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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고차원적 인지(higher order cognition, HOC)는 추론,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새로운 분야의 학습, 창의성 등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으로 다면적이고 복

합적인 인지 영역에 해당한다(American Association for Ad-

vancement of Science, 2009). 즉, 기본적인 사실이나 지식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

념을 적용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이는 과학적 과정, 양적 추론, 

모형화 및 시뮬레이션의 활용까지 확대된다(American Asso-

ciation for Advancement of Science, 2009).

HOC는 다양한 인지-의사소통 과제와 일상생활 기능에서 

광범위하게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범주는 다음과 같다(Lem-

ons & Lemons, 2013). 1) 새로운 상황에서 정보, 방법, 개념, 이

론을 활용한다. 2) 결과를 예측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

을 선택한다. 3) 하나의 문제를 개별 요소들로 분리하고 주요 

요소의 양식과 구성을 이해한다(예: 분류 및 정렬). 4) 다양한 

정보의 질과 중요성,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고 각각에 

상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5) 추론에 근거해 선택하고 범주의 

적용 및 분석, 평가를 수행한다.

HOC와 지각, 실행, 언어 등이 결합하여 고차원적 정신기능

이 발휘되므로(Kumar et al., 2015), 이들은 한 개인의 직업 및 

일상생활뿐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능 중 하나이

다. 기억력과 집행기능, 이름 대기 능력은 50세 이전부터 저하되

기 시작해 65세 이후에는 보다 심화되는데, 신경병리학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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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기능과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리 내어 읽

기는 치매 환자의 공격성, 우울감, 행복감, 운동 능력 등 정서·

행동 측면이 관여된다(Billington et al., 2013). 또한 집행기능

의 탈억제(disinhibition), 환기(alert), 삶의 질, 회상, 발화의 정보 

전달성, 어휘 산출 등이 작용하며(Billington et al., 2013; Kim 

& Lee, 2019a), 사회적 접촉, 자아상의 회복과 같은 심리사회적 

영향도 있다(Longden et al., 2016). 

쓰기 과제는 개념화나 의미 체계와 관련된다. 의미 체계의 개

념 특이적 정보가 소실된 치매 환자는 쓰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Hillis et al., 2004). 경도 및 중등도의 DAT 환자를 대

상으로 한 Kim & Lee(2019a)의 연구에 따르면 주제와 관련된 

어휘 떠올리기, 핵심 어휘의 사전적 정의 읽기, 그림 자극을 보

고 핵심 어휘 쓰기, 주제와 관련된 단락 읽기, 문장 완성하기 등 

HOC와 언어 처리가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적 중재는 어휘 

산출을 향상시킨다. 

화용언어는 HOC의 영향이 가장 큰 의사소통 영역 중 하나

이다. 은유, 속담, 관용구 등의 비유언어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

이 아닌 화용적 추론에 기반하여 해석한다. 이는 논리적 추론

과 달리 언어의 의미를 맥락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드러나지 않

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McDermott & 

Chan, 2006). 노화나 신경병리학적 질환으로 HOC가 저하되면 

의미의 부호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비유언어를 처리할 때 억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McDermott & Chan, 2006). 

이로 인해 과제 간의 전환이 느리고, 이전에 학습된 관념이나 

경험적 지식에 크게 의존한다. 또한 정보를 유지하거나 규칙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며, 대안적 방법을 실행하는 능력이 떨어져 

화용적 추론에 어려움을 겪는다(Lee & Kim, 2018). 

이 같은 화용적 추론은 담화 측면에도 적용된다. 즉 담화 산

출에는 HOC와 언어의 의미 및 구문, 화용 측면이 통합적으로 

관여되므로 노화나 신경병리학적 질환의 인지-언어 수행력을 

민감하게 반영한다(Lee & Kim, 2020). 담화를 산출하는 데 필

요한 음운 지식, 의미적 효율성, 통사적 활용, 거시 구조의 정교

화, 응집성 및 통일성, 정보 전달의 적절성 등은 HOC 기제에 

기반한다(Hudon et al., 2006). HOC의 손상으로 인지-언어 처

리의 효율성이 저하되면 명제화된 정보를 담화 내에 조직하기

가 어렵고, 주어진 주제와 상관성이 적은 담화를 산출한다

(Kemper & Summer, 2001).

