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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설에 거주하는 알츠하이머 혹은 혈관성 여성 치매노인 100명의 행동심리증상(BPSD) 발생빈도와
BPSD에 대한 간호제공자의 힘든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시설거주 치매노인의 90%가 한 가지 이상의 BPSD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설 간호제공자의 88%가 한 가지 이상의 BPSD에 대해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BPSD의
세부영역 중에, 공격성과 간호에의 저항 영역에서 발생 빈도와 시설종사자의 힘든 정도가 높았다. BPSD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BPSD의 발생빈도와 간호제공자의 힘든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우울이었다. 따라서 치매초기부터 BPSD를 모니터링하고 우울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치매노인의
BPSD 발생과 간호제공자의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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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일 : 200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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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하는 치매노인은 2007년에 2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2005),
4-5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100만 명이 넘는 가족

사회경제 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진보는 건
강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변화시키면서 고령화 사

들이 치매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치

치매는 DSM-Ⅳ(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매노인인구도 증가되어 65세 이상 노인의 10%, 85

1994)의 정의에 의하면 최소 두 개의 인지영역에서

세 이상 노인의 1/2 이상이 치매의 증상을 보이는

그 중 하나는 기억장애를 반드시 포함하는 기능저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Evans et al., 1989), 국내의

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알츠하이머

경우 201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8.3%가 치

를 비롯한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

매로 진행하며 2020년에는 9.0%가 넘을 것으로 추

매에서 모든 치매환자들은 인지기능 저하, 일상생활

정되고 있다(변용찬, 한영자, 이상헌, 박종한, 1997).

기능장애와 더불어 행동장애 증상을 동반한다(Banks

그리고 2005년에 36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는 것으

& Morley, 2003; Grossberg & Desai, 2003). 치매환자

로 추산되고(변용찬 등, 1997), 요양보호를 필요로

의 행동이상은 1980년대에 일부 연구가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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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Drevets & Rubin, 1989; Jackson et al.,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심리증상에

1989; Reisberg et al., 1987), 이것은 치매환자에서 인

대한 간호중재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이론이 확립

지기능 장애에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증상 또는 인지

되어 있지 못하여 그동안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어

기능 장애에 동반하는 증상으로 생각하였다(한설희,

왔다. 실제로 치매의 행동심리증상에 대해 국내 시

2004). 그러나 행동장애가 단순히 기억/인지기능장애

설종사자들은 언어적 토론을 통한 간호중재를 사

의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지기능 저하

용하거나 상황회피와 같은 소극적 방법을 사용하

와는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밝혀지면서 1990년

고, 행동제한이나 신체적 억제와 같은 강압적인 방

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BPSD의 원인과 관련요인을

법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인권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Beck et al.,

윤리적 측면에서 행동심리증상의 관리에 심각한

1998; Chemerinski et al., 1998; Cohen-Mansfield,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박희옥, 2002; 오진주,

Marx & Rosenthal, 1990; Finkel, Costa e Silva,

2000; 이영희, 2003).

Cohen, Miller & Sartorius, 1996; Kolanowski, Strand
& Whall, 1997).

치매의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일반
적인 공격유형 분석이나 간호제공자의 대처방안과

치매노인이 보이는 부적절하고 문제가 되는 행동

관리형태에 대한 조사와 일부 위험요인과 문제행

은 ‘agitation', ’dysfunctional behavior', 'aggressive

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 불과하였다(강영실,

behavior', 'disruptive behavior', 'problematic

2000; 박희옥, 2002; 이성욱, 2004; 이영희, 2003).

behavior'로 학자에 따라 여러 개념으로 표현되고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치매 노인의 행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다가 1996년 국제정신의학회

동심리증상의 발생빈도와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간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 IPA)는

호제공자의 힘든 정도(distress)를 파악하고, 이에 영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시설 간호서비스 프

of Dementia, BPSD)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이것

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은 치매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각, 사고내용, 정
동 혹은 행동 증상을 일컫는다(Finkel, 2000).
치매노인을 돌보는 사람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은 행동심리증상들이다. 즉 치매는 점차적

Ⅱ. 이론적 배경

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기억력 장애와 언어장
애를 가져오고 중기 이후에는 우울을 비롯한 정신

1. 치매의 행동심리증상

적 증상과 폭력, 비명, 의심, 욕설 등의 물리적, 언
어적 공격행위와 배회, 일몰증후군 등의 부적절한

수년 동안 학자들은 행동심리증상과 관련된 요인

행동문제들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심리증상

들을 규명함으로써 간호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은 가족에게 정신적, 신체적 부양부담감을 안겨주

노력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행동심리증상

고 경제적인 문제도 가중시키게 되어 가족들의 삶

을 측정하기 위한 retrospective design이나 표준화된

의 질을 저하 시킨다(권중돈, 1996). 또한 환자를

도구의 부족과 같은 중요한 방법론적인 제한점을 가

돌보는 의료진과 간호직원에게도 큰 부담을 주게

지며(Chemerinski et al., 1998), 행동심리증상의 일부

되어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시설 간호의 질을 저

분 즉 공격행동, 수동성, 반복행동, 배회 등에 한정하

하 시키는 요인이었다(오진주, 2000; Miller, 1997).

