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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SCD) is a risk factor for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Alzheimer’s disease, highlighting the need for identifying and ranking effective cognitive-
communication interventions. Methods: Databases were searched since 2005 to identify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evaluating interventions for SCD. I reviewed systematically twenty researches 
and proposed the evidence based data, including their effect sizes using a meta-analysis method. 
Outcome measures included the domains of 12 cognitions and three communications. Result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ly, intervention programs were designed diversely in a session 
or mode. Their main domains were general cognition, memory, language, etc. Secondly, the average 
effect size of cognitive-communication interventions was significant. Thirdly, most cognitive domains 
like processing speed, memory, working memory, and executive function were very effective and 
significant in the results of treatment. Lastly, naming and comprehension in communication had the 
significant effect sizes. Conclusion: These results provide evidence-based information to support 
cognitive-communication intervention for individuals with SCD. Given this, it is possible to facilitate 
the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SCD in clinical settings, warranting further research into effective 
elements of their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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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주관적 인지 저하(subjective cognitive decline, SCD)는 객

관적 결함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인지 저하가 주관적으로 인식되

는 상태이다(Jessen et al., 2020). 관련된 용어로써 주관적 인

지 호소(subjective cognitive complaints, SCCs), 주관적 인

지 손상(subjective cognitive impairment, SCI), 주관적 기

억 호소(subjective memory complaints, SMCs), 주관적 기

억 저하(subjective memory decline, SMD) 등이 혼용된다.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AD)의 초기 징후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SCD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Rabin 

et al., 2017). 실제로 SCD가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와 AD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아, 주요 위험

인자로서 진단 및 예방적 중재 단계의 임상적 함의가 가시화되었

다. 예컨대, AD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amyloid) 축적 등 뇌의 

신경학적 변화와 SCD 간의 상관성이 입증되었다(Amariglio et 

al., 2012)

주관적 인식에 의존하는 진단적 속성, 신경학적 질환의 초기 

예측인자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인지 저하의 진행을 지

연시키거나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 접근을 파악하는 일

이 매우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D의 원인이 다양하고 

불분명해 중재를 구상하고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Bhome et al., 2018). 또 객관적 검사 결과가 아닌 개인의 주관

적 인식에 근거하므로 실제 능력에 비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들어 SCD를 치료하기 위한 의학적 및 약물적 중재, 인

지·심리·생활양식 등에 중점을 둔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성이 지

속적으로 검증되는 추세이다. 특히 인지-의사소통 능력은 일상

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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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크게 관여하므로 예방적 중재의 핵심 영역에 해당한다(Lee, 

2021).

SCD를 대상으로 한 인지-의사소통 중재의 효과성을 체계적

으로 검토한 연구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2개 이상

의 중재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효과성을 다중 비교한 연구이다. 

예컨대, Oh et al.(2018)은 모바일 기반의 두 중재 프로그램인 인

지 훈련(예: Fit Brains)과 기억력 훈련을 적용해 수행력을 비교

하였다. 둘째, 인지-의사소통 영역별로 중재 이후의 효과성을 비

교한 연구가 있다. 전반적 인지 중재를 시행한 SCD 집단은 인지

에 비해 언어 영역에 대한 전이 효과(transfer effect)가 더 크다

는 보고가 대표적인 예이다(López-Higes et al., 2018a). 셋째, 

중재 효과가 전이되는 영역이나 범위를 확장시킨 연구들이다. 예

를 들어, 치료실 상황의 훈련이 일상생활로 전이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거나, 기억력 중재가 주의력, 집행 기능, 추론력 등 다른 인

지 영역에도 효과적 인지를 분석한 사례들이 있다(McEwen et 

al., 2018; Pike et al., 2018). 또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 효

과(maintenance effect)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본 연구

도 있다(Frankenmolen et al., 2018).

중재 효과에 대한 분석 방법의 측면에서는, 특정 기준에 부합

하는 선행 연구를 선정한 후 질적 및 양적 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가 보편적이다. 선정된 연구들에 대해 주로 체계적인 검토를 시

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Canevelli et al.(2013)은 987개의 관련 연구들 중 6개

를 선정한 후 중재 프로그램의 유형과 방법, 중재 결과, 효과 평

가 방법, 추후 평가 등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반면 양적 결과에 

중점을 두고 메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중재 효과성을 정량화한 

연구도 있다(Bhome et al., 2018; Roheger et al., 2021).

