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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저교육은 낮은 인지 예비능 및 뇌 예비능으로 인해 인지노화 및

치매의 명백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전쟁이나 경제적

어려움, 교육제도의 부재, 혹은 성별이나 인종, 민족 차별 등으로 인한

교육적 접근성의 제한으로 인해 학업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듯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육년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능력을 차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며, 교육년수가 낮은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인지 능력이

동질적이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정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인지 수행 능력에 따라 인지노화 및 치매의

위험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치매 고위험군 관리 및 치매

예방에 관해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신경연구실 인지 노화

연구(Seoul National University Cognitive Aging Study; SNU-

CAS)에 참여한 노인 243명의 6년 종단 연구 자료를 통해 연구 참여

당시 인지수행이 낮았던 정상 노인들의 인지 기능 변화 양상 및 치매

위험을 조사함으로써 저학력 노인들의 인지 감퇴 및 치매 위험이 기저

수행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저 수행 능력(종단 연구 시작시 K-DRS 총점)에 따라

인지 저수행(LCP) 집단과 인지 정상수행(NCP)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노인들의 인지 변화 양상 및 수행 능력에 따른 인지 감퇴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 모형을 이용하여 다층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 참여 당시 노인들의 기저 수행 능력에 따른 치매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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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에서는, LCP 노인들과 NCP 노인들의 인지 기능

변화 양상을 장·단기간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전체

노인들의 인지 기능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였으며, LCP 노인들은

NCP 노인들에 비해 약 3년까지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급격하게 감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초기 인지 기능 점수의 증가는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인지변화

양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저조한 인지

수행은 치매의 병리와 관련되어 있다기 보다는 학교 장면 안팎에서의

학습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인지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LCP 노인들에게서 인지 감퇴가

더욱 급격하였던 것은 LCP가 인지 예비능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문제 2에서는 연구문제 1에서 확인된 바에 근거하여, 

수행이 낮은 노인들이 연구 참가 당시에는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와

같은 병리적인 상태가 아니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치매의 위험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하였다. LCP 노인들의 치매 발병율은 NCP 노인들에

비해 약 7배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LCP의 승산비(OR)는

10.18(95% 신뢰구간: 2.80~36.99)이었으며, 연령과 성별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는 5.24(95% 신뢰구간: .99~27.67)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저학력자의 인지노화 및 치매 위험이 수행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저학력자 중에서도 LCP 

노인들은 NCP노인들에 비해 인지 감퇴 속도가 빠르고 치매 발병율이

높았다. 또한 고학력자와 비교하였을 때, 저학력 LCP 노인들은

고학력자에 비해 인지 감퇴 속도가 빠르고 치매 위험이 높았다. 저학력

LCP 노인들의 치매 발병율은 고학력 집단의 24배였으며, 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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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의 영향을 통제한 후 승산비(OR)는 15.72(95% 신뢰구간: 

1.37~180.87)이었다. 그러나 저학력 NCP 노인들은 고학력자들과 인지

감퇴 속도 및 치매 위험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더라도, 정상 범위 내에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학력자에 비해 인지 감퇴 및 치매의 위험이 높아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학력 정상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낮은 인지 수행은 현재 병리로 인한 기능 손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치매 위험과 관련되어 있었다. 둘째, 

저학력자들 중에서도 기저 수행 능력에 따라 인지 감퇴 속도 및 치매

위험이 달랐다. 저학력 LCP 노인들은 고학력자에 비해 인지 감퇴

속도가 빠르고 치매 위험이 높았으나, 정규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더라도, 정상 범위 내에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저학력 NCP)은 고학력자들과 인지 감퇴 및 치매 위험의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학력자들의 경우, 현재의 인지 수행 능력이

미래의 인지감퇴 및 치매 위험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며, 뇌 예비능 혹은

인지 예비능의 측정치로서 더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종단연구, 기저 인지 수행 능력, 인지 예비능, 인지노화, 치매

학   번: 2010-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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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United Nations, 2011), 

우리나라에서도 고령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10)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2005년에 비해 24.3%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인구 증가율인 2.0%에

비해 매우 높은 증가 속도이다. 최근 실시된 전국 규모의 역학조사

연구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노인의 치매 유병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서울대학교병원, 2008).

이들의 연구에서 2005년 인구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치매 유병율을

추산한 결과, 2005년 8.07%, 2010년 8.70%, 2020년 9.74%, 2050년

13.17%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치매는 정상적인 인지 발달을 이룬 성인의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감퇴되는 것"으로(Cummings & 

Benson, 1992: 최진영, 1998에서 재인용), 투병 기간이 길고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환자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따라서, 환자와 환자의 가족 및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치매의 위험 요소를 알아내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낮은 교육은 인지노화 및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Gatz et al., 2007; K. Hall, Gao, Unverzagt, & Hendrie, 

2000; Manly, 2006; Stern et al., 1994). 저교육자들에게서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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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율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Guaita et al., 

2015; Plassman, Langa et al., 2007). Mortimer와 Graves(1993)의

리뷰 논문에 따르면, 이는 이탈리아(Bonaiuto et al., 1990), 

중국(Zhang et al., 1990), 프랑스(Dartigues et al., 1992), 

스웨덴(Fratiglioni et al., 1991) 등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역학 연구에서도 저학력자들의 치매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울대학교병원, 2008; K. Kim et al., 

2011; J. Lee et al., 2008).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치매의 발병이 많은 것은 비단 이들의 기저 인지 기능이 고학력자에

비해서 낮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의하면, 낮은 교육은

인지노화와도 관련되어 있다. Evans 등(1993)의 3년 종단 연구에

따르면, 교육 년수가 낮은 사람들은 연령, 직업, 수입에 상관 없이 인지

기능의 감퇴가 더욱 컸다.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스페인의 연구에서도 초등 교육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4년 뒤

인지 감퇴의 위험이 더욱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Bennett, Schneider, 

Wilson, Bienias, & Arnold, 2005).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박종환, 이양현, 김희철(1999)은 농촌지역 노인의 인지기능을 6년 동안

추적하였는데, 간이 인지 상태 검사의 언어 점수에서 무학-문맹

노인들의 감퇴율이 유학 노인들보다 높았다. 최진영, 나덕렬, 박선희, 

박은희(1998)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본적인 교육이 인지 발달에

필수적인 것은 물론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의 감퇴를 둔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저학력자들의 기저 인지 기능이 저조할 뿐 아니라

노화에 따라 인지 기능의 감퇴가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고학력자들에 비해 인지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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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점도 낮지만, 인지 감퇴 속도 또한 빠르기 때문에 더 이른 시기에

치매로 발병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은 인지노화 및

치매의 위험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이 인지노화

및 치매의 위험과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보통 사회경제적 위치가 더 높고, 좀

더 건강한 생활 방식과 습관을 유지하며, 직업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에 뇌의 병리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낮을 수 있다(Del Ser, Hachinski, Merskey, & Munoz, 1999). 또한

교육은 인지 감퇴를 일으키는 어떠한 질환의 발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Evans et al., 1993).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교육이

뇌의 병리 자체를 막아준다기 보다는 병리가 인지저하나 치매 발병과

같은 임상적인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을 둔화시켜준 역할을 한다는

입장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Brayne et al., 2010; Katzman, 1993; 

Manly, Schupf, Tang, Weiss, & Stern, 2007; Stern, 2002; Stern, 

Alexander, Prohovnik, & Mayeux, 1992; Valenzuela & Sachdev, 

2009). 이들은 뇌 예비능(brain reserve) 혹은 인지 예비능(cognitive 

reserve) 이론으로 인지감퇴 및 치매의 발병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을

설명한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교육은 어린시절의 뇌발달을

촉진시킴으로써 시냅스 밀도를 증가시켜 뇌가 병리에 더 잘 대응하도록

하거나(Terry & Katzman, 2001), 성인기의 지속적인 지적 활동 및

직업적 선택과 관련되어 인지적인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뇌가 병리에

더 잘 대응하도록 한다(Stern, 2002).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저교육이 인지노화 및 치매의 위험과 관련되어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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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밝혀져 왔다는 것은, 교육년수라는 것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증가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뇌의 물리적 특성 혹은 인지 능력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인지노화 및 치매에 견디는 어떠한 '능력'을 신뢰롭게

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

교육의 정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비슷하며, 교육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다름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혹은 사회적

제도나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우리

나라 노인들은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안정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의무교육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세대별로 교육 수준의

편차가 크다. 20~30대의 경우 90%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인

반면, 60~80대의 경우 28%만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23%는 무학이거나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또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거나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인종 혹은 민족 차별이나 교육에 대한 접근성 등의 차이로 인해 자신의

의지 혹은 능력과 상관 없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Jones, 2003; Manly et al., 2007). 그러나,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더라도 지능이 높거나, 독서, 글쓰기 등을 통해 인지 능력을

증가시켰을 수 있고(Scarmeas & Stern, 2003; Snowdon, 2003; Stern, 

2002), 독학이나 부모 형제로부터의 학습 등 다양한 사교육을 통해서

인지 능력을 발달시켰을 수 있다. 이렇듯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육년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능력을

차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며, 교육년수가 낮은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인지 능력이 동질적이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정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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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받지 못한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인지 수행 능력에 따라 인지노화

및 치매의 위험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치매 고위험군

관리 및 치매 예방에 관해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1. 뇌 예비능 및 인지 예비능과 치매 위험

1991년에 Snowdon에 의해서 시작된 '수녀 연구'는 인지노화

및 치매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75세~102세의

수녀들 678명이 포함된 종단 연구에서, 수녀들은 매년 인지 기능

검사를 받고 있으며, 사후 부검을 위해 뇌를 기증하기로 하였다. 

사후부검을 통해 밝혀진 치매 병리와 생전 인지 기능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였다(Snowdon, 2003). 

연구자들은 신경섬유 뭉치(neurofibrillary tangle)가 퍼진 정도에 따라

치매의 병리를 경도, 중등도, 중도의 3단계로 나눈 후 사망 전 기억

장애 여부와 비교하였는데, 경도로 분류된 수녀의 58%, 중등도로

분류된 수녀의 32%, 중도로 분류된 수녀의 8%는 생전에 인지기능

검사에서 기억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의 병리와 임상적

증상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1-1. 뇌 예비능과 인지 예비능

뇌 예비능 혹은 인지 예비능이라는 개념은 반복적인 임상적

관찰로부터 시작되었다. Katzman 등(1989)은 사후 부검시 치매 병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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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으나 생전에 임상적 증상이 없었던 노인 10명의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들의 뇌는 평균보다 컸는데, 연구자들은 뇌의

크기가 치매의 병리가 임상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이후 뇌 예비능(brain reserve)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뇌 예비능이 높은 사람들, 즉 신피질의

시냅스 밀도가 높은 사람들은 치매 발병을 5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Katzman, 1993). Stern 등(1992)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기억 점수가 비슷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양전자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시 두정측두엽의 관류

손상(perfusion deficit)이 더 크게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즉, 

고학력자들은 저학력자들에 비해 뇌의 병리가 더욱 진행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준의 기억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인지 예비능(cognitive reserv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효율적인 인지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병리가 진행되어도 저학력자에 비해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치매의 병리가 임상적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비능은 뇌의 병리와 임상적 증상 간의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가설적인 개념으로(Satz, Cole, Hardy, & 

Rassovsky, 2011), Stern(2002)은 이를 "뇌의 병리나 노화와 관련된

뇌의 변화가 임상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뇌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뇌 예비능과 인지 예비능은 가설적인

개념으로, 그 양이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표(proxy)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왔다. 주로 IQ, 

머리 둘레, 뇌의 부피, 시냅스 밀도가 뇌 예비능의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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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으며(Mori et al., 1997; Satz et al., 2011; Wolf et al., 2004), 

인지 예비능은 교육 수준, 문식성, 직업적 활동, 혹은 어휘와 같은

지식을 측정하는 변인들로 정의되어 왔다(Siedlecki et al., 2009). 

2002년과 2009년 리뷰 연구에서, Stern은 뇌 예비능과 인지 예비능의

개념을 비교하였는데, 뇌 예비능은 뇌의 물리적인 속성에서의 개인차가

뇌의 병리에 견디는 능력에서의 차이를 야기한다는 수동적

모델(passive model)로 개념화 하였으며, 인지 예비능은 뇌 자체의

특성 보다는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느냐, 즉 인지적

전략에서의 개인차가 뇌의 병리에 견디는 능력에서의 차이를 야기한다는

능동적 모델(active model)로 개념화 하였다. 두 모델 모두에서, 뇌

예비능 혹은 인지 예비능이 높은 사람들은 치매 병리에 더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치매의 발병율이 낮다고 할 수 있다. 

1-2. 교육과 뇌 예비능 및 인지 예비능

교육은 뇌 예비능 및 인지 예비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뇌 예비능의 모델에서는 생애 초기의 교육이 시냅스 밀도를 증가시켜 뇌

예비능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Terry & Katzman, 2001). 이 모델에

따르면, 노화 혹은 치매 병리가 진행되면 시냅스의 수가 줄어들다가

치매가 발병하게 되는데, 저학력자들은 시냅스 밀도가 낮기 때문에

동일한 속도로 시냅스의 수가 줄어들어도 치매로 더 일찍 발병하게 된다. 

인지 예비능 모델에 따르면, 고학력자들은 효율적인 인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인지 예비능이 더 높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인지 기능이 높으며, 

치매 병리가 진행되어도 인지 기능이 감퇴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지 예비능이 낮은 저학력자들은 고학력자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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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치매의 병리가 진행됨에

따라 인지 기능의 감퇴가 일찍 일어나게 되어, 치매로 더 일찍 발병하게

된다(Stern, 2002). 이상의 두 모델 모두에서 교육은 뇌 예비능 및

인지 예비능과 관련되어 있으며, 치매 병리가 임상적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인지 기능의 감퇴 및 치매 발병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은

종단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왔다. C. Hall 등(2007)은

1980년~1983년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종단 연구를 통해 치매로 발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상 인지 기능에서 치매에 이르기까지 교육 정도에

따른 인지노화 양상을 비교하였는데, Stern(2002)이 인지 예비능

모델에서 예측한 것과 동일하게, 고학력자들은 저학력자들에 비해

치매로 발병하기 전 인지 기능의 급격한 감퇴가 더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고학력자들은 낮은 치매 위험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Letenneur et al., 2000; Ott et al., 1999; 

Stern et al., 1994). 

치매의 병리와 인지 기능 혹은 치매 발병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교육이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Bennett 등(2005)의 연구에서는 치매의 병리인

아밀로이드 침전물의 양이 많을수록 인지기능이 낮아졌지만, 학력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상관관계는 약해진다고 보고하였다. Brayne 

등(2010)은 대뇌 위축 정도에 따른 치매 발병율을 교육 수준 별로

비교하였다. 대뇌 위축이 나타나지 않은 집단에서는 교육 집단에 따라

치매 발병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등도~중도로 대뇌 위축이

일어난 집단에서는 교육 집단에 따라 치매 발병율의 차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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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의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는 100%가 치매로 발병한 반면, 12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는 약 60%만이 치매로 발병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고학력 집단의 경우, 치매의 병리가 진행되어도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의 발병을 둔화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앞서

소개한 뇌 예비능 혹은 인지 예비능 이론이 제안하는 바와 일관된다. 

2. 저학력자의 인지 능력 및 수행 차이

인지감퇴 및 치매 발병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 및 이에 대한 뇌

예비능 혹은 인지 예비능 이론은 종단연구 (C. Hall et al., 2007; 

Letenneur et al., 2000; Ott et al., 1999; Stern et al., 1994) 및 뇌

영상 연구(Stern et al., 1992), 치매 병리 연구(Bennett et al., 2005; 

Brayne et al., 2010)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alenzuela와 Sachdev (2009)의 리뷰에 의하면 일부

연구에서는 교육의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Jones(2003)는 특정 성별이나 인종 같은 경우, 교육에 대한 동등한

권리, 교육에 대한 접근성, 학업을 지속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기대

등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Manly 등(2007)은

인종차별이나 가난 등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제한된 경우, 교육은

타고난 능력의 정확한 측정치가 되지 못할 수 있고, 교육년수와 교육의

질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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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년수라는 것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마땅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지 능력의 차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여러가지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업의

지속에 미치는 상황적 요인의 영향이 클수록 교육 년수가 개인의 인지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규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언제나 인지 기능의

발달 부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교에 다니지 못했더라도 독학이나

부모형제로부터의 교육 등 다양한 사교육을 통해 학습을 지속하였을 수

있으며, 지능이 높거나 꾸준한 독서, 글쓰기 등을 통해 자발적인 지적

자극을 유지해 왔을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인 자극들은 인지 예비능

(cognitive reserve)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Scarmeas & Stern, 2003; Snowdon, 2003; Snowdon et al., 1996; 

Stern, 2002). Snowdon 등(1996)의 연구에서 젊은 시절의 높은

언어적 능력은 노년기의 높은 인지 능력 및 낮은 치매 발병과 관련이

있었으며, Scarmeas, Levy, Tang, Manly & Stern (2001)의

연구에서는 친구나 친척 방문, 취미생활,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 잡지나

신문 읽기,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등의 여가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anly 등 (2007)의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과 읽기 수준을 함께 고려했을 때 치매의 예측력이 높았다. 

