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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파킨슨병 환자군의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 특성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검사는 낱말 인출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두엽의 기능

과 관련된 실행기능과 측두엽의 의미기억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 파킨슨

병 환자는 초기부터 나타나는 전두엽 기능장애로 인해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때의 수행력 저하는 총 산출단어 수 외에도 군집(clustering) 및 전환

(switching)과 같은 질적 분석에서 보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 27명과 정상 대조군 54명을 대상으로 1분간 ‘동물’ 범주의 이

름대기 수행의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환에 있어서는 군집전환

(cluster switching)과 난전환(hard switching)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킨슨병 환자군이 60초 동안 총 산출단어의 수는 정상 대조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정상 대조군과 동일하게 전반 30초 구간에 비해 후반 30초 

구간에서 수행력이 저하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정상군에서도 후반 30초 구간동

안 집중력이 떨어져 수행력의 저하가 나타날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반 30초 

구간에서는 파킨슨병 환자군의 산출단어 수가 정상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적었다. 파킨슨병 환자는 경쟁적 억제 능력의 저하, 집중력 저하, 실행기능 및 범

주화 능력의 저하 등과  같은 인지 문제를 보일 수 있으며 후반 30초 구간에서 이러

한 인지 기능 저하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MMSE 검사

는 민감도가 낮아 이 검사만으로는 파킨슨병 환자군의 인지수준을 통제하기 어려우므

로 본 연구에 전임상 단계(preclinical stage)의 인지장애 환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각 군 간의 수행력을 질적 분석 한 결과 군집전환의 횟수와 군집의 크기

(cluster size)는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간에 비슷하였다. 군집전환은 군집화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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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으며  파킨슨병 환자군의 측두엽 기능이 비교적 보존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난전환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환자군에서 난전환 횟수가 적었다. 전

환은 전두엽의 기능과 관련되고 개인의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 있는데 파킨슨병 환자

에게는 난전환에서 이러한 실행기능 저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정상 대조군에서만 관찰되었

고 파킨슨병 환자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상 대조군의 수행력에 영향을 주는 변

인은 교육수준과 MMSE 점수였다. 환자군에서는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연령, 교육수

준, MMSE 점수) 이외에 작업기억 능력, 어휘력, 반응속도, 억제 능력과 같은 인지 기

능과 관련된 변인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와 정상 대조군의 생성이름대기 수행력 차이를 비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시간적 분석을 통해 파킨슨병 환자군의 수행력 저하를 살

피고 전환을 군집전환과 난전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점에 있다. 추후 파킨슨병 

환자의 생성이름대기의 수행력에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와 함께 파킨슨

병 환자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인지장애 환자를 감별하여 인지수준을 통제한 연구

가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되는 말 :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 파킨슨병, 실행기능, 군집과 전환, 군집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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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환자군의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 특성

<지도교수 김 향 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박 소 현

제1장 서론

   1.1. 이론적 배경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검사(semantic fluency test)란 특정한 의미 범주(예, 동물 

또는 슈퍼마켓이나 가게에 파는 물건, 과일, 도구 등)에 속하는 단어를 1분 동안 산출

하게 하는 검사이다.1 이 검사는 개인의 낱말 인출(word retrieval) 능력을 측정하는

데 효과적인 검사로서 언어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검사(예, Boston Diagnostic 

Aphasia Examination: BDAE, Western Aphasia Battery: WAB)등에 포함되어 있

다.2 생성이름대기검사는 보통 통제단어연상 검사(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COWAT) 또는 단어 유창성 검사(verbal fluency test)라고도 불린다. 이 검사

를 수행할 때에는 개인의 의미기억(semantic memory)3,4,5 및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6,7,8 및 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실제로 측두엽 손상 환자4,5나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AD) 환자1,9는 의미범주 이름대기에서 문제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범주 이름대기를 수행하는 데에는 실행기능 및 단어 저장과 관련한 측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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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의 기능이 모두 사용된다. 왜냐하면 단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어휘를 탐색하고 인출에 성공해야 하므로 개인의 어휘량, 어휘를 저장하는 전략 및 

언어 처리과정까지도 모두 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10 이러한 개인의 실행기능 및 의

미 언어적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총 산출단어의 개수와 관계된 양적 분석만이 아

니라 내용적 측면과 관계된 질적분석이 필요하다.11 

1.1.1. 생성이름대기의 질적분석 

   질적분석에는 군집(clustering)과 전환(switching)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11 생성 

이름대기 검사에서 낱말 산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능력 즉, 군집과 전

환이 모두 요구된다.12,13 주어진 범주 내에서 의미적 혹은 음소적 공통성을 갖는 하위

범주를 찾아 이것에 속하는 낱말들을 모아서 산출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낱말

들이 바닥나면 다시 다른 하위범주로 이동하여 산출 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군집은 의미 기억이나 단어 저장소처럼 측두엽의 처리에 의존하지만 전환은 전략

적인 찾기 책략이나 인지적 융통성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에 의존한다.11-14 이

러한 전두엽의 실행기능과 어휘 및 언어의미저장의 기능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개

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12-16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된 군집이나 전환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군집에 대한 기준은 처음 Troyer12가 

제시하였다. 국외에서는 이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하였고,13-6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이 

기준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17-19 범주 간 처리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전환은 이전에 

산출된 범주에서 새로운 범주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전환 횟수는 이전 군집에서 다

른 군집으로 바뀔 때를 하나로 센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범주, ‘조류’범주, ‘파충류’범

