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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한국은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통계청 자료

에 의하면, 현재 한국은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1].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는 사회

적 비용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노인성 질환

인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14조 원에서 2050년에는 107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2].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최근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였고 전국 보건소 단위의 치매안심센터

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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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는 전 국민적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3].

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고통받는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이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질적인 뇌 위축을 동반한 뇌 기능 손상으로 심

각한 인지적 기능장애를 발생시키고 독립적인 일상생활 능력을 훼손

시킨다[4]. 치매 노인이 겪는 고통은 개인적인 정신 기능의 퇴화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과 행동적인 문제로 인해 관계 안에서의 상호

작용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확장된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과 참여

에 제한을 받게 되고 사회관계적인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5]. 그러므로 

치매 노인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활동적인 중재는 치매 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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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의 인지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상실의 측면에서 

활동은 중요한 중재 수단이다[6]. 인간은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

성을 찾고 삶의 의미를 느낀다. 또한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과 관계하

고 활동 속에서 자아를 실현한다[7].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간의 건강

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으로 질병이 없고 더불어 활동에서 충만한 효능감을 가지며 사회적으

로 역할에 참여하는 상태를 건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8]. 그러므로 

치매 노인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인지기능 장애와 사회적 고립을 중재

하기 위하여 활동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치매 노인을 활동에 참여시키

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의 사회 생태학적인 건강의 개념에 부합하는 중

재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본 연구에서 인지중재 활동의 효과 측정 변

인을 신체적 기능 영역인 정신기능(mental function)과 활동 및 참여

(activity and participation) 영역으로 분류한 근거이기도 하다.

치매 노인을 위한 인지중재활동은 인지자극(cognitive stimulation)

과 인지훈련(cognitive training), 인지재활(cognitive rehabilitation)로 분

류될 수 있다[9]. 인지자극 활동은 인지기능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집단활동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회상활

동과 현실인식 활동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직접적인 인지적 

요소를 훈련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좋은 느낌을 갖고 자아통합감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인지적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도

록 한다[10]. 인지훈련은 인지기능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집중력, 기억력 등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도록 설계된 활동들이다. 인지

기능의 직접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다소 도전적이고 

대상자들의 저항감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지재활은 실제적

인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활동을 통해 실행기능이나 

문제해결능력 등과 같은 복합적인 인지기능을 사용하여 일상에 적응

하도록 돕는 중재이다[11]. 본 연구에서는 치매 노인에게 적용된 인지

중재활동을 인지자극과 인지훈련, 인재재활의 개념에 포함되는 활동

들로 선정하였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치매 노인들에게 적용된 인지중재활동

을 인지자극과 인지훈련, 인지재활의 범주 안에서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으로 추출하고 인지중재활동의 효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통계적

으로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특히 효과를 측정하는 변인을 세계보건기

구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기준에 맞게 정신기능 영역과 활동 및 참

여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8]. 분석 대상 연구들의 상황을 국내

로 제한한 것은, 현재 국가적으로 치매에 대한 책임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치매가 전 국민적으로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매중재활동 연구들의 질적 수준과 통계적

인 효과성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치매 노인을 위해 시행된 인지중재활동 연구들을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중

재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연구의 실험 

설계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유사실험설계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와 순수실험설계인 무작위대조연구를 대상으로 하

였다. 문헌의 검색 및 선택, 정보 추출은 체계적 문헌연구 과정을 따라 

2명의 연구자가 진행하였고 선택된 연구의 중재 효과는 메타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분석 대상 연구의 검색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출판

된 국내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을 위한 국내 검색엔진은 교보

문고스콜라(Kyoboscholar)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학술교육원(Earticle),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

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

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를 사용하였다. 검색 방법은 국내 

검색 환경을 고려하여 주제 관련 핵심단어인 ‘치매 AND 인지’로 시행

Figure 1. Research flow diagram. NDSL,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KISS, Korean studies informa-
tion service system; PEDro, physiotherapy evidence database.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s: 1,811 studies