저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거나 학교 밖에서 지식을 구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육년수보다는 읽기 능력에서 더 잘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교육년수가 낮거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에 따라서 인지 예비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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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노인들의 경우에도 교육년수가 의미하는 바가 단순하지

않다. 노인들은 과거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시키는

것이 어려웠고, 지역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여성은 학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있어 남성과는

달랐다. 특히 시골에서 혹은 여성에게서 저학력자들이 많다(통계청, 

2010)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비단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인지능력의 부족때문만이 아닐 것이며,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언제나 인지 능력의 발달 부족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교육년수가 노인들의

인지 능력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저학력자들의 수행은 고학력자들에 비해서 편차가 크다

(고효은, 김정운, 김희동, 장연식, 정현애, 2013; 최진영, 1998; Chey, 

Na, Park, Park, & Lee, 1999; Marcopulos & McLain, 2003).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K-DRS 점수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 Chey 등(1999)의 연구에 따르면, 저학력자들 중에서는

고학력자 수준의 수행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인지 손상 수준의

수행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등 수행의 편차가 매우 컸다. Marcopulos, 

McLain & Giuliano(1997)의 연구에서 치매 평가 검사(Dementia 

Rating Scale, DRS: Mattis, 1988)의 표준적인 절단점(평균-2SD)을

사용하였을 경우 인지적으로 건강한 저학력자들 중 58%가 인지

손상으로 분류되었다. Chey 등(1999)의 연구에서도 6년 이하

노인들에게서는 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와 치매 진단 간의 상관이 약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저학력 노인들에게서는 건강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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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도 저조한 인지 기능 점수가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무학집단에서도 수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 장면 밖에서의 학습 경험과 타고난 자원이

인지 능력의 형성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 학업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육년수가 한 개인의 인지 능력 혹은 뇌 예비능 및 인지 예비능

이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병에 견딜 수 있는 뇌의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수행 수준에 따라 뇌 예비능 혹은 인지 예비능이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Chey, Na, Tae, Ryoo & Hong(2006)은 인지수행 수준이 다른

정상 노인들의 뇌 구조적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교육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이들간에 뇌 예비능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령 및 학력에 비해 인지 수행이 낮은 노인들과

정상 수행을 보이는 노인들의 뇌부피를 비교하였는데, 연령과 교육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인지 수행이 낮은 노인들은 정상 수행을 보이는

노인들에 비해서 두개골 내부 부피가 작았다. 두개골 내부 부피는 뇌

크기에 대한 대표적인 측정치이며 지능과의 상관이 높고 (Andreasen 

et al., 1993; MacLullich et al., 2002), 뇌 예비능(Brain Reserve)의

지표로 사용된다 (Mori et al., 1997; Wolf et al., 2004). 그러나

이들에게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두엽 및

측두엽 구조물의 부피감소(Fan, Batmanghelich, Clark, & Davatzikos, 

2008; Saykin et al., 2006)는 관찰되지 않았다. 즉, Chey 등의 연구

결과는 기억력이나 인지 저하를 호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저조한 인지 수행은 치매 병리로 인한 인지 손상의 결과라기보다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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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예비능과 관련되어 있으며, 연령 및 학력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내에서도 수행 수준에 따라서 뇌 예비능이 다름을 시사한다. 더욱이, 

연구에 포함되었던 대부분의 노인이 평균 교육년수 3년의

저학력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Chey 등의 연구는 뇌 예비능 및 인지

예비능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수행 수준에 따라 뇌

예비능이 다름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인지 수행 수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저학력자들의 인지

노화 및 치매 위험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3. 낮은 인지 수행과 인지노화 및 치매 위험

Chey 등(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기억력이나 인지 저하를

호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낮은 인지 수행이 인지 감퇴 및

치매의 위험과 관련되어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이는 연구는 거의 없다. 

그 이유로는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경도인지 장애

혹은 치매 환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주관적인 기억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으며, 이전 기능에 비해 뚜렷한 기능 저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담

혹은 의료 기관을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낮은 인지

수행은 주로 저학력자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치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미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의무교육의 역사가 오래되어

저학력자들이 많지 않다. 따라서, 정상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낮은

인지 수행은 그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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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저조한 인지 수행은 주로 경도인지장애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Flicker, Ferris, & Reisberg, 1991)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경도 인지 장애 환자는 정상노인에 비해

치매의 발병율이 높으며(Bowen et al., 1997; Daly et al., 2000; Flicker 

et al., 1991; Rubin, Morris, Grant, & Vendegna, 1989; Tierney et al., 

1996), 인지기능의 감퇴도 급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nnett et al., 

2002; Petersen et al., 1999). 경도인지장애는 주관적인 기억력 문제의

호소와 함께 신경심리검사와 보호자의 보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기억력 저하가 확인된 상태로(Petersen, 2004; Petersen et al., 1999), 

정상 노화와 초기 치매 사이의 과도기적인 단계이며 뇌의 병리적인

상태를 반영한다(Petersen, 2004). 그러나, Chey 등(2006)의

연구에서 낮은 인지 수행을 보이지만 인지장애의 증거가 없었던 정상

노인들의 뇌의 구조적 특징이 MCI의 전형적인 양상과는 다르게

나타났음을 고려하면, MCI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를 인지

수행이 낮은 노인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능과 치매 위험 간의 관계를 조사한 몇몇 연구들은 낮은 기저

수행 능력이 증가된 치매의 위험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Whalley 등(2000)은 1932년에 시작된 스코틀랜드 장기종단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1921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11세에

측정된 지능과 치매 발병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11세 때 측정한

지능은 만발성 치매(65세 이후 발병)의 발병과 관련되어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뇌발달과 치매 발병 간의 관계가 어린시절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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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뇌 예비능 혹은

인지 예비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유사하다. Strydom, Hassiotis, 

King, & Livingston(2009)도 다운증후군이 아닌 지능이 낮은 사람들의

알츠하이머성 치매 유병율을 조사하였는데, 이들의 치매 유병율은 일반

인구의 2~3배였다. 이들의 치매 발병시기는 일반 인구보다 더 빨랐으며,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Whalley 등과 마찬가지로 인지 예비능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S. Cooper (1997)는 다운증후군이 아닌

학습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율을 조사하였는데, 이들의 치매

발병율은 21.6%로 비슷한 연령대에서 기대되는 비율인 5.7%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원인에 의한

낮은 인지 수행은 치매의 위험과 관련되어 있다. 지능이 뇌 예비능 및

인지 예비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연구는

병리적인 상태가 아닌 정상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낮은 인지 수행도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병 위험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낮은 기저 수행과 관련하여 인지 기능 감퇴 양상을 살펴 본

연구는 더욱 드물다. 일반인들의 인지변화를 추적한 종단연구들에서는

반복된 검사 자극에 대한 노출로 인해 연습효과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종단 연구 초기에는 인지 기능 점수가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Rönnlund, Nyberg, Bäckman, & Nilsson, 2005; Salthouse, 2009, 

2010; Schaie, 2012). 그러나 MCI 환자들은 치매 환자와 마찬가지로

1주일, 1년, 1~2년 등 검사 간격에 상관없이 반복적인 검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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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 Cooper, Lacritz, 

Weiner, Rosenberg, & Cullum, 2004; Petersen et al., 1999; 

Schrijnemaekers, de Jager, Hogervorst, & Budge, 2006). 따라서, 

기저 수행이 낮은 노인들이 자극의 반복적인 노출로부터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MCI나 치매와 같은 병리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정상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다만, Chey 등(2006)의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낮은 기저 수행이

낮은 뇌 예비능 혹은 인지 예비능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정상 수행을 보이는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의 감퇴가 급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저교육은 낮은 인지 예비능 및 뇌 예비능으로 인해 인지노화 및

치매의 명백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학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 혹은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의미가 다양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것이 개인의 인지

능력을 반영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태, 교육에 대한 접근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 및 학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같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저학력 노인들의 인지 수행 편차는 고학력 노인들에 비해 크다. 

고학력자 수준의 인지 수행을 보이는 저학력자들도 있는 반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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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중에서도 인지 손상 수준의 수행을 보이는 저학력자들도 있다.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인지 수행 수준에 따라 치매 병리의 임상적 발현을

지연시키거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뇌의 능력인 뇌 예비능이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지능이 낮은 사람들에게서는 치매 위험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서의 결과는

낮은 인지 수행을 보이는 노인들이 현재는 비록 임상 전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와 같은 인지 손상으로 진단되지는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치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지수행 수준에 따른 저학력자들의 인지노화 양상과 치매

위험을 종단적으로 추적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신경연구실 인지 노화

연구(Seoul National University Cognitive Aging Study; SNU-

CAS)에 참여한 노인들의 6년 종단 연구 자료를 통해 종단 연구 초기에

인지수행이 낮았던 정상 노인들의 인지 기능 변화 양상 및 치매의

위험을 조사함으로써 저학력 노인들의 인지 감퇴 및 치매 위험이 기저

수행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지 수행이 낮은 노인들(LCP)의 일반 인지기능 변화

양상은 정상 수행을 보이는 노인들(NCP)과 다른가?

가설 1. LCP는 NCP에 비해 단기간 내에 인지 기능의 급격한

감퇴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인지 수행이 낮은 노인들의 치매 위험은 정상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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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노인들보다 높은가?

가설 2.  LCP는 NCP에 비해 치매의 위험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3.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수행 수준에 따라 인지 노화 양상 및

치매 위험이 다른가?

가설 3.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LCP는 NCP보다 장기적으로는

인지기능 감퇴가 급격할 것이다.  

가설 4.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LCP는 NCP보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 당시 경도인지장애나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의 진단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았으나 인지 수행이 낮았던 정상

노인들의 단기적, 장기적 인지 기능 변화 양상 및 치매 위험을

추적함으로써, 낮은 인지 수행이 연구 참가 당시에는 뇌의 병리로 인한

기능 손상의 결과가 아니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인지 감퇴 및 치매

발병의 위험 요인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문제 1에서는

우선 본 연구에 포함된 인지 수행이 낮은 노인들이 MCI 혹은 치매와

같은 병리적 상태가 아님를 확인하기 위해 정상 수행을 보이는 노인들과

인지 기능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노인들은

초기 검사시 신경심리검사와 보호자 인터뷰에서 MCI 및 치매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학력자들의 경우 정상노인들에서도 인지손상 수준의 수행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보호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인지 기능 상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한 신경심리검사에서 MCI 진단기준보다 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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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인 5%ile 미만의 수행을 보였더라도 정상으로 간주하여 연구에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반복된 검사 자극에 대한

노출로 인해 연습효과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종단 연구 초기에는 인지

기능 점수가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MCI 및 치매 환자들은

단기간에 반복되는 검사에서도 연습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인지저하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포함된 수행이 낮은

노인들은 비록 신경심리검사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였을지라도 연구 참가

당시 MCI 혹은 치매의 진단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과 달리 단기간 내에 인지기능의 급격한 감퇴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연구문제 1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의 일반 인지 기능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변화 모형, 선형 모형, 이차 모형을 비교하였으며, 인지변화에

개인차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연구문제 1에서 확인된 바에 근거하여, 

수행이 낮은 노인들이 연구 참가 당시에는 MCI 혹은 치매와 같은

병리적인 상태가 아니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치매의 위험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하였다. 낮은 인지 수행이 낮은 뇌 예비능 혹은 인지

예비능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LCP는 낮은 예비능으로 인해 NCP에 비해

치매 위험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3에서는 인지노화와 치매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인지 수행 수준에 따라 인지노화 및 치매 위험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낮은 인지 수행이 주로 저학력

노인들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문제 1과 2에서 확인된

인지노화 및 치매 발병에 미치는 LCP의 부정적인 효과가 수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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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아니라 교육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명확하게 하게 위해 저학력자들 중에서도

정상수행을 보이는 노인들(NCP)의 인지노화 및 치매 위험이 LCP 

노인들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6년

이하의 저학력자들을 수행 수준에 따라 LCP와 NCP로 나눈 후, 이들의

인지노화 및 치매 위험을 비교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저학력은

치매의 병리가 임상적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을 완화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뇌의 능력인 뇌 예비능 혹은 인지 예비능이 낮은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인지 노화 및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저학력자들은 인지 수행의 편차가 크며 저학력자 내에서도 인지 수행

정도에 따라 뇌 예비능이 다름이 보고되어, 저학력자 내에서도 인지

수행 수준에 따라 인지 노화 및 치매 위험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수행 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정상 수행을 보이는 노인들에 비해

뇌 예비능이 더 낮다면, 저학력 LCP는 저학력 NCP에 비해

장기적으로는 인지노화 및 치매의 위험이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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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연구참여자

참가자들은 서울대학교 임상신경연구실에서 진행된 인지 노화

연구(SNU-CAS)1에 등록된 정상노인들로 서울, 경기도, 충청도 지역의

교회 및 노인정, 노인 복지 센터 등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건강 선별

기준에 부합되는 243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건강 선별 기준(Christensen, Multhaup, Nordstrom, & Voss, 

1991)에 따라 정상으로 분류되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생활의 기능적인 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기억 혹은 인지 장해가 없을

것; (2)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3) 정신과적

혹은 신경과적인 질병이 없을 것; (4)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 갑상선 질환, 20분 이상의 의식 소실 등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없을 것. 또한 신경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청력 혹은 시력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였다.

참가자들의 인지기능이 '정상'인지를 확인하고 기타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신경심리 검사 및 인터뷰 등이

                                        
1 서울대학교 인지노화연구(SNU-CAS; 1998~  )는 서울, 경기, 충청 지방에 있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의 인지노화 과정과 치매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목표로 1998년에 시작되었다. 노인들의 인지 기능 변화를 확

인하기 위하여 1999~2000년에 1차 추적검사, 2001~2002년에 2차 추적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4~2005년에 3차 추적검사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저자는

2001년부터 SNU-CAS에 참여하였으며, 문헌조사, 자료수집 및 관리, 자료 분석, 

논문 작성 등에 참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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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다. (1) 노인인지행동 인터뷰(이나영, 2001), (2) 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최진영, 1998) (3) 노인용 기억 장애 검사(최진영, 2006), (4) 

Beck 우울증 검사(이영오, 송종영, 1991), (5) 에딘버그 손잡이 검사

(Oldfield, 1971), (6) 문식성 검사지(문혜성, 최진영, 2004) (7) 

보호자와의 반구조화된 인터뷰(Sano et al., 1995). 인지 장애는

객관적인 인지 기능 검사(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와 노인용 기억 장애

검사)와 보호자와의 반구조화된 인터뷰 내용을 통합하여 판단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연구 참가자의 기억, 언어, 지남력, 관리기능, 성격, 

우울, 행동, 정신증적 증상에 관하여 보호자에게 질문하는 자세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연구 참가자들의 인지 기능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기억 혹은 인지

장해는 노인용 기억장애 검사(EMS)나 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K-

DRS)에서 5%ile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저학력자들에게서는 저조한 수행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손상을 가려내기 위해 5%ile 미만 같은 경직된 기준을 사용할

경우, 수행은 낮지만 정상인 저학력자들을 제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심리 평가자료와 보호자와의 인터뷰를 통합하여

참여자의 인지기능 정상 여부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초기 검사에서

EMS나 K-DRS 총점에서 5%ile 미만의 낮은 수행을 보였더라도

보호자와의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최근 인지 기능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확인된 참가자들은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연구에

포함되었다. 또한 우울증 검사에서 21점 이상인 사람들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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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수행 수준에 따른 집단 분류

기저 수행이 낮은 노인들과 정상 수행을 보이는 노인들 간의

인지 기능 변화 양상 및 치매 위험을 비교하기 위해 초기 인지 기능을

바탕으로 수행 집단을 분류하였다. 경도 인지 장애 등 치매의 위험

집단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인지기능 검사에서 평균-1.5SD 미만의

수행을 기준으로 위험집단을 분류하지만(Petersen, 2004), 연구에 따라

평균에서 1SD~2SD 미만을 기준으로 사용하며(최진영, 박은희, 2015; 

Schinka et al., 2010),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에서도 평균-1SD~2SD를 권고하고

있다. 기준에 따라서 민감도와 특이도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Busse, 

Hensel, Gühne, Angermeyer, & Riedel-Heller(2006)는 높은

민감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증상의 심각도가 낮은 절단점(1.5SD보다

1SD)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정상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민감도를

높이고 종단연구의 특성 상 탈락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저수행 집단의 기준을 평균-1SD 미만으로 넓게 설정하였다. 인지

저수행 집단과 정상 수행 집단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표 1에 두 집단

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초기 인지 기능 점수를 비교하였다. 

인지 저수행 집단(Low Cognitive Performance; LCP): 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K-DRS)의 총점에서 연령 및 학력 별 규준 대비

평균-1SD 미만인 노인들로 구성하였다. 전체 243명 중 29명이 LCP에

해당되었으며, 이 중 2회 이상 인지기능 검사를 받은 노인 2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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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포함되었다.

인지 정상 수행 집단(Normal Cognitive Performance; NCP): 

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K-DRS)의 총점에서 연령 및 학력 별 규준

대비 평균-1SD 이상인 노인들로 구성하였다. 전체 243명 중 214명이

NCP에 해당되었으며, 이 중 2회 이상 인지 기능 검사를 받은 189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표 1. LCP와 NCP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초기 K-DRS 점수 비교(N=243)

NCP (n=214) LCP (n=29) t ��

연령, M(SD) 64.41 (8.54) 72.69 (7.39) 4.97***

교육, M(SD) 7.17 (4.66) 2.38 (3.41) -5.35***

성별 6.61*

       남자 90 5

       여자 124 24

Apo E4 a .09

       보유자 31 5

       비보유자 160 22

문식성 64.73***

       문맹 11 16

       문해 103 13

K-DRS 점수, M(SD) 130.44 (7.66) 99.48 (12.12) -13.40***

주. NCP=인지 정상수행, LCP=인지 저수행, Apo E4=Apolipoprotein E4,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a

218명의 자료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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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서울, 경기도, 충청도 지역의 교회 및 노인정, 노인 복지 센터

등을 통해 노인들을 모집하였으며, 이 중 건강 선별 검사에서 정상으로

판단된 243명의 노인들이 인지 노화 연구에 참여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구두 설명을 들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가

설치되기 전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의학연구에 있어서의 윤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헬싱키 선언(WHO, 1996)에 입각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65.4세(SD=8.8, 50~88)였으며, 

평균 학력은 6.6년(SD=4.8, 0~18)이었고, 여성이 61%를 차지하였다. 

1차 검사에서는 참가자들의 인지기능이 정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경심리학적 인터뷰 및 건강선별 검사 외에도 앞서 기술한 여러 가지

신경심리검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치매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Apo E 유전자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혈액을 채취하였다. 

2차 검사에서는 K-DRS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3차 검사에서는 K-

DRS와 노인용 기억검사(Elderly Memory Scale; EMS)를 실시하였다. 

4차 검사에서는 K-DRS 및 EMS와 함께, 치매 진단을 위한

임상검사들을 실시하였다. 치매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들은 치매 진단

부분에 소개하였다. 

참가자들은 각각 1회~3회의 추가 검사를 받았으며, 총 종단

연구 기간은 6년이었다. 1차 검사에서는 243명, 2차 검사에서는 202명, 

3차 검사에서는 163명, 4차 검사에서는 136명이 참가하였다. 

종단연구에서 탈락한 107명 중 3명은 2차, 3차 검사에서 치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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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되었고, 12명은 사망, 50명은 연락두절, 42명은 거절하였으며, 

종단연구에서 탈락한 107명과 종단연구에 남아 있는 136명 간에 연령, 

학력, 성별, 문식성, K-DRS 1차 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종단 연구 절차는 그림 1에, 종단 연구에 사용된 인터뷰 및 신경심리

검사 도구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인지 노화 연구(Cognitive Aging Study) 6년 종단 연구 절차

치매 진단

4차 검사에 참여한 136명 모두는 치매 진단 절차를 거쳤다. 

치매 진단은 정신과 전문의 1인, 임상심리전문가 1인,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검사자들로 구성된 진단 미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4판(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에 근거하였다. 신경심리 평가의 수행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비전형적이거나 본인이

갑작스러운 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 진단적 정확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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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였으며, 뇌혈관 질환, 뇌 종양 등과 같은

뇌 질환을 검사하여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성 치매를 감별하였다. 

