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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매 노인의 매회행동에 관한 를휠 ξ사 

홍(손) 귀 령， PhD , RN , CNS l) 

I. 서롬 

재가나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에 

게 자주 듣는 소리는， “집에 가야해”， 또는 “나 

--(무엇 또는 누구) 찾으러 가야해”등으로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을 목격한다. 이 런 행동을 나타내는 병 리 

적 원인이나 치유방법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이런 행동은 배회 행동으로 이해되고 있으 

며， 이는 치매로 인한 인지 능력의 저하， 무엇인가 

익숙한 것을 찾기 위해， 또는 뚜렷한 목적 없이 걸 

어 다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배회 행동은 치매 노인 

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며， 또한 부양자나 노인에게 

스트레스와 위험을 가져오는 증상임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연구나 중재 개발이 미흡 

하다. 1980년부터 미국에서는 배회 행동을 이해하 

기 위해 간호학， 의학? 그리고 사회학분야의 여려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중재가 개발된 상황이다. 이 

에， 본 글에서는 배회 행동의 일반적인 정의， 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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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영향인자， 배회로 인한 부정적 결과， 측정 방법 

에 관한 고찰을 하여， 치매 노인의 배회행동을 이해 

하고 간호학 임상， 교육， 그리고 연구에 도움이 되 

고자한다. 

11. 본론 

정의 

배회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문제적인 돌아다 

님” 으로 사용되어 왔다 (Algase, 1999). 1970년대 

말， 1980대 초기의 연구논문에서 처음으로 배회를 

“목적 없이 돌아다님 (aimless walking)" (Monsour 

& Robb, 1982; Snyder, Rupprecht, Pyrek, 

Brekhus, & Moss, 1978) 으로 정의하였으며， 최근 

에는 “반복적인 이동/보행 (locomotion) 으로 걷는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고， 가야할 경계선이 불분명한 

행동" (North American Nursing Díagnosis 

Association, NANDA, 2001 , pp. 206) 으로 정 의 

되어 졌다. Hope 과 Fairbum (1 990)는 재가 노인 

에서의 배회의 여러 요소에 관해 논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보행 활동 양의 증가， 혼자있기를 피함， 

일주기 의 변화 (diumal rhythm disturbance), 길찾 

야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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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력의 정도를포함한다. 비교적 최근， 배회에 관 

한 AIgase (1 999)의 4가지 축약된 정의는 배회를 

반드시 문제 행동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닌 배회의 

양상을 객관화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1) 빈 

도 (frequency)의 좀가 (AIgase, 1992; Satlin, 

Teicher, Lieberman, BaJ.dessarini, Volicer, et al., 

1991); 2) 배회의 서토- 다른 패턴 (pattern) (lapping, 

random , or pacing) (Algase, Kupferschmid, Beel

Bates, &: Beattie, 1997); 3) 경계 침범 (boundary 

transgressions) (Chafetz, 1990; Hwang, Yang, 

Tasi, &: Liu, 1997); 4) 걸찾기의 어려움 (deficits in 

navigations or way-finding) (Ballard, Mohan, 

Bannister, Handy, &: Patel, 1991; Hwang et a1., 

1997)을 포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배회 행동은 

목적없이 돌아다니는 문제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으 

며， 길을 잃어버림， 안전한 환경에서의 이탈， 다른 

사람의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등의 문제를 배 

회의 결과로서 정의하고 있다. 

배회자가 아닌 치료자나 부양자의 시각에서 보 

면 배회는 목적없이 돌이다니는 행동으로 보이지 

만， 치매 노인에서 배펴는 익숙한 환경을 찾으려 하 

는 등의 해결되지 않판 욕구 (Need)를 달성하기 위 

한 목적 있는 행동으보 이해 되어져야한다는 시각 

으로 또한 부상되고 있다 (A1gase, et a1., 1996). 

