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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기억 장애와 경도 인지 장애의 신경인지기능 특성 비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파티마병원 심리학과

강미애⦁백용매

The Neurocognitive Function Between the Patients Who had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Mi-Ae Kang, MS, Yong-Mae Baek, PhD

Department of Psychology, Deagu Fatima Hospita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orea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of neurocognitive function in patients with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and in those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Methods: Patients with complaints of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were categorized into subjective memory impair-
ment (SMI, n=42)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n=42) based on their scores in the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and Clinical Dementia Rating and the neurologist’s diag-
nosis and evaluation. The neuro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rating between the SMI and the MCI groups were 
compared using the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and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Results: The SMI group showed normal concentration, visual-spatial construction ability, and depression and deficits 
in the processing of memory consolidation through the delay test of verbal learning. The MCI group also showed no 
deficits in concentration but showed impairments in delayed recall and recognition test of verbal learning, visual mem-
ory test, and frontal lobe/executive functions.
Conclusion: The MCI group showed more distinctive neurocognitive deficits in delayed recall and recognition test of 
verbal learning; encoding, storage, and retrieval of visual memory; and naming ability compared to the SMI group.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and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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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과학과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고

(여성; 83.29세, 남성; 76.54세, 통계청 생명표, 2008), 우리 

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만들었다.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노년기를 원하고 있으나,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뇌 관련 퇴행성 질환이 증가

하게 되었고, 아직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어 이에 

관한 관심과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간이 수행하던 많은 일들이 기

계가 대신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기계의 발달은 새로운 정보를 직접 기억하기보다 검색하는 행

위로 대체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

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의존은 기억력 감퇴나 인지적 

둔화, 건망증을 경험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이 기억력 장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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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아닐까 하는 염려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수가 늘

어나고 있다.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내원하는 환자들은 실제로는 기억

력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내원하는 사람과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을 받는 실

제 기억력 결함을 지니고 있는 환자들로 구분되는데, 임상 면

접만으로는 이 두 부류의 환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특성과 인지기능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정보나 지표를 축적 한다면 환자 이해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환자 중 주관적 기억력 장애(sub- 

jective memory impairment, SMI)는 객관적 기억력 검사에

서 수행이 정상 범주이나 자신의 기억력이 저하되었다고 주관

적으로 호소하는 상태를 말한다1). 최근 이처럼 스스로 기억력

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는 환자는 60세 이상에서 60%나 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또 정상적인 노화와 알쯔하이머 

초기에 해당하는 과도기적 인지 장애를 보이는 경도 인지 장애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3,4).

SMI는 초기 치매와 관련되며 객관적 인지기능의 저하를 반

영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2,5). 반면 SMI는 인지

기능 저하보다는 정서적 문제인 우울이나 불안, 성격적 특성, 

교육 수준과 더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6,7). 

이처럼 SMI의 인지기능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상태인데, 불일치에 대한 이유로는 연구 도구로 사용된 

신경심리 검사들의 차이와 연구 대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주관적 기억 장애의 평가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점도 불일치한 결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8). 따라서 

SMI가 MCI와 치매의 이환을 예측하는 요소인지, 아니면 SMI

와 MCI가 완전 별개의 특성인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MCI는 정상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를 지칭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Petersen 등9)이 제시한 진단 기준을 보면, MCI는 

환자나 보호자의 보고에서 기억저하에 대한 호소가 있고, 일

상생활 활동이 양호하고,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으

며, 연령과 교육 기간을 통제했을 때 비정상적 기억력을 보이

나 치매는 아닐 때 정의된다. 그리고 MCI 환자 중 연간 약 

15%가 치매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9) 치매의 조기 발

견 및 예방에 있어서 MCI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 

후 Petersen10)은 MCI에 대한 연구를 통해 MCI를 더욱 세분

화하였고, 다른 연구자들도 기억성 경도 인지 장애(amnestic 

MCI, aMCI)가 비기억성 경도 인지 장애(nonamnestic MCI, 

naMCI) 보다 치매 이행이 높고, 기억성 다영역 경도 인지 장

애(amnestic multiple domain MCI, a-multiple MCI)가 기억

성 단일영역 경도 인지 장애(amnestic single domain MCI, 

a-single MCI) 보다 치매로 잘 이행된다는 결과를 밝혔다11-13). 

