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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dual-task evaluation applied to the screening of mild cognitive impairment. 

It also aims to present various evaluation items and results analysis methods for dual tasks applied to patien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Methods: We conducted a systematic search of published studies in PubMed databases and KISS from January 2000 to August 

2020 using the main keywords such as “Dual task,” “Mild Cognitive impairment,” “Elderly,” and “Screening.” We selected a total 

of 10 studies for the analysis from 1314 searched articles.

Results: We analyzed the qualitative level of 10 studies that were nonrandomized two-group studies with evidence level II 

(100.0%).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vidence level of the studies was high. We analyzed 10 studies and identified 12 motor 

tasks and 19 cognitive tasks. Walking was the most commonly used evaluation motor task and counting backward by ones and 

naming animals were the most commonly used evaluation cognitive tasks. Moreover, the velocity speed was the most used result 

analysis metho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ual-task performance between patients with normal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the selection of dual-task evaluation items and methods of 

analyzing the results for screening mild cognitive impairment. Furthermore, they are expected to be used for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dual-task evaluation tools.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the usage trends of dual-task evaluation by 

cultural differences in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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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14.4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노인 인

구 중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환

자는 약 167만 명이고, 유병률은 22.58 %로 약 5명 중 1

명이 경도인지장애 환자로 추정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2019).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와 정상 

노화의 인지 영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도인지장

애 환자 중 10~15 %는 치매로 이환된다(Huang 등, 2007; 

Petersen, 2004). 경도인지장애는 일반적인 지적능력과 일

상생활활동 수행은 유지되나 기억력과 주의집중력과 같

은 인지기능에서 부분적인 장애를 보이는 증상을 말한

다(Petersen 등, 1999). 경도인지장애 진단 기준을 살펴보

면 첫째, 치매가 아닌 경우, 둘째, 환자 또는 보호자의 주

관적 기억 저하, 셋째, 객관적인 기억력 손상, 넷째, 기억

력을 제외한 전반적 인지기능 정상, 다섯째, 일상생활활

동은 전반적으로 보존되는 경우를 말한다(Petersen 등, 

1999). 

현재 임상에서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는 평가를 살펴

보면 임상 증상 관찰 또는 보호자 및 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매 환자에게 사용되는 평가

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Park & Park, 2016). 임상에

서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필 

검사는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K)와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이다(Jung, 2010; Lee 등, 1997). 그

러나 이러한 지필 검사는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는데 

필요한 반응속도를 측정하지 못하며 표준화된 실시 절

차를 따르지 않거나 미숙한 검사를 진행할 경우 검사 결

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Phillips 등, 2013; Wounter 

등, 2014). 지필 검사 이외의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는 

평가도구로는 전산화 인지기능 평가 시스템이 있다. 전

산화 인지기능 평가 시스템은 한 번의 시행으로 모든 인

지 영역을 평가하여 종합점수를 바탕으로 경도인지장애

를 선별한다(Zygouris & Tsolaki, 2015). 그러나 전산화 

인지기능평가는 컴퓨터로 시행하여 고령자를 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없어 평가 결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

다(Werner & Korczyn, 2012). 

이처럼 지필 검사와 전산화 인지기능평가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도인지장애 선별을 위해 이중과제 평

가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Gillain 등, 2009). 이중과제는 

두 가지 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하나의 

과제 수행 시 다른 과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Pellecchia, 2005). 이중과제 평가에 한 연구를 살펴보

면 국외에서는 운동과제와 인지 과제를 결합한 이중과

제를 사용되고 있었으며, 초기에는 부분 걷기와 인지 

과제를 결합한 이중과제 평가로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

였으나, 최근에는 상지를 사용하는 운동과제와 인지 과

제를 결합한 이중과제를 적용한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Toosizadeh, 2019; Yang 등, 2020). 국내에는 이중과제 평

가를 적용한 연구에서는 운동과제는 보행과 상지를 사

용하는 운동과제를 적용하였으며, 인지 과제는 동물이름

기를 사용하였다(Kwak, 2020). 이중과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동과제는 보행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인지 

과제는 숫자 거꾸로 세기, 연속으로 7 빼기 등을 사용하

였다(Yang 등, 2020). 이중과제 평가는 정상 노인과 경도

인지장애 노인을 상으로 이중과제 수행시 보행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연구에서 이

중과제 수행 시 인지 과제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정상 

노인과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선별하는데 큰 민감도를 

나타나며, 걸음과 결합된 인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과제 평가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진단하는데 유용

한 평가임을 보고하였다(Bahureksa 등, 2017; Kwak, 

2020; Yang 등, 2020). 이처럼 이중과제평가는 경도인지

장애를 선별하는데 매우 유용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이중과제평

가에 관한 체계적 고찰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인지장애 선별에 적용

된 이중과제 평가에 한 체계적 고찰을 통해 경도인지

장애 환자에게 적용한 이중과제의 다양한 평가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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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논문 검색 및 데이터 수집

