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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파킨슨병 환자의 생성이름대기 특성 및 변인

생성이름대기 검사는 특정 범주 내에서 단어를 인출하는 검사로서, 전두엽

손상 환자군의 탐지와 변별에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는 파킨슨병 환자군도 생성이름대기 검사에서 감소된 수행력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를 동반하지 않은 만 50세 이상의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 50명과 연령 및 교육년수를 일치시킨 일반 대조군 40명을 대상으로 60초

간 생성이름대기 검사의 의미 범주(‘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동물’)와 음소

범주(‘ㄱ, ㅇ, ㅅ’)의 과제를 실시하였다. 수행력은 ‘첫 정반응 단어 산출 시간’

과 ‘정반응 단어 산출 수’로 구분하였고, 또한 60초를 15초 구간으로 나눈 시

간적 분석을 통하여 각 시간 구간에 따른 정반응 단어 산출 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첫째, 파킨슨병 환자군이 일반 대조군보다 음소 과제의 60초 전체

구간과 15∼30초 구간에서의 정반응 단어 산출 수가 유의하게 적었다. 또한

첫 단어 산출 시간과 K-MoCA의 ‘주의 집중력’ 점수가 군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집행기능’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를 통하여 치매가 없

는 파킨슨병 환자의 전두엽 기능 중 ‘집행기능’이 먼저 저하된다는 것을 밝혔

다. 또한 이 점수는 환자군내에서만 음소 과제의 60초 전체 구간 정반응 단어

산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둘째,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

군 모두 과제별 인접 시간구간의 정반응 단어 산출 수를 분석한 결과, 각 군

의 의미 및 음소 과제에서 0∼15초 구간에서보다 15∼30초 구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추가적으로, 파킨슨병 환자군내에서만 의미 과제의 15∼30초 구간

보다 30∼45초 구간에서 더 감소한 수행력을 보였다. 또한 환자군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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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T 수행력이 첫 단어 산출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환자군내에서

만 이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파킨슨병 환자군의 생성이름대기 수행

력에 전두엽의 집행기능 뿐 아니라 언어기능 또한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K-MoCA와 K-BNT 점수에서는 치매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

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생성이름대기 검사에서는 환자군이 대조

군에 비하여 수행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에서, 생성이름대기 검사가 환자군의

초기 인지기능 장애 및 언어장애를 감별하는데 가장 민감한 도구라는 것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는 첫 정반응 단어 산출 시간과 일반적으로 임상 및 연구에

서 사용되는 60초를 15초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서의 정반응 단어 산출

수를 통하여 파킨슨병 환자군의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결과는 임상에서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초기 인지기능 장애를 선별하고, 전두엽 집행기능을 가늠하기 위하여 생성이

름대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 파킨슨병, 생성이름대기, 전두엽, 집행기능, K-MoCA, K-B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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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환자의

생성이름대기 특성 및 변인

<지도교수 김 향 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손 지 현

Ⅰ. 서 론

1. 연구 배경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은 운동저하형 마비말장애(hypokinetic

dysarthria)를 야기하는 대표적 질환으로, 신경퇴행성 질환 중 알츠하이머병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하다.1 이 환자는 운동을 계획 및 실행하는 전두엽에 기능장

애2를 보이고, ‘안정시 진전(tremor at rest), 경직(rigidity), 서동(bradykinesia),

자세 불안정(a loss of postural reflexes)’ 등 신체 운동장애인 파킨슨증을 보

인다.2 파킨슨병 환자들의 말 특징으로는 ‘단조로움, 단강세, 단강도, 부정확한

자음, 느린 말속도’ 등이 있다.3 말속도는 연구에 따라 다른데, 말속도가 빨라

지거나4, 느려지기도 하나5 일반인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도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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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6 파킨슨증의 하나인 ‘서동’은 근육의 움직임을 계획(programming)하고

집행(execution)하는 기능을 느리게 만들뿐 아니라,3 생각의 흐름이 느려지는

‘정신완서(bradyphrenia)’를 야기한다.7 또한 파킨슨병 환자는 집행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와 유사한 인지기능(주의력, 기억력, 집행기능) 장애를

보이며, 구어 회상 등에 어려움이 있다.8 파킨슨병 환자에게 전두엽 기능검사

(Frontal Assessment Battery, FAB)를 시행하여 일반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인 선행연구9에서 운동장애가 심할수록 전두엽 기

능이 유의하게 저하되는 역비례관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운동장애 중 보행

에 문제가 있는 환자군에서 다른 파킨슨증을 보인 환자군보다 인지기능 손상

이 심하였다.10 파킨슨병의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운동장애가 심해지고10, 병

의 중증도가 증가할수록 인지기능이 감소하였다.11,12 또한 파킨슨병 환자에게

서 흔하게 관찰되는 우울 증상은 인지장애를 야기하고,13,14 특히 생성이름대기

능력과 청각적 주의력에 결함을 일으킨다.13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 증상에 대

한 연구13에서 우울 증상이 있는 파킨슨병 환자는 우울 증상이 없는 파킨슨병

환자와 일반 대조군보다 저하된 생성이름대기(generative naming)능력을 보였

다. 그러나 우울 증상 정도와 인지기능 저하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

구도 있었다.10

생성이름대기란 특정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을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

이 산출하도록 하는 통제단어 연상검사(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COWAT)로서, 구어 유창성 검사라고도 불린다. 이 검사는 매우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몇 가지 인지과정이 관여한다. 먼저, 입력된 어휘정보를

조절하고 유지해야하는 주의력, 검색되어질 어휘 저장소, 인출 전략, 주어진

범주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기억이다.15 따라서 주어진 범주 내에 저장된 단어

를 탐색하고 인출하는 생성이름대기 검사를 통하여 관련된 인지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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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사전(mental lexicon)에 의미적·음소적인 규칙을 가지고 저장된 단어는

주어진 필요에 따라 산출된다. 먼저, 산출하기에 앞서 목표단어를 어휘사전에

서 검색해야 하므로, 적절한 단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저장되어 있는 어휘의

