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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 according to degenera-
tive changes in brain [i.e., medial temporal lobe atrophy (MTA), 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and to ex-

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neurocognitive functions and ADLs in Korean patients with dementia due to Al-
zheimer's disease (AD)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Methods：Participants were 111 elderly subjects diagnosed with AD or MCI in this cross-sectional study. MTA 
in brain MRI was rated with standardized visual rating scales (Scheltens scale) and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Scheltens scale. ADLs was evaluated with the Korean version of Blessed Dementia 
Scale-Activity of daily living (BDS-ADL). Neurocognitive function was evaluated with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packet (CERAD-K). Independent t-
test was performed to compare ADLs with the degree of MTA.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
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DLs and neurocognitive functions.

Results：The group with high severity of the MTA showed significantly higher BDS-ADL scores (p<0.05). 
The BDS-ADL score showed the strongest correlation with the word list recognition test among sub-items of 
the CERAD-K test (r=-0.568). Findings from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scores of MMSE-K and word list recognition test were factors that predict ADLs (F=44.611, p<0.001).

Conclusions：ADLs of AD and MCI patients had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MTA. Our study, which identi-
fies factors correlated with ADLs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in clinical settings. Further evaluation is need-
ed to confirm the association between certain brain structures and AD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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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1)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표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인 노인성 치매의 

발병률 또한 증가하면서 치매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노인 부양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

다.2,3) 2019년 중앙치매센터에서 발간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만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는 약 75만명이고 치매환자 

유병률은 10.15%이며, 2050년에는 치매 환자수가 약 300만명

에 육박하고 유병률은 16.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4) 치매로 인한 사

회적 부담을 줄이고, 비용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5) 

치매는 후천적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력을 비롯한, 

뇌의 여러가지 인지기능이 손상되어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

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임상 증후군이다.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AD)

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체 치매 원인의 약 55~75%를 차지한

다.6) 전형적인 알츠하이머병은 변연계와 내측두엽의 신경 

퇴행을 반영하는 현저한 초기 삽화성 기억의 손상에 의해 

특징지어진다.7) 

이러한 환자들에서 인지기능 저하는 다양한 형태로 직업

이나 사회생활 기능의 감퇴를 유발하고 이는 치매의 중요한 

진단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의 평가는 매우 중

요하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기초적 일상생활수행

능력(basic ADLs)은 말기까지 유지되지만 복합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DLs, 이하 IADLs)은 초기 단계부

터 감퇴되는 경우가 많아 IADLs을 이용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경도의 인지기

능 저하를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초기 치매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8) 또한 ADLs은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어느정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치매 환자의 초기 치료 및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9,10)

치매의 진단에 있어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상의학적 소견 또한 그 중요성이 커지며 많

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내측두엽 위축은 전형적

인 기억상실을 나타내는 알츠하이머병에서 중요한 해부학

적 특징이며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넓은 범위에서 

측두엽의 위축이 관찰된다.7,11) 또한 뇌백질의 허혈성 손상이

나 부종으로 인하여 생긴다고 생각되는 백질 고강도 신호

(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WMH)는12) 건강한 노인, 경

도인지장애 및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인지 기능 저하의 예

측 인자로 연구되어 치매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4) 내측두엽 위축과 WMH의 정도를 평가하

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임상의가 직접 뇌영상 검사 결

과를 보면서 수행하는 시각 기반 정성 평가는 복셀 기반 형

태 계측(voxel-based morphometry)과 같은 정량적 평가에 

비해 진단적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으며,15) 적절한 훈련 뒤에 

임상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 뇌의 영상학적 

소견들과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ADLs과의 

연관성에 대한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다. Cahn-Weiner 등16)

은 해마 및 회백질의 부피가 기저 IADLs 점수와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Jutten 등17)은 해마의 용적이 

