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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말장애지수(SHI)의 적용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본인들의 말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므로,

그로 인해 좌절감, 무능감을 느끼고 삶의 질이 저하된다. 국내외적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일반적인 삶의 질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파킨슨병 환자의 말 특이적 삶의 질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파킨슨병 환자 48명을 대상으로 말장애지수

(Speech Handicap Index, SHI)를 적용하여 말장애에 따른 삶의 질을

조사하였다. 또한 SHI와 말명료도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SHI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및 그에 따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SHI를 적용한 결과, 48명의 파킨슨병 환자들 중

45명(93.8%)의 SHI 평균 점수가 선행연구의 정상치(±표준편차=0.5±0.6)

를 훨씬 상회함으로써 환자 스스로 말장애를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의 SHI 점수는 말명료도와 음의 상관관계, 우울

증세, H&Y stage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중회귀결과, SHI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말명료도와 우울증세였고, 이중 말명료도가 SHI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본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최초로 SHI를 적용하여 그들의 말장

애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가

대부분 파킨슨병 중증도 H&Y stage 1 또는 2임에도 높은 SHI점수를



- vi -

나타내므로 파킨슨병 발병 초기 단계부터 말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서

평가 및 중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핵심되는 말: 파킨슨병, 말장애지수(SHI), 삶의 질, 말명료도, 우울증,

H&Y 중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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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말장애지수(SHI)의 적용

〈지도교수 김 향 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문 효 진

Ⅰ. 서론

1. 이론적 배경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안정 시 진전

(tremor), 강직(rigidity), 서동(bradykinesia), 자세불안정(postural reflexes)의

특징적 증상을 보인다.1-4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는 질환 진행과정 동안 말

(speech) 문제를 겪게 된다.5 특히, 중추 혹은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말

운동기관의 근육 조절에 어려움이 생겨 마비말장애가 나타난다.6 이로 인해 호

흡, 발성, 공명, 조음, 운율 등 말 산출과 관련된 분야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파킨슨병은 마비말장애 하위 유형 중에서도 운동저하형 마비말장애

(hypokinetic dysarthria)를 보이는데, 단음도와 단음량, 강세저하, 말 속도변이,

짧은 말뭉침, 자음오류, 거칠고 쉰 음성 등의 말 특징을 가진다.7 이 결함들은

말명료도(speech intelligibility), 조음, 운율 그리고 말 속도에 심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준다.5 파킨슨병 환자의 마비말장애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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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와 질병기간에 따라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후기로 갈수록 의사소통의 문

제가 두드러진다.8 그러나 파킨슨병 환자의 중증도와 말장애의 상관관계에 대

한 결과들은 상이하다. 파킨슨병 환자의 질병에 대한 중증도 척도인 H&Y

stage (Hoehn & Yahr stage; 이하 H&Y stage)와 UPDRS(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이하 UPDRS)는 말장애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36

파킨슨병 환자는 운동증상 외에 비운동 증상(non-motor symptoms)도 나타

난다. 비운동 증상에는 기분장애(우울, 불안, 무기력 등), 자율신경계 이상(기

립성 저혈압, 변비, 삼킴장애 등), 수면장애, 기분장애(우울, 불안, 무기력 등),

인지기능 저하, 감각장애 등이 있다.9 파킨슨병 환자는 청자가 느끼는 것 외에

스스로 의사소통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있고,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

끼고 있다. 환자는 주로 말이 너무 빠르다거나 단어가 뚜렷하지 않다는 불평

을 호소한다.5 또한 말 문제로 분노, 좌절감, 무능감, 의사소통 통제의 상실감

을 느낀다. 파킨슨병 환자는 이러한 감정들로 인해 대화 참여에 제한을 받는

다.16

최근 환자의 삶의 질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삶의 질

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삶의 질이란 ‘문화와 가치의 맥락 안에서 개인의 목표, 기대, 규범, 관

심에 관련하여 자신의 위치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이다.18 파킨슨병 환자의 삶

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환자의 신체적 증상, 신경심리학적 증상, 임상적 증

상,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증상과 의사소통 능력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다.19-21 특히,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항목이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21 ASHA의 의사소통 삶의 질 척

도 연구에서도 파킨슨병 환자는 낮은 말명료도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었

다.17 파킨슨병 환자의 낮은 말명료도는 환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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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환자들이 나타내는 의사소통 문제 중 말명료도의 영향력은 크다.10

말 명료도란 화자가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전달하여 청자에게 의사소통을 성공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1 파킨슨병 환자의 말명료도는 문장수준에서 정상인에