진단에 사용된  검사 및 인터뷰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자와의

반구조화된 인터뷰(SSI; Sano et al., 1995); (2) 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K-DRS; 최진영, 1998); (3) 노인용 기억 장애 검사(EMS; 

최진영, 2006); (4) 노인용 우울 검사(GDS; 정인과 등, 1997); (5) 

임상 치매 평가 척도(CDR; Morris, 1993). 이러한 진단적 절차를 통해

136명 중 13명이 치매로 진단되었으며, 2차와 3차 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된 3인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치매로 진단되었다(그림 2). 이 중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4명, 혈관성 치매가 8명, 혼합형 치매가 2명, 

전측두 치매가 2명이었다. 이들의 CDR 점수는 0.5~1의 경도 치매

수준이었다

그림 2. 치매 진단별 발병 비율(N=16)

표 2에 치매 진단적 평가를 받은 139명과 중도 탈락자

104명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초기 인지 기능 점수를 비교하였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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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에 연령, 교육년수, 성별, Apo E4 유전자형 및 문맹자의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초기 K-DRS 총점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NCP 집단과 LCP 집단 각각에서 중도

탈락자의 비율이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종단 연구 중도 탈락자가

비교적 무선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2. 진단적 평가 참여자와 중도 탈락자 비교(N=243)

진단적 평가

참여자

(n=139)

중도탈락자

(n=104)
t ��

연령, M(SD) 64.56 (8.18) 66.52 (9.52) 1.72

교육, M(SD) 6.43 (4.78) 6.83 (4.80) .64

성별 3.81

       남자 47 48

       여자 92 56

Apo E4 a 3.62

       보유자 16 20

       비보유자 112 70

문식성 .43

       문맹 14 91

       문해 125 13

K-DRS 점수, 

M(SD)

127.56 

(12.92)

125.66 

(13.17)
-1.12

수행 수준 .57

       NCP 121 93

       LCP 18 11

주. Apo E4=Apolipoprotein E4,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LCP=인지

저수행, NCP=인지 정상수행
a 218명의 자료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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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질문지 및 임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지 및 임상검사는 연구 참여자의 신체적, 인지적 건강 상태를

선별하고, 치매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치매의 진단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되었고, 신경심리검사는 참여자들의 초기 인지기능 및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 및 검사 목록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는

종단 연구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모두 실시되었기 때문에 인지 변화

양상을 시간의 1차 함수 모형과 2차 함수 모형으로 분석하여

비교하기에 적절하다. 따라서, 종단 기간 동안의 인지 기능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주된 측정치로 사용되었다. 

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K-DRS; Korean Dementia Rating Scale):

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최진영, 1998)는 Dementia Rating 

Scale(Mattis, 1988)의 한국판으로 주의, 관리기능, 구성, 기억, 

개념화의 5개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인지기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검사이며, 점수 범위는 0~144점이다. 한국판 간이 인지상태

검사와의 상관이 .82였으며 (권용철, 박종한, 1989), 2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6이었다(최진영, 1998). 정상과 치매 환자 간 유의미한 수행

차이가 나타났으며(최진영, 1998), 구조적 뇌자기공명영상 연구를 통해

신경과학적 타당도가 지지되었다(Chey et al., 2006).  K-DRS는 치매

선별 및 진행 정도 지수화에 용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ay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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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종단연구에서 사용된 신경심리검사 및 임상검사

분석방법

본 연구는 6년 동안 한 개인이 최대 4회의 반복 측정치를 갖는

종단 연구이기 때문에, 4회의 반복측정치(수준 1)가 각 개인(수준

2)에게 내재되어 있는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반복측정치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모형으로 알려진 위계적

선형 모델(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신승윤, 2010; 유정진, 2006; Raudenbush & Bryk, 2002). 다층

분석은 종단 연구와 같이 자료가 한 개인에게 종속되어 있어 다층

구조를 이루는 경우, 점수 변화율의 개인차를 설명하기에 적당하며, 

연구시작

(0)

1 차추적

(+1~2)

2 차추적

(+2~3)

3 차추적

(+5~6)

노인 인지 행동 인터뷰 O O O O

건강 선별 배제 기준 O - - -

보호자와의 반구조화된 인터뷰 (SSI) O - - O

문식성 검사지 O - - -

Beck 우울증 검사 O - - -

에딘버그 손잡이 검사 O - - -

Apo E4 유전형 O - - -

임상 치매 평가 (CDR) - - - O

노인용 우울검사 (GDS) - - - O

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K-DRS) O O O O

노인 기억 평가 (EMS) O -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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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참가자들의 측정시점이 동일하지 않거나 결측치가 있어도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종단 자료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모형이다(홍세희, 2016; 홍세희, 박언아, 홍혜영, 2006). 

분석은 Hierarchical Linear Model 7 통계패키지

HLM7(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Lincolnwood, IL, USA)을

사용하였으며, Full Maximum Likelihood로 추정하였다. 수준 1의 시간

변수는 연구 시작점을 0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코딩하였으며(범위: 0~6), 

전체 평균 중심화(grand mean centering)를 하였다. 따라서, 수준 1의

절편(절편 1)은 전체 집단의 시간 변수 평균에서의 값을 의미한다. 시간

변수의 2차 항은 전체 평균 중심화된 시간 변수를 제곱하였다. 수준

2에서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연령은 전체 평균 중심화(grand mean 

centering) 하였으며, 성별은 남성과 여성을 각각 0과 1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수준 2의 절편(절편 2)은 평균 연령과 남성일 경우의 값을

의미한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다층모형에서는 수준 1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수준 2에서는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한다(홍세희 등, 2006).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개인의 인지 기능 변화가 각 개인의 특성(예, NCP vs. 

LCP)에 따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수준 1에서는

시간 변수를 투입하여 시간에 따른 인지 기능이 무변화 모형, 1차 함수

모형, 2차 함수 모형 중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확인하였고, 수준

2에서는 각 개인의 특성이 인지 기능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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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층 모형(Multilevel Model)의 개념

연구문제 1에서는 각 개인의 수행 능력(NCP vs. LCP)을 수준

2의 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연구문제 2에서는 각 개인의 수행 능력과

치매 발병 및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수준 2의 변수로 투입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학력과 수행 수준을 고려하여 집단을 3개(고학력, 

저학력 NCP, 저학력 LCP)로 나눈 후, 고학력 집단을 기준으로

더미코딩을 하여 수준 2의 변수로 투입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 사용한

모델을 시간의 1차 함수 모형을 예로 들어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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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1 모델                                                  

KDRS 총점 ti = π0i + π1i(시간 ti)  + eti

수준-2 모델

π0i = β00 + β01(성별i) + β02(연령i) + β03(수행집단i) + r0i

π1i = β10 + β11(성별i) + β12(연령i) + β13(수행집단i) + r1i

위에 제시한 수식에서 수준 1의 KDRS 총점ti 은 개인i의 시점t에서의

K-DRS 총점을 의미한다. KDRS 총점ti은 개인i의 절편값(π0i, 여기서는

전체 집단의 시간 변수 평균인 1.96년일때의 값)과 시간에 따른

기울기(π1i, 1년 단위), 그리고 오차항(eti)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준 2 

모형에서, 개인i의 절편값(π0i)과 시간에 따른 기울기(π1i)는 전체

집단의 평균 절편값(β00와 β10)과 성별(β01와 β11), 연령(β02와

β12), 수행 집단(β03와 β13)의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r0i와 r1i는

무선 효과를 의미한다. 

그 외에도 수행 수준이 치매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비교를 위해 t-test와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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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연구문제 1. 인지 수행이 낮은 노인들의 일반 인지기능 변화 양상은

정상 수행을 보이는 노인들과 다른가?

연구문제 1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인지 저수행 노인들(LCP)의

인지기능 변화 양상을 정상 수행 노인들(NCP)과 비교함으로써, 연구

참가 당시 LCP 노인들의 낮은 수행이 MCI 혹은 치매와 같은 병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반복된 검사 자극에 대한 노출로 인해 연습효과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종단 연구 초기에는 인지 기능 점수가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MCI 및 치매 환자들은 단기간에 반복되는 검사에서도

연습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인지저하를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

포함된 수행이 낮은 노인들은 비록 신경심리검사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였을지라도 연구 참가 당시 MCI 혹은 치매의 진단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과 달리 단기간 내에 인지기능의 급격한 감퇴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 1의 가설은, 

'연구 참여 당시의 낮은 인지 수행이 병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LCP는 NCP에 비해 단기간 내에 인지 기능의 급격한 감퇴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층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종단연구 시작 시점부터 3차 추적 검사까지의 종단

연구 전체 기간 동안 LCP와 NCP의 인지기능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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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둘째, 종단연구 시작 시점부터

2차 추적 검사까지 약 2~3년의 단기간 동안 NCP에 비해 LCP의 인지

기능 감퇴가 급격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은 종단 연구 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검사를 받은 참여자들로 제한하였으며, 학력 및 문식성 정보가 불분명한

1인은 제외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참여자는 총 214명이었다. 

1. 6년 종단연구 기간 내 인지 기능 변화 모형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분석의 기본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종단연구 기간 동안 연구에 참가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며, 변화 모형에 개인차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무변화 모형, 1차 함수모형, 2차 함수 모형

종단 연구 기간 동안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과 1차 함수 모형, 

2차 함수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림 4의 모형 1은 수준 1에 시간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무변화 모형으로 검사 점수가 검사 시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모형 2는 수준 1에 시간 변수를 포함한 시간의 1차 함수

모형으로 검사 점수와 검사 시점 간에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다. 모형

3은 수준 1에 시간의 1차 항과 2차 항을 포함한 2차 함수 모형으로

검사 점수와 검사 시점 간에 2차 함수의 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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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지 기능 변화 함수 모형

주. 모형 1은 무변화 모형, 모형 2는 선형 모형, 모형 3은 2차 함수 모형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총점, i=개인 식별 번호, t=검사 시점

각 모형의 deviance(-2 log likelihood) 값을 구한 후 모형 간

우도비 검증을 하였다. deviance는 우도함수 값(likelihood)에 -2 log를

취한 값이기 때문에 작을수록 적합도가 좋다.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모형이 커질수록, 즉 추정하는 파라미터의 수가 증가할수록

deviance의 값이 작아졌다. 모형 간 deviance차이와 자유도 차이를

수준-1 모델 <모형 1>

KDRSti = π0i + eti

수준-2 모델

π0i = β00 + r0i

수준-1 모델 <모형 2>

KDRSti = π0i + π1i*(시간ti) + eti

수준-2 모델

π0i = β00 + r0i

π1i = β10 + r1i

수준-1 모델 <모형 3>

KDRSti = π0i + π1i*(시간ti) + π2i*(시간2
ti) + eti

수준-2 모델

π0i = β00 + r0i

π1i = β10 + r1i

π2i = β20 + r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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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며 우도비 검증을 한 결과, 모형 2는 모형 1에 비해 적합도가

유의하게 좋아졌으며, 모형 3은 모형 2에 비해 적합도가 유의하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단연구 기간 동안 연구에 참가한

노인들의 인지기능은 시간의 2차 함수 모형으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으며, 독립변수를 포함한 이후의 분석은 2차 함수 모형을 이용할

것이다. 

표 4. 인지 기능 변화 함수 모형 비교 (N=214)

모형 Deviance 추정하는 파라미터 수

모형 1 5209.43 3

모형 2 5189.47 6

모형 3 5128.59 10

모형 비교 Chi-square statistica dfb

모형 1과 모형 2 19.97 *** 3

모형 2와 모형 3 60.88 *** 4

주. a 비교하는 모형 간 deviance 차이, b 비교하는 모형 간 자유도 차이

* p <.05, ** p <.01, ***  p<.001

모델 비교를 통해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 2차 함수

모형의 추정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절편, t(213)=155.95, p<.001, 

시간 기울기, t(213)=2.26, p<.05, 시간 제곱 기울기, t(213)=-6.03,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차 함수 모형의 최고점은

2.34년으로, 연구에 참가한 노인들의 인지기능은 2.34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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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추세이며 이후 서서히 감퇴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5는

추정된 2차 함수 모형을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a)는 시간에 따른 각

개인의 K-DRS 총점 변화 양상이며, (b)는 전체집단의 추정된 2차

함수 그래프이다.   

표 5. K-DRS 점수 변화의 2차 함수 모형 (N=214)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value

절편 1, π0

절편 2, β00 128.50 0.82 155.95 213 <.001

시간 기울기, π1

   절편 2, β10   0.34 0.15   2.26 213 .025

시간 제곱 기울기, π2

절편 2, β20 -0.45 0.07 -6.03 21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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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K-DRS 점수 변화의 2차 함수 모형

(a) 각 개인의 K-DRS 총점 변화 그래프, (b) 전체 집단의 2차 변화 함수

그래프

주. K-DRS=한국판 치매평가 검사

인지 기능 변화 양상의 개인차

다층모형의 수준 1에서 추정된 절편(π0i) 및 시간 기울기(π1i), 

시간의 제곱 기울기(π2i)는 수준 2에서 고정효과(fixed effect)인 전체

집단의 평균(β00와 β10, β20)과 개인의 무선효과(random effect; r0i와

r1i, r2i)로 나눌 수 있다. 무선효과(r0i와 r1i, r2i)를 추가한 모형의

적합도가 추가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보다 유의미하게 좋아지면, 절편

및 시간 기울기가 개인마다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투입하여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인지기능

변화기울기에 개인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울기에 무선효과가

없는 모형과 추가한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림 6의 모형 1은 절편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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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지 기능 변화 기울기의 개인차 모형

주. 모형 1은 절편에만 무선효과가 있는 모형, 모형 2는 절편과 시간의

1차항에만 무선효과가 있는 모형, 모형 3은 절편 및 시간의 1차항과 2차항에

무서효과가 있는 모형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총점, i=개인 식별 번호, t=검사 시점

수준-1 모델 <모형 1>

KDRSti = π0i + π1i*(시간ti) + π2i*(시간2
ti) + eti

수준-2 모델

π0i = β00 + r0i

π1i = β10

π2i = β20

수준-1 모델 <모형 2>

KDRSti = π0i + π1i*(시간ti) + π2i*(시간2
ti) + eti

수준-2 모델

π0i = β00 + r0i

π1i = β10 + r1i

π2i = β20

수준-1 모델 <모형 3>

KDRSti = π0i + π1i*(시간ti) + π2i*(시간2
ti) + eti

수준-2 모델

π0i = β00 + r0i

π1i = β10 + r1i

π2i = β20 + r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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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효과가 있는 모형이고, 모형 2는 시간의 1차 항에만 무선효과가

있는 모형, 모형 3은 시간의 1차 항과 2차 항 모두에 무선효과가 있는

모형이다. 

표 6. 인지 기능 변화 기울기의 개인차 모형 비교

모형 Deviance 추정하는 파라미터 수

모형 1 5164.66 5

모형 2 5156.47 7

모형 3 5128.59 10

모형 비교 Chi-square statistica dfb

모형 1과 모형 2 8.19* 2

모형 2와 모형 3 27.88*** 3

주. a 비교하는 모형 간 deviance 차이, b 비교하는 모형 간 자유도 차이

* p <.05, ** p <.01, *** p<.001 

이전 분석과 마찬가지로 각 모형의 deviance(-2 log likelihood) 

값을 구한 후 모형 간 우도비 검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모형 2는 모형 1에 비해 적합도가 유의하게 좋아졌으며, 

모형 3은 모형 2에 비해 적합도가 유의하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지기능 변화 함수의 시간 기울기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의 분석에서는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관심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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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 K-DRS 총점 5%ile 미만 수행자의 인지기능 변화 양상

본 연구에 포함된 피험자들은 연구참여 당시 건강 선별 배제

기준 상 신경과 및 정신과적 병력이 없고,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건강 상의 문제가 없는 정상인들이었다. 이들 중 주관적인 기억

저하 및 인지 기능 저하를 호소하거나 주변 가족에 의해 인지 기능

저하가 보고되는 등, MCI나 AD와 같은 인지 장애의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노인들은 없었다. 그러나, 저학력자들의 경우 인지기능이

저조한 노인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K-DRS 총점에서 건강 선별

배제기준인 5%ile 미만의 수행을 보였으나 보호자와의 SSI를 통해서

최근 인지기능 상의 저하가 보고되지 않아 연구에 포함된 노인들이

16명이었다. 즉, 16명의 노인들은 MCI나 AD와 같은 인지 장애의

진단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았으나 신경심리 검사상에서 MCI 수준으로

수행이 매우 저조하였다. 따라서, LCP집단과 NCP집단 간의 인지 기능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전에 LCP 집단 내에서 5%ile 이상의 수행을

보인 노인들과 5%ile 미만의 수행을 보인 노인들 간에 인지 기능 변화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이들이 동질적인 집단인지를 확인하였다.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초기 K-DRS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5%ile 이상의 수행을 보인 LCP 집단의 초기

K-DRS 총점은 107.44인 반면, 5%ile 미만의 수행을 보인 LCP 

집단의 초기 K-DRS 총점은 94.81로 두 집단 간의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연령, 학력, 성별, 문맹, Apo E 유전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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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초기 K-DRS 5%ile 미만의 수행을 보인 LCP와 5%ile 이상 수행을 보인

LCP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초기 K-DRS 점수 비교(N=25)

5%ile 미만

수행 LCP 

(n=16) 

5%ile 이상

수행 LCP 

(n=9) 

t ��

연령, M(SD) 73.25(7.84) 72.78(6.44) -.15

교육, M(SD) 2.06(3.47) 1.89(3.06) -.12

성별 1.39

       남자 1 2

       여자 15 7

Apo E4 .84

       보유자 3 2

       비보유자 13 7

문식성 .76

       문맹 10 4

       문해 6 5

K-DRS 점수, 

M(SD)
94.81(13.79) 107.44(4.80) 2.64*

주. Apo E4= Apolipoprotein E4,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 p <.05,  ** p <.01,  *** p <.001

LCP 집단 내에서, K-DRS총점 5%ile 미만의 수행을 보인

노인들과 5%ile 이상의 수행을 보인 노인들 간에 인지기능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 분석과 동일하게 HLM을

이용하여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수식 2). 절편과 기울기 모두에서

연령과 성별의 효과를 통제한 후 K-DRS총점 5%ile 미만의 수행을

보인 노인들과 5%ile 이상의 수행을 보인 노인들의 인지 기능 변화

양상을 비교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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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1 모델                                                     <수식 2>

KDRSti = π0i + π1i(시간 ti) + π2i(시간 2
ti) + eti

수준-2 모델

π0i = β00 + β01(성별i) + β02(연령i) + β03(5%ile 미만i) + r0i

π1i = β10 + β11(성별i) + β12(연령i) + β13(5%ile 미만i) + r1i

π2i = β20 + β21(성별i) + β22(연령i) + β23(5%ile 미만i) + r2i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5%ile 미만의 수행을 보인 LCP 

노인들은 5%ile 이상의 수행을 보인 LCP 노인들에 비해서 절편 1의

값은 유의미하게 낮았지만, 두 집단 간에 시간 기울기와 시간 제곱

기울기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에서 초기 K-DRS 

총점 5%ile 미만의 수행을 보인 LCP 노인들과 5%ile 이상의 수행을

보인 LCP 노인들 간에 초기 K-DRS 총점 이외의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을 통합하여 이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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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초기 K-DRS 5%ile 미만의 수행을 보인 LCP와 5%ile 이상 수행을 보