주를 차례로 산출하였을 때, 2번의 전환을 한 것이다. 전환의 횟수는 연구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전환의 기준을 처음으로 정의한 Troyer12에 의하면 전환은 

군집과 군집간의 전환 뿐 아니라 군집과 한 단어, 단어와 단어 간에도 전환이 일어났

다고 보았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13-16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러나 

Abwender20는 전환의 분류를 군집(群集)전환(cluster switching)과 난(難)전환(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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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ing)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이 기준은 군집에서 군집으로의 전환과 단어

로의 전환을 다르게 본다. 군집전환이란 하나의 군집에서 다른 군집으로 전환될 경우 

또는 하나의 군집과 다른 군집이 서로 중첩된 전환만을 뜻한다. 최소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것만을 하나의 군집으로 보았다. 난전환은 군집에서 한 단어로 옮겨질 

때나 군집이 아닌 단어들 간의 전환까지를 뜻한다. 군집전환과 난전환의 수를 모두 

합친 것이 이전의 연구들12-6에서 사용된 전환 횟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연구20결과, 

군집전환은 난전환에 비해 인지검사 결과와 더 큰 연관이 있고 개인의 정보 탐색능력

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군집전환은 개인의 의미적 요소를 

난전환은 실행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58 이런 결과들에서 알 수 있듯이 군집

전환과 난전환이라는 개념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개인의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을 더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 

1.1.2.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연령, 성별과 

같은 대상자의 내적요인과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학적 병인을 들 수 있다. 내적요인에

서 가장 일관성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은 교육수준과 연령이다.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전체 산출단어 수는 증가한다.2,21,22 연령은 총 산출단어 뿐만 아니라 군집 및 전

환에 모두 영향을 준다.21,22,23 성별의 차이는 연령층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특히, 젊은층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없으나2,21,23,25 노년층의 경우 

성별의 차이가 보고되기도 한다.24 의미 범주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는

데 예로는 ‘도구’, ‘과일’ 범주가 있다.26 

   신경학적인 병인으로는 이전에 언급했듯이 전두엽12-14 및 측두엽12,13 손상 환자들

에게서 수행력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울증27이나 정신분열증16이 있는 

경우에도 수행력 저하가 관찰된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수행력의 차이는 여러 연구

에서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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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파킨슨병 환자의 생성이름대기 능력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PD)은 대표적인 신경계 퇴행성 질환 중 하나로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중뇌 기저핵 흑색 치밀부(substantia nigra pars compacts)

의 도파민 생성에의 문제가 나타나는 질병이다.28 파킨슨병은 다양한 신체 운동관련 

증상과 함께 인지(예; 주의결함, 작업 기억의 손실, 집행기능부전)기능의 문제를 특징

으로 한다.29,30 파킨슨병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전두엽 기능 장애는 실행기능의 저하로 

이어진다.30-32 파킨슨병 환자의 실행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로 스트룹검사

(stroop test)와 생성이름대기검사가 사용된다.33-35 

   파킨슨병 환자는 진전(tremor)과 경직(rigidity), 운동감소형 마비말장애(hypokinetic 

dysarthria), 서동(bradykinesia)과 같은 운동기능과 관련한 증상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운동기능과 관련한 생성이름대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생성이름대기는 1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므로 파킨슨병 

환자의 서동으로 인해 속도가 느려져 수행력이 저하된 것이라는 연구들은 운동기능과 수

행력 간에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33,42,43 1분에서는 수행력의 차이가 나지만, 

2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파킨슨병 환자와 정상대조군간의 

수행력 차이가 없었다.42 이를 통해 일부 연구자들은 파킨슨병 환자의 생성이름대기의 결

함은 환자의 서동이나 운동전환(motor switching)과 함께 나타나는 정신완서(mental 

bradyphrenia) 및 개념적 전환(concept-shifting)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42 

또한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및 자세에 따른 중증도 척도(Hoehn and Yahr stage)44와 관

련하여 중증일수록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이 감소한 연구43도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주장에는 반론이 존재한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은 1분간의 생성이름대기에서도 파킨

슨병 환자군과 정상대조군간의 차이가 없음을 밝히기도 하였고,37,38,44-46 운동적 증상의 

중증도와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은 관계가 없다고도 하였다.33 또 실행기능의 문제는 파킨

슨병의 초기단계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며 신체적 증상인 진전이나 경직, 서동과는 관련성

이 없다고 보고된 연구도 있다.47 또한 실험에 참가한 정상노인도 2분이라는 긴 시간을 

주면 노화 현상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48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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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환자의 인지수준이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

한다. 치매가 있는 파킨슨병 환자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 생성이름대기에서 낮은 수행

력을 보였으나,13,36 치매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37-39 또한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기능 중 작업기억(working memory)능력, 어휘력

(vocabulary), 반응속도(processing speed), 억제능력(inhibition)은 생성이름대기능력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40 특히 파킨슨병 환자의 작업기억능력과 어휘력은 군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고 반응속도는 전환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40 

   파킨슨병 환자의 생성이름대기의 질적분석을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환 문제가 

두드러진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한다.13,14,18,19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의 총 산출 단어 

수는 정상 대조군과 차이가 없으나 군집 및 전환과 같은 질적 분석을 하였을 때 차이

가 나타났다.37,38 파킨슨병 환자 중 창백핵절단술(pallidotomy)을 받은 경우41에는 의

미범주 이름대기에서 수술 전후, 전환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고 군집의 크기에는 차이

가 없었다.