비해 85%로 저하되어있고, 배경소음이 있을 경우 53%로 저하되었다.10 파킨슨

병 환자의 말명료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말명료도

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은 음성진전13, 말속도14, 자음오류이다.15 파킨슨병 환

자의 말명료도는 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며, 그 부정적 영향이 의사소통

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한한다.16

파킨슨병 환자 외에도 구강암 환자도 말명료도가 낮아짐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된다. 특히, 구강암 환자의 경우는 SHI(Speech Handicap Index; 이하

SHI)를 통해 말명료도가 낮아질수록 말(speech)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결과

가 나타났다. SHI는 일상생활에 환자의 말이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는 자기보

고형식(self-report analysis)의 도구이다.24 SHI는 구강암과 구인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네덜란드어로 먼저 개발되었고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

되었다. SHI는 총 30문항으로 말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 재정, 말명료도로 분

류되어 있다. Park(2016)의 연구에서 SHI 한국어 번안판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한국인 구강암 환자를 대상으로 말 문제를 측정하는데 적절하다

고 평가되었다.28 SHI는 말명료도와 강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환자 개인의

말 기능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말 문제에 대한 인식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한

다. SHI는 평가자가 환자의 말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최적의 중재계

획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준다.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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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파킨슨병 환자의 90%가 질환 진행과정동안 말 문제를 겪고, 말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8 최근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고려하여

환자 중심의 평가(patient-based outcomes)에 중점을 두고 있다.29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상생활 삶의 질

에만 집중되어 있고 의사소통능력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하다.12 특히, 의사소

통 능력에 대한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성(voice)에만 집중되어 있고 말

(speech) 특정적 검사에 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SHI를 적용하여 환자의 말 장애

인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검사도구가 환자의 말 문제를 측정하는데 유용한지

알아보았다. SHI는 말 특정적 삶의 질 도구이므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의사소

통 능력, 인구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을 중심으로 각 요인간의 상관성을 알아

보았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의 SHI와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파킨슨병 환자의 의사소통 능력 측정을 위해 파킨슨병 환자의 말 특징을 대

표하는 말명료도와 비교하였다. 말명료도는 파킨슨병 환자의 주요 증상이

며,10,18 언어병리학에서는 평가 및 중재의 목표가 된다.11,14 말의 자연스러움을

증가시키고자 말명료도를 최대화하는 것을 마비말장애의 중재목표로 잡기도

한다.2 특히, 말명료도는 말 산출의 모든 단계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개

인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이다.5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의 SHI 적용을 통해 말장애 인식을 파악하고, SHI 점

수와 말명료도 및 관련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환자의 개별화된 평가

및 중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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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위의 내용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파킨슨병 환자의

가. SHI 점수는 어떠한가?

나. SHI 점수와 요인(예: 성별, 연령, 교육수준, 유병기간, 중증도, 인지기능,

우울증세, 말명료도)간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다. SHI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예: 성별, 연령, 교육수준, 유병기간, 중증

도, 인지기능, 우울증세, 말명료도)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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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No. 7001988-201711-HR-279-04)의 승인을 거쳐 진행되

었다. 모든 환자들의 구두와 서면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병원

및 대한파킨슨병 협회 소속 회원으로 서울, 경기, 경북, 전라 등 각지에서 모

집한 파킨슨병 환자 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파킨슨병 환자 선정기준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파킨슨병 환자는 (1) 신경과나 재활의학과에서 파킨슨병으로 확진된 환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2) 파킨슨병의 중증도는 신경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평가한 Hoehn & Yahr stage를 기준32으로 하며 병력에 없는 경우, 연구자가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기록한 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검증하였다. (3) 한국

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이하 K-MMSE)

점수가 해당 연령별 정상규준에 속하여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였다.30

(4) 우울검사는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n version, 이하 GDSSF-K)를 실시하여 우울증 여부를 확인

하였다. (5) 진행성 핵상마비, 뇌종양, 뇌졸중 등으로 인한 신경학적 질환의 중

복장애가 없고 (6) 돋보기나 보청기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읽기나 듣기가 가능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파킨슨병 환자의 말 명료도 측정은 항파킨슨제를

복용한 후 약 효과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된 파킨슨병 환자는 총 48명으로 남자 20명, 여자 28명이었다. 검사에

참여한 파킨슨병 환자의 연령은 만 33부터 79세까지로 평균(±표준편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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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10.26)세였다. 교육년수는 1∼6년이 4명, 7∼12년이 28명, 13년 이상이

16명으로, 평균(±표준편차)은 12.52(±3.17)년이었다. 발병 후 경과 기간(post

onset time, 이후 POT)은 최단 1년부터 최장 25년까지로 평균(±표준편차)은

7.06(±5.40)년이었다. H&Y stage는 stage 1이 28명, stage 2가 9명, stage 3이 8

명, stage 4가 3명이었다.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는 최저 19점∼

최고 30점으로 평균(±표준편차)은 27.81(±2.75)점,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척

도(GDSSF-K)는 최저 0점∼최고 15점으로 평균(±표준편차)은 7.35(±4.32)점이

었다(표 1).

