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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기억력 문제

를 호소하는 빈도가 점점 증가한다. 기억력 문제가 알츠하이머 

치매(Alzheimer’s disease, AD)의 주 증상이라는 대중적인 인

식 때문에 AD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병

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러한 사람들 중 객관적인 신경심리검사에서는 정상 범위이지

만, 일상생활에서만 ‘건망증’과 같은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러한 사람들을 ‘주관적 기억장애(subjective memory 

impairments, SMI)’로 명명하고 있다. 현재 SMI에 대한 정확한 

임상적 정의는 합의된 바가 없다. 하지만 최근 SMI에 대한 높

아진 관심을 반영하듯이, Abdulrab & Heun(2008)은 SMI를 

주제로 한 44개의 논문들을 바탕으로 SMI의 진단 준거에 포함

되어야 할 포괄적인 필수 내용들을 제안하였다. 이들이 주장한 

필수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발병 연령이 50대 이상이어야 

함. 2)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기억력 문제를 호소해야 함. 3) 현

재 자신의 기억력이 5~10년 전에 비해 저하되었다고 생각하여

야 함. 4)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기억력 문제의 생생한 예를 들 

수 있어야 함. 5) 1주일에 한 번 이상 기억력 문제가 발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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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6)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기억력이 정상 범주에 속해야 함

(Kim, 2018). SMI를 대상으로 높아진 연구적 관심은 SMI가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와 AD를 예측

할 수 있는 주요 인자가 될 수 있다는 보고 때문이다(Mitchell, 

2008). Tobiansky et al.(1995)은 SMI를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치매 발병률이 정상 노인보다 2배 정도 높

았다고 보고하였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은 생물학적 노화와 함께 인지기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 노인은 

복잡하고 정교함이 요구되는 주의력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보이고(Kim et al., 2013), 이 외에도 기억력, 언어능력

에서도 감퇴를 경험하게 된다(Lee et al., 2012). 이러한 인지적 

저하는 연속발화(connected speech)에서의 변화로 이어진다. 

노인은 청·장년층에 비해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

우가 많고, 이야기의 응집성이 떨어지며, 그로 인해 이야기 다시 

말하기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인다고 한다(Kim & Sung, 2014).

연속발화를 수집하는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며, 최근 

체크리스트를 통해 담화를 분석하는 정보단위(information 

unit, IU) 분석 체계가 실어증과 같은 신경 언어장애 환자를 대

상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McNeil et al., 2001). 

IU는 이야기와 관련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단어나 어절을 말

한다. 목표 IU가 미리 정해져 있으며, 대상자가 다시 말하는 이

야기를 들으며 체크리스트를 통해 IU를 채점한다. 동의어는 정

답으로 인정하며, 동의어에는 대명사와 명사,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조사가 포함된다. 이 방법은 대상자의 발

화를 수집한 후 전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연구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Sung, 2014).

IU 채점을 통한 담화 분석 연구는 서열위치효과(serial po-

sition effect)를 함께 확인하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서열위치

효과란 언어 회상 과제에서 기억해야 할 이야기의 중반부(이하 

중간위치)보다 이야기의 전반부(이하 초두위치)와 이야기의 후

반부(이하 최신위치)에 제시된 부분을 더 잘 기억하는 현상을 

말한다(Capitani et al., 1992). 초두위치에 제시된 이야기를 중

간위치에 제시된 이야기보다 더 잘 회상하는 현상을 초두효과

(primacy effect)라고 하고, 반대로 후반부에 제시된 이야기를 

중반부에 제시된 이야기보다 더 잘 회상하는 현상을 최신효과

(recency effect)라고 한다. 초두효과와 최신효과는 이야기를 

회상할 때 기억할 수 있는 용량(span)에 한계(limitation)를 넘

어서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에

서 서열위치와 이야기 회상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U 자 형태

를 보이게 된다(Murdock, 1962). 서열위치효과는 노화에 따라 

초두효과나 최신효과의 관찰이 뚜렷하지 않게 나타난다는 연

구가 보고되고 있다(Arenberg, 1976; Capitani et al., 1992; 

Parkinson et al., 1982; Salthouse, 1980; Wright, 1982). 