이 같은 분석적 접근은 특정 중재의 전반적 효과에 관해 유의

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여러 분석 결과들을 통합함으로

써 중재 결과들을 상호 비교하고 직·간접적인 근거를 획득하기도 

한다. 특히 정량화된 효과성을 활용하면 중재를 고안하고 최적

의 접근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컨대, SCD의 인지-의사소통 중재 관련 연구는 분석 범위 및 

내용, 방법 측면에서 광범위한 편이다. 그러나 질적 분석의 내용

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상 지침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

를 들어, 적용 대상군의 속성이나 중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회

기 구성 등이 상세히 제시된 연구는 드물다. 또 의사소통 중재의 

경우 여러 하위 영역을 양적으로 비교 분석하기보다 특정 언어 

영역이나 전반적 의사소통 기능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SCD 집단에 적용된 인지-의사소통 중재를 질적 및 양적으로 구

체화해 분석하고, 임상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용적 및 방

법론적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이후의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SCD 

대상의 인지-의사소통 중재 및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 연구의 질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후 메타분석

을 통해 중재 영역별 효과크기(effect size)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이후 중재 관

련 국내외 연구의 체계적 검토를 통해 SCD 대상의 인지-의사소

통 중재를 확인하고 실험 및 통제 집단 특성, 적용된 프로그램, 

회기 구성 등의 질적 특성을 제시한다. 둘째, 인지-의사소통 중

재 결과의 전반 및 영역별 효과크기를 산출함으로써 중재 효과

를 비교하고 검증한다. 

 

MATERIALS AND METHODS

문헌 수집

SCD를 대상으로 한 인지-의사소통 중재의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PudMed, CINAHL Plus with Full Text, MEDLINE, 

Web of Science, EBSCO, OVID, Scopus, RISS, DBPia 

Scholar 등의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국내의 경우 

국내 및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2022년 2월 7일자를 기준으로 2005년 이후 게재된 연구에 한

정하였다. 구체적인 주제어는 다음과 같다: 주관적 인지 저하/

손상/호소, 주관적 기억 호소/저하, 인지 중재/치료/훈련, 언어 

중재/치료/훈련, 인지-의사소통 중재/치료/훈련, 중재/치료 효

과, subjective cognitive decline/impairment/complaints 

(SCD/SCI/SCCs), subjective memory complaints/decline 

(SMCs/SMD), cognition intervention/therapy/training, 

language intervention/therapy/training, cognitive-

communication intervention/therapy/training, 

intervention/therapy effect. 

대상 연구의 선정

본 연구를 위한 논문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설계 방법 측면에서 확률화 배정 연구나 집단 간 비교 연구를 포

함하였다. 질적 연구, 종설 연구, 동일 집단 대상의 반복 측정 연

구, 단일사례 연구는 제외하였다. 둘째, 실험 집단의 연구 대상은 

SMCs를 포함한 SCD로 국한하였다. 파킨슨병 등 운동성 신경 

질환, 심리적 증후군, 우울, 암 등 복합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은 배

제하였다. 실험군은 인지-의사소통 중재를 받은 집단, 통제군은 

중재를 받지 않은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중재 방법으로써 

포괄적 또는 영역별 인지-의사소통 중재를 포함하였다. 약물 치

료 등의 의학적 중재, 마음챙김(mindfulness), 음악, 미술, 심리, 

예술, 융합 치료 등의 심리적·행동적 중재, 신체 운동이 결합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넷째, 중재 결과로써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

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그 외 의학적 및 심리-행동적,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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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제외하였다. 중재 결과에 대한 통계치를 일부만 제시한 

경우, 통계치 대신 그래프상으로만 제시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메타분석을 위해 1차적으로 총 533개의 논문을 선정하였고, 

본 연구의 선정 기준에 따라 513개의 논문이 제외되어 최종적으

로 총 20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이 중 국내 연구는 3개, 국외 

연구는 17개였다. 논문 선정의 구체적인 과정은 Figure 1과 같

다. 

자료의 코딩

분석 대상에 포함된 연구들의 코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 출판연도, 대상자 특성, 중재 방법, 중재 결과에 따라 코

딩되었다. 둘째, 중재 결과는 제시된 통계값(M, SD, t값, p값, F

값)으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셋째, 독립변인은 SCD를 대상으

로 한 인지-의사소통 중재이고, 종속변인은 중재 후의 인지-의

사소통 수행력으로 설정하였다. 1개 연구에서 다수의 중재 결과

치를 제시한 경우가 많아, 코딩된 자료의 수는 총 89개였다. 예를 

들어, Denny et al.(2021)의 연구는 주의력, 시공간력, 기억력, 

집행기능, 이해 등 5개 영역에 대한 결과치를 제시하였다.

코딩 작업은 언어병리학 교수 1인과 연구 보조원 1인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들은 1급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들로 신경언어장애 관련 임상 경력이 각각 7년 및 3년 이상이

었다. 최종 검토 시 이상치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

호 논의한 후 수정하였다.

