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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치매 대상자 수가 2019년 기

준 79만 명에서 2060년에는 332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1]. 치매는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 저하로 인해 장기요양비 

및 의료비 부담 초래와 가족의 돌봄 부담 가중 및 가족관계 악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노인들에게는 암, 심혈관질환보다 더 두려운 질

환으로 꼽히고 있다[2,3]. 이러한 치매 노인 증가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치매특별등급 신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치매전

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신규 치매 수급자 대상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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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servic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cognitive assistance graders by 

monitoring the use of day care centers. Methods: In this study, frequency analysis and paired t-test were conducted using a survey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use of the services. Results: ‘Cognitive training’ and ‘Art therapy’ were the most frequent cognitive activity programs implemented, but 

they did not operate specialized programs for each dementia severity. In addition, day care centers presented difficulties such as a lack of manuals for 

operating cognitive activity programs. The rate of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 use of cognitive-assistance graders and willingness to continue using the 

service was high. It was found that they additionally hoped for mobility support necessary for going out and health care services by nurses. After using 

day care centers, there was little change in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cognitive assistance graders. Conclusions: 

In order to develop a program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cognitive assistance grad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anual and provide professional 

training for workers in day c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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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치매전문서비스 제공과 치매 가족휴가제,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등 가족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4]. 그러나 신체기

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대상자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되어 장기요양혜

택에서 제외되며,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연계사업에서도 최소한의 돌

봄 서비스만 지원받는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5]. 

경증 치매 대상자는 기억력, 시공간능력, 언어능력 등의 결함은 다소 

있으나 비교적 온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 일상생활이 가능

하지만, 이들 대상자를 방치할 경우 인지기능 저하, 일상생활동작의 

손상, 정신문제행동 발생 및 독립적 일상생활 불가능 등 중등도 치매

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이다[6]. 경증 치매 단계의 가족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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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진단 후 돌봄 제공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부적응 상태에서 인

지기능이 불안정한 노인 곁에서 상시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과중

한 부양 부담을 안고 있다. 더구나 경증 치매 대상자는 총 치매 대상자 

중 58.8%에 달하며 중증 치매 소요비용(3,220만 원)이 경증 치매 소요

비용(1,499만 원)의 2배 이상이므로, 경증 치매 단계에서 중증 치매로

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7].

이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국가에서는 

경증 치매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

급을 신설하여 주야간보호기관에서 1일 8시간 기준 월 12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하였다.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경우 가족과 함께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기

능 개선 및 유지, 사회적 고립과 고독감, 우울감 감소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8-10]. 그러나 인지지원등급 신설 2년 만에 대상

자가 1만 3천 명을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

공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의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다[11]. 

선진 외국의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요 치

매관리정책으로 정하고, 치매 노인 ‘개인 중심 치료 접근’ 방식과 사회

적 참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웰니스 모델’ 그리고 이들 혼합 

모델을 기반으로 의료∙보건∙복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13]. 그러나 우리나라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지속적 양적 확대에

도 불구하고 치매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

호기관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14]. 또한 주야간보호기관 운영 주체

별 서비스 제공 차이, 서비스 기관과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성 부족 및 

수가 보상 체계 미확립 등 다양한 해결과제도 대두되고 있다[15,16]. 더

구나 새롭게 도입된 인지지원등급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주야간보호기

관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기능상태 및 삶의 

질 변화는 어떠한지를 규명하여 주야간보호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지지원등급자 대상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현황

과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현황 및 전반적 기능상

태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인지지원등급자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

스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인지지원등급자의 일반적 특성

을 파악한다.  

둘째,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지원등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한다. 

