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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이하 AD)은 오늘날 치

매의 주된 원인이고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커

다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1) Apolipoprotein E(이

하 APOE)는 ε2, ε3, ε4의 세 가지 주된 대립유전자들 중의 

한 쌍으로 이루어지며 서로 다른 6가지 유전형으로 구성되며 

이들 유전자의 발현 빈도는 인구 집단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그 중 ε4는 APOE의 신경세포 보호기능 정도

가 낮아서 신경세포의 퇴행 방지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5) AD의 경우 ε4 대립유전자 빈도는 40% 정도로 정상

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APOE ε4 대립유전자는 연령과 더불어서 만발성(late onset) 

AD의 가장 높은 위험인자 중 하나이고 치매의 발병 연령에도 

영향을 미치며 동형접합체(homozyote)일 경우의 평균 발병

연령이 이형접합체(heterozygote)일 경우에서보다 10년 정도 

이르게 발병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 또한 ε4 대립유전자

는 AD와 더불어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의 위험인자로도 알려져 있다.9)

국내 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의심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APOE ε4 대립유전자 유무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에 대

한 연구에서 75세 이하인 대상군에서 APOE ε4 양성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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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목록회상 검사의 수행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낮았다.10) 

그러나 이 연구는 횡단면적 연구여서 ε4의 전향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어려웠다. 또한 AD의 진행 속도를 결정하는 인

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확실히 이해되지 못하

고 있으며11) ε4 대립유전자가 베타아밀로이드(beta-amyloid)

와 신경섬유농축체(neurofibrillary tangle)를 축적시키는 생화

학적 기전을 통하여 인지 저하를 빠르게 한다는 제안이 있으

나12) 이 또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AD 환자들에서의 APOE ε4 대립유전자에 대한 연

구가 횡단면적인 연구에 그치고 인지기능의 감퇴 속도에 대한 

의견도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APOE ε4 대립

유전자와 관련되어 국내에서 진행된 전향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여서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

다. 본 연구는 국내 지역사회 AD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

고 APOE ε4 대립유전자의 발현 여부에 따라 인지기능의 저

하 정도나 속도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인지 영역에 차이

를 보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위한 전향적인 연구이다.

방      법

대상군의 선정 및 방법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보건복지부 치매 조기검진사업 대

상자들 중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APOE 유전자형을 확

인하였다. 충청북도 일 지역에 거주하며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clinical dementia rating(이하 CDR) 

검사를 시행하여, CDR 1이며 숙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Korean version of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of 

Alzheimer’s Disease(이하 CERAD-K) 임상평가집13)을 시행

하여 최종적으로 치매로 진단된 대상들 중, 뇌혈관질환의 병

력이 없었고, DSM-IV-TR에 따른 진단으로 주요우울장애가 

없었으며 MHIS14) 점수가 3점 이하인 대상들을 연구에 포함

시켰으며, 섬망이나 혼돈, 기타 의식장애의 증거가 있을 경우, 

파킨슨병, 뇌졸중, 종양, 정상 뇌압 수두증 등의 신경학적 질

환이 있을 경우, 심각한 뇌혈관성 병리의 증거가 있을 경우, 인

지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과적 질환이 있거나 유

관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될 수 

있는 경우는 배제되었다. APOE ε4 대립유전자 여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뒤, 연구대상으로 최

종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하여 선택된 최종 대

상은 총 35명이었고 이들 대상들을 2년 후인 2012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상기 검사들을 재시행하고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연구를 완성한 대상수는 30명이었는데, 2년 후 시점에서 3인

은 추적 검사가 어려웠고 1인은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되어 배재

하였으며 나머지 1인은 뇌경색 진단을 받아서 배재되었다. 

유전자형 결정

검  체

정맥을 통해 채취한 전혈의 백혈구에서 추출한 genomic 

DNA를 사용한다. EDTA 시험관을 이용하여 전혈을 채취한 후 

genomic DNA를 추출한다. 

PCR-RFLP 방법15)

PCR 반응 혼합물

Genomic DNA 200 ng, 각 primer(Biotech) 10 pmol/μL, 

각 dNTP(Pharmacia) 200 μM, Taq polymerase 0.04 U/μL, 

MgCl2 2.5 mM, 20% glycerol 10 μL, 10X PCR buffer(Tris 

100 mM, pH 8.3, KCl 500 mM) 5 μL를 증류수 20 μL 혼합

하여 최종 반응량을 50 μL로 만든다.

Primer

Forward primer는 5’-TCCAAGGAGCTGCAGGCG 

GCGCA-3’, reverse primer는 5’-GCCCCGGCCTGGTA 

CACTGCCG-3’이다.

