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 © 2020 Korean Academy of Audiology  167

INTRODUCTION

노화나 신경병리학적 질환은 인지적 자원의 효율적 할당을 

방해하고 뇌의 기능적 용량(capacity)에 변화를 초래해 다양한 

인지-의사소통의 결함을 유발한다(Braver et al., 2005; Lee & 

Kim, 2019). 예를 들어 노인은 기억력의 저하로 다른 인지 처리

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낮아

진다(Lee, 2019). 또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주관적 호소(sub-

jective complaints)가 발생한다. 주관적 호소란 신경학적 질환

으로 인해 인지-언어능력이 뚜렷이 저하되기 이전에 주관적으

로 불편함을 느끼는 단계로서, 노인 인구의 50~60% 정도가 경

험한다(Singh-Manoux et al., 2014). 이러한 인지-언어적 변화

는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알츠하이

머병(Alzheimer’s disease, AD) 등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이므

로, 노년기부터 인지-언어능력을 지속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

다(Gavett et al., 2011; Lee, 2016a). 

인지-언어적 변화를 평가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

다. 결함을 보이는 양상을 파악하고 중증도를 예측하기 위해 

주로 객관적 및 주관적 평가를 활용한다(Lee, 2015a). 예컨대 

임상가가 대상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신경심리검사, 인지-언어 

선별검사, 인지-언어 심화검사 등은 ‘객관적 평가’인 반면, 대상

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관련 문항에 응답하는 형태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Buelow et al., 2014; Lee, 2015b). 주관적 평

A Prelimina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Informant-Report 
Scale on Cognitive-Linguistic Abilities of the Elderly: 
Focused on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Alzheimer’s Disease

Mi Sook Lee1, Bo Seon Kim2

1Department. of Audiology and Speech-Language Pathology, 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HUGS Center for Hearing and Speech Research, 
Seoul, Korea 
2Seoul Asan Rehabilitation Clinic, Incheon, Korea

Received: January 30, 2020
Revised: February 23, 2020
Accepted: February 24, 2020

Correspondence: 
Bo Seon Kim, PhD
Seoul Asan Rehabilitation Clinic, 
818 Hogupo-ro, Namdong-gu, 
Incheon 21534, Korea
Tel: +82-32-466-7582
Fax: +82-32-466-7581
E-mail: bskimslp@gmail.com

Purpose: Subjective cognitive-linguistic test is used to supplement various objective tests and in-
crease a diagnostic accuracy. The purpose of this preliminary study was to develop and standardize 
the Informant-report Scale on Cognitive-Linguistic abilities of the Elderly (ISCOLE), and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ISCOLE and objective test in individuals with neurological disease. Meth-
ods: People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n = 30) and Alzheimer’s disease (AD) (n = 32) 
completed the objective cognitive-linguistic test. Informants of these patients (n = 62) and controls 
(n = 35) provided ratings of ISCOLE. Result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in all subdomains and total score of ISCOLE. Secondly, 
several domains like attention, higher-order cognition, and language of ISCOLE were significantly as-
sociated with the objective performances in tow groups. Thirdly, memory, language, and total score 
of ISCOLE were a predictor of memory in MCI group. AD’s higher-order cognition was also predicted 
by attention, language and higher-order cognition of ISCOLE. Conclus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confirm the overall correlations between ISCOLE and objective test, and present the predictors 
of objective cognitive-linguistic performances in MCI and AD. Th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the 
use of ISCOLE in clinical settings. We also showed evidence that the ISCOLE is an informant-based 
measure of cognitive-linguistic decline providing a relevant contribution to the diagnostic and prog-
nostic investigation of patients with MCI and AD.

Key Words:0 Alzheimer’s disease, Correlation, Mild cognitive impairment, Predictor, 
Subjective cognitive-linguistic test.

RESEARCH PAPER

pISSN 2635-5019 / eISSN 2635-5027 / Audiol Speech Res 2020;16(2):167-174 / https://doi.org/10.21848/asr.200002

ASR

cc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
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848/asr.200002&domain=pdf&date_stamp=2020-04-30


168

Informant-Report Scale on Cognitive-Linguistic Abilities of the ElderlyASR
가는 수행 주체에 따라 자기 보고형(self-report)과 정보제공자 

보고형(informant-report)으로 분류된다.