넷째,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상자 상

태 변화를 비교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인지지원등급자를 대상으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

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현황과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서

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전∙후 상태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탐색적 조

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인지지원등급자의 장기요양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전∙후 실시한 설문조

사와 인지지원등급자가 이용한 주야간보호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

호서비스 이용 현황과 이용 전∙후의 상태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대상은 주야간보호기관 이용 전∙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자

로 선정하였다. 사전조사는 2018년 3월 20일 기준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계약자 610명 중 인지지원등급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성, 연령

(75세 이상/미만), 거주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및 자격별(일반/의

료급여, 경감/기초수급) 한쪽 그룹으로 편의추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층화비례확률로 추출된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후조사

는 사전조사 참여자로서 최소 1개월 이상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

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조사 대상자 중 등급 변경(66명), 주야

간보호기관 퇴소 및 서비스 이용 중단(37명), 사망(2명), 사후조사 참여 

거절(3명)의 사유로 108명이 추적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사후조사에

는 192명이 참여하였으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한 주

야간보호기관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자 60명과 학력 정보 미제공자 8명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주

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전∙후에 실시한 두 조사 모두 참여하고 본 연구

에서 활용하고자 한 정보에 누락이 없는 인지지원등급자 총 124명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주야간보호기관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현황 조사 대상자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전∙후 설문조사에 응답한 124명의 인지지원

등급자가 이용한 주야간보호기관에 근무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 97명

이었다. 

연구도구 및 자료수집

주야간보호기관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현황 설문조사

주야간보호기관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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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설문내용은 전문가 의견과 현장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특성과 인

지활동형 프로그램의 제공 대상, 빈도, 프로그램 종류 그리고 인지활

동형 프로그램 제공 시 어려운 점으로 구성하였다. 인지활동형 프로그

램 제공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

고, 응답 개수를 제한하지 않고 해당하는 부분 모두에 응답하도록 하

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문 전화상담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10월 4-5일이

었다. 

인지지원등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현황 데이터베이스 

인지지원등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인지지원등급자의 장기요양 DB를 사용하였다. 

사전조사가 실시된 인지지원등급자의 인정 DB를 통해 성별, 연령, 신

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별 인정 

점수를 파악하였다. 신체기능과 사회생활기능은 각 항목별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3점 척도(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로 측정

하고,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는 증상 또는 처치의 유무로 측정

하며, 재활은 운동장애 상태를 3점 척도(운동장애 없음, 불완전운동

장애, 완전운동장애)로 측정하였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자의 등급판정 

후 인정유효 시작 일부터 3개월간 급여자료 중 마지막 1개월 자료를 

사용하여 1일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시간과 한 달 총 이용횟수를 곱

하여 총 이용시간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전 ∙후 설문조사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전에 실시한 사전조사 

내용은 인지지원등급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 관련 특성과 기능상

태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인지지원등급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은 성

별, 연령, 교육수준, 치매(예방)약과 우울증 치료약 복용상태, 그리고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경로와 이유를 포함하고 있다. 학력은 간이정

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 

MMSE-DS) 결과판정 기준에 근거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파

악하였다. 

인지지원등급자의 기능상태 특성은 인지기능, 우울, 건강관련 삶의 

질로 구성하였다. 인지기능은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Korean Version of MMSE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로 조사하였다. 우울은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

ies-Depression Scale (CES-D10)을 활용하였다. 삶의 질은 건강관련 삶

의 질(Short-Form 36 Health Survey, SF-36)과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삶

의 질을 평가하는 Korean Version of Quality of Life-Alzheimer’s Dis-

ease (KQOL-AD)를 활용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은 SF-36을 활용하

였는데,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영역별 삶의 질은 0점에서 

100점까지의 분포를 가질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건

강 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QOL-AD는 Logsdon 등의 

QOL-AD 한국어판(KQOL-AD)을 활용하였다. 본 KQOL-AD는 본인 

스스로가 QOL을 보고하는 ‘어르신 본인용’ KQOL-AD을 활용하였고, 

이는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범위는 1점(나쁘다)에서 

4점(매우 좋다)이고, 총점은 13에서 52점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QOL이 

나쁘다고 평가된다.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후에 실시한 사후조사에서는 사전조사에

