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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For comparison of a semantic knowledge processing of the elderly, particularly the normal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ith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this study aims to clarify what factors 
of semantic knowledge task could sensitively discriminate between the two groups by conducting 
various types of tasks and analyzing the aspects. Methods: High/low frequency category fluency 
test, concrete/abstract noun word defining test, and semantic association task were performed by 
30 normal subjects and 30 subjective memory impaired subjects over 65 years old. Total and each 
subcategory scores were assessed for the category fluency test and word defining test, and correct 
response and reaction time were measured for the semantic association task.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total score of the category 
fluency task (p < 0.001), low-frequency category score, abstract noun word defining task score 
(p < 0.05), and reaction time of semantic association task (p < 0.01). Conclusion: The result showed 
that in case of a target word with lower contact frequency and more abstract concept, the elderly 
with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have difficulties in neural-networking activation of semantic 
knowledge and control of interruption stimulation when approaching a target word, with increased 
reaction time. This findings demonstrate that a semantic and lexical task has a clinical significance in 
discriminating a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group. 

Key Words: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Semantic knowledge, Generative naming, Word 
definition, Semantic association task.

INTRODUCTION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

라 퇴행성 질환의 발병률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

지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치매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치매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은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AD)으로, 기억력 저하를 주 증상으로 하며 발병 초기부터 의미

처리 과정이 손상되고 병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인지, 언어적 

증상을 동반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

과거에는 AD 발병 전 단계로 간주되는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군의 조기 발견과 중재가 중요

하게 여겨지면서 그 동안의 연구는 MCI 집단에 주로 초점이 맞

춰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MCI의 전 단계로 주관적으로 기

억불만을 호소하는 주관적 기억장애(subjective memory 

impairment, SMI) 집단이 존재하며, SMI 집단에 대한 종단적 

관찰에서 향후 AD로의 이환율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Jessen et al., 2010). 이는 병리적 노화로 알려진 MCI 집단과 

함께 SMI 집단에서도 정상적인 노화와는 다른 변화양상을 확인

한 것으로, SMI 집단을 하나의 병리적인 독립 집단으로 분류하

고, 다각적인 평가와 함께 필요한 경우 조기 중재도 필요한 단계

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집단인 만큼 정립된 임상적 자료가 다양하

지 않고, 이 집단을 변별하기 위한 표준화된 평가도구도 전무하

다. SMI 집단을 변별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비표준화 평

가도구을 이용하는데, 정상 노인(normal elderly, NE)과 비교

하여 두드러진 수행의 저하가 나타나지 않는 SMI 집단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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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과제의 선택 폭이 좁고 어려움이 존재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SMI 집단을 MCI 집단과 함께 AD 집단의 

연속선상으로 보고 AD 집단이 초기부터 보이는 의미지식 손상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Kim(2017a)은 SMI 집단이 주

로 중전두이랑(middle frontal gyrus)의 구조적 변화를 보이

고, 의미지식과 관련된 뇌 영역 간 신경 활성화의 저하가 두드러

지며, 전두-두정피질과 관련된 기능적 연결성의 저하 또한 관찰

되어 MCI와 패턴이 유사하다고 보고하였다. 의미지식은 일생 동

안 습득하게 되는 전반적 지식으로, 대상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 

단어와 그 의미적 속성에 대한 기억을 가리킨다(Hodges et al., 

1992). 과거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의미지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서 주로 대면 이름대기 과제를 적용하여 변별해왔지만, 최근에

는 대면 이름대기 과제 외의 다양한 과제를 활용하여 의미기억의 

손상 유무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현재 임상에서 인지기능 저

하 의심군의 의미지식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유형의 과

제가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범주 유창성 과제, 단어 정의하기 

과제, 의미연상 과제 등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범주 유창성 과제는 조직화된 의미기억에서 체계적 인출과정

을 필요로 하는 과제로, 수행 분석을 통하여 의미 범주별로 조직

화된 의미지식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Sa et al., 2011), 대표적

으로 생성 이름대기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생성 이름대기 과제

는 일정 시간에 지정된 의미적 범주에 해당하거나 일정 자음으

로 시작하는 낱말을 산출하게 하여, 대상자가 산출하는 어휘의 

수와 다양성 등을 분석하여 이름대기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이

는 심성어휘집으로부터 낱말을 탐색하고 인출하는 능력을 평가

하는데 적절한 과제로(Martin et al., 1994) 대상자의 의미-어

휘 처리의 차이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척도로 알려져 있다.

