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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언어 기능에 대한 정보제공자 보고형 설문 PAIQ 

(Progressive Aphasia Informant Questionnaire) 개발 

 

진행성 실어증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여 서서히 악화되는 

언어장애로서, 선별, 증상 파악, 중재를 위한 효율적인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설문지는 언어 관련 호소를 구조화하여 수집하거나, 공식 검사 보완에 사용할 

수 있다. 인지 저하 환자의 경우 증상에 대한 조사 시 보호자에 의한 보고가 환자 

자신의 보고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보호자 응답 설문이 유용하다. 이에, 본 

연구는 김가영 등(2021)의 연구에 기반을 두어 보호자 보고형 언어 기능 설문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보호자 16명(남:녀=10:6; 평균연령±표준편차 

=56.2±12.5)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내용을 주제 분석하여 언어 관련 

문제의 상위 주제와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이름대기, 구어표현, 

의미처리, 구어이해, 문어이해, 문어표현, 계산, 말, 삼킴 및 침흘림, 활동 및 

사회참여 등 10개의 상위 주제, 26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문항 작성 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예비 설문을 제작하였다. 그 다음, 인지 저하 

환자의 보호자 103명(남:녀=38:65; 평균연령±표준편차=53.15±12.86)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병인에 따른 응답 

특성을 파악하였다. Cronbach α 계수 .961로 설문의 신뢰도가 매우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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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MSE의 언어 영역과 설문 총점 간 상관계수 r= -.826(p < .01), 

문항변별도는 .363~.843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행성 실어증 집단이 

대조군보다 설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병인별로 설문 응답에 있어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설문은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언어 기능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임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여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언어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적절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되는 말: 진행성 실어증, 보호자, 언어 설문, 정보제공자, 타당도,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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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한 슬 

 

 

Ⅰ. 서론 

 

1. 이론적 배경 

진행성 실어증(progressive aphasia)은 언어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증상으로서1, 단독으로 발현되거나 다른 인지 장애를 수반한다. 이는 신경퇴행성질환으로 

인한 인지 저하 환자에서 나타나며, 병인에 따라 조음, 어휘 및 의미, 구문, 화용 

능력 등 의사소통의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손상을 보인다2-6.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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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치매(Alzheimer’s dimentia, 이하 AD)에서는 단어 인출과 구어 표현 

능력 저하가 특징적이며3,4, 루이소체 치매(Lewy body dementia, 이하 

LBD)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주제 이탈과 같은 화용 손상을 보인다5. 인지 

능력 중 언어 기능 손상이 두드러지는 퇴행성 언어 장애인 원발진행실어증(primary 

progressive aphasia, 이하 PPA)2의 하위 유형인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nonfluent variant 

PPA, 이하 nfvPPA)은 구문과 조음을 포함한 말산출이,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logopenic 

variant PPA, 이하 lvPPA)은 어휘가, 그리고 의미변이원발진행 실어증(semantic 

variant PPA, 이하 svPPA)은 의미 능력의 손상을 보인다. 이외에도 진행성 

실어증은 청각적 이해력 저하, 문어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7. 발병 기간에 따라 

새로운 언어 증상이 발생하거나 중증도가 변화한다. 예를 들어, AD는 발병 

초반에는 가벼운 단어 인출 장애를 보이다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름 인출 

장애가 심화되며, 과도한 발화 등 화용적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3. 의사소통 

문제는 사회 및 직업 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8. 이렇듯 진행성 실어증 환자는 

병인, 발병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 증상을 보이고, 의사소통의 문제는 삶의 질과도 

연관이 되므로 진행성 실어증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진행성 실어증 평가를 위해서는 언어 기능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방문 시 초기 접촉(initial contact) 상황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언어 전문가가 아닌 의료진과 소통하게 된다. 이 때문에 언어 관련 문제와 

인지 문제가 혼동되어 판단될 수 있다9. 예를 들어, 이름 인출 장애는 “단어가 

기억이 안나요”와 같이 보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아닌 

‘기억력’ 장애로 인식되기 쉽다9.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이용한 언어 평가는 

수치화에 유용하나, 대상자의 자연스러운 언어 활동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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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보호자가 느끼는 불편감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성인 

언어검사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Paradise Korean 

version of Western Aphasia Battery, 이하 K-WAB)와 같은 종합적 평가(full-

length battery)는 검사 소요 시간이 최소 1시간이며, 언어재활사와 같은 

전문인력에 의해 진행될 필요가 있다10, 11. 

반면에, 설문의 경우 검사자를 훈련시킬 필요가 없고12, 정보의 수집 및 해석이 

용이하다13. 또한, 정보 수집의 틀이 구조화되어 있어 언어 문제와 인지 문제의 

혼동을 줄이고, 언어 장애 전문가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문에 적절한 문항을 포함하여 말, 언어 기능이나 관련 기관의 구조 이상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활동 제약, 사회 참여 제약까지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설문 응답 유형에는 자기 보고형(self-report)과 정보제공자 

보고형(informant-report)이 있는데14, 인지 저하 환자들에서는 보호자 보고가 

특히 유용하다13. 환자 본인의 자가보고는 인지 능력의 저하로 인해 부정확하거나15 

미세한 변화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6. 인지 저하가 전임상 단계(무증상 

단계, preclinical stage)를 지나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이하 

MCI) 단계에 진입했다면 본인에 의한 보고보다 보호자 보고가 객관적 인지 검사 

결과, 뇌용적(brain volume), 그리고 치매 위험도와 더 강한 연관성이 있다15, 17, 18. 

또한, 보호자 보고는 일상생활의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과 장기간의 변화를 잘 

반영한다19.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언어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설문, 특히 보호자 보고형 

설문은 현재까지 미비하다. 기존 척도들은 대부분 말, 언어 하위 영역 관련 문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14, 20 인지 저하 환자의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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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목표로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언어 외 영역의 문항(예: 집안의 물건을 

제자리에 잘 정리하지 못한다, 욕이나 심통 섞인 말, 과격한 표현을 예전보다 많이 

사용한다 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성 실어증의 언어 기능 변화를 살피거나,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언어 기능 측정을 위한 설문의 개발이 요구된다.  

김가영 등(2021)9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에 

기록된 인지 저하 환자의 언어 관련 호소 및 보호자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언어 

기능 설문’을 제작하였다. 이 설문은 6개 영역, 45개 문항(구어 표현 22개 문항, 

구어 이해 9문항, 문어 표현, 문어 이해 각각 3문항, 계산 1문항, 말 7문항)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가영 등(2021)의 결과를 토대로 한 언어 기능 설문 

최종본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병인 

병인 유형별 응답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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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선행 연구9에서 EMR의 언어 문제 및 보호자 인터뷰를 기반으로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보호자 대상 언어 능력 설문이 제작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의 수가 9명으로 적었고으며 설문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상자 수를 늘리고 다양한 유형의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예비 문항을 작성한 후, 임상에서의 사용을 위해 

설문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보호자 대상 언어 능력 설문지 

개발을 위해 김가영 등(2021)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문항들을 재정리한 후,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설문은 진행성 실어증 스크리닝, 유형 감별, 

중증도 파악, 증상 변화 추적, 나아가 중재 계획, 효과 평정에 기초가 될 것이다21. 

  



 

6 

3. 연구 목적 

 

이론적 배경 및 연구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보호자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1) 언어 기능과 관련된 주제를 확인한다. 

2) 언어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한다.  

나. 언어 기능 설문 응답에 근거하여 

1) 설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한다.  