PCR 조건

GeneAmp PCR System 9600(Perkin Elmer)을 이용하여, 

94℃에서 10분간 초기 변성한 후, 94℃에서 10분 denaturation, 

65℃에서 30초 primer annealing, 72℃에서 2분 extension 시

키는 순서로 총 30 주기 시행하고, 72℃에서 5분간 final exten-
sion 시킨다. 5% Agarose gel에서 전기 영동하여 218 bp의 단

일 산물임을 자외선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후, PCR 산물을 

30 μL 증류수에 녹여 보관한다.

제한 효소 반응

30 μL의 PCR 산물 중 10 μL를 취해 제한효소인 HhaI(New 

England Biolabs Inc) 10U, 10X BSA 1.5 μL, 제한효소 제조

사에서 제공하는 10X NEB4 buffer 1.5 μL, 증류수 1.5 μL와 

혼합하여 총 15 μL의 반응액을 만든 후, 37℃에서 overnight 

reaction 시킨다.

전기영동 및 유전자형 확인

제한효소로 잘려진 산물을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

여 20% poly-arylamide gel에서 3시간 동안 전기영동한 후, 

자외선상에서 육안으로 크기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pola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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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로 찍어 보관한다. DNA 단편의 크기는 ε2는 91 bp와 

81 bp, ε3는 91 bp와 48 bp, ε4는 72 bp와 48 bp이다.

신경심리검사 평가 도구

대상자들은 모두 CERAD-K 신경심리검사13)로 평가되었다. 

CERAD-K 신경심리검사에 포함되는 8개의 신경심리검사 항

목 검사를 완성하였다. 즉, 언어유창성 검사,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간이 정신상태 검사, 단어목록기억 검사, 구성행동 검사, 

단어목록회상 검사, 단어목록재인 검사, 구성회상 검사이다. 

신경심리검사 실시에 익숙한 연구간호사는 대상자 전원에게 

CERAD-K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ε4 대립유전자 존재 

여부에 따라 각 신경심리검사 항목들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CERAD-K 신경심리검사를 적용 순서별로 간략하게 소개하

면 아래와 같다. 

언어유창성(Verbal fluency test, 이하 VFT) 

1분간 동물범주에 속하는 예를 가능한 한 많이 말하도록 지

시한다. 이 검사는 언어 생산능력, 어의 기억력 즉, 의미기억을 

측정할 수 있다.

단축형 보스톤 이름대기(Modified Boston naming test, 

이하 mBNT)

고, 중, 저빈도 각각 5개의 어휘를 대표하는 그림을 보고 그 

이름을 말하는 검사로 총 15점이 만점이며 의미기억을 측정

할 수 있다.

간이 정신상태평가(Mini-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CERAD assessment packet, 이하 

MMSE-KC) 

인지기능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MMSE-K는 문맹이 많은 국

내 현실을 감안하여 원 검사의 읽고 쓰기 문항을 판단력 측정

항목으로, 검사장소를 묻는 문항을 피검자의 주소를 묻는 항

목으로 대치하였다. MMSE-KC는 MMSE-K의 판단력 항목

을 그대로 차용하고, 장소 지남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Folstein 

MMSE와 같이 검사장소를 묻는 것으로 환원하였다. 

단어목록기억(Word list memory test, 이하 WLMT) 

피검자가 새로운 언어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

기 위해 고빈도, 고심상가를 가진 10개의 단어를 암기하는 능

력을 측정한다. 총 3번 시도하며 각 시도마다 제시되는 단어의 

순서는 모두 다르다. 피검자는 제시된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즉각 암기한 후 10개 단어를 모두 읽은 후 바로 자신이 암기한 

단어를 90초 내에 이야기 한다. 3회 시도 동안 암기한 총 단어

수가 점수이며 대상군의 삽화기억을 측정할 수 있다.

구성행동(Construction praxis test, 이하 CPT) 

피검자의 시공간능력, 구성능력을 측정한다. 선으로 그려진 

원, 다이아몬드, 겹쳐진 사각형, 정육면체의 4개 도형을 각각 

2분 안에 그려야 한다. 총점은 11점이다.

단어목록회상(Word list recall test, 이하 WLRT) 

피검자의 지연회상 능력을 측정한다. 단어목록기억 검사에

서 암기한 단어를 단서 없이 90초간 회상한 개수가 총점이며 

삽화기억을 측정할 수 있다.