단어 정의하기는 제시된 단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과제로, 이

를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지식과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어휘목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Kim & Kim, 2017). 더불어 정의

하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위언어적 지식도 요구된다(Watson, 

1985). 정의하기 능력의 감소는 충분하지 못한 어휘 산출로 인해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효율성 감소로

(Marinellie & Johnson, 2004) 일상적 환경에서도 매우 중요

한 영역으로 간주된다. 단어에 대한 의미 산출은 그 뜻을 이해하

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Johnson & Anglin, 1995), 저하

된 정의하기 능력은 단어나 대상에 대한 정의의 정확성과 다양

성 감소를 통해 나타나므로 의미의 이해와 표현을 골고루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미연결망 모델에 의하면 의미지식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서

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Collins and Loftus(1975)는 의

미연결망 모형 가운데에서 단어들이 심성어휘집에 엮여서 표상

되어 있지만, 그것이 위계적이지는 않다는 활성화 확산모델을 주

장하였다. 표상된 마디(node)는 망 조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

고, 마디 간 거리는 의미적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표상된다

(Collins & Quillian, 1972). 의미연상 과제는 기억 속에 저장

된 의미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단어 간 연결 강도(associative 

strength)가 높은 것을 판단하게 하여 의미론적 연관관계의 손

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과제로써, 이는 의미지식 손상의 매

커니즘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Kang, 

2019).

본 연구는 의미기억의 손상 유무와 그 정도를 살펴보는데 주

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의미-어휘 과제(semantic-lexical 

task)들을 실시하여 NE와 SMI 집단 간 수행력의 차이를 민감하

게 보여주는 과제 유형을 파악하고, 두 군의 변별에 유용한 의미

처리 과제가 포함하고 있는 요소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NE, SMI 노인 각 30명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였다. 두 집단의 공통적 기준은 1) 한국형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Kang, 2006)를 실시한 결과 정상에 해당하는 사

람, 2) 한국형 노인우울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GDSSF-K]; Kee, 1996)을 

실시한 결과 7점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3) 실시되는 과제의 수행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각 및 시각적, 신체적 문제가 없는 사

람, 4) 기타 신경·정신학적 질환 및 관련 약물의 복용이 없는 사

람이다.

NE 집단과 SMI 집단의 구분 기준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주관적 기억장애 체크리스트(Kim, 2017b)를 실시하

여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SMI군으로 분류하였고, 나머

지 대상자는 NE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각 집단별 대상자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으며, 동질성 검정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한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 information

NE SMI t

Age (yr) 74.43 ± 5.96 75.37 ± 5.04 -0.654

Level of education 5.60 ± 4.13 5.77 ± 5.08 -0.139

K-MMSE (Kang, 2006) 26.13 ± 1.79 25.80 ± 2.38 0.612

GDSSF-K (Kee, 1996) 1.73 ± 0.78 3.23 ± 1.52 -4.79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NE: 
normal elderly, SMI: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GDSSF-K,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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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두 집단 간 연령(p = 0.516), 교육 수준(p = 0.890), 인지수

준(p = 0.543)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

수준(p = 0.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도구

한국형 노인우울척도 단축형

대상자의 우울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GDSSF-K를 실시하였는

데, 이 척도는 총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척도로, 1개 문항

당 1점을 배점하며 결과가 7점을 초과하는 경우 우울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

대상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K-MMSE를 실시하였

다. K-MMSE는 총점 30점 기준으로 대상자가 획득한 원점수를 

규준에 의거하여 선별하였다.

주관적 기억장애 체크리스트

SMI 집단을 선별하기 위하여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여 모든 문항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SMI 집단으로 분류하

였다.

범주 유창성

과제의 제시 범주는 Kim et al.(2015)이 검증한 명사목록 중 

고빈도 산출 명사 2개(동물, 채소)와 저빈도 산출 명사 2개(교통

수단, 가구)를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단어 정의하기

과제의 제시 단어는 Kim & Kim(2017)이 구성한 구체 및 추

상명사 목록 중 구체명사에서 기차와 토끼, 추상명사에서 소풍

과 질투를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의미 연상과제

과제는 Kang(2019)이 구성한 15개 자극어(의자, 자전거, 비행

기, 냄비, 칼, 프라이팬, 가위, 연필, 셔츠, 바지, 안경, 가방, 카메

라, 핸드폰, 칫솔)와 하위 의미요소(상위, 유사성, 기능, 부분/전

체)를 재구성하여 총 60문항을 제작하였고, DMDX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AZ, USA)와 Check Vocal (University 

of Arizona)을 이용하여 정반응 수와 반응시간을 분석하였다. 