표 1. 대상자 정보

피검자 성별 연령
교육

년수

POT1

(년수)

H&Y

stage2
K-

MMSE3
GDSSF

-K4

01 남 41 14 25 1 30 5

02 남 72 12 2 1 29 8

03 여 64 12 1 1 30 4

04 남 73 12 2 1 28 7

05 남 62 12 1 1 29 2

06 여 53 16 7 1 30 1

07 여 63 16 15 1 30 1

08 여 66 9 7 1 30 13

09 여 70 12 7 1 30 6

10 남 71 18 12 1 29 4

11 남 72 12 2 1 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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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 57 12 7 1 30 8

13 남 72 12 11 1 30 0

14 여 56 12 2 1 28 8

15 여 70 12 8 1 30 2

16 여 44 12 6 1 29 4

17 남 73 16 5 1 29 4

18 여 75 12 5 1 28 8

19 여 71 12 6 1 30 13

20 여 55 12 5 1 30 6

21 여 48 12 1 1 30 10

22 여 68 9 2 1 27 9

23 남 67 16 3 1 28 4

24 여 73 16 3 1 29 1

25 여 55 16 17 1 29 8

26 여 69 6 9 1 25 8

27 여 74 13 5 1 29 7

28 남 77 6 1 1 24 5

29 남 70 16 7 2 19 10

30 남 68 12 5 2 28 9

31 여 69 6 3 2 22 13

32 여 57 12 14 2 30 1

33 여 61 16 17 2 26 15

34 여 55 12 7 2 2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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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OT: post onset time : 발병 후 경과일 수
2H&Y stage: Hoehn and Yahr stage (Stage1∼5)
3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총점: 30점)
4GDSSF-K: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총점: 15점)

35 남 71 12 8 2 23 7

36 여 45 12 2 2 30 15

37 여 47 16 2 2 30 13

38 남 60 12 15 3 28 11

39 남 74 6 12 3 21 10

40 남 71 12 7 3 29 13

41 여 58 18 10 3 29 2

42 남 63 16 8 3 24 8

43 여 62 16 19 3 27 13

44 남 62 9 9 3 29 8

45 여 79 8 2 3 25 5

46 남 62 18 4 4 25 4

47 남 33 12 8 4 30 9

48 여 68 9 3 4 2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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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본 설문을 실시하기 전, 연구대상자에게 사전 면담을 통하여 연구 참여 동

의를 얻은 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절차는 사례면담, 인지 기

능 검사, 우울척도 검사, 설문지 작성, 말 자료 수집 순서로 실시하였다. 모든

절차는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의 약효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실시하고, 설문지

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문항에 대해 이해가 가

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로 할 때는 검사자가 읽어주는 문항을 듣고 대답하도록

하였다.

가. 사례면담

(1) 인구학적 특성

환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복용하는 약을 면담으로 조사하였다.

(2) 병력과 유병기간

파킨슨병 진단 연도와 기타 병력을 사례면담으로 조사하였다. 기타 병력은

연구 대상자 제외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3) 파킨슨병의 중증도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및 자세에 따른 중증도를 1∼5단계로 분류한 Hoehn

and Yahr stage(이하, H&Y stage)를 지표32로 사용하였다. H&Y stage는 신

체의 한 쪽만 안정 시 진전이나 떨림이 있는 stage 1부터 걸을 수 없어 침상

에 있고 지속적으로 간호가 요구한 stage 5까지로 구분하였다. 환자가 제공한

병력에 H&Y stage가 없는 경우 연구자가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기록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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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검증하였다.

나. 선별검사

(1) 인지검사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이하

K-MMSE)를 실시하여 점수가 해당 연령별 정상규준에 속하여 인지기능에 문

제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2) 우울척도 검사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n version, 이하 GDSSF-K)를 환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총 15문항(15점

만점)으로 구성되었고 ‘예-아니오’로 선택할 수 있는 설문지이다. 각 문항 당

우울증세가 있으면 1점, 우울증세가 없으면 0점으로서, 점수가 높아질수록 우

울증세를 느낀다고 판단한다. 우울증세의 cut-off 점수는 8점으로 하였다.31

다. 말장애지수(SHI)

SHI는 환자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SHI는 한국어 번안판25을 사

용하였으나, 총 30개 문항들 중 4개의 문항은 번역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표 2) SHI는 총 30개 문항으로서, 말 기능(speech,