연구의 질 및 신뢰도 평가

연구의 질은 Gersten et al.(2005)의 필수적인 질 지표

(Essential Quality Indicators)에 근거하여 3점 척도(1점: 부

적절, 2점: 불명확, 3점: 적절)로 평가하였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

는, 연구 대상자의 정보, 집단별 할당 방법, 중재의 절차 및 내용, 

실험군에 대한 중재의 내용 및 방법, 중재 목적과 관련된 결과 측

정 등이었다. 20개 논문 중 18개는 평균 3점, 2개는 2.85점으로 

평가되어 논문의 질적 수준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체 연구의 10%에 해당하는 논문

을 무선적으로 선정한 후 2인의 평가자가 각각 코딩하고 효과크

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 간 신뢰도는 100%로 산정되었

다. 

메타분석

효과크기의 산출 및 해석

인지-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 및 결과를 하위 영역별로 분류

하고 각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의 인지-의사소

통 영역은 주의력, 기억력, 집행기능, 전반적 인지, 언어 등 연구

마다 상이하였다. 중재 결과 중 인지 영역은 주의력, 처리 속도, 

시공간력, 기억력, 작업기억, 주관적 기억력, 추론력, 집행 기능, 

전반적 인지 등 9개로 분류되었다. 의사소통 영역은 이름대기, 

단어유창성, 이해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중재 효과는 중

재 후 측정한 결과값으로 산정하였고, 추후 연구(follow-up) 등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반복측정 자료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

았다.

각 영역별 수행력에 대한 결과값에 근거해 메타분석용 통

계 프로그램인 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3 

(Biostat Inc., Englewood, NJ, USA)으로 평균 및 영역별 효과

크기를 분석하였다. 실험 및 통제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기

반하여 효과크기인 Hedges’s g값을 산정하였다. 효과크기는 연

구 간의 표본 크기를 고려한 가중평균 효과크기(weight effect 

size)를 적용하였고,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효과크기의 유

의성을 평가하였다. 

효과크기를 해석하는 기준으로는 0.20 이하 시 ‘작은(small) 

효과’, 0.50 수준 시 ‘중간(medium) 효과’, 0.80 이상 시 ‘큰

Figure 1. Flow chart of the literature search and study selection 
process.

Screened studies (n = 533)

(n = 471)

(n = 185)

(n = 47)

Included studies (n = 20)

Excluded design (n = 62)
  literature review/meta-analysis = 34
  etc. = 28

Duplicate (n = 27)

Non-relevant subject (n = 286)
  other neurological  disease = 158
  psychological disorder = 88 
  etc. = 40

Non-relevant  outcomes (n = 138)
  mixed  outcomes = 65 
  non-adequate outcomes = 33
  etc. = 40

Table 1. Verification of homogeneity 

Q df p-value I2 T2

128.86 88 < 0.01 51.71 0.03

Q: Heterogeneity between studies within domain, I2: percentage 
of heterogeneity caused by study differences, T2: between-studies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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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효과’로 간주하였다(Lipsey & Wilson, 2000). 

동질성 검증

동질성 검증을 통해 각 연구에서 도출된 효과크기의 통계

적 이질성 유무를 확인하였다(Table 1). 그 결과, Q-df > 0, I2  

≥ 50%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아 연구 간의 분산이 실제

로 존재할 뿐 아니라 각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상당한 것으로 나

타났다(Higgins & Green, 2011). 이에 따라 본 메타분석에 무

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적용하였다(Borenstein 

et al., 2009).

출판편의 검증

메타분 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 판편의

(publication bias)를 검증하였다(Rosenthal, 1979). Funnel 

plot을 통해 오류의 존재 유무를 알아본 결과 시각적 비대칭

성이 확인되었다(Figure 2). 이에 따라 Duval and Tweedie 

(2000)의 trim-and-fill 기법을 적용하여 비대칭성을 보정하였

다. 그 결과, 보정 전후의 risk ratio가 0.37에서 0.34로 감소함

을 알 수 있었다(Table 2). 

Egger의 회귀분석(Egger's regression test) 및 Kendall's 

tau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통계적 대칭성을 알아보았다. Egger의 

회귀분석에서 회귀식 초기값(intercept)은 0.98로 통계적 유의

성이 입증되었다(p ≤ 0.05, SE = 0.47, df = 87.00). Kendall's 

tau 검사 결과, 연속성 상관 유무 조건에서 모든 tau 값이 0.15

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z for tau = 2.05, p ≤ 0.05).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문헌들이 출판편의상 오류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오류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Orwin(1983)의 안전계

수(fail-safe N) 공식으로 분석한 결과, 안전계수가 200.00으로 

대상 연구 수에 비해 누락된 연구의 수가 충분히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출판편의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질 검증

연구별 표본 크기 및 분산의 차이는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분석에 반영하였다. 예컨대, 표본이 크거나 분산이 작을수록 높

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이는 분석 결과

의 Hedges’s g 및 95% 신뢰구간에 제시되었다. 개별 연구 간에 

나타나는 효과크기의 이질성은 I2값을 통한 동질성 검증 후 무선

효과 모형을 적용해 보완하였다. 표본 크기의 영향은 누적 메타

분석으로 알아보았는데, 이를 위해 연구 표본의 크기순으로 전

체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표본 크기가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RESULTS

연구의 질적 분석 

분석된 모든 연구는 SMCs를 포함한 SCD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실험 집단의 대상자 수는 12~82명, 통제 집단은 

9~79명으로 광범위하였다. 대상군의 연령은 모두 50~80대의 

장노년층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집단에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은 연구마다 상이하였다. 