서 실시한 인지기능, 우울, 삶의 질을 동일한 대상자에게 동일한 방법

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계속 이용 

의향과 타인 권유 의향, 그리고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외의 추가 희망서

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사전, 사후 설문조사는 본 조사에 동

의하고 설문문항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설문조사 전

문업체의 훈련받은 조사원에 의한 1:1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사전조사 기간은 2018년 4월 27일-7월 2일이었고, 사후조사는 

2018년 8월 1-17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분석방법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현황

과 이용 전∙후의 상태변화 및 만족도 등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분석은 

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였다. 구체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지원등급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

다. 둘째, 주야간보호기관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현황은 제공한 

기관에 대한 특성으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인지지원

등급자의 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이용현황에서 한 달 

이용 횟수, 1회 평균 이용시간, 총 이용시간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

하고, 만족도와 계속 이용할 의향 및 타인 권유 의향 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기관 이용 전∙후 상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윤리적 고려 사항

본 연구는 주야간보호기관 이용 인지지원등급자 및 제공자에게 본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

보도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밀보장 관련 내용을 유선통화

를 통해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제3-1725-A-

N-01호)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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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30.7%이었다. 인지지원등급자의 학력은 3년 이하가 44.3%이었고, 13

년 이상은 6.4%이었다. 또한, 급여 자격으로는 건강보험가입자 71.8%, 

건강보험감경대상자 14.5%, 국민기초수급권자 12.9%이었고, 거주지는 

중소도시 63.7%, 대도시 31.5%, 농어촌 4.8%이었다. 인지지원등급자의 

등급판정점수는 평균 41.2점(± 3.9)점이었고, 간호처치영역은 0점(± 0.0)

점이었다. 한편 치매(예방)약을 복용하는 자 33.9%, 우울증 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5.7%이었다. 

주야간보호기관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현황

주야간보호기관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주야간보호기관 총 

97개소 중 개인 시설이 74.3%를 차지하였고, 규모는 30인 이상 70인 미

만이 52.6%, 10인 이상 30인 미만이 41.2%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중 치

매전담형 기관은 없었으며, 인지활동형 기관으로써 61.9%가 ‘치매 여

부 구분 없이 모든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

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빈도로는 매일 71.1%, 주 3-4회 

23.7%로 나타났으며, 제공한 프로그램으로는 인지훈련과 미술치료가 

94.8%로 가장 많았고, 회상치료도 85.6%로 나타났다. 인지활동형 프로

그램 제공 시 어려운 점으로는 ‘치매 경증부터 중증까지의 수급자가 

함께 있어서 중등도별 맞춤형 관리가 어려움’이 82.5%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야간보호기관에 적합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부재’가 44.3%로 높게 나타났다.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이용 

현황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인지활동 프로그램 이용 현황

에 대한 분석 결과, 인지지원등급자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한 달 동안 

이용한 횟수는 평균 12.5회, 1회 평균 이용시간은 7.9시간이었으며, 총 

이용시간은 평균 96.2시간이었다. 인지지원등급자가 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로로는 ‘가족, 친구의 권유’가 88.0%

로 가장 많았고, 이용 이유로는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가 

71.8%로 나타났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지지원등급자의 

84.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계속 이용할 의사는 87.9%, 타인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권유할 의향은 67.0%로 나타났다. 향후 희망

하는 추가 서비스로는 ‘외출(병원방문) 시 이동지원(차량, 동행자)’과 

‘간호사 방문에 의한 건강관리’가 가장 많았다(Table 3).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기관 이용 전후 상태변화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기관 이용 전∙후 상태변화에 대한 분

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MMSE-DS 점수가 사전 평균 15.3점, 사후 평

연구 결과

인지지원등급자의 일반적 특성

인지지원등급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인

지지원등급자 총 124명 중 성별은 여성 75.8%, 연령대는 80대 52.4%, 7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gnitive assistant grader 