인 LCP의 K-DRS 점수 변화 양상(N=25)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value

절편 1, π0

절편 2, β00 107.75 10.40 10.35 21 <.001

성별, β01 12.40 11.40 1.08 21 .289

연령, β02 -1.59 .51 -3.13 21 .005

5%ile 미만,β03 -15.77 7.58 -2.07 21 .050

시간 기울기, π1

    절편 2, β10
-1.00 2.45 -.40 21 .688

성별, β11 3.83 2.78 1.37 21 .183

연령, β12 -.22 .11 -1.89 21 .072

5%ile 미만,β13 -.42 1.78 -.23 21 .815

시간 제곱 기울기, π2

절편 2, β20 -1.74 1.25 -1.38 21 .181

성별, β21 -.45 1.42 -.31 21 .755

연령, β22 .07 .06 1.19 21 .245

5%ile 미만,β23 .71 .91 .77 21 .446

주, 성별, 1=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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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CP와 NCP의 인지기능 변화 양상 비교

LCP와 NCP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및 초기 인지 수행: 전체 집단

표 9에 LCP와 NCP의 인구통계학적 틍징 및 연구 참여 당시

K-DRS 점수를 비교해 놓았다. LCP는 NCP에 비해 연령이 높고,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년수가 낮고, 문맹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Apo E4 유전자형 보유자의 비율이 높지는 않았다. 저조한

수행은 주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저학력자들이나 문맹자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낮은 교육 년수와 높은 문맹 비율은 LCP 집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집단의 정의 상, LCP의 초기 K-DRS 

총점은 NCP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LCP와 NCP의 인지기능 변화 양상: 총 종단 기간

6년에 걸친 종단연구 기간 동안 LCP와 NCP의 인지기능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HLM을 이용하여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절편과 기울기 모두에서 연령과 성별의 효과를

통제한 후 수행집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수식 3).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시간 변수는 연구시작 시점을 0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코딩한 후 전체 집단 중심화(grand centered)하였기 때문에 절편 1은

참여자 전체의 시간 변수 평균인 1.96년 일때의 추정치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낮았으며, 성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LCP는

NCP에 비해 18.89점이 낮았으며, 이는 성별, 연령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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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LCP와 NCP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초기 K-DRS 점수 비교(N=214)

NCP (n=189) LCP (n=25) t ��

연령, M(SD) 64.60 (8.78) 73.08 (7.23) 4.62***

교육, M(SD) 8.00 (4.73) 2.00.(3.27) -7.34***

성별 9.35**

       남자 83 3

       여자 106 22

Apo E4 a .39

       보유자 26 5

       비보유자 146 20

문식성 64.15***

       문맹 8 14

       문해 181 11

K-DRS 점수, M(SD) 130.86(7.93) 99.36(12.84) -11.97***

주. NCP=인지 정상수행, LCP=인지 저수행, Apo E4=Apolipoprotein E4,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a 197명의 자료

* p <.05,  ** p <.01,  *** p <.001

수준-1 모델                                             <수식 3>

KDRSti = π0i + π1i(시간 ti) + π2i(시간 2
ti) + eti

수준-2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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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0i = β00 + β01(성별i) + β02(연령i) + β03(수행집단i) + r0i

π1i = β10 + β11(성별i) + β12(연령i) + β13(수행집단i) + r1i

π2i = β20 + β21(성별i) + β22(연령i) + β23(수행집단i) + r2i

인지기능 변화 기울기에 미치는 수행 수준의 영향은 시간

기울기, t(210)=3.76, p<.001,와 시간의 제곱 기울기, t(127)=-3.85, 

p<.001, 모두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였다. 표

5과 그림 5에서 제시하였듯이 시간의 변화에 따른 K-DRS 점수의 변화

모형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였으며, 이 함수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LCP를 예측변인으로 추가한 결과(표 10), LCP는 NCP에

비해 최고점 이후 K-DRS 점수가 더욱 급격하게 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에는 6년 종단 연구 기간 동안 LCP와 NCP의 K-DRS 

점수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림 7의 (a)에는 각 개인별 K-DRS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였으며, (b)에는 다층모형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LCP집단과 NCP집단의 2차 함수 모형을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집단의

정의 상, LCP노인((a)와(b)의 빨간 실선)은 NCP노인에 비해서 초기

점수가 낮으나, 초반에는 점수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는 급격하게 감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LCP집단의 최고점은 약 2.64년이었으며, 최고점까지는 K-DRS 점수가

상승하는 양상을, 그 이후로는 감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소한 단기간 동안에는 LCP집단이 NCP집단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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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K-DRS 총점의 변화에 미치는 수행 수준의 영향(N=214): 총 종단 기간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value

절편 1, π0

절편 2, β00 130.05 .84 154.86 210 <.001

성별, β01 1.05 1.13 .93 210 .356

연령, β02 -.39 .07 -5.31 210 <.001

수행집단, β03 -18.49 3.65 -5.07 210 <.001

시간 기울기, π1

    절편 2, β10 -.12 .23 -.53 210 .599

성별, β11 .25 .29 .89 210 .374

연령, β12 -.01 .02 -.69 210 .488

수행집단, β13 2.47 .66 3.76 210 <.001

시간 제곱 기울기, π2

절편 2, β20 -.32 .10 -3.24 210 .001

성별, β21 .02 .13 .16 210 .877

연령, β22 -.01 .01 -1.59 210 .112

수행집단, β23 -1.38 .36 -3.85 210 <.001

주, 성별, 1=여성; 수행집단, 1=L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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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CP와 NCP의 K-DRS 점수 변화 그래프: 총 종단 기간

(a) 각 개인의 K-DRS 총점 변화 그래프, (b) 전체 집단의 2차 변화 함수

그래프

주. 각 집단의 그래프는 연령=0(평균 연령), 성별=0(남성) 기준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총점, LCP=인지 저수행, NCP=인지 정상 수행

LCP와 NCP의 인지기능 변화 양상: 단기간

표 10과 그림 7에서 LCP집단은 NCP집단에 비해 2.64년까지

K-DRS 점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 내의 상승폭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2차

추적검사까지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LCP집단과 NCP집단의 K-DRS 

점수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2차 추적검사까지는 자료 관찰 시점이

3개이기 때문에 1차 함수 모형을 사용하였다. LCP집단의 변화 기울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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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P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1년에

3.74점씩 점수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과 그림 8).     

표 11. K-DRS 총점의 변화에 미치는 수행 수준의 영향(N=214): 단기간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value

절편 1, π0

절편 2, β00 129.63 .75 172.95 210 <.001

성별, β01 .92 .99 .93 210 .356

연령, β02 -.39 .06 -6.08 210 <.001

수행집단, β03 -23.37 2.98 -7.84 210 <.001

시간 기울기, π1

    절편 2, β10 .55 .27 2.06 210 .041

성별, β11 .38 .36 1.05 210 .297

연령, β12 .03 .02 1.45 210 .148

수행집단, β13 3.74 1.05 3.56 210 <.001

주.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성별, 1=여성; 수행집단, 1=L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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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LCP와 NCP의 K-DRS 점수 변화 그래프: 단기간

주. 각 집단의 그래프는 연령=0(평균 연령), 성별=0(남성) 기준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총점, LCP=인지 저수행, NCP=인지 정상 수행

앞서 분석에서, K-DRS 총점 5%ile 미만 LCP 노인들과 5%ile 

이상 LCP 노인들 간에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인지기능 변화

기울기에서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K-DRS 총점

5%ile 미만의 수행을 보인 노인들이 병리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을

직접적으로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K-DRS 총점 5%ile 

미만 수행을 보인 노인들과 NCP 노인들의 인지 기능 변화 양상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였다. LCP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NCP 노인들의 비해

초기 인지 기능 향상이 유의미하였으며, 최고점 이후 급격하게 감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결과표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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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인지 수행이 낮은 노인들의 치매 위험은

정상 수행을 보이는 노인들보다 높은가?

연구문제 1에서는 연구 참가 당시 MCI 혹은 치매의 진단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았으나 신경심리 검사에서 저조한 수행(일부

참가자의 경우 MCI 수준의 낮은 수행)을 보인 노인들(LCP)의

장/단기적인 인지기능 변화 양상을 정상 수행 노인들(NCP)과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실제적인 인지 기능 변화 양상이 병리적인

상태와는 다름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연구문제 1에서 확인된

바에 근거하여, 수행이 낮은 노인들이 연구 참가 당시에는 MCI 혹은

치매와 같은 병리적인 상태가 아니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치매의

위험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낮은

인지 수행은 낮은 뇌 예비능 혹은 인지 예비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 2의 가설은 'LCP는 낮은 예비능으로 인해 NCP에

비해 치매 위험이 높을 것이다.'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치매 발병을

예측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치매로 발병한

노인들과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 간에 인지 기능 변화

양상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6년 간의 종단 연구 자료를

대상으로 다층 모형 분석을 부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은 3차 추적 검사에서 치매 여부를

진단 받은 참여자들이었다. 연구문제 1의 분석에서 LCP 노인들의 인지

변화 양상은 MCI 환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양상과는 달랐지만, 분석에

포함된 노인들이 임상 전 치매였을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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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와 2차 추적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된 3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3차 추적 검사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노인 중 초기 검사 이후 1~2차

추적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 1명은 치매 발병 시점이 불분명하여

제외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노인은 총 135명이다. 분석에서 제외된 4명

중 LCP 노인은 1명, NCP 노인은 3명이었다. 

1. LCP와 NCP의 치매 위험

진단적 평가에 참여한 LCP와 NCP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및 초기 인지

수행

종단연구 참여자 243명 중 앞서 기술한 조건에 부함되는 노인

13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NCP 노인들 214명 중 약

55.1%인 118명, LCP 노인들 29명 중 약 58.6%인 17명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두 집단 간에 분석에 포함된 사람들과 탈락자 비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1, N = 243) = .13, n.s.

두 집단 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초기 K-DRS 총점을 비교한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LCP 집단은 NCP 집단에 비해서 연령이

높고,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두 집단은 교육 년수 및 문맹 비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NCP 집단의 평균 교육 년수가 6.69년인데 반해

LCP 집단의 평균 교육 년수는 2.65년으로 낮았으며, LCP 집단의

문맹자 비율은 47.06%로 NCP 집단의 4.42%에 비해 높았다. 두 집단

간에 Apo E4 유전형 보유자의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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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수행은 주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저학력자들이나

문맹자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낮은 교육 년수와 높은 문맹 비율은

LCP 집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집단의 정의 상, LCP의 초기

K-DRS 총점은 NCP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표 12. LCP와 NCP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초기 K-DRS 비교: 진단적 평가

참여자(N=135)

NCP (n=118) LCP (n=17) t ��

연령, M(SD) 63.25(7.69) 71.12 (7.52) 3.95***

교육, M(SD) 6.69(4.61) 2.65 (3.74) -3.71***

성별 6.60*

       남자 44 1

       여자 74 16

Apo E4 a .57

       보유자 12 3

       비보유자 95 14

문식성 31.31***

       문맹 5 8

       문해 113 9

K-DRS 점수, M(SD) 131.47(7.81) 102.12 (11.26) -10.39***

치매 진단 여부 16.74***

       치매 6 6

       정상 112 11

주. Apo E4=Apolipoprotein E4,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LCP=인지

저수행, NCP=인지 정상수행
a 124명의 자료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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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P 와 NCP 의 치매 위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석에 포함된 LCP 17명 중 35.29%인 6명이 치매로

발병하였으며, 이는 NCP 118명 중 5.08%인 6명이 치매로 발병한 것에

비해서 높은 비율이었다 (그림 9). LCP 중 치매로 발병한 노인 6명 중

3명은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1명은 알츠하이머성

치매(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1명은 전측두

치매(Fronto-temporal Dementia), 1명은 혼합형 치매였다. NCP중

치매로 발병한 노인 6명 중 3명은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2명은 알츠하이머성 치매(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1명은

전측두 치매(Fronto-temporal Dementia)였다. 

그림 9. NCP와 LCP집단의 치매 발병 비율

주. LCP=인지 저수행, NCP=인지 정상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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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P 노인들이 NCP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의 위험이 더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3). 모델

1은 독립변수에 수행수준(LCP=1)만을 포함한 것으로, LCP 노인들의

치매 위험이 NCP 노인들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NCP 

노인들에 대한 LCP노인들의 승산비는 10.18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는 LCP 노인들의 치매 발병율이 NCP 노인들에 비해 높았던 것과

일관되었다. LCP가 각 개인이 속한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른 규준

대비 경계선 수준의 수행으로 정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델 1의

결과는 자신의 연령 및 교육 수준에서 기대되는 바에 비해 인지 수행이

낮은 사람들은, 정상 수행을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로 발병되지

않을 확율보다 치매로 발병될 확율이 10.18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3. 치매 발병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LCP vs. NCP (N=135)

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OR
95% C.I P-

value
하한 상한

모델 1 수행 집단 2.32 .66 10.18 2.80 36.99 <.001

모델 2 연령 .23 .07 1.26 1.10 1.43 <.001

성별 -.94 .91 .39 .07 2.31 .301 

수행 집단 1.66 .85 5.24 .99 27.67 .051 

주. LCP=인지 저수행, NCP=인지 정상수행, 수행 집단, 1=LCP, 성별, 1=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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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CP와 NCP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비교한 표 12에서

LCP는 NCP에 비해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으며, 여성과 문맹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 LCP의 치매 위험이 높은지를 확인하였다. 학력이 낮고

문맹의 비율이 높은 것은 LCP 노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모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연령과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추가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졌으며, 성별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후, LCP의 승산비는

5.24였으며, p-value=.051로 .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에

근접하였다.    

2. 치매 발병 여부에 따른 초기 인지 기능 및 인지 변화 양상

LCP와 NCP 각 집단별로 치매 발병 여부에 따른 노인들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연구 참여 초기

인지기능과 시간에 따른 인지기능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표 14와 15에는 NCP 집단과 LCP 집단 각각에서 치매로

발병한 노인들과 치매로 발병하지 않은 노인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초기 K-DRS 점수를 비교하였다. NCP 집단 중 치매로 발병한

노인들은 치매로 발병하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연령이 높고, 초기 K-

DRS 총점 및 개념화와 기억 소검사의 점수가 낮았다(표 14). LCP 

집단 중 치매로 발병한 노인들은 치매로 발병하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연령이 높았으나, 연령 이외의 다른 변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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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NCP 집단 내에서 치매 발병자와 비발병자 비교(N=118)

치매 발병자

(n=6) 

치매 비발병자

(n=112) 
t ��

연령, M(SD) 72.67(3.39) 62.75(7.54) -6.38***

교육, M(SD) 6.33(2.94) 7.03 (4.69)   -.35    

성별
  

3.51

       남자 3 41

       여자 3 71

Apo E4
a    .

37

       보유자 0 12

       비보유자 6 89

문식성
   .

60

       문맹 0 5

       문해 6 107

K-DRS 총점, M(SD) 121.17(6.68) 132.02(7.50)   3.47**

       주의 34.50(1.87) 35.30(1.48)   1.28    

       관리기능 30.67(3.67) 33.65(4.22)   1.70

       구성 5.33(.82) 5.73(.72)   1.31

       개념화 32.50(4.28) 35.42(2,81)   2.41*

       기억 18.17(1.72) 21.98(2.52)   3.64***

주. Apo E4=Apolipoprotein E4,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NCP=인지

정상수행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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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LCP 집단 내에서 치매 발병자와 비발병자 비교(N=17)

치매 발병자

(n=6)

치매 비발병자

(n=11)
t ��

연령, M(SD) 76.67(3.33) 68.09 (7.50) -2.63*

교육, M(SD) 1.67(2.66) 3.18 (4.24) .904

성별 .45

       남자 0 1

       여자 6 10

Apo E4    .21

       보유자 2 1

       비보유자 4 10

문식성 .23

       문맹 4 4

       문해 2 7

K-DRS 총점, M(SD) 96.83(6.82) 105.00(12.40) 1.48

       주의 28.17(2.64) 29.82(5.34) .70    

       관리기능 22.67(3.20) 26.09(5.22) 1.45

       구성 3.67(2.07) 4.27(1.79) .63

       개념화 27.67(4.59) 28.45(5.39) .30

       기억 14.67(2.81) 16.36(4.65) .81

주. Apo E4=Apolipoprotein E4,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LCP=인지

저수행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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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P와 NCP 각 집단별로 치매 발병 여부에 따라 인지 기능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치매 발병 여부, 수행 수준, 치매 발병

여부와 수행 수준 간의 상호작용 항을 독립변인에 포함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6에 제시하였다. 표 10에 제시한 214명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LCP 집단은 시간 기울기, t(129)=3.40, p<.001,와 시간

제곱 기울기, t(129)=-3.25, p<.0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LCP 집단은 NCP 집단에 비해 초기에는 인지

기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인지 감퇴 속도가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 발병이 시간 제곱 기울기, 

t(129)=-2.36, p<.05,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였다. 즉, 마지막 추수

검사에서 치매로 발병한 노인들은 치매로 발병하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감퇴 속도가 더 급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매 발병

여부와 수행 수준 간의 상호작용은 절편, t(129)=.34, p>.05, 시간

기울기, t(127)=1.18, p>.05, 시간 제곱 기울기, t(129)=.08, p>.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10은 NCP와 LCP 각 집단에 대해 치매로 발병한 노인과

발병하지 않은 노인의 인지기능 변화 양상을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 종단 연구 초기에는 인지기능 변화 기울기가 유사하였으나

치매 진단 직전에는 치매로 발병한 노인들의 인지기능 감퇴가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LCP 집단의 경우, 치매 발병자들도 연구문제 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종단연구 초기 2~3년 동안은 수행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여, 치매로 발병한 노인들도 연구 참여 초기에는 병리적 상태가

아니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치매로 발병하지 않은 노인들도 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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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후반부에는 인지 기능 감퇴가 급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치매의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시사된다.    

그림 10. 인지기능 변화 양상 비교: 치매 발병자 vs. 정상

주, 각 집단의 그래프는 연령=0(평균 연령), 성별=0(남성) 기준

LCP_Normal, 인지 저수행 집단에서 치매로 발병하지 않은 노인, 

LCP_Dementia, 인지 저수행 집단에서 치매로 발병한 노인, NCP_Normal, 

정상 수행 집단에서 치매로 발병하지 않은 노인, NCP_Dementia, 정상 수행

집단에서 치매로 발병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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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치매 발병과 수행수준에 따른 K-DRS 점수 변화 양상(N=135)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value

절편 1,π0

절편 2,β00 130.06 1.32 98.69 129 <.001

성별,β01 2.44 1.48 1.64 129 .103

연령,β02 -.33 .09 

-

3.48 129 <.001

치매,β03 -6.57 3.89 

-

1.69 129 .094

수행수준,β04 -12.20 4.84 

-

2.52 129 .013

치매×수행수준,β05 2.50 7.37 .34 129 .735

시간 기울기,π1

    절편 2,β10 .04 .30 .15 129 .883

성별,β11 .17 .35 .47 129 .640

연령,β12 .01 .02 .24 129 .812

치매,β13 -1.06 1.11 -.95 129 .343

수행수준,β14 2.90 .85 3.40 129 <.001

치매×수행수준,β15 1.78 1.51 1.18 129 .238

시간 제곱 기울기,π2

절편 2,β20 -.24 .12 

-

2.01 129 .047

성별,β21 -.02 .15 -.11 129 .916

연령,β22 -.01 .01 -.79 129 .429

치매,β23 -.91 .38 

-

2.36 129 .020

수행수준,β24 -1.61 .50 

-

3.25 129 .001

치매×수행수준,β25 .06 .70 .08 129 .935

주,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성별, 1=여성; 치매, 1=치매발병; 

수행수준, 1=L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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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수행 수준에 따라

인지 노화 양상 및 치매 위험이 다른가?