적을수록 IADLs 점수가 낮아지는 반면, WMH와 IADLs 점

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Ver-

linden 등18)의 연구에서는 뇌의 용적이 더 작고 WMH이 더 

클수록 더 큰 ADLs의 감소가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아직까

지는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 있는 뇌의 영상학적 소견들과 

ADLs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 인지장애 환자군을 대상

으로 내측두엽 위축과 대뇌백질병변을 시각 기반 척도로 

측정한 후 심각도에 따른 ADLs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신경

인지기능과 ADLs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방       법

1. 대  상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억력 저하

를 주소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매클

리닉을 방문하여 뇌 자기공명영상검사, 정신상태검사, 신체

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한 60세 이상의 환자들 중 알

츠하이머병(NINCDS-ADRDA 진단기준19)상 Probable AD

로 진단된 환자)과 경도인지장애(Petersen 진단기준20))로 

진단된 1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이다.

알츠하이머병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치매로 진단받았

거나, 두부 외상 또는 뇌 손상의 과거력, 파킨슨병이나 헌팅

턴병 등의 신경퇴행성 질환, 약물 남용의 과거력이 있거나 

기타 인지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내과적 문제가 있는 환

자 및 동반된 정신병적 혹은 기분 장애가 있는 환자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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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임상연구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2019-07-

027)을 받았다.

2. 내측두엽 위축 및 대뇌백질병변 평가

모든 대상자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뇌 자기공명 

영상검사(MAGNETOM Avanto 1.5T, SIEMENS, Erlangen, 

Germany)를 시행하였다. 뇌의 퇴행성 변화를 평가하기 위

해 대상자의 임상 정보를 모르는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

사가 표준화된 시각 기반 척도를 이용하여 내측두엽 위축 

및 대뇌백질병변을 평가하였으며 각 척도의 점수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측두엽 위축의 정도는 Scheltens 척도21)를 사용하여 T1-

강조 관상면 영상(Coronal view)에서 측뇌실(Lateral ven-

tricle)의 맥락틈새(choroid fissure), 측두각(temporal horn) 

그리고 해마의 높이를 0~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MTA-0, 

no atrophy ; MTA-1, only widening of choroid fissure ; 

MTA-2, also widening of temporal horn of lateral ventri-

cle ; MTA-3, moderate loss of hippocampal volume ; 

MTA-4, severe volume loss of hippocampus). Scheltens 척

도의 절단값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었

다. Claus 등22)의 연구 및 Ferreira 등23)의 연구는 나이에 따

라 1.0부터 2.0까지 절단값이 분포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Velickaite 등24)은 75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이, 

교육, 성별에 따라 절단값이 다르다는 결과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hoi 등25)이 60세 이상, CDR 0.5점 

이상의 주요신경인지장애 환자들을 절단값 2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한 것을 참고하여 경도 이하의 환자군 

(Scheltens 척도 0~1)과 중등도 이상의 환자군(Scheltens 

척도 2~4)의 두 군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뇌백질병변은 T2-강조 축면 영상(Axial view)에서 대

뇌백질병변을 시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척도인 

Fazekas 척도26)를 사용하였으며 뇌실주위 백질 고강도 정도

를 0 (Absence) ; 1 (“Caps” or pencil thin lining); 2 (Smooth 

halo) ; 3 (Irregular periventricular hyperintensity)으로 평

가하였다.27) 백질 고강도 신호의 정도에 따른 인지기능의 

비교를 위하여 Choi 등25)의 연구에서 수행된 바와 같이 경

도의 고강도 신호군(Fazekas 0~1)과 중등도 이상의 고강도 

신호군(Fazekas 2~3)의 두 군으로 분류하였다.

3. 신경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연구에 참여한 120명의 대상자에 대해 신경인지기능의 

평가를 위해 The Korean Version of Consortium to Estab-

lish a Registry of Alzheimer’s Disease (CERAD-K)가 시행

되었다. 한편 Korean Version of Blessed Dementia Scale-

Activity of Daily Living (BDS-ADL-K)를 사용하여 일상

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 중증도와 신경인지기능 및 일

상생활 수행능력의 평가는 모두 동일한 날에 시행되었으며 

MRI 촬영 날짜와 각각의 검사 시행 날짜 사이의 평균 간격

은 15±3일이었다.