MCI나 DAT와 같은 신경병리학적 질환에서 HOC와 의사소

통은 가장 두드러지게 손상되는 영역에 해당한다(Kumar et al., 

2015). DAT의 경우 초기부터 HOC의 손상이 보편적으로 나타

난다(Belleville et al., 2017). HOC의 하위 영역별로 손상되는 

정도가 다르지만, HOC 자체가 직업적 상황, 사회적 기술, 일상

생활의 다양한 과제와 요구를 수행하는 데 관여하므로 그 영향

전두엽 및 전전두엽, 인근 연합 영역이 중년기부터 서서히 변화해 

뇌 기능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Sperling et al., 2011). 이 같

은 변화는 인지 처리 속도를 늦추면서 궁극적으로 HOC와 의사

소통 기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Singh-Manoux et al., 2012).

따라서 HOC와 의사소통은 상호 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질

문에 대답하기, 문장-그림 짝 맞추기 등 정보를 회상하거나 활

용하는 과제는 기억 속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HOC나 작업기억과 같은 다영

역적 인지가 음운 인식, 구어 회상의 정확도, 계산 및 언어 이해

를 돕는다(Peach & Shapiro, 2020). 실제로 알츠하이머형 치매

(dementia of Alzheimer’s type, DAT)의 HOC는 읽기 및 듣기 

이해력, 계산 능력과 상관성이 크다고 보고된다(Hitch et al., 

2001). 또한 노화나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의 영향으로 HOC가 저하되면 언어 처리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Borella et al., 2008). 여기에는 HOC와 연계된 다

른 인지 능력도 변수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노인과 DAT 환자

는 억제성 기제가 약화되면서 주의력이 뚜렷이 저하된다. 즉 무

관한 사고, 개인적 관심사, 특이한 연상 작용으로 인해 언어 이

해와 회상 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하나의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빠르게 전환하기가 어려워 도식화된 해석에 그친다(Peach & 

Shapiro, 2020). 

의사소통의 하위 영역 중 이해 측면에 미치는 HOC의 영향

은 광범위하다. 언어 이해력의 저하는 목표에서 벗어난 장황한 

발화를 유발한다. 주제와 무관하고 지나치게 많은 양의 발화는 

모호하거나 제한적인 성격을 띠므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낮

추고 상호작용의 질을 경감시킨다(Pushkar et al., 2000). 따라

서 HOC는 언어 이해뿐 아니라 표현 능력에도 관여한다. 예를 들

어 DAT 환자는 HOC가 저하되면서 음운적 및 의미적 단어유창

성이나 대면이름대기에 어려움을 겪는다(Lee & Kim, 2019a; 

Peach & Shapiro, 2020). 또한 문법적 복잡성과 내용의 적절성

이 전제된 자발화를 산출하지 못한다(McDowd et al., 2011). 

노인과 DAT의 자발화를 비교한 연구에서, 70대 중반의 노인은 

구문적 복잡성과 명제의 내용 점수가 가장 낮고 DAT 환자는 연

령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감퇴를 보였다(Kemper et al., 2001). 

의사소통의 산출 측면도 HOC가 크게 관여한다. 특히 단어 

정의하기 과제는 HOC를 포함한 인지-언어 영역에 민감하다. 