객관적 평가와 달리 주관적 평가는 임상 현장에서 실시할 필

요가 없고, 일상의 기능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다(Buelow et 

al., 2014). 특히 정보제공자 보고형 평가는 일상생활의 인지-언어

적 양상이나 장기간의 지속적인 변화를 관찰자의 시각에서 판단

한다(Gavett et al., 2011). 치매의 경우 중증도가 심할수록 자기 

보고형 평가가 어려우므로, 정보제공자 보고형 평가의 유용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다(Clare et al., 2011; Lee, 2015a). 

인지-언어적 변화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객관적 수행력과의 상관성을 증진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정보

제공자 보고형이 객관적 능력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결과가 많으

나(Fyock & Hampstead, 2015; Gavett et al., 2011; Lee, 2016b; 

Slavin et al., 2015), 자기 보고형의 효과성이 언급되기도 한다

(Kim et al., 2015; Martyr et al., 2014). 두 유형 모두 객관적 능

력을 잘 반영한다는 견해도 있고(Greenop et al., 2011), 인지-

언어의 하위 영역이나 적용 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보고도 있다

(Lee, 2015a; 2016b). 

Lee(2015a)의 연구에서 노인의 지남력, 기억력, 조직화 능력

은 각각 자기 보고형 평가의 문제해결력 및 언어능력과 상관성

이 크며, 정보제공자 보고형의 기억력은 객관적인 집행기능과 

언어능력을 잘 반영하였다. MCI의 언어능력은 자기 보고형, 전

반적 인지능력은 정보제공자 보고형이 객관적 평가와 상관성

이 높고, 치매의 기억력, 언어능력, 전반적 인지능력은 두 유형 

모두 객관적 수행력을 잘 나타낸다고 보고된다(Lee, 2015a). 관

련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Lee, 2015a) 결과에 따르면 자기 

보고형 평가는 치매 집단에서, 정보제공자 보고형은 노인, 

MCI, 치매 집단 모두에서 객관적 평가와의 상관성이 높았다. 

특히, 정보제공자 보고형은 MCI의 변별에 유용하다는 견해도 

있다(Fyock & Hampstead, 2015). 

노화와 신경학적 질환으로 인한 인지-언어적 변화를 주-객

관적 평가로 살펴보거나 양자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려는 논의

가 시도되고 있지만, 주관적 평가에 대한 임상적 활용도는 매

우 제한적이다. 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재활 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관적 평가 도구가 다양하지 않을 뿐 아

니라 국내 사례를 반영한 표준화 도구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

다. 둘째, 객관적 평가에 비해 주관적 평가 도구에 대한 신뢰도

가 낮은 편이다. 이는 두 평가 유형 간의 상관성이 대부분 입증

되지 않았고, 객관적 수행력을 예측할 수 있는 증거 기반적인 

자료가 부족한 데 기인한다. 셋째, 객관적 평가에 지나치게 의

존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치매는 중증도에 따라 감정 상태의 

변화나 인지-언어적 수준이 객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Dufouil et al., 2005; Kim et al., 2015), 정보제공자 보

고형 평가를 통해 인지-의사소통장애의 진단적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지-의사소통장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보완하고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제공자 보고형 주관적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일상생활의 수행력을 반영하므

로 신경학적 변화로 인한 인지-언어적 양상의 기능적 측면을 

살펴보는 데 용이하다. 또한 인지-언어적 변화를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신경병리학적 질환으로의 진전을 예

방할 수 있다. 객관적 평가나 자기 보고형 주관적 평가에 비해 

임상 전 혹은 임상 단계에서 쉽게 시행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

을 내리는 데 유용하다. 

본 예비연구는 노화 및 신경병리학적 질환으로 인한 인지-의

사소통장애의 주관적 평가 도구로서 노년기 인지-언어능력에 

대한 정보제공자 보고형 평가척도(Informant-report Scale on 

Cognitive-Linguistic abilities of the Elderly, ISCOLE) (Lee, 

2015b; 2016a)를 표준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구체

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MCI 및 AD, 통제 집단 간에 ISCOLE의 수행력을 비

교한다.