여 연구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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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 의하여 측정되어 행동심리증상을 단순 비교

Deutch, Bylsama, Rovener, Steele & Folstein, 1991;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동심리증상

Jackson et al., 1989; Teri, Larson & Reifler, 1988),

은 ‘agitation', 'aggression', 'disruptive behavior'에

대부분 인지수준이 저하됨에 따라 행동심리증상이

중점을 두고 불안 초조 등을 포함한 정신적 증상과

증가한다고 주장되었다(Sloane et al., 1998; 심용수

물리적 공격, 비명, 반복적 행동 등 비정상적인 행위

둥, 2005).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인지수준과 공격

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어 왔다.

행위 간에 관련이 없었고(Ryden, Bossenmaier &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의사의 치료는 주로 약물치

McLachlan, 1991), 인지수준과 정신행동증상 간에도

료이다. 그러나 치료는 부작용과 약물에 잘 반응하

관련성이 없었다(Chan, Kasper, Black & Rabins,

지 않는 행동심리증상이 존재하고(Parnetti, Amici,

2003).

Lanari & Gallai, 2001), 약물을 투여 할 수 없는 상

행동심리증상과 기능수준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황 등으로 약물학적 치료의 한계가 있어(Teri et al.,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능수

2000) 광 치료, 활동 프로그램, 아로마 등의 비약물

준의 저하로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학적 접근이 함께 시도된다(박건우, 2004).

Living, ADL)의 의존성이 증가하면 행동심리증상
이 증가하였다(Beck et al., 1991; Sloane et al.,

2. 행동심리증상과 관련된 요인

1998; Spector & Jaskson, 1994). ADL 의존성은 음
성적 초조 행위와 정의 관계를 가지며(Beck et al.,

행동심리증상은 치매의 초기단계나 말기단계에서

1998), 초조행위의 수준은 신체적 손상이 진행됨에

는 비교적 드물고 다양한 증상들은 주로 중기의 치

따라 증가한다(Sloane et al., 1998). Spector &

매환자에서 나타난다(한설희, 2004). 예측 가능할 정

Jackson(1994)은 식사하기, 용변 등의 독립성의 상

도로 비율적으로 감소하는 인지기능저하와는 달리

실은 행동심리증상을 증가 시키므로 ADL 역기능

행동심리증상의 발생은 치매의 정도와 무관하게 발

의 예방은 시설에서 행동심리증상을 예방할 수 있

생하여 행동심리증상과 인지기능 장애는 발병원인

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Ryden 등(1991)은 기능

이 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한설희, 2004), 행

수준과 공격행위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동심리증상은 환자 자신과 환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

치매 환자에서 우울의 발생률은 연구마다 차이가

나 유병기간에 따라 그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

있으나 major depression의 비율은 5-15%, minor

관련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

depression은 25%이고 우울 경향을 보이는 환자는

다(Shinosaki, Nishikawa & Takeda, 2000).

50%에 이른다고 한다(Greenwald, 1995). 선행연구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치매노인의 행동심리증상은

의하면, 치매 환자의 슬픈 얼굴 표정은 공격적 행동과

인지수준이나 기능상태, 다른 질병요인과 같은 개인

정의 관계가 있으며(McShane, Keene, Fairburn,

적 요인과 치매노인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나 조직

Jacoby & Hope, 1998), CSDD(Cornell Scale for

특성, 사회 심리적 환경이 다차원적으로 상호 작용

Depression in Dementia)로 측정한 중등도 우울은 물

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Werezak & Morgan,

리적 공격 행위와 강한 관련성을 가진다(Lyketos et

2003).

al., 1997).

초기의 많은 연구들에서 인지수준은 행동심리증

Cohen-Mansfield 등(1990)도 치매행동과 환경요

상과 관련성이 있었고(Beck, Rossby & Baldwin,

인이 관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장해(disturbing)

1991; Beck et al., 1998; Cohen-Mansfield et al., 1990;

가 되는 문제행동의 수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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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더 부족하다고 하여 사회심리적 환경요인과

2. 연구도구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1) 행동심리증상

지역사회 치매노인 중 공격행위를 보인 환자의
40.4%는 발병 전 공격성향을 가졌던 것으로 과거의

행동심리증상은 김경애(2003)가 개발한 시설 치

공격성과 치매환자의 공격행동과 관련성이 있었고

매노인의 문제행동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

(Ryden, 1988), 다른 유사 연구에서도 공격성이 과거

다. 이 도구는 BPSD를 발생 빈도와 시설종사자의

성격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Kolanowski et al.,

힘든 정도(distress)를 모두 파악하도록 구성되어 있

1997).

고, 총 25문항이며, 세부 영역별 문항 수는 공격성 6
문항, 초조성 6문항, 간호에의 저항 5문항, 신체증상
3문항, 정신신경증상 5문항이다. BPSD의 발생빈도

Ⅲ. 연구방법

는 각 항목을 없음(0점), 드물게(1점), 종종(2점), 항
상(3점)으로 측정하여 합산하였고 점수범위는 0점
에서 75점이다. BPSD의 대한 간호제공자의 힘든 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도(distress)는 비발생 혹은 전혀 힘들지 않음(0점),
약간(1점), 중간(2점), 심함(3점)으로 측정하여 합산

본 연구대상은 S시가 무료로 운영하는 일개 노

하였고 점수범위는 0-7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전문요양시설의 거주자 중 본 연구대상자 선정

BPSD의 발생빈도나 시설종사자의 힘든 정도가 높

기준에 부합되는 치매노인 100명이며 자료수집기

다. BPSD의 발생빈도는 정정심(2004)의 연구에서

간은 2006년 7월 10일부터 7월 23일이었다. 연구대

Cronbach's Alpha는 0.85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

상자 선정기준은 여성, 65세 이상, 시설 거주기간

빈도로 측정한 BPSD는 Cronbach's Alpha가 0.89이

이 1개월 이상, DSM-Ⅳ(APA, 1994) 기준으로 알츠

었고, 시설종사자의 힘든 정도로 파악한 BPSD는

하이머 치매 혹은 혈관성 치매로 의사로부터 진단

0.87이었다.

