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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인지장애의 아형분류와 치료
권오대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Subtypes and Treatment of Mild Cognitive Impairment
Oh Dae Kwon
Department of Neur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is a cognitive state between normal cognition and dementia. It is divided into four subtype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ategorize the subtypes is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memory impairment or not. MCI with
memory impairment may develop dementia of Alzheimer's type, and patients with MCI but without memory impairment may
develop vascular or other non-Alzheimer type dementia. Treatment should be specified for each subtype of M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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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장애가 나타난다.
인지능력의 저하를 느끼는 인간은 수첩이나 메모 또는

다른 신체기관과 같이 인간의 뇌도 30대를 지나면서 노화

휴대폰 등의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인지능력의 저하에 대응

하기 시작한다[1]. 이후 뇌의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면서

하게 된다. 판단력은 과거 기억을 기반으로 형성되는데 반복

인간은 인지능력의 저하를 느끼게 된다. 대부분의 인지 기능

의 영향으로 인하여 60대 초반까지는 오히려 그 능력이 증

은 대뇌피질과 기저핵, 뇌하수체, 소뇌, 뇌간의 네트워킹에

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 혹은 초로

의한 피드백으로 이루어진다. 그 이외에 호르몬이나 전해질

(presenile; 初⽼)기에 판단력이 중요시되는 관리 업무를 더

등도 인지 기능의 형성에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지 기능에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 하지만 비정상적인 뇌의

관여하는 여러 체계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상이 되면 인

노화, 즉 병적인 노화가 발생하면 중년기 혹은 초로기에 벌

지 기능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알코올남용(alco-

써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치매가 발생하게

hol abuse)과 동반된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Wernicke-

된다. 임상적으로 치매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여도 완

Korsakoff Syndrome)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두체(mamillary

치나 충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매

body)의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억력 장애가 그 한 예

에 이르기 전에 병적인 노화 정도를 파악하여 조치를 취해야

이다. 또한 시상(thalamus)의 앞부분에 뇌경색이 발생하면 전

하는데 이 시기가 경도 인지장애이다.

략적 뇌경색치매(strategic infarct dementia)라는 기억력 및 인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018년에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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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사회(aged

2. 경도인지장애의 발병기전

society)에 진입함으로써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은 대뇌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3]. 이에 따라 노년이 되면서 유전적

피질의 병적 노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뇌질환이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치매환자의 수가

다. 병적 노화는 기억의 형성에 작용하는 양측 해마와 전측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65세 이상인 인구의

두엽에서 시작하여 전두엽으로 진행하며 이후 전 대뇌피질

약 10%가 치매 환자라고 보고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로 확산되게 된다.

등장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확대에 따라 치매환자의 진료

두 번째로 흔한 치매의 원인인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

막히거나 터져서 신경세포로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면서

한 보건정책을 세우는 데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발생한다.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하여 산소와 포도당의 공급

치매에 대한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치매가

이 제한되면 그 부분의 뇌 기능의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이

발생하기전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진단과 치료를 하고자

에 의하여 특정 뇌부위의 네트워킹 장애가 발생하여 치매가

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도인지장애의 개념과 아

오게 된다. 따라서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이 발생한 뇌

형분류가 발전됨에 따라서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

의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치매의 임상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해는 의료인들에게 필수적이며 노인진료를 하는 의료인들에

예를 들면, 해마에 혈관성병변이 생기면 기억력 장애가 발생

게 특히 중요하다. 본 종설에서는 경도인지장애의 개념의 변

하고 전두엽에 병변이 생기면 판단력 등 전두엽 집행기능에

화와 함께 그 아형의 분류방법과 진단 기준을 알아보고 각

장애가 생기며 후두엽의 시각피질(visual cortex)에 병변이 생

아형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기면 시각과 관련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된다. 또한
급성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하면 많은 경우에 혼돈(con-

