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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hysical disability may result in some impairment of the score for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physical disability on IADL in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D), amnestic mild cognitive impairment (aMCI),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SVD), and vascular mild 

cognitive impairment of the subcortical type (svMCI).

Methods: Fifty-six patients with AD, 30 with SVD, 27 with aMCI, and 21 with svMCI were recruited consecutively from 

a memory clinic. Informants for the subjects completed a Korean version of the IADL (K-IADL). In addition, the 

informants were asked to choose the cause of each dependent activity of K-IADL from the following: cognitive 

impairment, physical disability, or both. The cause of the physical disability was defined as being focal neurologic 

symptoms, other physical disease, or both.

Results: Compared to AD patients, SVD patients had higher K-IADL scores [2.02±0.80 (mean±SD) vs. 1.45±0.90, p<0.01] 

and focal neurologic signs (FNS; 8.0±5.8 vs. 0.0±0.0, p<0.001), and lower Barthel Index scores (14.7±5.1 vs. 19.6±1.2, 

p<0.001). Patients with svMCI had higher FNS (3.8±4.5 vs. 0.0±0.0, p<0.001) compared to those with aMCI. The most 

common cause of dependency of activities in K-IADL was cognitive impairment in AD, aMCI, and svMCI patients, and 

the combined effect of cognitive impairment and physical disability in those with SVD. The cause of physical disability 

was FNS in 96% of SVD patients and in all patients with svMCI. 

Conclusions: The effects of FNS as well as cognitive impairment should be considered when measuring the IADL of the 

patients with SVD or svM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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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5년도 통계청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

구는 전국민의 9.2%이다.1 202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는 전국민의 15.6%에 달하며,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

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Fourth Edition (DSM-IV)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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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후천적으로 발생한 인지기능의 저하로 직업이나 사회생활의 

기능 장애가 동반될 때 치매라고 정의한다.2 따라서 치매의 진

단을 위해서는 복잡한 일상생활 기능을 측정하는 도구일상생활

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의 평가

가 필요하다. 치매가 경도인지장애와 구분되는 가장 뚜렷한 차

이는 도구일상생활능력이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점이다.3 

또 도구일상생활능력은 치매의 초기부터 감퇴하기 때문에 치매

를 조기에 진단하는 데 유용하며,4 도구일상생활능력의 개선 여

부가 치매 치료제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5

도구일상생활능력은 나이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6 고령

에서는 퇴행관절염 등의 육체적 질병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노쇠가 독립적인 도구일상생활능력에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일 

수 있다. 인지기능이 저하되지 않았더라도 육체적 질병이 있으

면 도구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7 임상에서는 국소 신경

학적 증상으로 인한 육체장애를 동반한 혈관성 인지장애 환자

에서 도구일상생활능력이 인지기능에 비하여 과도히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환자들을 혈관성치매와 혈관성 경도인지

장애 중에서 어느 쪽으로 진단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AD), 

피질하혈관성치매(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SVD), 기억

성 경도인지장애(amnestic mild cognitive impairment, aMCI),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vascular MCI of subcortical type, 

svMCI) 환자들을 대상으로 육체장애가 도구일상생활능력 저하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대상과 방법

1. 대상 

2008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인하대학병원 신경과의 치

매클리닉을 내원한 환자 중에서 포함 기준을 충족하는 알츠하

이머병 56명, 피질하혈관성치매 30명, 기억성 경도인지장애 27

명,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 21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알츠하이머병은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and 

Communicative Disorders and Stroke-Alzheimer’s Disease 

and Relate Disorders Association’8에 의한 ‘probable’ 알츠

하이머병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질하혈관성치매는 DSM-IV에 의한 혈관성치매의 진단 기준9

과 Erkinjuntti 등10이 제시한 피질하혈관성치매의 영상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뇌 MRI의 T2 