   • Earticle (n=236)
   • KISS (n=276)
   • Kyoboscholar (n=242)
   • NDSL (n=497)
   • RISS (n=560)

443 Studies

15 Studies

9 Studies

1,368 Studies excluded
   • Duplicated study

428 Studies excluded
   • Excluded by title (n=338)
   • Excluded by abstract (n=88)
   • No full text (n=2)

6 Studies excluded
   • PEDro scale <4 (n=4)
   • Insufficient data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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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자료 수집 및 선택의 과정은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

하였다. 연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토론을 거쳐 최종 논문

을 선택하였다. 체계적 문헌 연구의 과정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연구의 선정 기준

본 연구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지중재활동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지중재활동은 인지자극과 인지훈련, 인지재활의 개념에 포

함되는 활동만 선정하였다. 순수한 예술활동이나 단순 신체활동과 같

은 비치료적 활동은 제외하였다.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1) 무작위 대조

실험 연구이거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연구, (2) 실험대상자가 의

료진의 치매진단을 받은 연구, (3) 효과 측정을 위하여 정량화된 평가

도구를 사용한 연구, (4) 연구결과의 평균, 표준편차, 또는 평균의 집단 

간 차이, 통계값 등을 기술한 연구, (5) 체계적 문헌연구나 메타분석이 

아닌 연구, (6) 국내 환경에서 시행된 연구, (7) PEDro (physiotherapy ev-

idence database) scale 4점 이상인 연구로 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Study
Study 
design

Exp/Con 
(n)

Age 
(y, M±SD)

Intervention 
(Classification)

Schedules of intervention Outcome measure (Classification)
PEDro 
scale

Cho & Yang [13] RCT 20 77.65±4.89 OTB-MCR (CT+CR) 2 hr/S 2 Ss/wk for 7 wk ACLS, MMSE-K, TMT-A (all MF) 5
20 77.10±6.49 TI

Go & Kim [14] QED 12 ≤80 (n=4)
81-90 (n=4)

≤91 (n=4)

CAIP (CS+CT+CR) 1 hr/S 5 Ss/wk for 8 wk MMSE-K (MF), K-ADL (A&P),  
K-IADL (A&P)

4

12 ≤80 (n=2)
81-90 (n=8)

≤91 (n=2)

No intervention

Joo et al. [15] QED 20 78.30±6.57 BAIP (CS+CT) 1 hr/S 2 Ss/wk for 8 wk MMSE-DS (MF), MBI (A&P) 4
20 82.55±6.73 No intervention

Kang [16] QED 15 50-59 (n=3)
60-69 (n=4)
70-79 (n=8)

CCT (CT)+OT 30 min/S 3 Ss/wk for 6 wk LOTCA-G (MF), CSOA (MF),  
IADL-K (A&P), GQOL-D (A&P)

4

15 50-59 (n=1)
60-69 (n=5)
70-79 (n=9)

OT

Kim [17] RCT 30 77.27±5.50 RT (CS) 50 min/S 1 S/wk for 12 wk MMSE-K (MF) 4
30 77.47±6.14 No intervention

Kim & Choi [18] RCT 16 65-74 (n=4)
75-84 (n=7)

≤85 (n=5)

CCT (CT) 40 min/S 1 S/wk for 8 wk MMSE-K (MF), BI (A&P) 5

16 65-74 (n=3)
75-84 (n=9)

≤85 (n=4)

No intervention

Kwon et al. [19] QED 12 76.92±5.99 RTFA (CS)+OT 40 min/S 3 Ss/wk for 6 wk MMSE-K, LOTCA-G (all MF) 5
12 76.92±7.10 OT

Park & Kim [20] RCT 30 72.23±5.60 CCCS (CS) 50 min/S 2 Ss/wk for 7 wk LOTCA-G (MF), QOL-AD (A&P), 
COPM (A&P)