을 받은 자, active psychosis 혹은 neurological
disorder가 없는 자, metabolic disorders가 없는 자
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의무기록 검토와 설문조사
를 병행하였다. 인구학적 특성과 상병 특성은 연구
자가 의무기록지를 검토하여 파악하였다. 행동심리
증상과 우울은 해당 시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간
병인 26명이 구조화된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식으
로 작성하였고,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 치매
퇴화척도는 해당 시설 간호사 2인이 작성하였다.
간병인 26명의 평점자간 일치도는 파악하지 못하
였으나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시간의 교
육과 측정실습을 실시하였으며 해당시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간병인이 실제 간병하고 있는 노인만
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일상생활수행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은 Mahoney & Barthel(1965)이
개발한 BADL(Basic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한 도구(박종한, 손형석, 조
성완, 1995)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식사, 목욕,
세면, 대변, 소변, 옷차림, 화장실 사용, 이부자리,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최고점은 1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
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박종한
등(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0.95였
으며 정정심(2004)의 연구에서는 0.94였다. 본 연구
에서는 0.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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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기능

1주일간을 기준으로 하여 없음(0), 경미 혹은 간헐적

인지기능은 권용철과 박종한(1989)이 Folstein 등

(1), 자주 혹은 중증(2)으로 평가한다. CSDD 점수가

(1975)이 개발한 MMSE를 한국 노인들에게 사용할

12 이상인 경우는 중등도의 우울증의 증거가 있는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검사

것으로 보며 8-11점수의 분포는 경미한 우울증으로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를 사용

본다(Harwood, Ownby, Barker & Duara, 1998).

하여 교육수준이 무학인 경우는 교정하여 측정하

Harwood 등(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였다. 이 도구는 지남력, 기억등록, 기억회상, 주의

0.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0.84이었다.

집중 및 계산, 언어기능, 이해 및 판단 영역으로 구
성되며 최고점은 30점이고 24점 이상인 경우는 정

3. 자료 분석방법

상으로 판별하고 20-23점은 치매의심, 19점 이하는
확정적 치매이다.

4) 치매퇴화척도
Reisberg 등(1982)에 의해 개발된 전반적 퇴화척
도(global deterioration scale, GDS)는 치매가 의심
되는 환자나 치매로 진단된 환자의 임상 양상 및

자료 분석은 SAS 9.02를 사용하여 치매종류와
행동심리증상과의 관련성은 χ2 test 혹은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단변량별 행동
심리증상과의 관련성은 t-test, 피어슨 상관관계 분
석과 ANOVA를, BPS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심각도를 7단계로 평정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이를
통해서 시간에 따른 환자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서 치료의 경과나 예후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

Ⅳ. 연구결과

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3단계는 경미한 인지장애
를, 4단계는 중등도의 인지장애를, 5단계는 초기치
매의 인지장애를, 6단계는 중기치매의 인지장애를,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기능적 특성

7단계는 말기치매의 인지장애를 의미한다. 본 연구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83.1(±7.2)세이고 최

에서는 3-4단계를 초기로 5-6단계를 중기로 7단계

저연령은 67세이고 최고연령은 97세이었다. 교육수

를 말기 치매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준은 무학인 경우가 전체의 65%를 차지하였다. 치

5) 우울

매치료와 관련된 약물은 42%가 복용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우울 정도를 사정하기 위하여 치매 환자

는 0-19이었다. MMSE-K 점수로 판단한 확정적 치

에게 민감성이 높은 검사로 알려져 특히 치매노인의

매(19점 이하)는 84%, 치매의심(20-23점)과 정상(24

우울 사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CSDD(Cornell Scale

점 이상)은 16%이었다. 치매퇴화척도는 치매 중기

for Depression in Dementia)(Alexopoulos, Abrams,

인 5단계와 6단계의 환자가 64%로 과반수이상을

Young & Shamoian, 1988)를 한국치매협회(2005)에

차지하고 있었으며 치매 초기인 3-4단계와 말기인

서 번역한 치매조호평가지를 사용하였다.

7단계는 각각 27%, 12%이였다. 우울은 중등도 우

이 도구는 우울, 불안, 수면장애, 무력감의 4개영
역 19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에 대해 지난

일상생활수행능력은 평균 10.7점(6.8)이었고 범위

울(12점 이상)이 15%, 경미한 우울(8-11점)은 12%,
정상(7점 이하)이 7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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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자의 치매 상병의 종류는 알츠하이

0.82, 수면방해 0.66, 불평 0.65, 고집 0.61, 용변간호

머 치매가 71%, 혈관성 치매가 29%이었다. 본 연

저항 0.60, 신체적 폭력 0.56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신체․정신적 기능과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빈도로 측정한 세부항목별

관련된 변수들과 치매상병 종류와는 통계적으로

행동심리증상은 치매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2).
간호제공자의 힘든 정도로 파악한 행동심리증상
은 총점평균이 9.7점(±8.9)이었고, 범위는 0-39이었