수집된 담화는 기억 지연 유무에 따라 즉각회상과 지연회상

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도 있다. 즉각회상은 제시된 이야기를 지

연시간 없이 바로 회상하는 것을 말하며, 시연 과정(rehearsal 

process)과 관련이 있고 부호화(encoding) 정도를 파악할 수 있

다(Jung, 2014). 반대로 지연회상은 제시된 이야기를 일정 시간 지

연한 후에 회상하는 것을 말하며, 인출 과정(retrieval)을 파악

하여 인지 손상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Bruno et al.,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상 노인과 MCI를 변별하는 데 서열위

치효과에 따른 분석이 MCI의 민감한 예측 인자가 될 수 있으

며(La Rue et al., 2008), 지연회상에서 서열위치효과를 파악하

였을 때 AD 위험군을 효과적으로 변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Baddeley & Warrington, 1970; Bruno et al., 2013; Walsh et 

al., 2014). 이렇게 MCI와 AD의 담화 능력에 대한 연구는 종종 

이루어져 왔으나, SMI의 경우 객관적인 신경심리검사상 정상인 

경우가 많고, 주관적인 기억 불만을 호소하더라도 임상 전

(preclinical) 단계인 경우가 많아 담화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 기반이 확보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회상 과제에서 나타난 정상 노인과 SMI의 수행력을 서열위치와 

기억 지연 유무에 따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SMI가 호소하는 

주관적 기억장애가 인지의 광범위한 영역의 손상을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 회상 과제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차이를 확인

하고, 향후 다시 말하기 방식을 활용한 이야기 회상 과제가 SMI

에 대한 조기 선별평가로서 사용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정

상 노인 40명과 SMI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대부분

은 경산시 소재 노인 복지관 1곳과 마을회관 3곳에서 표집되었

고, 대구 지역의 노인정 대상자들도 포함되었다. 연구자는 사전

에 피험자들에게 연구 목적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

였으며, 먼저 간단한 인터뷰를 통하여 신경학적·정신적 질병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험자들의 참여 동의를 얻은 다음 실험

을 실시하였다. 실험 전 기본적인 청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상 재질문이 없고, 검사자의 질문에 즉각 응답이 가능하

며, 보청기를 끼지 않았거나 보청기를 착용 중이더라도 조정된 

청력이 일상적인 대화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의 피험

자들로만 선별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1)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n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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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n, GDSSF-K) (Kee, 1996) 검사 결과 우울감이 없고, 2) 한

국형 간이 정신상태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

nation, K-MMSE) (Kang, 2006) 결과 정상 범위의 인기지능을 

보이며, 3) 신경학적, 정신적 질병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이 중 SMI 선별을 위해 Abdulrab & Heun(2008)이 제시한 

진단 준거를 토대로 SMI 집단을 선별하였으며, 진단기준은 다

음과 같다.

SMI는 1) 뇌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이나 정신과적 질병이 없

는 자, 2)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는 자, 

3) 현재의 기억력이 5~10년 전에 비해 저하되었다고 생각하는 

자, 4)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기억력 문제에 대한 생생한 예시

를 들 수 있는 자, 5)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억력 문제

가 발생하는 자들로 선별하였다. 위 사항들은 사전 인터뷰 시 

검사자가 일대일로 물어보고 선별기준에 해당되는 자들로만 선

정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과제 수행을 위해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없

는 자로 선정하였으며, 두 집단 간 교육 기간(F = 0.714, p ＞ 0.05) 
및 연령(F = 0.318, p ＞ 0.05)의 동질성은 확보되었다.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실험 도구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검사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은 연구 및 임상평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치매 선별 도구이다. 우리나

라에서도 K-MMSE (Kang et al., 1997)가 제작되어 널리 쓰이

고 있다.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의 인지기능이 정상 수준에 해

당하는지 확인하고, AD나 MCI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K-MMSE를 실시하였으며, Kang(2006)의 K-MMSE 노인 규

준을 참고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한국판 노인우울척도 단축형

노인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Yesavage et al., 1983)을 Kee(1996)가 번안

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노인우울척도 단축형(GDSSF-K)을 사

용하였다. GDSSF-K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울증과 

관련된 각 질문에 대해 ‘예’나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단점인 8점을 기준으로 피험자들의 우울 수

준을 확인하고, 우울함이 있는 피험자는 제외하였다.