 

1.1.4. 연구의 필요성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말 · 언어 연구는 주로 음성, 명료도, 속도 및 쉼 특성에 국

한되어 있고, 언어와 관련된 인지기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행기능과 관련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 파킨슨병 치매 동반률이 40%28나 될 정도로 인지기능의 문제가 크지

만 이런 인지기능의 문제가 없어도 대면이름대기, 단어 또는 문장이해의 결함과 같은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28,49 이와 반대로 치매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언어적 문제

가 나타나기도 한다.50 또한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파킨슨병 환자는 전두엽 실행기능 

저하뿐 아니라 측두엽의 기능저하도 보였다51. 측두엽의 손상은 언어기억저장소와 직

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파킨슨병 환자가 초기 경도인지장애를 보이는 시

기에 언어의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치매가 있는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는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 생성이름대기의 저하를 보이는 것에 대한 의견은 대

체로 일치한다.13,36,39 반면 치매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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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37,38,44 논의의 여지가 상당부분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

의 인지가 감소할수록 단어 산출을 용이하게 하는 하부 범주화 능력이 저하되므로 생

성이름대기의 부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주장한 연구46 

및 파킨슨병 환자의 생성이름대기 질적 분석 연구41에서는 양적 분석 뿐 아니라 질적

분석도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연구에서는 환자군에 대한 연구

30,31와 정상 노년층에 대한 연구26 모두 양적 분석에만 그치고 있다. 이전의 국내의 

연구에서 정상아동들의 수행력에 대한 질적분석이 있었으나17-19 노년층에 대한 질적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 중 인지기능의 저하가 없는 환자만을 정상군과 

비교하여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에 있어서 양적 및 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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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연구가설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에 있어서 파킨슨병 환자군과 정상대조군 간에,

1. 총 산출단어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2. 전환 횟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군집 크기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4. 각 군의 생성이름대기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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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한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27명과 정상 대조군 54명이었다. 생성이름대기에 영향을 주는 

교육년수22와 연령대23는 환자군과 대조군간 일치시켰다. 환자군의 연령은 60세 이상 

82세 이하로 노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환자군의 경우 약물 복용 3시간 이내이

거나 약효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군집 및 전

환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21,23,25를 근거로 대조군은 성별에 관계없이 표

집하였다. 각 군 간 연령, 교육수준, K-MMSE 점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정상노인의 인지수준의 평가는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판별 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52로 하였고 정상규준에 속하는 사람만을 포함

하였다. 또한 언어장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정상군과 환자군 모두 실어증-신경언어장

애 선별검사(Screening Test for Aphasia & Neurologic-commuication Disorders, 

이하 STAND)53를 실시하여 OLI(Oral Language Index) 14점 이상인 노인만을 포함

하였다. 심리적 상태 즉, 우울은 의미범주 이름대기에 관련을 주는 변수27이므로 선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한 검사는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K-GDS)54이며 정상범주인 5점 미만

인 사람만을 포함하였다(부록 2).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수준은 치매임상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55 

0점 또는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판별 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의 정상규준52을 만족하는 경우로 정하였다. 파킨슨병 환자의 자세 및 운동

에 따른 분류인 Hoehn & Yahr 척도44를 한국어로 번역한 이애영56의 stageⅠ~Ⅳ의 

환자를 검사에 포함하였다(부록 3). 환자와 대조군의 인류통계학적특성 및 임상적 변

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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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N=27)

NC

(N=54)
P-value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연령1 67.52(±6.23) 70.13(±5.09) .072

교육년수2 10.22(±3.97) 10.22(±3.93) 1.000

K-MMSE3 26.41(±1.39) 26.37(±2.04) .922

유병기간2  5.56(±3.85)

H-Y stage4  2.19(±0.83)

PD는 파킨슨병 환자군, NC는 정상대조군
1단위는 세, 2단위는 년(year)
3K-MMSE=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4H&Y stage=Hoehn and Yahr stage

표 1. PD환자군과 대조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임상적 변인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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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연구 방법

2.2.1. 검사 도구

   

   의미 범주 생성이름대기에서 국내 선행연구17-19에서는 모두 『동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물건/슈퍼마켓이나 마트에 있는 물건』을 하위 범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수행력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범주26인 『과일』또는『도

구』가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물건/슈퍼마켓이나 마트에 있는 물건』에 일부 포함되

므로 제외하였다. 이에 본 검사에서는『동물』범주만을 사용하였다.

2.2.2. 검사 절차

   모든 검사는 조용한 공간에서 피검자와 검사자가 1:1로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피

검자에게 “제가 '시작'하면 『동물』의 이름을 아시는 대로 빨리 모두 말해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이라고 지시하였다. 