A1gase 등 (1 996)은 치매 노인에서 보이는 여러 

문제 행동， 즉， 배회， 공격적인 행동， 언어적 폭력/ 

문제를 기존에서 바라보는 문제적 또는 파국적 행 

동으로 보는 시각으로 부터 욕구가 해결 되지 않아 

서 나오는 지매 노인의 욕구 표현으로 보는 

Need-driven Dementia-compromised Behavior 

(NDB)로 해석 한다. 치매 노인에서의 배확 행동을 

이해하고 간호 중재를 개발하는데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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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배회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관 

점에서 배회를 억제하기 위해 물리적， 화학적 방법 

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특히 건축 분야에서 요양 시섣의 구조 

변경， 배회로 설치 등 환경적인 자극을 줄이면서 안 

전하고 치유적인 환경을 이용한 중재에 관심을 표 

명했다 (배지연 & 이경훈， 2004). 

2 치매 유병률 

치매와 고연령과의 상관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김귀분 등， 2006),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 사회로 

접어 들면서， 치매를 앓는 노인분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각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대상자 선정과 치매의 정의에 따라서 유병률에 차 

이가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2， 14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5% (우종인 등， 

1997), 경북 영일군에서 692명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11.3% (박종한 등， 1991)로 한국 노인의 

치매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 다른 연구에서 

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8.2~10.8%로 (Korean 

Nationa1 Statistica! Office, 2000)보고 하며， 전체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알츠하이머 형태의 치매는 

5.4%, 혈관성 치매는 2.0%로 (Lee, Lee, Ju, Lee, 

Kim, et al., 2002), 우리나라에서의 조사 연구를 

보면， 알츠하이머 형태의 치매가 혈관성 치매보다 

더 많이 보고 되고 있다 (박종한 등， 1991; 우종인 

등， 1997). 나라마다 치매의 종류 (알츠하이머， 혈 

관성， 다발성， 루이 바디체 등)별 유병률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일본 (Yamada, Sasaki, Mimori, 

Kasagi, Sudoh, et al., 1999) 과 미국내 거주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한 연구 (White, Pεtrovitch， 

Ross, et al., 1996) 에서 보이는 치매 유병률과 우 

리나라의 경우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배회 유병률 

인지 기능이 떨어진 치매 노인에서의 배회행동 

은 장기요양 시설 뿐아니라， 급성， 만성， 그리고 재 

가에서의 간호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표본집단， 연구에서 사용한 배회의 정의， 

대상자의 수， 배회 측정 도구 등에 따라 배회의 유 

병률은 상당히 큰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노인 

을 대상으로한 매회 유병률 조사는 아직 보고가 안 

되었으며， 이에 미국에서의 연구를 인용해 보면， 재 

가에 있는 주부양자의 보고를 이용한 연구에서， 2~ 

70% (Logsdon, Teπi， McCurry, Gibbons, 

Kukull, et al., 1998; Rabins, Mace, & Lucas, 

1982; Cohen-Mansfield, Wemer, Watson, & 

Pasis, 1995; Teri, Larson, & Reifler, 1988)로 보 

고하고 있다 요양 시설에 입원한 노인에서는 약 

4~24% (Keily, Morris, & Algase, 2000; 

Zimmer, Watson, & Treat, 1984)로 재가에 상주 

하는 노인 보다는 비교적 적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 

다. 이는 주로 요양시설은 배회를 할 수 있도록 배 

회로가 마련되어 있다먼지，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회 행동을 다른 활동으로 전환 시킬수 있 

기 때문에 재기에 상주 하는 노인 보다는 배회 유 

병률이 낮게 보고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 연구 보고 (Lee & Kwon, 1993; Oh, 1997)에 

따르면 재가에서의 배회는 58~73%를 보이고 있으 

나， 어떠한 측정 도구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보 

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배회 유병률은 파악하기가 

어 렵다. 재가 노인 69명을 대상으로한 Son, Song, 

& Lim (2006)의 연구에서는 타당성， 선뢰도가 입 

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대상자중 약 52%가 배회의 

중정도는 다르지만 어떤 형태의 배회든 주부양자의 

보고에 의해 배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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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회의 영향인자 

노인중에서도 비교적 젊은 연령의 노인， 인지 

기능이 더욱 떨어진 노인， 수면 장애가 있는 노인， 

치매에 걸리기전 좀더 활동적인 삶을 산 노인， 항정 

신계 약물을 사용하고， 여성 보다는 남성얀 경우 

(Gambassi, Lapane, Landi, Shadari, & Bemaberi, 

1999; Klein et a1., 1999)에 전형적인 배회 행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Lai & Arthur, 2003). 반 