즉 문장 수준의 의미론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단어의 의미 

처리, 사물에 대한 의미지식, HOC 등을 복합적으로 요구한다

(Hough, 2007). 단어 정의는 HOC와 상위 언어적(metalinguis-

tic) 능력, 의미론적 지식을 동시에 요하기 때문에 신경학적 변

화로 인한 복합적인 인지-언어 양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HOC는 읽기나 쓰기와 같은 의사소통 영역에도 다양하게 작

용한다. 읽기와 쓰기는 활용되는 과제의 유형이나 방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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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치매 증후군이 진행됨에 따라 

HOC와 언어, 지각 능력의 손상이 뚜렷해지므로(Kumar et al., 

2015), HOC는 MCI에서 DAT로의 진행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

로서 활용된다(Belleville et al., 2017). 또한 HOC와 의사소통 

능력 간의 상관성에 기반해 MCI나 DAT의 평가 및 중재 시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신경학적 질환군에서 HOC

와 의사소통의 양상이 어떻게 다르며, 양자 간에 상관성을 갖

는 하위 영역과 예측변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임상적

으로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CI와 DAT 환자의 HOC와 의사소통 능력

을 알아보고 양자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 HOC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의사소통의 하위 영역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개발 중인 인지-의사소통장애 간편검

사(Brief test of Cognitive-Communication Disorders, BCCD) 

(Lee & Kim, 2019b)를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MCI, DAT, 통제 집단 간에 HOC 및 의사소통의 수행

력을 비교한다.

둘째, MCI, DAT, 통제 집단에서 각각 HOC와 의사소통의 

하위 능력 간에 상관성을 분석한다. 

셋째, MCI, DAT, 통제 집단의 HOC 능력을 예측하는 의사

소통 변인을 제시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환자군은 MCI 31명, 경도~중등도의 DAT 40명으

로 구성되었다. 정상 통제군에는 이들과 연령, 성별, 교육 연수

의 분포를 일치시킨 노인 40명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수도권과 

전라도, 충청도 소재의 대학병원 신경과, 데이케어센터, 대학 부

설 언어재활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정으로부터 표집되었다.

환자군의 선정 기준으로는 1)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 MCI와 

DAT로 진단받고, 2) 임상치매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Morris, 1993)에 따라 0.5, 1, 2로 분류되며, 3) 최소 1년 이상

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다. 정상군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

다. 1)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의 정상군 규준(Kang, 2006)에 의거

해 정상 범주에 속하는 자, 2) 신경학적 질환 및 청력 문제가 없

는 자, 3) 최소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이다. 

두 환자군과 정상군 간에 연령, 성별, 교육 연수, K-MMSE의 

분포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K-MMSE (F = 55.263, p ＜ 0.01)
를 제외하고 연령(F = 1.623, p = 0.202), 성별(χ2 = 1.084, p = 
0.582), 교육 연수(F = 1.606, p = 0.205)의 분포상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다. 

세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및 신경심리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도구

세 집단의 HOC 및 의사소통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BCCD의 

하위 검사를 활용하였다. BCCD는 인지 15개, 의사소통 12개 등 

총 27개 문항을 통해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이

다. 인지의 4개 하위 검사에는 주의력(선택주의력/분리주의력), 

시공간력(시공간 구성), 기억력(구어 및 비구어 작업기억/회상과 

재인), HOC(조직화 능력/추론력/문제 해결력/집행기능) 영역이 

포함된다. 의사소통의 4개 하위 영역은 이해(비유언어/상징 및 

기호), 표현(단어유창성/단어 정의/비유언어), 읽기 및 쓰기(읽기 

이해/받아쓰기), 화용언어(담화/화용 표현)로 구성된다. 화용언

어의 담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문항당 0~2점으로 채

점하며, 담화 문항은 명시된 기준에 따라 최대 8점을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화 능력, 추론력, 문제 해결력, 집행기능

으로 구성된 HOC의 9개 문항, 그리고 이해, 표현, 읽기 및 쓰

기, 화용언어가 포함된 의사소통의 12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BCCD 중 본 연구에 활용된 두 영역의 주요 구성은 Table 2

에 제시하였다. 

