,000,000원 이상인

세였고 그 중 남성이 542명(31.8%), 여성이 1,457명(62.3%)

3단계로 나누었으며 각각 SEV 1점, 0.5점, 그리고 0점으

이었고 인지 기능 장애가 없는 군은 평균 나이가 70.9세,

로 계산하였다.

남성은 1,163명(68.2%), 여성이 882명(37.7%)으로 확인되

사회 참여 점수는 종교, 고령자 카페, 여가, 동창회,
자원봉사 및 정치활동 등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어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군이 유의하게 연령이 높고 여
성의 비율이 높았다.

대상자들은 여가시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던 항목을

또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군과 없는 군에게서 SEV

선택하였으며 6가지 항목 중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를 구성하는 6가지 각각의 항목들을 비교하였을 때 인지

의 수를 0개, 1개, 그리고 2개 이상으로 나누어 SEV 1점,

기능이 있는 군에게서 유의하게 교육 연수가 짧고(6년

0.5점, 그리고 0점으로 계산하였다.

이하에서 1,557명 vs 991명, P＜0.001), 가계 소득이 적고

경제적 만족도는 대상자가 직접 본인이 느끼는 경제

(연간 1,029만원 vs 연간 1,280만원, P＜0.001), 경제적 만

적 만족도를 퍼센트로 작성하였고, 40% 미만을 SEV 1

족도가 낮으며(36.5% vs 47.4%, P＜0.001), 사회 참여적

점, 40%∼60%는 SEV 0.5점, 60% 이상을 SEV 0점으로

점수가 낮고(0.64 vs 0.99, P＜0.001), 민간 보험이 없고

계산하였다.

(1,678명 vs 1,573명, P＜0.001) 시골에 사는 것(시골 거

민간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SEV 점수를 0점, 민

주 625명 vs 484명, P＜0.001)으로 확인되었다.

간 보험이 없는 사람은 SEV 1점으로 계산하였고, 거주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에 대한 정보는 시골, 소도시 또는 대도시로 나누었으며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994명 vs 508명, P＜0.001)

각각 SEV 1점, 0.5점 또는 0점으로 계산하였다.

가 많았고, 흡연자(401명 vs 696명, P＜0.001)가 적고, 음

상기 각각 6가지 항목의 총 합을 SEV score로 하였다.

주를 하는 사람(604명 vs 935명, P＜0.001)이 적었으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398명 vs 895명, P＜0.001)

4. 통계적 분석

이 적었다.

대상자들을 인지기능장애가 없는 군과 인지기능 장애

또한 고혈압의 유무는 인지기능 장애와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군으로 나누어 연령, 성별, 배우자와의 관계, 흡

가 없었으나 반면에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게서

연 및 음주력, 운동 여부, 병력, ADL, IALD, 우울증 및

당뇨의 병력이 많았다(345명 vs 317명, P＜0.001). 그리고

BMI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

ADL 및 IADL 모두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군에서 비 독

였다.

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독립변수를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 경제적

우울증은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군(1,092 vs 681, P＜0.001)

요인, 건강 상태에 대한 데이터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에서 유의하게 많이 관찰되었고 BMI는 인지 기능 장애

MMSE-K 점수로 평가한 ‘인지 기능 장애’로 하여 교차

가 있는 군(22.5 vs 23.4, P＜0.001)이 유의하게 낮은 것

비(Odd ratios)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

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행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21.0; SPSS inc., Chicago,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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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ormal and cognitive impairment group

Demographic variables

Age, years
Sex
Female
Male
SEV score
Components of SEV
1) Education
≤6 yrs
7∼9 yrs
≥10 yrs
2) House income (10,000 won/year)
3) Social engagement score
4) Self-rated economic satisfaction%
5) Private insurance
Yes
No
6) Residence
Rural
Small city
Urban
Living status
Single
Married and live with spouse
Smoking
Current/past
None
Alcohol
Current/past
None
Regular exercise (≥1/week)
Yes
No
Hypertension
Yes
No
Diabetes
Yes
No
Cerebrovascular ds
Yes
No
ADL
Dependent
Independent
IADL
Dependent
Independent

Total (n=4,044)
Normal

Cognitive impairment

2,045
70.89±4.93

1,999
74.78±6.65

882 (37.7)
1,163 (68.2)
3.65±1.18

1,457 (62.3)
542 (31.8)
4.51±0.94

991 (38.9)
255 (72.6)
545 (86.0)
1,280.88±2,042.94
0.99±0.86
47.38±23.67

1,557 (61.1)
96 (27.4)
89 (14.0)
1,029.04±1,657.70
0.64±0.68
36.45±24.25

P value
†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218 (77.3)
1,573 (48.4)