5
30 69.80±6.27 TCS

Ro et al. [21] RCT 13 77.92±5.27 ISP (CS)+TR 30 min/S 2 Ss/wk for 12 wk MMSE-K (MF), FIM (A&P) 5
13 79.84±5.23 TR

PEDro, physiotherapy evidence database; ACLS, Allen cognitive level scale; A&P, activity and participation; BAIP, brain activation intervention program; BI, 
Barthel index; CAIP, cognitive activity integration program; CCCS, client-centered cognitive stimulation; CCT, computerized cognitive training; Con, control 
group; COPM,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R, cognitive rehabilitation; CS, cognitive stimulation; CSOA, cognition scale for older adults; 
CT, cognitive training; Exp, experimental group; FIM,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GQOL-D, geriatric quality of life dementia; IADL-K, Korean version 
of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SP, intentional snoezelen program; K-ADL, Korean-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Korean-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LOTCA-G, Loewnstein occupational therapy cognitive assessment for geriatric population; MBI, modified Barthel index; MF, mental function; 
MMSE-DS,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 MMSE-K,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OT, occupational therapy; OTB-
MCR, occupational therapy based multimodal cognitive rehabilitation; QED, quasi-experimental design; QOL-AD, quality of life-Alzheimer’s disease scale; 
RCT, randomized controled trail; RT, reminiscence therapy; RTFA, reminiscence therapy using flash animation; S(s), session(s); TCS, traditional cognitive 
stimulation; TI, traditional intervention; TMT-A, trail making test-A; TR, traditional rehabilitation; M±SD,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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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값 등과 같은 통계값을 사용하였다. 측정치의 효과크기는 정신기

능 영역과 활동 및 참여 영역으로 분류하여 통합하였고 통계적으로 산

출된 효과크기는 값이 0.4 미만일 경우 ‘작은효과크기’, 0.4 이상 0.8 미

만일 경우 ‘중간효과크기’, 0.8 이상일 경우 ‘큰효과크기’로 분류하였다

[24]. 정신기능 영역과 활동 및 참여 영역의 효과크기는 각각 숲 그림

(forest plot)으로 제시하였다. 메타분석 결과의 출판편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깔때기 점도표 법(funnel plot)의 대칭성을 활용하였고 통계적 

수치로는 Egger’s Regression Test 결괏값과 Fail-Safe Number값을 사용

하였다. 

연구 결과

계량적 메타분석 결과

통계적 이질성 검정

정신기능 영역과 활동 및 참여 영역으로 나뉘어 통합된 각각의 효과

크기 이질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신기능 영역의 Q-value는 

6.722 (df= 8, p = 0.567)이었고 I-squared value는 0.000으로 이질성이 낮

았다. 활동 및 참여 영역의 Q-value는 9.103 (df=5, p = 0.105)이었고 I-

squared value는 45.072로 중간 수준의 이질성을 보였다. 그러나 분석 

대상 연구들의 중재 방법의 다양성과 측정 방법의 이질성 등을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는 랜덤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Table 2).

정신기능 영역에 대한 인지중재활동의 효과

정신기능 영역에서 인지중재활동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9편의 연구가 선정되었고 실험 대상자 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168

명이었다. 산출된 효과크기는 0.464 (신뢰도 95%, 신뢰구간 0.246-

0.682)로 중간효과크기이었다(Figure 2).

활동 및 참여 영역에 대한 인지중재활동의 효과

활동 및 참여 영역에서 인지중재활동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하

여 6편의 연구가 선정되었다. 통합된 연구의 실험대상자 수는 실험군

과 대조군 각각 106명이었다. 산출된 효과크기는 0.422 (신뢰도 95%, 신

뢰구간 0.041-0.802)로 중간효과크기이었다(Figure 3).