연구 절차

인구통계학적 및 신경학적 정보, 기타 능력(청력, 시력 등)에 

대한 사례 면담을 실시하였고, 정상군의 선별 및 전반적인 인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K-MMSE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선

별된 대상군에게 BCCD를 적용해 집단별로 수행력을 알아보

Table 1. Demographic and neur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Control (n = 40) MCI (n = 31) DAT (n = 40) F or χ2

Age (yr) 73.95 (± 5.47) 73.87 (± 5.14) 75.90 (± 5.98) 1.623
Sex (M:F) 21:19 13:18 17:23 1.084
Education level (yr)   9.28 (± 2.64)   8.26 (± 3.45)   8.05 (± 3.59) 1.606
CDR (range) - 0.5 0.5-2 -
K-MMSE 26.70 (± 1.80) 23.55 (± 1.86) 18.63 (± 5.22) 55.263**
**p < 0.01.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DAT: dementia of Alzheimer’s type,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K-MMSE: Korea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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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검사는 소음이 최소화된 조용한 방에서 일대일 직접 평

가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수행력은 문항의 특성에 따라 검사자

가 기록지에 기록하거나 피검자가 반응지에 직접 표기하였다. 

검사에는 사례 면담 및 K-MMSE가 10~15분, BCCD가 20~30

분가량 소요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세 집단의 HOC와 의사소통 능력을 분석하

였다. 담화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명시된 채점 기준에 따라 3점 

척도(2, 1, 0)로 점수를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HOC의 문제 해

결력, 의사소통 표현의 단어 정의 등은 채점 기준(예: 핵심 의

미-먹을 때/떠먹을 때/(밥) 풀 때, 밥/국)에 따라 채점하였다. 담

화 문항은 규정된 분석 틀에 따라 응집성 및 통일성은 각각 

0~3점, 명제 및 쉼은 0~2점으로 평정하여 최대 8점을 부여하였

다(예: 6개 명제 이상을 회상하여 말한 경우). HOC의 총점은 

18점, 의사소통은 이해 8점, 표현 8점, 읽기 및 쓰기 4점, 화용

언어 10점으로 산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수행력

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서 SPSS 21.0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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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교육 연수, K-MMSE 점수상 집단 간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과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Tukey 사후검정을 통해 세 집

단의 HOC 및 의사소통 능력을 비교하였다. HOC와 의사소통 

능력 간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

efficient) 분석으로 검토하였고, HOC를 예측하는 의사소통 영

역은 단계적 다중선형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ar re-

gression analysis)을 통해 알아보았다. 

RESULTS

HOC 및 의사소통 수행력의 비교

두 환자군과 통제군에서 HOC와 의사소통 능력에 차이가 있

는지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HOC는 통제군, MCI, DAT 순으로 수행력이 높았고, 세 집

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F = 5.537, p ＜ 0.01). 사후검정 
결과, 통제군과 MCI 집단 간을 제외한 나머지 두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의사소통은 읽기 및 쓰기를 제외하고 모든 하위 영역과 총점

에서 정상 통제군이 가장 높고 DAT 집단이 가장 낮은 수행력

을 보였다. 세 집단 간의 차이는 표현(F = 14.708, p ＜ 0.01), 화
용언어(F = 12.393, p ＜ 0.01), 총점(F = 10.700, p ＜ 0.01)에서 
유의하였으며, 이해, 읽기 및 쓰기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검정 결과 표현, 화용언어, 총점에서 통제군과 DAT, MCI

와 DAT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

HOC와 의사소통 간의 상관성

두 환자군과 통제군의 HOC와 의사소통 능력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Table 4).

MCI 집단은 이해(r = 0.920, p ＜ 0.01)와 총점(r = 0.618, p ＜ 

Table 2. Construction of HOC and communication in Brief test of 
Cognitive-Communication Disorders

Domain Subdomain
Number 
of item 

Cognition
HOC Organization 2

Reasoning 2
Problem solving 3
Executive function 2

Communication
Comprehension Figurative language 3

Symbol & sign 1
Expression Word fluency 2

Word definition 1
Figurative language 1

Reading/writing Reading comprehension 1
Dictation 1

Pragmatic language Discourse 1
Pragmatic expression 1

HOC: higher order cognition

Table 3. Performances of HOC and communication in three groups 

Characteristic Control MCI DAT F
HOC 13.58 (± 2.78) 13.30 (± 2.46) 11.48 (± 3.55) 5.537**
Communication