이야기 회상 과제

Joanette et al.(2004)의 Montreal protocol for the evalua-

tion of communication을 Woo & Kim(2019)이 번안한 한국

판 몬트리올 의사소통 평가 도구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담화 

과제인 ‘우물 이야기’를 선정하였다. 이야기를 원본 그대로 사용

하지 않고, 20대 정상 청년 10명을 대상으로 이야기 다시 말하

기 예비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주로 산출한 문장이나 어절

을 토대로 이야기를 축약하였다(Appendix 1).

연구 절차

먼저 간단한 인터뷰를 통하여 신경학적·정신적 질병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K-MMSE와 GDSSF-K를 실시하여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함이 없는 사람들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그중 

SMI를 선별하는 질문지를 통해 주관적 기억 불만을 호소하는 

피험자는 SMI 집단, 그렇지 않은 피험자는 정상 노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6컷의 그림(Appendix 2)과 함께 “지금

부터 제가 이야기를 2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이

야기를 들으시고 이야기가 끝난 후 제게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과제를 설명한 다음, 이야기를 2번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들려준 후 그림 없이 이야기를 즉각회상(1차 수행)하도록 유도

하였고, 20분 후에 실험의 마지막 절차로 이야기를 지연회상(2

차 수행)하도록 하였다.

실험은 소음이 통제된 곳에서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반응

은 모두 스마트폰(Galaxy Note 8, Samsung, Suwon, Korea)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한 후 2일 이내에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물 이야기는 총 18개의 IU로 이루어

져 있으며, 초두위치 6개, 중간위치 6개, 최신위치 6개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 즉각회상의 회상률은 전체 IU 수에서 각각의 

위치(초두위치, 중간위치, 최신위치)에서 회상한 IU 수의 비율

로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각 IU의 최고 회상률은 33.3%였고, 

지연회상의 회상률 계산 또한 즉각회상과 동일하게 하였다.

통계 분석

본 연구의 연구 문제에 따라 이야기 회상 과제에서 기억 지연 

유무 및 서열위치에 따른 정상 노인과 SMI 간에 IU 회상률에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혼합분산분석[three-way 

mixed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SPSS Statistics 25.0 (IBM Corp., Armonk, NY, USA)

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억 지연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wo groups

Characteristic NE (n = 40) SMI (n = 40)
Age (yr) 76.87 (± 6.83) 77.88 (± 6.54)
Gender (m:f) 10:30 8:32
Level of education(yr)   5.82 (± 4.22)   5.28 (± 4.18)
NE: normal elderly, SMI: subjective memory impair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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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에 따른 IU 회상률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RESULTS

이야기 회상 과제에서 기억 지연 유무 및 서열위치에 따른 

집단 간 IU 회상률

이야기 회상 과제 시, 기억 지연 유무 및 서열위치에 따른 집

단 간 IU 회상률(%)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삼

원혼합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이

야기 회상 과제에서 기억 지연 유무 및 서열위치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2와 Figure 1에 제시

하였다.

삼원혼합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 검정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집단에 대한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F = 116.482, p ＜ 0.001). 
즉 SMI의 IU 회상률(%)이 정상 노인의 IU 회상률(%)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억 지연 유무에 대한 주 효

과가 유의하였다(F = 9.460, p ＜ 0.01). 즉 지연회상에서 IU 회
상률(%)이 즉각회상에서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IU recall rate (%)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ime delay and serial position in story retelling performance

Time delay Serial position NE (n = 40) SMI (n = 40)
Immediate recall Primacy 47.50 (± 19.077) 31.66 (± 22.895)

Intermediate 63.75 (± 23.836) 30.83 (± 29.368)
Recency 57.91 (± 36.198) 29.16 (± 34.745)
Total 56.38 (± 27.937) 30.55 (± 29.175)

Delayed recall Initial position 45.00 (± 18.179) 22.91 (± 24.368)
Intermediate 61.25 (± 25.981) 22.91 (± 27.654)
Recency 42.91 (± 29.207) 20.00 (± 28.793)
Total 49.72 (± 26.016) 21.94 (± 26.811)

Mean (± standard deviation). IU: information unit, NE: normal elderly, SMI: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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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formation unit recall rate (%)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ime recall 
and serial position in story retelling per-
formance. NE: normal elderly, SMI: sub-
jective memory impairment.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of IU recall rate (%)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ime delay and serial position in story recall task