출판편의 검정

연구의 질적 분류

최종 원문이 선택된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PEDro 

scale을 적용하였다. PEDro scale은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사정하

였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론을 거쳐 최종 점수를 산출하

였다. PEDro scale은 총 1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수의 구간에 따

라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질적 수준은 9-10점은 

‘매우 좋음’, 6-8점은 ‘좋음’, 4-5점은 ‘보통’, 3점 이하는 ‘나쁨’으로 분류

된다[12].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4점 즉 ‘보통’ 이상의 논문을 선정

하였다.

분석 연구의 특성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은 9편이었다. 무작위 대조실

험 연구는 5편, 비동등성 대조군 실험연구는 4편이었다. 5편의 논문은 

무작위 대조실험 연구라 하더라도 무작위 집단 할당 과정에 대한 구체

적인 언급이 없어 질적 평가 PEDro scale에 점수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9편 논문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원수 합계는 각각 168명으로 같았고 

총인원은 336명이었다. 실험대상자의 치매 수준은 대부분의 연구가 경

도 치매였고 Ro et al. [21]만 중등도 치매였다. 인지중재활동은 분류 영

역에 따라 인지자극이 4편, 인지훈련이 2편이었고 인지자극과 인지훈

련이 조합된 중재 1편, 인지훈련과 인지재활이 조합된 중재 1편, 인지자

극과 인지훈련, 인지재활이 모두 포함된 중재가 1편이었다. 중재 기간

은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12주까지 분포되었다. 분석 대상 연구들의 

질적 수준은 PEDro scale 5점 5편, 4점 4편으로 모두 ‘보통’ 수준이었

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실험 대상자의 무작위 할당 방법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실험 대상자, 평가자, 치료자의 맹검 절차가 설계되지 못하였

다. 구체적인 추출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계량적 메타분석 방법

분석 대상 연구들의 통합된 효과크기와 연구들의 이질성, 메타분석 

결과에 대한 출판편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omprehensive 

Meta-Analysis 3.0 (Biostar, Englewood, NJ, USA)을 사용하였다. 연구들

의 효과크기의 통계적 이질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Q-value의 p값과 

I-square value를 사용하였다. 통계적으로 Q-value의 p값이 0.1보다 크

면 이질성이 낮고 0.1보다 작으면 이질성이 높다고 보았고 I-squared 

value가 0, 25, 50, 75일 때에 이질성을 각각 없음, 낮음, 중간, 높음으로 

해석하였다[22]. 그러나 통계치로 이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자가 연구의 대상, 중재 종류, 측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이질성을 판단하고 고정효과모형 또는 랜덤효과모형을 선택하여야 한

다[23]. 통합된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각 연구들의 실험군과 대

조군의 표본 수와 정량화된 효과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의 

Table 2. Statistical heterogeneity

Study (n) T2 Q df p I2

MF 9 0.000 6.722 8 0.567 0.000
A&P 6 0.100 9.103 5 0.105 45.072

A&P, activity and participation; MF, mental function.



Cognitive Intervention Activities for Dementia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275

정신기능 영역과 활동 및 참여 영역의 메타분석 결과에 대한 출판

편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깔대기 점도표 법 그래프를 확인한 

결과, 정신기능 영역은 그래프 점들의 시각적인 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

었고 Egger’s Regression Test의 p값이 0.34 (t= 0.43, df=7.00)로 표준오차

와 효과크기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Fail-Safe Number값은 32 

(p = 0.00)로 출판편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활동 및 참여 

영역은 깔대기 점도표 법에서 점들의 시각적인 비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Egger’s Regression Test의 p값은 0.06 (t=1.94, df= 4.00)으로 비

대칭성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Fail-Safe Number값이 9 (p =  

0.00)로 낮은 수준이어서 출판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해석되었다(Figure 4).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환경에서 치매 노인에게 제공된 인지중재활