Comprehension   6.95 (± 1.58)   6.13 (± 1.82)   6.13 (± 2.09) 2.546
Expression   4.73 (± 1.71)   4.48 (± 1.26)   2.95 (± 1.63) 14.708**
Reading/writing   3.53 (± 0.51)   3.77 (± 0.50)   3.40 (± 1.06) 2.198
Pragmatic language   4.62 (± 1.73)   4.54 (± 1.05)   3.25 (± 1.11) 12.393**
Total score 19.82 (± 4.29) 18.93 (± 2.15) 15.73 (± 5.01) 10.700**

**p < 0.01. HOC: higher order cognition,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DAT: dementia of Alzheimer’s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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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에서 HOC와의 상관을 보였다. DAT 집단의 경우 이해(r = 

0.810, p ＜ 0.01), 표현(r = 0.738, p ＜ 0.01), 읽기 및 쓰기(r = 
0.686, p ＜ 0.01), 화용언어(r = 0.595, p ＜ 0.01) 등 의사소통의 
4개 하위 영역과 총점(r = 0.855, p ＜ 0.01)에서 모두 HOC와 
상관성이 있었다. 통제 집단은 HOC와 표현(r = 0.440, p ＜ 
0.01), 읽기 및 쓰기(r = 0.344, p ＜ 0.05), 화용언어(r = 0.504, 
p ＜ 0.01), 총점(r = 0.532, p ＜ 0.01) 간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HOC의 예측변인

두 환자군 및 통제군의 HOC를 예측하는 의사소통 영역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MCI 집단의 HOC는 의사소통 영역 중 표현(β = 0.540, p ＜ 
0.01), 화용언어(β = 0.651, p ＜ 0.01), 총점(β = 1.118, p ＜ 0.01)
을 통해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었다. DAT 집단에서 HOC의 주

요 예측변인은 의사소통 총점으로 나타났다(β = 0.855, p ＜ 
0.01). 통제 집단은 화용언어를 통해 HOC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 = 0.504, p ＜ 0.01).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인지-의사소통장애 평가 도

구인 BCCD의 하위 검사를 활용하여 MCI와 DAT 환자의 

HOC와 의사소통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HOC

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BCCD의 의사소통 영역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HOC 및 의사소통 수행력의 비교

본 연구에서 HOC 및 주요 의사소통 영역은 통제군, MCI, 

DAT 순으로 수행력이 높았다. 의사소통의 하위 영역 중에는 

표현, 화용언어, 총점이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

히 통제군과 DAT, MCI와 DAT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신

경병리학적 질환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할 때 HOC와 

의사소통의 손상은 그 정도와 양상에 차이가 있으나, DAT로 

진단되기 이전부터 이들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보고가 많다

(Borella et al., 2008; Singh-Manoux et al., 2012). 특히 의사

소통 측면에서는 의미 및 화용 언어 체계가 구문 및 음운 체계

보다 더 손상된다.

MCI와 DAT의 언어적 양상 중에는 어휘-의미적 손상이 가

장 두드러진다(Kempler & Goral, 2008). 이름대기장애(ano-

mia)는 주로 의미 및 개념 체계의 손상, 과제에 대한 주의력의 

저하, 목표어에 대한 망각, 연관된 경쟁적 반응으로 인한 주의 

산란 등에 기인한다. 특히 MCI의 자발화는 의미적 기술, 고차

원적 어휘의 감소와 같은 문제를 보인다(Garrard et al., 2005). 

이와 유사하게 Venneri et al.(2011)은 DAT로 진단받기 10년 

전부터 자발화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MCI

의 자발화는 초경도 DAT와 매우 흡사하다(Taler & Phillips, 

2008). 