2. 행동심리증상의 특성

다. 전체문항 평균(3점 환산)은 0.39점(±0.36)이었

각 항목의 발생빈도를 합산하여 측정한 BPSD총

다.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간호제공자의 힘든 정도

점 평균은 12.3점(±12.6)이었고 범위는 0-56점이었

의 항목별 평균은 고함/큰소리 0.69, 화냄/욕함

다. 전체문항 평균(3점 환산)은 0.49점(±0.43)이었

0.67, 수면방해 0.58, 용변간호저항 0.56, 고집 0.55,

다. 연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의

신체적 폭력 0.54 순으로 높았다. 간호제공자의 힘

발생빈도의 평균으로 파악한 행동심리증상은 전체

든 정도로 측정한 세부항목별 행동심리증상도 치

항목 중에서 무관심이 1.1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매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고 다음으로 고함/큰소리 0.83, 화냄/욕함

지 않았다(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신체․정신적 기능
2

전체(n=100)
m±sd or n(%)

알츠하이머형(n=71)
m±sd or n(%)

혈관성(n=29)
m±sd or n(%)

t or x
or P

p

83.1(±7.16), 67-97

84.1(±6.5), 68-97

80.8(±8.3), 67-97

1.89

0.07

무학

65(65.0)

45(63.4)

20(69.0)

초졸 이상

35(35.0)

26(36.6)

9(31.0)

0.28

0.60

42(42.0)

29(40.9)

13(44.8)

0.13

0.71

구분
연령(year)
교육수준

치매약물복용 여부
복용
비복용

58(58.0)

42(59.2)

16(55.2)

10.7(±6.8), 0-19

10.9(±6.8), 0-19

10.3(±6.8), 0-19

0.37

0.71

확정적 치매(19≥)

84(84.0)

59(83.1)

25(86.2)

0.221)

1.0

비확정적 치매(20≤)

16(16.0)

12(16.9)

4(13.8)

초기(3-4단계)

27(27.0)

23(32.4)

4(13.8)

중기(5-6단계)

64(64.0)

40(56.3)

21(72.4)

3.62

0.16

말기(7단계)

12(12.0)

8(11.3)

4(13.8)

0.011)

0.18

일상생활수행능력(BI)
인지기능(MMSE-K)

치매퇴화척도(GDS)

우울(CSDD)
정상(7≥)

73(73.0)

48(67.6)

25(86.2)

경미(8-11)

12(12.0)

10(14.1)

2( 6.9)

중등도(12≤)

15(15.0)

13(18.3)

2( 6.9)

1)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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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행동심리증상의 발생빈도와 힘든 정도

전체
(n=100)
1. 신체적 폭력

발생빈도(M(SD))

힘든 정도(M(SD))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n=71)

(n=29)

(n=71)

(n=29)

t

전체
(n=100)

발생빈도와 힘든 정도 간의
상관관계(r)
t

2. 자해

0.45(0.78) 0.37(0.64) 0.66(1.04) -1.69 0.38(0.68) 0.32(0.60) 0.52(0.83) -1.30
0.31(0.63) 0.32(0.65) 0.28(0.59) 0.36 0.34(0.77) 0.34(0.73) 0.34(0.86) -0.04

격 4. 화냄/욕함

0.82(0.93) 0.83(0.91) 0.79(0.98) 0.18 0.67(0.80) 0.72(0.83) 0.55(0.74) 0.94

성 5. 고함/큰소리

0.83(0.97) 0.83(0.94) 0.83(1.07) 0.02 0.69(0.91) 0.69(0.87) 0.69(1.00) 0.00

6. 무시하는 말

0.47(0.77) 0.51(0.83) 0.38(0.62) 0.75 0.37(0.73) 0.44(0.81) 0.21(0.49) 1.43

영역평균

8. 반복 행동
초 9. 반복 질문
조 10. 소음 발생
성 11. 불평
12.모으기/숨기기
영역평균

간호

0.57(0.61) 0.57(0.62) 0.51(0.60) -0.07 0.50(0.58) 0.58(0.61) 0.47(0.52) 0.30 0.83*

(n=29)

0.83*

0.84*

0.84*

0.79*

0.94*

0.98*

0.86*

0.89*

0.42(0.77) 0.38(0.74) 0.52(0.83) -0.81 0.34(0.73) 0.32(0.73) 0.38(0.73) -0.34
0.44(0.82) 0.46(0.86) 0.38(0.73) 0.47 0.34(0.68) 0.34(0.67) 0.34(0.72) -0.04
0.45(0.90) 0.52(0.92) 0.28(0.84) 1.24 0.28(0.59) 0.35(0.66) 0.10(0.31) 1.95
0.65(0.87) 0.75(0.89) 0.41(0.78) 1.76 0.46(0.77) 0.51(0.79) 0.34(0.72) 0.95
0.49(0.93) 0.52(0.91) 0.41(0.98) 0.52 0.31(0.66) 0.30(0.57) 0.34(0.86) -0.33
0.48(0.54) 0.53(0.57) 0.36(0.41) 1.31 0.34(0.40) 0.37(0.45) 0.28(0.40) 0.87 0.83*
0.33(0.79) 0.35(0.78) 0.28(0.84) 0.44 0.23(0.57) 0.25(0.58) 0.17(0.54) 0.65