14문항)과 심리사회적 기능(psychosocial, 14문항)로 분류되어 있으며, 재정(1

문항), 말명료도(1문항)의 2개 문항(22번, 23번)의 경우, 하위영역에서 제외되

지만 점수의 합계에 포함된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서 평가하며 ‘(0)=

전혀 없다 (1)= 거의 없다 (2)= 가끔 있다 (3)= 자주 있다 (4)= 항상 있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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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다. SHI 점수는 총 0점부터 120점(30×4=120)으로 모든 문항의 점

수를 더하여 계산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말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한다.24-28

표 2. SHI 번역본 수정 문항

SHI: Speech Handicap Index

라. 말 자료 수집

(1) 말명료도

말명료도 측정을 위해 환자의 자발화 수집을 대화화기 과제를 통해 실시하

였다. 대화하기 주제는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김향희, 나덕렬, 2001)의

‘대화과제’ 일부와 ‘건강상태’를 주제로 하여(부록4), 연구자와 3분 동안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대화 시, 연구자는 환자에게 “현재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생활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가장 불

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등의 질문을 하여, 환자의 자발화를 유도하였다. 대화

과제를 진행하는 동안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끊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또한

문항 원 문장24 현 한글 번안판

5
People ask me why I'm hard

to understand

사람들은 왜 내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지를 내게 물어본다

15
I feel as though I have to

strain to speak

나는 말할 때 힘을 줘서 말해야

할 것 같다

16
I find other people don't

understand my speaking problem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말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19 I feel left out of conversation
나는 말 문제 때문에 대화할 때

소외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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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발화가 시작되기까지 최소 3초를 기다린 후에 다음 질문을 시도하여 대

화를 이어갔다.

말 자료 수집은 조용한 환경에서 대상자와 일대일로 진행하고 녹음기를 사

용하여 수집하였다. 녹음기 마이크와 대상자의 입 사이가 약 10-15cm로 일정

하게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wave 형식의 파일로 입력하였다.

3. 자료 분석

설문 검사를 실시한 후, 연구자가 채점하여 점수를 확인하였다. SHI는 각

대상자의 점수를 합으로 총점을 산출하고, 각 하위항목을 합으로 산출하였다.

말명료도 평가는 5년 이상의 2급 언어치료사 5명에 의해 실시되었고, 퍼센트

측정법으로 평가하였다. 말명료도 평가는 ‘건강상태’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시켰다.

평가자들에게 파킨슨병 환자의 말 샘플을 들려주고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 0∼100%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말 샘플은 1회씩 들려주는 것

을 원칙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각 환자에 대한 5명 평가자의 말명료도 결과를

평균치로 계산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 평가는 언어치료

사 5명 간의 평가한 자료를 상관분석 하였다. 평가자 내 신뢰도 평가를 위해

평가 시 전체자료의 2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체 평가자에게 들려준 후 상

관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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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분석

첫째, 파킨슨병 환자의 SHI점수와 말명료도 및 관련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또한, 평가자간 신뢰도와 평가자내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둘째, SHI점수와 관련된 변인 간

에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이때, 다중 공산선성(multicollinearity)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확대인자)가 10이하인 경우만 포함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

계분석은 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SPSS, version 24.0)을 사용

하였으며 통계학적 검정에 의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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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SHI

파킨슨병 환자들의 SHI의 총점은 최저 0점∼최고 107점으로 평균(±표준편

차)은 41.04(±25.64)이었다. SHI의 하위영역 점수에서 말 점수의 평균(±표준편

차)은 20.90(±11.93)이고 심리사회 점수의 평균(±표준편차)은 17.52(±12.75)이었

다.(표 3)

표 3. SHI 총점 및 하위영역 점수

SHI: Speech Handicap Index

SHI

총점
하위 영역

말 점수 심리사회 점수

문항수 30 14 14

평균

(±표준편차)

41.04

(±25.64)

20.90

(±11.93)

17.52

(±12.75)

범위 0∼107 0∼49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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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I와 말명료도 및 관련요인 간의 상관관계

가. 말명료도

(1) 말명료도

대화과제의 말명료도를 평가한 결과, 말명료도는 최저 4%∼최고 100%로 평

균(±표준편차)은 73.69%(±26.53)였다.(표 4)

표 4. 말명료도(n=48)

평균(±표준편차) 범위

말명료도(%) 73.69(±26.53)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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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자간 및 평가자내 신뢰도

대화과제에서 5명의 평가자들 간의 산출된 상관계수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p<.01)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경우는 평가자 2와 3이었으

며,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경우는 평가자 2와 4였다. 상관계수의 분포는

r=.728∼.942이었으며, 이들의 평균(±표준편차)은 r=.828(±.069)였다. (표 5)

표 5. 말명료도 평가의 평가자 간 신뢰도

**p <.01

평가자 내 신뢰도를 위해 전체 자료에서 20%의 동일한 발화 샘플을 임의

로 섞어 평가하였다. 말명료도 평가에서 평가자내 신뢰도가 모두 유의한 상관

관계가 보였다.(p<.01) 상관계수의 분포는 r=.806∼.975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표준편차)은 r=.916(±.070)였다(표 6).