강조영상에서 뇌실주변 백색질의 고신호강도 영역의 최장 직경

이 10 mm 이상이고 심부 백색질의 허혈성 영역의 최장 직경이 

25 mm 이상이면서 한 개 이상의 열공뇌경색이 존재하거나, 5

개 이상의 열공뇌경색이 있으면서 뇌실주변 백색질의 고신호강

도 영역의 최장 직경이 10 mm를 초과하거나 심부 백색질의 허

혈성 영역의 최장 직경이 25 mm 이상이고, 피질에 뇌경색이 관

찰되지 않는 경우에 피질하혈관성치매로 진단하였다. 기억성 

경도인지장애는 보호자나 환자가 예전보다 감퇴된 기억장애를 

호소하고, 서울신경심리 검사11의 Seoul Verbal Learning Test

의 지연회상 점수가 비슷한 나이와 학력의 정상인 평균의 1.5 

표준편차 미만이고, Clinical Dementia Rating (CDR) Scale 

0.5이며,12 일상생활능력이 유지되어 있고, 치매가 아니면서,13 

뇌 MRI에서 인지장애의 원인이 될 혈관성 병변이나 다른 질환

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

애의 진단은 Frisoni 등14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는 CT 대신 MRI를 사용하였고, 진단을 위한 허혈성 병변

의 크기의 하한선을 제시하였으며, 열공뇌경색이 다섯 개 이상 

관찰되고 중등도의 허혈성 백색질 병변이 관찰되는 경우를 추

가하였다. 즉, 서울신경심리 검사의 Stroop 검사에서 색깔읽기

의 정반응이나 1분 동안 동물이름대기 점수가 비슷한 나이와 학

력의 정상인의 1.5 표준편차 미만이고, 국소신경학적 징후가 관

찰되거나 기왕력이 있으며, CDR 0.5이고, 일상생활능력이 유

지되어 있으며, 치매가 아니고, 뇌 영상에서 뇌실주변 백색질과 

심부 백색질에 군데군데 최장 직경이 25 mm 이상인 허혈성 변

화가 관찰되거나, 비교적 좌우 대칭적인 광범위한 허혈성 변화

와 1개 이상의 열공뇌경색이 존재하거나, 5개 이상의 열공뇌경

색이 있으면서 뇌실주변 백색질의 고신호강도 영역의 최장 직

경이 10 mm를 초과하거나 심부 백색질의 허혈성 영역의 최장 

직경이 25 mm 이상인 경우에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로 진

단하였다.

임상병리검사에서 인지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매독, 비타민 B12나 엽산 결핍, 만성신부전이나 

간부전 등의 대사질환,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악성 종양이 관

찰되거나, 알츠하이머병 이외의 퇴행성 뇌질환이 의심되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약물중독이나 매일 세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알코올중독의 기왕력이나 정신병이 있거나, 뇌염, 한 시간 이상 

의식을 잃은 뇌외상, 외상성 뇌출혈, 뇌종양의 기왕력이 있거

나, 치매 이외에 보행이나 일상생활능력에 영향을 주는 척수, 

근육, 말초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2. 조사 방법

기존의 한국판 도구일상생활능력(Korean–Instrument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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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aily Living, K-IADL)15의 우측 끝 ‘해당 없음’의 칸 옆에, 

매 항목마다 ‘정신, 육체, 양쪽’이 단어마다 한 줄씩 세 줄로 적

힌 칸을 만들었다. 환자와 함께 내원한 보호자에게 위와 같이 

수정한 K-IADL과 바텔지표(Barthel Index)16를 제시하고 작성

하도록 하였다. 보호자가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K-IADL의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고 도움이 필요한 항목에

서 그 이유가 인지장애 때문이면 ‘정신’에 동그라미를 하고, 육

체장애로 인한 것이면 ‘육체’에 동그라미를 하며, 인지장애와 

육체장애 둘 다 때문이면 ‘양쪽’에 동그라미를 하라고 설명하였

다. 기능저하의 원인이 ‘육체’나 ‘양쪽’이라고 답한 경우는 보호

자에게 구체적으로 육체장애가 무엇인지 질문하여, 국소 신경

학적 증상으로 인한 것인지, 관절통 등의 기타 육체적 질병으

로 인한 것인지, 둘 다인지 조사하였다. 보호자가 작성을 마친 

뒤에는 연구자가 K-IADL과 바텔지표를 검토하여 빠진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추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환자와 보호자와의 면담 후 CDR을 작성하였고, 환

