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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노년기 주관적 기억력 감퇴 호소와 인지 기능의 연관성

목적: 최근 주관적 기억력 감퇴(subjective memory complaints)를 보고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지 기능의
저하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본 연구를 통해 노년기
주관적 기억력 감퇴와 객관적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광주 치매 경도인지장애 연구(Gwangju Dementia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Study, GDEMCIS)에 참가한 경기도 광주의 10개 군에서
모집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나 양로원에 다니는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
1,496명(남자 510명, 여자 986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은 인구 사회학적 특징, 현재 또는 과거 병력, 약물 사용 과거력, 한국판
간이 정신 상태 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단축형 노인성 우울증 척도(Short Form 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K)를 포함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주관적 기억력 저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하나는 타인의 기억력과 비교하여 인지되는
주관적 기억력 감퇴(Subjective memory complaints worse than others: SMC-O)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과거

기억력과

비교하여

인지되는

주관적

기억력

감퇴(Subjective memory complaints worse than one’s past: SMC-P)이다.
결과: 공분산 분석에서 5개의 SMC-P 그룹 모두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우울증을
보정한 후에도 K-MMSE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 (“매우 향상되었다” : 18.0, “조금
i

향상되었다” : 21.3, “변화가 없다” : 21.2, “조금 나빠졌다” : 21.1, “매우 나빠졌다” :
20.2) (F=9.63, df=4, p<0.0001, adjusted R2=0.375). 3개의 SMC-O 그룹 또한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우울증을 보정한 후에도 K-MMSE의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
(“나쁘다” : 20.4, “비슷하다” : 20.9, “좋아졌다” : 21.8) (F=4.89, df=2, p=0.004, adjusted
R2=0.361).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노년기 주관적 기억력 저하는 객관적 인지 기능 저하의
지표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어: 주관적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우울증,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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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배경
최근 스스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는 주관적 기억력 감퇴(subje
ctive memory complaint, 이하 SMC)를 보고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
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Tobiansky(Tobiansky 등, 1995)의 지역사회 코호트 연구
에 참가한 노인 524명 중 24%가 주관적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였고, 또 다른 연
구에서는 우울증,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을 제외한 2,537명의 노인 중 34%가 주관
적 기억력 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Jonker 등, 1996). 하지만 경도인지장
애(mild cognitive impairment)의 핵심 증상 중 하나인 주관적 기억력 감퇴가 노인
의 객관적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Bolla 등, 1991; Gagnon 등, 1994; Turvey 등, 2000; Wang 등, 2000; Derouesne 등,
1999; McGone 등, 1990; Sunderlan 등, 1986).
기존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첫째, SMC에 대한 정의와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
다. 자신의 이전 기억력 상태를 기준으로 비교할 것인지 아니면 동년배의 사람들
과 비교하여 자신의 기억력 상태를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가
능성이 많다. 둘째, SMC를 평가할 때 이분법적으로 “예” 또는 “아니오”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SMC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Gagnon 등,
1994; Bassett 등, 1993; Dik 등, 2001; Schofield 등, 1997). 따라서 연구의 타당도(v
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를 높이기 위해서 Reid와 Maclullich(Reid와 Maclullich,
2006)는 SMC를 평가할 때 하나 이상의 질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였다.
셋째, 기존 SMC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관적 기억력 상태를 보고하는 것과 객관적
１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Collins와 Ables, 1996; Derouesne 등, 1989; Hanninen 등, 1994; Minett 등, 2005; P
oitrenaud 등, 1989). Jorm 등(Jorm 등, 2004)은 2001년 발표한 연구에서 SMC보다
기분 상태가 객관적인 인지 기능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S
MC와 인지 기능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우울상태에 대해 함
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기억력
저하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우울증이 주관적 기억력 감퇴에 미치는 영향을 통
제한 이후 주관적 기억력 감퇴와 객관적 인지 기능과의 연관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B. 연구의 가설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정의와 평가 방법에 따라 노년기 주관적 기억
력 감퇴와 객관적 인지 기능의 연관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주관적 기억력 감퇴를 SMC-P와 SMC-O
로 나누어 질문하고 각각에 대한 인지 기능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기억력 감퇴를 SMC-P와 SMC-O로 정의했을 때 각각의 경우 인지
기능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우울 변수를 보정하더라도 주관적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과의 연관성은
유지될 것이다.
２