   검사 시 녹음기를 사용하고, 분석은 검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녹음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검사자가 검사 중에 직접 전사하였다. 검사자내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

하여 같은 분석기준으로 하루 뒤 전사된 내용을 다시 분석하였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2.2.3. 자료 분석 기준

   

   양적 분석은 총 산출단어의 수, 초반 30초, 후반 30초 동안의 산출단어 수를 비교

하여 실시하였다. 질적 분석으로는 전환(군집전환 및 난전환) 횟수, 군집의 크기의 평

균 비교를 하였다. 전반적 분석 기준은 Troyer가 1997년11 제시, 2000년에 수정한 

것21을 바탕으로 하였다. 산출 낱말의 분석은 60초 동안 산출된 낱말 중 각 해당범주

에 속하는 낱말 중 적절하게 산출한 경우만 정반응으로 간주하였다. 반복되거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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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관한 낱말은 제외하였다. 반복한 단어는 총 산출단어에서는 제외하였고 군집이

나 전환에서는 의미 있는 범주의 시작이 될 경우 포함하였다.17 또한 하위범주 단어와 

구체적인 단어를 함께 반응한 경우(예, /새, 종달새, 기러기/)에는 구체적인  단어(예, 

/종달새, 기러기/)만 포함시키고 하위범주 단어(예, /새/)는 제외하고 채점하였다.21 

   동물 군집은 Troyer21가 제시한 것을 참고로 하여 김정완과 함께 수정한 것57을 

기준으로 하였다. 군집의 하위분류 및 예시는 <보기1>에 제시하였다. 이때 같은 동물 

이름이 두 개 이상의 하위 종류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는 동물의 하위 분류 외에도 

서식 장소에 따라 같은 종류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낱

말의 앞, 뒤 위치에서 산출된 다른 낱말과의 의미관계에 따라 다른 하위 종류로 분류

될 수 있다. 가령, ‘고슴도치’가 /곰, 사자/와 같은 일반 동물 범주 내에서 산출된 경

우는 일반 동물로 간주되고, /햄스터, 앵무새/와 같은 애완용 동물 범주 내에서 산출

된 경우는 애완용 동물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한국의 설화로 전해 내려오며 각 해

를 대표하는 12개의 동물인 ‘십이지(十二支)’를 하위 종류의 하나로 분류하였다. 이것

은 해외의 분류에는 없으나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띠’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특히 한국 노인에게는 친숙할 것으로 여겨져 하위분류로 선정하

였다. 십이지 또는 띠에 대해 생각할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와 같

이 4개씩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범주 내에서 산출한 경우는 4개 

이상을 연속으로 하였을 때만을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동화나 이야기에

서 자주 접하여 짝으로 생각되는 동물(예, 토끼와 거북이, 쥐와 고양이)은 하나의 군

집으로 보았다.  

   전환은 군집(群集)전환(cluster switching)과 난(難)전환(hard switching)이라는 두 

가지의 방식을 사용한 Abwender의 기준20을 선택하였다. 군집전환이란 군집과 군집

간의 전환을 뜻하고, 난전환이란 군집과 단어 간의 전환, 단어와 단어 간의 전환을 뜻

한다. 

   군집의 크기는 Troyer 등11이 제시한 기준을 선택하였다. 군집의 크기란 군집에 

들어 있는 단어 수의 평균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군집의 정의는 같은 의미적 분류 

내에 있는 단어를 연속으로 최소 2개 이상 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였다. 군집 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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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수는 각각의 군집에서 최소 단어인 1개를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세었다. 예를 

들어 한 군집 내 단어 수가 2개이면 군집의 크기는 1이고 3개이면 2, 4개이면 3이다. 

모든 군집에서 합해진 군집 내 단어의 수를 총 군집의 수로 나누어 평균 크기를 계산

하였다. 군집 크기의 평균은 한 군집 내에 포함된 단어 수의 평균이므로 군집 내에 

포함된 단어의 수가 많으면 군집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2.4. 신뢰도 분석

   전체 생성이름대기 자료 중 20%에 해당하는 16명의 자료를 임의로 선정하여 평

가자 내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이전의 분석 기준을 숙지하여 동일한 샘플을 이틀 후 

다시 분석하였다. 총 산출단어수의 일치도는 95.4%였고, 전환 횟수 중 군집전환에서 

95%, 난전환에서 98.2%의 일치도를 보였다.  

  

2.2.5. 통계 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SPSS, Chicago, Ⅲ)을 이용하

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연구 문제인 의미 범주 생성이름대기 시 파킨슨병 환자군과 

대조군간의 양적측면(총 산출 단어의 개수, 30초 이전과 이후에 발화한 단어의 수)과 

질적 측면(전환 횟수, 군집의 평균 크기)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된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연령, 교육기

간, K-MMSE점수를 설정하고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통

하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 변인(연령, 교육기간, K-MMSE점수)과 검사간

의 관계를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이때, 다중공

선성(multicollinerarity)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확대인자) 10이하인 경

우만 포함하였다. 위의 모든 분석들의 통계학적 검정에 대한 유의수준은 5% 이내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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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과

   3.1. 각 군 간의 산출단어, 전환 횟수, 군집 크기의 차이

   각 군 간의 산출단어, 전환(군집전환 및 난전환) 횟수, 군집 크기의 평균과 표준편

차는 <표 2>와 같다. 각 군 간의 총 산출단어 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1). 

파킨슨병 환자의 총 산출단어 수(12.78±3.30)는 정상 대조군의 총 산출단어 수

(13.44±4.66)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460). 

   검사시간 30초를 기점으로 하여 두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군 간의 산출단어 수를 

비교해 본 결과, 후반 30초 구간에서만 차이를 보였다(그림 2). 파킨슨병 환자의 초반 

30초 구간 산출단어 수(10.04±2.43)는 정상 대조군이 산출한 단어 수(9.59 ± 3.33)

에 비해 조금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p = .540), 후반 30초 

구간에서 파킨슨병 환자군의 산출단어 수(2.74 ± 1.91)가 정상 대조군이 산출한 단

어 수(3.85 ± 2.3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적었다(p < .05). 