2) 진행성 실어증을 선별하고 유형을 감별할 수 있는 하위 주제 및 문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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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단계 1: 문항 개발 

 

1. 연구 대상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언어검사를 실시한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보호자 총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16명 중 9명은 김가영 

등(2021)에서 발표된 대상자들이다. 진행성 실어증 환자는 병력 청취 상에서 

언어기능장애에 대한 호소가 있거나, 한국판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Korean-

Boston naming test, 이하 K-BNT) 혹은 서울신경심리검사(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이하 SNSB)의 언어 영역에서 -1.5SD 

이하의 수행을 보인 자로 하였다.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와 

동반하거나 환자 대리인으로 본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본인을 보호자로 밝힌 

자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의사소통장애가 동반되어 

문답이 불가하거나, 인지장애 혹은 신경학적 장애가 확인되거나,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제외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보호자의 특성 및 환자의 기초 

임상 정보는 표 1과 같다. 보호자는 남자 2명, 여자 14명, 평균 연령은 

56.2(±12.55)세였다. 환자와의 관계로는 배우자가 9명(5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6명(37.5%), 며느리 1명(6.25%)이 포함되었다. 환자는 남자 

10명(62.5%), 여자 6명(37.5%)으로 평균 연령은 71.75(±7.62)세, 평균 

교육년수는 13.25(±5.45)년, 평균 K-MMSE 점수는 20(±7.98)점이었다. 

환자들은 LBD 5명(31.25%), svPPA 3명(18.75%), nfvPPA 4명(25%) 

피질기저핵변성(corticobasal degeneration, 이하 CBD) 1명(6.25%),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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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18.75%)으로 분류되었다. 발병 후 기간은 평균 23.06(±25.15)개월로, 최단 

1개월, 최장 70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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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터뷰 대상자 특성 및 환자의 기초 임상 정보  

 보호자 정보  환자 정보 

번호 성별 연령 
환자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년

수 

K-

MMSE1) 
진단명 

발병 후 

기간 

(개월) 

1 여 75 배우자  남 76 16 27 LBD2) 26 

2 여 63 배우자  남 67 6 24 LBD 59 

3 여 54 자녀  여 80 18 28 LBD 49 

4 남 58 자녀  남 83 12 1 LBD 6 

5 여 34 자녀  남 73 18 25 svPPA3) 10 

6 여 53 자녀  여 83 18 22 svPPA 10 

7 남 66 배우자  여 63 18 24 svPPA 62 

8 여 41 자녀  여 66 6 23 nfvPPA4) 70 

9 여 65 배우자  남 65 10 25 nfvPPA 4 

10 여 40 며느리  여 71 12 10 nfvPPA 47 

11 여 61 배우자  남 61 9 15 R/O CBD5) 1 

12 여 63 배우자  남 67 18 18 AD6) 4 

13 여 39 자녀  여 76 1 6 AD 14 

14 여 61 배우자  남 61 18 23 AD 2 

15 여 70 배우자  남 77 16 22 R/O LBD 4 

16 여 71 배우자  남 79 16 27 nfvPPA 1 

 
 

56.2 

(12.55) 
 

 
 

71.75 

(7.62) 

13.25 

(5.45) 

20 

(7.98) 
 

23.06 

(25.15) 

1) K-MMSE: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max. score: 30점) 

2) LBD: Lewy body Dementia 

3) svPPA: semantic variant Primary Progressive Aphasia 

4) nfvPPA: non-fluent variant Primary Progressive Aphasia 

5) CBD: Cortical basal degeneration 

6) AD: Alzheimer’s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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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과제번호: 4-2020-0920)의 승인을 받았다. 보호자 인터뷰는 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진행하였다. 독립된 공간에서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문 및 구두 설명을 제공하고, 서면 동의서에 대상자의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가영 등(2021)의 ‘언어 설문지’를 기반으로 

대상자와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 하였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 후 

전사하였다.  

전사 결과는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NVivo 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사된 발화 내용이 환자의 말 혹은 언어와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유사한 

내용에 따라 코딩하여 상위 주제와 하위 주제를 산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문항 

작성 후, 전문가 3인에게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자문을 받아 문항을 삭제 및 

수정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임상 경력 5년 이상, 신경퇴행성 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언어재활사들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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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NVivo 10을 통해 보호자 인터뷰에서 보고된 언어 관련 문제를 분석한 결과, 

구어 표현, 이름대기, 의미처리, 구어 이해, 계산, 문어 이해, 문어 표현, 말, 삼킴 

및 침흘림, 활동 및 사회참여 등 10개 영역, 26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표 2). 

 

표 2. 보호자 인터뷰에서 도출된 주제 

상위 주제 하위 주제 

이름대기 

인출 장애 

착어 

어휘량 

구어 표현 

담화 표현 

문장 표현 

비유창성 

작화증 

의미 처리 
단단어 이해 

사물 용도 이해 

구어 이해 

담화 이해 

문장 이해 

이해 속도 

문어 이해 문자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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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 

문어 표현 
운동적 

언어적 

계산 
연산 

숫자 처리 

말 

조음 

말속도 

음성 

노력성 발화 

삼킴 및 침흘림 
인두 단계 

구강 단계 

활동 및 사회참여 
대화 참여 

사회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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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름대기 

‘이름대기’는 단어 인출에 관한 것으로, 다음의 3가지 주제로 세분화되었다.  

(1) 인출 장애 

인출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적절한 단어 인출에 실패한다는 보고가 빈번하였다. 

이름대기에 실패하거나(a), 스스로 단어 인출을 못하더라도 재인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다(b). 에둘러말하기를 통해 이름 인출 장애를 보상한다는 보고도 

있었다(c).  

(a) “단어가 얼른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단어가 잘 안 나오는 거 같고.”  

(b)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은 아닌데… 하여튼 잊어버려”, 

“대신에 그걸 제가 알려주고 다시 재입력 했을 때 그거를 다시 복기하는 능력은 

괜찮아요.” 

(c) “뭐 양말이라 해야 하는데 ‘내 뭐 신발 밑에 하는거 어딨는데’ 이걸로 말해요”, 

“지난번에 약사라는 단어를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약국에 가니까 약 파는 애가 

이걸 쓰라고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2) 착어 

일부 보호자에게서는 목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치하는 의미 착어 문제가 

보고되었다(a). 음소착어의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a) “비슷한 게 있으면 조금 올바른 걸로 말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생강차가 

있는데 계속 쌍화차 먹으라고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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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휘량 감소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감소하였다는 보고도 있었다(a). 

(a) “단어 확 줄었죠”, “(단어가) 아주 없지” 

 

나. 구어 표현 

‘구어 표현’은 환자의 말하기 능력과 관련된 영역으로, 담화, 문장, 비유창성, 

작화증의 4가지 하위 주제로 세분화 되었다. 다음은 하위 주제에 대한 설명 및 

예시이다.  

(1) 담화 표현 

담화 산출 시 주제 유지가 안되거나(a) 주제폭이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많았다. 

보호자들은 환자가 이전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어려움 없이 대화하였으나 

현재는 익숙한 일부 주제에 대해서만 대화한다고 보고하였다(b). 

(a) “이야기하다 삼천포로 빠져요 보통”, “대화 주제에 벗어난 말을 해” 

(b) “대화 주제 폭도 좁아지고”, “진짜 주제 폭이 아주 없어”, “사회적으로 어떻고 

골프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할 법한데 안 해요” 

보호자들은 환자의 말이 지나치게 많거나 장황해진 점(c), 혹은 말 수가 

적어진 점을 보고하였다(d).  