SS df MS F
Between group

Group 86,224.537     1 86,224.537 116.482‡

Error 346,430.556 468 740.236
Within group

Recall time 7,002.315     1 7,002.315     9.460†

Group × recall time 113.426     1 113.426     0.153
Serial position 6,126.157     2 3,063.079     4.138*
Group × serial position 5,612.269     2 2,806.134     3.791*
Recall time × serial position 1,188.657     2 594.329     0.803
Group × recall time × serial position 910.880     2 445.440     0.615

*p < 0.05, †p < 0.01, ‡p < 0.001. IU: informatio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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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위치에 따른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F = 4.138, p ＜ 0.05). 
서열위치에 따른 IU 회상률(%)의 Bonferroni 사후 검정을 실

시한 결과, 중간위치에서 IU 회상률(%)이 초두위치에서 IU 회

상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하지만 중간위치와 
최신위치(p ＞ 0.05), 최신위치와 초두위치(p ＞ 0.05)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과 서열위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F = 3.791, p ＜ 0.05). 이는 SMI보다 정상 노인에서 서열위
치 간 IU 회상률(%)의 차이가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과 서열위치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Figure 

2와 같다.

추가적으로 기억 지연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즉각회상에서 
집단 간 IU 회상률 차이가 유의하였다(F = 0.220, p ＜ 0.001). 또
한 지연회상에서도 집단 간 IU 회상률 차이가 유의하였다(F = 

0.723, p ＜ 0.001). 즉, 즉각 및 지연회상에서 SMI의 IU 회상률
이 정상 노인의 IU 회상률보다 낮게 나타났다(Table 4).

SMI에서 회상시점에 따른 서열위치별 IU 회상률

 SMI에서 회상시점에 따른 서열위치별 IU 회상률의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일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

을 각각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 통계와 도표는 Table 5 및 

Figure 3과 같다. 

SMI에서 즉각회상 시, 서열위치에 따른 IU 회상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 0.075, p ＞ 0.05). 서열위치에 
따른 IU 회상률의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초두

위치와 중간위치(p ＞ 0.05), 중간위치와 최신위치(p ＞ 0.05), 초
두위치와 최신위치(p ＞ 0.05)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
의하지 않았다. SMI에서 지연회상 시, 서열위치에 따른 IU 회상

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 0.156, p ＞ 0.05). 
서열위치에 따른 IU 회상률의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

과, 초두위치와 중간위치(p ＞ 0.05), 중간위치와 최신위치(p ＞ 
0.05), 초두위치와 최신위치(p ＞ 0.05)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SMI에서 서열위치에 따른 회상시점 간

에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초두위치(F = 3.42, p ＞ 0.05), 중간위치(F = 0.039, p ＞ 

Table 4. The results of t-test of IU recall rates (%) between two 
groups by recall time

     Recall time NE SMI p-value
Immediate recall 56.38 (± 27.93) 30.55 (± 29.17) 0.000
Delayed recall 49.72 (± 26.01) 21.94 (± 26.81) 0.000
Mean (± standard deviation). IU: information unit, NE: normal el-
derly, SMI: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Table 5. IU recall rate (%) by serial position in SMI

Serial position Immediate recall Delayed recall
Primacy 31.66 (± 22.895) 22.91 (± 24.368)
Intermediate 30.83 (± 29.368) 22.91 (± 27.654)
Recency 29.16 (± 34.745) 20.00 (± 28.793) 
Mean (± standard deviation). IU: information unit, SMI: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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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U recall rate (%) by serial po-
sition according to recall time. SMI: sub-
jective memory impairment, IU: informa-
tion unit.

Figure 2. Interaction between group and serial position. NE: normal 
elderly, SMI: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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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최신위치(F = 3.050, p ＞ 0.05) 모두 유의한 차이가 관찰
되지 않았다. 

DISCUS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이야기 회상 과제에서 기억 지연 유무 및 

서열위치에 따른 정상 노인과 SMI 간 IU 회상률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이야기 회상 과제에

서 집단 간 IU 회상률 차이’, ‘기억 지연 유무에 따른 집단 간 

IU 회상률 차이’, ‘서열위치에 따른 집단 간 IU 회상률 차이’로 

나누어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이야기 회상 과제에서 집단 간 IU 회상률 차이

집단에 따라 IU 회상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 간 IU 

회상률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SMI가 정상 노인보다 회상한 

IU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MI와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SMI가 정상 노인보다 기억력 영역에서 낮은 수행력

을 보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Jessen et al., 2006).