둘째, MCI와 AD 집단에서 각각 ISCOLE과 객관적 평가 간

의 상관성을 알아본다. 

셋째, ISCOLE의 하위 영역 중 MCI와 AD의 객관적 인지-

언어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을 제시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군은 MCI 30명, 경도~중등도의 AD 

3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수도권 소재의 대학병원 신경과, 

데이케어센터, 대학 부설 언어재활센터에 내원한 환자들로부터 

표집되었다. 환자군의 선정 기준으로는 1) 신경과 전문의에 의

해 MCI와 AD로 진단받고, 2) 임상치매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Morris, 1993)에 따라 0.5, 1, 2로 분류되었으며, 3) 최

소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다. 

인지-언어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위해 두 환자군의 정

보제공자가 대상군에 포함되었다. 또한 환자군과 연령 및 성별, 

교육 연수의 분포를 일치시킨 정상 통제군의 정보제공자 35명

도 참여하였다. 정보제공자는 사전 면담을 통해 대상군의 인지-

언어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들로 선별하였다(Jorm,  2004). 

사전 면담의 주요 내용으로는 1) 대상자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 

또는 보호자의 유무, 2) 대상자와 주 1회 이상 빈번하게 교류하

는 가족 또는 보호자의 유무, 3) 동거 또는 교류하는 자들 중 

정보제공자 보고형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4) 본인의 신경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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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및 정상적인 인지능력에 대한 확인, 5) 대상군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의 수집 등이었다. 이를 통해 선별된 정보제공자에

는 대상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간병인, 친척이 포함되었다. 

정상 노인, MCI, AD 집단 간에 연령, 성별, 교육 연수,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

MMSE)의 분포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K-MMSE (F = 7.692, 

p ＜ 0.01)를 제외하고 연령(F = 2.706, p = 0.072), 성별(χ2 = 
0.798, p = 0.671), 교육 연수(F = 0.008, p = 0.992)의 분포상 유
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세 집단의 대상군 및 정보제공자의 연령, 성별, 교육 연수, K-

MMSE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2에 각각 제시하였다. 

연구 도구

세 집단의 인지-언어능력에 대해 정보제공자가 주관적으로 

평정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ISCOLE을 시행하였다. IS-

COLE은 주의력(지속 및 분리 주의력), 지남력(사람/시간/장소), 

시지각력(시공간력/시각 구성력), 기억력(장기/단기/즉각 기억 

및 학습능력), 조직화 능력(범주화/순서화), 추론력(귀납적 및 

수렴적 사고), 문제해결력(문제 추론/의사 결정), 집행기능(계획

화/실행화), 언어능력(이해/표현/이름 대기/읽기/쓰기/계산/화

용) 등 9개 하위 영역의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

의 인지-언어능력을 1년 전과 비교하여 ‘아니다(0)-약간 그렇

다(1)-보통이다(2)-많이 그렇다(3)-항상 그렇다(4)’의 5점 척도

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언어능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환자군의 인지-언어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도구로서 인

지-의사소통장애 간편검사(Brief test of Cognitive-Commu-

nication Disorders, BCCD) (Lee & Kim, 2019)를 사용하였다. 

BCCD는 인지 15개, 의사소통 12개 등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인지의 하위 검사에는 주의력(선택 주의력/분리 주

의력), 시공간력(시공간 구성), 기억력(구어 및 비구어 작업기억/

회상과 재인), 고차원 인지(조직화 능력/추론력/문제해결력/집

행기능) 등 4개 영역이 포함된다. 의사소통의 4개 하위 영역은 

이해(비유 언어/상징 및 기호), 표현(단어 유창성/단어 정의/비

유 언어), 읽기(읽기 이해) 및 쓰기(받아쓰기), 화용언어(담화/화

용 표현) 등으로 구성된다. 화용언어의 담화 문항을 제외한 나

머지는 모두 문항당 0~2점으로 채점하며, 담화 문항은 채점 기

준에 따라 최대 8점을 부여한다.

ISCOLE과 BCCD의 주요 구성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연구 절차

세 집단의 정보제공자에게 ISCOLE을 적용하여 인지-언어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정보제공자로서의 적

합성을 판별하기 위해 사전 면담을 시행한 후 ISCOLE의 27개 

문항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 방법을 숙지한 후 정보제공자

가 직접 시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신체적 문제(시력, 팔의 

움직임 등), 개별적 요청 등이 있을 시 연구자가 문항을 읽어 주

고 답변하도록 하였다. ISCOLE의 평균 소요시간은 약 5~10분

이었다.