Characteristics n %

Total 124 100.0
Gender
   Male 30 24.2
   Female 94 75.8
Age (y)
   50-59 3 2.4
   60-69 7 5.6
   70-79 38 30.7
   80-89 65 52.4
   ≥90 11 8.9
   Mean±SD 80.1 7.6
Education level (y)
   0-3 55 44.3
   4-6 23 18.6
   7-12 38 30.7
   ≥13 8 6.4
Qualification
   Health insurance 89 71.8
   Reduced 18 14.5
   Basic payment 16 12.9
   Medical aid 1 0.8
Residental area
   Metropolitan 39 31.5
   Small city 79 63.7
   Rural 6 4.8
Examination item
   Body function 12.7 0.5
   Social life function 17.5 3.0
   Cognitive function 2.7 1.3
   Behavior change 0.7 1.0
   Medical treatment 0 0.0
   Rehabilitation 10 0.3
   Mean±SD 41.2 3.9
Taking medicine for dementia
   No 34 27.4
   Yes 42 33.9
   Unknown 48 38.7
Taking medicine for depression
   No 65 52.4
   Yes 7 5.7
   Unknown 52 41.9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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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4.7점으로 사전에 비해 사후에 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시간지남

력, 언어능력, 실행능력, 시공간 구성능력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이용 

후 개선되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장소지남력, 기억력 및 주의

집중력은 이용 후에 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지원등급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SF-36)과 KQOL-AD 점수는 사

전에 비해 사후에 점수가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우울은 사전에 7.6점, 사후 6.8점으로 우울증상이 개선되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Table 3. Use of cognitive activities program by cognitive assistant grader

Characteristics n/Mean %/SD

Total 124 100.0
Monthly usage count 12.5 2.9
One usage time (hr) 7.9 1.4
Total usage time (hr) 96.2 17.2
Usage route
   Introduction of NHIS 4 3.2
   Persuasion from family and friends 109 88.0
   Recommendation from dementia care center 1 0.8
   Etc. 6 4.8
   Unknown 4 3.2
Reason for use
   Close to the house 5 4.0
   Help dementia prevention 12 9.7
   Helpful for health management 36 29.0
   Spend time all day 89 71.8
   Reduction of family burden 9 7.3
   Etc. 12 9.7
Satisfaction level
   Dissatisfied 7 5.6
   Middle 12 9.7
   Satisfied 105 84.7
Intent to continue
   Yes 109 87.9
   No 0 0.0
   Unknown 15 12.1
Intent to recommend service to others
   Yes 83 67.0
   No 6 4.8
   Unknown 35 28.2
Additional services desired 
   No 102 82.3
   Yes 22 17.7
   Mobile support service 7 31.8
   Dementia information and counseling 1 4.5
   Nurse visit health care 5 22.7
   Supporting household services 4 18.2
   Home visiting type cognitive activity service 3 13.6
   Meals delivery service 0 0.0
   Visiting rehabilitation service 4 18.2
   Etc. 4 18.2

SD, standard deviation; NHI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able 2. Day care center's cognitive activity program provision status

Characteristics n %

Total 97 100.0
Establishment
   Company 24 24.7
   Local government 1 1.0
   Individual 72 74.3
Institution size
   ≤9 1 1.0
   10-29 40 41.2
   30-69 51 52.6
   ≥70 5 5.2
Dementia care unit 
   Yes 0 0.0
   No 97 100.0
Cognitive activity type institution
   Yes 97 100.0
   No 0 0.0
Targets of cognitive activity programs
   Grade cognitive assistant 0 0.0
   Grader 5 3 3.0
   Grade cognitive assistant+Grader 5 16 16.5
   All dementia grader 18 18.6
   All benefit recipients 60 61.9
Frequency of cognitive activity programs
   Everyday 69 71.1
   3-4/wk 23 23.7
   1-2/wk 2 2.1
   1/2 wk 0 0.0
   1/Mon 0 0.0
   Etc. 3 3.1
Type of cognitive activity programs
   Exercise therapy 76 78.4
   Reality perception training 68 70.1
   Cognitive training 92 94.8
   Reminiscence Therapy 83 85.6
   Cognitive stimulation therapy 68 70.1
   Music therapy 76 78.4
   Art therapy 92 94.8
   Massage program 48 49.5
Barrier of cognitive activity programs
   None 8 8.2
   Specialized dementia care education for providers 13 13.4
   Absence of program operation manual 43 44.3
   Difficulty in customized Management 80 82.5
   Difficulty in finding instructors 13 13.4
   Etc. 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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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인지지원등급자 대상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현황 및 이