Ⅱ. 재료 및 방법
A. 대상자
본 연구는 2005년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광주 치매 경도인지장애
연구(Gwangju Dementia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Study, GDEMCIS)에 참가한
경기도 광주의 10개 군에서 모집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나 양로원을 다니는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광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21,376명으로부터 연구 참여에 동의한 1,496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노인들은 인지 기능 선별 검사, 치매 위험도 평가, 신경 심리 검사를 받았고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치매와 주요 우울장애를 포함한 정신 장애의 진단
평가를 받았다. 설문지 조사, 신체 계측, 혈액 샘플 수집 등은 간호사와
임상심리사가 진행하였고 노인들의 경우 자가 설문지에 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조사는 인터뷰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대상자들이 배제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에 기초하여 그들의 약물 사용과 현재 앓고
있거나 과거에 앓았던 질병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인지 기능 선별
검사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으며 모든 대상자로부터 문서로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았고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Fig. 1. Process of participants selection.
３

B. 평가
모든 노인 대상자들에게 전반적인 인지 기능 평가를 위해 한국판 간이
정신 상태 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를
실시하였다(Kang

1997).

등,

치매선별검사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는

치매임상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CDR)을 시행하였으며, CDR 1점 이상인
환자는 모두 배제하였다(Morris와 John, 1993). 노인 우울증을 평가하기 위해서
단축형 노인성 우울증 척도(Short Form 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K)를 사용하였다(Bae와 Cho, 2004).
타인의 기억력과 비교하여 인지되는 주관적 기억력 감퇴 호소(Subjective
memory complaints worse than others: SMC-O)는 원래 “동년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한다(유지민
등,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원래 질문을 수정하여 “비슷한 나이 또래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기억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나쁘다”,
“비슷하다”, “좋아졌다”로 답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과거 기억력과 비교하여
인지되는 주관적 기억력 감퇴 호소(Subjective memory complaints worse than one’s
past:

SMC-P)의

떨어졌다고
향상되었다”,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십니까?”라고
“조금

향상되었다”,

“1년

전과

질문하였다.
“변화가

비교하여

이에

없다”,

대한
“조금

자신의

기억력이

답변으로

“매우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로 답하도록 하였다.

C. 통계 분석
주관적 기억력 감퇴 호소에 대한 대상자의 답변에 따른 연속형 변수
(연령, 교육 수준,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공복기 혈당, 중성 지방, SGDS-K, KMMSE)의 평균 차이는 SMC-O의 경우, 동년배와 비교하여 “나쁘다”고 대답한
４

집단(Group A), “비슷하다”고 대답한 집단(Group B), “좋다”고 대답한 집단(Group
C)으로 나누어 분산분석법으로 비교하였다. SMC-P의 경우, “매우 향상되었다”고
대답한 집단(Group 1), “조금 향상되었다”고 대답한 집단(Group 2), “변화가 없다”고
대답한 집단(Group 3), “조금 나빠졌다”고 대답한 집단(Group 4), “매우 나빠졌다”고
대답한 집단(Group 5)으로 나누어 분산분석법으로 비교하였다. 범주형 변수(성별,
대사 증후군 여부, ApoE4 유전자 존재 여부)의 차이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MC와

K-MMSE로

측정된

객관적인

인지

기능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변량일반선형모델(Univariate analysis of General Linear Model)
분석을 하였다. 나이, 성별, 교육 수준 및 우울증이 노인의 인지 기능 및 주관적
기억력 감퇴 호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공변수로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6.0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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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A.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는 남자 510명(34.1 %), 여자 981명(65.9 %)으로 총 1,496명이
참여하였다.

대상군의

4.9±4.5년이었다.

평균

대상군은

연령은
SGDS-K

72.1±6.5세였으며,

교육수준은

평균

6.0±4.2점,

K-MMSE는

평균

평균

21.9±4.8점이었다.
SMC-P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진 5개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Table 1).