환자군의 객관적인 인지-언어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BCCD를 

적용하였다. 이에 앞서 환자 또는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인구통

계학적 및 신경학적 정보, 기타 능력(청력, 시력)에 대한 사례 면

담을 실시하였다. 본 검사는 소음이 최소화된 조용한 방에서 일

대일 직접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문항의 특성에 따라 검사자

가 기록지에 직접 기록하거나 피검자가 반응지에 표기하였고, 담

화 문항을 분석하기 위해 자발화를 녹음하였다. 검사 소요시간

은 평균 20~30분이었다. 담화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명시된 채

점 기준에 따라 3점 척도(2, 1, 0)로 점수를 산정하였다. 담화 문

항은 규정된 분석 틀에 따라 응집성 및 통일성은 각각 0~3점, 명

제 및 쉼은 0~2점으로 평정하여 최대 8점을 부여하였다. BCCD

의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언어능력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MCI (n = 30) AD (n = 32) Control (n = 35) F or χ2

Age (yr) 75.10 (± 3.13) 74.59 (± 5.25) 72.63 (± 4.93) 2.706
Gender (M:F) 14:16 14:18 19:16 0.798
Education level (yr)   7.93 (± 1.98)   7.91 (± 3.43)   8.00 (± 3.61) 0.008
K-MMSE 22.55 (± 2.46) 19.43 (± 5.21)  24.50 (± 0.93)     7.692**
**p < 0.01.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AD: Alzheimer’s disease,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formants

Characteristic
MCI 

(n = 30)
AD 

(n = 32)
Control 
(n = 35)

Age (yr) 55.83 (± 13.87) 54.40 (± 13.84) 68.00 (± 13.07)
Gender (M:F) 16:14 11:21 16:19
Education level (yr) 10.77 (± 3.13) 11.06 (± 2.70) 8.80 (± 2.88)
Type

Spouse 9 10 29
Child 11 19   6
Caregiver   9   2 -
Others   1   1 -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AD: Alzheimer’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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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 SPSS 21.0 version 

(IBM Corp., Armonk, NY, USA)을 활용하였다. 연령과 성별, 

교육 연수, K-MMSE 점수상 집단 간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

ance)과 카이제곱 검정(χ2 test)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 및 일

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세 집단별로 ISCOLE의 수행력을 비

교하였다. 환자군에서 ISCOLE과 객관적 수행력 간의 상관성

은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으로 

알아보았다. 객관적 인지-언어능력에 대한 예측변수는 단계적 

다중선형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

ysis)에 근거해 제시하였다. 

RESULTS

ISCOLE의 수행력 비교

두 환자군과 통제군에서 ISCOLE의 수행력에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ISCOLE의 모든 하위 영역 및 총점에서 정상 통제군에 비해 

두 환자군의 수행력이 낮게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차이는 모

든 하위 영역과 총점에서 유의미하였다(p ＜ 0.01). 사후검정 결
과 추론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등 3개 영역과 총점은 통제군

과 MCI, 통제군과 AD, MCI와 AD 등 모든 두 집단 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또는 p ＜ 0.05). 주의력, 언어 등 
나머지 하위 영역은 통제군과 MCI, 통제군과 AD 집단 간의 차

이가 유의미하였다(p ＜ 0.01).

MCI 및 AD의 ISCOLE과 객관적 수행력 간 상관성

두 환자군의 주-객관적 평가에서 각 하위 영역 및 총점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Table 5, 6). 두 평가의 하위 영역을 상호 

분석하기 위해 ISCOLE의 조직화 능력, 추론력, 문제해결력, 집

행기능은 각 점수를 합산하여 BCCD의 고차원 인지 영역과 비

교하였다. BCCD에 포함되지 않은 지남력은 분석에서 제외하였

고, ISCOLE의 언어와 BCCD의 의사소통 영역을 대응하여 비

교하였다. 