첫 화면으로 대상자의 주의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 화면을  

2초 동안 제시하였고, 본 목표 자극은 10초 동안 제시되었다. 이때 

다음에 제시될 목표 자극으로 주의력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목표 

자극 사이에 2,000 ms의 간격(interval)을 두었다(Figure 1).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검사와 모든 절차는 대구대학교 연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되었고(IRB No. 1040621-

202001- HR-017-02), 검사는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조용한 공

간에서 검사자와 대상자가 일대일로 대면하여 진행되었다.

범주 유창성 과제는 “어르신, ○○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

어를 최대한 많이 말씀해주세요.”라고 범주를 제시한 후 대상자

의 반응을 녹음 및 즉시 전사하였다. 제한시간은 각 단어당 1분

으로 하였으며, 1분이 되기 전 대상자의 반응이 멈출 경우, “어

르신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떠오르시는 단어를 말씀해주시겠어

요?”라고 반응을 촉구하였다. 대상자들이 1분 동안 산출한 정반

응의 수를 합산하여 총점으로 계산하였으며, 중복된 반응과 오

반응은 배점에서 제외하였다.

단어 정의하기 과제는 “어르신, ○○이 뭔가요? 저에게 특징을 

설명해주세요.”라고 지시한 후 반응을 녹음 및 즉시 전사하였다. 

제한시간은 따로 두지 않았으나 대상자의 반응이 너무 적은 경

우, “어르신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설명해주세요. 이건 어디에서 

볼 수 있고, 색깔이나 모양은 어떤가요?” 또는 “이 단어를 보시니

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라고 구체적인 반응을 촉구하였다. 대상

자들의 반응을 기능적, 지각적, 관계적, 분류적 정의로 분류하였

고(Kim & Choi, 2012; Park, 1999), 발화에 포함된 모든 자질

을 분석하여 산출된 총 자질 수가 그대로 총점으로 배점되는 총

점(total score) 척도로 분석하였다. 점수 산출의 평가자 간 신뢰

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와 언어병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가 동일한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한 결과, 일치수준이 0.954 

(p < 0.001)로 나타났다.

의미연상 과제는 대상자에게 각 문항이 제시되는 컴퓨터 화면

을 제시한 후, “어르신, 앞에 보이는 컴퓨터 화면에 글자가 나올 

거예요. 위쪽에 단어가 1개 나오고 아래쪽에 단어가 3개 나올 건

데요. 위에 나오는 단어를 읽어보신 다음에 아래에 나오는 단어 

3개 중에 가장 관련이 크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읽어주시면 됩니

다.”라고 지시한 후 컴퓨터에 내장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대상자

의 반응을 녹음하였다. 이때 반응속도를 분석하는 검사임을 감

Fixation
2,000 ms

Target
10,000 ms

ǀTǀ
2,000 ms

+ +
지우개

연필 볼펜 수저
+ +

Figure 1. The composition of the semantic associa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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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대상자의 주의가 분산되어 반응이 지연된다고 판단되

는 경우 대상자의 주의를 과제로 돌릴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대

상자의 구어적 반응은 정오반응 분석과 더불어 Check Vocal 

(University of Arizona)을 이용하여 반응시간을 분석하였다. 

이때, 반응시간의 분석에서 정확성과 속도의 교환효과에 의한 

분석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역효율 점수(inverse efficiency 

scores; Townsend & Ashby, 1983)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Figure 2).

통계 분석

집단 간 연령, 교육 수준, MMSE 점수의 동질성을 검정하고, 

범주 유창성 과제, 단어 정의하기 과제, 의미연상 과제에서의 집

단 간 수행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였고, 단어 정의하기 과제의 평가자 간 신뢰도를 급내상관계수

를 실시하여 검정하였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PSS 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RESULTS

집단 간 범주 유창성 과제 수행력 비교

두 집단 간 범주 유창성 과제의 총 점수(total score)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3.57, p < 0.001). 