1)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CERAD-K)

한국형 임상치매평가척도(CERAD-K)는 CERAD 신경심

리평가집에 포함 되어 있는 10가지 신경심리검사인 언어 유

창성 검사(Verbal fluency test), 단축형 보스턴 이름대기 검

사(Boston naming test), 간이정신상태 검사, 단어목록기억 

검사(Word list memory), 구성행동 검사(Construction 

praxis), 단어목록회상 검사(Word list recall), 단어목록재인 

검사(Word list recognition), 구성회상 검사(Construction 

recall), 길만들기 검사(Trail making test A/B), 스트룹 검사

(STROOP) 등의 검사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

도 검증을 거친 심리 평가 방법이다.28)

2)   Korean Version of Blessed Dementia Scale-Activity 

of Daily Living (BDS-ADL-K)

BDS-ADL은 Blessed 등에 의해 1968년에 개발된 Demen-

tia Rating Scale29)에 포함된 내용 중 일상생활 활동과 관련된 

문항만을 골라 치매환자의 ADLs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든 

척도로 CERAD 평가집의 임상평가 편에 포함되어 있다. 일

상생활의 수행과 관련된 8개의 문항과 식사, 배변, 의복 착

용 습관에 관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최대 17점으로 평

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ADLs이 저하되어 있음을 의미한

다. CERAD-K 개발연구과정에서 BDS-ADL을 번안하고, 

번안된 BDS-ADL-K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바 

있다.28)

4. 통계학적 분석

환자들의 MRI T1-강조 관상면 영상(Coronal view)에서 

내측두엽 위축을 확인하기 위하여 Scheltens 척도를 측정하

였고 MRI T2-강조 축면 영상(Axial view)에서 대뇌백질병

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Fazekas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측두

엽 위축의 정도에 따라 전체 대상을 Scheltens 0~1군, Schel-

tens 2~4군으로 분류하였고 백질 고강도 신호에 따라 전체 

대상을 Fazekas 0~1군, Fazekas 2~3군으로 분류한 뒤 성

별, 나이, 교육 수준, 그리고 노인 우울 척도의 평균점수(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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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K)

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군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통해 시행하였고 

나이, 교육 수준(총 교육년수), 노인 우울 척도의 평균에 따

른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Schel-

tens 척도에 따라 각각 나눈 두 군의 BDS-ADL 점수 차이에 

대한 분석에도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Fazkas 척도에 

따라 나눈 두 군 사이에는 연령의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연령

을 공변량으로 포함한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를 실시하여 두 군 사이의 BDS-ADL 점수 차이를 비교하였

다. CERAD-K 세부검사결과와 BDS-ADL 사이의 상관관

계는 피어슨 상관분석과 편상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BDS-

ADL에 영향을 끼치는 통계적 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유의성은 p＜0.05를 기준으로 

하고,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25.0 version, IBM Corp., Ar-

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인구통계학적 정보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120명 중, 9명이 제외되었다(인

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질환 공존 4명, 신경인지기

능검사 시행 불가 1명, 관상면 영상의 부재 1명, 기타 정신과

적 병력 동반 2명, 수술 후 인지기능 저하 1명). 총 111명의 

환자 중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80명,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31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6.6세이었다. 