특히 최근에는 MCI의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치료적 개

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더불어 치매에 대한 염려로 

젊은 환자들도 내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신경심리학적 특징

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14).

MCI가 알쯔하이머병의 전구 증상이거나 초기의 임상 상태

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초

기 기억 장애 증상이 변연계의 신경병리학적 변화와 관련이 

있고, 결국은 알쯔하이머병으로 진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나15), 연구 축적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알쯔하이머병

의 전구증상을 가지고 있는 MCI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하며, SMI와 MCI 사이의 관련성 및 차이성을 밝혀내야 치매 

환자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MI와 MCI의 핵심 증상은 기억력이다. 기억력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여 저장한 뒤 인출하는 일련의 연속 과정

이며, 다양한 저장고로 구성된 기억 구조라 할 수 있다. 기억 

과정은 정보의 부호화(encoding), 저장(storage), 인출(retrie- 

val)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16). 부호화는 기억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물리적 속성을 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속성으로 변화시키는 말초의 감각 기관에서 시작된다16). 

따라서 감각/지각 능력이 손상되거나 자극에 대한 주의집중력

에 문제가 있으면 부호화 단계에서 결함이 생겨 기억 장애가 

야기된다. 기억의 저장은 학습이 끝나면서부터 시작되거나, 

또는 학습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날 때에는 학습과 병행하

여 진행된다. 기억이 쉽게 파괴되지 않는 형태로 저장되기까

지는 시간이 걸리며, 이 시간 동안 의존적인 기억 저장 과정을 

기억의 응고화(consolidation)라 한다. 기억이 응고되기 전에

는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여 기억을 파괴할 수도 있고, 

향상시킬 수도 있다. 즉 부호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기억 저장에 문제가 생기면 기억 장애가 야기된다. 또한 기억 

정보의 인출 단계에서 실패를 하면 기억 장애가 일어나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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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증거로는 뇌 손상으로 인한 역행성 기억상실증(retro- 

garde amnesia)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기억구조로서 정보

의 지속 기간과 저장 용량을 기준으로 감각기억(sensory me- 

mory), 단기기억(STM; short-term memory), 장기기억(LTM; 

long-term memory)으로 구분할 수 있다16). 그렇다면 SMI와 

MCI 환자들은 기억 과정의 세 단계인 부호화, 저장, 인출 과

정에서 어떤 인지적 결함이 있는가, 이에 대한 연구는 SMI와 

MCI 환자의 기억 결함의 차이와 치료적 접근에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자가 살펴 본 관련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MCI

와 알쯔하이머(성) 치매(AD; Alzheimer’s dementia) 환자의 

신경심리기능에 대한 변별 연구가 많았으며3,14,15), 주관적 

기억 문제 호소와 객관적 인지기능 저하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8)를 찾아볼 수 있었다. 외국 선행 연구에서는 SMI의 객관

적 인지기능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신경심리검사의 특

성, 연구 대상과 주관적 기억 장애 호소를 평가하는 방법의 

차이들로 연구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5,6,17). 또한 MCI에 대

한 AD 전구 단계와 관련된 연구9)와 MCI의 유형에 대한 연구
10)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SMI와 MCI의 인지기능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인지기능 결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억력 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와 임상적 면담을 통하여 SMI, MCI로 분류

하고, 신경심리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환자가 주관적으

로 느끼는 기억력 문제와 객관적 인지기능 간에 어떤 관련 변

인들이 있는지, 또 인지 결함의 특성 및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상

본 연구는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구파티마병원 

신경과를 내원한 환자 중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84명의 환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관적 기억 장애군(SMI)은 주관적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며 자발적으로 내원한 환자들 중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27점 

이상, Clinical Dementia Rating (CDR) 0점,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20점으로 치매가 아닌 정상 범주에 속하는 환자 

42명이었다. 경도 인지 장애군(MCI)는 Petersen 등9)이 제시

한 진단 기준, 즉 보호자 및 환자에게 기억력 장애가 관찰되

고, 연령에 비해 객관적으로 저하된 기억력을 보여 주지만 전

반적인 인지기능은 보존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치매가 아닌 집단으로 K-MMSE 24점 이상, CDR 0.5점 

이하, ADL 20점에 해당하는 환자 42명이었다.