범주 유창성 과제의 하위유형별 점수를 살펴본 결과 고빈도 범

주(high frequency)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t = 0.82, p = 0.414), 저빈도 범주(low frequency)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4.82, p < 0.001) (Figure 3).

집단 간 단어 정의하기 과제 수행력 비교

두 집단 간 단어 정의하기 과제의 총 점수(total score)를 살

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68, p = 

0.097). 단어 정의하기 과제의 하위유형별 점수를 살펴본 결과 

구체명사(concrete noun)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고(t = 0.71, p = 0.477), 추상명사(abstract noun)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48, p < 0.05) (Figure 4).

집단 간 의미연상 과제 수행력 비교

두 집단 간 의미연상 과제의 정반응 수(correct response)

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t = 1.37,  

p = 0.175), 반응시간(response time)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84, p < 0.01) (Figure 5).

DISCUSSION

본 연구는 SMI군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조기에 변별할 수 있

는 의미어휘 처리 과제의 분석 요소를 규명하고자 범주 유창성 

과제, 단어 정의 과제, 의미연상 과제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

Figure 2. Calculation of inverse efficiency scores. IES: inverse 
efficiency scores.

IES = 
Response time

Number of wrong response/total number of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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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To HF LF

 NE     SMI

***

***

18.97
(2.02) 17.23

(1.71)

10.53
(1.38) 8.43

(1.30)

10.27
(1.11)

6.97
(1.03)

Figure 3. Group comparison of category fluency task performance. 
Unit: point. NE: normal elderly, SMI: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To: total score, HF: high frequency, LF: low frequency.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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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roup comparison of word difinition task performance.  
Unit: point. NE: normal elderly, SMI: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To: total score, CN: concrete noun, AN: abstract noun.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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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roup comparision of semantic association task 
performance. Unit: point. NE: normal elderly, SMI: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CR: correct response, RT: response time.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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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범주 유창성 과제로 생성 이름대기를 실시한 결과, 집단 

간 고빈도 범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저빈

도 범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회상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빈도효과(frequency effect)에 의

한 현상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평상시 사용 빈도가 낮은 

목표 단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

상으로, 단어의 빈도가 낮아질수록 의미적 표상이 감소하고, 의

미적인 정보들의 연결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우며, 소

요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로 인하여, 단어에 대한 의미정보

와 음운체계를 이어주는 마디의 연결이 저하되고, 단어 검색과 

인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Harley & Bown, 1998). 물론 이러

한 빈도효과는 SMI군에 국한되는 현상은 아닌데, NE 집단을 대

상으로 한 이름대기 수행력 연구에서도 단어의 빈도가 저하될

수록 더 느린 반응속도와 낮은 정확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Andrews, 1992). NE 집단에서도 더 큰 어려움을 보이는 저빈

도 단어의 산출이 NE와 SMI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SMI 집단이 NE 집단보다 빈도효과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많은 선행 연구들에 의해 MCI

와 AD 집단에 대한 뇌의 해부병리학적 변화와 이에 기인한 의

미체계, 인지적 처리손상의 상관성이 강함을 검증하여 왔는데

(Balthazar et al., 2008), SMI 집단이 NE 집단보다 저하된 수

행을 나타낸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향후 NE 집단과 SMI 집

단에 대한 뇌의 해부병리적 변화 양상과 의미체계, 인지적 처리

손상의 상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단어 정의 과제에서는 총점과 구체명사 과제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추상명사 과제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Manouilidou et al.(2014)이 NE 집단과 MCI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체명사와 추상명사 단어 정의하기 연

구에서 유형에 상관없이 MCI 집단이 NE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

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

체명사 과제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추상

명사 과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구체명사

와 달리 추상명사가 갖고 있는 처리과정의 차이뿐만 아니라 수

행력을 분석하는 방법면에서의 차이도 기여한 것으로 간주된

다. Park & Kim(2019)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과제를 실시하

여도 대상자들마다 산출하는 의미자질의 수는 모두 다른데, 산

출한 의미자질의 출현척도 분석법(예: 분석하고자 하는 의미자

질 유형이 여러 번 산출되더라도 합산하지 않고 한 번만 적용)보

다 산출한 모든 의미자질의 수를 분석하는 총점척도 분석법(예: 

분석하고자 하는 의미자질 유형이 산출된 총 개수를 적용)이 더

욱 민감하게 수행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총점척도 분석법을 활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고, 추상