본 연구에 활용된 BCCD의 표현 영역은 단어유창성, 단어 

Table 5. Predictors of higher order cognition in three groups 

 Group
Communication

Predictors β-value
Control Pragmatic language 0.504**
MCI Expression 0.540**

Pragmatic language 0.651**
Total score 1.118**

DAT Total score 0.855**
**p < 0.01.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DAT: dementia of 
Alzheimer’s type

Table 4. Correlation between HOC and communication in three groups 

Group
Communication

Comprehension Expression Reading/writing Pragmatic language Total score
HOC Control 0.306 0.440** 0.344* 0.504** 0.532**

MCI 0.920** 0.064 0.023 0.243 0.618**
DAT 0.810** 0.738** 0.686** 0.595** 0.855**

*p < 0.05, **p < 0.01. HOC: higher order cognition,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DAT: dementia of Alzheimer’s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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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ison of performances in three groups. HOC: high-
er order cognition,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DAT: dementia 
of Alzheimer’s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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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기, 비유언어로 구성되어 있어 MCI와 DAT의 어휘-의미

적 손상으로 인한 영향과 필연적으로 연계된다. 예를 들어 의미

적 단어유창성은 MCI보다 DAT에 보다 민감하다(Horton & 

Reynolds, 2007). 그러나 기억상실형 MCI (amnestic MCI, 

aMCI) 등 MCI의 하위 유형이나 과제에 사용된 의미적 범주에 

따라 MCI의 수행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Mur-

phy et al., 2006). 이로 인해 MCI와 정상군을 변별하고 민감도

와 특이도가 높은 언어 영역으로 단어유창성을 꼽기도 한다

(Taler & Phillips, 2008). 단어 정의하기는 통제군, 초경도 및 경

도, 중등도 DAT로 갈수록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과제이다. 또한 

모든 DAT 환자는 단어를 정의할 때 핵심 개념을 간과하고 부정

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Lee & Kim, 2019a).

MCI와 DAT는 어휘-의미 측면뿐 아니라 언어를 지원하는 

의미기억과 다른 인지 처리도 저하되기 때문에 이를 복합적으

로 반영하는 화용언어 영역이 손상된다. 즉 사회적 상황에서 언

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전반적인 인지 선

별검사는 MCI의 미묘한 화용 문제를 감지하지 못하므로 담화

와 어휘 학습 능력이 유용한 변별적 기능을 한다(Kim & Lee, 

2019a). DAT의 화용언어는 MCI보다 악화되는데, 연관된 정보

를 전달하고 일관적인 담화를 구성하는 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

는다. 또한 주제 변화가 반복적이고 참조물이 불분명할 뿐 아니

라 통일성과 정보성이 부족하다(Kim & Lee, 2019b; McDer-

mott & Chan, 2006). 

본 연구에 적용된 화용언어 영역은 담화 및 화용 표현으로 

구성되어 MCI와 DAT 집단 간을 변별하는 데 일조하였다. 특

히 담화 과제가 복잡성에 따라 정상군과 MCI 또는 정상군과 

초기 DAT 간의 차이를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도 일치한다(Taler & Phillips, 2008). 예를 들어 aMCI와 DAT

의 담화를 비교한 연구(Kim & Lee, 2019b)에서 aMCI는 정상

군에 비해 새로운 명제를 더 적게 산출하는 반면, 쉼 길이는 

aMCI 및 DAT 집단이 더 길었다. 또한 DAT의 응집성 및 담화 

총점은 aMCI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영역의 이해, 읽기 및 쓰기는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이해 측면은 MCI와 

DAT 집단을 변별하지 못했는데, 이는 언어의 해석과 처리가 

HOC, 작업기억, 주의력 등 다영역적 인지에 보다 민감한 데 기

인한다(Peach & Shapiro, 2020). 본 연구의 DAT 집단에 경도 

수준의 대상군이 다수 포함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또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읽기 및 쓰기 문항의 수가 상대적으

로 적고 난이도가 낮은 점 등이 집단 간의 수행력 차이를 희석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HOC와 의사소통 간의 상관성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행력의 차이를 기반으로 HOC와 의사