자들에게는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를 하였다.17 또 환자에게 신경

학적 검사를 하여 국소 신경학적 징후(focal neurologic signs, 

FNS) 점수를 산출하였다. FNS는 0~39점으로, 시야장애(1점), 

안구운동장애(1점), 구음장애(1점), 삼킴장애(1점), 안면마비(1

점), 병적웃음(1점), 병적울음(1점), 사지위약(4점, 좌우 상하

지 각 1점), 사지의 감각저하(4점, 좌우 상하지 각 1점), 건반사 

항진(8점, 좌우 이두근반사, 삼두근반사, 무릎반사, 발목반사 

각 1점), 바빈스키징후(2점, 좌우 각 1점), Chaddock징후(2

점, 좌우 각 1점), 상지 경직(1점), 하지 경직(1점), 축상 경직

(axial rigidity)(1점), 운동완만(bradykinesia)(1점), 편마비보

행(hemiplegic gait)(1점), 조화롭지 못한 보행(ataxic gait)(1

점), 상체가 구부정한 자세(stooped posture)(1점), 보폭이 작

음(short-step gait)(1점), 보행이 점점 빨라짐(festinating gait) 

(1점), 발을 질질 끌음(shuffling gait)(1점), 보행 시 팔 움직임 

감소(1점), pivot 회전(1점)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분석방법

나이, 학력, K-MMSE, 바텔지표, CDR, FNS의 평균 점수, 

K-IADL의 총점과 각 항목의 평균 점수, ‘정신’, ‘육체’, ‘양쪽’ 

때문에 독립수행이 어려운 K-IADL의 항목 수의 평균을 알츠하

이머병과 피질하혈관성치매군 간, 기억성 경도인지장애와 피질

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군 간, 피질하혈관성치매와 피질하혈관

성 경도인지장애군 간에 각각 t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알츠하이

머병과 피질하혈관성치매군 간, 기억성 및 피질하혈관성 경도

인지장애군 간, 피질하혈관성치매와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

애군 간에 나이와 성별의 영향을 보정한 K-IADL의 점수 차이

를 각각 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조사하였다. 성별, 정보제공자

의 유형과 동거 여부의 차이는 알츠하이머병과 피질하혈관성치

매군 간, 기억성 경도인지장애와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군 

간, 피질하혈관성치매와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군 간에서 

각각 chi-square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에서 ‘육체’, 

‘양쪽’의 문제로 독립수행이 어려운 K-IADL 항목 수 각각에 대

한 FNS의 영향을 나이와 성별의 영향을 보정하여 다중선형회

귀분석으로 조사하였다.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의 임상적 특성 

알츠하이머병 56명, 피질하혈관성치매 30명, 기억성 경도인

지장애 27명,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 21명의 나이, 성별, 

학력, 정보를 제공한 보호자의 유형과 동거 여부, K-MMSE, 

CDR, 바텔지표, K-IADL, FNS의 점수를 제시하였다(Table 

1). 피질하혈관성치매군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보다 유의하게 

남자가 많았고, 바텔지표가 낮았으며(14.7±5.1 vs. 19.6±1.2, 

p<0.001), K-IADL과(2.02±0.80 vs. 1.45±0.90, p<0.01) FNS 

점수가 높았다(8.0±5.8 vs. 0.0±0.0, p<0.001). 로지스틱회

귀분석을 하여 나이와 성별의 영향을 보정하고도 피질하혈관성

치매군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보다 K-IADL의 점수가 유의하

게 높았다(p<0.05).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평균 

나이가 기억성 경도인지장애보다 유의하게 적었고(68.1±7.6세 

vs. 73.2±6.7세, p<0.001), FNS 점수가 높았다(3.8±4.5 vs. 