연구문제 1과 2에서는 연구 참가 당시 MCI 혹은 치매의 진단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았으나 신경심리 검사에서 저조한 수행(일부

참가자의 경우 MCI 수준의 낮은 수행)을 보인 노인들(LCP)의

장/단기적인 인지기능 변화 양상 및 치매 위험을 정상 수행

노인들(NCP)과 비교함으로써, 이들이 연구 참가 당시에는 MCI 혹은

치매와 같은 병리적인 상태가 아니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치매의

위험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LCP 노인들의 대부분은 6년

이하의 저학력자들이었음을 고려하면, 연구문제 1과 2에서 나타난

LCP의 효과가 수행의 차이가 아니라 교육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명확하게 하게 위해

저학력자들 중에서도 정상수행을 보이는 노인들(NCP)의 인지노화 및

치매 위험은 LCP 노인들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3에서는 치매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저학력 노인들

중에서도 수행 수준에 따라 인지 변화 양상 및 치매의 위험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저학력은 치매의

병리가 임상적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을 완화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뇌의

능력인 뇌 예비능 혹은 인지 예비능이 낮은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인지

노화 및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저학력자들은 인지 수행의 편차가 크며, 저학력자 내에서도 수행 정도에

따라 뇌 예비능이 다름이 보고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LC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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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저학력자였으나, 저학력자의 대부분은 NCP인 점을 고려하면, 

저학력자 내에서도 인지 수행 수준에 따라 인지 노화 및 치매 위험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 3의

가설은 첫째,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LCP는 NCP보다 인지기능 감퇴가

급격할 것이다.', 둘째,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LCP는 NCP보다 치매

위험이 높을 것이다. ' 이다. 

첫번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다층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교육년수 6년 이하의 저학력자들만을 대상으로 LCP와 NCP의

인지 감퇴 기울기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였으며, 부가적으로

고학력자에 비해서 저학력 LCP와 저학력 NCP의 인지 감퇴 속도가

각각 얼마나 더 급격한지를 비교하였다. 두번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치매 발병 예측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층모형

분석과 마찬가지로 우선, 저학력자들만을 대상으로 LCP와 NCP의 치매

위험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였으며, 부가적으로 고학력자에 비해서 저학력

LCP와 저학력 NCP의 치매 위험이 각각 얼마나 높은지를 비교하였다. 

다층 모형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은 연구 문제 1과 동일한

214명이며, 저학력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이들 중 교육 년수 6년

이하 119명이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은 연구 문제

2와 동일하게 3차 추적 검사에서 치매 여부를 진단 받은 135명이며, 

저학력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이들 중 교육 년수 6년 이하

8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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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 수준에 따른 저학력자들의 인지 노화 양상

1) 저학력 LCP와 NCP의 인지감퇴 기울기 비교

저학력 LCP와 NCP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및 초기 인지수행

분석에 포함된 214명 중 6년 이하의 저학력자는 총

119명이었으며, 이 중 NCP는 98명, LCP는 21명이었다 (표 17 참고). 

LCP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74.67(±6.19)세로 64.92(±8.27)세인

NCP 노인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t(1)=5.10, p<.001. LCP 

노인들의 평균 교육년수는 .76(±1.64)으로 3.69(±2.51)년인 NCP 

노인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t(1)=-6.68, p<.001, 문맹의

비율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 (1, N=119)= 39.28, p<.001. LCP 

노인들의 초기 K-DRS 총점은 96.10(±11.27)이었으며, NCP 

노인들의 초기 K-DRS 총점은 127.29(±8.36)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t(1)=-14.53, p<.001.

저학력 LCP와 NCP의 인지기능 변화 양상

저학력 집단 내에서도 LCP 집단이 NCP집단에 비해서 인지

기능 감퇴가 급격하게 나타나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년수 6년 이하의 저학력자들만을 대상으로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수식 4). 분석 결과는 표 1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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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고학력, 저학력 NCP, 저학력 LCP 집단 간 비교 (N=214)

고학력 a

(n=95) 

저학력 NCP
b

(n=98) 

저학력 LCP
c

(n=21) 
d.f. �� F 부분 �

2 사후분석

(Scheffe)

연령, M(SD) 64.28(9.23) 64.92(8.27) 74.67(6.19) 2 13.26** .11 a,b<c

교육년수, M(SD) 11.27(2.74) 3.69(2.51) .76(1.64) 2 278.68*** .73 a>b>c

성별 2 10.90**

  남자 48 35 3

  여자 47 63 18

Apo E4* 2   1.26

  보유자 16 11 4

  비보유자 72 77 17

문맹 2 83.75***

  문맹 0 8 14

  문해 54 90 7

초기 K-DRS 총점

M (SD)
133.88(5.75) 127.29(8.36) 96.10(11,27) 2 208.42*** .66 a>b>c

주. Apo E4= Apolipoprotein E4,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LCP=인지 저수행, NCP=인지 정상수행

*197명의 자료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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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1 모델                                                     <수식 4>

KDRSti = π0i + π1i(시간 ti) + π2i(시간제곱 ti) + eti

수준-2 모델

π0i = β00 + β01(성별i) + β02(연령i) + β03(수행집단i) + r0i

π1i = β10 + β11(성별i) + β12(연령i) + β13(수행집단i) + r1i

π2i = β20 + β21(성별i) + β22(연령i) + β23(수행집단i) + r2i

저학력 LCP 집단은 저학력 NCP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절편, 

t(115)=-4.67, p<.001, 시간 기울기, t(115)=2.25, p<.05, 시간 제곱

기울기, t(115)=-2.86, p<.01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12에 제시하였듯이, 저학력 LCP 집단은 저학력 NCP 

집단에 비해 초반에는 점수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최고점

이후로는 급격하게 감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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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저학력 집단 내에서 수행 수준에 따른 인지기능 변화 양상(N=119)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value

절편 1, π0

절편 2, β00 126.28 1.45 87.22 115 <.001

성별, β01 .67 1.77 .38 115 .706

연령, β02 -.50 .11 -4.62 115 <.001

수행집단, β03 -17.64 3.78 -4.67 115 <.001

시간 기울기, π1

    절편 2, β10 .00 .40 .00 115 .999

성별, β11 .29 .45 .64 115 .527

연령, β12 .01 .03 .47 115 .636

수행집단, β13 1.88 .84 2.25 115 .026

시간 제곱 기울기, π2

절편 2, β20 -.47 .15 -3.05 115 .003

성별, β21 .13 .20 .65 115 .519

연령, β22 -.02 .01 -1.54 115 .126

수행집단, β23 -1.22 .43 -2.86 115 .005

주, 성별, 1=여성; 수행집단, 1=L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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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학력자에 대한 저학력 LCP와 NCP의 인지 감퇴 기울기 비교

고학력자와 저학력 LCP 및 NCP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및 초기 인지수행

분석에 포함된 214명 중 고학력자는 95명, 저학력 NCP는 98명, 

저학력 LCP는 21명이었다. 세 집단 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초기

K-DRS 총점을 비교한 결과는 표 17에 제시하였다. 저학력 LCP 

집단은 고학력 집단 및 저학력 NCP집단에 비해서 연령이 높았으며, 

저학력 NCP 집단과 고학력 집단 간에는 연령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세 집단은 교육 년수 및 문맹 비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학력

집단의 평균 교육 년수는 11.27년, 저학력 NCP 집단의 평균 교육

년수는 3.69년이었으며, 저학력 LCP 집단의 평균 교육

년수는 .76년이었다. 저학력 LCP 집단의 문맹자 비율은 66.67%로

저학력 NCP 집단의 8.16%에 비해 높았다. 고학력 집단에는 문맹자가

없었다. 고학력 집단의 초기 K-DRS 점수는 133.88로 가장 높았으며, 

저학력 집단 중에서도 NCP의 K-DRS 점수는 127.29로 저학력 LCP 

집단의 96.10에 비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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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자와 저학력 LCP 및 NCP의 인지기능 변화 양상

고학력자에 비해서 저학력 LCP와 저학력 NCP의 인지 감퇴

속도가 각각 얼마나 더 급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HLM을 이용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수식 5). 고학력 집단, 저학력 NCP 집단, 

저학력 LCP 집단은 고학력 집단을 기준으로 더미코딩하였다. 

수준-1 모형 <수식 5>

KDRS 총점 ti = π0i + π1i(시간 ti) + π2i(시간 2
ti) + eti

수준-2 모형

π0i  =β00 +β01(성별) +β02(연령i) +β03(저학력LCPi) +β04(저학력NCPi) + r0i

π1i =β10 +β11(성별) +β12(연령i) +β13(저학력LCPi) +β14(저학력NCPi) + r1i

π2i =β20 +β21(성별) +β22(연령i) +β23(저학력LCPi) +β24(저학력NCPi) + r2i

고학력 집단에 대한 저학력 집단의 인지 감퇴 속도가 수행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고학력 집단과

저학력 전체 집단 간에 인지 감퇴 속도가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표

19에서 볼 수 있듯이, 저학력 집단은 고학력 집단에 비해 절편 1의

값이 유의미하게 낮았지만, 시간 기울기, t(210)=1.24, p>.05,와 시간

제곱 기울기, t(210)=-1.77, p>.05,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두 집단 간에 인지 기능 변화 기울기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1에는 고학력 집단과 저학력 집단의 K-DRS 

총점 변화 양상을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a)는 각 개인의 변화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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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학력 집단 별 2차 함수 그래프이다. 그림 11-(a)에서 볼 수

있듯이, 저학력자 중 일부는 고학력자와 수행이 겹치고, 일부는 저조한

수행을 보이는 등 저학력자의 K-DRS 총점이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 11-(b)는 두 학력 집단의 인지 기능 변화 양상이 거의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고학력 집단과 저학력 집단의 K-DRS 총점 변화 양상

a) 각 개인의 K-DRS 총점 변화 그래프, (b) 전체 집단의 2차 변화 함수

그래프

주. 각 집단의 그래프는 연령=0(평균 연령), 성별=0(남성) 기준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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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인지기능 변화 양상 (N=214)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value

절편 1, π0

절편 2, β00 133.69 .86 155.87 210 <.001

성별, β01 .54 1.22 .44 210 .661

연령, β02 -.51 .09 -6.00 210 <.001

    교육집단, β03 -9.88 1.15 -8.59 210 <.001

시간 기울기, π1

절편 2, β10 -.13 .23 -.58 210 .565

성별, β11 .45 .30 1.51 210 .133

연령, β12 .01 .02 .76 210 .448

교육집단, β13 .35 .28 1.24 210 .216

시간 제곱 기울기, π2

절편 2, β20 -.27 .11 -2.41 210 .017

성별, β21 -.11 .14 -.79 210 .431

연령, β22 -.03 .01 -3.37 210 <.001

교육집단, β23 -.23 .13 -1.77 210 .077

주, 성별, 1=여성; 교육집단, 1=저학력(6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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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자에 비해서 저학력 LCP와 저학력 NCP의 인지 감퇴

속도가 각각 얼마나 더 급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학력 집단을

LCP와 NCP로 나눈 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0에

제시하였다. 저학력 LCP는 고학력자에 비해 절편 1의 점수가

26.48점이 낮았으며, 저학력 NCP는 고학력자에 비해 7.05점이 낮았다. 

이는 성별, 연령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지기능 변화 기울기에 미치는 저학력 NCP와 저학력 LCP의

영향은 차이가 있었다. 저학력 LCP 집단은 고학력 집단에 비해 시간

기울기, t(209)=3.24, p<.001,와 시간 제곱 기울기, t(209)=-4.61, 

p<.001, 모두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였다. 표

19와 그림 12에서 제시하였듯이 저학력 LCP는 고학력 집단에 비해

최고점 이후 K-DRS 점수가 급격하게 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학력 NCP 집단의 시간 기울기, t(209)=.15, p>.05, 와 시간

제곱 기울기, t(209)=-.43, p>.05,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저학력 NCP 집단은 고학력 집단에 비해 절편은 낮았으나 시간에 따른

인지 기능 변화 기울기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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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수행 수준에 따른 저학력 집단의 인지 기능 변화 양상 (N=214)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value

절편 1,π0

절편 2,β00 133.29 1.09 122.67 209 <.001

성별,β01 1.72 1.23 1.40 209 .163

연령,β02 -.33 .07 -4.69 209 <.001

저학력_LCPa,β03 -26.48 2.27 -11.66 209 <.001

저학력_NCPb,β04 -7.05 1.24 -5.66 209 <.001

시간 기울기,π1

    절편 2,β10 -.10 .33 -.32 209 .753

성별,β11 .33 .36 .90 209 .367

연령,β12 -.01 .02 -.38 209 .705

저학력_LCPa,β13 2.19 .67 3.24 209 .001

    저학력_NCPb,β14 .06 .36 .15 209 .878

시간 제곱 기울기,π2

절편 2,β20 -.29 .15 -1.97 209 .050

성별,β21 .00 .16 .01 209 .996

연령,β22 -.01 .01 -1.46 209 .147

저학력_LCPa,β23 -1.32 .29 -4.61 209 <.001

   저학력_NCPb,β24 -.07 .16 -.43 209 .666

주. 성별, 1=여성, LCP, 인지 저수행, NCP, 인지 정상수행
a

고학력 집단에 대한 저학력 LCP 집단의 차이, 
b

고학력 집단에 대한 저학력

NCP 집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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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에는 6년 종단 연구 기간 동안 고학력 집단과 저학력

NCP 집단 및 저학력 LCP 집단의 K-DRS 점수 변화를 비교하였다. 

고학력 집단과 저학력 NCP 집단의 인지 기능 변화 곡선은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유지하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저학력

LCP 집단은 K-DRS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최고점 이후로는 급격하게

감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 고학력 집단과 저학력 NCP 및 LCP 집단의 K-DRS 총점 변화 양상

주. 각 집단의 그래프는 연령=0(평균 연령), 성별=0(남성) 기준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총점, LCP=인지 저수행, NCP=인지 정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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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수준에 따른 저학력자들의 치매 위험

1) 저학력 LCP와 NCP의 치매 위험 비교

저학력 LCP 및 NCP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및 초기 인지수행: 진단적

평가 참여자

종단연구에 참여한 6년 이하의 저학력자 139명 중 진단적

평가를 받은 노인 8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NCP 노인들

115명 중 약 60.9%인 70명, LCP 노인들 24명 중 약 54.2%인 13명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두 집단 간에 분석에 포함된 사람들과 탈락자

비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χ�(1, N = 139) = .37, n.s.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K-DRS 총점은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LCP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73.08(±6.66)년으로

64.07(±7.53)년인 NCP 노인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t(1)=4.02, 

p<.001. LCP 노인들의 평균 교육년수는 .85(±1.91)로

3.86(±2.45)년인 NCP 노인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t(1)=-

4.98, p<.001, 문맹의 비율도 높았다, �� (1, N=85)= 24.56, p<.001. 

LCP 노인들의 초기 K-DRS 총점은 97.69(±8.81)이었으며, NCP 

노인들의 초기 K-DRS 총점은 128.40(±8.16)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t(1)=-11.6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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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고학력 집단과 저학력 NCP 및 LCP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초기 K-DRS 총점 비교 (N=135)

고학력 a

(n=52) 

저학력 NCP
b

(n=70) 

저학력 LCP
c

(n=13) 
d.f. �� F 부분 �

2 사후분석

(Scheffe)

연령, M(SD) 62.27(7.77) 64.07(7.53) 73.08(6.66) 2 10.69*** .14 a,b<c

교육년수, M(SD) 11.33(2.86) 3.86(2.45) .85(1.91) 2 159.45*** .71 a>b>c

성별 2   5.02

  남자 21 23 1

  여자 31 47 12

Apo E4* 2   2.10

  보유자 8 5 2

  비보유자 40 58 11

문맹 2 46.29***

  문맹 0 5 8

  문해 52 65 5

초기 K-DRS 총점

M (SD)
134.44(6.76) 128.40(8.16) 97.69(8.81) 2 118.45*** .64 a>b>c

치매 발병자 1 6 6 2 25.67***

*124 명의 자료

주. Apo E4= Apolipoprotein E4,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LCP=인지 저수행, NCP=인지 정상수행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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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력 LCP와 NCP의 치매 위험

저학력 LCP 집단이 저학력 NCP 집단에 비해서도 치매 위험이

높은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년수 6년 이하의

저학력자들만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2에 제시하였다.

표 22. 치매 발병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저학력 NCP vs. 저학력

LCP (N=83)

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OR
95% C.I

P-value
하한 상한

모델 1 수행 집단 1.92 .61 6.79 2.04 22.64 <.001

모델 2 연령 .25 .06 1.28 1.13 1.45 <.001

성별 -.70 .80 .50 .10 2.38 .332 

수행 집단 .87 .92 2.39 .39 14.48 .097 

주. 성별, 1=여성; 수행 집단, 1=저학력 LCP

모델 1은 독립변수에 수행 집단(LCP=1)만을 포함한 것으로, 

저학력 LCP는 저학력 NCP에 비해 치매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승산비는 6.79였다. 이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의

결과(표 13)와 일관된다. 즉,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자신의 연령 및 교육

수준에서 기대되는 바에 비해 인지 수행이 낮은 사람들은, 정상 수행을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로 발병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6.79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 2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 저학력 LCP의 치매 위험이 저학력 NCP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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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지를 확인하였다.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후, LCP의 승산비는

2.39였으며 p-value=.09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다.

2) 고학력자에 대한 저학력 LCP와 NCP의 치매 위험 비교

고학력자와 저학력 LCP 및 NCP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및 초기 인지수행: 

진단적 평가 참여자

종단연구 참여자 243명 중 앞서 기술한 조건에 부함되는 노인

13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고학력 노인 104명 중 50%인

52명, 저학력 NCP 노인 115명 중 약 60.9%인 70명, 저학력 LCP 

24명 중 약 54.2%인 13명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세 집단 간에

분석에 포함된 사람들과 탈락자 비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χ
�
(2, N = 243) = 2.634, n.s. 