표 6. 말명료도 평가의 평가자 내 신뢰도

 **p <.0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1 .914** .913** .755** .855**

평가자2 .942** .728** .806**

평가자3 .747** .829**

평가자4 .793**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상관계수 r .806** .970** .975** .971**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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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HI와 말명료도 및 관련요인 간의 상관관계

SHI 총점 및 하위영역과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말명

료도(r=-.710), 우울증세(r= .398), H&Y stage(r= .342)였다. 이중에서 SHI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643으로 말명료도였다.

먼저, SHI의 총점 및 하위영역(말 점수, 심리사회 점수)과 말명료도 간의

상관관계 결과, 총점(r=-.710), 말 점수(r=-.722), 심리사회 점수(r=-.681)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즉, 말명료도가 낮을수록 환자는 말

문제를 심각하다고 느꼈다.

SHI의 총점 및 하위영역(말 점수, 심리사회 점수)과 우울증세 간의 상관

관계 결과, 총점(r=.398), 말 점수(r=.417), 심리사회 점수(r=.384)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즉, 우울증세가 높을수록 환자는 말 문제를

심각하다고 느꼈다.

SHI의 총점 및 하위영역(말 점수)과 H&Y stage 간의 상관관계 결과, 총

점(r=.342), 말 점수(r=.394)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5). 즉, 중

증도가 높을수록 환자는 말 문제를 심각하다고 느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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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SHI와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p <.05, **p <.01
1SHI: Speech Handicap Index
2POT: post onset time
3H&Y stage: Hoehn and Yahr stage
4K-MMSE: Korean-Mini-Mental State Examination
5GDSSF-K: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SHI1

총점
하위 영역

말 점수 심리사회 점수

성별 -.197 -.244 -.156

연령 -.126 -.122 -.132

교육수준 .070 .068 .064

POT2 .164 .225 .110

H&Y stage3 .342* 394** .282

K-MMSE4 -.259 -.272 -.223

GDSSF-K5 .398** .417** .384**

말명료도 -.710** -.722** -.681**



- 20 -

3. SHI의 영향 요인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H&Y stage, 우울증세, 말명료도

가 SHI 총점 및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변수들은 독립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SHI의 총점 및 하위영역에 영향력을 주는 요인은 말명료도(p<.01)와 우울

증세(p<.05)이었다. 이는 말명료도가 낮을수록(B=-.638, B=-.291, B=-.314), 그

리고 우울증세가 높을수록(B=1.462, B=.684, B=.757) 말 문제가 심하다고 느낀

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명료도와 우울증세에 대하여 본 회귀모형은 SHI의 총 점수에서 약

55.9%의 설명력을 가졌다(R2= .559). SHI의 말 점수에서 말명료도와 우울증세

에 대하여 약 58.5% (R2= .585), SHI의 심리사회점수에서 약 52.0%의 설명력

을 가졌다(R2= .520)(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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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SHI와 관련 요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p <.05, **p <.01
1SHI: Speech Handicap Index
2POT: post onset time
3H&Y stage: Hoehn and Yahr stage
4GDSSF-K: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하위

영역
변인 B β p

R2

(△R2)

SHI1

총점

H&Y stage2 -.560 -.021 .855

.559

(.529)
GDSSF-K3 1.462 .246 .028*

말명료도 -.638 -.660 .000**

말

점수

H&Y stage2 .436 .035 .754
.585

(.556)
GDSSF-K3 .684 .248 .023*

말명료도 -.291 -.648 .000**

심리

사회

점수

H&Y stage2 -.1.089 -.083 .496

.520

(.488)
GDSSF-K3 .757 .256 .028*

말명료도 -.314 -.65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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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가 말 문제를 보이고, 환자 스스로 인식한다.5 파

킨슨병 환자는 말문제로 인해 분노, 좌절감, 무능감 등의 감정을 느끼고 의사

소통에 제한을 받는다.16 최근 환자의 삶의 질에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환자

중심의 평가가 중요해졌다.29 파킨슨병 환자는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통해

보행장애42, 삼킴장애.41, 음성장애22등에 장애를 인식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말 문제에서는 환자 호소 중심의 사례만 있을 뿐 도구를 통한 연구는 부족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HI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의 말 문제 인식을 확인