단어목록재인(Word list recognition test, 이하 WLRcT) 

단어목록기억 검사에서 제시된 10개의 단어와 10개의 새로

운 단어를 혼합하여 제시한 후 제시된 적이 있는 단어를 골라

내도록 지시한다. 우연에 의한 결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총

점에서 10점을 감한다. 피검자의 삽화기억을 측정할 수 있다.

구성회상(Construction recall test, 이하 CRT) 

구성행동 검사에서 제시된 도형을 몇 분의 지연 후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며 삽화기억을 측정할 수 있다.

노인우울증 평가 

자기 보고형 노인성 우울검사를 위한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16)의 한국어판인 한국판 노인우울척

도(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mentia scale, 이하 GDS-K)

로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우울증 평가를 위해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GDS-K17)를 스스로 완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글

을 읽을 수 없는 경우는 연구 간호사가 원문대로 읽어주고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우울증상이 검사

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통계적 분석 방법

일차적으로 APOE ε4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군(이하 ε

4+)과 APOE ε4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군(이하 ε4-)

의 성별, 나이집단 등의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χ2 분석, 연령

이나 학력 등의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Student-t 검증을 통

해 비교하였다. ε4 포함 여부에 따른 2년 전후의 verbal fluency 

test(VFT), Modified Boston naming test(mBNT), MMSE-

KC, word list memory test(이하 WLMT), construction praxis 

test(CPT), Word list recall test(이하 WLRT), word list rec-
ognition test(WLRcT), construction recall test(CRT) 점수들

이 신경심리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교육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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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주요 인구학적 변인 및 GDS-K 점수를 통제하는 반복측

정 공분산분석(repeated-measures analysis of covariance, 

repeated-measures ANCOVA)을 통해 비교 검증되었다. 이 

경우 연령, 학력, GDS-K 점수를 통제 변수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8.0 for win-
dows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결      과

대상군의 인구학적, 임상적 정보

전체 30명의 대상군 중에서 남자는 12명(40%), 여자는 18

명(60%)이었고 ε4-는 22명(73.4%), ε4+는 8명(22.6%)이었다. 

남자는 3명(37.5%)에서 ε4+였고 여자는 5명(62.5%)에서 ε4+

여서 두 군 간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χ2 = 0.657, p = 

0.485). 대상군의 평균연령은 ε4-의 경우가 75.23 ± 4.84[mean 

± standard deviation(이하 M ± SD)], ε4+의 경우가 71.15 

± 5.73(M ± SD)세여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고(t = 1.659, p = 0.108), 대상군의 평균 교육 연수 또한 

ε4-의 경우가 6.23 ± 4.33(M ± SD), ε4+의 경우가 7.12 ± 

5.37(M ± SD)세여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 = 0.406, p = 0.688)(Table 1). APOE 대립유전자형

을 보면 ε2, ε3, ε4의 빈도는 각각 6.7%, 75%, 18.3%였으며 ε4 

유무에 대한 남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 = 

0.238, p = 0.704)(Table 2). 

ε4 여부에 따른 신경심리검사 결과 

나이, 성별, 교육 연수, GDS-K 점수를 통제한, ε4 유무에 

따른 2년 전후의 8가지 신경심리검사 점수의 차이를 보면, 우

선 ε4-의 경우는 단어목록기억 검사(WLMT, F = 5.345, df = 

1, p = 0.03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ε4+의 경우에는 단

어목록기억 검사(WLMT, F = 4.345, df = 1, p = 0.021), 단어

목록회상 검사(WLRT, F =  5.569, df = 1, p = 0.033)도 유의

한 결과를 보였으며, ε4 유무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단

어목록기억 검사(WLMT, F = 4.823, df = 1, p = 0.02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그 외 모든 항목에서 ε4 

유무 및 2년 후의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

다(Table 3). 또한 WLMT(F = 0.977, p = 0.331) 및 WLRT 

(F = 0.834, p = 0.445) 점수와 APOE ε4 여부와 전후 점수들 

사이에 교호작용(interaction)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의 APOE 대립유전자형 ε2, ε3, ε4의 빈도는 

각각 6.7%, 75%, 18.3%였다. 정상 서양인에서 APOE ε4 대립 

유전자의 발현 빈도는 15% 정도이고 동양인의 ε4 발현 빈도

는 서양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18) 이전 국내 논문에

서 보인 정상 및 AD 환자군에 대한 ε4 대립유전자의 비율을 

보면 각각 8.5%, 24.8%였다.15) CDR 1인 AD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한 본 연구의 경우에서 ε4 대립유전자의 비율이 18.3%로 

나타나 정상인과 AD의 중간 정도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는 

Table 1. The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POE ε4- APOE ε4+ Total Statistics
n % n % n % t/χ2 value p-value