세 집단 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초기 K-DRS 총점을 비교한

결과는 표 21에 제시하였다. 저학력 LCP 집단은 고학력 집단 및

저학력 NCP 집단에 비해서 연령이 높았으며, 저학력 NCP 집단과

고학력 집단 간에는 연령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고학력 집단의

평균 교육 년수는 11.33년이었으며, 저학력 NCP 집단의 평균 교육

년수는 3.86년, 저학력 LCP 집단의 평균 교육 년수는 .85년으로, 세

집단 간에 교육년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저학력 LCP 집단의 문맹자

비율은 61.54%로 저학력 NCP 집단의 7.14%에 비해 높았다. 고학력

집단에는 문맹자가 없었다. 두 집단 간에 성별 및 Apo E4 유전형

보유자의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고학력 집단의 초기 K-DRS 점수는

134.44로 가장 높았으며, 저학력 집단 중에서도 NCP의 K-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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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는 128.40으로 저학력 LCP 집단의 97.69에 비해 높았다.

고학력자와 저학력 LCP및 NCP의 치매 위험

고학력자에 비해서 저학력 LCP와 저학력 NCP의 치매 위험이

각각 얼마나 더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고학력자 52명 중 1명(1.92%)이 치매로

발병하였으며, 저학력자 83명 중에서는 11명(13.25%)이 치매로

발병하였다. 저학력자 중에서 치매로 발병한 노인들은 LCP 13명 중

6명(46.15%), NCP 70명 중 5명(7.14%)이었다(그림 13). 고학력자 중

치매로 발병한 노인 1명은 알츠하이머성 치매(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였고, 저학력 LCP 중 치매로 발병한 노인 6명 중

3명은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1명은 알츠하이머성

치매(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1명은 전측두

치매(Fronto-temporal Dementia), 1명은 혼합형 치매였다. 저학력

NCP중 치매로 발병한 노인 5명 중 3명은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1명은 알츠하이머성 치매(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1명은 전측두 치매(Fronto-temporal Dementia)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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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고학력집단과 저학력 NCP 및 저학력 LCP의 치매 발병율

주. LCP=인지 저수행, NCP=인지 정상수행

고학력자에 비해서 저학력 LCP와 저학력 NCP의 치매 위험이

각각 얼마나 더 높은지를 확인하기에 앞서, 우선 고학력 집단과 저학력

전체 집단 간에 치매 위험이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을 고학력과

저학력으로 나눈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변수에 교육 집단만 포함된 모델 1에서는 교육집단의

승산비(OR)가 7.79였으며, p-value=.0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연령과 성별의 효과를 통제한 모델 2에서는

고학력 집단에 대한 저학력 집단의 치매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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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치매 발병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교육 vs. 저교육 (N=135)

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OR
95% C.I

P-value
하한 상한

모델 1 교육집단 2.05 1.06 7.79 .98 62.26 .053 

모델 2 연령 .26 .07 1.29 1.12 1.48 <.001

성별 -1.18 .85 .84 .16 4.40 .833 

교육집단 1.85 1.13 6.34 .69 58.27 .102 

주. 성별, 1=여성; 교육집단, 1=저학력

고학력 집단에 대한 저학력 집단의 치매 위험이 수행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학력 집단을 LCP와

NCP로 나눈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4). 고학력 집단과 저학력 LCP, 

저학력 NCP 집단은 고학력 집단을 기준으로 더미코딩하였다. 모델 1은

독립변수에 학력과 수행에 따른 집단만을 포함한 것으로, 고학력

노인들에 비해 저학력 LCP 노인들과 저학력 NCP 노인들의 치매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고학력 노인들에 대한 저학력 LCP 

노인들의 승산비는 43.71로 유의미하게 높았던 반면, 고학력 노인들에

대한 저학력 NCP 노인들의 승산비는 3.91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저학력 LCP 노인들의 치매 발병율이 고학력

집단에 비해 높았던 것과 일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동일하였다. 모델 2에서 고학력 집단에

대한 저학력 LCP 집단의 승산비는 15.7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반면, 고학력 집단에 대한 저학력 NCP 집단의 승산비는 3.47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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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치매 발병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학력 vs. 저학력 NCP vs. 

저학력 LCP (N=135)

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OR
95% C.I

P-value
하한 상한

모델 1 저학력NCP a 1.37 1.11 3.92 .44 34.64 .219 

저학력LCP b 3.78 1.15 43.71 4.56 418.75 <.001

모델 2 연령 .22 .07 1.25 1.10 1.44 <.001

성별 -.73 .91 .48 .08 2.90 .429 

저학력 NCP a 1.24 1.18 3.47 .34 35.12 .292 

저학력 LCP b 2.76 1.25 15.72 1.37 180.87 .027 

주. 성별, 1=여성, 
a 고학력 집단에 대한 저학력 NCP 집단의 치매 위험
b 고학력 집단에 대한 저학력 LCP 집단의 치매 위험

그러나,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저학력 NCP 집단의 평균

교육년수는 3.86(±2.45)인 반면, 저학력 LCP 집단의 평균

교육년수는 .85(±1.91)로, 두 집단 간에 교육 년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저학력 NCP 집단과 저학력 LCP 집단의 치매

위험의 차이가 수행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교육 년수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두가지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저학력 집단을 무학집단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부록 9에는 무학집단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초기 K-DRS 점수 비교를

제시하였으며, 부록 10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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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집단의 치매 발병율은 15.38%, 1년~6년 이하 교육 집단의 치매

발병율은 12.2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연령 및 성별의 영향을 통제한 후 치매

위험을 비교한 결과, 교육년수 7년 이상의 고학력 집단에 대한

무학집단의 승산비는 4.91이었으며, 교육년수 7년 이상의 고학력

집단에 대한 교육년수 1년~6년 집단의 승산비는 7.78이었다.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두번째로는 저학력 집단을 0년~3년 이하와 4년~6년 이하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분석하였다. 부록 11에는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초기 K-DRS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부록 12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교육년수 0년~3년 집단의 치매 발병율은

10.53%, 교육년수 4년~6년 집단의 치매 발병율은 15.5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연령 및 성별의 영향을 통제한 후 치매 위험을 비교한 결과, 

교육년수 7년 이상의 고학력 집단에 대한 교육년수 0년~3년 집단의

승산비는 3.41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년수 7년 이상의

고학력 집단에 대한 교육년수 4년~6년 집단의 승산비는 13.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상의 추가적인 분석의 결과는, 저학력

LCP와 저학력 NCP의 치매 위험의 차이가 단순히 두 집단 간의

교육년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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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6년 종단 연구를

통해 인지노화 및 치매 위험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이 인지 수행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

1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정상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낮은 인지

수행(LCP)이 경도인지 장애와 같은 병리로 인한 기능 손상의 결과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연구문제 2에서는 정상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낮은

인지 수행(LCP)이 장기적으로는 증가된 치매의 위험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에서는 인지감퇴 및 치매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인지 수행 수준에 따라

인지노화 양상 및 치매 위험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학력자 중에서도 낮은 인지 수행(LCP)을 보이는 노인들은

고학력자에 비해 인지 감퇴 속도가 빠르고 치매 위험이 높았으며, 정상

인지 수행(NCP)을 보이는 노인들은 고학력자들과 인지 감퇴 및 치매

위험의 차이가 없었다.

연구문제 1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정상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낮은 인지 수행(LCP)이 경도인지 장애와 같은 병리로 인한 기능

손상의 결과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노인들은

연구 참여 당시 신경심리검사와 보호자 인터뷰에서 MCI 및 치매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학력자들의 경우 정상노인들에서도 인지손상 수준의 수행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보호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인지 기능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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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한 신경심리검사에서 MCI 진단기준보다 더 낮은

수준인 5%ile 미만의 수행을 보였더라도 정상으로 간주하여 연구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낮은 K-DRS 점수가 실제적으로

경도장애와 같은 병리적 상태로 인한 기능 손상의 결과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LCP와 NCP의 6년에 걸친 인지 기능 변화

양상을 비교한 결과, NCP 노인들의 K-DRS 점수는 6년 종단 기간

동안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는 정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의 결과와 일관된다 (Bennett et al., 2005; Smith et 

al., 1994). 반면, LCP 노인들은 NCP 노인들에 비해 종단연구

시작시점부터 약 3년까지는 K-DRS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연구는 동일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연습효과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Rönnlund et al., 2005; Salthouse, 

2009, 2010; Schaie, 2012). 따라서, 인지기능은 초반에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LCP의 증가기울기는 NCP의 증가기울기에

비해 더욱 급격하였다. 따라서, 연구문제 1의 결과는 LCP 

노인들에게서도 NCP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반복 검사에 따른

연습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LCP 노인들이 NCP 노인들에

비해 이전 자극 노출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보았음을 시사한다.

점수 증가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 더 자세하게 이루어지겠지만, 

NCP 노인들에 비해 LCP 노인들에게서 더욱 급격하게 나타난 K-DRS 

점수 상승은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S. Cooper & van der Speck, 2009; Galvin et al., 2005; 

Petersen et al., 1999; Schrijnemaekers et al., 2006). Bennet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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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분석법인 혼합모형을

사용하여 정상노인과 MCI 노인의 인지기능 변화양상을 비교하였는데, 

MCI 노인은 정상노인에 비해 간이인지상태, 일화기억, 의미기억, 

지각처리 속도의 감퇴 속도가 더욱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CI 

환자들은 1주일 간격, 1년 간격, 2~3년 간격의 재검사에서 치매 환자와

마찬가지로 연습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D. Cooper et al., 2004; Galvin 

et al., 2005; Petersen et al., 1999; Schrijnemaekers et al., 2006). 

연습효과는 대부분의 인지 기능 검사에서 나타나며, 특히 어휘, 개념화

같이 지식을 측정하는 검사에서보다는 일화기억과 같이 새로운 자극을

사용하는 검사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Rönnlund et al., 2005). 그렇기

때문에 연습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지기능의

감퇴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LCP 노인들의

인지기능이 종단연구 초반에 현저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사실은 본

연구에 참가한 정상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낮은 인지 수행이 최소한

병리적인 상태에서 기인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추가적으로 실시된 두 가지 분석 결과를 통해서

더욱 지지되었다. 첫째, 앞서 제시한 결과는 초기 K-DRS 총점에서

5%ile 미만의 수행을 보인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분석하였을

때에도 동일하였다. 또한 초기 K-DRS 총점에서 5%ile 미만의 수행을

보인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LCP 노인들 간에는 초기 K-DRS 총점을

제외하고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인지 기능 변화 기울기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처럼 경도인지장애나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보호자로부터 최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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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상의 변화가 보고되지 않은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낮은 인지

수행은 인지 장애를 시사하는 정도의 저조한 수준일지라도 병리적인

상태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LCP 집단 중 6년 뒤

치매로 발병한 노인들도 종단연구 초기 2~3년 동안은 수행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치매로 발병한 노인들도 연구 참여 초기에는

병리적 상태가 아니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다만, 그림 10-(b)의

그래프에서 시사되듯이 LCP 집단 내에서 치매로 발병한 노인들의 초기

인지 기능 상승폭이 치매로 발병하지 않은 노인들보다 실제로 더 큰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LCP 집단 내에서 두 집단 간에

초기 점수의 상승폭에 차이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초기 검사부터 2차 추적 검사까지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1차 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다층모형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치매로

발병한 노인들의 점수 상승 폭이 치매로 발병하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1년에 2점 정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LCP 집단의 사례수가 적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례수가

더 많은 집단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면밀하게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단연구와 같이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검사에서의 점수 변화는

실제적인 인지기능의 변화뿐 아니라 평균으로의 회귀, 연습효과, 

측정오차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김호영, 최진영, 석정서, 

2010; Chelune, Naugle, Lüders, Sedlak, & Awad, 1993; Hermann et 

al., 1991). 따라서, LCP 노인들의 시간에 따른 인지 기능 향상은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평균으로의 회귀현상에 의하면, LCP 노인들은, 집단의 정의상, 초기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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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연속적인 검사에서 점수의

증가폭이 더욱 컸을 수 있다. 그러나 초기 K-DRS 점수가 K-DRS 

점수 변화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잠재회귀분석(latent 

regression analysis)을 부가적으로 실시하였을 때에도 결과는

동일하였다(결과는 부록 2~4에 제시하였음). 따라서, 평균으로의

회귀효과가 LCP 노인들의 점수 상승에 일조했을지라도,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점수 상승의 주된 요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연습효과는 거의 모든 인지 기능 검사에서 나타나는 잘 알려져

있는 현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LCP 노인들의

점수 상승을 일부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연습효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Strauss, Sherman, & 

Spreen, 2006). 연습효과는 검사 자극 자체(예를 들어 이전 검사시

제시된 단어 목록이나 그림을 기억하는 것) 혹은 검사의 형식(예를 들어

단어를 반복적으로 읽게 한 후에는 그 단어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한다든지, 그림 세개를 보여주면서 비슷한 그림 두 개를 찾게

한 후에는 다른 그림 하나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든지)에 대한 이전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정보들을 자신의 경험 및 지식 체계 속에서

통합하고 전략을 형성하여 재검사시에 더욱 향상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능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개념화 능력

혹은 인지적 전략이 뛰어난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연습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apport, Brines, Theisen, & 

Axelrod, 199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LCP 노인들의 점수 상승폭이

NCP 노인들에 비해 더욱 컸다. K-DRS가 지능과의 상관이

높음(황순택, 김지혜, 박광배, 최진영, 홍상황, 2011)을 고려하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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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나타난 점수 상승 패턴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균으로의 회귀현상과 연습효과 뿐 아니라

제 3의 요인이 LCP 노인들의 점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LCP 노인들의 인지 기능 상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LCP 

노인들의 교육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LCP 노인들의 56%는

문맹이었으며, 64%는 무학이었고, 80%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CP 노인들의 88%는 여성이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성은, 전통적인 유교적 사상으로 인해

중산층에서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Ardila (1995)는 학습

기회의 부족 및 낯선 검사 상황으로 인해 신경심리 검사의 점수가

낮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교 교육은 실질적인 지식의 습득 및

인지기능의 발달 외에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가를 암기하는

등 기본적인 학업 기술에 익숙하게 만들고, 연필이나 종이와 같은

학습도구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시험 등을

통해 다양한 검사 상황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아마도 LCP 노인들의

대부분은 평가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것이며, 초기 검사시 검사

상황에 당황했을 뿐 아니라 연필이나 종이를 다루는 것조차도 어색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초기 검사시 그들의 실질적인 인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 검사에서는 반복된 평가

경험으로 인해 연습효과와 더불어 수행이 더욱 향상되었을 생각된다. 

요약하면, 종단 연구 초기 LCP 노인들의 인지기능은 NCP 

노인들에 비해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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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인지변화 양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처럼 기억력 및 인지 저하를 호소하지 않는

정상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낮은 인지 수행은 병리적인 상태를

반영한다기보다는 학교 장면 안팎에서의 학습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인지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Chey 등(2006)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이다. 

인지 저수행 노인들과 정상 수행 노인들의 뇌 부피를 비교한 연구에서, 

저수행 노인들은 정상수행 노인들에 비해 MCI에서 흔히 나타나는

측두엽 및 전두엽과 해마 영역의 부피 감소는 보이지 않았으며, 두개골

내부 부피가 작았다. 두개골 내부 부피는 지능과의 상관이

높으며(Andreasen et al., 1993; MacLullich et al., 2002), 뇌 예비능의

지표로 사용된다(Mori et al., 1997; Wolf et al., 2004). 따라서 Chey

등의 연구는 LCP가 MCI와 같은 병리적인 상태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낮은 뇌 예비능을 반영함을 의미한다. Chey 등은 본 연구와는 달리, K-

DRS 총점에서 1SD 미만의 수행을 보였거나 노인기억장애검사

(EMS)의 장기기억지수에서 1SD 미만의 수행을 보인 노인들을 LCP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Chey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여 자료를 다시 분석하였을 때에도 결과는 거의

유사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연구문제 1에서 확인된 바에 근거하여, 

수행이 낮은 노인들이 연구 참가 당시에는 MCI 혹은 치매와 같은

병리적인 상태가 아니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치매의 위험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하였다. NCP 노인들은 118명 중 약 5%인 6명이



93

치매로 발병한 반면, LCP 노인들은 17명 중 약 35%인 6명이 치매로

발병하여, NCP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율이 약 7배 높았다. 치매

발병에 대한 LCP 노인들의 승산비(OR)는 10.18로 유의미하였으며, 

연령과 성별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LCP 노인들의 치매 위험은

승산비(OR)가 5.24(p=.051)로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치매 유병율이 70~74세는 5.19%, 75~79는 11.33%로

추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서울대학교병원, 2008), 치매 진단

시점에 평균 약 70세였던 NCP 노인들의 치매 유병율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치매 유병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치매 진단 시점에 평균

약 77세였던 LCP 노인들의 치매 유병율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

치매 유병율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최종 추적 시점에서 추산된 치매 유병율은 정확하게는 종단 연구 기간인

약 6년 간의 치매 발병율이므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들의 치매 유병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LCP 노인들과 NCP 

노인들의 치매 발병율이 각 집단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대략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치매의 진단 별 발병 비율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양상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최근 발간된 노인치매 유병율

조사(서울대학교병원, 2008)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50~70%를 차지하며, 혈관성 치매가 20~30%로 그 뒤를

잇고 있다(Fratiglioni, De Ronchi, & Agüero-Torres, 1999).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양상이었다 (Cho, Kim, & Suh, 2003; Jho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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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8; J. Kim, Jeong, Chun, & Lee, 2003; D. Lee et al., 2002; 

Woo et al., 199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 전체 기간 동안

치매로 발병한 16명 중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4명(25%), 혈관성 치매가

8명(50%)이었다. 본 연구에서 혈관성 치매의 발병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마도 다양한 원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일 것이다. 첫째,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심혈관

질환, 흡연, 음주, 건강관리, 의료기관에의 접근성 등 뇌졸중 위험

인자들은 낮은 교육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Chang, Marmot, Farley, & Poulter, 2002; Gorelick et al., 1993; 

Lindsay, Hébert, & Rockwood, 1997). 본 연구에서 치매 진단 절차를

거친 139명 중 약 37%가 5년 이하의 교육을 받았으며, 20% 정도만이

12년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60-80대

노인의 약 23%가 5년 이하의 교육을 받았고, 28%가 12년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았음을 고려하면(통계청, 2010), 본 연구에 포함된 노인들 중

저학력자의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저학력자의

비율이 혈관성 치매의 높은 발병율과 일부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번째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의 병리가 공존할

경우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서울대학교병원, 2008)이다. 