이중과제 평가에 한 체계적 고찰을 위해 최근 10년

간 출판된 논문 중 이중과제를 사용하여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선별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도구로는 전자 

데이터 베이스인 PubMed와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를 사용하였다. 주요 검

색 용어로는 ‘이중과제 OR dual task’, ‘경도인지장애 OR 

mild cognitive impairment’, ‘노인 OR elderly’과 ‘선별 OR 

screening’를 사용하였다. 논문 검색을 위하여 국내논문

은 책 및 국내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국외논문

은 Mesh Term을 사용하였다. 최초 검색 시 1,314개의 논

문이 검색되어, 검색된 논문을 1차적으로 주저자와 교신

저자가 독립적으로 제목과 초록을 분석하여 연구 상 

포함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연구 1134편을 제외하고 180

편의 논문이 2차로 선정되었다. 이 후 논문의 전문을 확

보하여 2차적으로 논문의 본문 내용을 분석하여 170편

의 논문을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의 포함기준 및 배제기

준에 적합한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연구

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의 포함 및 배제기준에 

한 이견이 있을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논문 선정 및 제외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

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포함기준은 1) 경도인지장애

로 진단받은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 2) 이중과제 평가

를 수행한 연구, 3) 조군(정상노인)을 사용하여 비교한 

연구, 4) 결과측정 변수에 이중과제 평가 결과가 포함된 

경우로 하였다. 배제 기준은 1) 경도인지장애가 주 진단

이 아닌 경우, 2) 이중과제 평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3) 체계적 고찰 및 메타 연구인 경우, 4) 한국어 또는 영

어가 작성되지 않은 논문이었다. 그 결과 총 10개의 논

문이 본 연구의 분석 상으로 사용되었다(Fig 1).

Broad primary search terms : ‘dual task’,‘mild cognitive impairment’, ‘elderly’,
 ‘screening’

↓

First literature search
records identified (n=1314)

↓ ←
1134 excluded following

review of title or abstract

Second literature search
records identified

(n=180)

↓ ←
Filtering : experimental study, full text articles Applied dual task 

based screening test
(170 records rejected)

10 studies were selected for this review 
(n=10)

Fig 1. Flow diagram of the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2. 분석 방법

분석 상 논문의 질적 수준 평가 방법은 연구의 질적 

수준(level of evidence)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Arbesman 

등(2008)이 제시한 5단계의 근거하여 주저자와 교신저자

가 함께 분석하였다. 최종 선정된 10편의 논문의 특징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의 질적 수준, 경도인지장애 선별을 

위해 사용된 이중과제의 특성을 저자/연도, 평가내용, 점

수화 순으로 제시하였다(Appendi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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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분석대상 연구의 질적수준

선정된 국내·외 논문 10편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결

과, 10편 모두 Ⅱ단계인 두 집단간 비무작위 연구

(non-randomized two group studies)였다(Table 1). 

Evidence level Definition Frequency

Ⅰ

Systematic reviews 

 0 (0.0)Meta-analyse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Ⅱ Two groups non-randomized studies  10 (100)

Ⅲ One group non-randomized studies 0 (0.0)

Ⅳ
Single subject designs

0 (0.0)
Surveys

Ⅴ

Case reports 

0 (0.0)Narrative literature reviews

Qualitative researches 

Total  10 (100.0)

Table 1. Level of quality among each study  n (%)

2. 경도인지장애 선별을 위한 이중과제 운동 평가 항목

이중과제 운동 평가 항목은 보행을 기반한 평가가 10

편 중 8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지를 기반으로 한 

평가, 증강현실 평가, 균형평가, Timed up and go test는 

각각 1편씩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2편의 경우 2가지 운

동평가 항목 적용하였다(Table 2).

Dual task evaluation items Article no. Frequency

Motor 

Walk test 1, 2, 3, 4, 6, 7, 8, 10 8 (75.0)

Elbow flexion test 9 1 (6.25)

Augmented reality test 8 1 (6.25)

balance test 10 1 (6.25)

Timed up and go test 5 1 (6.25)

Total 12 (100)

Table 2. Dual task evaluation items for screening mild cognitive impairment(motor) n (%)

3. 경도인지장애 선별을 위한 이중과제 인지 평가 항목

이중과제 인지 평가 항목은 숫자 거꾸로 세기가 10편 

중 6편, 동물이름 기가 5편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속 7

빼기의 경우 2편으로 나타났으며, 연속 3빼기, 언어 유창

성, 짧은 이야기 회상, 5자 단어 거꾸로 말하기, 달을 역

순으로 말하기, 카드숫자 번호 다이얼 누르기가 각각 1

편씩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10편 중 7편에서는 2가지 

이상 인지평가 항목을 적용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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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task evaluation items Article no. Frequency