면， Hope 등 (2001)은 배회 행위는 성별과는 무관 

하다고 발표했다. 치매에 걸리기 전의 생활 스타일 

(life style)은 배회와는 무관하게 나타났으나 

(Linton, Matteson, & Byers, 1997), Thomas 

(1 997)의 연구에서는， 치매에 걸리기 전의 성격 

(personality )이 외향적이며 ( extroversion), 마음 

에 들어하는 성격 (agreeableness)인 경우 배회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배회 관련 연구에서 여러 인자중 인지 기능장 

애는 배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입증되었다 (Algase, 1992; Hope, Keene, 

McShane, Fairbum, Gedling, et al., 2001; 

Kiely, Morris, & Algase, 2000; Logsdon et al., 

1998; Miller, Tinklenberg, Brooks, Fenn, & 

Yesavage, 1993).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일상 생 

활 동작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재가 

노인의 경우 배회행동을 더욱 보인 반면 (Son, 

Song, & Lim, 2006), 미국 요양시설 노인의 

8，98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능수행의 장 

애 (functional impairment)를 가진 노인에서 배회 

행동을 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가진 노 

인에서 배회가더 흔하다는보고가 있으며 (Thomas, 

1997; Klein et al., 1999), 사후 검증 진단 방법을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형이나 혈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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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다는 루이체 치매를 가진 노인에서 배회가 

흔하다는 보고가 있다 (Knuffman, Mohsin, Feder, 

& Grossberg, 2001).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치매의 형태와는 무관하다는 보고 (A1gase, Beattie 

& Bogue, 2000) 가 있으므로， 아직 까지는 배회와 

치매의 종류를 연딴짓기에는 뒷받침이 부족하다. 

5 배회의 부정적 결과 

배회의 부정적 결괴는 치매 노인에서뿐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뚜부C냥자나， 간호 제공자에게 신 

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치매 노인에 

서의 배회는 여러 J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데， 낙상 

의 우려， 골절， 안전치 못한 장소에서의 배회로 인 

한 사고는 사망으로 까지 연결된다 (Buchner & 

Larson, 1987; Cohen-Mansfie1d, Wemer, & 

Marx, 1991; Oh, 1997). 장기요양 시설에서의 배회 

행동은 노인의 낙상 (Cohen-Mansfield, Wemer, & 

Marx, 1991), 골절 (Buchner & Larson, 1987)과 상 

관관계가 아주 높게 나왔다. 재가 치매 노인에서의 

배회로 인한 낙상과 골절의 유병률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재가에서는 배회 행동을 물리적인 환경 방 

법으로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회로 인한 낙 

상과 골절은 요양시설 보다 더 높으리라 예상이 된 

다. 배회하는 치매 노인에서는 배회가 노인의 신체 

적 활동을 증진시키므로 긍정적인 변도 있다고 하 

는 설도 있으나， 대부분의 치매 노인에서의 감독되 

지 않은 배회는 펄요로 하는 활동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활동(걷기)을 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 식 

사시간을 거르는 것， 식사 도중 배회하기 위해 일어 

서서 나가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더욱 초래한다 

주부양자에게는 배회로 인한 노인의 사고를 우 

려하는 불안， 걱정이 있으며， 배회하려는 노인을 저 

지하거나 막으려는 노력으로부터 생기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있다. 실제， 노인이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의 불안감은 panic상태 에 까지 빠 

지게도 한다. 문화가 서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의 부 

양자 부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논문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치매 

노인의 문제행동이 부양자의 부담감에 가장 큰 영 

양을 미 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Given, King, 

Collins, & Given , 1988; Kramer, 1997; Kwon, 

1995; Picot, 1995; Miller, McFall, & Montgomery , 

1991; Son, Wyk1e, & Zauszniewski, 2003). 문제 행 

동에 속하는 것으로는 배회， 공격적 행동， 기억력 

저하로 인한 행동장애 등을 포함한다. 아직 배회 행 

동과 부양자의 부담감만을 본 연구는 없지만， Lee 

& Kwon (1 993)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가족 주 

부양자중 85%, 미국 주부양자중 40%가 “배회는 

문제이다”로 보고하였다. 