64 (22.7)
1,678 (51.6)

＜0.001*

484 (43.6)
527 (51.6)
780 (55.6)

625 (56.4)
494 (48.4)
623 (44.4)

＜0.001*

508 (33.8)
1,537 (48.4)

994 (66.2)
1,005 (39.5)

＜0.001*

696 (63.4)
1,349 (45.8)

401 (36.6)
1,597 (54.2)

＜0.001*

935 (60.8)
1,110 (44.3)

604 (39.2)
1,395 (55.7)

＜0.001*

895 (69.2)
1,150 (41.8)

398 (30.8)
1,601 (58.2)

＜0.001*

805 (50.5)
1,240 (50.6)

790 (49.5)
1,209 (49.4)

0.919*

317 (47.9)
1,728 (51.1)

345 (52.1)
1,653 (48.9)

＜0.001*

78 (38.0)
1,967 (51.2)

127 (62.0)
1,872 (48.8)

＜0.001*

1,994 (53.7)
51 (15.5)

1,721 (46.3)
278 (84.5)

＜0.001*

1,775 (57.4)
270 (28.5)

1,320 (42.6)
679 (7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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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Total (n=4,044)

Demographic variables

Normal

Depression (CES-D10)
Yes
No
BMI (kg/m2)

681 (38.4)
1,355 (60.4)
23.44±8.29

Cognitive impairment

P value

1,092 (61.6)
888 (39.6)
22.49±3.51

＜0.001*
＜0.001†

Normal and cognitive impairment is diveded by MMSE scale. SEV score: Socioeconomic vulnerability score was composed of 6 items,
range 0-6. 6 items: 1) education level, 2) house income, 3) social engagement score, 4) self-related economic satisfaction percentage,
5) private insurance, 6) residence. Social engagement score was composed 6 items: 1) religious, 2) senior-café, 3) leisure, 4) alumini,
5) volunteer, 6) political. Single: included divorce, separated.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instrumental ADL, CES-D: center
†
for epidemiologic studies short depression scale. *Analyzed by Chi-square test. Analyzed by t-test.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Table 2. Relationship with cognitive impairment group and
multiple variables

Variables
SEV score

OR
Q4
Q3
Q2
Q1

10.67
5.69
2.84
1
Age
1.12
Sex
Female
1
Male
0.28
Obesity*
Non-obesity
1
Obesity
0.63
Married and live with Yes
1
spouse
No
0.33
Hypertension
Yes
1.01
No
1
DM
Yes
1.14
No
1
Cerebrovascular disease Yes
1.71
No
1
Regular exercise
Yes
0.32
No
1
Alcohol
Yes
0.51
No
1
Smoking
Yes
0.49
No
1
Depression (CESD-10) Yes
2.45
No
1
ADL
Independent
6.32
Dependent
1
IADL
Independent
3.38
Dependent
1

2. 인지 기능 장애와 관련된 여러 변수들
사회경제적 취약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하기 위

95% CI

해 SEV score의 총점을 4분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0

8.24∼13.82
4.65∼6.97
2.31∼3.50
Referent
1.11∼1.14
Referent
0.25∼0.32
Referent
0.55∼0.71
Referent
0.29∼0.38
0.89∼1.14
Referent
0.96∼1.34
Referent
1.28∼2.28
Referent
0.28∼0.37
Referent
0.45∼0.59
Referent
0.42∼0.56
Referent
2.15∼2.78
Referent
4.65∼8.57
Referent
2.89∼3.96
Referent

점에서 3점 이하를 SEV Q1, 3점 초과에서 4점 이하를

Q1: 0≤ SEV score≤3, Q2: 3＜SEV score≤4, Q3: 4＜SEV score
≤5, Q4: SEV score＞5.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Obesity: Non-obesity (BMI＜23 kg/m2), Obestiry (BMI≥23 kg/m2).

SEV Q2, 4점 초과에서 5점 이하를 SEV Q3, 5점 초과에
서 6점까지를 SEV Q4로 4분위로 분류를 하였다.
인지기능 장애와 사회경제적 취약도의 4분위를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SEV Q1에서 Q4로 점수가
많을수록 교차비(Odds ratios)가 2.84, 5.69 및 10.67로 증
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취약도에 따
른 인지기능 장애의 교차비는 연령(1.11, 1.11∼1.14)이
높을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0.28, 0.25∼0.32)인 경우, 비
만일수록(0.63, 0.55∼0.71),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을수
록(0.33, 0.29∼0.38) 인지기능 장애와 유의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는 인지기능 장애와 통계
적으로 의미는 없었으나 뇌혈관질환의 경우 1.71 (1.28∼

2.28)의 교차비가 확인되었다. 우울증이 있는 경우 교차
비는 2.45 (2.15∼2.78), ADL 및 IADL에서 의존적인 경
우 교차비가 6.32 (4.65∼8.57) 및 3.38 (2.89∼3.96)로 높
게 확인되었다(Table 2).