６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worse than one’s
past (SMC-P).
Group1

Group2

Group3

Group4

Group5

Much
improve

Little
improve

Not change

Little
worse

Much worse

(n=268)

(n=336)

Total

(n=54)

(n=134)

73.8±6.2

73.0±5.9

70.5±6.6

71.3±6.1

74.3±6.6

72.1±6.5

25.9%

33.6%

32.5%

37.5%

29.8%

34.1%

Metabolic
syndrome

63%

55.8%

53.9%

52.5%

57.3%

54.3%

Apo E4

9.3%

19.4%

14.6%

16.6%

14.6%

15.8%

3.1±4.0

5.2±4.7

5.8±4.6

5.4±4.5

3.3±3.9

4.9±4.5

SBP

135.7±20.3

134.1±18.6

132.5±20.1

131.3±18.3

132.5±18.8

132.9±18.8

DBP

81.3±11.3

80.8±11.5

81.1±11.1

81.2±9.8

82.3±10.4

81.4±10.4

FBS

122.3±30.8

113.0±27.7

118.9±33.7

118.1±31.3

122.6±34.6

119.0±32.4

TG

150.8±56.0

159.8±78.3

165.1±80.5

165.1±79.5

158.2±80.9

162.8±79.2

SGDS-K*

7.8±4.6

4.4±3.9

5.2±4.3

5.9±4.2

7.3±3.8

6.0±4.2

K-MMSE*

17.7±5.4

22.3±4.0

23.0±4.3

22.6±4.3

19.9±5.3

21.9±4.8

Age*
Sex(male %)

Education
level*

(n=704)

* p<0.05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y Blood Pressure. FBS : Fasting Blood Sugar. TG :
Triglyceride SGDS-K : Short Form 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MMSE :
Korean version of the Mini-Mental State amination

즉, 지난 1년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의 기억력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대답한
집단(Group 1)은 54명(3.6%), 조금 향상되었다고 대답한 집단(Group2)은 134명(9%),
변화가 없다고 대답한 집단은 268명(17.9%), 조금 나빠졌다고 대답한 집단은 704
명(47.1%), 매우 나빠졌다고 대답한 집단은 336명(22.5%)이었다. 5개 집단에서 연
７

령, 교육 수준, SGDS-K, K-MMSE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MC-O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진 3개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worse than others
(SMC-O).

Age*
Sex(male %)
Metabolic
syndrome
Apo E4

GroupA

GroupB

GroupC

Below
peer's average
(n=442)
73.0±6.6

Within
peer's average
(n=928)
71.8±6.4

Above
peer's average
(n=126)
71.0±6.4

72.1±6.5

28.7%

36.1%

38.1%

34.1%

62.8%

50.6%

54.1%

54.3%

16.1%

16.2%

11.9%

15.8%

Total
(n=1496)

Educational
level*
SBP

3.8±4.2

5.0±4.4

7.8±5.0

4.9±4.5

133.7±18.7

131.4±18.8

132.7±19.6

132.2±18.8

DBP

81.3±10.9

81.3±10.2

82.6±10.1

81.4±10.4

FBS

119.1±30.4

118.9±32.4

119.7±38.0

119.0±32.4

Tg

164.6±78.4

162.9±80.3

155.4±73.9

162.8±79.2

SGDS-K*

6.4±4.1

6.1±4.3

4.3±3.9

6.0±4.2

K-MMSE*

20.7±5.1

22.1±4.6

23.9±3.6

21.9±4.8

* p<0.05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y Blood Pressure. FBS : Fasting Blood Sugar. TG :
Triglyceride. SGDS-K : Short Form 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MMSE : Korean
version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자신의 기억력이 동년배와 비교하여 나쁘다고 대답한 집단(Group A)은 442
명(29.5 %), 비슷하다고 대답한 집단(Group B)은 928명(62.0 %), 좋다고 대답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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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Group C) 126명(8.4 %)이었다. 3개 집단에서 나이, 교육 수준, SGDS-K, KMMSE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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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관적 기억력 감퇴와 객관적 인지 기능의 일변량일반선형모
델 분석
SMC-P와 K-MMSE로 측정된 객관적 인지 기능 사이의 일변량일반선형모
델 분석은 다음과 같다(Table 3). SMC-P는 연령, 성별, 교육 수준과 SGDS-K를 보
정하더라도 인지 기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F=9.63, df=4, p<0.0
001).