(c) “그니까 이야기가 장황하게 길어요.”, “하도 장황하게 말을 하다보니까 다른 

말을 하는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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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말 수가 줄어서 제가 억지로 말을 막 시키려고 하죠”, “(말 수가) 확 줄었죠” 

보호자들은 또한 환자의 발화가 앞뒤가 안 맞거나 횡설수설하다고 표현하여, 

발화의 비논리성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하였다(e). 

(e) “앞뒤가 안 맞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 아예”, “말을 횡설수설하기도 하죠 기억이 

잘 안 나니까” 

 

(2) 문장 표현 

문장 구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화 길이가 짧아졌다는 보고도 있었다. 

보호자들은 환자가 문장을 이전처럼 길게 만들지 못함(a)을 관찰하거나, 발화 

길이를 극히 줄여 꼭 필요한 부분만 말한다고 하였다(b). 

(a) “길게 문장이 연결 돼서 긴 말은 잘 못해요”, “집에서는 길게는 못하고 간단한 

짧은 말은 바로…” 

(b) “집에서도 요점만 딱 맞다 아니다 이정도로만 얘기해” 

 

(3) 비유창성 

비유창성 문제도 보고되었는데, 음소나 음절 반복이 특징적인 발달성 

말더듬과는 달리 보호자들은 환자가 ‘말을 더듬더듬’ 한다며 쉼이 많아 말 흐름이 

끊김을 표현하였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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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말을 더듬기도 하는데 그게 자기가 잘 생각이 안 나니까 대화를 하는 중에 

더듬더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말 더듬는거잖아요. 말 못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4) 작화증 

사실이 아닌 말을 지어내거나, 과거 사건을 최근 사건처럼 왜곡하여 표현하는 

특성이 보고되었다(a). 

(a)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이번에 어디 뭐 어느 장관이 나왔는데 

저 사람 저 옛날에 자주 만났는데 하면서 꼭 최근에 만난 것 같이 얘기해.” 

 

다. 의미 처리 

의미 처리는 단어 혹은 사물의 의미와 관련된 부분으로, 다음의 2가지 주제로 

세분화되었다. 

(1) 단단어 이해 

단단어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 보고되었다. 특히 평소 잘 접하지 않는 저빈도 

단어들에 대한 이해력(a)이나 추상어에 대한 이해력(b)이 저하되었다고 보고되었다. 

(a) “고드름 같은 것도 평소에는 안 써도 언젠가는 오래된 기억에는 있어야 하는데 

모르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탈춤 할 때 나오는 탈 있죠? 그 탈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b)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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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물 용도 이해 

보호자들은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쓰던 물건의 쓰임을 잊었다고 보고하였다(a). 

(a) “오랜만에 보는 게 있으면 그게 뭔지를 어디에 쓰는 건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사용도를 몰라요”, “어떤 때는 리모콘을 딱 해갖고도 어떨때는 그냥 보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생각하다가. 전엔 막 했는데 지금은 리모콘 키는 거를 한참 있다가 

보고 있다가.” 

 

라. 구어 이해 

구어 이해는 구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으로, 청각적 자극의 길이, 

이해력 저하의 정도에 따라 다음 4개 주제로 세분화되었다.  

(1) 담화 이해 

대화, TV 시청 등 담화 관련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자들은 환자가 내용 이해 어려움으로 인해 특정 프로그램 시청을 

기피한다거나(a), 대화에 끼지 못하고 듣고만 있다고 표현하였다(b).  

(a) “뉴스라든가 이런 거 코로나 이런 거 이해를 잘 못해요”, “드라마 같은 걸 안 

보고 스포츠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노래 그것만 들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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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화도 그냥 듣고만 있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애”, “대화 내용은 결국은 

제가 말 수가 길어지면 이해를 못하고.” 

 

(2) 문장 이해 

문장 길이나 구문적 복잡성으로 인한 이해 어려움(a)도 보고되었다. 

(a) “문장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면 힘들어 해요”, “문장이 길어지면 또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그냥 “응, 응” 버릇처럼 하시더라고요” 

 

(3) 이해 속도 

전반적으로 청각적 이해는 가능하지만 이해 속도가 저하(a)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또한, 말을 여러 번 반복해야 이해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b). 

(a) “말을 이해하는 속도는 아주 느려 멍하고”, “이해 하는 거 진짜 많이 

느려지셨어요” 

(b) “반복이 되면 이제 좀 알고.” 

 

마. 문어 이해 

문어 이해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다음 2개 주제로 세분화되었다. 

(1)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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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해력 저하의 보고가 빈번하였다(a).  독해력 

저하로 인해 독서나 신문 문어 이해 등 평소 자주 하던 활동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b).  

(a) “읽는 건 괜찮은데 이해를 잘 못하는 거 같애” 

(b) “책을 끼고 살았는데 이제 책 보면 머리가 아프대” 

 

(2) 문자 해독 

글자 자체를 읽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었다(a). 매우 친숙하고 많이 접하는 

단어는 재인할 수 있으나, 구성이 복잡한 경우에는 해독하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었다(b). 

(a) “소리 내 읽는 거도 안되고”  

(b) “단어 철자 좀 쉬운 것들은 아는데 복잡한 거 받침 있는 거 이런 거는 어려워요” 

 

바. 문어 표현 

문어 표현은 쓰기와 관련된 영역으로, 다음 2개 주제로 세분화되었다.  

(1) 언어적 

맞춤법을 틀리거나 착어를 산출(a)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글을 쓰기까지 

이전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b)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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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맞춤법은 잘 쓰셨는데 요즘은 많이 틀려요”, “막내를 소리 나는 대로 

‘망내’라고 보내서…” 

(b) “글자를 횡설수설하는… 시옷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글자가 와야 할지를 

한참 생각하셔야 한대요” 

 

(2) 운동적 

운동적 문제로 인한 쓰기 어려움이 보고되었다. 보호자들은 환자의 글씨체가 

변하거나(a), 문어 표현 자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b).  

(a) “이게 안 되는 거야 조절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막 

뻣뻣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몰래 쓰다보면 쓰고나면 삐뚤어지는 거야.”  

(b) “지금은 못 써요. 펜을 못 잡으니까 아예 못 쓰는거지” 

 

사. 계산 

계산은 숫자의 재인과 계산에 관한 영역으로, 다음 두 개 하위주제로 

세분화되었다. 

 

(1)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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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를 처리하여 연산을 하는 능력으로, 사칙연산(예: 돈 계산) 관련된 주제가 

도출되었다. 보호자들은 환자가 계산을 이전보다 못하거나(a)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고하였다(b). 

(a) “사칙연산도 좀 떨어져요”, “간단한 건 되는데 돈 계산은 안 될 거 같아요”  

(b) “계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아요”, “계산 더디죠”  

 

 

(2) 숫자 처리 

보호자들은 환자가 숫자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a). 

(a) “돈이라든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거 잘 안 돼요” 

 

아. 말 

말은 말산출 기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것으로, 다음 4개 주제로 세분화되었다.  

(1) 조음 

발음의 문제가 빈번하게 보고되었는데, 보호자들은 ‘어눌하다’, ‘어둔하다’, 

‘나쁘다’ 등으로 조음의 이상을 표현하였다(a).  

(a) “발음은 약간 어눌해졌어요”, “발음이 어둔해지고”, “(발음이)부정확해졌어요”, 

“발음이 일단 나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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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속도 

말 속도 변화도 보고되었는데, 모두 속도 저하에 대한 언급이었다. 속도 

증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a).  

(a) “말하는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요” 

 

 

(3) 음성 

음성 측면에서는 음량 감소(a)와 음질(b)의 문제가 보고되었다.  