Cognition

Counting backward by ones 1, 2, 6, 8, 9, 10 6 (31.58)

Naming animals 1, 3, 5, 6, 8 5 (26.33)

Counting backwards by sevens 1, 3 2 (10.53)

Counting backwards by threes 9 1 (5.26)

Phonemic fluency 2 1 (5.26)

Short story recall 2 1 (5.26)

Spelling five-letter words backward 4 1 (5.26)

Reciting months in reverse order 5 1 (5.26)

Dial the numbers of the card 7 1 (5.26)

Total 19 (100)

Table 3. Dual task evaluation test items for screening mild cognitive impairment (cognition)   n (%)

4. 경도인지장애 선별을 위한 이중과제 결과 분석방법

이중과제 결과 분석방법은 운동과제와 인지과제로 분

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 중 가장 높게 적용된 것

은 운동 과제의 경우 선정된 10편의 논문 중 8편에서 운

동과제를 수행하는 속도를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으

며, 인지 과제의 경우에는 10편의 논문 중 5편에서 인지

과제 수행시 정답 수를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Table 4).

A method of analyzing the results of dual task Article no. Frequency

Motor

velocity (speed) 1, 2, 3, 4, 6, 8, 9, 10 8 (28.57)

Stride time 2, 3, 6 3 (10.71)

Stride time variability (%CoV) 2, 3, 6, 8 4 (14.28)

TUGT time 5, 7 2 (7.14)

Cadence 7 1 (3.58)

Elbow flexion number 9 1 (3.58)

number of strides 10 1 (3.58)

Cognition
Counted numbers (correct) 2, 4, 5, 9, 10 5 (17.85)

Number of errors 7, 9, 10 3 (10.71)

Total 28 (100)

Table 4. A method of analyzing the results of dual task for screening mild cognitive impairment n (%)

Ⅳ. 고 찰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선별에 적용된 이중

과제를 사용하여 평가한 연구를 고찰하여 이중과제의 

평가 항목, 사용 빈도, 결과 분석 방법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여 이중과제를 적용한 평가의 사용 경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10편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의 질적 수준은 두 그룹-실험군과 조군 연구가 10

편(100 %)로 나타나 수준 높은 근거 마련하기 위해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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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애 환자의 조기발견 및 중재를 하기 위해 경도 인지

장애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 방법에 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와 일치한다(Dickerson 등, 2009). 

그러나 이중과제 평가를 사용한 무작위 비교 연구는 현

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과제 평

가는 연구마다 이중과제 항목 및 결과측정 기기가 다르

게 적용하고 있어 연구 결과를 종합하기에는 증거가 부

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ang 등, 2020). 이는 현재까

지 이중과제에 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는 있

으나 경도인지장애를 선별을 위해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이중과제 평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이중과제 항목 및 측정기기

를 사용한 평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 선별에 사용된 이중과제 

평가항목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운동과제는 보행(75.0 %)

이었다. 이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 적용

된 이중과제평가에 한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Bahureksa 등, 2017). 보행장애는 인지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30년 전부터 관찰되었

으며, 백색질(white matter) 또는 해마(hippocampus)의 퇴

행은 인지기능 중 실행기능 장애와 보행장애를 동시에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Doi 등, 2015). 이는 인지 장

애가 있는 사람들이 보행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에 한 

근거를 알 수 있다. 또한 보행속도 감소 및 보행 변화량

의 증가는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에 선행 될 수 있으며 

신경심리학적 인지기능 변화보다 보행 장애가 더 빠르

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Bridenbaugh & Kressig, 

2015; Kikkert 등, 2016).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이

중과제 평가 시 운동과제 선택 시 보행을 가장 많이 사

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과제 평가에 가장 사용된 인지 과제는 숫자 거꾸

로 세기(31.58 %)와 동물이름 기 (21.33 %)로 나타났다. 

숫자 거꾸로 세기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과 집중

력(attention)을 평가할 수 있으며, 동물이름 기는 언어 

유창성(verbal fluency) 및 의미기억(semantic memory)을 

평가할 수 있다(Verghese 등, 2007; Weiss 등, 2003). 또한 

Beauchet 등(2005)의 연구의 의하면 노인의 경우 산수

(arithmetic) 및 언어 유창성(verval fluency) 과제의 경우 

이중과제 수행 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고 보고하고 있다. 이중과제 평가에서 인지 과제를 숫자 

거꾸로 세기와 동물이름 기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이

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과제 결과분석 방법은 운동과제 수행속도(28.57 

%)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인지-운동 간

섭(cognitive-motor interference; CMI)은 인지와 운동과제

를 동시에 수행할 때 각 과제에 한 기능 감소가 나타

나는 것으로 인지-운동 간섭으로 인해 이중과제 시 운동

기능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다양한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Al-Yahya 등, 2011). 또한 보행과 결합한 이중과제