0.0±0.0, p<0.001).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여 나이와 성별의 

영향을 보정하여도 피질하혈관성 및 기억성 경도인지장애군 간

에는 K-IADL의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피질하혈관성

치매군은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비해 학력은 큰 

차이가 없으나 나이가 유의하게 더 많았으며, K-MMSE, 바텔

지표 점수가 유의하게 낮고, K-IADL과 FNS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여 나이와 성별의 영향을 보정

하고도 피질하혈관성치매군에서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 

환자보다 K-IADL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2).

2. 질병군 간의 K-IADL 세부항목 점수의 비교

시장보기(2.0±1.0 vs. 1.3±1.3, p<0.05), 교통수단 이용(2.4± 

0.8 vs. 1.6±1.2, p<0.01), 기구 사용과 집안일하기(2.3±1.0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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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SVD aMCI svMCI
Number of subjects 56 30 27 21
Age (years) 73.9±6.6 74.6±7.5 73.2±6.7 68.1±7.6c

Male : Female 9 : 47 20 : 10a 9 : 18 9 : 12
Education (years)   4.0±5.0 6.0±4.1 6.2±4.5 6.2±5.7
Informants

Spouse : son/daughter : relative 16: 38: 2 14: 16: 0 10: 17: 0 12: 8: 1
Living with the patient (%) 44 (79%) 27 (90%) 15 (56%) 13 (62%)

K‐MMSE 16.3±4.9 16.2±5.8 23.3±4.1 22.6±4.3
CDR   0.94±0.59   1.03±0.69   0.50±0.00   0.55±0.15
Focal neurologic sign score   0.0±0.0    8.0±5.8a   0.0±0.0    3.8±4.5d

Barthel Index 19.6±1.2  14.7±5.1a 20.0±0.2 19.9±0.4
K‐IADL   1.45±0.90     2.02±0.80b   0.33±0.32   0.43±0.52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K-IADL; Korean–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p<0.001 and bp<0.01, compared with AD patients, cp<0.05 and dp<0.001, compared with aMCI patients

Table 2. The mean scores of items of Korean–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in the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D),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SVD), amnestic mild cognitive impairment (aMCI), and vascular MCI of subcortical type (svMCI) 

Items of K-IADL AD SVD aMCI svMCI
1. Shopping 1.3±1.3   2.0±1.0a 0.2±0.4 0.4±0.7
2. Transportation 1.6±1.2   2.4±0.8b 0.2±0.7 0.6±0.8
3. Handling finances 1.7±1.2 2.1±1.1 0.4±0.7 0.2±0.5
4. House keeping 1.1±1.0   2.3±1.0c 0.2±0.5 0.5±0.8
5. Preparing meals 1.6±1.1   2.4±1.0b 0.5±0.7 0.6±1.0
6. Using telephone 1.3±1.2 1.6±1.2 0.2±0.5 0.3±0.6
7. Medication 1.4±1.1 1.7±1.2 0.2±0.4 0.3±0.7
8. Recent memory 1.9±0.8 1.8±1.1 0.8±0.6 0.6±1.0
9. Hobbies 1.5±1.1   2.2±1.1a 0.1±0.4 0.3±0.7
10. Watching TV 1.1±1.1 1.4±1.2 0.3±0.4 0.3±0.6
11. Fixing 2.2±1.1   2.9±0.5b 0.6±0.8 0.9±1.1

ap<0.05, bp<0.01, and cp<0.001, compared with AD patients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D),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SVD), amnestic mild cognitive 
impairment (aMCI), and vascular MCI of subcortical type (svMCI) 