내측두엽 위축의 정도에 따라 74명이 Scheltens 척도 0~1

군으로[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 51명(68.9%), 경도인지장애 

환자 23명(31.1%)], 37명이 Scheltens 척도 2~4군[알츠하이머

병 치매 환자 29명(78.4%), 경도인지장애 환자 8명(21.6%)]으

로 분류되었고 두 군 사이에 성별, 연령, 교육 연수, GDS-K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백질 고강도 신호 정도에 따라 74명이 Fazekas 척도 0~1

군으로[AD 환자 51명(68.9%), MCI 환자 23명(31.1%)], 37

명이 Fazekas 척도 2~3군[AD환자 29명(78.4%), MCI환자 8

명(21.6%)]으로 분류되었으며, Fazekas 척도 0~1군의 평균 

연령은 75.18세, Fazekas 2~3군의 평균 연령은 79.27세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반

면 두 군 사이에 성별, 교육 연수, GSD-K 점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에 111명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2.   내측두엽 위축과 백질 고강도 신호 정도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차이

Sheltens 척도 0~1군과 2~4군 사이에서 BDS-ADL-K 총 

점수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5). 반면 Fazekas 척도 0~1군과 2~3군 사이에서 

BDS-ADL-K 총 점수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에는 통계적으

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91) (Ta-

ble 2).

3. 영역별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

Pearson 상관분석 및 편상관분석을 통해 BDS-ADL-K와 

CERAD-K 하위 항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BDS-ADL-K와 CERAD-K의 하

위 항목인 단어목록기억 검사, 단어목록회상 검사, 단어목록

재인 검사, 구성행동 검사, 단어목록회상 검사, 단축형 보스

턴 이름대기 검사, 언어유창성 검사 사이에서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5). 그 중 단어목록재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grouped by scores from visual rating scales of brain MRI (n=111)

Variables Total (n=111)
Scheltens Fazekas

0-1 (n=74) 2-4 (n=37) p-value 0-1 (n=74) 2-3 (n=37) p-value

Sex (female), n (%) 75 (67.6) 52 (70.3) 23 (62.2) 0.39 55 (74.3) 20 (54.1) 0.05
Age, mean (SD) 76.62 (8.06) 75.88 (8.38) 78.11 (7.27) 0.17 75.20 (8.41) 79.46 (6.54)  0.01*
Education (years), mean (SD) 7.15 (4.96) 6.97 (4.79) 7.51 (5.34) 0.59 6.69 (4.73) 8.08 (5.34) 0.21
GDS-K, mean (SD) 14.70 (7.19) 14.80 (7.11) 14.51 (7.44) 0.85 13.91 (7.57) 16.30 (6.15) 0.10

* : Significant at p＜0.05 by Chi-square test or independent t-test. GDS-K : the Korean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Table 2. Comparison of BDS-ADL-K according to the degree of MTA and WMH (n=111)

Variables
Scheltens Fazekas

0-1 (n=74) 2-4 (n=37) p-value 0-1 (n=74) 2-3 (n=37) p-value
BDS-ADL-K , mean (SD) 2.55 (1.59) 3.96 (2.63) 0.004* 2.73 (1.98) 3.60 (2.22) 0.091

* : Significant at p＜0.05 by independent t-test. BDS-ADL-K : The Korean Version of Blessed Dementia Scale-Activity of Daily Living, 
MTA : Medial Temporal Lobe Atrophy, WMH : 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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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검사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r=-0.564). Table 3에

는 BDS-ADL-K와 CERAD-K 하위항목 간의 Pearson 상관

계수 및 통계적 수치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지기

능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MMSE 점수를 공변량으로 

투입하여 시행한 Pearson 편상관분석에서는 BDS-ADL-K

와 단어목록재인 검사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4. ADLs에 대한 영향요인

ADLs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선행연구30)와 

본 연구의 ADLs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특성을 독립변인으

로 선정하여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된 변

인은 본 연구에서 ADLs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Schel-

tens 척도와 단어목록재인 검사(Word list recognition test) 

점수에 MMSE-KC, GDS-K 점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회귀식의 가정을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Durbin Watson 검정 결과 1.782로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었고, 다중 공선성 진

단 결과 공차 한계는 0.591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

(VIF)는 1.692로 10보다 크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

었다.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여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

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MMSE-KC 점수만을 독립변인으로 

하였을 때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0.404로 BDS-

ADLs 변량의 40.4%(F=44.611, p＜0.001)를 설명하였으며, 

단어목록재인 검사 점수를 추가 시 수정된 결정계수(Ad-

justed R2)는 0.442로 설명력이 3.8%(F=44.611, p＜0.001) 더 

높아졌다. 