양, 즉 어휘력이 풍부하여야 한다. 개인의 어휘사전이 충분히 크면, 효율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단어를 인출해낼 수 있다.18,19 생성이름대기 검사는 이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대상자가 산출한 단어들을 통하여 어휘사전의

양적인 부분뿐 아니라, 이미 산출된 단어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저장되어 있

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며,15,18-21 주어진 범주 내의 단어가 고갈될 때 다른 범

주로 전환하는 인출전략의 효율성과 같은 질적인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 있

다.21

생성이름대기 검사는 음소 및 의미 범주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17 먼저 음

소 생성이름대기는 지정된 음소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

한 많이 산출하도록 하는 검사이다. 주어진 음소 범주 내에서 결합 가능한 자

음과 모음을 선택하여 범주에 적합한 단어를 생성한 후 일시적으로 작업 기억

에 저장하여 유의미 단어인지 여부를 판별한 후 인출한다.21,22 한국에서는 한

국어 초성 출현빈도에 근거한 ‘ㄱ, ㅇ, ㅅ’ 음소를 사용하고 있다.23 의미 생성

이름대기는 주어진 의미 범주(예: 동물이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등)에

속하는 단어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산출하도록 하는 검사이다.

먼저, 주어진 범주를 의미적으로 확인한 후, 다양한 하위범주로 군집하여 인출

하게 된다.20,24 이처럼 두 과제는 서로 다른 산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특정

뇌 영역 손상 환자의 수행력을 비교하면, 과제별로 관여하는 영역을 알 수 있

다.21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생성이름대기 검사를 실

시한 연구25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의미 과제에서, 파킨슨병 환자는 음소

과제에서 유의하게 수행력이 저하되었다. 단서 유무에 따른 수행력을 분석한

연구26에서도, 단어 인출을 돕기 위하여 단서를 제공하였을 때 파킨슨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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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산출하는 단어의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즉, 생성이름대기 수행력 저

하는 저장된 단어를 인출하는 전두엽의 문제이거나 저장 자체의 결함인 측두

엽의 문제이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의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5,26

생성이름대기 과제에서 사용되는 단어 산출 전략으로는 ‘군집’과 ‘전환’ 두

가지가 있다.21,27 먼저 ‘군집’은 주어진 과제에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휘 저장소 역할을 하는 측두엽과 관련된 기능이다.

이를 통하여 저장된 어휘들의 관계가 의미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16 ‘전환’은 한 범주 내에서 단어가

고갈되었을 때, 새로운 범주로 넘어가는 능력을 의미하며, 인지적 유연함과 효

율적으로 탐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관련된 기능이다.27 이러한 단어

산출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면 오류를 보이게 되는데, 그 종류로는 ‘보

속적 오류(perseveration)’와 ‘범주 외 오류(intrusion)’ 두 가지가 있다. ‘보속적

오류’는 대상자가 제한시간 내에서 이미 말했던 단어를 반복하여 산출하는 경

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동물’ 범주에서 ‘낙타, 캥거루, 낙타’로 답했다면 ‘낙

타’가 보속적 오류에 속한다. ‘범주 외 오류’는 주어진 범주에서 의미적·음소적

으로 해당되지 않는 단어를 산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ㅅ/음소’ 범

주에서 ‘쌀’이라고 답했다면 ‘쌀’이 범주 외 오류에 속한다. 특히 파킨슨병 환

자군은 전두엽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전환이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보속

적 오류를 빈번하게 산출한다.28,29 이와 같이, 생성이름대기 검사는 특정 음소

나 범주 내에서 단어를 인출하는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뿐 아니라, 전두엽 손

상 환자군의 탐지와 변별에 매우 유용하므로 신경심리학적 평가 항목에 반드

시 포함된다.23,27,28,30

일반적으로 생성이름대기 검사는 60초27의 제한시간을 두며, 검사가 진행될

수록 산출하는 단어 수가 감소한다. 제한시간 60초를 15초(0∼15초, 15∼30초,

30∼45초, 45∼60초)와 30초(0∼30초, 30∼60초) 간격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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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후반부로 갈수록 산출하는 단어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전반부에서는

접근하기 쉬운 고빈도 어휘 저장소에서 군집을 이루어 저장되어 있는 단어를

산출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장소에 있던 단어들이 고갈되므로 ‘군집’

뿐 아니라 ‘전환’ 전략까지 사용하여 단어인출을 시도해야하기 때문이다.31,32,34

이때 과제 수행에 필요한 주의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단어 인출에 관여하

는 인지기능이 방해를 받으므로 산출하는 단어의 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 같

은 결과는 아동과 성인,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모두 동

일하였다.31-35 파킨슨병 환자군도 단어 인출 결함을 보여 일반 대조군에 비해

전체적으로 적은 수의 단어를 산출하였다.15,21,25,26,29,36-40 이는 파킨슨병 환자군

이 전두엽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이미 산출한 단어들을 모니터하고, 다른 범주

로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속적 오류를 빈번하게 보였

기 때문이다.21,37 그러나 인지저하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군은 일반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저하된 수행력을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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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파킨슨병 환자군의 생성이름대기 수행이 음소 및 의미 과제 중 어느 것에

서 더 저하되는지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음소 과제보다 의미 과제에

서 수행이 저하된다는 연구가 있고15,25,42, 의미 과제보다 음소 과제에서 유의미

하게 저하된 수행을 보여, 음소 과제가 집행기능을 더 많이 요구한다고 설명

한 연구도 있다.25,38,4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 및 음소 과제를 제시하고,

일반적인 제한시간 60초와 그 60초를 4가지(1∼15, 15∼30, 30∼45, 45∼60초)

구간으로 나눈 각각의 시간구간에서의 정반응 단어 산출 수를 측정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일반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저하된 수행력을 보이는 과제가

어느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시간구간에 따라 산출하는

정반응 단어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임상에서 효과적인 검사시간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간에 정반응 단어 산출 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시간구간이 있다면,

그 시간구간이 파킨슨병 환자를 임상적으로 변별할 수 있는 표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치매군에서 첫 15초 구간 이후 정반응 단어 산출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밝힌 선행연구31와 같이, 환자군 내에서 시간구간

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면, 환자군의 생성이름대기 특성을 연

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두엽 장애 환자군이 반

응속도가 느리다는 선행연구43에 따라, 과제별 첫 단어 산출까지의 반응시간을

측정한다. 이를 통하여 파킨슨병 환자군도 행동의 개시 및 유지 역할을 하는

전두엽에 기능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40,44. 결과적으로, 생성이름대기

검사 과제별로 정반응 단어 산출 수와 첫 단어 산출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면, 파킨슨병 환자군의 인지 및 언어능력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써 임상에서 적합한 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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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파킨슨병 환자군의 생성이름대기 특성과 관련된 변인을 알아

보고자, ‘말속도, 대면이름대기 검사, 인지검사 점수, 우울검사 점수, 환자군 내

에서의 유병기간’과 ‘수행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을 대상으로 각 변인이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

는지를 확인하였다.