용 현황과 서비스 이용에 따른 기능 유지 및 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

여 향후 인지지원등급자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 개선 방

안을 제안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인지지원등급자는 여성, 80대 이상, 6년 이하 교육 

수준, 중소도시 거주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많았는데 이들 중 치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는 1/3 수준에 불과하였다. Kwon et al. [17]의 

연구에서도 인지지원등급자의 48.5%만이 2년 동안 치매약을 복용했

고, 복약 순응 장애요인으로는 치매 진단과 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을 제시한 바 있다[18]. 치매 초기의 치매 약물 복용은 요양시설 입소

율을 55%나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치매 진단 후 효과적 복약 지도로 

인지지원등급자가 가능한 오랜 기간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

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7]. 향후 인지지원등급자 및 가족 

대상 치매약 복용률이 낮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추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치매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야간보호기관은 주로 개인 설립 시설로 치매

전담형 시설은 없었으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는 있었으나, 치

매 여부에 구분 없이 모든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으로 인지훈련, 미술치

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주야간보

호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 인지지원등급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게 전문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한 결과

로, 주야간보호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9,19]. Yoo [20]의 연구에

서도 치매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향후 치매전담형 

기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경증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 매뉴얼 개발과 종사 인력 대상 전문 교

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는 인지지원등급자에게 인지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인

지기능 변화는 없었지만 건강관련 삶의 질과 우울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17]. 지난 2020년 1월부터는 인지지원등

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외에 치매안심센터에

서 운영하는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도 이용가능하다. 향

후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경증 치매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전문프로그램 제공 방안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의 유기적 

연계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대상자는 한 달 평균 12.5회, 1회 평균 7.9시간, 한 달 총 96.2

시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경로는 ‘가족

과 친구의 권유’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 이용 이유는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가 대다수(71.8%)로 가장 많았고, ‘전반적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9.0%)가 그다음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전국 주간보호센터(통소개호사업소) 이용 이유가 목욕

(83%), 친구형성 및 사회성유지(73%), 운동 및 기능훈련(56%), 식사해결

(34%) 순이었다는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21]. 그러나 주야간보호서비

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돌봄제공자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주간보

호서비스 선택 이유는 주돌봄자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노인을 보호

할 수 없는 상황이 가장 많았으며, 이용 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좋은 시설을 선택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22]. 한편 주야

간보호기관에서 원하는 서비스로 건강관리서비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치매 이외에 고혈압, 관절염, 요통, 당뇨 등의 질

병 및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지원등급자 본인 건강관리를 위

한 전문적 프로그램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23]. 미국의 주간보호

Table 4. Comparison before and after using Day Care Centers

Variables Domain
Pre Post

t p-value
Mean SD Mean SD

MMSE-
DS

Total score 15.3 5.9 14.7 6.3 1.16 0.247
Orientation to time 2.0 1.6 2.1 1.6 -0.92 0.361
Orientation to place 2.0 1.5 1.6 1.5 3.19 0.002
Recall & attention 4.6 2.6 4.3 2.8 1.04 0.298
Language 2.6 0.6 2.6 0.5 0.00 1.000
Executive function 2.1 1.0 2.2 1.0 -0.48 0.631
Visuospatial ability 0.4 0.5 0.4 0.5 0.00 1.000
Judgement & ab-

stract thinking
1.6 0.6 1.6 0.6 0.29 0.774

Quality  
of life  
(SF-36)