고       찰

본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군을 대상

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내측두엽 위축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대뇌백질병변과 일상

생활 수행능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세부 인지영역별 기능 저하와 일상생활 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단어목록재인 검사와 가장 큰 상

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다음 단어목록기억, 단어목록회상, 언

어 유창성, 구성회상 검사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더불어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를 파악하

기 위해 계층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어목록재인 

검사 점수와 MMSE-KC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

을 끼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내측두엽 위축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간의 유의한 상관관

Table 5.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pre-
dicting ADLs (n=111)

Variables
BDS-ADL-K

Model 1 Model 2
β p β p

MMSE-KC -0.640 ＜0.001 -0.468 ＜0.001
Word list recognition - - -0.270 ＜0.01
GDS-K - - - -
Scheltens scale - - - -

R2=0.409, 
Adj. R2=0.404,

-
F=75.571, p＜0.001

R2=0.452, 
Adj. R2=0.442,

R2 change=0.038
F=44.611, p＜0.001

β :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R2 : coefficient of de-
termination, Adj. R2 : Adjusted R2, BDS-ADL-K : The Korean Ver-
sion of Blessed Dementia Scale-Activity of Daily Living, MMSE-
KC :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CERAD Assessment Packet, GDS-K : The Korean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Table 3. Pearson correlations between BDS-ADL-K and CERAD-K 
sub-item scores

Variables BDS-ADL-K
Word list memory r=-0.507, p＜0.001**
Word list recall r=-0.483, p＜0.001**
Word list recognition r=-0.568, p＜0.001**
Constructional recall r=-0.428, p＜0.001**
Boston naming test r=-0.351, p＜0.001**
Constructional praxis r=-0.213, p=0.046*
Word fluency r=-0.459, p＜0.001**

* : Significant at p＜0.05, ** : Significant at p＜0.01. BDS-ADL-
K : The Korean Version of Blessed Dementia Scale-Activity of 
Daily Living, CERAD-K : The Korean Version of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of Alzheimer’s Disease

Table 4. Pearson partial correlations between BDS-ADL-K and 
CERAD-K subtest performance, controlling for MMSE-KC score

Variables BDS-ADL-K
Word list memory r=-0.135, p=0.159
Word list recall r=-0.180, p=0.060
Word list recognition r=-0.270, p=0.004**
Constructional recall r=-0.117, p=0.222
Boston naming test r=-0.023, p=0.809
Constructional praxis r=-0.097, p=0.313
Word fluency r=-0.150, p=0.117

** : Significant at p＜0.01. BDS-ADL-K : The Korean Version of 
Blessed Dementia Scale-Activity of Daily Living, CERAD-K : The 
Korean Version of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of Alzheim-
er’s Disease, MMSE-KC :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CERAD Assessment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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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나타내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선 연구결과들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Cahn 등31)과 Farias 등32)의 연구에서는 내측두

엽 구조물인 해마의 위축이 전반적인 일상생활 활동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기억은 크게 삽화 기억

(episodic memory), 의미 기억(semantic memory), 작업 기

억(working memory), 절차 기억(procedural memory)등으

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마를 포함한 내측두엽은 특히 삽화 기

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33) Stout 등34)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내측두엽의 위축이 심할수록 삽화 기억능력이 떨

어진다는 것을 보였고 Beck 등35)은 경도인지장애 및 알츠하

이머병 환자에서 삽화 기억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 및 내후

각피질이 유의미하게 위축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삽화기

억에 장애가 생기면 일상생활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인출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다.36) 본 연구의 결과는 삽화기억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중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37-39) 