- 8 -

3. 연구 문제

가. 파킨슨병 환자군은 일반 대조군에 비하여 생성이름대기 과제(의미, 음

소)의

(1) 정반응 단어 산출 수가 시간구간(0∼15, 15∼30, 30∼45, 45∼60초와

60초 전체 구간) 각각에서 적은가?

(2) 정반응 단어 산출 수가 시간구간(0∼15, 15∼30, 30∼45, 45∼60초)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는 구간이 있는가?

(3) 첫 단어 산출 시간이 느린가?

나.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에서 두 과제의 정반응 단어 산출 수와

첫 단어 산출 시간이

(1) 말속도, 대면이름대기 검사 점수, 인지검사 점수, 우울검사 점수, 유병

기간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2) 말속도, 대면이름대기 검사, 인지검사 점수, 우울검사 점수 중 어떤 변

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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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및 대한 파킨슨병 협회를 통하여 서울, 인

천, 경기, 부산, 대구, 전라 등 각지에서 모집한 파킨슨병 환자 70명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대조군은 생성이름대기 수행

에 영향을 주는 연령30 및 교육년수30,45를 일치시키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일반인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생성이름대기 검사가 성별에 영향을 받지 않

는다는 연구30를 근거로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하였다.

파킨슨병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1) 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게 ‘특발성 파킨슨병(idiopathic Parkinson’s disease)’으로 진단받은 만 50세 이

상2의 성인이고, (2) 파킨슨병 이외에 뇌손상 및 뇌혈관장애 병력이 없으며,

(3) 지적장애, 실어증과 같은 중복장애가 없고, (4)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시각

적, 청각적 질환으로 인한 진단 및 수술을 받지 않았으며, (5) 인지 능력이 생

성이름대기 수행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29를 근거로,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Korean-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강연욱, 2009, 이하 K-MoCA) 점수

가 해당 연령 및 교육년수에 따라 정상규준에 속하는 사람으로 하였다. 일반

대조군은 기준 (1)을 제외한 (2)∼(4)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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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

(N=50)

일반 대조군

(N=40)
t p

연령(세) 63.04(±6.33)1 61.95(±6.54) -.800 .426

유병기간(년) 8.98(±5.79)

교육년수(년) 12.42(±3.26) 12.60(±3.23) .261 .794

GDS-K2 11.74(±7.13) 5.85(±5.13) -4.552 <.001***

K-MoCA3 24.76(±2.75) 25.18(±2.85) .700 .486

K-BNT4 74.06(±24.36) 78.90(±26.04) .908 .366

표 1. 대상자 정보

1평균±표준편차
2GDS-K=Korean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총점: 30점)
3K-MoCA=Korean-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총점: 30점)
4K-BNT=Korean Boston Naming Test (총점: 60점)
***p ＜ .001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간의 연령, 교육년수, 한국판 노인 우울척

도(Korean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기백석, 1995, 이하

GDS-K), K-MoCA 및 대면이름대기 검사(Korean version of Boston Naming

Test, 김향희· 나덕렬, 1997, 이하 K-BNT) 점수를 독립표본 t-test로 비교하

였다(표1). 먼저 환자군(63.04±6.33세)과 일반 대조군(61.95±6.54세)의 연령을

비교하였을 때 각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교육년수에서도 환자군

(12.42±3.26년)과 일반 대조군(12.60±3.23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K-MoCA도 마찬가지로 환자군(24.76±2.75점)과 일반 대조군(25.18±2.85점) 간



- 11 -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K-BNT 점수도 환자군(74.06±24.36％ile)과 일반 대

조군(78.90±26.04％ile)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하는 GDS-K 검사 점수에서는 파킨슨병

환자군(11.74±7.13점)이 일반 대조군(5.85±5.1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p ＜

.001), 이는 파킨슨병 환자군에게서 우울 증상이 흔하게 나타난다는 연구13,14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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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자료 수집

(1) 우울검사

우울 증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 30문항(30점 만점)으로 구성된

‘GDS-K’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예-아니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가 평가 방식

이다. 만약 대상자가 질문을 읽을 수 없을 경우 검사자가 직접 문항을 읽어서

들려주고 대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 당 1점으로, 0점이 우울 증상이 없고,

점수가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을 느낀다고 판단한다.

(2) 인지검사

총 30점 만점으로, ‘주의 집중력(4점), 집행기능(6점), 기억력(4점), 언어기능

(5점), 시공간구성능력(5점), 지남력(6점)’ 등 다양한 인지영역을 평가47하는 검

사인 ‘K-MoCA’를 실시하였다. 연령 및 교육년수를 고려한 규준을 적용하여

절단점수 이상의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3) 대면이름대기 검사

총 60개(60점 만점)의 그림으로 구성된 ‘K-BNT’를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매뉴얼을 숙지하여 의미 및 음절 단서를 제시하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

였다. 채점은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반응한 정답 수’로 하였고, 분석에는 연령

및 교육년수를 고려한 백분위수(％il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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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 자료

대상자의 말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을’ 문단(김향희, 2005)을 읽도록 하

였다. 검사자는 대상자에게 “평소에 대화하시는 속도로 읽어주세요.”라고 지시

하였다. 대상자가 검사 진행 중에 보였던 말속도와 다르게 읽으면 지시사항을

다시 한 번 들려준 후 1회 더 반복 수행하였다.