본

론

fusion)과 섬망(delusion)이 병발하여 치매로 의심할 수 있다.
이런 뇌졸중의 급성기 인지증상과 치매의 구분은 급성기 뇌

1. 경도인지장애의 개념
경도인지장애는 인지 기능이 정상인과 치매의 중간단계에

졸중이 발생한지 3개월 이후까지 유지되는 인지 기능 장애가
있으면 혈관성 인지장애로 정의한다[5].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진행된 치매에 대한 치료가 어려움

그 외에 파킨슨병과 동반되는 파킨슨병 치매와[6] 이와

을 겪으면서 치매 전 단계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유사하지만 환시 등이 두드러지는 루이소체 치매가 있으며

경도인지장애의 새로운 진단적 분류가 나타나게 하였다.

[7] 이들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치매의 종류이지만

인지장애의 진단은 특정한 검사 한 가지로 되는 것이

그 병리학적 소견이 루이체라는 특이한 단백질로 나타나며

아니라 구체적인 병력청취와 신경학적 진찰, 세밀한 심리검사,

알츠하이머병의 노년판(senile plaque)이나 신경원 섬유매듭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및 치매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를 종합

(neurofibrillary tangle)과 다르다. 또한 이러한 이상 단백질이

하여 임상의사가 판단하게 된다. 인지 기능 손상의 정도는

병의 진행과 함께 뇌 내에서 전파되는 경로가 알츠하이머병

심리검사 결과와 병력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심리검사

과 다르다. 알츠하이머병에서 신경원 섬유매듭은 해마에서

를 통하여도 주요한 원인 질환을 추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시작하여 대뇌피질로 확산되어 가지만 파킨슨병 치매에서

원인 질환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

루이체는 위장관이나 후각신경에서 시작하여 뇌간(brainstem)

요하다. 치매환자는 두 가지 이상의 원인 질환을 가진 경우

을 거쳐 대뇌로 퍼지게 된다.

가 많다. 예를 들면 주진단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이지만 뇌경
색이 뇌영상 촬영에 나타나거나 반대로 주진단이 혈관성 치매

3.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기준

이지만 알코올중독(alcohol intoxication)에 의한 인지 기능의

이와 같이 치매의 원인 질환은 임상적으로나 뇌영상 및

저하가 동반된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정확도는 매우

병리학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며 그 경과와 치료도 각기 다르

중요하다. 뇌자기공명 영상 촬영도 기계가 성능이 뛰어날수

다. 따라서 치매의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도 단일 질환이 아

록 혈관성 병변을 더 잘 찾을 수 있으며 심리검사의 경우에

니고 여러가지 질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임상 양

는 심리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결과

상이나 진행경과가 달라서 일종의 증후군으로 볼 수 있다

에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8]. 하지만 피터슨이 처음 경도인지장애에 대하여 정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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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치매의 가장 많은 원인인 알츠하이머병의 임상적 특

로 쓰이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억제제(acetylcholine ester-

징인 기억력 장애에 근거하여 진단 기준을 정의하였으므로

ase inhibitor)를 사용해본 결과,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

기억력 장애가 진단의 핵심이 되었다. 그렇지만 기억력 장애

만 메타 분석에서는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는 경도인지

외의 인지 기능 저하로 시작되는 치매의 원인 질환이 밝혀지

장애의 병리학적 소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11]. 네

면서 더 폭 넓고 발전된 진단 기준이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

번째로 기억력 장애가 없어도 다른 종류의 인지장애가 나타

에는 경도인지장애를 몇 가지의 아형으로 구분하였다.

나서 객관적인 심리검사 등으로 인지장애가 증명되는 경우
가 나타나게 되었다[8]. 다섯 번째로 기억력뿐만 아니라 다

4. 경도인지장애 진단의 문제점
피터슨이 처음 제시한 경도인지장애는 객관적인 검사에서
나타나는 주관적 기억장애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였다. 그

른 인지 기능도 떨어지지만 아직 치매로 진단하기는 어려운
환자들도 많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하여 경도인지장애의 아
형을 분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8].