Table 3. Un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of K-MMSE for SMC-P after adjusting age, sex,
educational level and SGDS-K.
Type III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9827.926a

8

1228.491

86.649

<0.0001

Intercept

9808.922

1

9808.922

691.849

<0.0001

Age

2683.086

1

2683.086

189.245

<0.0001

Sex(male %)

351.860

1

351.860

24.818

<0.0001

Educational level

2494.005

1

2494.005

175.909

<0.0001

SGDS-K

159.597

1

159.597

11.257

SMC-P

546.344

4

136.586

9.634

.001
<0.0001

(Adjusted R Square=0.375)
SMC-P: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worse than one’s past. SGDS-K : Short Form 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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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를 이용한 사후 검정에서는 Group 1 < Group 5< Group 2, 3, 4의 순서로
K-MMSE 평균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Fig. 2).

Fig. 2. Regression model illustrating the Estimated means of K-MMSE for SMC-P after
adjusting for age, sex, educational level and SGDS-K. SMC-P: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worse than one’s past. Group 1 : “Much improve”, Group 2 : “Little improve”, Group 3 :
“Not changed”, Group 4 : “Little worse”, Group 5 : “Much w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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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O와 K-MMSE의 일변량일반선형모델 분석은 다음과 같다(Table 4).
SMC-P와 마찬가지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SGDS-K를 보정하더라도 SMC-O는
인지 기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F=4.89, df=2, p=0.043).

Table 4. Un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of K-MMSE for SMC-O after adjusting age,
sex, educational level and SGDS-K
Type III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9423.572

6

1570.595

108.247

<0.0001

Intercept

10759.869

1

10759.869

741.578

<0.0001

Age

3023.124

1

3023.124

208.356

<0.0001

Sex(male %)

352.137

1

352.137

24.270

<0.0001

Educational level

2569.234

1

2569.234

177.074

<0.0001

SGDS-K

216.685

1

216.685

14.934

<0.0001

SMC-O

141.990

2

70.995

4.893

.008

(Adjusted R Square=0.361)
SMC-O: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worse than others. SGDS-K : Short Form 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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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를 이용한 사후 검정에서 Group A < Group B, C의 순서로 K-MMSE
평균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Fig. 3).

Fig. 3. Regression model illustrating the Estimated means of K-MMSE for SMCO after adjusting for age, sex, educational level and SGDS-K. SMC-O: Subjective m
emory complaints worse than others. Group A : “below peer’s average”, Group B : “peer’s a
verage”, Group C : “above peer’s average”.