(a) “목소리도 많이 작아졌어”  

(b) “그래서 쉰 목소리가 나오는데”, “두 갈래 말이 나오는 식으로”, “이게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세고 

되고.” 

 

(4) 노력성 발화  

보호자들은 말 산출이 힘겨워 보이는 노력성 발화를 보고하였다(a). 

(a) “힘겹게 말하고” 

 

자. 삼킴 및 침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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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들은 삼킴이나 침흘림(drooling)의 문제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1) 인두 단계 

보호자들은 삼킴장애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는데, 이를 ‘사레가 들린다’, 

‘목에 걸린다’고 표현하였다(a). 일부는 역류(reflux)의 문제도 보고하였다(b). 

(a) “사레가 자주 걸려요”, “전부 걸려요 마른 음식, 크래커 같은. 물도 그렇고” 

(b) “약간 코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2) 구강 단계 

보호자들은 침흘림(drooling) 문제(a)를 보고하기도 했다.  

(a) “그 침을 주체를 못해서 그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침이 나와요” 

 

차. 활동 및 사회 참여 

(1) 대화 참여 

대화에 참여하나 발화를 개시하는 횟수가 감소하거나(a), 대화에 끼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한다(b)는 보고가 있었다.  

(a) “지금은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웃기만 하고 

전에는 농담도 하고 같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해”, “제가 시켜야 하고 엄마가 

먼저 말을 하는 건 아까처럼 ‘비가 오네’ 이렇게 날씨가 어떻네 이정도 수준인 

거죠”, “말을 거는 게 없다” 

(b) “실수할까 봐. 그냥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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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참여 

언어 표현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 참여 제한도 보고되었다. 보호자들은 

의사소통 능력 저하 후 환자가 모임 등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를 줄였다고 

하였다(a). 

(a) “가서 말을 걸어야 하는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모임을 끊이시는 거예요”, 

“모임에 잘 안 나가려고 하죠. 말이 잘 안 나와서” 

 

위 보고와 김가영 등(2021)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문항은 10개 상위 주제, 26개 하위 주제 총 34개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된 2개 문항(“주제 폭이 줄었다”, “말을 먼저 거는 

경우가 줄었다”)을 삭제하여 총 32개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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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언어 기능 설문 문항 

항목 번호 문항 

이름대기 

N1)1 이전보다 단어(사물, 사람 이름, 지명 등)를 얼른 

떠올리지 못한다. 

N2 다른 단어로 잘못 바꿔 말할 때가 있다. 

N3 사용하는 단어 양이 줄었다. 

구어표현 

V2)1 이전보다 대화 중 주제에 벗어난 말을 한다. 

V2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는 것 같다.  

V3 말이 과도하게 많아졌다. 

V4 이전보다 문장을 조리 있게 구성하지 못한다. 

V5 말 길이가 짧아졌다. 

V6 더듬더듬 거리며 말한다. 

V7 말 수가 줄었다. 

V8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인다. 

V9 횡설수설하여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의미처리 
SE3)1 물건의 이름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SE2 물건의 쓰임을 모르는 것 같다. 

구어 이해 

AC4)1 말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진 것 같다. 

AC2 긴 문장을 이전보다 잘 이해하지 못한다. 

AC3 텔레비전이나 대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문어 이해 
R5)1 이전보다 글자를 잘 못 읽는다.  

R2 이전보다 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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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 표현 
W6)1 글씨체가 변한 것 같다.  

W2 이전보다 맞춤법을 틀리게 쓴다. 

계산 
C7)1 이전보다 계산을 잘 못한다.  

C2 이전보다 숫자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말 

S8)1 말하는 속도가 느려졌다. 

S2 말을 힘겹게 하는 것 같다. 

S3 목소리가 안 좋아졌다.  

S4 목소리가 작아졌다. 

S5 발음이 나빠졌다. 

삼킴 및 침흘림 
SW9)1 사레 들리는 일이 많아졌다. 

SW2 입 안에 침이 많이 고이거나 침을 흘린다. 

활동 및 참여 
AP10)1 이전보다 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AP2 말 문제 때문에 이전보다 사회활동을 잘 안한다. 

1)N: Naming 

2)V: Verbal expression 

3)SE: Semantic processing 

4)AC: Auditory Comprehension 

5)R: Reading 

6)W: Writing 

7)C: Calculation 

8)S: Speech 

9)SW: Swallowing 

10)AP: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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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단계 2: 설문 응답 분석 

 

1. 연구 대상 

 

2021년 4월 21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신촌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 

내원한 인지 저하 환자의 보호자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인지저하 

환자 총 103명 중 82명은 진행성 실어증 환자, 21명은 대조군으로 분류되었다.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지 저하 환자 중 ‘진행성 실어증 환자’는 병력 청취 

상에서 언어기능장애에 대한 호소가 있거나, K-BNT 혹은 SNSB의 언어 영역에서 

-1.5SD 이하의 수행을 보인 자로 하였다. K-BNT 혹은 SNSB에서 -1.5SD를 

초과하거나, 언어 능력 저하 보고가 없는 자는 대조군으로 분류하였다. 진행성 

실어증 집단과 대조군간의 연령, K-MMSE 점수, 교육년수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환자의 기초 임상 정보는 표 5와 같다.  

진행성 실어증 환자는 남자 31명, 여자 51명으로, 평균 연령은 

77.21(±7.79)세, 평균 교육년수는 9.25(±4.79)년, 평균 K-MMSE 점수는 

18.69점이었다. AD 8(9.76%)명, LBD 25명(30.49%), 타우병증 3명(3.66%), VD 

3명(3.66%), AD LBD 혼합형 35명(42.68%), LBD VD 혼합형 3명(3.66%), AD 

VD 혼합형 3명(3.66%), svPPA 1명(1.22%), AD LBD VD 혼합형 

1명(1.22%)으로 분류되었다. 발병 후 기간은 1년 미만 14명(17.07%), 12-23개월 

16명(19.51%), 24-35개월 15명(18.29%), 36-47개월 7명(8.54%), 48-5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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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17.07%), 60개월 이상 16명(19.51%)이었다. 보호자 유형으로는 

주보호자가 37명, 부보호자가 45명이었다.  

대조군은 남자 8명, 여자 13명으로, 평균 연령은 79.24(±4.95)세, 평균 

교육년수는 8.9(±5.92)년, 평균 K-MMSE 점수는 22.4(±5.26)점이었다. AD 

4(19.05%)명, LBD 7명(33.33%), 타우병증 1명(4.76%), VD 1명(4.76%), AD 

LBD 혼합형 7명(33.33%), LBD VD 혼합형 1명(4.76%)으로 분류되었다. 발병 후 

기간은 1년 미만 9명(42.86%), 12-23개월 1명(4.76%), 24-35개월 3명(14.29%), 

36-47개월 3명(14.29%), 48-59개월 3명(14.29%), 60개월 이상 

2명(9.52%)이었다. 보호자 유형으로는 주보호자가 11명, 부보호자가 10명이었다.  