14.의복간호저항

0.48(0.86) 0.51(0.88) 0.41(0.82) 0.49 0.48(0.88) 0.52(0.92) 0.38(0.78) 0.73

15.용변간호저항

0.60(0.94) 0.62(0.92) 0.55(1.02) 0.33 0.56(0.94) 0.55(0.89) 0.59(1.05) -0.18

영역평균

(n=71)

0.45(0.86) 0.54(0.92) 0.24(0.64) 1.57 0.29(0.61) 0.34(0.65) 0.17(0.47) 1.24

13. 투약거부

에의
16. 목욕저항
저항
17. 고집

(n=100)

혈관성
치매

0.56(0.84) 0.56(0.81) 0.55(0.95) 0.06 0.54(0.89) 0.55(0.86) 0.52(0.99) 0.16

공 3. 기물파손

7. 배회

전체

알츠하이머
치매

0.46(0.88) 0.51(0.92) 0.34(0.77) 0.83 0.50(0.96) 0.54(0.98) 0.41(0.91) 0.57
0.61(0.88) 0.59(0.89) 0.66(0.90) -0.32 0.55(0.83) 0.55(0.86) 0.55(0.78) -0.01
0.50(0.61) 0.52(0.63) 0.48(0.66) 0.49 0.46(0.62) 0.45(0.59) 0.42(0.53) 0.44 0.95*

18. 수면 방해

0.66(0.93) 0.69(0.92) 0.59(0.98) 0.50 0.58(0.90) 0.63(0.93) 0.45(0.83) 0.93

신체 19. 식탐/이식

0.28(0.67) 0.30(0.66) 0.24(0.69) 0.37 0.26(0.63) 0.30(0.68) 0.17(0.47) 0.89

증상 20. 부적절한 성표현 0.13(0.54) 0.14(0.54) 0.10(0.56) 0.31 0.07(0.33) 0.07(0.31) 0.07(0.37) 0.02
영역평균

정신

0.36(0.48) 0.38(0.47) 0.33(0.46) 0.62 0.30(0.43) 0.31(0.49) 0.23(0.37) 1.08 0.86*

21. 무관심

1.10(1.18) 1.04(1.16) 1.24(1.24) -0.76 0.51(0.64) 0.48(0.63) 0.59(0.68) -0.76

22. 안절부절

0.55(0.87) 0.59(0.89) 0.45(0.83) 0.75 0.45(0.76) 0.48(0.79) 0.38(0.68) 0.59

23. 낯설어 함

0.09(0.40) 0.08(0.41) 0.10(0.41) -0.21 0.05(0.26) 0.04(0.26) 0.07(0.26) -0.46

신경
24. 환각
증상
25. 의심

영역평균
전체항목 평균
* p<0.001

0.37(0.80) 0.41(0.79 0.28(0.84) 0.75 0.21(0.48) 0.24(0.49) 0.14(0.44) 0.96
0.30(0.66) 0.31(0.67) 0.28(0.65) 0.23 0.24(0.57) 0.25(0.60) 0.21(0.49) 0.37
0.48(0.50) 0.49(0.50) 0.30(0.30) 0.17 0.29(0.32) 0.47(0.50) 0.38(0.36) 0.32 0.74*

0.71*

0.81*

0.49(0.43) 0.51(0.43) 0.40(0.36) 0.63 0.39(0.36) 0.45(0.42) 0.35(0.35) 0.72 0.88*

0.88*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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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심리증상의 발생빈도와 간호제공자의 힘든

90%는 한 가지 이상의 행동심리증상을 나타냈고,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0.88(p<.001)로

시설 치매노인 간호제공자의 88%는 한 개 이상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각 세부영역별 상관계수도

항목에서 행동심리증상에 대해 1점(약간) 이상으로

0.7이상(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를 보였고, 특히 간호에의 저항 영역은 상관계수가

행동심리증상의 발생빈도가 드물게(1점), 종종(2

0.95(p<.00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3).

점), 항상(3점)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발생한 것으로

한 개 이상의 항목에서 1점(드물게) 이상인 경우

측정하였을 때, 전체항목의 평균 발생률은 29.6%이

를 발생한 것으로 측정하였을 때, 본 연구대상자의

었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무관심 55%이었

1)