리고 기억력 외의 다른 인지 기능은 정상이어야 하며 또한
일상생활능력도 정상이어야 하였다. 또한 치매의 진단 기준

5. 경도인지장애의 새로운 분류

에는 부합하지 않아야 하였다[4]. 메이오 병원 알츠하이머병

경도인지장애의 진단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센터(Mayo Alzheimer Disease Center)에서 발표된 이 진단

기억력 장애가 없는 군도 경도인지장애의 한 아형으로 포함

기준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표였으며 치매연구와 치료에

시킨 진단 기준이 나오게 되었고[12] 파킨슨병 증상이 있는

새로운 장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많은 증례 연구와

군에 대한 경도인지장애의 분류도 2012년에 Movement

임상진료가 이루어지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기

Disorders Society에서 진단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다[13]. 파

시작하였다. 첫 번째는 경도인지장애가 동질적(homogeneous)

킨슨병을 고려하지 않은 경도인지장애의 분류는 네 가지로

이지 않다는 것이었다[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매의

나타나게 되었다(Figure 1) [12]. 피터슨의 진단 기준에 추

원인 질환별로 병태생리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데 경도인

가로 고려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기억력 장애가

지장애가 동질적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두

없이 다른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도 경도인지장애에 포함을

번째는 경도인지장애의 진행경과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어떤

시켰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인지장애만 있는 경우와 여러가

경우는 5년 내에 치매로 진행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대로 머

지 복합인지장애가 있는 경우를 나누었다. 이에 따라 경도인

물고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정상인지 상태로 돌아오기도

지장애가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하였다[9]. 이전의 보고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1년에

피터슨의 분류에 따른 기억력 장애만 있는 경우이다. 두 번

10-15% 정도가 치매로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최근의 한 연구

째는 기억력 장애에 다른 인지장애가 한 가지 또는 여러가지

에서는 위험요소가 적은 경우에는 1년에 4% 정도의 치매 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기억력 장애가 없이 한 가지

행을 보였다[10]. 세 번째는 치료약물에 대한 반응이 제각기

의 인지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네 번째는 기억력 장애

다르다는 것이다. 경도인지장애의 치료에 알츠하이머병에 주

가 없이 두 가지 이상의 인지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기

Figure 1. Flowchart diagnosing
mild cognitive impairment.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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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력 장애 없이 두 가지 이상의 인지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기능 검사에서 계속 저하소견을 보여야 하며 추정된 병전상

경우는 전두엽의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하여 전두엽 집행

태보다 뚜렷이 저하된 상태여야 한다[13,15]. 파킨슨병 환자

기능의 장애와 주의집중 기능의 장애 등이 나타나는 경우를

들이 기존의 장시간에 걸친 진단적 심리검사를 받기가 힘들

들 수 있다. 이 네 가지 경도인지장애의 유형 모두에서 일상

기 때문에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 등 좀 더

생활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없고 치매의 진단 기준에 들어가

단축된 심리검사가 시행되었다[16]. MoCA는 경도인지장애

지 않아야 한다. 물론 치매의 진단 기준은 알츠하이머병과

진단을 위하여 개발된 검사방법이며 10분 정도로 검사가 가

혈관성 치매가 각각 다르고 알츠하이머병도 진단 기준이 여

능하다. 절단기준점을 25/26점을 적용하면 진단의 민감도가

러가지 있으며 혈관성 치매는 훨씬 많은 진단 기준을 가지고

90% 정도이고 진단의 특이도는 60% 정도이다.