3. SEV score와 인지 기능 장애의 연관성
사회경제적 취약도에 따른 인지기능장애와의 연관성
을 보기 위해 4분위로 나눈 SEV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좀 더 세부적인 연관성 확인하기 위해 분석
모형을 model을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Model 1 모형은 사회경제적 취약도와 인지 기능 장애
만을 분석하였고, model 2는 인지 기능 장애를 사회경제
적 취약도에 연령, 성별, 비만여부를 포함하여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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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SEV scores and cognitive impairment group

Model 1

SEV Q1
SEV Q2
SEV Q3
SEV Q4
Age
Sex
Obesity*
Married and live with spouse
Hypertension
Diabetes
Cerebrovascular disease
Regular exercise
Alcohol
Smoking
Depression
ADL
IADL

Model 2

OR

95%CI

OR

95%CI

1
2.84
5.69
10.67

1
2.31∼3.50
4.66∼6.97
8.24∼13.82

1
2.41
4.090
5.560
0.32
1.10
0.84

1
1.92∼3.02
3.28∼5.10
5.56∼9.74
0.28∼0.38
1.09∼1.12
0.71∼0.98

Model 3
OR
1
2.05
3.06
5.18
1.08
0.33
0.85
0.77
0.82
1.29
1.41
0.58
1.14
0.91
1.23
2.48
1.95

95%CI
1
1.61∼2.59
2.42∼3.88
3.84∼6.98
1.06∼1.09
0.26∼0.42
0.72∼1.00
0.63∼0.93
0.69∼0.98
1.03∼1.61
0.94∼2.10
0.48∼0.69
0.92∼1.41
0.72∼1.15
1.04∼1.46
1.61∼3.82
1.54∼2.47

Model 1: raw. Model 2: adjusted by age, sex, BMI. Model 3: adjusted by age, sex, marriage status, hypertension, diabetes, cerebrovascular
disease, regular exercise, alcohol, smoking, depression, ADL, IADL. *Obesity: BMI≥23 kg/m2.

으며 model 3은 model 2에 배우자와의 관계, 병력, 규칙

을 분석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사회경제적 취

적 운동, 흡연 및 음주력, 우울증 여부, ADL 및 IADL을

약성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보고는 거의 없었다.

2016년에 Gu 등6)은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지수로 평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Model 1에서는 SEV 점수가 높아질수록 교차비가 2.84,

가하여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보았고 그들은 노쇠가 사

5.69 그리고 10.67로 명확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망률에 강력한 예측 인자이며 연령에 따라 약해지는 사

Model 2에서 SEV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기능 장애의

회경제적 취약성이 노쇠와 관련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교차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SEV Q2: 2.41, SEV

고 보고 하였다. 우리 연구는 사망률에 대해서는 보여주

Q3: 4.09, SEV Q4:5.56), 교차비는 연령(0.32, 0.28∼0.38),

지 않았으나 치매가 발병한 후 진행하면 비 의존적인 생

성별(1.10, 1.09∼1.12), obesity (0.84, 0.71∼0.98) 보다

활로 인한 감염, 뇌혈관 또는 심혈관 질환이 흔히 동반

SEV 취약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되며 이로 인해 사망률이 높아 지므로, 이런 맥락으로

Model 3에서도 또한 SEV 4분위가 높을수록 교차비가
높았고(SEV Q2: 2.05, SEV Q3: 3.06, SEV Q4:5.18), 당뇨

보았을 때 우리의 연구와 Gu의 연구 결과는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병(1.29, 1.06∼1.61)이 있는 경우, 우울증(1.23, 1.04∼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취약도를 SEV score로 합산

1.46)이 있는 경우, 비 독립적인 경우(ADL: 2.48, 1.61∼

하여 취약도의 정도에 따라 인지기능 장애를 비교하였

3.82, IADL: 1.95, 1.54∼2.47) 교차비가 높은 것으로 확

으나 이와 유사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으며, 몇몇의 연구

인되었다(Table 3).

들에서 교육의 정도, 사회적 참여도 및 거주지에 따른
인지 기능 장애의 정도는 각각 보고된 바 있다.