또한 Jutten 등17)의 연구에 따르면 내측두엽은 후측 대상피

질(posterior cingulate cortex)과 강한 상호 연결을 가지는데 

후측 대상피질은 IADLs 수행에 필요한 인지기능을 유지하

는 주의력을 조절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Garrido 등40)의 연구에서도 내측두엽의 위

축은 후측 대상피질의 활동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

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기억하고 일

정시간이 지나거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방해요인들 사이

에서 정보를 회상해야 한다(예 : 집청소를 이미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41) 이러한 행동은 본질적으로 삽화 

기억 및 주의집중력과 관련이 있으며 본 연구결과 또한 이

를 지지한다. Nedelska 등42)은 우측 해마의 용적 감소가 공

간 기억능력의 저하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대부분

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시각에 기반하기 때문에 공간 기억

능력의 감소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소 역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43,44)

한편 본 연구에서, 대뇌백질병변의 정도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arias 등32)의 연구에

서도 대뇌백질병변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음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Boyle 등은 혈

관성 치매 환자에서 대뇌백질병변의 정도가 IADLs을 유의

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상응하는 면이 있다. 반면, Inzitari 등45)의 연구에서

는 중증의 대뇌백질병변이 있는 노인 환자에서 전반적인 일

상생활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더 높음을 보였다. Inzitari 등

의 연구에서는 대뇌백질병변의 정도를 Fazekas scale에 따

라 Grade 1 ; Mild age-related white matter changes (AR-

WMCs), Grade 2 ; Moderate ARWMCs ; Grade 3 ; Severe 

ARWMCs 세군으로 분류하였고 Grade 0인 대조군이 포함되

지 않았으며 이중 Severe ARWMCs 군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데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Fazekas scale상 Grade 0~1

인 군과 Grade 2~3인 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 결과의 차

이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일관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차후에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좀 더 정교하

고 체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BDS-ADL과 CERAD-K와의 상관

관계를 비교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세부적인 인지영역

별 기능 간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단어목록기억 검사, 단어목록회상 검사, 단어목록재인 검

사, 구성행동 검사, 단어목록회상 검사, 단축형 보스턴 이름

대기 검사, 언어유창성 검사 사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그 중 단어목록 재인 검사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환자의 전체적인 인

지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세부적인 인지영역은 그 영향을 받

아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의 MMSE-KC 점수를 

보정하여 알아본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세부적인 인지영역별 

기능 간의 관계에서는 단어목록재인 검사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기억장애는 등록장애(registration-deficit), 

저장장애(retention-deficit)와 인출장애(retrieval-deficit)

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46) 선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해

마를 비롯한 내측두엽의 구조는 새로운 정보를 등록하고 신

피질에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에, 배외측전

전두엽(dorsolateral prefrontal lobe)은 전두엽-피질하 신경

회로(frontal-subcortical neuronal circuit)를 통하여 기억의 

인출에 관여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47,48) 기억의 등록 및 

저장에 장애가 동반되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

보를 회상하는데 어려움이 생겨 일상생활 수행능력, 특히 기

억과 관련된 ADLs의 저하가 관찰된다.49) CERAD-K의 단어

목록재인 검사는 기억의 저장 장애를 감별할 수 있는 검사

로,50) Choi 등25)의 연구 및 Santos 등51)이 시행한 연구에서 

단어목록재인 검사는 내측두엽 위축의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양측 해마방회(parahippocampal 

gyri), 후대상회(posterior cingulate gyrus), 우측 시상(thala-

mus) 및 해마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Wolk 등52)

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언어적, 삽화적 기억의 각 단계와 

뇌 구조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시행한 연구 결과, 재인 



Association between MTA, WMH, Neurocognitive functions and ADLs in AD and MCI ▒ MH An, et al.