인지 저하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와 동반하거나 환자의 대리인으로 내원하여 

본인을 보호자라고 밝힌 자로 하였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자는 

제외하였다. 환자와 주로 함께 지내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응답한 자는 주보호자, 

‘기타’라고 응답한 자는 부보호자로 분류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보호자의 기초 

정보는 표 4와 같다. 남자 38명, 여자 65명으로, 연령은 10대 1명(0.97%), 20대 

2명(1.94%), 30대 9명(8.74%), 40대 30명(29.13%), 50대 33명(32.04%), 60대 

15명(14.56%), 70대 11명(10.68%), 80대 2명(1.94%)이었다. 환자와의 관계로는 

자녀가 74명(71.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19명(18.45%), 며느리 및 사위 

6명(5.82%), 손주 3명(2.93%), 형제 1명(0.97%)이었다. 보호자 유형은 주보호자 

47명(54.37%), 부보호자 56명(45.63%), 환자와 하루에 함께 있는 시간은 평균 

9.68(±9.64)시간(주보호자 16.6(±8.21)), 부보호자 3.46(±5.4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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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보호자 기초 정보 

구분 수(N=103)(%) 

성별 
남 

여 

38(36.89) 

65(63.11)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1(0.97) 

2(1.94) 

9(8.74) 

30(29.13) 

33(32.04) 

15(14.56) 

11(10.68) 

2(1.94) 

관계 

배우자 

자녀 

손주 

며느리/사위 

형제 

19(18.45) 

74(71.84) 

3(2.93) 

6(5.82) 

1(0.97) 

보호자유형 
주보호자 

부보호자 

47(45.63) 

56(54.37) 

환자와 하루에 함께 

있는 시간(hrs) 

주보호자 
M(SD): 16.6(8.21) 

min. 0, max. 24 

부보호자 
M(SD): 3.46(5.49) 

min. 0, ma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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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환자 기초 임상 정보 

구분 

수(N) 

진행성 실어증(%) 

(N=82)(79.61%) 

대조군(%) 

(N=21)(20.39%) 

성별 
남 31(37.80) 8(38.10) 

여 51(62.20) 13(61.90) 

연령(SD)  77.21(7.79) 79.24(4.95) 

K-MMSE(SD)  18.69(7.55) 22.4(5.26) 

교육년수(SD)  9.25(4.79) 8.9(5.92) 

etiology 

AD1) 8(9.76) 4(19.05) 

LBD2) 25(30.49) 7(33.33) 

Tauopathy3) 3(3.66) 1(4.76) 

VD4) 3(3.66) 1(4.76) 

AD+LBD5) 35(42.68) 7(33.33) 

LBD+VD6) 3(3.66) 1(4.76) 

AD+VD7) 3(3.66) 0 

svPPA8) 1(1.22) 0 

AD+LBD+VD9) 1(1.22) 0 

발병 후 기간 

0-11 9(42.86) 14(17.07) 

12-23 1(4.76) 16(19.51) 

24-35 3(14.29) 15(18.29) 

36-47 3(14.29) 7(8.54) 

48-59 3(14.29) 14(17.07) 

60- 2(9.52) 16(19.51) 

보호자 유형 
주 37(45.12) 11(52.38) 

부 45(54.88) 10(47.62) 

1) AD: Alzheimer’s dementia 

2) LBD: Lewy body dementia 

3) Tauopathy: tauopathy spectrum disorder 

4) VD: vascular dementia 

5) AD+LBD: Mixed AD DLB 

6) LBD+VD: Mixed LBD VD 

7) AD+VD: Mixed AD VD 

8) svPPA: semantic variant Primary Progressive Aphasia 

9) AD+LBD+VD: Mixed AD LBD 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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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을 받았다. 대상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Likert식 5점 척도(5 = ‘매우 그렇다’, 

4 = ‘그렇다’, 3 = ‘보통이다’, 2 = ‘그렇지 않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진행성 실어증 집단의 응답에서 

문항내적일치도, 공인타당도, 구인타당도를 살펴보았다. Cronbach alpha(α) 

계수를 산출하여 문항내적일치도를 측정하였다.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설문 

점수와 K-MMSE의 언어 영역 점수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였다.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설문 문항과 총점수의 상관관계로 문항변별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설문 문항이 진행성 실어증군과 대조군을 구분할 수 있는지 살피기 위해 

총점수, 하위 영역별 점수, 각 문항별 응답에 대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병인별 진행성 실어증의 비율 차이 검정을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진행성 실어증에서 병인별 응답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다. Kruskal-Wallis test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Bonferroni-Dunn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병인 별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비율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에 SPSS 

Statistics 25(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25)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성은 p < .05로 하였다.  

 

  



 

32 

3. 연구 결과 

 

가. 신뢰도 

내적 일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구어 표현, 이름대기, 의미적 처리, 구어 

이해, 문어 이해, 문어 표현, 숫자 처리, 말운동, 삼킴 및 침흘림에서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10개 영역의 α 계수는 .621에서 .908 사이, 전체 문항의 α 

계수는 .961로 양호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표 6). 이름대기 영역의 N2(다른 

단어로 잘못 바꿔 말할 때가 있다)는 삭제 후 신뢰도가 .696에서 .723으로 

증가하여 본 문항을 삭제하였다. 삭제 후 전체 문항의 α 계수는 .96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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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내적 일치 신뢰도 

영역 Cron-

bach α 

문항 CITC1)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영역 Cron-

bach α 

문항 CITC1)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

ach α 

이름 

대기 
.696 

N1)1 .587 .525  문어 

이해 
.908 

R1 .831 . 

N2 .437 .723  R2 .831 . 

N3 .537 .575  문어 

표현 
.875 

W1 .779 . 

구어 

표현 

 

.880 

V2)1 .648 .808  W2 .779 
. 

V2 .543 .819  
계산 .892 

C1 .806 
. 

V3 .112 .862  C2 .806 
. 

V4 .557 .817  

말 .894 

S1 .762 .866 

V5 .648 .806  S2 .726 .874 

V6 .718 .799  S3 .685 .884 

V7 .623 .809  S4 .784 .861 

V8 .438 .829  S5 .747 .869 

V9 .647 .806  
삼킴 .621 

SW1 .451 . 

의미 

처리 
.904 

SE3)1 .827 .  SW2 .451 . 

SE2 .827 .  활동 및 

사회 참여 
.816 

AP1 .695 . 

구어 

이해 
.871 

AC1 .764 
.809  AP2 .695 

. 

AC2 .787 
.786      

 

AC3 .712 
.859      

 

1) CITC =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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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당도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설문 점수와 K-MMSE의 언어 영역 점수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K-MMSE의 언어 영역과 총점의 상관계수는 -.826(p 

< .01)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위 영역별로 이름대기 -.546(p < .05), 

구어표현 -.689(p < .01), 의미처리 -.646(p < .01), 문어 이해 -.714(p  < .01), 

문어 표현 -.825(p < .01), 계산 -.791(p < .01), 말운동 -.842(p < .01), 삼킴 및 

침흘림 -.613(p < .05), 활동 및 사회참여 -.663(p < .01)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7). 

표 7. K-MMSE와 설문 응답의 상관관계 

영역 총점 
이름 

대기 

구어 

표현 

의미 

처리 

구어 

이해 

문어 

이해 

문어 

표현 
계산 말 

삼킴&

침흘림 

활동&

참여 

r -.826 -.546 -.689 -.646 -.701 -.714 -.825 -.791 -.842 -.613 -.663 

p .000 .029 .003 .007 .002 .003 .000 .000 .000 .012 .005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문항과 총점의 상관계수로 문항변별도 (Item 

Discrimination Index)를 산출하였다. V3(말이 과도하게 많아졌다)를 제외한 

문항의 문항변별도는 .363에서 .843사이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1)(표 8). V3(말이 과도하게 많아졌다)는 문항변별도가 입증되지 않아(r 

= .124, p = .294) 삭제하였다. SW1(사레 들리는 일이 많아졌다)는 문항 

변별도가 .363으로 다소 낮았으나, 삼킴장애 평가에 필요한 문항으로 판단되어 

최종 문항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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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언어 기능 설문의 문항변별도 

문항번호 
문항 

변별도 
문항번호 

문항 

변별도 
문항번호 

문항 

변별도 
문항번호 

문항 

변별도 

N1 .497** V8 .507** W1 .748** SW1 .363** 

N3 .680** V9 .723** W2 .793** SW2 .626** 

V1 .714** SE1 .767** C1 .717** AP1 .773** 

V2 .503** SE2 .768** C2 .797** AP2 .788** 

V3 .124 AC1 .691** S1 .817**   

V4 .743** AC2 .780** S2 .774**   

V5 .746 AC3 .722** S3 .532**   

V6 .769** R1 .818** S4 .615**   

V7 .747** R2 .843** S5 .625**   

** p < .01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최종 설문은 총 10개 영역,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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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언어 기능 설문 

항목 번호 문항 

이름대기 
N1)1 

이전보다 단어(사물, 사람 이름, 지명 등)를 얼른 떠올리지 

못한다. 