<표 3> 행동심리증상의 발생율

발생빈도
힘든 정도
알츠하이머 혈관성
알츠하이머 혈관성
전체(%)
2
전체(%)
p
(N=100) 형 치매(%) 치매(%) x /P
(N=100) 형 치매(%) 치매(%)
(n=71)
(n=29)
(n=71) (n=29)
⑧
⑧
⑧
⑧
⑧
⑩
36.6
31.0
0.28
0.60
32
35.2
24.1
1. 신체적 폭력
35
⑤
2. 자해
30
28.2
34.5
0.39
0.53
28
25.4
34.5⑤
3.
기물파손
22
22.5
20.7
0.04
0.84
21
22.5
17.2
공
51②
53.5①
44.8②
0.62
0.43
50①
53.5①
41.4②
격 4. 화냄/욕함
성 5. 고함/큰소리
49③
50.7③
44.8②
0.28
0.60
47②
49.3②
41.4②
⑩
⑩
⑧
⑩
32.4
31.0
0.02
0.90
26
29.6
17.2
6. 무시하는 말
32
영역평균
37
37.3
34.5
34
35.9
29.3
7. 배회
26
31.0
13.8
3.16
0.08
22
25.4
13.8
0.85
0.36
23
21.1
27.6⑥
8. 반복 행동
28
25.4
34.5⑤
27
28.2
24.1
0.17
0.68
25
25.4
24.1⑩
초 9. 반복 질문
23
28.2
10.3
3.69
0.05
22
26.8
10.3
조 10. 소음 발생
④
④
⑩
⑥
⑤
⑩
성 11. 불평
49.3
27.6
3.96* 0.047
34
38.0
24.1
43
12.모으기/숨기기
27
31.0
17.2
1.97
0.16
23
25.4
17.2
영역평균
29
32.2
21.3
25
27.0
19.5
13. 투약거부
18
21.1
10.3
1.62
0.20
16
18.3
10.3
14.의복간호저항
29
31.0
24.1
0.47
0.49
29⑩
31.0
24.1⑩
간호 15.용변간호저항
36.6⑧
27.6⑩
0.75
0.39
32⑧
33.8⑨
27.6⑥
34⑨
에의
27
29.6
20.7
0.83
0.36
26
28.2
20.7
저항 16. 목욕저항
⑤
⑧
④
④
⑥
②
17. 고집
39
38.0
41.4
0.10
0.76
38
36.6
41.4
영역평균
29
31.3
24.8
28
29.6
24.8
18. 수면 방해
39⑤
42.3⑤
31.0⑧
1.09
0.30
36⑤
39.4④
27.6⑥
18
19.7
13.8
0.49
0.48
17
18.3
13.8
신체 19. 식탐/이식
증상 20. 부적절한 성 표현
5
5.6
3.5
6
7.0
3.5
0.322) 0.67
영역평균
21
23.0
16.1
19
21.1
15.0
①
①
①
③
③
①
21. 무관심
55
53.5
58.6
0.22
0.64
44
42.3
48.3
22. 안절부절
36⑧
39.4⑥
27.6⑩
1.26
0.26
33⑧
35.2⑧
27.6⑥
정신 23. 낯설어 함
6
5.6
6.9
0.062) 0.81
4
2.8
6.9
신경
24.
환각
21
25.4
10.3
2.80
0.09
18
21.1
10.3
증상
25. 의심
19
19.7
17.2
0.08
0.77
18
18.3
17.2
영역평균
27
28.7
24.1
23
23.9
22.1
전체항목 평균
30
27
1) 발생빈도 혹은 힘든 정도가 1점(드물게 혹은 약간)이상인 경우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 발생율
2) Fisher's exact test
* p<0.05

x2/P

p

1.16
0.85
0.35
1.21
0.52
1.63

0.28
0.36
0.56
0.27
0.47
0.20

1.60
0.49
0.02
3.23
1.77
0.76

0.21
0.49
0.90
0.07
0.18
0.38

0.162)
0.47
0.37
0.60
0.20

0.39
0.49
0.55
0.44
0.66

1.26
0.21
0.212)

0.26
0.77
0.65

0.30
0.54
0.262)
1.62
0.02

0.58
0.46
0.58
0.20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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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음으로 화냄/욕함 51%, 고함/큰소리 49%,

등이었다(표 2-3). 대부분 공격성, 간호에 대한 저

불평 43%, 고집39%, 수면방해 39%, 안절부절 36%,

항, 초조성 영역에 속하는 행동심리증상이 높게 나

신체적 폭력 35% 순으로 나타났다. 행동심리증상

타났다.

의 발생률이 낮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한 성
표현 6%, 낯설어 함 6%, 투약거부 18%, 식탐/이식

3. 일반적 특성과 행동심리증상과의 관련성

18%, 의심 19%이었다. 치매상병 종류와 발생빈도
로 측정한 각 항목별 행동심리증상의 발생은 대부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과 행동심리증상은

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사소한 일에 불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알츠하이머형

평한다’는 항목만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혈관성 치

치매와 혈관성 치매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동

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표 3).

일하게 행동심리증상은 일반적 특성과 통계적으로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간호제공자의 힘든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약간(1점), 중간(2점), 심함(3점)으로 응답한 경우를
발생한 것으로 측정하였을 때, 항목별 행동심리증

4. 신체적, 정신적 기능상태와 행동심리증상

상의 발생률은 화냄/욕함 50%, 고함/큰소리 47%,

과의 관련성

무관심 44%, 고집 38%, 수면방해 36%, 안절부절
33% 순으로 높았다. 시설종사자의 힘든 정도로 파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인지기능은 행동심리증상과

악한 각 항목별 행동심리증상의 발생은 치매상병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우울정도는

종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표 3).

행동심리증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행동심리증상의 발생빈도와 간호제공자의 힘든

(p<0.001). Scheffe's test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도 우

정도에 대한 발생율과 평균 모두 높은 항목은 화냄

울등급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알츠하이머형

/욕함, 고함/큰소리, 고집, 수면방해, 신체적 폭력

치매에서 행동심리증상은 정상 우울보다 중등도

<표 4> 일반적 특성과 BPSD와의 관련성
전체
(n=100)
M
r/t/F
(SD)
연령(year)

p

발생빈도
알츠하이머형
(n=71)
M
r/t/F p
(SD)

0.11 0.27

혈관성
(n=29)
M
r/t/F
(SD)

0.12 0.30

전체
(n=100)
p

M
r/t/F
(SD)

0.05 0.78

p

힘든 정도
알츠하이머형
(n=71)
M
r/t/F p
(SD)

0.05 0.64

혈관성
(n=29)
M
r/t/F
(SD)

p

0.07 0.59

-0.03 0.88

10.8
(8.2) 0.79 0.43

8.5
(8.4) -0.17 0.87

교육수준
무학

13.1
(10.6)