2.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여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 신경심리 평가가 의뢰된 환자 중 임상 심리학자가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임상 심리전공 석사 

이상의 심리학자가 선별 검사인 K-MMSE, CDR, ADL을 실시

하여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를 면담 정보와 종합하여 신

경과 전문의가 SMI와 MCI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하여 분류된 

환자들 중 인지기능 장애와 관련 있는 신경학적 장애 환자나, 

감염성 뇌질환, 두부 외상, 갑상선질환, 알코올중독 또는 물질 

남용, 내과적 문제 및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력, 청력 및 

언어 장애를 가진 환자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력과 연령을 

근거로 대응 표집(matched sampling)하여, 최종 SMI군과 

MCI군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SMI군과 MCI군의 신경인지 기

능과 우울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신경심리 검사와 우울 척도를 

실시하였다.

3. 검사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우선 환자를 SMI와 MCI로 분류하

기 위하여 K-MMSE, CDR, ADL를 실시하였고, 분류된 두 집

단의 신경인지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베터리 검사인 서울신

경심리 검사(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SNSB)와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를 실시하였다. SMI와 MCI군의 신

경인지 기능은 서울신경심리 검사로 5가지 인지영역인 주의

집중력, 언어능력, 시/공간구성능력, 언어적/시각적 기억력, 

전두엽/집행기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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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MMSE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는 30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

로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과 계산능력, 언어와 시공간구

성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 30점을 

만점으로 23점을 치매 진단의 기준점으로 삼는다.

2) CDR

CDR을 통해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사회

적 활동, 집안생활과 취미활동 등 6개의 인지적/행동적 범주

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치매 임상 단계를 5단계로 평정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6가지 영역 중 기억력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정상 범주는 0-0.5점이며 치매 진단의 기준점은 1

점이다.

3) 일상생활 수행능력

기초적인 자조 능력에 대한 평가로 Barthel ADL index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일상생활에서의 대 ․소변, 씻기 관련, 식사, 

보행 등 자기 관리와 관련된 능력을 평가하였다. 총 20점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4) 신경심리검사

(1) 주의집중력: 숫자 바로/거꾸로 외우기 검사(Digit Span 

Test forward & backward)

일련의 숫자를 1초 간격으로 한 숫자씩 불러주는데, 처음 

시작은 숫자 3개로 시작하여 숫자의 수가 1개씩 더해져서 7단

계까지 숫자를 듣고 바로 외우도록 지시하며, 거꾸로 외우기

는 불러준 역순으로 외워서 말하게 한다. 청각적으로 제시되

는 언어적 자극에 대한 일시적 주의집중능력과 지속적인 주의

집중력을 평가한다.

(2) 언어기능: 한국판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Korean-Boston 

Naming Test)

“손”에서 “코뚜레”까지 쉬운 항목에서 어려운 항목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60개의 흑백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한 이름 대기 능력을 측정

한다. 이 검사는 대상과 대상의 명칭에 대한 개념의 연결성을 

측정하는 기억검사이다.

(3) 시/공간기능: 레이복합도형 검사(Rey Complex Figure 

Test, RCFT)의 모사

연필과 지우개를 제시하고 Rey 도형이 그려져 있는 기록용

지를 보여주고 그대로 모사하게 한다. 복잡한 도형에 대한 시

지각 및 시공간구성 능력, 그리고 분석 능력을 측정한다.