이런 경우 임상적으로는 편의를 위하여 혼합성 치매의 진단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된 진단 기준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혼합성 치매로 진단된 2명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간주하더라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병비율은 37.5%(6명)로 기존에

알려진 바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다른 가능성은 환자의 증상 혹은

기능 저하 시점에 대해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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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을 가능성이다. 즉, 뇌졸중같은 심혈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알츠하이머 병리가 먼저 시작되었더라도, 그 병리가 임상적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았거나 기능 저하가 미미하여 가족 등 주변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수 있다. 치매 환자의 대부분이 저학력자들이고

수행이 낮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인지적 요구가 많은 일들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치매 병리로 인한 수행 저하가

드러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따라서 환자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들은

중풍 등으로 쓰러진 시점을 증상의 시작으로 보고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저 수행이 낮은 정상노인의 치매 유병율 및 위험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지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치매의 위험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 Cooper & van 

der Speck, 2009; Strydom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치매

평가 검사는 웩슬러 지능 검사와의 상관이 높은 검사이기 때문에(황순택

등, 2011; Maddrey, Cullum, Weiner, & Filley, 1996; Smith et al., 

1994), LCP 노인들에게서 치매 발병율이 높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낮은

지능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LCP 노인들의 높은 치매

발병율은 그들의 교육적 배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LCP 노인의 상당수는 무학이며 문맹이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저학력 및 문맹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가된 치매 위험은

뇌 예비능(brain reserve) 혹은 인지 예비능(cognitive reserve)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Manly, Touradji, Tang, & Stern, 

2003; Stern et al., 1992; Strydom et al., 2009; Valenzuela & 

Sachdev, 2006). 치매 위험과 인지 예비능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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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치매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뇌 예비능 혹은 인지 예비능 이론은 혈관성 치매 뿐 아니라

외상성 뇌 손상이나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등 뇌의 기능 이상과

관련된 많은 신경과적 혹은 정신과적 병리에 적용될 수 있다(Barnett, 

Salmond, Jones, & Sahakian, 2006; Kesler, Adams, Blasey, & Bigler, 

2003). Satz (1993)는 뇌 예비능에 역치의 개념을 적용하여 뇌

예비능이 뇌의 병리 혹은 손상에 대응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뇌가 병리 혹은 사고로 인해 손상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제 기능을

유지하다가 뇌 손상이 특정 역치를 넘어서게 되면 임상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역치, 즉 뇌가 손상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뇌 예비능의 양(예를 들어 뇌의 크기)이 사람들마다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뇌 예비능이 다른 두 환자가 알츠하이머 병리나

뇌졸중에 의해서 동일한 정도의 뇌 손상을 입었을 경우, 뇌 예비능이

낮은(뇌의 크기가 작은) 환자는 손상된 크기가 역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뇌의 병리가 임상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뇌 예비능이 높은(뇌의

크기가 큰) 환자는 손상된 크기가 역치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뇌의

병리가 임상적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인지 예비능 모델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병리나 뇌졸중 등으로 인한 뇌 손상시 인지

예비능이 높은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뇌손상에 대처한다. 

인지 예비능이 높은 사람들은 치매와 같은 병리에 취약하지 않은

효율적인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뇌 연결망 손상시

새로운 연결망을 사용함으로써 병리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상할 수 있다(Stern, 2002). 교육과 같은 지적 자극은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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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성(neuronal plasicity)과 수초화(myelination) 등을 통해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듦으로써 효율적인 뇌를 발달시킨다(Koizumi, 2004). 

인지 예비능은 교육 뿐 아니라 타고난 지능 및 직업, 수입, 여가 활동, 

읽기 능력 등과 관련되어 있다(Scazufca et al., 2008). 따라서, LCP 

노인들은 NCP 노인들과 어린 시절의 정규 교육뿐 아니라 타고난 능력

및 정규 교육 이외의 학습, 성인기의 직업 및 여가 활동 등에서의

차이로 인해 인지 예비능 형성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저조한 인지 기능은 치매의 증상이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는

치매의 발병과 연속선 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 연구문제 1에서 확인한

인지기능 변화 양상을 다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LCP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약 3년 이후부터는 인지기능이

감퇴하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NCP에 비해 인지기능이 급격하게

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CP 노인들에게서 치매의 위험이 높은

이유는 이들의 기저 인지 기능이 NCP 노인들에 비해서 낮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인지 감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LCP 노인들에게서 치매 발병율이 높은 것은 비단 LCP 

노인들의 기저 인지 기능 점수가 낮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지 감퇴

속도 또한 NCP 노인들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6년 뒤 치매로 발병한 LCP 노인들 뿐 아니라 치매로

발병하지 않은 LCP 노인들도 인지 기능 감퇴가 급격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LCP 노인들 중 치매로 발병한 노인들과 치매로 발병하지 않은

노인들 간에 교육년수 및 문맹과 성별 비율, 초기 K-DRS 총점의 점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만이 이들 간의 유일한 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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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치매로 발병하지 않은 LCP 노인들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치매로 발병할 위험이 매우 큼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NCP 집단 내에서 치매로 발병한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

간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LCP 집단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LCP 

집단과 마찬가지로, NCP 집단에서 치매로 발병한 노인들은 발병하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연령이 높았으며, 인지 감퇴의 속도가 더 빨랐다. 

또한 교육년수와 문맹 및 성별의 비율에서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치매로 발병한 노인들은 초기 K-DRS 총점이 낮았으며, 특히 개념화

및 기억 소검사의 점수가 낮았다. 최근 연구들은 인지 예비능의 구성

개념이 관리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atz et al., 

2011; Tucker & Stern, 2011). 문제 해결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하여 상황에 따라 행동을 수정하는 등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관리기능의 측면(Malloy, Cohen, 

Jenkins, & Paul, 2006)이 유연한 전략의 사용을 요구하는 인지

예비능의 이론적인 개념과 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학력 및 직업적으로 높은 인지 예비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Shimamura, Berry, Mangels, Rusting, & Jurica (1995)의

연구에서 장노년층의 교수들은 일반 노인들에 비해서 개념화와

작업기억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 K-DRS의 기억 소검사 문항 중

상당부분이 작업기억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초기 K-DRS의

개념화 및 기억 소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NCP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더 높은 인지 예비능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치매의 발병율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LCP 

집단에서 치매 발병자와 비발병자 간에 K-DRS 점수 및 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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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첫번째는 LCP 노인들의 초기 K-DRS 총점 자체가 이미

낮기 때문에 치매 발병자와 비발병자 간에 점수 차이가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는 LCP 집단의 사례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집단 간 비교시

검증력이 낮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NCP 집단과 LCP 집단 간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세밀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문제 3에서는 고학력자들에 비해 인지노화 및 치매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기저 수행 수준에 따라 추후

인지감퇴 속도 및 치매 위험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LCP 노인들의

대부분이 6년 이하의 저학력자들이었음을 고려하면, 연구문제 1과

2에서 나타난 LCP의 효과가 수행의 차이가 아니라 교육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명확하게 하게 위해 저학력자들 중에서도 정상수행을 보이는

노인들(NCP)의 인지노화 및 치매 위험은 LCP 노인들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교육 년수 6년 이하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LCP와 NCP의 인지노화 양상 및 치매 위험을 비교한 결과, 연구문제

1과 2에서 확인된 바와 동일하게 LCP 노인들은 NCP 노인들에 비해서

장기적으로는 인지감퇴 속도가 빠르고 치매 발병률이 높았다. 다시

말하면, 교육 수준이 낮더라도 정상수행을 보이는 노인들(NCP)은 LCP 

노인들에 비해 인지 감퇴 속도가 느리고 치매 발병률이 낮았다. 따라서, 

연구문제 1과 2에서 나타난 결과는 LCP 노인들이 NCP 노인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인지 수행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상의 결과는 인지 감퇴 및 치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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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수행 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치매에 비교적 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고학력자와 비교하였을 때 저학력 NCP와 저학력 LCP 

노인들의 인지 노화 양상 및 치매 위험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우선, 저학력자들 전체의 인지 기능 변화

양상을 고학력자들과 비교한 결과, 저학력자들은 초기 K-DRS 총점이

고학력자들에 비해 낮았지만, 인지 기능의 변화 기울기는 고학력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저학력 노인들의 인지 감퇴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Bennett et 

al., 2005; Evans et al., 1993). 치매 발병 위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연령과 성별의 영향을 통제한 후 교육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매 진단적 평가를

받은 고학력자 52명 중 1.92%인 1명이 치매로 발병하였으며, 저학력자

83명 중 13.25%인 11명이 치매로 발병하였다. 치매 발병 노인 12명

중 11명이 6년 이하의 교육을 받은 저학력자들이었다는 것은 저교육이

치매의 위험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록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의 결과와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Bonaiuto et al., 1990; Dartigues et al., 1992; 

Fratiglioni et al., 1991; Gatz et al., 2007; Guaita et al., 2015; K. Hall 

et al., 2000; Manly, 2006; Mortimer & Graves, 1993; Plassman, 

Langa et al., 2007; Stern et al., 1994; Zhang et al., 1990). 본

연구에서 교육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사례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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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내에서도 인지 능력이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저학력자들의 K-DRS 총점의 표준편차는 고학력자들의 2.78배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수행 수준에 따라서

저학력자의 인지감퇴 및 치매 위험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정은 본 연구에서 지지되었다. 저학력 NCP와 저학력

LCP 노인들의 인지감퇴 및 치매 위험을 고학력자들과 각각 비교한

결과, 저학력자들은 수행 수준에 따라서 인지감퇴 및 치매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저학력 LCP 노인들은 고학력 노인들에

비해서 초기 검사 후 약 3년까지는 인지기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급격하게 감퇴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저학력 NCP 

노인들은 초기 K-DRS 총점이 고학력자에 비해 낮았지만, 종단 연구

기간 내내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고학력 노인들과 인지 변화

기울기에 차이가 없었다. 치매 위험에 미치는 저학력자들의 영향도 수행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저학력 LCP 노인들 13명 중 46.15%인

6명이 치매로 발병하였으며, 저학력 NCP 노인들 70명 중 7.14%인

5명이 치매로 발병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학력 집단에 대한

저학력 LCP 노인들의 치매 위험은 승산비(OR)가 15.72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저학력 NCP 노인들의 치매 위험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저학력자 내에서도 수행 수준에 따라 인지 감퇴 및 치매 위험이 다름을

시사할 뿐 아니라,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노인들 중에서도 현재

정상적인 수준의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은 고학력자들에 비해

인지 감퇴와 치매 위험이 더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저학력 LCP 집단은 저학력 NCP 집단에 비해

교육년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고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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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대한 치매 위험이 두 집단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수행 차이때문이 아니라 교육년수에서의 차이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저학력 집단을 교육년수에 따라 세분한 후 두 가지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저학력 집단을 무학집단과 초등학교 졸업이하

집단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 결과, 무학집단과 초등학교

졸업이하 집단 모두 고학력 집단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저학력 집단을 0년~3년 집단과 4년~6년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는데, 0년~3년 집단은 고학력 집단에 비해

치매 위험이 높지 않았으나, 오히려 4년~6년 집단은 고학력 집단에

비해 치매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매우 초기에 그만 두어야 했던 사람들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교육을 지속하는

데에 상황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교육년수가

이들의 인지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례수의 부족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연구를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저학력 LCP 집단과 저학력 NCP 집단에서 나타난 치매

위험의 차이는 두 집단 간 교육년수에서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인지

수행 수준에서의 차이때문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LCP에 포함된 문맹

노인 8명 중 4명이 치매로 발병한 반면, 정상수행을 보인 문맹 노인

5명 중 치매로 발병한 노인은 없었다. 또한 교육년수 0년인 노인 중

LCP에 포함된 10명 중 4명이 치매로 발병한 반면, NCP에 포함된 노인

16명 중에는 치매로 발병한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저학력자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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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 사람의 인지 능력은 앞으로의 인지노화 및 치매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경도인지장애나 치매를 진단 받지 않은 정상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재 인지 기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함의를 갖는다. 종단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인지기능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소수를 제외하고는 보통 80세 이후부터 서서히

감퇴되기 시작한다(Campbell, 1965; Owens, 1966; Schaie, 1993; 

Schaie & Hertzog, 1986: Plassman, Welsh et al., 1995에서 재인용).  

Rönnlund 등(2005)은 스웨덴에서 실시된 35세~80세 사이의 10개의

코호트 집단에 대한 5년 종단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습효과 및

탈락자 효과를 교정한 후에도 일반지식, 어휘, 단어 유창성으로 구성된

요인점수에서 35세~60세 까지는 수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80세~85세 까지도 35세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한 감퇴는 관찰되지

않았다. 시에틀 종단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고되었다. 언어 의미, 

공간 지남력, 추론, 단어 유창성 등의 인지기능은 60세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 서서히 감퇴되기 시작하였으며, 80세 될때 까지도

두드러진 감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수와 관련된 능력은 50대에

감퇴되기 시작하였다(Schaie, 2012). 또한 노년기의 인지기능은 젊은

시절의 학력 수준 및 지능, 직업적 성취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1세에 측정한 IQ는 80세에 측정한 IQ와의

상관이 .66으로 나타나 인지기능이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ary, Whiteman, Starr, Whalley, & 

Fox, 2004). 군 복무시 지능 검사를 받은 퇴역군인들을 대상으로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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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추적 검사를 실시한 미국의 종단 연구에서 젊은 시절의 학력 수준 및

지능과 노년기의 인지기능과의 상관이 각각 .457, .408이었으며, 두

변인이 노년기 인지기능의 약 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lassman, Welsh et al., 1995). 젊은 시절의 직업 및 지능과

노년기의 인지기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Potter, Helms, & 

Plassman, 2008)에서도 성인기에 지적인 작업을 요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은 노년기의 인지 기능이 높았으며, 이러한 효과는 지능이 낮았던

사람들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또한 젊은 시절의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도 노년기의 저조한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ynch, Kaplan, & Shema, 1997). 종단연구들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정상적인 노인의 현재 인지기능이 성인기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과거의 환경적, 교육적 및 지적 경험의

산물임을 시사한다.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치매와 인지 예비능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Whalley, Dick, & McNeill, 2006; Richards &

Deary, 2005)에 따르면, 유전적, 사회/경제적, 직업적, 교육적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인지 예비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상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현재 인지

수행 능력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인지 예비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의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없었거나 의무교육으로 인해

교육년수가 더이상 한 사람의 실제적인 수행 능력을 충분히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인지 수행 능력은 한 사람의 생애에 걸친 경험이

축적된 실제적인 수행 능력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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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6년 종단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인의 기저 수행

능력에 따른 인지 기능 변화 양상을 비교하고 치매의 위험을 예측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단연구는 횡단연구에 비해

개인의 인지 기능 변화를 추적하고 정상적인 인지노화와 치매 발병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에 더 적절한 연구방법이지만, 시간과 비용의 문제뿐

아니라 각 개인마다 검사 시점과 횟수가 다른 문제, 중도탈락자 문제, 

연습효과 및 평균으로의 회귀효과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의 특성에 맞는 분석을 하기 위해 각 검사 시점이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반복측정 자료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다층모형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사용하여 개인마다 다른 검사 시점과 횟수에 맞게

모형을 설정하였다. 중도탈락자로 인한 결측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적 검사까지 참여한 노인 135명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 5). 연구문제 1에 포함된

214명에 대한 분석에서 시간 기울기에 대한 LCP의 회귀계수는

2.47(95% 신뢰구간; 1.18~3.76), 시간 제곱 기울기에 대한 LCP의

회귀계수는 -1.38(95% 신뢰구간; -2.07~-.67)이었으며, 135명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시간 기울기에 대한 LCP의 회귀계수는

3.24(95% 신뢰구간: 2.03~4.45), 시간 제곱 기울기에 대한 LCP의

회귀계수는 -1.76(95% 신뢰구간: -2.44~-1.08)으로, 두 표본에서

추정된 회귀계수의 신뢰구간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있었다. 또한 연구문제

1에 포함된 214명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135명에 대한 분석에서도

절편과 시간 기울기, 시간 제곱 기울기에 미치는 LCP의 영향은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후에도 모두 유의미하였다. 또한 진단적 평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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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과 중도 탈락자 간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차이가 없고, LCP와

NCP 집단 간 탈락자 비율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도탈락자는 비교적 무선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본문에

제시한 연구 결과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으로의

회귀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기울기에 미치는 초기치의 영향을 통제한

잠재 회귀 분석(latent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부가적으로

분석을 하였을 때에도 결과는 동일하였다. 연습효과에 대해서는 본문에

논의하였다. 

인지노화 및 치매 위험과 인지 예비능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주로 교육, 직업적 성취 등 뇌의 변화(노화 혹은 사고로

인한)와 독립적인 변인들을 인지 예비능의 지표로 사용하여 왔다. 