초졸 이상

10.8
(10.6)

1.01 0.31

13.8
11.5
10.1
(10.7) 1.10 0.27 (10.5) 0.19 0.85 (8.3)
10.9
(10.7)

10.7
(11.2)

9.0
(10.1)

0.55 0.58

9.0
(10.3)

9.1
(10.3)

치매약물
복용여부
복용
비복용

14.4
15.1
12.8
10.9
9.0
-1.54 0.13
-0.70 0.49
-1.23 0.22
(10.8)
(10.1)
(12.5)
(9.4)
(8.8)
1.66 0.10
1.13 0.26
10.8
11.1
10.0
8.8
11.7
(10.4)
(11.0)
(8.9)
(8.6)
(9.2)

9.1
-0.21 0.84
(9.9)
8.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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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신체적, 정신적 기능상태와 행동심리증상과의 관련성
전체
(n=100)
M
r/t/F
(SD)
(p)

발생빈도
알츠하이머형
(n=71)
M
r/t/F
(SD)
(p)

혈관성
(n=29)
M
r/t/F
(SD)
(p)

전체
(n=100)
M
r/t/F
(SD)
(p)

힘든 정도
알츠하이머형
(n=71)
M
r/t/F
(SD)
(p)

혈관성
(n=29)
M
r/t/F
(SD)
(p)

0.10
(0.31)

-0.13
(0.29)

-0.05
(0.79)

0.15
(0.13)

-0.19
(0.11)

-0.07
(0.73)

10.9
-1.80 (9.5)
(0.08) 6.2
(4.4)

9.2
-1.69
-0.71
(8.7)
(0.10)
(0.48)
5.8
(10.2)

일상생활수행능력(BI)
인지기능(MMSE-K)

13.1
13.8
-1.89
(10.8) -1.62 (11.3)
(0.06)
(0.11) 7.5
8.4
비확정적 치매(20≤)
(9.1)
(4.9)
확정적 치매(19≥)

11.3
(9.5)

10.4
-0.05
(9.2)
(0.96)
11.0
6.1
(17.6)
(5.9)

우울(CSDD)
정상(7≥) (A)

8.7
(7.0)

9.1
(7.2)

8.0
(6.7)

경미(8-11)(B)

16.3
(8.7)

28.7† 14.1
(<.001) (7.5)

중등도(12≤)(C)

26.5
(13.9)

25.1
(14.4)

36.0
(1.4)

20.3
(11.5)

19.8
(12.3)

23.5
(3.5)

Scheffe's test

A≠B, A≠C,
B≠C*

A=B, A≠C,
B≠C*

A≠B, A≠C,
B=C*

A≠B, A≠C,
B=C*

A=B, A≠C,
B≠C*

A≠B, A≠C,
B=C*

16.5†
27.5
(<.001)
(4.9)

6.9
(6.4)

24.1†
13.8
(<.001)
(7.5)

7.2
(6.5)

6.2
(6.3)

13.7†
25.5
(<.001)
(6.4)

22.0† 11.4
(<.001) (5.2)

15.0†
(<.001)

* p<.05, †p<.001

우울이, 경미한 우울보다 중등도 우울에서 통계적 <표 6> BPS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정상과 경미한 우울은 유의
구분

한 차이가 없었다(p<0.05). 혈관성 치매에서는 정상
우울보다 경미한 우울이, 정상우울보다 중등도 우

알츠하이머치매
연령

높았고 경미한 우울과 중등도 우울 간에는 유의한

교육수준(무학)

차이가 없었다(p<0.05, 표 5).

초졸 이상
치매약물복용
(비복용)
복용

BPS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PSD의 발생빈도와 간호
제공자의 힘든 정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이었다. 우울은 정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
미한 우울(p<0.01)과 중등도 우울(p<0.001)에서 모
두 행동심리증상이 증가하였다(표 6).

t

힘든 정도
p

β

t

p

상병(혈관성 )

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동심리증상의 점수가

5. 행동심리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생빈도
β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
(비확정적치매)
확정적 치매
우울(정상)
경미
중등도
상수
2
Adj R
F
*p<.01, †p<.001

-1.41 -0.72 0.474

-0.63 -0.36 0.719

- 0.19 1.51 0.135 - 0.07

0.63 0.532

-1.58 -0.81 0.420 --0.26 -0.15 0.883

- 1.99 1.09 0.277 - 0.47

0.29 1.123

-0.03 -0.23 0.816 --0.12 -1.01 0.314

- 3.60 1.50 0.137 - 3.32

1.56 0.123

- 7.86* 2.95 0.004 - 7.13* 3.02 0.003
-17.6† 7.10 <0.0001 -13.22† 6.02 <0.0001
-9.82 -0.78 0.439
0.39
8.35†

-2.66 -0.24 0.813
0.30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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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세부 영역별로는 공
격성, 간호에의 저항, 초조성의 영역이 높은 편이
었다.