는 노인의 경우 낙상의 위험이 높아 말하는 동안 걷기를 

멈추는 현상이 나타나며 특히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

우 보행속도 감소가 특징으로 보고되고 있다(Gillain 등, 

2009; Lundin-Olsson 등, 1997; Pettersson 등, 2005). 이처

럼 이중과제 수행 시에 운동과제에 한 기능이 떨어져 

수행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된 결

과를 기반으로 수행속도를 결과분석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분의 일상생활활동은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수행

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중과제 평가는 실제 상황에 가

장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어 운동 및 인지기능에 한 

기능적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Yogev-Seligmann 등, 

2008).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경도인지장애 선별평가는 

비교적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

며, 평가 환경의 경우도 임상 환경에서 전문가가 수행해

야 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Connolly 등, 2011). 따라

서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친숙하고 비용이 효율적인 선별 평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Yang 등, 2020). 

본 연구를 기반으로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이중과제 평가에 해 알아봄으로써,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선별평가에 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중과제를 

적용한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가 개발되기를 기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문헌 검

색에 사용되었던 데이터베이스 중 국내의 경우 KISS 한 

가지만 사용하여 해외 연구가 모두 차치하여 국내와 국

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는 영어 및 한국어 논문 이외에도 문화적 차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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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이중과제 평가에 한 사용 경향에 해 비교 분

석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선별할 수 있

는 이중과제를 사용한 평가의 항목을 알아보고 사용 빈

도에 해 알아보고자 체계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총 10

개의 논문이 최종적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과제에 사용

된 운동과제와 인지과제, 결과 분석 방법을 확인하였다. 

최근 경도인지장애뿐만 아니라 뇌졸중, 치매 등 이중과

제를 사용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이중과제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과제는 보행을 기반한 

운동과제와 인지과제는 숫자 거꾸로 세기, 동물이름 기

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결과분석에는 이중과제 수

행속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중과제 항목 및 결과분석 방법

을 기반으로 국내 임상에서 이중과제에 한 임상적 평

가 및 이중과제 평가도구 개발 연구에 사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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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ummary of dual-task assessement for screening for mild cognitive impairment

No.
Authors
(year)

Qualitative
level

Subject (n) Dual task evaluation items Results analysis methods

Health MCI Dementia SCI Motor Cognition Motor Cognition

1
Hunter et al.

(2018)
Ⅱ 41 41

Gait assessment
Carrying a glass of 

water

Counting backward by ones
Counting backward by sevens

Naming animals

gait velocity (speed)
Cogntive cost (%)

NA

2
Nascimbeni et al.

(2015)
Ⅱ 10 13 Gait assessment

Phonemic fluency
Short story recall

Counting backward by ones

gait velocity (speed)
Double support 

Stride time 
COV of stride time

Correct digits
Correct recall

3
Montero-Odasso 

et al. (2012)
Ⅱ 25 43 Gait assessment

Counting backward by sevens
Naming animals 

gait velocity
Stride time

COV of stride time
NA

4
Lowe et al.

(2019)
Ⅱ 119 133 Gait assessment

Spelling five-letter words 
backward (world, arrow)

gait velocity(speed) Letters correct

5
Ahman et al.

(2020)
Ⅱ 166 135 86 77

Timed Up and Go 
test

Naming animals
Reciting months in reverse 

order

TUG time
TUGdt NA cost
TUGdt MB cost

Correct 
animals/10s

Correct 
months/10s
Number of 

animal
Number of 

months

6
Muir et al.

(2012)
Ⅱ 22 29 23 Gait assessment

Counting backward by ones
Counting backward by sevens

Naming animals

gait velocity (speed)
stride time

COV of stride time
NA

7
Ansai et al.

(2017)
Ⅱ 40 40 38 Gait assessment Dial the numbers of the card 

TUG time
Cadence 

counting errors

8
Tarnanas et al.

(2015)
Ⅱ 76 65 86

Gait assessment
Augmented Reality 

test

Counting backward by ones
Naming animals 

Gait velocity 
(speed)

COV of stride time
NA

9
Toosizadeh et al.

(2019)
Ⅱ 35 34 22

UEF elbow flexion 
test

Counting backward by ones
Counting backward by threes

Agility
Flexibility
Variability

Correct digits
Counting errors

10
Gillain et al.

(2009)
Ⅱ 14 14 6

Get up and go test 
Balance test

Counting backward by ones,
Gait velocity 

(speed)
Number of strides

Correct digits
Counting errors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SCC; Subjective Cognitive Impairment, TUG; Timed Up and Go test; TUGdt NA; Timed Up and Go test dual-test naming 
animals; TUGdt MB; Timed Up-and-Go dual-task months backwards, COV; Coefficient of variation, NA; Not Appli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