하고, SHI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SHI를 적용한 결과, 48명의 파킨슨병 환자들 중 45명

(93.8%)의 SHI 평균 점수가 선행연구의 정상치(±표준편차=0.5±0.6)를 훨씬 상

회함으로써 환자 스스로 말장애를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심지어 파킨

슨병 환자의 SHI 총점 평균은 SHI 도구의 주 대상인 구강암 환자의 SHI 총

점 평균보다 높았다.25 이는 파킨슨병은 운동저하형 마비말장애로 호흡, 발성,

조음, 운율 모든 하부 영역의 말 산출능력 저하되어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7 파킨슨병 환자 외에도 구강암 환자24-28, 구개열 환자34도 SHI를 적

용하여 말 장애 인식을 확인하였다. 특히, 구강암 환자의 경우 말명료도가 낮

을수록 SHI점수가 높아져 SHI를 통해 환자중심의 말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고 보고되었다.25 본 연구 결과에서도 파킨슨병 환자는 말명료도가 낮을수록

SHI 점수가 높아졌다. 선행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는 음성장애지수(Voice

Handicap Index, VHI)와 말명료도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여 음성문제를 인식

함을 알 수 있었다.22 따라서 SHI 결과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가 스스로 자신

의 말장애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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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에 의사소통 능력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한다.17-22,44 ASHA-QCL로 의사소통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중에서도 말명료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7 본 연

구 결과에서도 말명료도는 SHI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말명

료도는 청자가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언어치료의 중재 목표로 사용된

다.5.33 특히, 자발화의 말명료도는 파킨슨병 환자의 실제 말 특징을 나타내므

로 일상생활에 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SHI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파킨슨병 환자의 의사소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재 목표로 말명료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SHI의 하위 영역 점수에도 말명료도가 영향을 주었다. 먼저,

말 점수에서는 말명료도와 관련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강한 상관성이 있었

다. 또한 SHI가 말(Speech) 특정적 도구이므로 환자의 말 특성을 더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상기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말명료도가 심리사회 점수

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파킨슨병 환자의 낮은 말명료도는 직장 동료나

친구 등 사람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 환경

적 측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7,35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SHI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우울증세도 있다. 파킨슨병 환자의

약 40∼70%는 우울증세가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어 우울증 요인은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37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증은 환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가족

의 삶의 질과 기능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43 본 연구 결과에서 파킨슨병

환자는 우울증세가 심할수록 말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다. 파킨슨병 환자는 우

울증세가 있는 경우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17 우울증세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이유는 삶의 질 척도와 우울증은 개인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동일한 영역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38 본 연구의 SHI도 삶의 질 척

도이므로 우울증세의 영향을 받아 SHI 점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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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슨병에 동반되는 우울 증세들은 정신적 기능, 사회적 기능, 인지기능, 삼킴

능력41 등에 장애를 주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39 본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증세가 말 문제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우울증세

에 따라 파킨슨병 환자의 말 호소에 대한 해석을 주의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

다.

우울증세는 SHI의 하위 영역인 말 점수와 심리사회적 점수에서도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우울증세는 파킨슨병 환자의 비운동성 증상(non-motor

symptoms)으로 심리사회점수와 상관이 있다.2 그러나 말 점수에 관련이 있다

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선행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증세는 말 문제

에 영향을 미쳤다.20 파킨슨병 환자 외에도 생물학적으로 우울증세가 있는 환

자들은 말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판명된바 있다. 우울증에 따라 비정상적인 운

율, 단음량, 단음도, 느린 속도, 부적절한 쉼이 나타난다고 보고된다.40,47 본 연

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증세가 말 문제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

인하였고, 이는 우울증세가 말 문제에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척도는 우울증과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우울증

에 따른 마비말장애 특성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SHI 점수도 높아졌다. 파킨

슨병 환자의 H&Y stage가 후기로 갈수록 VHI 점수가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

치하였다.23 PDQ-39를 사용하여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을 알아본 연구에서

도 H&Y stage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점수가 낮아졌다.45-46 H&Y stage는 파킨

슨병 환자의 운동 및 자세에 따라 전문가가 중증도를 측정한 것이다.32 파킨슨

병 환자의 신체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수록 환자가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H&Y stage는 SHI의 하위 영역인

말점수와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파킨슨병 환자의 말에 대한 주

호소가 구강구조의 운동 감소 및 떨림의 문제인 것과 연결된다. 중증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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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수록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이는 말 문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

서 본 결과를 통해 전문가가 측정한 H&Y 중증도와 환자 본인이 받아들이는

장애의 정도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 파킨슨병의 중증도에 따라 말 문제가 심해지지 않는