http://www.psychosomatics.or.kr  73  

변별(recognition discrimination) 검사가 내측두엽의 구조물

인 근비상피질(perirhinal cortex), 내비상피질(entorhinal 

cortex)과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삽화적 기억과 연관이 있으며 내측두

엽의 위축의 정도에 따라 단어목록재인 검사의 결과에 차이

가 있다는 앞선 연구 결과들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내측두

엽 위축의 정도와 단어목록재인 검사 점수에 따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응하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일상생

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계층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MMSE 점수와 단어목록재인 

검사 점수가 ADLs 기능 저하에 대한 유의한 예측인자로 나타

났으며 MMSE 점수만으로 ADLs을 예측한 모델(R2=40.9%)

에 비해 단어목록재인 검사 점수를 추가한 모델(R2=45.2%)

에서 설명력이 4.3% 높아져 단어목록재인 검사 점수가 AD 

및 MCI 환자에서 ADLs 저하의 주요한 예측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번째로, 종단적 연구(longitu-

dinal study)가 아닌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로 

진행이 되어 단일 시점에서 뇌의 영상학적 소견에 따른 일

상생활 수행능력은 비교할 수 있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

른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의 차이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후향적 연구였던 점도 연구의 다양한 교란변

수를 제어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표

본을 수집할 때, 단일 기관에서 대상을 모집하였으므로 결과

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세번째로, 시각기반 척

도를 사용하여 정량적 평가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넷

째, 주로 치매 환자의 ADLs 평가도구인 BDS-ADL을 사용

하여 다양한 영역의 ADLs 평가에는 다소 미흡했을 수 있다

는 점이 있다. 다섯째로 뇌의 퇴행성 변화를 확인하는 데 

MRI 외에 다른 생물학적 표지자가 사용되지 않은 점과 여섯

째, 환자군에 여성의 비율이 높았던 점 또한 본 연구의 제한

점으로 이를 보완한다면 추후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연구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임상 실제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

는, 표준화되고 타당성이 입증된 시각 기반 척도를 사용하

여 치매 환자의 초기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일상

생활 수행능력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세부적인 인지 영역 간의 연관

성을 살피고 이를 뇌의 퇴행적 변화와 연결하고자 하는 시

도를 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뇌의 

구조적, 기능적 이해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내측두엽 위축과는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대뇌백질병변과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MMSE-KC 점수와 단어목록재인 

검사 점수가 유의하게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즉, ADL을 예측하는 인자로 MRI 등의 영상의학적 

소견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신경인지기능이 ADL

의 더욱 민감한 예측인자임을 밝힐 수 있었다. 향후 추가적

인 연구를 통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뇌의 

구조적, 기능적 영역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확립된다면, 이

를 통해 치매의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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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뇌의 퇴행성 변화 (내측두엽 위축, 대뇌백질병변) 및 신

경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서,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1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측두엽 위

축은 표준화된 시각 기반 척도(Scheltens scale)에 의해 평가하였으며, 대상군을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일상

생활 수행능력은 한국어판 블레스트 치매 척도-일상생활 수행능력(Korean version of Blessed Dementia Scale-

Activity of daily living, BDS-ADL)으로 평가하였으며 신경인지기능은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CERAD-K)로 평가하였다. 내측두엽 위축의 정도에 따른 일상

생활 수행능력의 차이를 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시행하였으며,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신경인지기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 및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내측두엽 위축이 심할수록, 그리고 단어목록재인 검사 점수가 낮을수록 BDS-ADL 점수가 높았다(p＜0.05). 

계층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MMSE-K, 단어목록 재인검사 점수가 BDS-ADL의 유의한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Adjusted R2=0.442, F=44.611, p＜0.001).

결  론

알츠하이머병과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내측두엽 위축 및 단어목록재인 검사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관련된 인자를 분석한 본 연구는 임상 실제에서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뇌의 구조 및 기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알츠하이머병·경도인지장애·내측두엽 위축·일상생활 수행능력·신경인지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