있기 때문에 어느 진단 기준을 사용하느냐는 연구자나 학파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6. 경도인지장애의 예후

8. 경도인지장애의 진단검사
1) 심리검사

경도인지장애애에 대한 국제연구팀(International Working

경도인지장애의 진단검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검사

Group on Mild Cognitive Impairment)에서 조사한 바에 따

이다. 심리검사는 간이정신상태검사(mini mental state exami-

르면 네 가지의 경도인지장애 중 기억력 장애가 있는 군에서

nation)를 비롯해서 치매임상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기억력 장애가 없는 군보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하는 정

전반적퇴화척도(global deterioration scale) 등을 흔히 사용한

도가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14]. 기억력이 장애가 있는 경

다. 그렇지만 이 검사들은 인지 기능의 구체적인 세부영역의

도인지장애군 내에서는 다른 인지 기능의 저하가 포함된 군

변화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인

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의 진행이 더 높았다. 이는 알츠하이

지 기능 검사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심리검사 묶음(battery)으

머병의 병리기전과도 부합하는데 초기에 양측 해마를 포함

로 만들어 놓은 종합적인 심리검사를 사용해야 인지 기능의

한 전측두엽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기억력 장애와

영역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서울신

직결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기억력만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경심리검사(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SNSB)

경도인지장애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는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시공간능력, 기억력, 전두엽 집행

기억력과 관계된 뇌 구조가 허혈성 병변으로 손상된 경우인

기능 등의 정도를 나이와 교육정도가 같은 정상대조군에 비

혈관성 치매와 우울증과 연관된 가성치매, 단순포진 뇌염

교하여 나타내 준다[17]. 서울신경심리검사에서는 정상과 비

(herpes simplex encephalitis)으로 인한 치매 등에서도 기억력

정상의 구분점을 16 percentile 정도인 1표준편차(standard

만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기억력은 정상으로 유지되면서

deviation)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심리검사

다른 인지 기능이 한 가지 이상 떨어진 군은 앞으로 혈관성

에서 비정상의 기준은 1, 1.5, 혹은 2 표준편차를 사용하며

치매나 루이소체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1.5 표준편차이다. 표준편차의 기

났다[12]. 이는 혈관성 치매에서는 그 발생기전에서 살펴 본

준을 높이면 민감도는 떨어지고 특이도는 올라가며 기준을

것처럼 어느 특정한 부위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만 그 원위

낮추면 민감도는 올라가지만 특이도가 떨어진다. 우리나라와

부가 공급하던 뇌 부위가 기능을 소실하고 특정 인지 기능이

같이 세대별(generational)이나 지역별(regional) 또는 성별로

저하되어서 발생하기 때문이고 루이소체 치매는 후두엽을

교육수준이나 문화수준이 다양한 나라에서는 민감도를 높이

중심한 대뇌피질의 손상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이다[15].

는 것이 임상진료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신경심리검사
에서는 z score로 표시되는 표준편차가 별도로 표시되기 때

7. 파킨슨병이 동반된 경도인지장애
파킨슨병이나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운동
장애가 뚜렷하며 자율신경 증상, 환시 등의 임상 증상이 특

문에 객관적인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외국에
서 만들어져서 국내에서 번역되어 사용되는 CERAD 등의
검사들이 있다.

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 다른 분
류가 시도되었다. 이 분류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인지 기능

2) 뇌영상검사(brain imaging)

의 장애를 보여야 한다고 정의되었다. 또한 연속적인 인지

뇌영상 검사도 경도인지장애의 진단검사 중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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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컴퓨터 단층촬영을 많이 시행하였지

지장애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초기 스펙트럼의 한 부분으

만 최근에는 자기공명 영상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다. 자기

로써 생각하고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억제제, 비타민 E 등

공명 영상이 컴퓨터 단층촬영에 비하여 해상도가 뛰어나고

을 사용해 볼 수 있다. 물론 보험 급여 여부도 고려하여야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더 되지만 선호

한다.