N3 사용하는 단어 양이 줄었다. 

구어표현 

V2)1 이전보다 대화 중 주제에 벗어난 말을 한다. 

V2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는 것 같다.  

V4 이전보다 문장을 조리 있게 구성하지 못한다. 

V5 말 길이가 짧아졌다. 

V6 더듬더듬 거리며 말한다. 

V7 말 수가 줄었다. 

V8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인다. 

V9 횡설수설하여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의미처리 
SE3)1 물건의 이름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SE2 물건의 쓰임을 모르는 것 같다. 

구어 이해 

AC4)1 말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진 것 같다. 

AC2 긴 문장을 이전보다 잘 이해하지 못한다. 

AC3 대화나 텔레비전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문어 이해 
R5)1 이전보다 글자를 잘 못 읽는다.  

R2 이전보다 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문어 표현 
W6)1 글씨체가 변한 것 같다.  

W2 이전보다 맞춤법을 틀리게 쓴다. 

C7)1 이전보다 계산을 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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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C2 이전보다 숫자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말 

S8)1 말하는 속도가 느려졌다. 

S2 말을 힘겹게 하는 것 같다. 

S3 목소리가 안 좋아졌다.  

S4 목소리가 작아졌다. 

S5 발음이 나빠졌다. 

삼킴 
SW9)1 사레 들리는 일이 많아졌다. 

SW2 입 안에 침이 많이 고이거나 침을 흘린다.  

활동 및 

사회참여 

AP110) 이전보다 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AP2 말 문제 때문에 이전보다 사회활동을 잘 안한다. 

1)N: Naming 

2)V: Verbal expression 

3)SE: Semantic processing 

4)AC: Auditory Comprehension 

5)R: Reading 

6)W: Writing 

7)C: Calculation 

8)S: Speech 

9)SW: Swallowing 

10)AP: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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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행성 실어증 유무에 따른 응답 차이 

진행성 실어증 집단과 대조군의 응답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한 결과,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진행성 실어증 

집단의 총점 중위수 85.5로, 대조군 71.5점에 비해 더 높았다. 이름대기(p < .01)와 

구어표현(p < .01), 의미처리(p < .05), 구어 이해(p < .05), 말(p < .05), 활동 및 

사회참여(p < .01) 영역에서 진행성 실어증군이 대조군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문어 이해(p = .350), 문어 표현(p = .300), 계산(p = .162), 삼킴 

영역(p = .119)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표 10).  

이름대기의 두 문항(N1: 이전보다 단어를 얼른 떠올리지 못한다, N3: 

사용하는 단어 양이 줄었다) 모두 진행성 실어증 집단이 대조군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p < .05). 구어표현 영역에서는 V1(대화 중 주제에 벗어난 말을 

한다)(p < .01), V4(문장을 조리있게 구성하지 못한다)(p < .01), V5(말 길이가 

짧아졌다)(p < .01), V6(더듬더듬 거리며 말한다)(p < .01), V7(말 수가 

줄었다)에서 진행성 실어증 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의미처리 영역 

SE1(물건의 이름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p < .05), SE2(물건의 쓰임을 모르는 

것 같다)(p < .05)에서, 구어이해 AC2(긴 문장을 이전보다 잘 이해하지 못한다)(p 

< .05), AC3(텔레비전이나 대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p < .05)에서 진행성 

실어증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다. 말 영역의 S1(말하는 속도가 느려졌다)(p < .01), 

S2(말을 힘겹게 하는 것 같다)(p < .05), S3(목소리가 안 좋아졌다)(p < .05)에서 

진행성 실어증 집단이 대조군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활동 및 사회참여 

영역의 AP1(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p < .05), AP2(말 문제 때문에 



 

39 

사회활동을 잘 안한다)(p < .05) 모두 진행성 실어증 집단의 중위수가 대조군보다 

높았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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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진행성 실어증군과 대조군의 총점 및 영역별 응답 점수 비교 

영역 
Median (Range) 

U 
진행성실어증 대조군 

총점 85.5(115) 71.5(96) 903.00* 

이름대기 8(6) 6(7) 1245.00** 

구어표현 23(32) 18(21) 1292.00** 

의미처리 5(8) 4(6) 1161.00* 

구어이해 10(12) 7(11) 1117.50* 

문어이해 5(8) 4.5(7) 4055.00 

문어표현 6(8) 5(8) 885.00 

계산 6(8) 5(8) 926.50 

말 13(20) 11(17) 1094.00* 

삼킴 5(8) 5(5) 1035.50 

활동및사회참여 6(8) 4(8) 1151.50** 

 

표 11. 진행성 실어증군과 대조군의 문항별 응답 점수 비교 

문항 
Median(Range) 

U 
 

문항 
Median(Range) 

U 
진행성1) 대조군 진행성 대조군 

N1 4(3) 3(3) 1172.00**  N3 4(3) 3(4) 1307.05** 

V1 4(4) 2(3) 1292.50**  V2 2(4) 2(3) 1033.05 

V4 3(4) 3(3) 1245.00**  V5 3(4) 2(3) 1167.00** 

V6 3(4) 2(3) 1245.50**  V7 3(4) 2(4) 1110.00* 

V8 2(4) 2(1) 990.00  V9 2(4) 2(3) 1034.00 

SE1 2(4) 2(3) 1157.00*  SE2 2(4) 2(3) 1123.50* 

AC1 3(4) 3(4) 1069.00  AC2 3(4) 3(3) 1143.00* 

AC3 3(4) 3(4) 1084.00*  R1 2(4) 2(3) 824.50 

R2 3(4) 2(4) 952.50  W1 3(4) 2(4) 868.00 

W2 3(4) 2.5(4) 881.50  C1 3(4) 3(4) 924.00 

C2 3(4) 2(4) 953.50  S1 3(4) 2(4) 1132.00** 

S2 3(4) 2(3) 1036.00*  S3 2(4) 2(3) 1092.50* 

S4 2(4) 2(4) 960.00  S5 3(4) 2(3) 1075.50 

SW1 3(4) 3(4) 1044.00  SW2 2(4) 2(3) 972.50 

AP1 3(4) 2(4) 1102.00*  AP2 3(4) 2(4) 1148.50* 

1) 진행성 실어증 집단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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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병인별 비교 

병인별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병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D 집단 총 12명 중 8명(66.7%), LBD 30명 중 

23명(76.7%), 타우병증 4명 중 3명(75%), VD 4명 중 3명(75%), AD LBD 혼합형 

42명 중 35명(83.3%), LBD VD 혼합형 5명 중 4명(80%), 그리고 AD VD 혼합형 

3명 중 3명(100%)이 진행성 실어증이 있었다. χ2 = 3.205, p = .921로 병인에 

따른 진행성 실어증 환자 비율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2).  