명사 과제의 수행이 더 저하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SMI 집단이 추상명사에 대한 의미적 지식손실과 처리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보이며 적은 의미자질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

다. 구체명사와 추상명사를 처리하는 뇌 영역은 다른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구체명사는 좌반구 배측측두엽(ventral temporal 

lobe), 추상명사는 좌반구 하전전두엽(inferior prefrontal 

lobe)이 더욱 활성화된다고 하였다(Scott, 2004). 이는 SMI 집

단의 약 50%가 위축을 보이는 영역과 일치하는 것으로(Jung et 

al., 2016), 해부병리학적 요인에 의한 추상명사 정의하기의 어려

움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구체명사와 추상명사 사

이의 수행력 차이에 대한 가설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Kousta 

et al.(2011)에 의하면 추상적 지식은 경험 및 정서적 요소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데, 경험은 구체적 지식보다 추상적 지식의 표

현에 더 큰 관여를 하고, 이는 일화기억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

다. 더불어 정서적 요소는 추상적 개념을 익히고, 표현하고, 처

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McCade et al., 2013), 이러

한 요소들을 고려하였을 때, SMI 집단은 겉으로 뚜렷하게 두드

러지지 않는 경미한 일화기억의 문제로 인한 추상적 정보의 접근

과 인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며, 불안함과 증가된 우울감을 

호소하는 집단 특성에 비춰보면 부정적인 정서적 영향을 받아서 

추상명사의 정의가 저하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의미연상 과제의 총 정반응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SMI 집단이 NE 집단과 비교하여 수행

력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SMI 집단이 인지기능 평가에서 객관적인 인지저하를 보이지 않

는다는 일부 선행 연구들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Reid & 

MacLullich,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연상 과제의 반응

시간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SMI 집단

의 경우 억제결함(inhibition deficit)으로 인해 목표어휘와 관

련이 없는 정보를 억제하거나, 다양한 자극들 중에서 연관된 정

보를 적절히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어 최종 산출에 이르

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SMI 집단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수행

력을 보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특정 과제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제한되거나, 빠른 처리속도를 요구하는 과제의 수행에서

는 NE 집단보다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SMI 집단은 NE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결과만을 다루는 

과제에서는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겠으나, 정반응을 산출하

는 처리과정 전반의 반응시간을 분석할 수 있는 과제를 실시한

다면 보다 명확한 인지적 처리 지연과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SMI 집단을 변별하기 위한 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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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표준화된 척도

가 존재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두 집단을 변별해낼 수 있는 과제

가 많지 않다. 많은 연구들에서 기존에 MCI 집단과 AD 집단에 

적용하여 왔던 과제들을 중심으로 내용적 측면을 수정하여 SMI 

집단의 변별에 적용하고 있으며, 연구들마다 주장하는 결과들

은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MCI 및 AD 집단의 변별에 

주로 시행되어 왔던 의미지식 과제들을 기초로 수정된 과제들을 

실시해보았으며, 그 결과, NE 집단과 SMI 집단을 변별함에 있어 

의미-어휘 과제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경미

한 인지장애를 보이는 집단을 조기 선별하기 위한 과제의 개발에 

있어 SMI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촉빈도가 낮은 요소와 의미

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저하시키는 요소들을 반영하여 전반적 

과제처리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심층적 유형의 과제들이 SMI 

집단을 민감하게 변별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제안한

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과제들이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피로도 및 주의집중 수준을 고려하여 다소 적

은 개수의 하위 과제들이 실시되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각 

영역별 하위 과제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개수를 증가시켜 SMI 집

단의 과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 : 주관적 기억장애, 의미지식, 생성 이름대기, 단어 

정의하기, 의미연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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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Kang, Y. (2006). A normative study of th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in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5(2), 1-12.

Kee, B. S. (1996).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5(2), 298-307.

Kim, C. M. (2017a). Altered functional and structural connectivity 
within the default mode network in subjective memory 



306

Semantic-lexical Ability in the Elderly

impairment and amnestic mild cognitive impairment (Doctoral 
thesis). Ulsan: Ulsan University.

Kim, J. W., Kang, Y., & Yoon, J. H. (2015). Category norms for Korean 
adults age 55 to 74.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0(4), 
559-569.

Kim, M. Y. (2017b). The frequency and solution to the tip of the tongue 
phenomenon symptoms of the elderly with subjective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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