MCI 집단에서 주관적 평가의 주의력, 고차원 인지, 언어, 총

Table 3. Construction of ISCOLE and BCCD 

            Domain ISCOLE (27*) BCCD (27*)
Cognition

Attention Sustained/divided (2) Selective/divided (2)
Orientation Person/time/place (3) -
Visuoperception Visuospatial/visuoconstruction (2) Visuospatial (1)
Memory LTM/learning etc. (4) WM/recall etc. (3)
Organization Categorization etc. (2) Categorization etc. (2)
Reasoning Convergent/inductive (2) Divergent etc. (2)
Problem solving Inferences etc. (2) Inferences etc. (3)
Executive function Activating/planning (2) Updating etc. (2)

Communication
Language Expression/naming etc. (8) Pragmatic etc. (12)

*a number of items. ISCOLE: Informant-report Scale on Cognitive-Linguistic abilities of the Elderly, BCCD: Brief test of Cognitive-Com-
munication Disorders, LTM: long-term memory, WM: working memory

Table 4. Performances of Informant-report Scale on Cognitive-Linguistic abilities of the Elderly in three group

Characteristic Control MCI AD F
Attention 0.97 (± 0.92) 3.07 (± 1.53) 3.06 (± 2.00) 20.871**
Orientation 0.23 (± 0.43) 2.43 (± 1.01) 3.00 (± 2.46) 30.378**
Visuoperception 0.00 (± 0.00) 1.53 (± 1.20) 1.94 (± 1.72) 24.818**
Memory 1.74 (± 0.92) 5.77 (± 2.67) 6.97 (± 3.67) 36.339**
Organization 0.00 (± 0.00) 2.50 (± 1.48) 3.19 (± 1.77) 55.578**
Reasoning 0.11 (± 0.32) 2.87 (± 1.68) 3.88 (± 1.68) 69.574**
Problem solving 0.34 (± 0.64) 1.97 (± 0.89) 3.91 (± 1.89) 67.643**
Executive function 0.29 (± 0.57) 1.37 (± 1.10) 3.03 (± 1.58) 48.539**
Language 1.06 (± 1.39) 9.97 (± 4.34) 12.13 (± 5.49) 70.507**
Total score 4.74 (± 2.64) 31.47 (± 9.28) 41.09 (± 16.83) 97.539**
**p < 0.01.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AD: Alzheimer’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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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공통적으로 객관적 평가의 주의력, 고차원 인지, 의사소

통, 총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p ＜ 0.01). 시지각력
과 기억력은 두 평가의 동일 영역끼리 각각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다(p ＜ 0.01).
AD 집단의 경우 주관적 평가의 언어와 총점은 모두 객관적 평

가의 주의력, 기억력, 고차원 인지, 의사소통, 총점 등 5개 영역과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였다(p ＜ 0.01 또는 p ＜ 0.05). 또한 주관적 
평가의 주의력과 고차원 인지는 공통적으로 객관적 평가의 주의

력, 고차원 인지, 의사소통, 총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p ＜ 0.01 또는 p ＜ 0.05), 시지각력은 기억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영역과 모두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p ＜ 0.01 또는 p ＜ 0.05). 
두 평가의 기억력 간에도 상관성이 유의미하였다(p ＜ 0.01). 

객관적 인지-언어능력의 예측변인

주관적 평가인 ISCOLE에서 두 환자군의 객관적 인지-언어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and objective tests in mild cognitive impairment group

Subjective test (ISCOLE)
Attention VP Memory HC Language TS

Objective test (BCCD)
Attention -0.941** 0.142 -0.029 -0.570** -0.745** -0.765**
VP 0.163 -0.605** -0.199 0.032 0.180 -0.044
Memory -0.074 -0.356 -0.696** -0.014 -0.017 -0.291
HC -0.842** 0.312 0.014 -0.779** -0.822** -0.836**
Communication -0.780** 0.268 -0.115 -0.514** -0.868** -0.790**
TS -0.874** 0.177 -0.161 -0.686** -0.840** -0.888**

**p < 0.01. ISCOLE: Informant-report Scale on Cognitive-Linguistic abilities of the Elderly, BCCD: Brief test of Cognitive-Communica-
tion Disorders, VP: visuoperception, HC: higher-order cognition, TS: total score