되고 있다. 컴퓨터 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 영상 소견에서 해
마를 포함한 전측두엽(anterior temporal lobe)의 양측성 위축

2) 비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이 뚜렷하다면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해 보아야 하겠고 전측

다음으로 기억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로서 비기억상실형

두엽의 위축없이 단발성이나 혹은 다발성 뇌경색의 흔적이

(non-amnestic MCI)인 경우는 파킨슨병과 루이소체 치매가

보인다면 혈관성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파킨슨

배제된다면 경우에 뇌영상 소견을 바탕으로 혈관성 치매의

병에 의한 치매에는 자기공명 영상에 추가하여 양전자방출

전구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혈관성 치매의 전구증상으로

단층촬영술(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로 알츠하이

판단되는 경도인지장애의 경우에는 허혈성 뇌변화의 정도에

머병에서 나타나는 이상 단백질과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따라서 항혈소판제 등 뇌졸중 예방치료가 필수적으로 시작

기저핵의 도파민 대사 장애를 검사할 수 있으며 임상적인 소

되어야 하며 동반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협심

견들에 추가하여 진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알츠하

증 등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뇌피질의

이머병의 진단의 표적자(biomarker)로는 뇌에서 아밀로이드

손상이 없이 피질하뇌허혈(cerebral subcortical ischemia) 증상

베타판(amyloid-beta plaque)와 타우 단백질(tau protein)을 검

이 저명한 경우에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억제제도 사용

사할 수 있으며 파킨슨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줄무늬체

해 볼 수 있다. 파킨슨병과 동반된 경도인지장애는 초기에

(striatum)의 도파민 운반체의 밀도를 FP-CIT 등의 동위원

시공간기능(visuospatial function)의 저하가 뚜렷하며 병이 진

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행하면서 전두엽 집행기능도 저하되게 된다[18]. 파킨슨병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장애가 알츠하이머병 경도인지장애

3) 혈액검사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기억력 자체는 저하된 경

혈액검사도 또한 중요하다.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항진,

우가 많다. 파킨슨병과 연관된 인지 기능의 장애에는 루이체

전해질 이상, 간기능 이상, 신장기능 이상, 빈혈, 매독, 비타

가 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알츠하이머병과 연

민 B 결핍증 등으로 인지 기능 저하가 올 수 있고 이러한 원

관된 병리 소견이 반 수 가까이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인들이 혈액검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 특히 혈액검사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억제제가 역시

밝혀지는 이러한 인지 기능 이상은 적절한 치료로 인지 기능

권장될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rivastigmine에 대한 연구가 가

이 좋아지거나 완전히 회복될 수 있으므로 경도인지장애의

장 많다[19]. 또한 파킨슨병에서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억

진단검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제를 사용했을 때 떨림 등의 운동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약물사용으로 인한 득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9. 경도인지장애의 치료

결

론

1)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의 치료는 원인 질환과 병리학적 소견에 따

경도인지장애는 처음에 기억력 장애를 주된 증상으로 하

라 차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뇌의 퇴행성 질환

는 단일 질환으로 정의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 기능

으로 발생되는 인지 기능 저하는 뇌조직검사로 확진하는 것

장애를 보이는 하나의 증후군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다. 또한

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뇌영상검사, 심리검사, 혈액검

치매와 같이 원인도 여러가지 질환이 있음이 알려졌다. 경도

사, 동반질환 등을 종합한 임상적 소견으로 그 병리를 추정

인지장애는 인지 기능이 정상인 사람과 치매의 중간단계인

하여 진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선, 기억력이 주된 이상

전치매(pre-dementia) 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억

으로 나타나는 기억상실형(amnestic MCI)인 경우에는 알츠

장애의 유무는 경도인지장애를 분류하는데 중요한 척도이며

하이머형 치매로의 진행이 많기 때문에 알츠하이머형 치매

기억장애가 있을 때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기억장애가 없

에 준하여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억상실형 경도인

을 때는 혈관성 치매 등 다른 종류의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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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 또한 떨림, 서동증, 보행장애 등의 파킨슨병 증상이
동반되었을 때는 파킨슨병에 의한 경도인지장애로 의심하여
야 한다. 경도인지장애의 치료는 추정되는 원인 질환에 따라
개별화되어져야 하며 치매의 진단과 같이 병력청취, 신경학
적 진찰, 검사실 검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가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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