소통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MCI 집단은 이해와 총점, 

DAT 집단은 의사소통의 모든 하위 영역과 총점에서 HOC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DAT의 초기부터 행동이나 일의 계

획과 조직, 개시와 관련된 집행기능이 손상되는 것과 연관된다

(Taler & Phillips, 2008). 또한 MCI와 임상 전 단계의 DAT도 

HOC와 일화기억, 주의력, 언어 능력이 함께 저하된다. 따라서 

MCI와 DAT는 공통적으로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HOC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관성 때문에 어휘-

의미적 결함이 신경병리학적 질환의 초기부터 뚜렷이 나타난

다. DAT의 자발화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더욱 심화되는데, 단

순하고 자동화된 문장, 목표어를 대체하는 상위 범주의 어휘, 

에두르기, 목표어와 무관한 어휘 등이 빈번하다. 즉 의미적 탐

색이나 운영 과정에서 HOC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Duong et al., 2006).

MCI의 언어 이해는 과제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MCI는 

의미적 네트워크가 손상되기 때문에 어휘 판단 과제에서 모호

한 명사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Taler & Jarema, 2006). MCI가 

의미 연상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측두고랑(su-

perior temporal sulcus)의 비활성화를 통해 규명한 연구도 있

다(Vandenbulcke et al., 2007). 의미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의도

적 및 자동적 측면 간에 차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름 대기

와 단어유창성은 의도적인 처리를 요하나 어휘 판단 및 확인은 

보다 자동적인 처리를 요한다. MCI의 경우 의도적 처리는 손상

되나 자동적 처리가 유지되며, DAT는 두 영역에서 모두 결함

이 있다(Duong et al., 2006). 그러나 MCI도 DAT와 유사한 양

상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다(Taler & Jarema, 2006). 즉, 의미를 

탐색하는 동안 억제와 같은 HOC 능력이 크게 관여하므로 의

도적 처리뿐 아니라 자동적 처리까지 모두 손상된다는 것이다. 

MCI 집단에서 이해와 HOC 간의 상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MCI와 달리 DAT는 문장의 이해에서 결함이 있으나 변이적

이며, 초경도 단계부터 오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담화 

이해에서 DAT는 요약, 주요 주제, 교훈 등 핵심적 수준(gist-lev-

el)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Hudon et al., 2006). 특히 MCI

에 비해 DAT는 핵심적 수준의 담화에 대한 재인 과제를 거의 

수행하지 못한다. 의사소통의 모든 영역이 HOC와 유의미한 상

관성을 보인 본 연구 결과는 신경병리학적 질환이 심화될수록 

HOC의 영향력이 확대됨으로써 이해, 표현, 화용언어 등 의사

소통 영역 전반에 보다 광범위하게 관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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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berg et al., 2005).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영

향 요인은 집행기능을 포함한 HOC의 손상이다. 즉 HOC는 질

환의 초기부터 저하되기 시작해 중증도에 따라 손상이 더욱 심

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DAT의 중기에는 계획화 능력이 

크게 떨어지므로 이를 요하는 다양한 인지-언어 과제에서 모

순된 전략과 오류가 현저히 나타난다(Rainville et al., 2002). 

따라서 DAT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HOC를 민감하게 반

영할 수 있다(Hough, 2007; Lee & Kim, 2019a). DAT의 HOC

가 의사소통 총점을 통해 가장 잘 예측된다는 본 연구 결과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MCI와 DAT의 HOC 및 의사소통 능력을 

비교하고 그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두 신경병리학적 질환군

의 진단과 중재에 활용할 수 있는 규준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

한 현재 개발 중인 인지-의사소통장애 평가도구인 BCCD에서 

HOC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의사소통의 하위 영역이 무엇인지

를 검증함으로써 임상적으로 유용한 예측적 지표를 마련하였

다. 이들을 임상적 및 신경생물학적 지표와 결합하여 MCI 및 

DAT에 대한 최적의 예측적 알고리즘을 도출함으로써 진단적 

정확도와 중재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과 교육 연수는 HOC와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주

요 변인 중 하나이다(Lee & Kim, 2019b). 추후에는 두 환자군

의 연령과 교육 연수를 세분화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상군별로 민감한 지표를 확인하는 연구이므로 정상군의 선

정기준을 보다 엄격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청력 손상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교육 연수도 보

다 다양화할 수 있다. 셋째, HOC와 의사소통의 수행력에 관여

하는 다른 인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Belleville et al., 2017). 