Cause AD SVD aMCI svMCI
Cognitive impairment 6.3±3.3 2.3±2.5a 2.3±2.1 1.7±2.0
Physical disability 0.4±0.9 1.3±1.8a 0.4±0.6 0.6±1.1
Both 1.0±2.0 5.1±3.8a 0.2±0.5 0.8±2.1

ap<0.01, compared with AD patients

Table 3. The mean numbers of Korean–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tems according to a cause of dependency in the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D),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SVD), amnestic mild cognitive impairment (aMCI), and 
vascular MCI of subcortical type (svMCI)

1.1±1.0, p<0.001), 음식 준비(2.4±1.0 vs. 1.6±1.1, p<0.01), 

취미 생활(2.2±1.1 vs. 1.5±1.1, p<0.05), 집안 수리(2.9±0.5 

vs. 2.2±1.1, p<0.01)에서 피질하혈관성치매 환자가 알츠하이

머병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Table 2). 피질하혈관성 경

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집안수리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억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점수 차이가 0.3점 이상으로 높

은 항목은 집안 수리(0.9±1.1 vs. 0.6±0.8)와 교통수단 이용

(0.6±0.8 vs. 0.2±0.7) 항목이었다. 모든 항목들에서 피질하

혈관성치매군에서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 환자보다 유의

하게 점수가 높았다. 

3. 도구일상생활능력에서 도움이 필요한 원인의 분석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6.3항목에서 인지

장애로 인하여 도구일상생활능력에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하

다고 답하였고, 육체장애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항목은 평균 

0.4개, 인지장애와 육체장애 둘 다로 인한 항목이 평균 1.0개였

다(Table 3). 피질하혈관성치매 환자에서는 독립수행이 불가

능한 원인으로 인지장애와 육체장애 둘 다로 인한 항목 수가 

평균 5.1개로 가장 많았고, 인지장애로 인한 항목이 평균 2.3

개, 육체장애만으로 인한 항목은 평균 1.3개였다(Table 3). 

알츠하이머병 18명(32%)은 한 항목 이상에서 육체장애가 기

능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이들에서 육체장애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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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impairment / physical disability / Both

Items of K-IADL AD SVD aMCI svMCI
1. Shopping 25 (76%)/1/7 4/6/14 (58%) 4 (67%)/2/0 3 (50%)/1/2
2. Transportation 33 (79%)/3/6 1/9/18 (68%) 3 (100%)/0/0 3 (38%)/3 (38%)/2
3. Handling finances 42 (95%)/0/2 7/3/15 (60%) 6 (75%)/0/2 3 (75%)/0/1
4. House keeping 21 (66%)/4/7 3/5/17 (68%) 2/1/2 2/2/2
5. Preparing meals 24 (60%)/3/13 2/2/16 (80%) 5 (56%)/2/2 1/1/3 (60%)
6. Using telephone 34 (89%)/1/3 11/0/11 4 (100%)/0/0 5 (83%)/0/1
7. Medication 39 (93%)/0/3 13 (57%)/0/10 6 (100%)/0/0 4 (80%)/0/1
8. Recent memory 52 (95%)/0/3 18 (67%)/0/9 19 (100%)/0/0 7 (88%)/0/1
9. Hobbies 22 (61%)/3/11 1/4/18 (78%) 1 (100%)/0/0 2 (50%)/1/1
10. Watching TV 29 (88%)/0/4 10 (50%)/1/9 7 (100%)/0/0 5 (100%)/0/0
11. Fixing 20 (61%)/2/11 1/7/17 (68%) 4/5 (66%)/0 0/4 (57%)/3

Table 4. The numbers of subjects according to a cause of dependency in each items of Korean–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in the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D),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SVD), amnestic mild cognitive impairment (aMCI), and vascular 
MCI of subcortical type (svMCI)

인은 17명에서는 무릎이나 허리 통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었고 1명에서는 기운이 없어서라고 답하였다. 피질하혈관성치

매 26명(87%)은 한 항목 이상에서 육체장애가 기능저하에 영향

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25명(96%)은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 원

인이었고 1명은 국소 신경학적 증상과 무릎 통증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답하였다.