Total samples 22 73.4 8 26.6 30 100
Sex χ2 = 0.657 0.485

Men 09 40.9 3 37.5 12 040
Women 13 59.1 5 62.5 18 060

Age (years) 75.23 ± 4.84* 71.75 ± 5.73 t = 1.659- 0.108

Education (years) 06.23 ± 4.33** 07.12 ± 5.37 t = -0.406 0.688

* : M ± SD (mean ± standard deviation), † : the statistics were analyzed using χ2 and t-test. APOE : apolipoprotein E

Table 2. APOE genotypes and allele frequencies

APOE 
genotype

Men Women All
n (%) n (%) n (%)

APOE ε4
Positive 3 025.0 5 038.5 8 026.7
Negative 9 075.0 13 061.5 22 073.3

Allele 
ε2 2 008.3 2 005.6 4 006.7 
ε3 18 075.1 27 075.0 45 075.0 
ε4 4 016.6 7 019.4 11 018.3
Total 24 100 36 100 60 100

Genotype
ε2/ε2 0 000 1 005.6 1 003.33
ε2/ε3 2 016.7 0 000 2 006.67
ε3/ε3 7 058.3 12 066.7 19 063.3
ε2/ε4 0 000 0 000 0 000
ε3/ε4 2 016.7 3 016.6 5 016.7
ε4/ε4 1 008.3 2 011.1 3 010.0
Total 12 100 18 100 30 100

APOE : apolipoprotei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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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ε4 대립유전자의 발현율이 낮고 참여한 대상군

의 수가 이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치매 이전의 환자들에서 ε4+군이 ε4-군에 비하여 인지기

능이 더 저하되어 있고 특히 기억력에서 더 낮은 수행도를 보

인다는 횡단면적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19-22) 최근에는 경도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ε4+군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보고들도 있었다.23)24) 이런 상

황에서 APOE ε4 대립유전자 유무에 따른 전향적 인지기능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우선 ε4- 대상군에서 단어목록기억 검사 점수에

서 2년 후 유의한 수행 저하를 보였고, ε4+의 경우에는 단어

목록기억 검사, 단어목록회상 검사 점수에서 2년 후에 유의

한 저하를 보였으며, ε4 유무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단어목록기억 검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시행된 검사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CERAD-K 신경심리 검사는 의미기

억을 평가하기 위한 언어유창성과 단축형 보스톤 이름대기 검

사가 있고 언어성 삽화기억을 평가하기 위한 단어목록기억, 

단어목록회상, 단어목록재인 검사 등이 있다.13) 이론적으로 기

억은 외현(서술)기억과 암묵(절차)기억으로 나눌 수 있으며, 외

현기억은 의미기억과 삽화기억으로 나눌 수 있고,25)26) 삽화기

억을 회상기억과 재인기억으로, 의미기억을 유창성과 지식으

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27) 그렇다면 본 연구 결과가 보여

주는 것은 ε4+군의 경우에는 언어적 삽화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억목록회상 검사 수행점수가 2년 후 유의하게 저하되

어 있어서 ε4-군에 비해서 인지저하가 유의하게 진행이 빨랐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기억목록 검사에서는 ε4+군(p = 0.021)

과 ε4-군(p = 0.035)이 모두 2년 후 유의한 수행 저하를 보였

지만 ε4+군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군에서 모두 언어적 삽화기억의 감소를 보이고 있었지만 ε4+

군에서 그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다. 이

렇듯 APOE ε4 대립유전자가 특히 삽화기억에 영향을 더 미

친다는 이전 외국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8-30) APOE ε4 대립유전자의 삽화기억에 대한 선

택적인 영향에 대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ε

4+군에서 주의력과 작업기억의 장애를 보이고 이 인지기능 

영역들이 삽화기억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다는 보고도 있었다.31) 또한 해마가 삽화기억의 기능에서 중요

한 위치로 알려져 있는데, ε4+군이 ε4-군에 비해서 해마용적

이 상대적으로 더 적어진다는 연구가 있었는데,32) 이 점도 APOE 

ε4 대립유전자가 선택적으로 삽화기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뒷받침해준다. 

의미기억에 대한 항목에서는 2년간의 추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언어유창성 검사에서 ε4+군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으나(p = 0.056) 수행의 저하를 보였다. 