인지-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은 전반적 인지-의사소통과 기

억력이 대다수였고, 주의력, 인지 처리 등의 세부 영역도 포함

되었다. 예를 들어, Fit Brains, UMAM program, ACTIVE 

protocol 등의 전반적 인지 훈련, memory strategy training, 

integrated attention training 등의 특정 영역 훈련이 활용

되었다. 중재 방식 측면에서는 페이퍼(paper) 기반의 대면 중

재가 대부분이나, online mentally stimulation activities, 

smartphone-based memory training과 같이 온라인 기반 

비대면 중재도 포함되었다. 중재 회기는 회기당 15~20분부터 

120분까지 상이하였고, 중재 기간은 대체로 4~12주 범위에 해

당하였다. 

실험 및 통제 집단의 특성, 실험 집단에 적용된 인지-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 및 회기 구성은 Appendix 1에 상세히 제시하였

다.

Figure 2. Funnel plot of standard error by Hedges’s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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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istical adjustment of asymmetry by trim-and-fill 

Random effect

Risk ratio Lower limit Upper limit

Pre-adjustment 0.37 0.29 0.44

Post-adjustment 0.34 0.27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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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크기의 분석

평균 효과크기

실험 집단에 대한 인지-의사소통 중재의 평균 효과크기를 분

석한 결과, g = 0.34, 95% 신뢰구간(0.27, 0.41)으로 ‘중간’ 정

도의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p < 0.01). 즉 중재를 받은 집단

의 인지-의사소통 능력이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행

력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인지 영역 g = 0.33, 의사소통 영역  

g = 0.40으로 모두 ‘중간’ 수준의 유의한 효과크기를 보였다(p < 

0.01). 인지, 의사소통, 인지-의사소통의 평균 효과크기를 분석

Table 3. Mean effect sizes of cognitive-communication interventions 

Factor g 95% CI K Q p (Q) I2 (%) FSN

Cognition 0.33 (0.25, 0.37) 78 116.70 < 0.01 34.02 164

Communication 0.40 (0.25, 0.54) 11 10.96 < 0.01 8.76 135

Total 0.34 (0.27, 0.41) 89 128.86 < 0.01 31.71 200

g: Hedges’s g, CI: confidence interval, K: number of the effect size, Q: heterogeneity between studies within domain, p (Q): p-value for 
heterogeneity, I2: percentage of heterogeneity caused by study differences, FSN: fail safe N

Figure 3. Forest plot of ‘communication'. CI: confidence interval.

Study name Subgroup within 
study

Hedges's standard Hedges's g and 95% CI

Hedges's 
g

Standard
error

Variance Lower
limit

Upper
limit

Z-value p-value

Denny et al.(2021) 2 Comprehension 0.582 0.267 0.071 0.059 1.106 2.181 0.029
Triantafyllou(2020) 4 Word fluency 0.326 0.332 0.11 -0.324 0.976 0.982 0.326
Pang & Kim(2021) 5 Word fluency 0.139 0.395 0.156 -0.635 0.913 0.352 0.725
Pike et al.(2018) 1 Naming 0.347 0.178 0.032 -0.001 0.696 1.952 0.051
Pike et al. (2018) 2 Naming 0.563 0.18 0.032 0.209 0.914 3.122 0.002
López-Higes et al.(2018b) 1 Comprehension 0.495 0.248 0.061 0.010 0.980 1.999 0.046
López-Higes et al.(2018b) 2 Comprehension 0.785 0.253 0.064 0.289 1.281 3.102 0.002
López-Higes et al.(2018b) 3 Naming 0.675 0.251 0.063 0.184 1.166 2.692 0.007
Cheng et al.(2018) 5 Word fluency 0.032 0.206 0.042 -0.371 0.435 0.157 0.875
Barnes et al. (2013) 3 Word fluency 0.046 0.249 0.062 -0.442 0.534 0.184 0.854
Barnes et al. (2013) 4 Word fluency 0.281 0.250 0.063 -0.209 0.771 1.124 0.261