국외의 한 선행연구에서는 SMI가 AD 이전 경미한 MCI의 

전조 단계로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SMI에서 AD로 발

병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75세 이상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노인 2,415명을 대상으로 1년 6개월 후, 3년 후에 추적 관

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번의 추적 관찰 모두에서 자신의 

기억력 저하를 걱정하는 SMI가 정상 노인에 비해 AD로 발병

될 위험성이 훨씬 컸다고 보고하였다(Jessen et al., 2010).

앞선 선행연구에서 SMI가 정상 노인보다 기억력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던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SMI가 정상 노

인보다 이야기를 기억한 후 회상하는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

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억 지연 유무에 따른 집단 간 IU 회상률 차이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집단과 회상시점에 따른 IU 회상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과 회상시점에 대한 상호작용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추가로 회상시점에 따른 집단 

간 IU 회상률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
한 결과, 즉각회상 및 지연회상 모두에서 SMI가 정상 노인보다 

낮은 IU 회상률을 보였다. 즉 집단 내에서 회상시점에 따른 IU 

회상률의 격차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각회상에서 회상률은 시연과 응고화를 반영한다. 시연은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형태로 저장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

며, 장기기억까지 되는 시간의 의존적인 기억 저장 과정을 응고

화라고 한다(Kang & Baek, 2014). 한 국외 연구에서는 정상 성

인을 대상으로 즉각회상에서 시연 방법에 따른 단어 회상률을 

알아보았는데, 시연을 하였을 때 단어 회상률이 더 높았다고 보

고하였다(Tan & Ward, 2008). 또 다른 연구에서는 MCI가 정

상 노인보다 시연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Ribeiro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SMI는 정상 노인보다 상대적

으로 시연을 사용하는 데 미흡하여 이야기를 단기 및 장기기억

으로 저장하는 능력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연회상에서 회상률은 정보를 응고화하여 인출하는 과정

을 파악할 수 있다. Walsh et al.(2014)은 이야기 학습 과제(sto-

ty learnig task)를 정상 노인과 MCI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회상시점을 30분 후와 1주일 후로 설정하여 지연 시

간에 따른 이야기 회상률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집단과 회상

시점에 따른 상호작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응고화 능력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SMI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울 신경심리검사(Soeul Neuro-

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를 실시한 국내 연구에서는 

SMI가 언어학습검사 중 지연회상에서 정상 노인에 비해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Kang & Baek, 2014). Takaya-

ma(2010)는 정상 노인, MCI, AD를 대상으로 단어 회상 과제, 

이야기회상검사, 그림회상검사를 실시하였다. 10년 후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3개의 지연회상검사가 MCI와 AD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 과제와 비슷한 성격

의 언어적 방해 과제가 제시되었을 때 인지 부하가 많아지면서 

기존에 주어진 언어 정보가 쇠퇴(decay)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

므로 회상에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여 회상 검사가 기

억장애 고위험자 및 기억장애 환자들을 판별하고 추적관찰하

는 데 주요한 검사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분의 지연 시간 동안 비언어적 과제를 실시

하였다. 검사 과제와 비슷한 성격의 언어 과제를 제시하지 않아 

시연 과정에 얼만큼의 강도로 방해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우

나, 주관적으로 기억 문제를 호소하는 SMI라 할지라도 이러한 

기억 지연 정도와 방해 과제가 기존에 제시한 정보의 시연을 방

해하고, 그 결과 IU를 부호화하고 응고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서열위치에 따른 집단 간 IU 회상률 차이

서열위치에 따른 집단 간 IU 회상률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집단과 서열위치에 대한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즉 정상 노인 

집단은 계열위치에 따라 IU 회상률의 차이가 있었지만, SMI는 

서열위치에 따른 차이 없이 모두 저조한 회상률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SMI는 초두위치에서 낮은 회상률을 나타내어, 

초두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두효과는 시연과 밀접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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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Rundus, 1971; Wiswede et al., 2007) SMI는 시연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국외의 한 연구에서는 

회상 과제 시 시연 책략에 따른 단어 회상률을 비교하였는데, 

서열위치 중 초두위치가 시연을 많이 하는 위치라고 보고하였

다(Rundus, 1971).