(4) 기억력: 서울언어학습 검사(Seoul Verbal Learning 

Test)와 레이복합도형 검사(RCFT)의 즉각 및 지연회상, 

재인 과제

언어적 기억력 검사는 12개의 단어를 불러주고 즉각 회상

을 3회 실시하고, 20분 뒤 지연 회상을 측정하며, 재인과제는 

12개 제시 단어를 포함하여 총 24개의 단어를 제시하여 처음 

제시된 단어를 찾는다. 이 검사는 제시된 정보에 대한 즉시적 

기억과 지연회상, 그리고 기억된 정보를 대상들과 변별하는 

인지기능을 측정한다. 시각적 기억력 검사는 Rey 도형 모사 

후 바로 다시 그리게 하고, 20분 뒤 다시 그리게 하며, 재인과

제는 조각난 부분의 24개의 도형 중 Rey 도형에 포함되는 것

들 중에서 찾게 한다. 이 검사는 주로 시각적 자극 정보에 대

한 부호화와 기억저장 및 인출 능력을 측정한다.

(5) 전두엽/집행기능: 통제단어연상 검사(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의 의미적 단어 유창성과 음소

적 단어 유창성. 한국판 색상 글자 스트룹 검사(Korean- 

Color Word Stroop Test)

통제단어연상 검사는 범주 유창성 검사에서 “동물”, “가게 

물건” 이름을 1분 동안 제시한 후 회상한 단어 수를 측정하고,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는 “ㄱ, ㅇ, ㅅ”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수를 측정한다. Stroop Test에서는 글자와 다른 색을 읽게 하

여 충동 통제와 관련된 전두엽/집행기능을 평가한다.

각 검사의 점수는 표준 점수인 z점수를 사용하고 -1이하를 

인지 장애로 평가한다. 전반적인 인지기능 평가는 K-MMSE와 

CDR을 통해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활동, 집안생활과 취미활동 등 6개의 인지적/행동적 범주에 

대한 평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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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SMI and MCI groups

Characteristic SMI MCI t

Gender (male:female) 18:24 18:24 –

Age (yr) 65.33±5.75 65.43±5.79 –0.08

Level of education  8.95±2.62  8.38±2.49  1.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MI,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MCI, mild cognitive im- 
pairment.

Fig. 1. Age distribution of SMI and MCI groups. SMI, subjec-
tive memory impairment;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Fig. 2. Distribution of educational year of SMI and MCI groups.
SMI,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5) 노인우울검사

우울과 관련된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노인우울척도(GDS)

를 실시하였다. 총 30문항이며, 절단점은 19점 이상이다.

4. 통계 분석

SMI와 MCI군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두 집단 간 남 ․녀 비율, 연령, 학력 등

을 대응 표집하였다. SMI, MCI 두 집단 간 신경심리 평가 결

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t 검증을 실시하였고, 집단 내 상대적

인 인지기능 손상에 대해서는 z점수 -1점 이하인 인지 기능을  

비교함으로써 인지기능의 결함을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

은 IBM SPSS ver. 19.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윤리검증은 대구파티마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

회의 승인(승인번호: DFH14ORIO229)을 받았다.

결   과

1. 인구사회학  변인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정보는 Table 1에서 나이와 학력 평

균을 제시하였으며, Fig. 1에서는 나이 분포와 Fig. 2에서는 

학력 분포를 제시하였다. SMI군과 MCI군의 남 ․녀 비율은 남자 

18명, 여자 24명씩, 총 84명이었으며, 두 집단의 평균 연령은 

SMI군 65.33세, MCI군 65.43세, 교육 연수는 SMI군 8.95년, 

MCI군 8.38년으로 두 집단 간에 인구학적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두 집단의 신경심리학  특징 비교

SMI와 MCI 집단의 신경심리평가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우선 각 개인의 여러 인지 기능들 중 일반 노인들에 비해 어떤 

영역에서 결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Z점수가 -1점 이하

인 영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SMI군은 언어학습 검사 중 

즉시적 기억과 재인과제에서는 기억 결함이 나타나지 않았으

나, 지연회상 검사에서만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MI 집단이 청각적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단순파지보다 비교

적 장기간 정보저장이 요구되는 기억저장에서만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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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cognitive functions and depression between SMI and MCI groups

Variable SMI MCI t

Attention
  Digit span: forward 0.01±1.15 –0.33±0.82  1.59
  Digit span: backward 0.54±2.40 –0.48±1.64  2.27*