0.393 0.075 0.006 0.248 0.544 5.245 0.000

 -1.00 -0.50 0.00 0.50 1.00
  Favours A  Favours B

Table 4. Effect sizes of cognitive-communication interventions 

Factor g 95% CI K Q p (Q) I2 (%) FSN

Attention 0.20 (0.05, 0.36) 12 18.51 < 0.05 40.58 230

Processing  speed 0.37 (0.04, 0.70) 3 10.06 < 0.05 80.11 108

Visuospatial function 0.21 (-0.02, 0.44) 5 2.98 0.072 0.00 100

Memory 0.35 (0.20, 0.49) 18 21.27 < 0.01 20.08 587

Working memory 0.52 (0.05, 0.99) 2 0.36 < 0.05 0.00 -

Subjective memory 0.44 (0.22, 0.65) 13 21.01 < 0.01 42.90 571

Reasoning 0.15 (-0.38, 0.67) 1 0.00 0.583 0.00 -

Executive function 0.29 (0.16, 0.42) 16 12.80 < 0.01 0.00 450

General cognition 0.37 (0.01, 0.74) 8 22.37 < 0.05 68.71 216

Naming 0.50 (0.28, 0.72) 3 1.35 < 0.01 0.00 147

Word fluency 0.14 (-0.09, 0.37) 5 1.05 0.243 0.00 686

Comprehension 0.62 (0.33, 0.91) 3 0.70 < 0.01 0.00 184

g: Hedges’s g, CI: confidence interval, K: number of the effect size, Q: heterogeneity between studies within domain, p (Q): p-value for 
heterogeneity, I2: percentage of heterogeneity caused by study differences, FSN: fail saf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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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의사소통의 평균 효과크기에 

대한 Forest plot은 Figure 3에 제시하였다. 

하위 영역별 효과크기

인지-의사소통 중재의 각 하위 영역별로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지 측면에서 처리 속도(g = 0.37, p < 

0.05), 기억력(g = 0.35, p < 0.01), 작업기억(g = 0.52, p < 0.05), 

주관적 기억력(g = 0.44, p < 0.01) , 집행 기능(g = 0.29, p < 

0.01), 전반적 인지(g = 0.37, p < 0.05)는 ‘중간’ 수준의 유의한 

효과크기를 보였다. 주의력(g = 0.20, p < 0.05)은 ‘작은’ 효과크

기를 나타내었다. 반면 시공간력(g = 0.21, p = 0.072)과 추론력

(g = 0.15, p = 0.583)의 효과크기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 이름대기(g = 0.50, p < 0.01), 이해 

(g = 0.62, p < 0.01)는 ‘중간’ 정도의 유의한 효과크기를 보였다. 

단어유창성(g = 0.14, p = 0.243)의 효과크기는 유의하지 않았

다. 인지 영역 중 ‘기억력’의 Forest plot을 Figure 4에 제시하였

다. 

DISCUSSIONS

본 연구는 SCD 대상의 인지-의사소통 중재 연구를 체계적으

로 고찰한 후 메타분석을 통해 중재 효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이후의 20개 국내외 연구를 대상으로 질적 

특성 및 효과크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질적 분석 

본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은 SCD 노인으로, 중재를 적용

한 실험 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세부 

적으로는 SCD 12건, SMCs 8건이었으며, 연령 평균은 50~80대 

범위였으나 60~70대가 대다수였다.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는 노

년층의 18~55%가 SCD로 진단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심

화된다는 보고가 많다(Bhome et al., 2018; Elfgren et al., 

2010). 즉 연령은 SCD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인자에 해

당한다. 본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도 60세 미만의 젊은 노년층보

다 주로 60~70대 이상의 중고령 노인이었다. 또 기억력 호소가 

전반적인 인지 저하로 연계되는 점을 고려하여 SMCs가 포함된 

SCD를 대상군의 기준으로 삼았다.

대상 연구들의 실험 집단에는 다양한 인지-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다. 중재 영역으로는 전반적 인지-의사

소통이 가장 많았는데, cognitive rehabilitation, multiple 

cognitive intervention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Denny et 

al., 2021; Hong et al., 2020). 특정 영역에 중점을 둔 중

재로는 calendar training, memory & aging program, 

ACTIVE memory training, spaced retrieval 등 기억

력 훈련이 주를 이루었다(Cohen-Mansfield et al., 2015; 

Pang & Kim, 2021; Smart et al., 2016). 이 밖에, 주의력

(예: integrated attention training), 기능적 일상 활동(예: 

lifestyle modifying intervention), 인지 처리(예: mental 

activity-visual/auditory processing) 등이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Barnes et al., 2013; Cheng et al., 2018; Denny 

et al., 2021). 중재 방식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예: integrated 