다는 연구도 있었다.36,48 본 연구에서 중증도와 마비말장애와 상관관계는 있었

으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H&Y stage는 SHI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H&Y 중증도가 대부분 stage 1∼2임에도 SHI 점수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PDQL, PDQ-39, SF-36 를

적용한 결과에서 H&Y stage 1∼2인 환자의 삶의 질이 낮았다.45,47 파킨슨병

환자의 음성측면에서도 중증도에 상관없이 경도의 파킨슨병 환자가 음성문제

를 보였다.48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파킨슨병 환자의 중증도가 낮음에도 환

자가 말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평가 및 중재 시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말 문제를 고려해야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최초로 SHI를 적용하여 파킨슨병 환자의

말 장애 인식을 확인하였다. 파킨슨병 환자의 평가 시, 환자 자신의 평가를 얻

는 수단으로 SHI를 사용가능하며 말 문제 인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파킨슨병 중증도가 낮은 환자에게도 말 문제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말명료도를 측정할 때 약물을 복용을 확인한 후 진행하

였다. 그러나 필요한 자료 및 말명료도 측정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복

용시간의 통제를 하지 못한 점에도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SHI를 운동저하형 마비말장애인 파킨슨병 환자에게 적용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 외에 다른 유형의 마비말장애에 SHI를

적용하여 유형별 환자의 말 문제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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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SHI 적용과 SH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밝히는 것으로 국내 파킨슨병 환자 4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말명료

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SHI는 H&Y stage, 우울증세, 말명료도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에서 파킨슨병 환자의 SHI 점수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은 말명료도, 우울증세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에게 SHI 적용 및 말명료도 간에 상관관계

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가 말장애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의 평가 및 치료에서 SHI 검사 도구를 통해

환자의 말 문제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와 비교하여 정

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증세가 SH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의 평가 및 치료에 있어 우울증세 여

부에 따라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의 SHI와 중증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문가가 측정한 중증도와 환자 본인이 받아들이는 장애의 정도

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중증도가 대부분

H&Y stage 1∼2 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중증도가 심하지 않을 때도 환자는

말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증도가 낮을 때에도 말 문

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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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례면담지

면 담 지

§ 대상자 이름       :                         ( 남 / 여 ) 

§ 생년월일          :  19      .      .      . ( 양력 / 음력 ) (만     세)

§ 교육수준          : □ 문맹 □ 3년 이하 □ 4-6년 이상 □ 7년 이상

§ 병력              :                                                   

§ POT/복용중인 약  :                                                    

§ H&Y Stage        : □ Ⅰ  □ Ⅱ  □ Ⅲ  □ Ⅳ  □ Ⅴ  □ 없음 

왼쪽 팔 오른쪽 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안정 시 진전, 강직

독립적으로 

가능

지팡이, 

보조기구
보조인

불가능

(휠체어)

불가능

(침상)

걷기와 서기

§ 청력              : □ 정상  □ 어려움이 있음  (보청기 착용 / 미착용)

§ 시력              : □ 정상  □ 어려움이 있음  (돋보기 착용 / 미착용)

§ 우울증 검사       : □ 정상  □ 어려움이 있음  (              / 15점)

§ 인지 검사         : □ 정상  □ 어려움이 있음  (              / 30점)

§ 설문지 검사  

 말장애지수(SHI) (                ) / 1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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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GDSSF-K)

다음을 잘 읽고 요즘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느끼는 답을 표시하십시오.

* 역코딩 문항

1. 당신은 평소 자신의 생활에 만족합니까?* 예 아니오

2. 당신은 활동과 흥미가 많이 저하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3. 당신은 앞날에 대해서 희망적입니까?* 예 아니오

4.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맑은 정신으로 지냅니까?* 예 아니오

5.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예 아니오

6. 당신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7. 당신은 가끔 낙담하고 우울하다고 느낍니까? 예 아니오

8. 당신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매우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까? 예 아니오

9. 당신은 인생이 매우 흥미롭다고 느낍니까?* 예 아니오

10. 당신은 활력이 충만하다고 느낍니까?* 예 아니오

11. 당신은 자주 사소한 일에 마음의 동요를 느낍니까? 예 아니오

12. 당신은 자주 울고 싶다고 느낍니까? 예 아니오

13.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 아니오

14. 당신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수월합니까?* 예 아니오

15. 당신의 마음은 이전처럼 편안합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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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말장애지수(SHI)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말 상태에 맞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해주세요.