Language function
  Korean-Boston Naming Test 0.04±1.18 –1.07±1.71  3.48**

Visuospatial function
  Rey Complex Figure Test: copy 0.23±1.30 –1.10±2.47  2.86
Memory
  Seoul Verbal Learning Test: immediate recall –0.89±0.91 –1.26±0.96  1.86
  Seoul Verbal Learning Test: delayed recall –1.02±1.11 –1.88±1.54  2.95**

  Seoul Verbal Learning Test: recognition –0.41±1.08 –1.17±1.18  3.09**

  Rey Complex Figure Test: immediate recall –0.42±1.26 –1.01±1.22  2.21*

  Rey Complex Figure Test: delayed recall –0.39±1.23 –1.08±1.36  2.44*

  Rey Complex Figure Test: recognition –0.06±0.82 –0.89±2.11  2.38*

Frontal/executive functions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semantic word (animal) 0.13±1.56 –1.10±0.94  4.02***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semantic word (supermarket) –0.20±1.02 –0.96±0.86  3.69***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phonemic word (Giut+Iung+Siut) –0.26±1.17 –0.73±0.85  2.07*

  Korean-Color Word Stroop Test: color reading –0.52±1.37 –1.34±1.78  2.38*

  Geriatric Depression Scale (raw score) 15.64±7.36 17.86±7.09 –1.4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MI,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p<0.05. **p<0.01. ***p<0.001.

기억저하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MCI 집단의 Z점수 

-1점 이하에 해당되는 영역은 언어기능 중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레이복합도형 검사의 시공간 구성기능 및 즉각/지연 검

사에서 뚜렷한 결함이 관찰되었고, 언어학습 검사에서는 즉각/ 

지연/재인을 측정하는 모든 영역에 결함이 있었다. 또한 전두

엽/집행 기능에서는 통제 단어연상 검사인 동물에서, 그리고 

스트룹 검사에서는 색상 검사에서 결함이 있었다. 이는 MCI군

은 일반 노인에 비해 언어학습 능력과 시공간구성 능력, 전두

엽/실행기능 등 여러 인지기능에 뚜렷한 결함이 있음을 의미

한다. 

다음으로 SMI과 MCI 두 집단 간 인지기능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의 집중력을 측정하는 검사에서

는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에서 t(82)=2.27, p<0.05로, 언어

기능 중에서는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에서 t(82)=3.48, p<0.01

로 MCI 집단이 SMI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 그리고 기억력 언어학습 검사에서는 

지연검사 t(82)=2.95, p<0.01, 재인 검사에서 t(82)=3.09, 

p<0.01로, MCI 집단의 수행 저하가 있었고, 레이복합형 검사

에서는 즉각 회상 t(82)=2.21, p<0.05, 지연회상 t(82)=2.44, 

p<0.05, 및 재인 검사에서 t(82)=2.38, p<0.05로 MCI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행저하를 보였다. 또한 전두엽/집행기능

에서는 통제단어 연상 검사의 동물과 t(82)=4.02, p<0.001, 

슈퍼마켓에서 t(82)=3.69, p<0.001, 그리고 음소에서 t(82)= 

2.07, p<0.05 유의한 수행 저하가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스트룹 검사는 색상에서 t(82)=2.38, p<0.05로 MCI 집단이 

유의한 수행저하를 보였다. 그러나 시공간 구성능력과 노인

우울검사에서는 SMI 집단과 MCI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공간 구성능력과 정서적 우울에서

는 MCI 집단과 SMI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언어학습, 

주의집중력, 전두엽/집행기능 등 여러 인지기능에서 MCI 집

단이 SMI 집단에 비해 뚜렷한 인지기능 결함이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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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SMI와 MCI 집단의 신경심리학적 평가와 우울검

사, 일상생활검사를 통해 인지기능의 특성 및 결함의 차이와 

우울정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이에 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우선 SMI와 MCI 집단의 여러 인지기능을 집단 내 비교를 

통해 상대적 수행 저하를 살펴보았다. SMI의 신경심리평가 결

과를 z점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기억력을 측정하는 검사에서

는 언어학습검사의 지연회상에서만 -1점 이하로 평가되었다. 