   각 군 간의 전환 횟수를 비교한 결과, 난전환 횟수에서만 차이를 보였다(그림 3). 

파킨슨병 환자의 군집전환 횟수(1.52±1.29)는 정상 대조군의 군집전환 횟수

(1.50±1.1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948). 파킨슨병 환자의 난전환 

횟수(3.48±1.89)는 정상 대조군의 난전환 횟수(4.69±2.1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적었다(p < .05). 

   각 군 간의 군집의 크기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4). 파킨슨병 환자의 군

집의 크기(2.87±1.85)는 정상 대조군의 군집의 크기(2.81±1.55)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 = .881).



- 14 -

      PD

(N=27)

NC

(N=54) P-value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총 산출단어1 12.78(±3.30) 13.44(±4.66) .460

초반 30초 구간 산출단어1 10.04(±2.43) 9.59(±3.33) .540

후반 30초 구간 산출단어1 2.74(±1.91) 3.85(±2.31) .025*

전환 횟수2 군집전환 1.52(±1.29) 1.50(±1.15) .948

난전환 3.48(±1.89) 4.69(±2.13) .015*

군집 크기1 2.87(±1.85) 2.81(±1.55) .881

1단위는 개, 2단위는 회

PD는 파킨슨병 환자군, NC는 정상노인 대조군
*p < .05

표 2. 각 군 간의 총 산출단어, 전환 횟수, 군집 크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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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군 간의 총 산출단어 수 평균비교

그림 2. 각 군 간의 30초 이전과 이후의 산출단어 수 평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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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각 군 간의 전환(군집전환과 난전환) 횟수의 평균비교

그림 4. 각 군 간의 군집 크기의 평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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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각 군의 생성이름대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

   파킨슨병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수행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인은 연령, 교육년수, 

K-MMSE 점수이다. 그 결과, 정상 대조군에서의 교육년수와 K-MMSE 점수만이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411, p < .001). 

3.2.1. 정상 대조군의 수행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

   정상 대조군의 수행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교육년수와 K-MMSE간의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분석 시 각각의 변인을 제외하고 통

계값을 구하였다. 

   정상 대조군의 총 산출단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K-MMSE 점수(p < .001)와 교

육년수(p < .01)이나 설명력은 크지 않았다(R²= .201, ∆R²= .169 ; R²= .165, ∆R²= 

.133). K-MMSE 점수 높을수록(B =1.019), 교육년수가 많을수록(B = .486) 총 산출

단어가 많아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군집전환 횟수에 영향

을 주는 변인은 없었다(R²= .072, ∆R²= .036). 난전환 횟수에는 K-MMSE 점수(p < 

.05)만이 영향을 주었으나 설명력은 크지 않았다(R²= .284, ∆R²= .190). K-MMSE 

점수 높을수록(B = .367) 난전환 횟수가 많아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군집 크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없었다(R²= .065, ∆R²=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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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력

     

     통계값

변인 

기울기(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SE B) (β)

총산출단어
연령 -.072 .115 -.079

교육년수 .486 .154 .409**

K-MMSE 1.019 .286 .446**

군집전환횟수
연령 .011 .031 .049

교육년수 .075 .040 .256

K-MMSE .060 .078 .107

난전환횟수 연령 .008 .055 .018

교육년수 .078 .076 .143

K-MMSE .367 .137 .352*

군집크기
연령 -.066 .041 -.216

교육년수 .078 .076 .143

K-MMSE .116 .103 .152

*p < .05, **p < .01

표 3. 정상 대조군의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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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파킨슨병 환자군의 수행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

   파킨슨병 환자군의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

였다. 파킨슨병 환자군의 총 산출단어 수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없었다(R²= .180, ∆

R²= .073). 또한 군집전환 횟수나 난전환 횟수에 영향을 주는 변인도 관찰되지 않았

다(R²= .284, ∆R²= .19: R²= .052, ∆R²= -.072). 군집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도 

없었다(R²= .036, ∆R²=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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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력

     

     통계값

변인 

기울기(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SE B) (β)

총산출단어
연령 -.195 .106 -.369

교육년수 .258 .161 .310

K-MMSE -.075 .481 -.030

군집전환횟수
연령 -.064 .038 -.312

교육년수 .112 .058 .346

K-MMSE .250 .175 .261

난전환횟수 연령 -.047 .065 -.155

교육년수 .030 .099 .062

K-MMSE -.298 .296 -.211

군집크기
연령 .057 .064 .191

교육년수 -.009 .098 -.019

K-MMSE -.011 .292 -.008

표 4. PD 환자군의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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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찰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검사는 1분간 특정한 의미범주에 속하는 단어를 산출하게 

하는 검사로서 언어기능 및 인지기능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1,2 파킨슨병 환자는 전

두엽 기능 장애로 인한 인지문제(예; 주의 결함, 작업 기억의 손실, 실행기능 부전)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전두엽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생성이름대기검사에서도 수행력

이 저하된다. 생성이름대기검사의 결과 분석에 있어서 총 산출단어 수와 관련한 양적 

분석 외에도 군집 및 전환과 같은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41 이러한 분석은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필요한데, 이는 파킨슨병 환자군과 정상군 간에 총 

산출단어 수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집 및 전환 분석 결과에는 차이가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이다.37,38 실질적으로 파킨슨병 환자는 전환 능력이 저하되기도 하

고,13,38 하부 범주화 능력과 관련한 군집화 능력이 저하되기도 한다.46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파킨슨병 환자들의 생성이름대기 수행 결과에 대한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하여 