0= 전혀 없다 1= 거의 없다 2= 가끔 있다 3= 자주 있다 4= 항상 있다

*번호 수정 문항

1)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0 1 2 3 4

2) 나는 말할 때 숨이 찬다. 0 1 2 3 4

3) 내가 말을 정확하게 하는 정도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한다. 0 1 2 3 4

4) 나는 말 때문에 무능력하게 느껴진다. 0 1 2 3 4

5) 사람들은 왜 내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지 내게 물어본다.* 0 1 2 3 4

6)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하면 짜증이 난다. 0 1 2 3 4

7) 나는 전화사용을 피한다. 0 1 2 3 4

8) 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긴장한다. 0 1 2 3 4

9) 나는 발음이 부정확하다. 0 1 2 3 4

10) 사람들은 시끄러운 곳에서 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0 1 2 3 4

11) 대화 시 말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상황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0 1 2 3 4

12) 사람들은 내 말을 귀에 거슬려 하는 듯하다. 0 1 2 3 4

13) 마주보고 대화할 때, 사람들은 나에게 되물어 본다. 0 1 2 3 4

14) 나는 말의 문제로 인해 친구, 이웃 혹은 친척들과 말을 덜하게 된다. 0 1 2 3 4

15) 나는 말을 할 때 힘을 줘서 말해야 할 것 같다.* 0 1 2 3 4

16)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말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0 1 2 3 4

17) 나는 말 문제로 인해 개인 및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다. 0 1 2 3 4

18) 말하기 전에 얼마나 정확하게 할지에 대해 예상하기 힘들다. 0 1 2 3 4

19) 나는 말 문제 때문에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0 1 2 3 4

20) 나는 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0 1 2 3 4

21) 저녁이 되면 말소리가 더 나빠진다. 0 1 2 3 4

22) 나는 말 문제로 인해 수입이 줄었다. 0 1 2 3 4

23) 나는 말소리를 정확히 내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24) 나는 말 문제 때문에 화가 난다. 0 1 2 3 4

25) 나는 말 때문에 외부 활동을 덜 한다. 0 1 2 3 4

26) 내가 집에서 가족들을 부를 때, 가족들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 0 1 2 3 4

27) 나는 말 문제 때문에 장애나 결함이 있다고 느껴진다. 0 1 2 3 4

28) 나는 말 문제 때문에 대화를 계속(지속)하기 어렵다. 0 1 2 3 4

29) 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달라고 하면 당혹스럽다. 0 1 2 3 4

30) 나는 말 문제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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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인터뷰 질문지

인터뷰 질문지

검사일 환자이름

1. 성함과 주소를 말씀해주세요.

2.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3.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가족을 저에게 소개해주세요.

4.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지금 생활하시거나 말하시면서 불편한 점을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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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말명료도 평가자 기록지

말 명료도 평가자 기록지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의 말명료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파킨슨병 환자의 말 녹음을 듣게 됩니다. 녹음

된 발화를 듣고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지 0-100%로 나타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말 샘플은 한번 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나이

번

호
말명료도(%)

번

호
말명료도(%)

번

호
말명료도(%)

번

호
말명료도(%)

1 11 21 31

2 12 22 32

3 13 23 33

4 14 24 34

5 15 25 35

6 16 26 36

7 17 27 37

8 18 28 38

9 19 29 39

10 20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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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tion of Speech Handicap Index o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Hyo Jin Mun

The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angHee Kim)

Speech problems are commonly seen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PD). Those problems incurred by PD patients lead to a

feeling of dissatisfaction and incompetence, causing a deteriorated

quality of life. However, there is so far no assessment tool to

evaluate the self-perception of speech problems in PD patients.

Thus,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self-perception of speech

problem in PD patients, utilizing the Speech Handicap Index(SHI).

Forty eight PD patients(men:women=20:28) (ag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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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10.26) were included for this study. They were assessed by

the 30-item SHI. And also, relationship between the SHI and

numerous variables (e.g., speech intelligibility, depression, H&Y

stage) was explored. In addition, influencing variables to SHI scores

were investigat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ty five out of 48(93.8%) PD patients scored higher than the

mean+2SD value(i.e., 0.5±1.2) of the normal controls shown by the

previous study(Park et al., 2016), indicating a high degree of

self-perception of their own speech problems.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also revealed that factors associated with SHI scores are

negatively related to speech intelligibility while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on and H&Y stage of disease.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speech intelligibility and depression

are the two factors affecting SHI.

The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investigation that

identified the self-perception of speech problems in PD by applying

the SHI. Also, the fact that most participants in H&Y stage I or II

showing high SHI scores implies that care and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PD patients in the early stage as well.

Key words: Parkinson's Disease, SHI(Speech Handicap Index),

quality of Life, depression, speech intelligibility, H&Y st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