즉, SMI 집단은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청각적 자극에 대한 

즉시적 학습과 기억 인출은 양호하나 정보에 대한 장기간의 

저장에서만 상대적으로 수행 저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SMI 집단이 일상생활에서 청각적으로 제시되는 정보에 

대한 파지와 저장에서의 결함으로 건망증과 같은 인지문제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MCI 집단의 신경심리학적 평가 결과를 z점수를 통

해 분석한 결과,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와 레이복합도형 검사

의 모사단계, 언어학습검사의 즉각/지연/재인 검사의 모든 영

역, 레이복합도형 검사의 즉각/지연 검사, 통제 단어연상 검사

의 동물 영역, 스트룹 검사의 색상에서 z점수 -1점 이하를 

보이고 있어 언어기능, 시공간기능, 기억력, 전두엽/집행기능 

등 여러 인지기능에서 뚜렷한 인지기능 결함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MCI 집단은 여러 인지기능을 5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을 때 주의집중력 영역을 제외한 4가지 영역에서 상

대적으로 인지 결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SMI 집단

은 단지 청각적 자극에 대한 기억 저장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서 건망증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MCI 집단은 언어기능, 

시공간기능, 기억력, 전두엽/실행기능 등 여러 인지영역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MCI 집단의 기억력 저하

가 치매로의 이행과 진행에 대한 예측인자가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특히, MCI로 진단받은 환자가 연간 치매로의 진행률 

15% 수준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9,14)는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SMI와 MCI 집단의 인지 결함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알

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의 신경심리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

해 보았다.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영역

을 살펴보면, 첫째, 주의 집중력에서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

에서 MCI 집단이 SMI 집단에 비해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 이

는 단순 주의력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으나 작업 기억에

서 흔히 관여하는 주의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집중력에서 

MCI 집단이 SMI 집단에 비해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언어적 기억력에서 청각적 정보에 대한 부호화 과정

을 제외한 기억저장과 인출, 그리고 시각적 기억에서는 부호

화, 저장과 인출 모두에서 MCI 집단이 SMI 집단에 비해 뚜렷

한 기억력 손상이 있었다. 이는 MCI 진단 이후 치매로 진행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서 인지기능 검사에서 치매로 진행

된 환자들이 언어적 기억력과 시각적 기억력 및 이름 명명 검

사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는 Kim 등18)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언어/관련 기능에서 이름대기 능력과 통제단어연상 

검사에서 MCI 집단이 SMI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행을 보였으며, 특히 통제 단어연상 중 동물과 슈퍼에서 가

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MCI 집단과 SMI 집단을 진단 

분류하는데 있어서 통제 단어연상 검사 중 의미 유창성 능력

검사가 민감하고 변별력이 높은 검사임을 시사한다.

넷째, SMI와 MCI 집단의 비교에서 따라 외우기를 통해 측

정한 단순 주의력, 레이복합도형 검사의 모사능력을 통해 측

정한 단순 시공간구성능력, 그리고 언어학습의 즉각적 회상에

서 두 집단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서적 우울에

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간에 나타난 단순 주의력과 시공간구성능력, 언어학습 검사의 

즉각적 회상 검사, 그리고 우울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는 

현상이 두 집단 간의 진단적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는 SMI와 MCI 집단

의 인지기능의 차이는 단순 주의력이나 모사(copying)능력, 

즉각적 회상과 같은 단순 과제보다 정신적 조작이나 더 복잡

한 문제해결 능력과 인지적 방략이 요구되는 과제에서 MCI 

집단이 SMI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분명한 인지 결함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우울을 통제한 상태

에서 두 집단의 인지 기능의 차이를 밝힌 Youn2)의 연구 결과

를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SMI와 MCI의 신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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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능 영역에서의 특징적인 차이와 결함을 밝혀낼 수 있었다