(5) 생성이름대기 검사

음소(‘ㄱ, ㅇ, ㅅ’23) 및 의미(‘동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23,47) 범주 생

성이름대기 검사는 매뉴얼에 따라 다음의 지시사항을 주고 시작하였다. “이

검사는 60초 내에 주어진 범주 내에서 최대한 많은 단어를 말씀하시는 검사입

니다. 예를 들어, 제가 /ㅂ/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최대한 말씀해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라고 예시를 들려준 후, 대상자가 과제를 완전히 이해하였다

고 생각하였을 때, “제가 ‘시작!’하면 /ㄱ/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60초 동안 최

대한 많이 말씀해 주세요. 시작!”이라는 지시를 주고 대상자가 산출하는 모든

단어들을 기록하였다.23 같은 방법으로 의미 생성이름대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총 5개의 음소 및 의미 과제는 범주 제시 순서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고자 대

상자마다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였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의 모든 발

화는 Samsung HMX-F90으로 녹음하였다. 모든 검사는 환자가 약물을 복용

한 후 약효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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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raat을 통한 첫 단어 산출 시간 분석의 예

나. 자료 분석

(1) ‘정반응 단어 수’ 채점

대상자가 산출한 총 단어 중에서 정반응한 단어 수는 보속적 오류, 범주

외 오류, 고유명사 등을 제외하여 계산하였다. ‘보속적 오류’는 예를 들어, 의

미 과제에서 상위 개념의 단어와 구체적인 하위 개념의 단어를 함께 산출한

경우(예: ‘과일, 복숭아, 딸기’) 구체적인 하위 개념의 단어(‘복숭아, 딸기’)를 점

수에 포함시키고 상위 개념의 단어(‘과일’)는 채점에서 제외하였다. ‘범주 외

오류’는 예를 들어, 음소 과제에서 ‘ㅇ’ 음소가 주어졌을 때 ‘하늘’을 산출하였

다면 그 단어는 오반응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선행연구23,27에 근거하여 음소

과제에서 파생어(예: 간다, 가고 싶다; 시댁, 시어머니)를 여러 개 산출하였을

경우 제일 첫 반응만 점수를 주었다. 자주 사용되는 외래어나 외국어(예: 잉

크, 윙크)는 정답으로 간주하였다.

(2) ‘첫 단어 산출시간’ 채점

대상자의 수행을 녹음한 파일을 음성 분석 프로그램 Praat을 통하여 분석

하였다. 검사자가 ‘시작!’ 한 후부터 주어진 범주에 해당하는 첫 단어를 산출하

는 파형이 보이기 전까지의 빈 구간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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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raat을 통한 말속도 분석의 예

(3) ‘가을’ 문단에서 초당 음절수 측정

대상자의 ‘가을’ 문단 발화 녹음파일을 음성 분석 프로그램 Praat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검사자가 ‘시작!’ 한 후, 대상자가 읽기를 시작하여 파형이 나타나

는 순간부터 읽기를 종료하여 파형이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후 총 시간 동안 산출한 총 음절의 개수를 세어 초당 음절수를 구하였다.

다. 통계 분석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간의

수행력(첫 단어 산출 시간, 정반응 단어 수)을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각 군에서 과제별 시간구간에 따른 정반응 단어 산출 수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고, Scheffé로 사후검정 하였다.

‘말속도, K-BNT, K-MoCA, GDS-K 점수’ 및 환자군의 ‘유병기간’과 각 군

의 생성이름대기 과제별 수행력(첫 단어 산출 시간, 정반응 단어 수) 간의 상

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하였다.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변인을 대상으

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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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생성이름대기 과제별 시간구간에 따른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간의 수행력 차이

가. 과제별 시간구간에 따른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간의 정반

응 단어 산출 수 비교

과제별 시간구간에 따른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간의 정반응 단어 산출 수

의 차이는 음소 과제에서만 관찰되었다(표2). 즉, 음소 과제의 60초 전체 구간

에서 환자군(8.38±3.27개)이 일반 대조군(10.12±3.91개)보다 유의하게 적었다

(p= .024). 또한, 음소 과제 15∼30초 구간에서도 환자군(1.84±0.80개)이 일반

대조군(2.40±1.11개)보다 유의하게 적었다(p=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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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

(N=50)

일반 대조군

(N=40)
t p

의미 과제2

60초 전체

구간
16.07(±3.91)1 17.76(±3.91) 1.569 .121

0∼15초 6.60(±1.65) 7.23(±2.23) 1.530 .130

15∼30초 3.87(±1.45) 4.09(±1.60) .675 .501

30∼45초 2.96(±1.22) 3.29(±1.59) 1.073 .287

45∼60초 2.65(±1.45) 3.16(±1.77) 1.540 .127

음소 과제3

60초 전체

구간
8.38(±3.27) 10.12(±3.91) 2.294 .024*

0∼15초 3.81(±1.13) 4.22(±1.59) 1.436 .154

15∼30초 1.84(±0.80) 2.40(±1.11) 2.712 .008**

30∼45초 1.47(±1.08) 1.87(±1.05) 1.748 .084

45∼60초 1.27(±0.96) 1.64(±0.98) 1.807 .074

표 2. 과제별 시간구간에 따른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간의 정반응

단어 산출 수

1평균±표준편차
2하위 과제 2개(동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3하위 과제 3개(ㄱ, ㅇ, ㅅ)
*p ＜ .05, **p ＜ .01



- 18 -

나.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내 과제별 인접 시간구간의 정반응

단어 산출 수 비교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모두에서 두 과제의 정반응 단어 산출 수가 0∼15초

구간에서보다 15∼30초 구간이 유의하게 적었다(F= 21.233, p ＜ .001)(표3).