인지장애로 인하여 독립수행이 불가능한 항목이, 기억성 경

도인지장애 환자들에서는 평균 2.3항목으로 피질하혈관성 경도

인지장애보다 많았다. 인지장애와 육체장애 둘 다 및 육체장애

만으로 독립수행이 불가능한 항목 수는 각각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에서 기억성 경도인지장

애 환자보다 빈번하게 관찰되었다(Table 3). 

기억성 경도인지장애 27명 중에서 한 항목 이상에서 육체장

애가 기능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경우는 6명(22%)이었

다. 이들에서 육체장애의 원인은 모두 무릎이나 허리 통증과 같

은 근골격계 질환이었다.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 21명 중 

한 항목 이상에서 육체장애가 기능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

한 경우는 8명(38%)이었다. 이들 모두에서 육체장애의 원인은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었다.

피질하혈관성치매군은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비하여 인지장애와 육체장애 둘 다로 인하여 독립수행이 불가

능한 항목 수가 유의하게 많았다(p<0.001).

전체 연구 대상에서 인지장애와 육체장애 둘 다로 인하여 독

립수행이 불가능한 항목 수에는 나이(Beta=0.29, p<0.001)와 

FNS 점수가(Beta=0.46, p<0.001)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R2=0.24). 육체장애만으로 인한 항목 수에는 FNS 점수만 관

련되는 경향이 있었다(R2=0.05, Beta=0.18, p=0.076). 

4. K-IADL의 각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한 원인 분석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독립수행이 불가능

한 이유로 인지장애가 가장 많았다(Table 4). 독립수행이 불가

능한 이유로 인지장애와 육체장애 둘 다인 경우가 25% 이상으

로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된 항목은 음식 준비, 취미 생활, 집안 

수리 항목이었다(Table 4). 피질하혈관성치매에서는 전화 사

용, 약 복용, 최근 기억, 텔레비전 시청에서 도움이 필요한 원인

은 인지장애가 50% 이상이었고, 시장보기, 교통수단 이용, 돈 

관리, 기구 사용과 집안일하기, 음식 준비, 취미 생활, 집안 수

리 항목에서는 인지장애와 육체장애 둘 다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Table 4).

기억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는 기구 사용과 집안일하기에

서는 인지장애, 인지장애와 육체장애 둘 다 때문인 경우가 비슷

하였고, 그 외의 모든 항목에서 인지장애가 기능저하의 가장 많

은 원인이었다(Table 4).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는 돈 관리, 전화 사용, 최근 기억, 약 복용, 취미 생활, 텔레비

전 시청, 시장보기에서는 인지장애가 기능저하의 가장 많은 원

인이었고, 기구 사용과 집안일하기, 교통수단 이용, 음식 준비, 

집안 수리는 육체장애나 인지장애와 육체장애 둘 다로 인한 경

우가 많았다.

고  찰

본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피질하혈관성치매, 기억성 경도인

지장애,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육체장애가 도구

일상생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조사한 연구이다. 알

츠하이머병과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는 육체장애가 도구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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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나 피질하혈관성 치매 환

자에서는 인지장애뿐만 아니라 국소 신경학적 증상들로 인한 

육체장애도 도구일상생활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질하혈관성치매 환자는 알츠하이머병과 K-MMSE 점수와 

나이에 차이가 없었으나 도구일상생활능력과 육체적 일상생활

능력 및 국소 신경학적 징후 점수에서 더 저하된 소견을 보였

다. 피질하혈관성치매 환자들은 최근 기억을 제외한 모든 항목

들에서 알츠하이머병보다 도구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되어 있었

고, 특히 시장 보기, 교통수단 이용, 기구 사용과 집안일하기, 

음식 준비, 취미 생활, 집안 수리 항목에서 알츠하이머병보다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었다. 