신경심리검사 점수는 뇌 기능(정상적인 혹은 병리로 인한)의 결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현재 개인이 유지하고 인지능력 자체가 인지

예비능과 관련하여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밝힌

연구들은 거의 없다. 노인기의 인지 능력은 어린 시절의 인지 능력과는

달리 인지 발달의 결과일 뿐 아니라 인지 발달과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가 상호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즉, 노인기의 인지 기능 점수는 한

개인의 기저 능력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인지 노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교육이나 직업 등 뇌의 변화와

무관하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지표들과는 달리 한 개인의 현재 가용한

인지 예비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현재

인지기능 수준이 미래의 인지 감퇴와 치매 위험의 유의미한

예측인자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어린 시절의 지능이나 학력, 직업 등

선행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지 예비능의 지표와 마찬가지로 노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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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수준도 인지 예비능의 가능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어린 시절의

지능이나 학업 성적과 같은 인생 초기의 인지 능력을 측정할만한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들이 노년기의 인지기능 및 인지 기능

변화와 치매 위험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는 제한이 있었다. 다양한 연령대가 포함된 대규모 종단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저 수행이 낮은 노인들은 현재는

경도장애나 치매와 같은 진단에 부합되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인지

감퇴 및 치매의 위험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은 스스로

기억력이나 인지저하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장면에서 만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정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보건 관련 기관에서도 지역 노인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지 기능 평가를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및 치매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치매 환자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감소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기저 수행 능력에 따라 인지 노화 및 치매의 위험이

달라지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정규 교육 이외의 인지 활동에 대한

관심 및 필요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치매로 발병한 노인들은 진단적 평가를 받은 노인 중 약

9%였다. 이는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율이 5.4~12.8% 

(Cho et al., 2003; Jhoo et al., 2008; J. Kim et al., 2003; D. Le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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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Woo et al., 1998)임을 고려할 때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본 수가 많지 않아 치매로 발병한 노인의 수가 적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승산비(OR)가 충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성만이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LCP 노인들은 치매로 발병하지 않은

노인들에게서도 인지 기능의 감퇴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치매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의 기간이 길지 않아서 이러한 효과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규모의 표본에 대한 장기 종단 연구를 통해 기저

인지 기능과 인지 노화 및 치매 발병 간의 관계에 대해 반복 검증할

필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기저 수행에 따라

인지감퇴 및 치매 위험이 다름을 확인함으로써 인지 수행 능력이 인지

예비능을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교육 이외에도 직업, 독서, 운동, 

사회적 관계 형성, 여가활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인지 예비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저교육자들 중에서도 LCP와 NCP 간에 인지 예비능에 형성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탐색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학교 교육 이외에

인지노화 및 치매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한 인지 기능 중 인지 예비능의 구성개념과

가장 근접한 세부적인 인지 기능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타겟으로 한 인지재활 훈련 등을 통해 인지 예비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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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저학력자들 내에서도 인지 수행 수준에 따라 인지노화

양상 및 치매 위험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고학력자들 내에서도 수행

수준에 따라서 인지노화 양상 및 치매 위험이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고학력자들 내에서는 인지 손상

수준의 낮은 수행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 LCP 노인 25명

중 4명만이 교육년수 8년~9년의 고학력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과

인지 수행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는 데에 제한이 있었다. 다만, 

수행 수준 대신 초기 K-DRS 총점을 연속변인으로 하여 학력(저학력

vs. 고학력)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층모형(부록 6)과

로지스틱 회귀 모형(부록 8) 모두에서 K-DRS 총점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하였으며, 학력과 K-DRS 총점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K-DRS 총점이 낮은

노인들은 인지 감퇴 속도가 빠르고 치매 발병의 위험이 높음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고학력자들에게서는 낮은 점수가 흔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록 7에는 각

학력 집단별로 실제적인 점수 범위 내에서 수행 수준(K-DRS 총점

상위 10%ile vs. 하위 10%ile)에 따른 인지기능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고학력 하위 10%ile 집단의 인지 기능 감퇴

속도는 저학력 하위 10%ile 집단의 인지 기능 감퇴 속도에 비해 덜

가파르게 보이는데, 이는 하위 10%ile 집단이 각각의 학력 집단

내에서는 낮은 수행을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고학력 집단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하위 10%ile 집단의 평균 K-DRS 점수가 저학력 하위

10%ile 집단에 비해서 높기 때문이다. 고학력 집단 내에서 상위

10%ile의 평균 K-DRS 총점은 140.61(±.97)점, 하위 10%ile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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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RS 총점은 121.80(±4.92)으로 약 20점의 차이가 나는 반면,

저학력 집단 내에서 상위 10%ile의 평균 K-DRS 총점은

139.50(±1.73)점, 하위 10%ile의 평균 K-DRS 총점은

88.92(±9.79)점으로 약 51점의 차이가 났다. 즉, 통계적인 분석에서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K-DRS 총점이 인지기능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고학력 집단

내에서의 점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학력 저수행자만큼 인지 기능

감퇴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K-DRS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검사를 사용할 경우, 고학력자들

간에도 수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학력과 인지수행 수준

간의 상호작용 양상은 본 연구에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학력 정상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저조한 인지 수행은 현재 병리로 인한 기능 손상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높은 치매 위험과 관련되어 있었다. 둘째, 

저학력자들 중에서도 기저 인지 수행 능력에 따라 인지 감퇴 속도 및

치매 위험이 달랐다. 저학력자 중에서도 낮은 인지 수행(LCP)을 보이는

노인들은 고학력자에 비해 인지 감퇴 속도가 빠르고 치매 위험이

높았으며, 정상 인지 수행(NCP)을 보이는 노인들은 고학력자들과 인지

감퇴 및 치매 위험의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기회의

제한으로 본인의 잠재력에 걸맞는 교육적 성취가 불가했던 저학력자들의

경우, 교육 연한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인지 수행 수준이 뇌 예비능 혹은

인지 예비능의 측정치로서 더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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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다층모형 분석: K-DRS 총점 5%ile 미만 수행자 vs. NCP (N=206)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value

절편 1, π0

절편 2, β00 130.09 .83 157.43 201 <.001

성별, β01 1.22 1.11 1.10 201 .273

연령, β02 -.37 .07 -4.98 201 <.001

5%ile 미만,β03 -23.47 4.91 -4.79 201 <.001

시간 기울기, π1

    절편 2, β10 -.08 .23 -.35 201 .729

    성별, β11 .19 .29 .67 201 .506

    연령, β12 -.01 .02 -.49 201 .626

    5%ile 미만,β13 2.73 .91 3.00 201 .003

시간 제곱 기울기, π2

    절편 2, β20 -.30 .10 -3.15 201 .002

    성별, β21 -.01 .13 -.11 201 .914

    연령, β22 -.02 .01 -2.17 201 .031

    5%ile 미만,β23 -1.16 .47 -2.46 201 .015

주, 성별, 1=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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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잠재회귀 분석: NCP vs. LCP (N=214)

수준-1 모델

KDRSti = π0i + π1i (시간ti) + π2i (시간2
ti) + eti

수준-2 모델

π0i = β00 + β01 (성별i) + β02 (연령i) + β03 (수행집단i) + r0i

π1i = β10 + β11 (성별i) + β12 (연령i) + β13 (수행집단i) + r1i

π2i = β20 + β21 (성별i) + β22 (연령i) + β23 (수행집단i) + r2i

잠재회귀분석 모델

π1 = β10 + β11 (성별) + β12 (연령) + β13 (수행집단) + β14 (π0) + r1

π2 = β20 + β21 (성별) + β22 (연령) + β23 (수행집단) + β24 (π0) + r2

결과 변수 예측변수 계수 표준오차 t p-value

시간 기울기, π1 절편 2, β10 -4.94 3.46 -1.43 .154 

성별, β11 .22 .34 .63 .526 

연령, β12 .00 .02 .11 .915 

수행집단, β13 3.16 .73 4.32 <.001 

π0, β14 .04 .03 1.40 .164 

시간 제곱 기울기, π2 절편 2, β20 1.72 1.57 1.09 .275 

성별, β21 .04 .15 .26 .799 

연령, β22 -.02 .01 -1.93 .053 

수행집단, β23 -1.67 .32 -5.17 <.001

π0, β24 -.02 .01 -1.30 .194 

주. 성별, 1=여성, 수행집단, 1=L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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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잠재회귀 분석: 저학력NCP vs 저학력LCP (N=119)

수준-1 모델

KDRSti = π0i + π1i (시간ti) + π2i (시간2
ti) + eti

수준-2 모델

π0i = β00 + β01 (성별i) + β02 (연령i) + β03 (수행집단i) + r0i

π1i = β10 + β11 (성별i) + β12 (연령i) + β13 (수행집단i) + r1i

π2i = β20 + β21 (성별i) + β22 (연령i) + β23 (수행집단i) + r2i

잠재회귀분석 모델

π1 = β10 + β11 (성별) + β12 (연령) + β13 (수행집단) + β14 (π0) + r1

π2 = β20 + β21 (성별) + β22 (연령) + β23 (수행집단) + β24 (π0) + r2

결과 변수 예측변수 계수 표준오차 t
p-

value

시간 기울기, π1 절편 2, β10 -7.24 5.33 
-

1.36 
.177 

성별, β11 .25 .54 .47 .641 

연령, β12 .04 .04 1.11 .270 

수행집단, β13 2.90 1.05 2.76 .006 

π0, β14 .06 .04 1.36 .176 

시간 제곱 기울기, π2 절편 2, β20 3.34 2.28 1.47 .145 

성별, β21 .15 .22 .69 .490 

연령, β22 -.03 .02 
-

2.25 
.024 

수행집단, β23 -1.75 .43 
-

4.08 
<.001 

π0, β24 -.03 .02 
-

1.68 
.096 

주. 성별, 1=여성, 수행집단, 1=L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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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잠재회귀 분석: 고학력 vs. 저학력NCP vs. 저학력LCP (N=214)

수준-1 모델

KDRSti = π0i + π1i (시간ti) + π2i (시간2
ti) + eti

수준-2 모델

π0i = β00 + β01(성별i) + β02(연령i) + β03(저학력LCPi) + β14(저학력NCPi) + r0i

π1i = β10 + β11(성별i) + β12(연령i) + β13(저학력LCPi) + β14(저학력NCPi) + r1i

π2i = β20 + β21(성별i) + β22(연령i) + β23(저학력LCPi) + β14(저학력NCPi) + r2i

잠재회귀분석 모델

π1 = β10 + β11 (성별) + β12 (연령) + β13(저학력LCP) + β14 (저학력NCP) + β15(π0) + r1

π2 = β20 + β21 (성별) + β22 (연령) + β23 (저학력LCP) + β24 (저학력NCP) + β25(π0) + r2

결과 변수 예측변수 계수 표준오차 t
p-

value

시간 기울기,π1 절편 2,β10 -4.30 4.82 -.89 .373 

성별,β11 .27 .35 .78 .435 

연령,β12 .00 .02 .10 .918 

저학력 LCP,β13 3.02 1.15 2.63 .009 

저학력 NCP,β1

4
.28 .43 .65 .518 

π0,β15 .03 .04 .87 .383 

시간 제곱 기울기,π2 절편 2,β20 2.29 2.16 1.06 .290 

성별,β21 .03 .15 .24 .814 

연령,β22 -.02 .01
-

1.99 
.046 

저학력 LCP,β23 -1.84 .50
-

3.67 
<.001

저학력 NCP,β2

4
-.20 .19

-

1.10 
.272 

π0, β25 -.02 .02
-

1.20 
.232 

주. LCP= 인지 저수행, NCP= 인지 정상수행, 성별, 1=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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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다층모형 분석: 3차 추적검사 참여자(N=135)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value

절편 1, π0

절편 2, β00 129.61 1.31 98.66 131 <.001

성별, β01 2.62 1.51 1.74 131 .084 

연령, β02 -.38 .09 -4.03 131 <.001

수행집단,β03 -12.87 3.63 -3.54 131 <.001

시간 기울기, π1

    절편 2, β10 -.02 .29 -.07 131 .947 

    성별, β11 .20 .35 .57 131 .568 

    연령, β12 .00 .02 .18 131 .862 

    수행집단,β13 3.24 .62 5.22 131 <.001

시간 제곱 기울기, π2

    절편 2, β20 -.33 .11 -3.10 131 .002 

    성별, β21 .02 .14 .15 131 .880 

    연령, β22 -.02 .01 -2.22 131 .028 

    수행집단,β23 -1.76 .35 -5.03 131 <.001

주. 성별, 1=여성, 수행집단, 1=L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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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다층모형 분석: 교육집단과 K-DRS 점수의 상호작용(N=214)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

value

절편 1, π0

절편 2, β00 131.11 .97 135.08 208 <.001

성별, β01 1.07 .93 1.14 208 .255 

연령, β02 -.12 .05 -2.26 208 .025 

교육집단, β03 -4.77 1.09 -4.36 208 <.001

KDRS, β04 .39 .09 4.28 208 <.001

교육집단×KDRS, β05 .32 .12 2.72 208 .007 

시간 기울기, π1

    절편 2, β10 .98 .30 3.24 208 .001 

성별, β11 .37 .28 1.34 208 .182 

연령, β12 -.05 .02 -2.78 208 .006 

교육집단 β13 -1.13 .32 -3.58 208 <.001

KDRS, β14 -.16 .03 -6.15 208 <.001

   교육집단×KDRS, β15 .08 .03 2.36 208 .019 

시간 제곱 기울기, π2

절편 2, β20 -.65 .15 -4.31 208 <.001

성별, β21 -.08 .13 -.59 208 .558 

연령, β22 .00 .01 -.24 208 .812 

    교육집단, β23 .31 .16 1.92 208 .056 

KDRS, β24 .06 .01 4.20 208 <.001

    교육집단×KDRS, β25 -.03 .02 -1.47 208 .144 

주. KDRS= 한국판 치매평가 검사 총점, 성별, 1=여성, 교육집단, 1=저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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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다층모형 결과 그래프: 교육집단과 K-DRS 점수의 상호작용

주. 각 집단의 그래프는 연령=0(평균 연령), 성별=0(남성) 기준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고학력=교육년수 7년 이상, 

저학력=교육년수 6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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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육집단과 K-DRS 점수의 상호작용

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OR
95% C.I

P-value

하한 상한

연령 .22 .07 1.24 1.08 1.43 .003 

성별 -.76 .94 .47 .08 2.94 .419 

교육집단 -.68 1.33 .51 .04 6.88 .610 

KDRS -.07 .03 .94 .88 .99 .027 

교육집단×KDRS .01 .13 1.01 .79 1.31 .919 

주. KDRS= 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총점, 교육집단, 1=저학력(6년 이하), 성별, 

1=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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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무학집단과 교육 1년~6년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초기 K-DRS 

점수 비교 (N=83)

무학 (n=26) 
1 년~6 년

(n=57) 
t ��

연령, M(SD) 68.31(7.41) 64.19(8.09) 2.21*

교육, M(SD) .00(.00) 4.93(1.49) 
-

25.04***

성별   3.37

       남자 4 20

       여자 22 37

Apo E4
a

  1.36   

       보유자 1 6

       비보유자 25 44

문식성
26.65***

       문맹 12 1

       문해 14 56

K-DRS 점수, 

M(SD)

113.04(15.44

)
128.40(10.08) -4.64***

치매 발병 여부   .15

       발병자 4 7

       비발병자 22 50

주. Apo E4= Apolipoprotein E4,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a 76 명의 자료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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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치매 발병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학력 vs. 무학집단 vs. 

교육 1년~6년 집단 (N=135)

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OR
95% C.I

P-value
하한 상한

모델 1 무학
a 2.23 1.15 9.27 .98 87.77 .052

1년~6년
b 1.97 1.09 7.14 .85 60.16 .071

모델 2 연령 .26 .07 1.30 1.13 1.49 <.001

성별 -.01 .91 .99 .17 5.93 .994

무학 a 1.59 1.24 4.91 .43 55.66 .199

1 년~6 년 b 2.05 1.20 7.78 .75 81.19 .086

주. 성별, 1=여성, 
a 고학력 집단(7년 이상)에 대한 무학 집단의 치매 위험
b 고학력 집단(7년 이상)에 대한 1년~6년 집단의 치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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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교육 0년~3년 집단과 교육 4년~6년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초

기 K-DRS 점수 비교 (N=83)

0 년~3 년

(n=38) 

4 년~6 년

(n=45) 
t ��

연령, M(SD) 67.29(7.62) 63.96 (8.21) 1.91

교육, M(SD) .79(1.26) 5.58 (.78) 
-

20.40***

성별   3.76

       남자 7 17

       여자 31 28

Apo E4
a    .16

       보유자 3 4

       비보유자 35 34

문식성
13.44***

       문맹 12 1

       문해 26 44

K-DRS 점수, 

M(SD)
116.87(14.84)

129.27(10.17

)
-4.49***

치매 발병 여부    .45

       발병자 4 7

       비발병자 34 38

주. Apo E4= Apolipoprotein E4, K-DRS=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
a 76 명의 자료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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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치매 발병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학력 vs. 교육 0년~3년

집단 vs. 교육 4년~6년 집단 (N=135)

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OR
95% C.I

P-value
하한 상한

모델 1 0년~3년
a 1.79 1.14 6.00 .64 56.01 .116 

4년~6년
b 2.24 1.09 9.39 1.11 79.61 .040 

모델 2 연령 .27 .08 1.32 1.14 1.52 <.001 

성별 .30 .94 1.35 .21 8.51 .750 

0 년~3 년 a 1.23 1.23 3.41 .31 37.92 .318 

4 년~6 년 b 2.61 1.24 13.56 1.19 155.08 .036 

주. 성별, 1=여성, 
a 고학력 집단(7년 이상)에 대한 교육년수 0년~3년 집단의 치매 위험
b 고학력 집단(7년 이상)에 대한 교육년수 4년~6년 집단의 치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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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 for Cognitive Aging and Dementia 

in the Elderly Korean Population 

with Baseline Low Cognitive 

Performance

Minyoung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ow education has known to be one of the risk factors for cognitive 

decline and dementia conversion due to lack of cognitive reserve or 

brain reserve, which is the ability of a brain to delay or weaken 

clinical manifestation of dementia pathology. There might be various 

situations, including war, economic difficulties, abscene of 

educational system or limited access to education due to sexual or

racial discrimination, where one could not continue education 

regardless of one's ability or will to persue education. However, 

innate ability or lifetime experiences such as reading,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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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ure activities or job attainment would influence on developing 

cognitive ability of an individual with less or no formal education. In 

these unusual situation, it is not expected that the cognitive ability 

is homogenious in the population with less or no formal education, 

and years of education, a typical proxy of cognitive reserve, reflect 

cognitive ability of an individual discriminately.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whether the risk for 

cognitive decline or dementia in less educated individuals differ 

based on their baseline cognitive performance. Six-year 

longitudinal dat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gnitive Aging 

Study(SNU-CAS) was analysed. Participants were grouped into 

normal cognitive performance(NCP) group and low cognitive 

performance(LCP) group based on their baseline Korean Dementia 

Rating Scale(K-DRS) total score. LCP was defined as the 

performance less than 1 SD below the mean in total score of K-

DRS. Multilevel Model was utilized to compare cognitive trend of 

NCP and LCP groups for six years, and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perdictive power of LCP on dementia conversion.  

Research question 1 was about cognitive changing pattern of 

the NCP and LCP groups. The data was fitted well with quadratic 

function with converted U shape. LCP group, compared to NCP 

group, showed increase in K-DRS total score until about 3 years 

from baseline, but it started steep decline after inflection point.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as below. First, improve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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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test score is not a typical pattern observed in patient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or dementia. In other words, LCP, in this 

study population, would be related to long-standing low cognitive 

ability rather than dementia pathology. Second, faster cognitive 

decline in the long term in LCP group might be related to lack of 

cognitive reserve. 

Research question 2 was about risk of developing dementia 

in the two cognitive performance groups. In research question 1, 

the result suggested that LCP was not a reflective of dementia 

pathology but related to lack of cognitive reserve. Since low 

cognitive reserve is related to high risk of developing dementia, 

predictive power of LCP on developing dementia was analysized in 

this section. Dementia incidence rate was about 7 times higher in 

LCP group than NCP group, and odd ratio was 10.18(95% C.I.: 

2.80~36.99) in logistic regression. When adjusting age and sex, odd 

ratio was 5.24(95% C.I.: .99~27.67). These results suggeste that 

LCP is related to increased risk of developing dementia though it is 

not reflective of dementia pathology itself.

Research question 3 was about differential risk for cognitive 

decline or dementia in less educated individuals based on baseline 

cognitive performance level. Among individuals with less than 7 

years of education, cognitive decline was faster and dementia risk 

was higher in LCP group than NCP group. Compared to high 

educated individuals, less educated LCP individuals showed f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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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declind and higher dementia conversion rate (odd ratio = 

15.79(95% C.I.=1.37~180.87).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ess educated NCP individuals and high 

educated individuals in cognitive decline and dementia risk. These 

results suggeste that lack of education does not always increase 

risk for cognitive decline and dementia, especially when they 

maintain cognitive function in a normal range. 

In conclusion, low cognitive performance in less educated 

elderly population was related to increased risk of developing 

dementia in the long term, though it was not a reflective of dementia 

pathology itself. In addition to that, lack of education was not always 

related to higher risk for cognitive decline and dementia conversion, 

especially when they are maintaining cognitive function in a normal 

range. These results suggest that current cognitive performance 

level is useful in predicting cognitive decline or dementia 

conversion in the future, and could be a better index of cognitive 

reserve since it reflects various life experiences.  

keywords: longitudinal study, baseline cognitive performance, 

cognitive reserve, cognitive aging, dementia

Student Number: 2010-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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