추가적으로, 환자군의 의미 과제에서 정반응 단어 산출 수가 15∼30초 구간에

서보다 30∼45초 구간이 유의하게 적었다(p=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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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과제 비교구간 평균오차(I-J) 표준오차 p

환자군

의미1

a와 b 구간 2.7300* .2901 ＜.001***

b와 c 구간 .9100* .2901 .022*

c와 d 구간 .3200 .2901 .749

음소2

a와 b 구간 1.9914* .2004 ＜.001***

b와 c 구간 .3446 .2004 .401

c와 d 구간 .1820 .2004 .844

일반

대조군

의미

a와 b 구간 3.1375* .4059 ＜.001***

b와 c 구간 .8000 .4059 .278

c와 d 구간 .1250 .4059 .992

음소

a와 b 구간 1.8200* .2852 ＜.001***

b와 c 구간 .5375 .2852 .318

c와 d 구간 .0675 .2852 .997

표 3.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내 과제별 인접 시간구간의 정반응 단

어 산출 수의 사후분석

a: 0∼15초, b: 15∼30초, c: 30∼45초, d: 45∼60초
1하위 과제 2개(동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2하위 과제 3개(ㄱ, ㅇ, ㅅ)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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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초  15∼30초  30∼45초  45∼60초

                  (a) 

  0∼15초  15∼30초  30∼45초  45∼60초

                  (b) 

  0∼15초  15∼30초  30∼45초  45∼60초

                  (c) 
   0∼15초  15∼30초  30∼45초  45∼60초

                  (d)
  

그림 3.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내 과제별 인접 시간구간의 정반응

단어 산출 수. (a), (b) 환자군, (c), (d) 일반 대조군에서의 의미, 음소 과제

개

수

개

수

개

수

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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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

(N=50)

대조군

(N=40)
t p

의미 과제2 1.23(±1.01)1 1.28(±0.93) .279 .781

음소 과제3 1.47(±1.52) 1.55(±1.46) .253 .801

표 4. 과제별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간 첫 단어 산출 시간

다. 과제별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간의 첫 단어 산출 시간 비

교

첫 단어 산출 시간은 의미(환자군 1.23±1.01초, 일반 대조군 1.28±0.93초)

및 음소 과제(환자군 1.47±1.52초, 일반 대조군 1.55±1.46초) 모두에서 그 차이

가 유의하지 않았다(표4).

1평균±표준편차, 단위: 초
2하위 과제 2개(동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3하위 과제 3개(ㄱ, ㅇ,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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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

(N=50)

대조군

(N=40)
t p

4.47(±0.87)1 4.53(±0.75) .366 .715

표 5.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간 말속도

2.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간의 생성이름대기 과제별 수행력과

관련 변인

가.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내 말속도와 생성이름대기 과제별

수행력 간의 상관관계

환자군(4.47±0.87)과 일반 대조군(4.53±0.75) 간의 말속도(음절수/초)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표5).

1단위: 음절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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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속도1

환자군

(N=50)

일반 대조군

(N=40)

r p r p

의미 과제2

첫 단어 산출 시간4 -.165 .253 -.093 .566

60초 전체 구간5 .341 .015* .289 070

음소 과제3

첫 단어 산출 시간 -.032 .823 -.479** .002**

60초 전체 구간 .116 .421 .577** ＜.001***

표 6.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내 말속도와 생성이름대기 과제별 수

행력 간의 상관관계

각 군 내 말속도와 생성이름대기 수행력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

다(표6). 즉, 말속도가 빠를수록 환자군 내에서는 의미 과제의 60초 전체 구간

정반응 단어 산출 수가 유의하게 많았고(r= .341, p= .015), 일반 대조군에서는

음소 과제의 첫 단어 산출 시간이 유의하게 빨랐고(r= -.479, p= .002), 60초

전체 구간 정반응 단어 산출 수가 유의하게 많았다(r= .577, p ＜ .001).

1단위: 음절수/초
2하위 과제 2개(동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3하위 과제 3개(ㄱ, ㅇ, ㅅ)
4단위: 초
5정반응 단어 산출 수의 평균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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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T1

환자군

(N=50)

일반 대조군

(N=40)

r p r p

의미 과제2

첫 단어 산출 시간4 -.318* .025* -.090 .583

60초 전체 구간5 .197 .171 .172 .287

음소 과제3

첫 단어 산출 시간 -.224 .118 .164 .313

60초 전체 구간 .280* .049* .104 .523

표 7.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내 K-BNT 점수와 생성이름대기 과제

별 수행력 간의 상관관계

나.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내 K-BNT 점수와 생성이름대기 과

제별 수행력 간의 상관관계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내에서 K-BNT 점수와 생성이름대기 과제별 수행

력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환자군에서만 관찰되었다(표7). 즉, 환자군의

K-BNT 점수가 높을수록 의미 과제에서는 첫 단어 산출 시간이 빨랐고(r=

-.318, p= .025), 음소 과제에서는 60초 전체 구간에서의 정반응 단어 산출 수

가 많았다(r= .280, p= .049).

1K-BNT=Korean Boston Naming Test (총점: 60점)
2하위 과제 2개(동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3하위 과제 3개(ㄱ, ㅇ, ㅅ)
4단위: 초
5정반응 단어 산출 수의 평균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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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

(N=50)

일반 대조군

(N=40)
t p

총점 24.76(±2.75) 25.18(±2.85) .700 .486

집행기능(4점) 2.72(±1.03) 3.15(±0.95) .479 .045*

주의 집중력(6점) 5.52(±0.71) 5.18(±0.96) .412 .053

시공간구성(4점) 3.52(±0.68) 3.60(±0.55) .099 .546

기억력(5점) 2.56(±1.58) 2.78(±1.54) .867 .519

언어(5점) 4.54(±0.65) 4.55(±0.71) .592 .945

지남력(6점) 5.88(±0.33) 5.93(±.27) .701 .485

표 8.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간 K-MoCA1 총점 및 하위 항목 점수

다.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내 K-MoCA 점수와 생성이름대기

과제별 수행력 간의 상관관계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간의 K-MoCA 총점 및 하위 항목별 점수의 차이는

전두엽 기능 검사 하위 항목인 ‘집행기능’에서만 환자군(2.72±1.03점)이 대조군

(3.15±0.95점)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045)(표8).