피질하혈관성치매는 알츠하이머병보다 남자가 많았지만, 음

식 장만이나 집안일하기와 같이 남자들이 잘 하지 않는 항목18 

외에 집안 수리와 같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잘 하는 항목에서도 

알츠하이머병보다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성별의 영향을 보

정하고도 두 군 간에 K-IADL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어, 성비

의 차이가 K-IADL 점수 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

되지 않는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는 K-IADL 항목에서 독립수행이 

불가능한 원인이 인지장애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피

질하혈관성치매에서는 인지장애와 육체장애 둘 다로 인한 경

우가 많았다. 혈관성치매 환자에서 집행기능뿐만 아니라 

Grooved Pegboard 검사를 통해 평가한 운동기능도 도구일상

생활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19는 피질하혈관성치매 

환자의 도구일상생활능력의 저하에 인지장애뿐만 아니라 육체

장애도 관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도구일상생활능력 항목 중에서도 실제 운동능력이 필요한 항

목이 있는데, 집 밖으로 외출, 시장보기, 집안일하기, 음식준비, 

빨래하기와 같은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Physical 

IADL’이라고 분류하였다.20 그리고 약 챙겨먹기, 전화 받기, 돈 

관리 등은 ‘Cognitive IADL’이라고 하였다.20 이처럼 도구일상

생활능력에서 육체적 활동을 동반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

에 도구일상생활능력의 저하에 인지장애뿐만 아니라 육체

기능 저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Cognitive IADL’에 해당하는 전화 사용, 약 복용, 최근 기억의 

기능저하는 피질하혈관성치매 환자에서도 인지장애가 가장 빈

번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피질하혈관성치매 환자에서 돈 관리

의 기능저하는 인지장애와 육체장애가 같이 영향을 미치는 소

견이 관찰되었다. 이는 K-IADL의 돈 관리 항목에서 용돈 관리 

외에 육체적 활동도 필요로 하는 은행 업무 처리 등의 독립수행 

여부를 질문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기억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최근 기억 항목에서는 피질하

혈관성 경도인지장애보다 더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기억

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도구일상생활능력 저하의 원인은 대

부분이 인지장애 때문이었으나,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에

서는 집안 수리, 음식 준비, 기구 사용과 집안일하기, 교통수단 

이용과 같은 ‘Physical IADL’ 항목들에서 기억성 경도인지장애

보다 점수가 높았고 장애의 원인도 육체장애나 인지장애와 육

체장애 둘 다로 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육체장애가 피질하혈관

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기억성 경도인지장애보

다 FNS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 피질하혈관성치매와 피질

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육체장애의 원인은 국소 신경

학적 증상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피질하혈관

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는 육체장애보다는 인지장애가 도구

일상생활능력의 저하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는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국소 신경학적 

징후가 경미하여 피질하혈관성치매보다 도구일상생활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3.8±4.5 vs. 

8.8±5.8, p=0.01).

육체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항목 수 및 인지장애와 육체장애 

둘 다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항목 수는 국소 신경학적 징후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소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환자에서는 도구일상생활능력의 저하에 육체장애

가 관여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장보기, 음식 준비, 

취미 생활, 교통수단 이용, 집안 수리, 기구 사용 및 집안일하기

와 같은 ‘Physical IADL’로 분류되는 항목들에서는 기능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호자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알

츠하이머병과 기억성 경도인지장애 중의 소수 환자에서도 관절

염 등의 육체적 질병이 도구일상생활능력의 저하에 일부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수가 적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연구의 대

상을 혈관성 인지장애 환자 중에서도 피질하혈관성치매와 피질

하혈관성 경도인지장애로 한정하였고 자세한 신경심리검사를 

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좀더 많은 환자들

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피질하혈관성치매와 피질하혈관성 경도인지장

애 환자에서는 도구일상생활능력의 저하에 인지장애뿐만 아니

라 국소 신경학적 증상으로 인한 육체장애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환자에

서는 도구일상생활능력을 평가할 때 육체장애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알츠하이머병, 기억성 경도인지장애, 피질하 유형의 혈관성치매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에서 육체기능 저하가 도구일상생활능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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