Table 6.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and objective tests in Alzheimer’s disease group

Subjective test (ISCOLE)
Attention VP Memory HC Language TS

Objective test (BCCD)
Attention -0.597** -0.522** -0.076 -0.361* -0.469** -0.490**
VP -0.335 -0.648** 0.032 -0.150 -0.340 -0.290
Memory  -0.201 -0.215 -0.577** -0.289 -0.490** -0.411*
HC -0.396* -0.443* -0.261 -0.666** -0.681** -0.662**
Communication -0.354* -0.460** -0.318 -0.532** -0.699** -0.624**
TS -0.426* -0.503** -0.341 -0.561** -0.707** -0.651**

*p < 0.05, **p < 0.01. ISCOLE: Informant-report Scale on Cognitive-Linguistic abilities of the Elderly, BCCD: Brief test of Cognitive-Com-
munication Disorders, VP: visuoperception, HC: higher-order cognition, TS: total score

Table 7. Predictors of objective cognitive-linguistic abilities in mild 
cognitive impairment group

Objective  
cognitive-linguistic abilities

Subjective test (ISCOLE)
Predictors β-value

Attention - -
Visuoperception Visuoperception -0.938**
Memory Memory -1.109**

Language -1.769**
Total score 3.487*

Higher-order cognition - -
Communication - -
Total score - -

*p < 0.05, **p < 0.01. ISCOLE: Informant-report Scale on Cogni-
tive-Linguistic abilities of the Elderly

Table 8. Predictors of objective cognitive-linguistic abilities in Alz-
heimer’s disease group

Objective 
cognitive-linguistic abilities

Subjective test (ISCOLE)
Predictors β-value

Attention Attention -1.177**
Higher-order cognition -0.726*

Visuoperception - -
Memory - -
Higher-order cognition Attention -0.701**

Language -1.208*
Higher-order cognition -1.167**
Total score 1.791*

Communication - -
Total score Attention -0.672**

Higher-order cognition -0.864*
*p < 0.05, **p < 0.01. ISCOLE: Informant-report Scale on Cogni-
tive-Linguistic abilities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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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잘 반영하는 하위 영역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8에 각각 제시하였다.

MCI의 시지각력은 ISCOLE의 시지각력이 주요 예측변인이

며(p ＜ 0.01), 기억력은 ISCOLE의 기억력(p ＜ 0.01), 언어(p ＜ 
0.01), 총점(p ＜ 0.05)을 통해 가장 잘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의 주의력 및 총점은 공통적으로 ISCOLE의 주의력(p ＜ 
0.01)과 고차원 인지(p ＜ 0.05)를 통해 민감하게 반영되며, 고차
원 인지는 주의력(p ＜ 0.01), 언어(p ＜ 0.05), 고차원 인지(p ＜ 
0.01), 총점(p ＜ 0.05)이 주요 예측변인으로 분석되었다.

DISCUSSIONS

본 연구는 인지-의사소통장애의 객관적 평가를 보완하고 진

단적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정보제공자 보고형 평가 도구

로서 ISCOLE을 개발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예비연구이다. 먼저 

MCI 및 AD가 포함된 환자군과 정상 통제군 간에 ISCOLE의 

수행력을 비교하였다. 또한 두 환자군에서 ISCOLE과 객관적 

평가 간에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MCI와 AD의 

객관적 인지-언어능력을 예측하는 ISCOLE의 하위 영역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 간병인 등의 정보제공자를 통해 평가한 

ISCOLE의 수행력은 정상 통제군에 비해 두 환자군의 수행력

이 낮게 나타났다. 즉, 정상군에서 MCI, AD 집단으로 갈수록 

대부분의 하위 영역과 총점에서 수행력이 저하되었으며, 특히 

추론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등 3개 영역과 총점은 모든 두 집

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정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인지-언어에 대한 주관적 호소를 

경험하나, MCI의 주관적 호소율은 20.6%에 불과하다(Jung-

wirth et al., 2005; Singh-Manoux et al., 2014). 이 같은 비율은 

인지-언어 및 기능적 상태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는 AD의 경우 

더욱 급감한다(Buelow et al., 2014). 따라서 MCI와 AD의 정보

제공자는 이들의 인지-언어능력에 대한 주요 평가자로서 신뢰

할 만하다. 실제로 정상 노인과 MCI, AD의 정보제공자형 평가

에서 유의미한 수행력의 차이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Farias et 

al., 2005; Isella et al., 2006; Martyr et al., 2014). 