즉, 작업기억, 주의력, 시지각력, 정보 처리 속도 등의 변수를 추

가해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다른 신경학적 질

환군과의 비교를 통해 MCI와 DAT의 변별적 양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실어증, 외상성 뇌 손상, 우반구 손상, 

aMCI 등 MCI의 하위 유형,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등 

다양한 치매 유형의 HOC 및 의사소통과 비교할 수 있다. 

중심 단어0:0�의사소통·상관성·알츠하이머형 치매·고차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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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의 예측변인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BCCD의 의사소통 영역 중 HOC

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예측변인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MCI 집

단은 표현, 화용언어, 총점, 그리고 DAT 집단은 의사소통 총점

이 HOC의 주요 예측변인으로 분석되었다. DAT는 임상적으로 

진단되기 10~15년 전부터 질환이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Bateman et al., 2012). 따라서 조기 진단의 시행 및 정확도, 예

방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MCI는 더욱 큰 

임상적 함의를 갖는다. 즉 DAT의 임상 전 단계 또는 전조 증상

으로서 MCI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MCI는 동일 연령

의 정상군에 비해 DAT로의 진행률이 10배 이상 높다고 보고

된다(Bateman et al., 2012). 

지금까지는 MCI에서 DAT로의 진행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주로 기억력에 중점을 두었다. MCI와 DAT의 초기부터 일화기

억, 지연기억 등 기억력의 손상이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

러나 예측적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기억력 이외의 인

지-언어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Belleville et al., 2017). 

여기에는 주로 HOC와 언어, 작업기억 등이 포함된다(O
¨
stberg 

et al., 2005). 즉, DAT의 예측변인으로서 다영역적이고 복합적

인 측면이 필수적으로 강조되는 추세이다.

HOC는 MCI에서 DAT로의 진행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로서 

유용하다(Belleville et al., 2017). 치매가 진행되면서 HOC와 

의사소통 능력의 손상이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이다(Kumar et 

al.,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HOC와 의사소통 능력 간의 

상관성은 예측적 정확도를 높이고 다른 생물표지(biomarker)

에 비해 질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

어 MCI는 정상군에 비해 고도의 인지적 부담을 요하는 HOC 

관련 활동이 저하되므로, 이와 상관성을 갖는 인지-언어 영역으

로서 상호 예측이 가능하다(Reppermund et al., 2013). 실제로 

적응 및 기제의 처리, HOC가 저하된 aMCI는 단기간에 DAT로 

전환될 확률이 가장 높다(Reppermund et al., 2013). 이에 가장 

직결되는 영역으로 기억력과 함께 언어 능력이 꼽힌다. 언어는 

인지적 자원을 다양하게 요구하는 복잡한 활동이므로 신경병

리학적 진단에 매우 중요하다. MCI의 HOC가 표현 및 화용언

어를 통해 가장 잘 예측된다는 본 연구 결과는 MCI의 이 같은 

특수성을 뒷받침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자기 모니터링, 세트 

전환, 작업기억 등 집행기능 관련 요소와 함께 단어유창성, 대

면이름대기 등의 언어 능력이 MCI의 강력한 예측인자로 제시

된 바 있다(O
¨
stberg et al., 2005). 

HOC의 예측변인을 고려할 때 DAT의 초기 단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DAT는 초기부터 어휘-의미적 손상이 뚜렷하

고 언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화용 체계의 변화로 비유언

어의 해석과 표현, 담화의 산출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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