１３

Ⅳ. 고 찰
연구의 결과 자신의 1년 전 기억력과 비교하여 인지되는 주관적 기억력
감퇴

호소(SMC-P)와

동년배와

비교하여

인지되는

주관적

기억력

감퇴

호소(SMC-O)는 모두 나이, 성별, 교육 수준과 우울증을 보정하더라도 객관적인
인지 기능과 연관성을 보였다. SMC-O, SMC-P 모두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더 낮은 평균 K-MMSE 점수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SMC와 객관적인 인지 기능의 사이의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Gagnon 등, 1994; Turvey 등, 2000; Wang 등,
2000).
본 연구에서 SMC-P가 있다고 대답한 집단(Group 4 & Group 5)의 빈도는
69.6 %, SMC-O가 있다고 대답한 집단(Group A)은 8.4 %로 SMC-P의 1/8 수준이었
다.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SMC-O와 SMC-P를 조사했던 유지민 등(유지민 등,
2007)의 연구에서도 SMC의 정의에 따라 유병률이 달라졌다. 그 이외 기존 연구
들에서도 SMC의 유병률은 SMC를 정의 내리는 방법에 따라 10.6 %에서 62 %까
지 매우 다양하였다(Wang 등, 2000; Riedel-Heller 등, 1999). 특히 SMC를 자신의 과
거 기억력과 비교하여 정의했던 연구들에서는 39~62 %의 유병률을 보고한 반면,
SMC를 동년배와 비교한 기억력으로 정의한 연구들은 유병률을 6.3~21 %로 낮게
보고하였다(Turvey 등, 2000; Riedel-Heller 등, 1999). 위의 결과는 SMC를 임상적으
로 객관적 인지 기능과 관련된 의미 있는 척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평
가 방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부가하여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 SMC의 특징상 서로 다른 기준에 입각한 두 가지 이상을 질문을
하여 이를 통합하는 것이 SMC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SMC-P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자신의 기억력을 1년 전과
비교하여 “매우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집단(Group 1)의 K-MMSE 평균 점수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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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집단(Group 5)보다 낮다는 것이다. 연구 시작 단계에서 치
매 환자를 배제하고 일변량일반선형모델 분석 시 우울 변수 또한 보정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력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한 집단(Group 1)의 평균 KMMSE 점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다. 급성 뇌경색, 뇌
출혈과 같이 초반에 심한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과정이거나 급
성 스트레스를 받아 떨어졌던 인지 기능이 회복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
다. 또한 인지 기능이 손상된 사람이 자신의 객관적 인지 능력에 대해 잘못 높게
평가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Group 1의 결과는 노인의 주관적 기억력 감퇴 호소(SMC)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SMC에 대한 연구가 단면 연구로만 진행
될 경우 SMC와 인지 기능과의 일정한 경향성을 찾기 힘들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연구 결과가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이유 중 한가지일 것이다(Schofield 등, 2001).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SMC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SMC와 객관적 인지 기능과
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최근
진행된 종단 연구에서 단면 연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SMC가 객관적 인지 기
능을 보다 잘 반영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Schofield 등, 2001).
Group 1의 결과는 향후 주관적 기억력 감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데
또 다른 시사점을 제시한다. 만약 SMC를 평가할 때 대상자에게 “예” 또는 “아니
오”로만 답변을 하도록 했다면 “매우 향상되었다”, “조금 향상되었다”, “변화가 없
다”고 대답한 집단이 모두 “아니오”라고 응답한 집단에 포함되어 Group 1과 같은
예외적인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SMC에 대한 응답이 단순히
“예”, “아니오”가 아닌 대상군의 여러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에서 5-point or 3-point
Likert scale을 사용하여 답변하도록 하였다(Jungwirth 등, 2004; Lam 등, 2005;
Johansson 등, 1997; Jorm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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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 연구이므로 향후
전향적 추적 관찰을 통해 결과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광주시 노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노인으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 변수를 보정하였지만 그 이외
인지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 성격 요인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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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자신의 1년 전 기억력과 비교하여 인지되는 주관적 기억력 감퇴 호소
(SMC-P)와 동년배와 비교하여 인지되는 주관적 기억력 감퇴 호소(SMC-O)는 치
매가 아닌 노인에 있어 객관적인 인지 기능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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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and Cognition
in The Elderly
Ki Jung Cha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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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ed by Assistant Professor Chang Hyung Hong)

Objective: We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memory comp
laints and cognition in the elderly.
Methods: Data obtained from 1,496 subjects (510 men and 986 women) aged above
60 years was analyzed from the Gwangju Dementia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Study (GDEMCIS). All subjects completed the study questionnaire including demogra
phic characteristics, history of current and past illnesses, drug history, Korean versio
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and 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press
ion scale (SGDS-K).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were defined in two different wa
ys; worse than others (SMC-O) and worse than one’s past (SMC-P).
Results: On analysis of covarianc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f estimated marg
inal means of K-MMSE score among five SMC-P groups (much improved : 18.0, litt
２２

le improved : 21.3, not changed : 21.2, little worsened : 21.1, much worsened : 20.
2) after adjusting age, sex, educational level and depression (F=9.63, df=4, p<0.0001,
adjusted R2=0.375).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f estimated marginal means of
K-MMSE score among three SMC-O group (below peer's average : 20.4, peer avera
ge : 20.9, above peer's average : 21.8) after adjusting age, sex, educational level and
depression (F=4.89, df=2, p=0.043, adjusted R2=0.361).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may be an indi
cator of objective cognitive impairment in the elderly.

Key Words: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Cognition, Depression,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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