치매노인의 행동심리증상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
은 치매의 치료와 예후 및 이들을 간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치매 노인의 행동심리증상의 발생빈도와 이로 인
한 시설종사자의 힘든 정도를 조사한 결과, 90%의
환자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BPSD를 나타냈고,
88%의 시설 간호제공자가 한 가지 이상의 BPSD로
인해 힘들다고 호소했다. 치매노인의 행동심리증상
은 발생률이 매우 높아 서구에서는 요양원 거주자의
80~90%에서, 지역사회 치매노인의 40~50%에서 나
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Allen-Burge, Sevens &
Burgio, 1999; Beck & Vogelpohl, 1999). 국내에서는
요양원 치매노인의 74%에서 공격행동이 나타난다
고 보고 된 바 있고(오진주, 1998), 알츠하이머병 환
자의 100%, 피질하 혈관성 치매환자의 93%가 한 가
지 이상의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감안해 볼 때(고석범, 양동원, 정성우, 최영빈, 김범
생, 2002), 치매환자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심리증상
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행동심리증상을 보이고 이로 인해 시설 간호인력들
의 부담감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BPSD 발생빈도와 BPSD로 인한 간
호제공자의 힘든 정도를 평균으로 측정하여 치매
종류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혈관성과 알츠하이머
형 치매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심용수 등
(2005)의 연구에서도 중등도 치매에서는 혈관성 치
매에서의 BPSD가 더 높게 나타나지만, 유병률, 심
각도에서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고석범 등
(2002)의 연구에서도 혈관성과 알츠하이머형에서
BPSD는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행동심리증상의 항목별 발생률은 무관심 55%,
화냄/욕함 51%, 고함/큰소리 49%, 불평 43%, 수면
방해 39%, 고집 39%. 안절부절 36%, 신체적 폭력

본 연구에서 행동심리증상의 발생빈도와 간호제
공자의 힘든 정도 간에 상관계수가 0.88이었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세부 영역 중에서는 간호에
의 저항 영역이 상관계수가 0.99로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BPSD의 빈도, 심각도
등은 모두 간호 인력의 부담감(burden)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Sourial, McCusker,
Cole & Abrahamowicz, 2001). BPSD에 대해 시설종
사자들은 격리, 신체적 억제, 행동제한, 야단치거나
때리는 등 부정적 대처를 하고(박희옥, 2002; 이영희,
2003),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은 학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혜순, 2002). Kayser-Jones(1991)는 심
리사회적 환경이 노인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인간적인 관계 즉 간호제공
자와 환자의 결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설에서 대상자의 BPSD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더불어 시설 간호제공자에게 심리적 ․교육
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시설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설 거주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
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학자들은 행동심리증상의 예측인자를 밝
히고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
여 왔다. 연령, 성, 신체적 기능수준 등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인지
수준, 우울, 발병 전 성격, 물리적, 심리적 환경 등
의 요인은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all & O'Connor, 2004).
심용수

등(2005)의

연구에서

행동심리증상

(NPI-Q의 총 심각도 점수)은 인지수준이 낮을수록,
치매가 진행될수록, 기능수준이 의존적일수록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탈억제, 과민/불안정
등의 보호자 고통정도가 높게 조사 된 바 있고,
Beck 등(1998)은 MMSE가 가장 파괴적 행위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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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예측인자로 보고하면서 MMSE 점수가 높은

ADL 역기능의 예방은 시설에서 행동심리증상을 예

경우 물리적 공격행위가 적었고, 우울할수록 파괴

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Ryden 등

행위의 발생이 높았다.

(1991)은 기능수준과 공격행위는 관련성이 없다고

본 연구에서 행동심리증상의 발생빈도와 간호제

보고하였으며 Beck 등(1998)은 ADL 의존성은 음성

공자의 힘든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설

적 초조행위와 관련된다고 하였고 Deutch &

명변인은 우울이었다.

Rovner(1991)는 폭력이나 비명과 더 크게 연관된다

최근 다른 연구에서도 우울이 치매 환자의 공격

고 하여 대조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ADL과

행위와 가장 강력하게 연관됨을 보고한 바 있다

BPSD는 관련이 없었다. 이것은 향후 환자의 독립성

(Ralph, Mary, Heather & Margaret, 2006). 치매에

상실정도와 치매 질환에 따른 BPSD의 관련성에 대

서 우울증의 병태생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

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울증상이 치매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부정적 영

본 연구는 일개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치매노인

향을 미친다는 점은 일관되게 보고 되고 있다(김성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연구결과를 전체 치매노

윤, 2004). 환자의 우울증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

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

고(Gonzalez-Salvador et al., 2000), 일상생활 수행

서는 남성을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BPSD나 치매

능력을 떨어뜨리며 공격성의 증가, 조기 시설입소

질환별, 치매 단계별 한국인의 BPSD의 양상을 분

를 증가 시키고(Lyketsos et al, 1997), 환자의 사망

석하고 관련요인을 규명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

률이나 자살률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로 사료된다.

다(Rubio et al., 2001).
치매 노인의 행동심리증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서는 치매초기부터 행동심리증상을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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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 of Dementia(BPSD)
among Dementia Elderly in an Institutional Setting
Kim, Kyung Sook․Choi, Eun Sook*․Park, Sung Ae
Seoul National University․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 of Dementia(BPSD) and
its associated factors among dementia elderly in an institutional setting.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and medical record review from 100 dementia elderly in a long term care
facility. The prevalence on the frequency of BPSD was 90% and the prevalence on the carsgivers distress
of BPSD was 88%. Among domains of BPSD, aggression and resistance on nursing care were highly scored.
The factor effecting on both the frequency of BPSD and the caregiver distress of BPSD by the logistic
regression was depression. We conclude that BPSD monitoring and depression intervention from early
dementia are important strategies to decrease the frequency of BPSD among dementia elderly and reduce
the burden of their caregivers.
Key words: BPSD, dementia elderly, dep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