6 배회의 측정방법 

배회와 관련된 국 내외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각 연구마다 배회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고， 측정도 

구 또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도구를 사용하 

지 않은 것， 그리고 어떻게 배회가 측정되었는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Algasζ 

Beattie, Bogue, & Yao, 2001). 많은 연구에서 단 

순히 주부양자의 인식에 따라 배회자 (wanderer) 

또는 비배회자 (non-wanderer)로 분류가 되고 있 

다. 다음에서는 현재까지 연구에서 사용된 배회 측 

정 방법에 관해 고찰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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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찰 방법 (Observational r뻐하hod) 

배회의 측정 방볍에 따라 매회행동을 정의하면， 

비디오를 이용하여 장기 요양 시설에 입원한 배회 

환지를 관찰 후 배회의 지형학적 형태 (geographic 



pattem)에 따라 4가지로 분류를 하였다 (Martino 

Saltzman, Blasch, Morris, & McNeal, 1991). 

즉， 여러 지점을 거쳐 원을 그리 듯이 걷는 형태의 

보행 (lapping), 두 지점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형 (pacing), 무작위형 (random), 그리고 직접 

도달형 (direct)으로 분류하였다. Lapping형은 보 

행의 형태가 원을 그런 형태로 배회자가 시작한 시 

점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배회의 방향을 바꿀때 잠 

시 멈춤을 하거나 머뭇거리는 행위를 포함한다. 

Pacing 형은 두 지점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이며， 

무작위형은 일정한 방향이 없이 무작위로 왔다 갔 

다 한 형태를 말한다. 직접도달형은 현저한 주저함 

없이 가고자 하는 도달점에 곧바로 가는 형태를 일 

걷는다. 관찰 방법으로는 간단하게는 stop watch를 

이 용한 paper - pencil test (Algase, Beattie, 

Bogue & Yao, 2001)나 비디오로 배회 행위를 촬 

영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찰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 등이 있다. 관찰에서 얻어진 자료는 

적량적 분석이 가능하기에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2) 설문지를 이용한 방법 (Rating Scale) 

배회의 정도를 설문지를 이용하여 치매 노인의 

배회 행위를 잘 파악하고 있는 장기요양 시설의 간 

호 제공자나 재가의 가족 부양자에게 치매 노인의 

배회 행위 정도를 1 (전혀 아님)에서 5점 (항상 그 

렇다) 척도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법 이다. Algase 

와 그의 연구팀이 개발한 알게이스 배회 척도 

(Algase wandering scale) (Algase, Beattie, 

Song, Milke, Duffield, et al., 2004)와 개 정 알게 

이스 배회 척도 - 지역사회본 (Revised Algase 

Wandering Scale - Community Version) (Algase, 

Son, Beattie, Song, Leitsch, S. , & Yao, 2004)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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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개발된 배회 측정 도구에서 가장 널리 사 

용되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이다. 개정 

알게이스 배회 척도 - 지역사회본은 최근 Son등 

(2006)이 한국어로 번 역하고 한국 치매 노인을 대 

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가 발표되었 

다. 

개정알게이스 배회 척도 - 지역사회본은 총 39 

문항으로 6개의 domain으로분류된다: 지속적인 걸 

음 (persistent walking), 반복적 걸음 (repetitive 

walking), 공간척 방향상실 (spatial disorientation), 

이 탈행동 (eloping behavioη， 부정 적 결과 (negative 

outcome)와 식사 중 충동 (mealtime impulsivity)이 

다.39항목외에， 배회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1 문항 

(“어르신은 배회하는 사람이다.")이 추가되어 있다. 