고

찰

가장 잘 알려진 인지 기능 장애의 위험인자로는 낮은
7)

교육 수준이 있다. Kim 에 의하면 무학인 노인이 초등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취약도가 높을수록 인

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노인보다 인지장애를 나타낼 확

지기능 장애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그

률이 4.2배 높고, 교육 기간이 7년 이상인 노인에 비해

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인지기능 장애와 관련된 요인들

문맹자인 경우 인지기능 장애의 위험도가 15.5배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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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확인되어 낮은 교육 수준은 인지기능 장애의
중요한 영향 요인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 연구의 강점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도해보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능력의 의존도에서 의존

지 않은 사회경제적 취약성 지수를 적용하여 인지기능

도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장애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장애와의 연관성을 본 것이다. 저자들은 Adrew 등이 제

고 이는 다른 연구 들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안하고 Gu 등이 개정한 사회 경제적 지수를 참고하여

8)

있다. Chodosh 등 이 미국의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한 연

한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SEV score를 만들어 냈으며

구에서 ADL의 저하가 인지기능 장애와 연관 있는 것으

이를 통해 인지기능장애가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사

9)

로 보고 하였고, Luck 등 또한 IADL의 저하가 인지기능

회경제적 취약도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장애의 위험도가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10)

Sofi 등 은 15개의 전향적 논문을 리뷰하여 치매 환자

또한 우리 연구는 사회 경제적 취약도와 다른 요인들

가 아닌 33,816명을 1∼12년간 관찰했을 때, 높은 수준

의 연관성의 우선 순위를 찾기 위해 model 1, model 2,

(high level)의 신체 활동 뿐 아니라 낮은 수준(low-moder-

model 3를 이용하여 여러 단계로 취약도와 인지기능 장

ate level)의 신체활동이 인지기능 저하에 도움이 된다고

애를 분석하여 다른 요인 들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취약

11)

보고했다. Niti 등 은 55세 이상 1,635명을 2년간 관찰

도가 가장 연관성이 높으며, 사회 경제적 취약도가 높을

했을 더 낮은 수준의 운동보다는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의

수록 인지 기능 장애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운동이 인지기능 저하를 더 예방한다고 하였다. 이는 우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로

리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록 인지 기능 장애

인지기능 장애를 선별검사인 MMSE-K만으로 판단 한 것

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다. 치매의 진단을 위해서는 잘 훈련된 심리분석가 또

본 연구에서는 인지 기능 장애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는 의료진에 의해 SNSB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

의 위험도는 사회경제적 취약도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

ing battery)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연령과 학력을 보정하

뇌혈관 장애는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여 치매가 진단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단지 MMSE

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혈관성 치매의 원인으로 허

점수만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MMSE는 1차 진료 시에

혈성 또는 출혈성 뇌졸중이 주요한 원인임을 밝혔고 우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선별 검사이며 현재 널리 사

리 연구 또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흡연과 음주는 인

용하는 도구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단면적 연구인 본 연

지 기능 장애와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이는

구를 분석하는 데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으

보고들에 따라 상관관계가 상의하게 알려져 있어 향후

나 MMSE만으로 인지기능 장애를 대표할 수 없으므로

추적 자료가 필요하다.

12)

추후 이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증의 경우 본 연구에서도 인지 기능 장애의 위험

둘째로 우리는 KLoSA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기 때

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노인은 인

문에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었고 ApoE 같은 유

지 저하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울증이 동반될

전 인자 등을 포함한 가족력을 고려할 수 없었다. 셋째

수 있고, 우울증이 있을 때 가성 치매(pseudo-dementia)의

로 치매의 위험도는 교육 정도와 관련된 것은 잘 알려진

형태로 인지 저하가 동반되기도 하여 두 상황을 구분하

사실이나 SEV의 항목에 교육의 정도를 포함시킨 것이

13)

14)

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취약도 중 교육의 정도는 중요

의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이 정상인 대상자와 치매 의심

한 요소이며 교육의 정도는 그 지역사회의 복지 및 개개

또는 확정적 치매 대상자의 인지기능에 따른 우울 정도

인의 경제력을 반영하므로 SEV에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하였다.

기 쉽지 않다.

또한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등

보여 이는 본 연구와 상이하였다. 본 연구는 KLoSA를

넷째로 우리는 단면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 경제

이용한 연구이며 자가 설문지 및 MMSE를 통하여 우울

적 취약도와 인지기능 장애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

증과 인지기능 장애를 분류하였고 실제 의료진이 개입

었다. 이에 대해서는 추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 진단된 우울증 진단 및 신경심리 분석을 통한 치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인구에서

진단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이한 결과가 나온

사회경제적 취약도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장애와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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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외의 유의한 관련
된 요인으로는 당뇨병과 우울증이 있는 경우와, ADL 및

IADL 에서 의존적인 상태였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취
약도가 높은 노인들을 진료할 때 환자 본인이 호소하지
않더라도 인지기능 장애 및 치매에 대한 위험성이 높음
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간 추적 검사를 통
한 사회 경제적 취약도와 치매의 발생에 대한 전향적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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