정상군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특히 ‘전환’에 있어서 군집전환과 난전환을 합해서 연

구한 초기 선행 연구들12과는 달리 군집전환과 난전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 정

상군과 환자군의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이 다음의 측면에서 동일한 수

행력을 보였다. 첫째, 1분 동안 생성한 총 산출단어 수에서는 거의 비슷하였다. 이는 치

매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의 생성이름대기 총 산출단어의 수에서는 정상 대조군과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30,3738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총 검사시간을 30초 구간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더니 정상군과 환자군 모두 동일하게 후반 30초 구간에서 산출단

어 수가 저하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정상군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집중력의 저하

로 인해 산출단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59 셋째, 질적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군집전환은 정상군과 파킨슨병 환자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 군집 크기 또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군집 크기는 측두엽의 손상을 시사하는 유용한 지표인데12 본 연구 결

과로 파킨슨병 환자의 측두엽 기능은 비교적 보존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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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파킨슨병 환자군이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수행력이 저하되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도 관찰되었다: 1) 총 검사 시간인 60초 중 후반 30초 구간에서 정상군에 비

해 환자군의 산출단어수가 적고, 2) 난전환 횟수가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적었다. 

이 결과에 따른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 60초 중 후반 30초 구간에서 환자군

이 단어를 더 적게 산출한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상군과 환자군 모두 후반 30초 

구간에서 수행력이 저하되나, 특히 후반 30초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더욱 더 수

행력이 떨어지는 이유로서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실행기능 및 범주화 능력 저하

와 같은 인지 문제60를 들 수 있다. 시간적 분석을 실시한 한 연구58에서는 후반 30초 

구간에서 특히 집중력 및 전두엽의 실행기능이 단어 산출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하였

다. 이와 더불어 파킨슨병 환자는 어휘 산출시 불필요한 정보를 억제하는 경쟁적 억

제능력이 손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61

   또한 본 연구에서 MMSE 검사를 통하여 인지수준이 정상 규준 내에 속하는 파킨

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수행력이 더 저하된 것은 본 환

자들이 전임상 단계(preclinical stage)의 인지장애 환자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별 검사로 사용한 MMSE 검사는 비교적 간단한 선별검사로서 국외에서도 많이 사

용되지만 민감도(sensitivity)가 다소 낮아서 정상 규준에 속한 파킨슨병 환자라도 경

도인지장애로 판별되거나35 실행기능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34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 사용된 MMSE 검사는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수준을 설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

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는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더라도 언어문제를 보일 수 있다.51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파킨슨병 환자는 전두엽 실행기능의 저하뿐 아니라 측두엽의 기

능저하를 보이기도 하는데 언어기억 저장소와 같은 측두엽의 기능저하는 생성이름대

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51 초기 파킨슨병 환자에서도 전두엽 기능저하뿐 아니라 측

두엽의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44 이러한 가능성과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실

제로 파킨슨병 환자에게 언어문제가 나타나는지 평가하지 못해 이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한편,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의 MMSE 검사 결과를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주의집중과 계산, 기억등록, 기억회상, 시공간적 구성 항목에서는 정상군

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언어능력은 상대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30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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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의 언어 문항만으로 언어능력을 세밀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생성이름대기검사 결과가 언어 및 인지기능을 오히려 더 민감하게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 검사는 이미 유용한 검사임이 입증되었고 다른 

신경심리 검사의 지표들과 상관이 높으므로44,60,62 언어 검사 및 인지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경우 짧은 시간에도 전두엽 실행기능 및 언어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검사임

에 분명하다. 

   파킨슨병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저하된 두 번째 결과로는 난전환 횟수를 들 

수 있다. 군집과 전환에 대한 연구12를 보면 국소적인 측두엽 손상을 지닌 환자는 전

환 수와 군집 크기가 모두 정상군에 비해 저하되어 있었고, 국소적인 전두엽 손상을 

지닌 환자는 군집 크기에는 차이가 없으나 전환수만 더 적었다. 또한 좌측두엽 손상 

환자들이 우측두엽 손상 환자보다 군집 크기가 더 작았다. 파킨슨병 환자군에서 는 

전두엽 실행기능과 관련한 전환의 문제가 두드러진다.13,38 그러나 이전 연구들에서 사

용된 전환은 군집전환과 난전환의 횟수를 합한 것이므로20 군집전환에서 저하를 보였

는지 난전환이 저하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난전환의 저하만이 확인

되었으나 이때의 전환 능력은 효율적인 인출 및 탐색 전략과 관련이 있고17,19 이 는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기능장애28와 개념적 전환의 문제42를 반영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전의 많은 연구에 의해 

교육수준,2,21,22 연령21-23이라고 밝혀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현재 인지기

능(MMSE)까지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령 변인은 수행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

다. 이전의 연령에서의 차이를 보였던 연구들과는 달리21,22 노년층만을 포함하였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군의 경우, 총 산출단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교육수준과 MMSE 점수였다. 교육을 받은 기간이 길수록, MMSE 점수가 높을수록 

총 산출단어수가 많아지고, MMSE 점수가 높을수록 난전환 횟수도 많아졌다. 총 산출

단어수와 관련하여 국내 정상 노년층 연구의 생성이름대기를 연구26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교육 수준이 수행력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반면 또 다른 연