치매 전 단계 노인들을 대상으로 APOE ε4 유무에 따라 삽화

기억과 의미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 연구에서, APOE 

ε4 대립유전자의 유무가 언어유창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어휘 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데,33) 이는 언어

유창성 검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의미 기억의 영역으로 간

주되지만 집행기능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34)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언어유창성 검사에서 

유의성은 없었으나 약간의 차이를 보여서 언어유창성을 의미

기억 영역만이 아닌 집행기능으로 보고, 집행기능 또한 APOE 

ε4 대립유전자에 의하여 전향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전 연구와 일정 부분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다.33)35) 

그러나 시공간 능력과 시공간적 삽화기억을 평가하는 검사 영

역 부분에서는 APOE ε4 대립유전자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

이가 2년간의 추적 결과에서 발견되지 않아서 삽화기억 중에

Table 3. Changes of the neuropsychological performances by the occurrence of APOE ε4 allele during 2 years

Test
Baseline 2 years later

Total 
(n = 30)

APOE ε4- 
(n = 22)

APOE ε4+ 
(n = 8)

Total 
(n = 30)

APOE ε4- 
(n = 22)

APOE ε4+ 
(n = 8)

VFT 9.45 ± 4.21 9.76 ± 4.54 9.22 ± 4.19 9.19 ± 4.18 9.45 ± 4.25 8.93 ± 4.46
mBNT 8.35 ± 3.23 8.74 ± 2.91 7.79 ± 3.34 8.03 ± 3.12 8.44 ± 3.12 7.63 ± 3.46
MMSE-KC 18.56 ± 4.110 17.98 ± 3.830 18.89 ± 3.670 17.98 ± 4.230 17.58 ± 3.970 18.42 ± 3.770
WLMT 8.33 ± 4.45 7.88 ± 3.98  8.79 ± 3.48 *6.48 ± 4.32* *6.05 ± 4.15* *6.89 ± 3.67*
CPT 7.08 ± 2.46 7.18 ± 2.04 6.98 ± 2.39 6.78 ± 2.57 6.69 ± 2.26 6.90 ± 2.56
WLRT 2.13 ± 2.12 2.31 ± 2.33 2.03 ± 2.25 1.79 ± 2.04 1.98 ± 2.12 *1.55 ± 1.95*
WLRcT 5.80 ± 2.14 5.68 ± 1.97 5.91 ± 1.89 5.58 ± 2.27 5.48 ± 1.97 5.69 ± 2.15
CRT 3.65 ± 4.09 3.44 ± 3.79 3.97 ± 4.75 3.46 ± 4.13 3.31 ± 3.39 3.65 ± 4.12

* : p ＜ 0.05, age, gender, education and 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mentia scale adjusted repeated-measures analysis of 
covariance. APOE : apolipoprotein E, VFT : verbal fluency test, mBNT : modified Boston naming test, MMSE-KC :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CERAD assessment packet, WLMT : word list memory test, CPT : construction praxis test, 
WLRT : word list recall test, WLRcT : word list recognition test, CRT : construction recal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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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언어적 삽화기억이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

겠다.

한편 APOE ε2 대립유전자의 보균자들에서는 학습에서 이

러한 인지적 저하의 위험도가 낮다는 보고가 있고,36)37) 최근

의 연구에서는 APOE ε2 대립유전자를 가진 노인에서 인지기

능에서의 삽화기억의 감소가 늦추어진다는 보고도 있었다.38)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APOE ε4 대립유전자 수에 따

른 영향에 대한 전향적 연구, APOE ε4 대립유전자와 주의력

이나, 작업기억, 해마의 용적에 대한 연구, 더 나아가서는 APOE 

ε2 대립유전자 유무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전향적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면, 첫째, 대상자의 수가 충분치 않아 

통계적 검증력에 한계가 있고, APOE ε2 대립유전자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어려웠으며 APOE ε4 대립유전자

의 수적 부족으로 APOE ε4 대립유전자의 개수 유무에 따른 

용량의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없어서 ε2/ε3나 ε3/ε3

와 ε2/ε4나 ε3/ε4를 분리해서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둘째, 삽화기억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단어목록기억 검사만을 

통하여 언어적 삽화기억 검사를 시행하였고 좀 더 민감한 면을 

알 수도 있을 이야기 삽화기억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

았다는 점이 제한점이라면 제한점일 수 있겠다. 

종합해보면, 일 지역사회 AD 환자들에서 APOE ε4 대립유

전자 유무에 따른 단어목록회상 검사 및 단어목록기억 검사

에서 ε4+의 경우에 더 빠른 수행능력 저하를 보였는데, 이는 

APOE ε4 대립유전자가 삽화기억 수행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쳐

서 2년 후 추적검사에서 더 빠른 삽화기억의 수행저하를 유

발했다고 할 수 있겠다.

중심 단어：알츠하이머병·아포지단백 E·CERAD-K·전향

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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