1K-MoCA=Korean-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총점: 30점)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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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 모두에서 K-MoCA 총점과 집행기능 점수가 높을수록 음소 과제의

60초 전체 구간에서의 정반응 단어 산출 수가 유의하게 많았다(총점: 환자군

r= .408, p= .003; 일반 대조군 r= .423, p= .007)(집행기능: 환자군 r= .565, p

＜ .001; 일반 대조군 r= .383, p= .015). 추가적으로, 환자군에서만 의미 과제

의 60초 전체 구간에서 정반응 단어 산출 수가 유의하게 많았다(총점 r= .472,

p ＜ .001; 집행기능 r= .491, p ＜ .001). 또한 일반 대조군에서만 K-MoCA

총점이 높을수록 음소 과제의 첫 단어 산출 시간이 유의하게 짧았다(r= -.509,

p < .001)(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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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CA1

환자군

(N=50)

일반 대조군

(N=40)

r p r p

총점

의미 과제2

첫 단어 산출 시간4 -.188 .191 -.088 .590

60초 전체 구간5 .472*** ＜.001*** .201 .213

음소 과제3

첫 단어 산출 시간 -.201 .163 -.509*** ＜.001***

60초 전체 구간 .408** .003** .423** .007**

집행

기능

의미 과제

첫 단어 산출 시간 -.177 .218 .005 .974

60초 전체 구간 .491*** ＜.001*** .189 .243

음소 과제

첫 단어 산출 시간 -.213 .138 -.265 .098

60초 전체 구간 .565*** ＜.001*** .383* .015*

표 9.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내 K-MoCA 총점 및 집행기능 점수와

생성이름대기 과제별 수행력 간의 상관관계

1K-MoCA=Korean-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총점: 30점)
2하위 과제 2개(동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3하위 과제 3개(ㄱ, ㅇ, ㅅ)
4단위: 초
5정반응 단어 산출 수의 평균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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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S-K1

환자군

(N=50)

일반 대조군

(N=40)

r p r p

의미 과제2

첫 단어 산출 시간4 .226 .115 -.129 .427

60초 전체 구간5 .015 .920 -.039 .810

음소 과제3

첫 단어 산출 시간 -.002 .987 -.057 .726

60초 전체 구간 -.149 .302 .076 .642

표 10.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내 GDS-K 점수와 생성이름대기 과

제별 수행력 간의 상관관계

라.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내 GDS-K 점수와 생성이름대기 과

제별 수행력 간의 상관관계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내 GDS-K 점수와 과제별 수행력(첫 단어 산출 시

간, 정반응 단어 산출 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표10).

1GDS-K=Korean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총점: 30점)
2하위 과제 2개(동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3하위 과제 3개(ㄱ, ㅇ, ㅅ)
4단위: 초
5정반응 단어 산출 수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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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기간1

환자군 (N=50)

r p

의미 과제2

첫 단어 산출 시간4 -.093 .520

60초 전체 구간5 .190 .187

음소 과제3

첫 단어 산출 시간 .043 .769

60초 전체 구간 .034 .815

표 11. 파킨슨병 환자군의 유병기간과 생성이름대기 과제별 수행력 간의 상

관관계

마. 파킨슨병 환자군 내 유병기간과 생성이름대기 과제별 수행력 간의

상관관계

환자군의 유병기간과 과제별 수행력(첫 단어 산출 시간, 정반응 단어 산출

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표11).

1단위: 년
2하위 과제 2개(동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3하위 과제 3개(ㄱ, ㅇ, ㅅ)
4단위: 초
5정반응 단어 산출 수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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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파킨슨병 환자군의 생성이름대기 과제별 수행력과 관련 변인

파킨슨병 환자군의 생성이름대기 과제별 수행력(첫 단어 산출 시간, 정반

응 단어 산출 수)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12). 의미 과제에서 K-BNT 점수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첫 단어 산출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p= .025). 즉, K-BNT 점수가 높을수록 첫 단어 산출 시간이 짧았다(B=

-.013). 첫 단어 산출 시간에 대하여 본 회귀 모형은 약 10.1%의 설명력을 가

졌다(R2= .101, ∆R2= .082).

또한, 음소 과제에서 K-BNT 점수와 K-MoCA 총점 및 집행기능 점수의

상호효과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60초 전체 구간에서 정반응 단어 산출 수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집행기능 점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

.002). 이는 집행기능 점수가 높을수록, 60초 전체 구간 정반응 단어 산출 수

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B= 1.593). 60초 전체 구간 정반응 단어 산출 수에

대하여 본 회귀모형은 약 33.1%의 설명력을 가졌다(R2= .331, ∆R2=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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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력 변인

표준화

계수

(β)

p
R2

(∆R2)

의미1

첫 단어

산출

시간3

K-BNT5 -.318 .025*
.101

(.082)

60초

전 구간4

전체 말속도6 .198 .129
.320

(.276)
총점7 .226 .163

집행기능7 .297 .066

음소2
60초

전 구간

K-BNT .092 .493
.331

(.287)
총점 .052 .749

집행기능 .502 .002**

표 12. 파킨슨병 환자군의 생성이름대기 과제별 수행력과 관련 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하위 과제 2개(동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2하위 과제 3개(ㄱ, ㅇ, ㅅ)
3단위: 초
4정반응 단어 산출 수의 평균
5K-BNT=Korean Boston Naming Test (총점: 60점)
6‘가을’ 문단. 단위: 음절수/초
7‘K-MoCA=Korean-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총점: 30점)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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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파킨슨병 환자군에서 생성이름대기 정반응 단어 산출 수가 일반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저하된 점은 익히 많이 보고된 연구결과이다.15,21,25,26,29,36-40 그

러나 파킨슨병 환자들이 일반 대조군에 비하여 생성이름대기의 음소 및 의미

두 가지 과제 중 어느 과제에서 유의한 수행 저하를 보이는 지는 각 선행연구

들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를 동반하지 않은 파

킨슨병 환자군의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을 ‘첫 단어 산출 시간’과 ‘정반응 단어

산출 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일반 대조군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파킨

슨병 환자군의 생성이름대기 수행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들에 대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 파킨슨병 환자들은 일반 대

조군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수행력을 보였다. 첫째, 음소 과제의 60초 전체

구간에서의 정반응 단어 산출 수가 유의하게 적었다. 이는 파킨슨병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였다.25,38,41 음소 과제 수행 시에는 주어