동의 효과를 메타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체

계적 문헌 고찰 과정을 통하여 논문을 검색하고 수집하였고 2명의 연

구자가 독립적으로 정보를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 선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9편의 연구가 선택되었다. 인지중재활동의 효과크기는 정

신기능 영역과 활동 및 참여 영역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정신기능 영역의 효과크기는 0.464이었고 활동 및 

참여 영역의 효과크기는 0.422로 두 분류 모두 중간효과크기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Hill et al. [25]의 체계적 문헌연구 및 메타분석의 결

과와 유사하다. 그들은 치매 노인과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인

지훈련 영역인 전산화 인지훈련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중간

효과크기의 결과를 얻었다. 임상적인 환경에서 치료의 효과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환자의 건강 회복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간효과크기라는 결과는 임상적으로 효과성을 

수용할 수는 있으나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치매와 같

은 퇴행성 질환은 독특한 특성이 있다. 바로 뇌 기능이 기질적으로 퇴

화된다는 측면이다[4]. 뇌의 기질적 퇴화로 인한 장애는 국소적 뇌 병

변으로 인한 손상보다는 회복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요인

으로는 인지중재활동의 치료적 의도가 치매 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

Figure 2. Effect of cognitive intervention activities on metal function. CI, confidence interval. 

Figure 3. Effect of cognitive intervention activities on activity and participation.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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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이 있다. 치매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 장애와 행동 장애

가 인지중재활동에서 의도한 인지적 자극의 전달을 방해했을 수 있다

[26]. 이러한 단절은 치매 노인이 인지중재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장애

가 되어 중재 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에서 최종 선정된 논문들의 중재 분류가 인지자극 영역이 많은 것이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인지자극은 집단적이고 사회적 기

능이 내포된 간접적인 중재접근이다[9]. 인지 구성요소를 직접적으로 

훈련시키는 인지훈련 연구와 활동 및 참여에 중점을 두는 인지재활 연

구가 간접적인 중재인 인지자극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도 중간효과크기라는 결과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체계적 문헌 고찰 과정에서 드러난 국내적인 시사점은 질

적으로 좋은 논문이 적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대조실험

연구뿐만 아니라 타당성이 약하지만 통계적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비동등성 대조군 실험설계까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5년 전 치

매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체계적 문헌연구에서도 연구자들은 국내

에서 양질의 무작위 대조실험 연구가 미흡함을 언급하였다[27]. 현 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 대조실험 연구가 5편 선정되었으나 실험

적으로 무작위 할당을 위한 방법이 언급되지 않았고 연구자 편의(bias)

를 차단할 수 있는 맹검 설계를 적용한 연구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중

재의 방법적 측면에서는 인지적 자극을 의도한 중재활동보다 순수 예

술활동이나 단순 신체활동에 의존하는 연구가 많았다는 점도 간과되

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타

당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질적으로 잘 설계된 

연구들이 많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인지중재활동을 인지자극과 인지훈련, 인지재

활로 나누어 추출하였음에도 편수가 적어 중재 분류별로 통계적 분석

을 시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검색 엔진을 사용하다보니 

검색 체계의 불일치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치밀한 검색전략을 수립하

지 못하였다. 마지막은 국내에서 출판된 학회지 중심의 검색이 이루어

져 출판편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후 체

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에서는 치매 노인을 위한 인지중재활동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헌 검색 과정에서 출판

된 문헌 외에 회색 문헌에 대한 검색 및 정보 추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치매 노인을 위해 시행된 인지중재활동의 

통계적 효과성을 메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정신기능 영

역과 활동 및 참여 영역에서 중간효과크기의 효과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치매 질환의 기질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과 동시에 보다 

더 잘 고안된 인지중재활동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

를 위해 임상에서는 인지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근거중심의 인지

중재활동이 개발되어야 하고 더불어 연구자들은 인지중재의 타당한 

효과 검증을 위하여 질적으로 잘 설계된 연구를 계획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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