Study name Subgroup  
within study Hedges's standard Hedges's g and 95% CI

Hedges's 
g

Standard
error Variance Lower

limit
Upper
limit Z-value p-value

Denny et al.(2021) 1 Memory 0.388 0.264 0.070 -0.129 0.905 1.471 0.141
Triantafyllou(2020) 2 Memory 0.596 0.333 0.111 -0.057 1.250 1.789 0.074
Engvig et al. (2014) Memory 0.549 0.309 0.095 -0.056 1.154 1.780 0.075
Pang & Kim(2021) 3 Memory 0.136 0.395 0.156 -0.637 0.910 0.346 0.730
Oh et al.(2018') 2 Memory 0.008 0.332 0.110 -0.642 0.657 0.023 0.982
Oh et al. (2018') 7 Memory 0.021 0.335 0.113 -0.636 0.679 0.064 0.949
Hong et al.(2020) 1 Memory 0.183 0.342 0.117 -0.487 0.853 0.535 0.593
Hong et al.(2020) 2 Memory 0.216 0.342 0.117 -0.455 0.886 0.631 0.528
Hong et al.(2020) 6 Memory 0.882 0.324 0.105 0.248 1.516 2.726 0.006
Pereira-Morales et al.(2018) 2 Memory 1.867 0.451 0.203 0.983 2.751 4.140 0.000
Tsai et al.(2008) 2 Memory 0.137 0.390 0.152 -0.627 0.902 0.352 0.725
Kwok et al. (2013) 4 Memory 0.268 0.158 0.025 -0.041 0.577 1.701 0.089
Frankenmolen et al. (2018) 2 Memory 0.241 0.256 0.066 -0.261 0.742 0.941 0.347
Frankenmolen et al. (2018) 3 Memory 0.612 0.261 0.068 0.100 1.124 2.344 0.019
McEwen et al.(2018) 1 Memory 0.354 0.268 0.072 -0.172 0.880 1.318 0.187
Cheng et al.(2018) 3 Memory 0.146 0.206 0.042 -0.257 0.550 0.711 0.477
Barnes et al. (2013) 1 Memory 0.118 0.249 0.062 -0.370 0.606 0.473 0.636
Barnes et al. (2013) 2 Memory 0.365 0.251 0.063 -0.127 0.857 1.455 0.146

0.346 0.075 0.006 0.199 0.493 4.625 0.000

Figure 4. Forest plot of ‘memory'.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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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stimulation progra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예: 

smartphone-based memory training) 등을 활용한 온라

인 기반 비대면 중재도 적용되었다(Oh et al., 2018; Pereira-

Morales et al., 2018).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개인의 주관

적 인식에 근거해 진단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SCD를 위한 인

지-의사소통 중재를 고안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예방적 중재에 대한 접근성, 일상 환경을 반영한 기능성, 주관

적으로 인식되는 저하 영역의 다양성, 객관적 수행력과의 차

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해 SCD 중재는 신체 운동, 마

음챙김, 심리, 교육 등의 유관 영역과 인지-의사소통 기능이 결

합된 형태가 많다(Bhome et al., 2018; Denny et al., 2021; 

Pereira-Morales et al., 2018). 예컨대, memory training 

and exercise program, mind-body intervention, healthy 

longevity lifestyle program. Collective training (memory/

education) 등은 통합적 중재의 대표적인 예이다(Canevelli 

et al., 2013; McEwen et al., 2018). 최근 들어 온라인 기반 비

대면 프로토콜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 역시 SCD의 임상

적 속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Oh et al., 2018; Pereira-

Morales et al., 2018). 본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은 주로 인지-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거나 통합적 중재인 경우에도 

영역별로 분리해 적용한 사례에 국한되었다. 이는 중재로 인한 

결과를 인지-의사소통 영역에 기반한 효과로써 명확화하기 위함

이다. 그러나 인지-의사소통 수행을 일상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

대하고 기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향후에

는 인지-의사소통을 포함한 통합적 중재 프로토콜을 적극적으

로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 측면에서는 연구마다 회기, 적용 기간, 

회기당 시간 등이 다양하였다. 또 동일 연구 내에서도 통제 조건

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요인은 중

재 효과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와 함께 시행 순서, 병행 

훈련, 추가 회기 등도 영향 요인으로 꼽힌다(Kwok et al., 2013). 

중재 효과에 대한 변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광범

위한 체계적 검토, 비교 및 교차 검증, 증거 기반적 결과의 제시 

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효과크기의 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인지-의사소통 중재의 평균 효과크기는 인

지, 의사소통, 전체 인지-의사소통 모두 ‘중간’ 수준의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이를 통해 SCD에 대한 인지-의사소통 중재가 효과

적임을 알 수 있었다. SCD의 진단적 특수성과 원인론적 다양성

으로 인해 인지-의사소통 중재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중재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제기한 연구

들이 많다(Bhome et al., 2018; Canevelli et al., 2013). 적용 

방식, 목표 영역, SCD 양상 등 중재 효과의 변수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SCD 집단에 대한 중재가 인지-의사소통 기능에 기반

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Canevelli et al., 2013; Roheger et al., 2021; Thana-Udom 

et al., 2021). 특히 기억력에 중점을 둔 중재가 많은데, 특히 기

억력에 대한 근전이 효과(near transfer effect)뿐 아니라 언어, 

작업기억, 주의력 등 다른 영역으로의 원전이 효과(far transfer 

effect)가 입증된 보고도 있다(McEwen et al., 2018; Pike et 

al., 2018). 반면 대부분의 중재가 SCD의 객관적 수행력을 향상

시키나, 임상적 이질성으로 인해 중재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보

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Canevelli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인지 9개 및 의사소통 3개 영역에 대한 효과