표 12. 카이제곱 검정 결과  

병인 
N(%) 

계 χ2
(p) 

진행성 대조군 

AD 8(66.7) 4(33.3) 12(100) 

3.205(.921) 

LBD 23(76.7) 7(23.3) 30(100) 

Tau 3(75.0) 1(25.0) 4(100) 

VD 3(75.0) 1(25.0) 4(100) 

AD+LBD 35(83.3) 7(16.7) 42(100) 

LBD+VD 4(80.0) 1(20.0) 5(100) 

AD+VD 3(100) 0 3(100) 

 

진행성 실어증 집단에서 병인 간 영역별 응답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말 영역(χ2 

= 20.354, p < .05)과 삼킴 영역(χ2 = 20.574, 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Bonferroni-Dunn 사후검정 결과, 말 

영역에서 병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쌍대 비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 쌍이 발견되지 않았다. 삼킴 영역의 경우 타우병증 집단이 LBD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대기(χ2 = 4.445, p =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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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표현(χ2 = 9.840, p = .132), 의미처리(χ2 = 6.864, p = .334), 구어이해(χ2 = 

11.926, p = .064), 문어이해(χ2 = 7.581, p = .270), 문어표현(χ2 = 9.255, p 

= .160), 계산(χ2 = 12.212, p = .57), 활동 및 사회참여(χ2 = 9.544, p = .145)는 

설문 응답에 병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표 13. 하위 영역별 Kruskal-Wallis test 결과 

영역 χ2
 Dunn  영역 χ2

 Dunn 

총점 10.881   이름대기 4.445  

구어표현 9.840   의미처리 6.864  

구어이해 11.926   문어 이해 7.581  

문어표현 9.255   계산 12.212  

말 13.016*   삼킴 13.850* LBD<T 

활동 & 참여 9.544      

* p<.05 

** p<.01 

 

문항별로 병인 간 응답 차이를 살핀 결과, V6, S1, S2, S3, SW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V6(더듬더듬 거리며 말한다)에서는 타우병증이 AD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χ2 = 12.695, p < .05). S1(말하는 속도가 

느려졌다)에서 타우병증 집단이 LBD보다(χ2 = 14.746, p < .05), S2(말을 힘겹게 

하는 것 같다)에서 타우병증 집단이 LBD, VD, LBD VD 혼합형보다(χ2 = 14.622, 

p < .05) 높은 점수를 보였다. SW1(사레 들리는 일이 많아졌다)에서는 타우병증 

집단이 AD보다(χ2 = 14.502, p < .05), SW2에서는 타우병증 집단이 LBD, LBD 

VD 혼합형보다 응답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χ2 = 17.614, p < .05). S3(목소리가 

안 좋아졌다)와 AP1(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의 응답에는 병인이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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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χ2 = 20.354, p < .05), 쌍대 비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 쌍이 발견되지 않았다(표 14). 

표 14. 문항별 Kruskal-Wallis test 결과 

영역 χ2
 Dunn  영역 χ2

 Dunn 

N1 3.225   N3 4.796  

V1 5.767   V2 12.083  

V4 10.307   V5 11.111  

V6 12.695* AD<T  V7 11.753  

V8 2.230   V9 .7.036  

SE1 7.144   SE2 8.296  

AC1 10.146   AC2 9.056  

AC3 11.233   R1 7.535  

R2 8.145   W1 12.461  

W2 5.233   C1 10.186  

C2 12.597*   S1 14.746* LBD<T 

S2 14.622* LBD=VD=L+V<T  S3 13.313*  

S4 10.383   S5 12.502  

SW1 14.502* AD<T  SW2 17.614** LBD=L+V<T 

AP1 12.796*   AP2 6.165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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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진행성 실어증은 언어 능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증상으로, 퇴행성 인지 

저하 환자 대부분은 언어 장애를 보이게 된다. 노년기 언어 문제는 독립성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8,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 인터뷰를 통해 진행성 실어증 정보제공자 보고형 언어 기능 

설문(Progressive Aphasia Informant Questionnaire, PAIQ)의 문항을 작성하고, 

신뢰도와 타당도, 병인별 응답 차이를 살펴보았다.  

보호자와의 인터뷰 결과, 이름대기, 구어표현, 의미처리, 구어이해, 문어이해, 

문어표현, 계산, 말, 삼킴 및 침흘림, 활동 및 사회참여 등 10개 상위 주제와 26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보호자 인터뷰에서 빈번히 언급된 이름 인출 능력의 

저하는 대부분 유형의 진행성 실어증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AD는 단어 인출, 

대면 이름대기 능력 저하가 발병 초기부터 나타나고3, 4, LBD 역시 이름대기 장애를 

보인다5. PPA 하위 유형인 lvPPA는 이름대기 장애가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다6. 

본 설문은 단어 인출 속도, 전체적인 어휘량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여 진행성 

실어증에서 가장 흔히 관찰되는 단어 인출 장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어 표현 측면에서 보호자들은 구문, 화용 능력의 손상을 보고하였다. AD는 

발화의 반복, 주제 이탈 등 화용 능력 손상이 관찰되며, 증상이 진행될 경우 

반향어를 보이기도 한다4. 파킨슨증 치매(Parkinson’s disease dementia, 이하 

PDD)를 포함한 LBD 환자는 비논리적 담화(incoherence), 대화 중 

보속증(perseveration) 등 화용 능력의 손상을 보인다5. 본 설문은 주제 이탈, 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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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반향어, 횡설수설한 말을 평가하는 문항을 포함하여 이러한 특징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장 구성 능력과 문장 길이를 묻는 문항을 통해 

nfvPPA의 실문법적 특성6, 발화 수 관련 문항을 통해 발화 산출의 양이 줄어드는 

치매 특성3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각적 이해력은 담화 수준, 문장 수준, 의미 처리 능력을 포함하는 단단어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 및 중증도에 따라 이해력 손상 수준이 다른데, PD로 

인한 인지 저하 환자는 담화 수준의 청각적 이해22, AD, nfvPPA는 각각 단기기억 

저하와 실문법증으로 인해 구문적으로 복잡한 문장에 대한 이해가 손상된다7. 

SvPPA는 단단어 수준에서 이해 어려움을 보인다6. 본 설문은 담화, 문장, 단단어 

이해, 나아가 이해 속도를 묻는 문항을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청각적 이해의 손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어의 이해는 문자 해독(decoding)과 독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23, 두 

단계의 손상이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AD는 글을 소리 내어 읽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보존되는 반면, 독해력은 저하된다7. 이에 따라 본 설문은 문어 

이해 영역에 “글자를 잘 못 읽는다”, “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를 

포함하여 읽기 어려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자 인터뷰에서 문어 

표현의 어려움도 보고되었는데, 운동적 결함으로 인한 문제와 언어 능력 저하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진행성 실어증에서 음운실서증(phonological 

dysgraphia)이나 어휘실서증(lexical dysgraphia), 혹은 심층실서증(deep dysgraphia)를 

보이며, 일부는 손의 운동적 결함을 겪기도 한다24.  

한편, 계산 능력 저하는 다양한 인지 저하 환자가 빈번하게 보이는 증상이다25. 