진 음소로 시작하는 자음과 결합 가능한 모음을 선택해야할 뿐 아니라 음성적

요소도 고려해야한다. 그런 후에도 작업 기억에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낱말 여

부를 판별하는 과정까지 거쳐야하므로, 어휘사전에서 의미적·기능적으로 저장

된 단어를 선택하는 의미 과제에 비하여 통제와 조작이 더 요구된다.18,19 즉,

단어를 형성하기 위한 계획, 실행 및 검사 단계를 거치며 단어 인출이 이루어

지므로 다양한 전두엽 기능이 관여한다. 따라서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 파킨슨

병 환자군이 음소 과제에서 유의하게 적은 정반응 단어 산출 수를 나타낸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16,19 또한 환자군은 일반 대조군에 비하여 음소 과제의

15∼30초 구간에서도 정반응 단어 산출 수가 유의하게 적었는데, 이는 빈도에

따라 저장된 어휘를 산출하는 과정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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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 30초 구간까지는 접근하기 쉬운 고빈도 어휘 저장소에서 단어를 탐색하

여 산출하다가, 후반 30초 구간부터는 저장소에 있던 단어들이 점차 고갈되면

서 다른 전략을 사용하여 단어가 인출된다.31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 파킨슨병

환자군은 검사 초반부터 음소 과제에서 다양한 인지 과정을 소모하게 되

어,25-28 ‘전환’ 을 사용하는 후반 30초 구간으로 넘어가는 15∼30초 구간에서

유의하게 저하된 수행을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31 실제로, 본 연구의 파킨슨병

환자군의 K-MoCA의 전두엽과 관련된 항목 중 ‘집행기능’ 점수가 음소 과제

의 60초 전체 구간 정반응 단어 산출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즉, 파킨슨병 환자군이 전두엽과 관련된 음소 과제에서 수행이 저하된 것은

단어 산출 책략인 ‘전환’이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단어를 반복적으

로 산출하는 보속적 오류를 빈번하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18,21

둘째,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내 과제별 인접 시간구간의 정반응

단어 산출 수를 분석한 결과, 각 군의 모든 과제에서 0∼15초 구간에서보다

15∼30초 구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어휘 저장

소에 저장되어 있던 단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고갈되었기 때문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16,31 추가적으로, 환자군의 의미 과제에서 정반응 단어 산

출 수가 15∼30초 구간에서보다 30∼45초 구간에서 유의하게 적었다. 이는 의

미 과제에서 K-BNT 점수가 높을수록 첫 단어 산출 시간이 유의하게 빨라졌

던 본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생성이름대기와 대면이름대기 검

사인 K-BNT는 모두 어휘 인출검사로 어휘사전에 단어가 얼마나 잘 저장되

어 있고, 인출해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48 두 검사 모두 의미적으

로 유사한 단어들이 군집을 이루며 저장되어 있어 산출 시 인지적 부담이 적

다.18,19,48,49 각 군의 K-BNT 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군

내에서만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의미 과제의 수행이

K-BNT 점수에 더 민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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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두엽 기능에는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인지

처리를 위하여 일정 자극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집중력’도 포함된다.50 또한

이는 생성이름대기의 의미 과제에서 관련 단어를 인출하는 능력에 영향을 준

다.50 파킨슨병 환자는 이러한 전두엽의 기능장애2,12,42로 인해 반응시간43과 인

지과정이 느려지는 ‘정신완서(bradyphrenia)’7를 경험한다. 따라서 생성이름대

기 검사에서 반응시간인 첫 단어 산출 시간을 늘려 정반응 단어 산출 수에도

영향을 줄 것5,6이라고 짐작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환자군이 일반 대조

군보다 K-MoCA 중 ‘집행기능’ 점수가 유의하게 저하되었으나, ‘주의 집중력’

점수와 첫 단어 산출 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전두엽

의 기능 중 ‘주의 집중력’이 반응시간 감소43와 정신완서7와 연관된 기능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유의하게

저하되는 전두엽 기능은 ‘주의 집중력’보다는 ‘집행기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K-MMSE보다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장애를

더 잘 감별한다고 알려진 K-MoCA54를 통하여 인지기능이 정상규준에 속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적은

정반응 단어 산출 수를 나타냈다. 이는 K-MMSE로 정상규준에 속하는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의미 과제에서 저하된 수행을 보였던 선행연구

와 유사한 결과였다.45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서 전두엽 기능, 인지기능 저하를

변별하는 과제인 생성이름대기 검사55는 환자군의 전임상단계(preclinical)의 초

기 인지 장애를 더 민감하게 감지하는 민감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내 말속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6, 말속도와 수행력 간 유의한 상관관계도 없었다. 이는 생성이

름대기에서 보이는 수행저하는 말 산출 근육 자체와 연관되기 보다는, 전두엽

의 인지기능과 관련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49. 또한 파킨슨병 환자군

에게서 30% 이상14 흔하게 나타나는 우울 증상은 저하된 생성이름대기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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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5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이 파킨슨병 환자

의 수행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53 마지막으로. 파킨슨병 환자군

내 유병기간24도 수행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항 파킨슨제

약물을 복용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생성이름대기를 포함한 K-MoCA

등 전반적인 검사에서 도파민제로 인하여 호전된 결과를 보였을 수 있다.8 약

효과 전후에 따른 검사 수행을 비교해 본다면, 수행력 차이가 파킨슨병 자체

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병원에서만 환자를 모집하지

않고, 협회와 지인소개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모집하였기 때문에 파킨슨병

중증도를 나타내는 운동기능과 인지기능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

서 파킨슨병 환자군의 중증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에 따른 생성이름대

기 검사의 수행력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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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특발성 파킨슨병으로 진단된 환자 50명과 연령 및 교육년수

를 일치하는 일반 대조군 40명을 대상으로 생성이름대기 과제별 시간구간에

따른 수행력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파킨슨병 환자군이 일반 대조군보다 음소 과제의 60초 전체 구간과

15∼30초 구간에서의 정반응 단어 산출 수가 유의하게 적었다. 음소 과제는

주어진 음소로 시작하는 자음과 결합 가능한 모음을 선택하여 적절한 어휘를

생성한 후 작업 기억에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낱말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전두엽기능이 더 요구된다. 따라서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 파킨슨병 환자군이

음소 과제에서 그 수행력이 저하된다.