본 연구에서 SMI는 최신위치에서 낮은 회상률을 나타내어, 

최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신효과는 단기기억을 반영하며

(Glanzer & Cunitz, 1966), SMI가 시연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저장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 것으

로 파악할 수 있다(Capitani et al., 1992). Atkinson & Shiffrin 

(1968)은 정보는 감각기억을 거쳐 단기기억, 장기기억으로 저장

되는데, 단기기억 저장소(short-term store)에서 시연 버퍼(re-

hearsal buffer)를 통해 4~5 단어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버퍼가 가득 차면, 이전에 들어온 항목은 사라지고 새로운 항

목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쇠퇴나 간섭으로 인해 장기기억으로 

저장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SMI는 

단기기억의 정보를 쇠퇴나 간섭으로 인해 장기기억으로 저장하

거나 인출하는 데 실패하여 낮은 최신효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이야기 다시말하기검사를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른 이야기 문법 산출의 차이를 보고하였

다(Sohn et al., 2005). 연구에 따르면 저학력 집단은 고학력 집

단보다 자극이 제시되는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정보단위를 회

상하고 산출해내는 데 취약하며, 그 이유로 저학력 집단이 이

야기 구조 및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롯(주제)이나 주제 

관련 내용을 회상하는 능력이 고학력 집단에 비해 낮았기 때

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저학력 집단은 이야기의 핵심

을 파악하는 ‘거시적 구조’를 보는 눈이 제한되어 있다고 언급

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SMI의 학력 수준이 정상 노

인에 비해 낮았으며, SMI가 이야기의 핵심 주제의 ‘거시적 구조’

를 파악하는 시각에 어려움이 있어, 서열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IU를 회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서열위치효과가 나오지 않았

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주로 아동들을 대

상으로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를 실시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

리, 최근 노인의 인지장애를 변별하기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신경심리검사에서 하위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를 SMI 및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

의 신경심리검사 중 노인 인지기능검사(Literacy Independent 

Cognitive Assessment)의 하위 항목으로 이야기 회상 과제

(story retelling test)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제는 단어목

록회상검사와 같은 단순히 언어 정보를 입력, 저장, 인출하는 

기억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위 인지기능을 요구하므로, 피

험자의 기억력 문제를 더욱 예민하게 선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노인 기억선별검사로 각광받고 있

는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를 정상 노인 및 SMI에게 실시하여 

집단 간 수행력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다. 

끝으로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하위 유

형의 SMI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 

묶어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국내 SMI군을 신경

심리학적 검사 및 신경정신학적 선별 검사 소견을 토대로 여러 

유형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한 연구에서는 SMI군

이 ‘기억 불만에 대한 호소는 약하지만, 기억 책략을 적게 사용

하는 집단’, ‘기억 불만에 대한 호소가 약하고 기억 책략을 많이 

사용하는 집단’, ‘기억 불만에 대한 호소가 심하면서 매우 우울

한 집단’의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Chin 

et al., 2010). 따라서 SMI군 내에서도 기억 불만을 강하게 호소

하는 집단과 약하게 호소하는 집단 간의 차이가 이야기 다시 말

하기 수행에서도 변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회상 과제 수행에 대한 분석 시, 서열위치

와 기억 지연 유무만으로 그 수행을 비교하는 정량적인 평가 외

에도 이야기 문법 요소와 정보 제시 순서에 따른 질적인 차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

제에서의 수행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 결과를 SMI 조기 

변별을 위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심 단어0:0�주관적 기억장애·이야기 다시 말하기·정보단위· 

서열위치·기억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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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CES 

Appendix 1. 우물 이야기 과제

지시 사항: 이야기를 듣고,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다시 말해주세요.

채점:             : IU를 의미하며, 각 1점 

(        ): 한 문장 내에서 (        ) 중 하나가 회상되면 됨. 

동의어 사용도 허용

초두위치
 (농부)인 (김씨)는 아침에 우물 파는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우물이 무너져서), (그 구멍 절반이 흙으로 뒤덮인 걸 보고), 김씨는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IU 수

6

중간위치
 고민하다가 김씨는 자켓과 모자를 벗어서 우물 안에 넣고, 나무에 (올라가) (숨었습니다). 

동네 친구가 김씨 집에 놀러왔다가, 우물의 자켓과 모자를 보고,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IU 수

6

최신위치
 동네 친구는 이웃들을 불러와서 같이 우물의 흙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웃들이 우물을 거의 팠을 때쯤, 김씨는 나무에서 내려와 자기 일손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였습니다.

IU 수

6

총 IU 수 18

IU: informatio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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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우물 이야기 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