크기를 각각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인지는 기억력, 작업기억, 집

행 기능, 주의력 등 대다수 영역에서 유의한 효과크기를 나타내

었다. 본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반적 인지 중재나 통합 훈련 프로

토콜을 적용한 후 작업기억, 집행 기능, 주의력에 대한 유의한 효

과성이 입증된 연구가 많다(Denny et al., 2021; Kwok et al., 

2013; Oh et al., 2018). 이는 정보 처리, 주의력, 작업기억, 집행 

기능(억제 및 과제 전환)이 고차원적 인지-언어 기능을 발휘하는 

데 기여하는 점과 일맥상통한다(Lee, 2021). 특히 지각, 실행, 언

어 등이 결합하여 고차원적 기능이 발휘되므로 SCD 노인이 일

상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SCD의 상당수가 MCI로 진전되고 6년에 걸쳐 AD로 진단된다는 

최근 보고(Hessen et al., 2017)를 감안할 때, 복합 영역에 관여

하는 고차원적 기능에 중점을 둔 중재는 효과성을 높이고 신경

병리학적 질환으로의 진행을 막거나 둔화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

다.

본 연구의 의사소통 영역에서 이름대기와 이해의 효과크기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 연구들 중 대다수는 전반적 또

는 특정 인지 영역을 중재한 후 의사소통에 대한 원전이 효과를 

보인 경우였다. López-Higes et al.(2018b)은 전반적 인지 자극 

및 학습 전략(주의력, 지각, 기억력), 기억력 개념, 일상생활에의 

적용 등 3단계에 걸쳐 SCD 집단을 훈련한 후 효과성을 검토했

는데, 이름대기와 문장 이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였

다. 의사소통과 인지 영역이 결합된 중재를 통해 근전이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예컨대, 이름대기와 기억력 중재가 결합된 

face-name memory training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단어의 

의미적 연상과 지연 인출 등 이름대기의 수행이 향상되었다(Pike 

et al., 2018).

인지-의사소통 영역 간의 이 같은 효과성은 이들의 상호연계

적 처리와 관련된다. 즉 기억 속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처리함

으로써 목표 언어를 회상하거나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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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 인지, 작업기억 등이 음운 인식, 이름대기의 정확도, 언어 

이해를 촉진한다(Lee, 2021). 따라서 노화와 SCD로 인해 억제

성 기제가 약화되면 주의력이 떨어지면서 무관한 사고, 개인적 

관심사, 특이한 연상 작용을 유발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한

다(Lee, 2021; López-Higes et al., 2018b). 또 과제 간의 빠른 

전환이 어려워 도식화된 해석에 그치기 때문에 언어 이해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분석에서 이름대기와 이해 영역의 효

과크기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대다수 인지 영역의 유의한 효

과크기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인지의 시공간력과 추론력, 의사소통의 단

어유창성은 유의한 효과크기를 보이지 않았다. 두 인지 영역은 

분석에 포함된 자료 수가 1~5개로 다른 하위 영역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적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 검토 

관련 연구에서 분석 자료 수가 적을 경우 질적 분석만 제시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다(Canevelli et al., 2013). 의사소통 

영역의 단어유창성에는 보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간

주된다. 단어유창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지-언어 기능이 광

범위한데다 과제 유형에 따라 중재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단어유창성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주의력 전환, 효

율적 정보 처리, 단기기억, 작업기억 등이 고루 반영되어야 한다

(Lee, 2021). 또 의미기억이 관장하는 의미적 단어유창성, 어휘-

음운기억과 연관되는 음운적 단어유창성 등 과제 유형별로 요구

되는 영역이 다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Lee, 2021; Pike et 

al., 2018). 단어유창성의 이 같은 속성은 노화, SCD, 신경학적 

질환 간을 민감하게 변별하는 이점으로 작용하는 반면, 중재 효

과를 도출하기 위한 접근법을 고안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야기

하기도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SCD의 인지-의사소통 중재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을 통해 질적 및 양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SCD

의 임상적 특수성, 즉 (1)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진단, (2) 원인 

및 증상의 다양성, (3) MCI, AD 등 신경학적 질환의 전조 단계

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 기반의 예방적 중재가 반드

시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SCD의 예방적 중재를 고안하고 적

용하기 위한 증거 기반적 자료로써 활용될 뿐 아니라, 중재의 필

요성과 접근성, 효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는 특

히 SCD의 인지-의사소통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미미해 중재 효

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학문적 및 임상적 토대가 부족한 국내 현

황을 고려할 때 매우 큰 함의를 갖는다. 즉 본 연구 결과는 (1) 신

경학적 질환으로 진전되기 전 지역사회 환경에서 인지-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중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2) 다