도구의 타당도는 길 찾기 효능 (Way-finding 

effectiveness)도구 (Algase et al., in press)의 6개 

의 하위 영역 모두와 공간적 방향상실 영역과 상관 

관계를 (Negative correlation) (r = -.20 ~ -.57) 

보염으로서 구성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우리나라 재 

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on, Song, 

& Lim, 2006) 총 397H 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96이며， 하위 영역별로 보면， 부정적 결과 영역 

이 .82에서 지속적인 걸음 영역이 .93 으로 높은 신 

뢰도를 보고하고 있다. 최근 알게이스 배회 척도 

(Algase wandering scale)-version 2를 이 용하여 

우리나라의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 

23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염 은이， 2006)에서는 

총 23개 문항의 Cronbach’s alpha가 .90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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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치매 노인의 배회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선행 연구가 있은 후에는 배회 행동의 부정 

적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중재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치매 노인의 배회행위를 문제행동으로 인 

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치매 노인의 해결되지 않 

는 욕구의 표현으로 이해할 때， 배회를 중재하기 위 

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갖게 된다. 

최근 미국에서 배회팽동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줄일 수 있는 중재로서 비약물 요볍을 이용한 31 연 

구를 자세히 고찰한 Siders등 (2004)의 보고에 의 

하면， 크게 6가지 부분으로 중재를 분류혀고 있다. 

즉， 주관적 장애 (subjective barriers), 보행/운동과 

다른 활동 (walking/exercise and other activities), 

특수 환경 (specialized environment), 행동 기볍 
(behavioral techniques), 음악요법 (music)， 그리고 

경보기 이용 (alarm)이다. 이 고찰에서 얻은 결론은 

대체로 연구마다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인지 기 

능의 정도나 치매 진딴이 확실하지 않았고， 중재의 

효과를 보기 위한 연구로서의 연구 방법이 부적절 

하거나， 대상자의 수가 적어서 중재의 효과를 통계 

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점을 들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배회를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할 때 이미 선진국에서 보고된 연구의 제한점을 고 

려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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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n Wandering Behavior in Persons with Dementia 

Gwi-Ryung Son Hong, PhD, RN, CNS 1) 

In Korea, about 8.3% over aged 65 are suffering from Alzheimer’s disease or other type of dementia. 

Among dementia-related behaviors, wandering is the one of strongest factors on burden and stress of 

caregivers. On Lee and Kwon’s report with community living persons with dementia, upto 85% of 

caregivers reported wandering as a problem. Wandering is a frequently encountered problem in 

communities and long-term care facilities, but it is among least understood dementia- related behavior. 

Despite the prevalence of wandering, its significant adverse outcomes, and the increase in persons with 

dementia in Korea, no systematic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Korea. 

The purpose ofthis study is to review on literature related to wandering behavior among persons with 

dementia. The specific topics related to wandering are included: definition, the prevalence of dementia and 

wandering behavior, the influencing factor on wandering, outcomes of wandering behavior, and the 

measurement method. 

Wandering is defined as “ aimless walking" and “ Meandering, aimless or repetitive locomotion that 

exposes one to harm and is incongruent with boundaries, limits, or obstacles". Wandering is viewed as a 

problematic behavior, however, it has to be understood as need-driven compromised behavior. For example, 
wandering may be an expression of searching for familiar person and/or place. Recently, in Korea, there is 

an effort for establíshing the therapeutic environment for elders who are wanderers in long-term-care 

facilities. 

Cognitive impairment of persons with dementia is found to be a consistent factor on wandering 

behavior through many national and intemational studies. The adverse outcomes of wandering are serious 

problem in persons with dementia as well as their caregivers. The adverse outcomes include falls , fractures , 
getting lost, use of restraints, or even death. In fact, wandering is one ofthe major reasons for a patient to be 

institutionalized. 

For measurement ofwandering behavior, two methods are broadly used: observation using stop watch, 

and survey form. A revisεd instrument of the Korean version of AIgase wandering scale (κRAWS) is 

1) Associate Profiε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ε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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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Son, Song, & Lim, 2006) demonstrating valid and reliable 

instrument in measuring wandering behavior among persons with dementia who are residing in 

communities. K _ RA WS has a 39 items with six subscales including persistent walking, repetitive walking, 
spatial disorientation, εlopiing behavior, negative outcome, and mealtime impulsivity. 

ln conclusion, studies including the prevalence of wandering behavior and predictive factors on 

wandering should be conducted to understand wandering clearly before developing any types of 

mtervent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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