구에 의하면63 교육수준의 효과가 높은 범주는 학습된 지식이나 개념과 연관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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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에 많았으며 오히려 기억기능이나 실행기능과는 관계가 적었다. 다시 말해 학습

된 지식과 관련된 교육수준은 개인의 결정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과는 달리 유동지능(fluid intelligence)에 의해 결정되는 생성이름대기는  

교육수준의 효과가 낮았다. 실제로 생성이름대기는 학습효과가 적고,12 새로운 문제 

해결이나 인지적 유연성과 같은 유동지능과 관련이 깊은데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이

러한 능력이 부족33-35하므로 수행력이 저하될 수 있다. 파킨슨병 환자군의 경우, 본 

연구에서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지 못하였는데 이는 생성이름대기에 관련한 복잡한 

인지 기능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영향을 주는 변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파킨슨병 환자

의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에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능력, 어휘력(vocabulary), 

반응속도(processing speed), 경쟁적 억제능력(competitive inhibition)의 저하 등이 

관여할 것이며40,61 연령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변인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생성이름대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인지

수준(MMSE 점수)을 선택하였다. 이전의 연구를 토대로 영향을 줄 변인들을 통제하였

으나 파킨슨병 환자의 수행력과 관련된 변인을 본 연구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특히 

환자군에서는 언어능력 및 인지능력과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이 관련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별에 사용된 STAND 외에는 추가적인 언어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파킨슨병 환자의 생성이름대기 수행력 저하가 언어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댈 수 없었다. 

   셋째, 파킨슨병 환자는 MMSE와 같은 검사에 정상 규준을 부합하더라도 전임상 

단계의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 이 검사만으로 환자군의 인지 수준이 통제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추가적인 신경심리학적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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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 27명과 정상 대조군 54명을 대

상으로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을 비교하였다. 총 산출단어 수와 같은 양적분

석뿐 만 아니라 군집 및 전환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질적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

성이름대기 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파킨슨병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간의 1분간 총 산출단어의 수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두 군 모두 전반 30초 구간에 비해 후반 30초 구간

에서 수행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두 군간의 차이는 후반 30초 구간에서 나타

났는데 이때 파킨슨병 환자의 산출단어는 정상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

다. 후반 30초 구간에서는 집중력 및 전두엽의 실행기능이 큰 역할을 하는데 본 연구

의 결과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군에서 이러한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환 중에서 군집전환의 횟수에서는 각 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 난전환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파킨슨병 환자군에서 난전환의 횟수 저하는 인지적 유연성이나 실행

기능이 저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군집전환 횟수와 군집의 크기가 두 군 간 차이가 

없음은 환자군에서도 측두엽의 기능이 비교적 보존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전두엽의 실행기능과 관련한 문제를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총 

산출한 단어의 수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시간적 분석 및 질적 분석을 실시할 경우 

알 수 있었다. 의미범주 생성이름대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정상군에서 MMSE

점수와 교육수준이 있으나 이에 반해 파킨슨병 환자군에게 영향을 주는 변인은 관찰

되지 않았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다양한 인지능력(주의력, 반응속도, 정확성 등)이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연령, 교육수준, MMSE 점수)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전환의 기준을 군집전환과 난전환 모두 사용하여 파킨슨병 환자의 문제

를 더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1분간의 총 산출단어에서는 나타

나지 않는 수행력의 차이를 시간적 분석을 통해 파킨슨 환자군에서 저하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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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수준을 통제한 파킨슨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

여 실험 대상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뢰도 저하를 최소화 하였다. 그러나 선별에 사

용된 검사는 K-MMSE로 민감도가 다소 낮은 검사였다. 인지기능의 저하나 치매의 

유무 선별에 민감도가 높은 검사를 사용하여 환자군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군의 수행력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인지

기능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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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1;30;3:68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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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종류 예 시

가축
고양이, 강아지, 개, 거위, 닭, 당나귀, 돼지, 말, 병아리, 소, 오리, 

염소, 양, 젖소, 칠면조, 토끼 등

곤충
거미, 개미, 나방, 나비, 달팽이, 모기, 메뚜기, 벌, 사마귀, 

사슴벌레, 애벌레, 잠자리, 전갈, 지렁이, 풍뎅이, 호랑나비 등

바다에 사는 

동물

(해양 동물)

게, 굴, 낙지, 말미잘, 멍게, 문어, 물범, 물개, 바다표범, 바다거북, 

불가사리, 새우, 수달, 오징어, 전복, 펭귄, 해마, 해삼, 해파리, 

홍합 등 

양서류 개구리, 도룡뇽, 두꺼비, 올챙이 등

애완용 동물
고슴도치, 고양이, 강아지, 개, 소라게, 십자매, 앵무새, 애완조, 

토끼, 햄스터 등

어류
가자미, 갈치, 고등어, 고래1, 꽁치, 도미, 돌고래, 메기, 민어, 방어, 

뱀장어, 붕어, 상어, 옥돔, 잉어, 조기, 참치, 홍어 등 

일반 동물3

고릴라, 고슴도치, 곰, 기린, 낙타, 너구리, 노루, 늑대, 다람쥐, 

두더지, 들개, 멧돼지, 사슴, 사자, 산돼지, 산양, 산토끼, 여우, 

오소리, 쥐, 들쥐, 얼룩말,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치타, 캥거루, 

코끼리, 코뿔소, 표범, 하이에나, 하마, 호랑이(범) 등

조류

거위, 고니, 공작(새), 기러기, 까마귀, 까치, 꿩, 꾀꼬리, 닭, 독수리, 

매, 백조, 부엉이, 비둘기, 뻐꾹새, 솔개, 소쩍새, 십자매, 오리, 

올빼미, 원앙, 제비, 참새, 청둥오리, 칠면조, 타조, 펭귄, 황새 등

파충류
거북이, 공룡2, 구렁이, 도마뱀, 방울뱀, 뱀, 비단뱀, 악어, 이구아나, 

자라 카멜레온, 코브라 등

부록 1. 동물의 군집 하위 종류와 예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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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4