양한 인지-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에 접근하도록 촉진하며, (3) 

SCD 대상군의 개별적 속성에 맞는 중재를 고안하기 위한 증거 

기반적 임상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한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

요 데이터베이스 및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외 문헌만을 대상

으로 삼았다. 출판편의에 대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회색 문헌

(grey publications)’이나 ‘비관행적 문헌(non-conventional 

publication)’을 배제한 데 따른 편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둘

째, 본 분석에 포함된 특정 중재의 효과성을 보편화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결과 간의 상호 비교가 필요하다. 이는 동일한 모

델하에 모든 중재법을 비교하는 네트워크 메타분석(network 

metaanalysis), 효과성에 대한 일관된 측정 방식, 분석 연구

의 양적 확대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Roheger et al., 

2021). 셋째, 인지-의사소통의 하위 영역별로 분석된 자료 수가 

다르다. 예컨대, 기억력은 18개, 추론력은 1개로 양적 편차가 큰 

편이다. 향후에는 분석 자료 수를 통제함으로써 효과크기에 대

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심단어: 인지, 의사소통, 중재, 메타분석, 주관적 인지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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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haracteristics of studies included in the meta-analysis

Study
Intervention group Control group

N Age Intervention program Session N Age

Denny et al.(2021) 28 76.60 (5.80) Cognitive rehabilitation, lifestyle 
modifying intervention

120 mins/wk, 10 wks 29 73.20 (6.80)

Triantafyllou(2020) 90 63.07 (9.19) Online, mentally stimulation 
activities

4 wks 10 57.40 (7.83)

Engvig et al.(2014) 21 61.30 (9.40) Memory training 90 mins, 8 wks 21 60.30 (9.10)

Pang & Kim(2021) 12 59.42 (5.16) Calendar training (memory) 12 wks 12 59.33 (6.54)

Oh et al.(2018) 18~19 58.79 (5.00) Fit Brains1 (cognitive training), 
smartphone-based memory 
training

15~20 mins, 5 days/wk,  
8 wks

16 59.94 (5.17)

Hong et al.(2020) 15~23 65.40 (4.82) Multiple cognitive intervention 90 mins, 2 days/wk,  
12 wks

18 65.83 (4.89)

Pereira-Morales  
et al.(2018)

17 64.50 (4.80) Integrated psychostimulation 
program

60 mins, 4/wk, 8 wks 11 65.60 (7.20)

Lopez-Higes  
et al.(2018a)

17 71.41 (4.83) UMAM program2 (cognitive 
training)

90 mins, 3 days/wk,  
12 wks

32 70.94 (4.16)

Tsai et al.(2008) 14 69.40 (-) Cognitive training 120 mins, 2 days/wk,  
8 wks

11 69.40 (-)

Pike et al.(2018) 65 72.40 (7.00) Spaced retrieval 90 mins, 8 wks 62 72.80 (7.10)

López-Higes et al. 
(2018b)

35 71.39 (4.96) UMAM program (cognitive 
training)

90 mins, 28 sessions,  
12 wks

31 70.94 (4.16)

Kwok et al.(2013) 77~82 75.42 (5.82) ACTIVE protocol3 (cognitive 
training)

12 wks 74~79 75.38 (5.83)

Cohen-Mansfield  
et al.(2015)

12 72.80 (3.78) ACTIVE memory training 10 wks 9~28 74.44 (5.78)

Frankenmolen  
et al.(2018)

31 66.20 (7.30) Memory strategy training 90 mins, 1 day/wk,  
7 wks

29 68.00 (7.80)

Hoogenhout  
et al.(2012)

50 60~75 Cognitive training 90 mins, 4 wks 50 60~75

McEwen et al.(2018) 29 67.00 (5.10) Memory training 60 mins, 2 days/wk,  
4 wks

26 65.40 (3.00)

Thana-Udom  
et al.(2021)

23 67.26 (6.87) Memory training 1 day/wk 23 67.78 (6.57)

Cheng et al.(2018) 47 72.90 (7.60) Integrated attention training 45 mins, 12 wks 46 75.00 (7.30)

Barnes et al.(2013) 32 74.80 (6.10) Mental activity (visual/auditory 
processing)

60 mins, 3 days/wk,  
12 wks

31 73.80 (5.70)

Smart et al.(2016) 15 69.60 (3.58) Memory & aging program 60 mins, 5 days/wk 23 70.0 (3.45)
1Web- and smartphone-based cognitive training program; at least one training session (three tasks) per day; domains including focus 
(concentration), speed, memory, visual, and logic (problem solving). 2Multifactorial intervention; 30 sessions, 90 minutes each; domains including 
cognitive stimulation and learning of specific strategies, memory concepts, and application module to daily life. 3Advanced cognitive training for 
independent and vital elderly; 12-week training; domains including attention, memory, and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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