둘째, 파킨슨병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모두 과제별 인접 시간구간의 정반

응 단어 산출 수를 분석한 결과, 각 군의 모든 과제에서 0∼15초 구간에서보

다 15∼30초 구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추가적으로, 환자군의 의미 과제

에서 정반응 단어 산출 수가 15∼30초 구간에서보다 30∼45초 구간에서 유의

하게 적었는데, 이는 파킨슨병 환자의 의미 과제 첫 단어 산출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K-BNT 수행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두 검사 모두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이 군집을 이루며 저장되어 있어 산출 시 인지적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셋째, 본 연구의 파킨슨병 환자군은 일반 대조군보다 K-MoCA 중 ‘집행기

능’은 유의하게 저하되었으나, ‘주의 집중력’ 점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고, 첫 단어 산출 시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K-MoCA의 ‘집행

기능’ 점수는 파킨슨병 환자군의 음소 과제의 60초 전체 구간 정반응 단어 산

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즉, 파킨슨병 환자군이 전두엽과 관련

된 음소 과제에서 수행력이 저하되고, 이는 단어 산출 책략인 ‘전환’이 유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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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산출하는 보속적 오류를 빈번

하게 보였기 때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군 간의 K-MoCA와 K-BNT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파킨슨병

환자군의 생성이름대기 수행이 저하되었다는 결과를 통하여, 본 생성이름대기

검사가 환자군의 초기 인지기능 장애를 감별하는데 가장 민감한 도구라는 것

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임상 및 연구에서 사용되는 60초를 15초 구

간으로 나누고, 첫 정반응 단어 산출 시간을 통하여 파킨슨병 환자군의 생성

이름대기 수행력을 일반 대조군과 비교 및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결과는 임상에서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생성이름대기 검사를 실시하여

짧은 시간 내에 초기 인지기능 장애 및 전두엽의 집행기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추후 파킨슨병 환자의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증도, 약 on-off, 인지점수(절단점수 이상, 미만)’ 등의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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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판별기준 예시

보속적 오류
범주나 글자 내에서

반응을 반복한 경우

� ‘기린, 얼룩말, 사슴, 기린, 얼룩말’

→ ‘기린’, ‘얼룩말’ 삭제

� ‘아랫마을, 아랫사람’ → ‘아랫사람’ 삭제

� ‘강아지, 개’ → ‘개’ 삭제

� 아침, 아침밥 먹었나

→ ‘아침밥 먹었나’ 삭제

범주 외

오류

해당 범주에 속하지

않은 반응이나,

주어진 글자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

� /ㄱ/음소 → ‘까마귀’

� /ㅇ/음소 → ‘할머니’

� /ㅅ/음소 → ‘쌀’, ‘싸가지’

고유명사 사람, 도시 이름 등

� 영자, 영희, 갑돌이, 이순신, 여호수아, 아

마존 강, 잉카문명, 아리랑, 사도세자, 오

스트레일리아, 오대양 등

파생어
제일 첫 반응만

정반응으로 간주

� 기어간다, 기고 싶다 → ‘기고 싶다’ 삭제

� 가자, 가고, 가다 → ‘가고, 가다’ 삭제

� 시집, 시동생, 시누이

→ ‘시동생, 시누이’ 삭제

상-하위

개념

상위 개념과 구체적인

하위 개념을 함께

반응한 경우

상위 개념 제외

� ‘생선, 고등어, 조기’ → ‘생선’ 삭제

� ‘과일, 참외, 사과, 배’ → ‘과일’ 삭제

� ‘식품, 음식재료’ → ‘식품’ 삭제

� ‘음식, 떡볶이, 부침개’ → ‘음식’ 삭제

<부록 1> 오류반응 판별 기준 및 예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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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and variables

of the generative naming task in Parkinson’s disease

JiHyun Son

The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angHee Kim)

The generative naming task is the test which produces words according

to specific rules. A patient with Parkinson’s disease(PD) whose frontal

lobe’s function has been decreased at the early stage showed a lower

performance of this task. This research analyzed the 60 seconds

performance in semantic categories(‘animal’, ‘items in stores’) and phonemic

categories(‘ㄱ’, ‘ㅇ’, ‘ㅅ’) in the 50 non-demented PD group and the 40

control group. These groups consisted of individuals who are 50 years old

or older and were determined by matching the age and education. The

performance in these groups was divided into the “correct response words”

and the “reaction time of producing the first correct word”. Also, these

study analyzed the performance in every 15 seconds sections during the 60

second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PD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number of the ‘correct response words’ in th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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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s and the 15∼30 second section of phonemic task comparing to the

control group. As the patient with PD has been known for having the

deficits in the frontal lobe, this result means the phonemic task is related

to the frontal lobe functions. Nevertheless, the ‘reaction time of producing

the first correct word’ in semantic task and the ‘attention’ score of the

K-MoCA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each group, the ‘executive

function’ score in the K-MoCA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PD group. It

refers that the ‘executive function’ is impaired in the PD group. Also, this

score is the variable that significantly affects on the ‘correct response

words’ produced in the 60 seconds in phonemic task. Seco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correct response words’ produced in adjoining time

sections of both group showed that the reduction was significant in the 15

∼30 second section comparing to 0∼15 second section in both tasks. Also,

the ‘correct response words’ produced in semantic task for the PD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in 30∼45 second section comparing to 15∼30

second section. In addition, the performance of the confrontation naming

test was significant on the ‘reaction time of producing the first correct

word’ in semantic task only in the PD grou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K-MoCA and the

confrontation naming test score between both groups. On the contrary, the

performance of the generative naming task was declined in the PD group.

It means that the generative naming task is the most sensitive tool for

screening the early cognitive impairment and language disability in P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performance of PD’s generative naming task by the ‘correc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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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and the ‘reaction time of producing the first correct word’ in each

15 second sect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generative naming task

must be considered to detect the early cognitive impairment in the patients

with PD and their ‘executive function’ of the frontal lob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Parkinson’s disease, generative naming task, frontal lobe,

executive function, K-MoCA, K-B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