(十二支)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1고래는 포유류에 포함되나 일반 노인들의 이름대기 반응 시, 어류 내에 고래를 포

함하여 이름대기 반응을 보임. 과제가 끝난 후, 각각의 피험자들에게 고래가 어떤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의 피험자들이 어류로 구

분하여 이름대기를 하였다는 반응을 보임. 따라서 어류에 포함시킴.

2현존하는 동물은 아니나 산출빈도가 높고, 과거에 실재했던 동물이므로 동물 이름

대기 반응에 포함시킴.

3산짐승 또는 들짐승으로 따로 나누기 애매하여 ‘일반동물’ 범주에 넣음

4십이지 범주에 속하는 동물은 4개를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산출한 경우에만 군집

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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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삶이 공허하다.    / 아니오

2.  나의 삶에 기본 으로 만족한다.    / 아니오

3.  체로 행복하다.    / 아니오

4.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주 기쁘다.    / 아니오

5.  기분 좋게 사는 편이다.    / 아니오

6.  최근 들어 활동이나 심거리가 었다.    / 아니오

7.  나에게 나쁜 일이 닥쳐올까 두렵다.    / 아니오

8.  자주 무기력해진다.    / 아니오

9.  내 삶이 가치가 없다.    / 아니오

10.  내가 처한 상황이 망 이다.    / 아니오

11.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는 잘 지내는 것 같다.    / 아니오

12.  자주 따분해진다.    / 아니오

13.  보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    / 아니오

14.  기운이 넘치는 것 같다.    / 아니오

15.  외출하는 것 보다는 집에 있는 것이 좋다.    / 아니오

부록 2.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K-GDS)54

 

* 음 으로 표시된 부분은 역코딩 문장임.

* 5  미만이 정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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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킨슨병이 신체의 일측만 침범했을 때

Ⅱ. 양측성 는 상부에 침범하여 가면성 안면, 연하장애 등이 나타났을 때

Ⅲ. 몸의 균형 유지에 장애를 받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Ⅳ. 병이 히 진행되어 심한 장애가 래되며 일상생활에 보조인이 필요할 때

Ⅴ. 침상이나 구동의자에만 의존할 정도로 운동능력이 제약 될 때

부록 3. Hoeh-Yahr stage44(Hoeh-Yahr, 1967; 이애영, 2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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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mantic verbal fluency characteristics of Parkinson's disease

Park, So Hyun

The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The semantic fluency test is used in examining the frontal lobe’s executive 

function and the temporal lobe’s semantic memory function by measuring word 

retrieval ability.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PD) may show declined 

semantic fluency performance because of their dysfunction in frontal lobe as 

the symptom of early stage of PD. Besides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number of generated words, this declined performance may also appear in 

qualitative analyses such as clustering and switching. Thus, this researc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alyzed one-minute fluency performance in 

‘animal” category of twenty-seven patients with idiopathic PD and fifty-four 

normal people in the control group. Switching in the analyses was divided into 

clustering switching and hard switching. 

  The research results and discussion points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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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d words between the pati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for sixty 

seconds, and the patient group showed declined performance in the latter 

thirty second section just like the normal group. This is because of the 

reduced concentration in the latter section of thirty second. However, in the 

latter thirty-second section, the patient group generated significantly less 

number of the word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atients with PD can 

show cognitive problems such as reduced competitive inhibition ability, 

reduced concentration, executive dysfunction, and reduced categorization 

ability, and these cognitive problems of PD patients are reflected in the latter 

thirty-second section. Also, since MMSE test used in this research has low 

sensitivity, it is hard to control the cognition level of the patient group by 

this test itself and the possibility of the presence of patients with cognitive 

impairment in the preclinical stage in the patient group can not be ignored.

  Second, the qualitative analysis of performance showed the number of 

cluster switching and the cluster size was similar in both groups. Cluster 

switching is related to clustering ability and it can be assumed that the 

temporal lobe function of PD patients is comparatively preserved. However, it 

reveals the number of hard switching was lowered in the patient group. 

Switching is associated with the frontal lobe function and individual cognitive 

flexibility, and PD patients show reduced performance in this hard switching. 

  Third, the variables that had an influence on semantic fluency test were 

observed in the only normal control group.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level were education and MMSE score. In the PD patient group, 

other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cognitive function such as working memory 

ability, vocabulary, reaction time, and control ability are considered to have 

greater influence than the variables (age, education, MMSE score) used i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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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compared the different semantic fluency performance level of 

the PD patient group to the normal control group.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is that it observed the reduced performance of PD patients through 

by time and analyzed switching by dividing it into clustering switching and 

hard switching. We hope to see a research that controls cognition level of 

patients with cognitive impairment that is easily seen in PD patients along 

with a research that concerns diverse variables related to semantic fluency 

performance in the future.

                                                                                

Key words : semantic verbal fluency, Parkinson's disease, executive function, 

clustering and switching, cluster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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