추론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과 같은 고차원 인지는 다영역

적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적인 능력으로 주의력, 기억력, 인

지 처리 속도, 작업기억 등과의 연계성 때문에 신경학적 변화에 

특히 민감하다(Emery et al., 2008; Lee, 2016c; Lee & Kim, 

2019; Salthouse, 2000). 추론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이 정상군

과 MCI, 정상군과 AD, MCI와 AD 간을 변별하는 데 모두 유

의하다는 본 연구 결과는 고차원적 인지의 이 같은 속성을 직

접적으로 반영한다. 

두 환자군에서 주-객관적 수행력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

과는 하위 영역 및 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MCI는 주

관적 평가의 주의력, 고차원 인지, 언어, 총점이 객관적 평가의 

주의력, 고차원 인지 등 4개 영역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AD

는 주관적 평가의 언어와 총점이 객관적 평가의 기억력, 의사소

통 등 5개 영역과, 그리고 주관적 평가의 주의력, 시지각력, 고

차원 인지는 객관적 평가의 주의력, 의사소통 등 4개 영역과 유

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다. 특히, 두 집단의 주-객관적 평가에서 

주의력, 고차원 인지, 언어/의사소통 및 총점이 공통적으로 다

수 영역에 걸쳐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였다.

MCI와 AD를 대상으로 주관적 및 객관적 인지-언어능력 간

의 상관성을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드물다. 즉, 특

정 평가 척도의 총점을 비교하거나 자기 보고형, 정보제공자 보

고형 등 평가 주체에 따른 차이에 국한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Farias et al., 2005; Gavett et al., 2011; Isella et al., 2006). 주

관적 호소의 주 영역인 기억력에 중점을 둔 선행연구도 있다. 예

컨대 Buelow et al.(2014)은 단어 학습, 지연 회상 등 기억의 하

위 유형에 대한 정보제공자 보고형 평가가 MCI와 AD의 객관

적 수행력과 상관성이 있음을 규명했다.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관적 평가의 기억력, 언어, 인지-언어 총점이 

객관적 평가의 여러 하위 영역과 상관성을 보였다(Lee, 2016b). 

특히 정보제공자가 평가한 언어능력이 객관적 평가의 기억력, 고

차원 인지(조직화 능력, 추론력, 문제해결력), 언어, 총점 등 다수 

영역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 것은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MCI에 비해 AD의 주-객관적 평가에 있어 

보다 광범위한 하위 영역 간의 상관성이 입증되었다. 환자의 유

형별로 나타나는 이 같은 양상은 연구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기억상실형(amnestic) MCI와 비교할 때 비기억상실

형(nonamnestic) MCI의 기억력은 양자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

이 없다(Farias et al., 2005). 이 밖에 주-객관적 평가의 상관성

을 통해 MCI에서 AD로의 전환 여부를 변별할 수 있다는 주장

도 있다(Estévez-González et al., 2003; Isella et al., 2006). 또

한 초기 AD, 잠정적(probable) AD 등 AD의 세부 유형에 초점

을 맞추고 다양한 유형의 주-객관적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정보

제공자 보고형 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도 한다(Martyr et al., 

2014; Tierney et al., 2003). 이들이 주로 주의력, 기억력, 언어 등

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언어 수행력에 근거한 점을 고려할 때 

AD 집단에서 다수의 하위 영역 및 총점 간에 상관성을 보인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특히 다른 인지-언어 수행의 기초

로 작용하는 주의력, 복잡하고 다영역적인 처리에 기반한 고차

원 인지 및 언어 능력, 전반적 수행력에 해당하는 인지-언어 총

점 등의 영역별 속성도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MCI와 AD의 객관적 인지-언어능력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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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이다. 셋째, 향후에는 다수의 정상군과 환자군을 추가

하여 ISCOLE의 정상 규준을 제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다

양하게 검증할 것이다. 

중심 단어0:0�알츠하이머병·상관성·경도인지장애· 

예측변인·주관적 인지-언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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