는 점이다. 즉 선행 연구에서는 SMI 집단과 MCI 집단의 치매

로의 진행률과 심리학적 특징을 주로 살펴보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베터리 신경심리검사(SNSB)를 시행하여 SMI와 MCI 

집단에 대한 신경심리검사 영역에서의 차이와 SMI와 MCI 집

단의 임상적 특성을 검사 항목에 따라 비교할 수 있었다는 점

이다. 특히 기억력에서 언어학습검사의 지연/재인, 통제단어

연상 검사의 동물/슈퍼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차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임상 현장에서는 이런 검사를 통해 분류 

진단할 경우 임상적 예언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SMI와 MCI의 임상적 특성을 토대로 치료적 개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SMI에서 주관

적 기억력 저하에 대한 신호는 언어적 기억 저장에 문제가 시

발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언어적 학습

에서만 기억력 저하를 보이는 환자들에게는 기억력 향상을 위

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청각적 자극에 대한 기억저장과 관

련된 응고화 과정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인지기능의 재활

이나 치료에 더 긍정적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인구학적 변인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대응 표

집을 통해 통제한 후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인지적, 

심리 사회적 변인의 오염 효과를 배제함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나타나는 두 집단 간 인지적 특성의 차이를 보다 분명히 규명

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SMI와 MCI의 

환자의 수가 많지 않아 결과의 일반화의 가능성에 다소 제한

점이 있으며, MCI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기에도 환자의 

수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억력 저하

의 발병 시기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병 시기와 인

지기능저하의 연관성을 알 수 없었다. 셋째, 종단 연구의 필요

성이다. 즉 본 연구에서 논의된 SMI와 MCI의 영역 간 차이가 

시간에 따른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SMI군과 MCI군 환자에게 나타난 인지기능 

결함의 차이에 근거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기억력 

향상 여부를 측정한다면, 근거에 기반한 인지향상 훈련 프로

그램의 효과 검증과 임상적 적용에 가능성을 알아보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요   약

연구배경: 본 연구는 주관적 기억력 장애와 경도 인지 장애 

환자의 신경인지기능을 비교함으로써 두 집단 간 신경인지기

능 결함의 특징적인 차이와 진단에 필요한 변별지표를 밝히고

자 하였다.

방법: SMI 집단은 주관적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며, 자발적

으로 내원한 환자들 중 K-MMSE 27점 이상, CDR 0점, ADL 

20점, 기억력 검사에서 정상 범주에 속하는 환자는 42명이었

다. MCI는 보호자 및 환자에게 기억력 장애가 관찰되고, 연령

에 비해 저하된 기억력 장애가 있지만, 전반적인 인지기능은 

보존되어 있고, 대부분의 생활기능들이 손상되지 않은 사람으

로 K-MMSE 24점 이상, CDR 0.5점, ADL 20점에 해당하는 

환자는 42명이었다. 두 집단을 대상으로 서울신경심리검사

(SNSB)를 사용하여 신경인지기능인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시공간구성능력, 언어 ․시각적 기억력, 전두엽/집행기능과 우

울 수준을 비교하였다.

결과: SMI는 단순 주의력과 시공간구성 능력, 우울의 저하

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언어학습 검사의 지연검사에서만 수행

저하가 있었다. 이에 비해 MCI는 단순주의력을 제외한 언어

학습능력과 시각적 기억력, 전두엽/집행기능에서 뚜렷한 인지

기능 저하가 관찰되었고, 특히 언어학습 검사의 지연회상과 

재인검사, 시각적 기억에서 부호화와 저장, 인출, 그리고 이름 

명명 능력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한 신경인지기능 결함이 관찰

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신경심리검사(SNSB)를 시행하여 SMI와 

MCI 집단의 신경인지기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MCI 집단이 

SMI 집단에 비해 언어학습 검사의 지연/재인, 통제단어연상 

검사의 동물/슈퍼에서 보다 분명한 결함이 관찰되었다. 이는 

SMI와 MCI 집단 모두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지만 MCI 집단이 

보다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인지결함을 나타낸다는 사실과 신

경심리검사의 소 검사를 통해 MCI와 SMI를 진단 분류할 경우 

변별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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