Total score 90.6 23.4 92.3 16.5 -0.83 0.411
Physical component 

summary 
42.6 12.2 43.0 9.7 -0.40 0.689

Physical function 36.1 13.8 36.5 12.5 -0.97 0.335
Role-physical 46.9 13.3 46.3 11.4 -0.37 0.711
Bodily pain 49.5 14.8 50.4 10.8 0.41 0.681
General health 41.8 13.5 43.5 10.0 -0.74 0.463
Mental component 

summary
48.0 13.2 49.3 10.6 -1.50 0.137

Vitality 47.0 13.8 48.4 10.8 -1.13 0.262
Social functioning 47.3 12.9 48.1 10.0 -0.61 0.541
Role-emotional 44.8 15.7 46.3 12.3 -0.95 0.343
Mental health 45.4 13.3 46.3 10.6 -0.73 0.465

KQOL-AD 28.8 7.2 29.0 7.5 -0.26 0.796
Depression 7.6 6.0 6.8 6.2 1.41 0.161

SD, standard deviation; MMSE-DS, Mini-Mental State Examination-Demen-
tia Screening; SF-36; Short-Form 36 Health Survey; KQOL-AD, Korean Ver-
sion of Quality of Life-Alzheimer’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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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는 거의 80%가 간호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약 80%는 심혈

관질환 및 당뇨병을 해결하기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90%는 인지자

극 프로그램, 80%는 기억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시설 입소

를 지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24].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소규모 주

야간보호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주야간보호기관에 장기요

양 방문간호기관과 연계하여 간호사가 순회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는 등의 제도적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후 인지기능, 우울 및 삶의 질은 변화가 없었고, 대상자의 특성별로도 

기능 변화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 치매 대상 인지활동

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은 치매증상의 악화 방지로 가족과 지역

사회, 국가의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균 80세 

이상 대상자의 전반적 기능을 향상시키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악화되

지 않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25]. 주야간보호기관은 장기요

양 급여 중 방문요양, 노인요양시설 급여에 비해 경증 치매노인의 삶의 

질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를[26] 토대로, 향후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증 

치매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기간 기능상태 유지 및 악

화방지 관련 후속 평가연구를 제안한다. 이때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개념틀이 신체적 및 기능적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인지, 사회적 개입을 통해 심리사회적 복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서비스인지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통한 중장기적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노력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13]. 

이상의 본 연구는 인지지원등급 신설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로 몇 가

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인지지원등급 도입 초기 주야간보호

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분석대상자 수가 적었다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인지지원등급자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중단 그리고 

미이용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중단 및 미이용자에 대

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인지지원등급자의 

만족도와 계속 이용 의사는 높았으나 타인에게 권유할 의도는 낮게 나

타났는데 이와 관련된 심층적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인지지

원등급자 특성별 만족도, 계속 이용 의사 및 타인에게 권유할 의도를 

분석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인지지원등급

자의 가족이 경험하는 부양 부담이 주야간호보호기관 이용 이후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향후 인지지원등급 판정 이

후 가족 부양 부담을 분석하여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를 제언한다. 그 이외에도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지연 및 국민의료비 감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후속 평가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기간이 짧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어려웠다. 또한 서

비스 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일반적 특성과 대상자

와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주야간보호기관 특성 및 서비스 제공자

와의 상호작용 등에 따른 인지지원등급자의 기능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적용

한 후 인지지원등급자의 기능 변화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이상의 본 연구는 인지지원등급 도입 이후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

하는 자의 이용 현황과 제공현황, 대상자 기능변화를 모니터링한 초기 

연구로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인지지원등급자에 부합하는 프

로그램 개발과 제공방안 마련 그리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 관

련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결 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대상이 된 인지지원등급자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지속적인 사회활

동 지원을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가운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및 제

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전반적 이용 만족도는 높았으나 경

증 치매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인력 대상 전문화된 교육 프

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지지원등급자가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을 통해 인지기능이 악화되지 않고 사회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갑자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인지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체기능

은 양호하나 경증 치매 증상이 있는 인지지원등급자가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적

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서비스 이용이 인지지원등급자 및 

가족에게 미치는 중장기적 효과를 평가하는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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