본 연구에서도 진행성 실어증을 동반한 인지 저하 환자들이 계산 능력 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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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바 있어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보호자 인터뷰에서 연산 능력의 저하와 

숫자 재인 문제가 보고되어, 관련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여 숫자 처리 및 계산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행성 실어증은 언어 뿐 아니라 말운동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예로, 

nfvPPA는 조음 오류, 노력성 발화가 특징적이며, AD는 병의 진행에 따라 조음 

오류를 보이기도 하고7, PD에서는 음량이 작아지는 증상이 흔히 관찰된다26. 본 

설문은 진행성 실어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음성 및 말운동 문제 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삼킴 관련 문항은 김가영 등(2021)의 설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 인터뷰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추가되었다. 치매 환자군에서 삼킴장애의 

유병률은 57%까지 이르며27, 삼킴장애는 흡인성 폐렴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28 

반드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본 설문은 삼킴 장애에서 흔히 보고되는 

증상인 사레들림 관련 문항과 침흘림 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삼킴 장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은 말 및 언어 문제로 인한 활동 참여, 사회적 제약 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의사소통의 기능적인 측면 역시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 

관련 예측인자들을 체계화한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모델에 따르면, 질환 평가 시 손상(impairment), 활동 

제한(activity limitation), 참여 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29. 본 설문은 언어 기능 손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단어를 얼른 

떠올리지 못한다”, “목소리가 안 좋아졌다” 등을 포함하였다. 활동(activity) 관련 

문항으로는 TV 보기, 읽기 등, 참여(participation) 관련 문항으로는 대화 참여, 



 

47 

사회 참여 등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다면적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공식 

평가에서 누락될 수 있는, 실제 의사소통 환경 내 환자의 언어 기능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본 설문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도구로 임상에서의 적용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로 Cronbach α 

값이 .621에서 .908 사이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이름대기 영역의 N2(다른 

단어로 잘못 바꿔 말할 때가 있다)의 경우, 삭제 후 신뢰도가 .7이상으로 증진되어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의미 착어(semantic paraphasia)를 묻는 문항으로, 의미 

착어는 svPPA 등 일부 유형에서만 특징적인 증상이다30. 이에 따라 이름 인출 장애, 

어휘량 감소 등 다른 유형의 진행성 실어증에서도 관찰되는 증상을 묻는 문항들과 

달리 이름대기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타당도 측면에서 설문 총점과 K-MMSE 언어 점수의 상관관계를 살핀 결과, 

상관계수 -.826으로 강한 부적상관을 가졌다. K-MMSE의 언어 영역은 이름대기, 

따라말하기, 명령시행, 읽기, 쓰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MMSE 수행이 

저조할수록 본 설문에서도 언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나, 본 설문 

문항이 언어 기능 평가에 적합함을 보였다. 문항변별도의 경우, SW1(이전보다 

사레를 자주 들린다) 제외, .497에서 .817 사이로 나타났다. 문항 변별도 

지수가 .40 이상일 때 문항이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설문의 문항은 

대체로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W1은 문항변별도지수 .363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삼킴 기능 파악에 중요한 문항으로 판단되어 최종 문항에 

포함하였다. 수다스러움(garrulity) 관련 문항인 V3(말이 과도하게 많아졌다)의 

응답은 총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삭제되었다. 대부분 유형의 



 

48 

진행성 실어증은 증상 심화에 따라 발화량 감소를 보인다. 과도한 발화는 AD, 

svPPA 등 일부 유형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이다3, 31. 이에 따라 이름 인출 장애 등 

여러 유형의 진행성 실어증에서 비교적 흔한 증상과는 달리 문항변별도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인지 저하 환자 중 진행성 실어증 환자와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설문 

총점에서 진행성 실어증 집단은 중위수 85.5점, 대조군은 71.5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일부 영역 및 문항 점수 역시 대조군보다 진행성 실어증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의사소통 장애는 인지 저하 환자에서 환자-보호자 관계,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32, 33, 말 및 언어 기능 저하를 파악해야 

한다. 본 설문은 진행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말 및 

언어 문제를 더 호소한다는 사실을 변별하여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인지 저하 

환자 중 진행성 실어증 환자 선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인별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비율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자 중 

언어 기능 저하가 있는 자의 비율은 66.7%에서 100% 사이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 유형의 치매에서 언어 기능 장애를 보이게 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34. 병인보다는 중증도가 언어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진행성 실어증 집단과 대조군의 중증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행성 실어증 

집단이 대조군보다 CDR(이하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의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sum of boxes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더 높았다. 또한, 설문 총점과 

중증도 간 .524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진행성 실어증은 병인보다는 인지 저하 중증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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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별 진행성 실어증 집단에서 응답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타우병증 집단이 

V6(말을 더듬더듬 한다), S1(말하는 속도가 느려졌다), S2(말을 힘겹게 하는 것 

같다)에서 다른 집단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PNFA가 말운동 

측면에서 두드러진 저하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35. 타우병증 

집단에 속한 환자들은 이 3문항에 모두 5점(매우 그렇다)을 부여하였다. 비유창한 

발화에서는 AD, 말속도에서는 LBD, 노력성 발화에서는 LBD, VD, LBD VD 

혼합형집단보다 점수가 높아 타우병증 환자에서 말 영역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킴 영역과 이에 속한 두 개 문항(SW1: 사레들림, SW2: 

침흘림)에서 역시 타우병증 집단이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노인에게서 

삼킴장애는 비교적 흔히 발생하나, 타우병증 환자군에서 특히 빈번하다. nfvPPA를 

포함한 FTLD에서 흡인성 폐렴은 사망의 흔한 원인이며, 진행성핵상마비(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CBD, 근위축성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등 초기에 

nfvPPA로 진단된 타우병증 환자들은 삼킴장애가 특징적이다36. 이렇듯 병인에 

따른 설문 응답 차이가 나타나, 본 설문이 진행성 실어증 유형 감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본인을 보호자라고 밝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37 보호자 특성이 

매우 다양하였다. 보호자 특성이 설문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보호자 여부, 환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하루 8시간 이상과 미만), 나이(65세 

이상과 미만)를 각 2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 결과, 모두 설문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 간 K-MMSE 및 SNSB 언어 영역의 점수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다양한 유형의 보호자가 환자의 언어 기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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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은 환자의 말, 언어, 나아가 삼킴 관련한 기능 저하를 파악, 감별 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답 내용을 기반으로 의사소통 중재 

계획을 수립하고, 설문 점수를 중재 효과 평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설문 결과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3점(보통이다)에 표기한 문항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설문은 5개 선택지(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중 반드시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는데, 

문항의 답을 잘 모르는 경우 3점(보통이다)에 표기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면담 시 3으로 응답한 문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 

해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추후에는 비고란을 추가하여 문항 관련 특이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말 및 언어 관련 주호소를 기입하도록 개방형 질문을 

추가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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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언어 기능 평가를 위한 정보제공자 

보고형 설문 PAIQ를 제작하였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언어능력에 대한 설문을 

제작하였다. 보호자들이 말하는 언어 호소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설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설문을 

통해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언어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설문 문항을 간략화하였다. 긴 설문은 응답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상당 수의 보호자가 노인임을 고려했을 때, 다수의 문항은 

응답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설문은 김가영 등(2021)의 원 

설문에서 문항 수를 약 33% 경감하여 응답 시간을 줄이고 나아가 응답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환자의 일상 의사소통 환경에서의 언어 기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보호자 응답으로 환자의 일반적 언어 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항은 증상의 유무와 중증도, 나아가 언어 문제로 인한 활동 

제약, 사회 참여 제약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공식 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중재 목표 설정 및 효과성 검정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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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크기에 

큰 편차가 있었다. 다양한 병인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AD LBD 혼합형과 

LBD에는 각각 35명, 25명이, AD, 타우병증, 혈관치매(vascular dementia, 이하 

VD), DLB VD 혼합형, AD VD 혼합형은 3명에서 8명 사이의 환자만 해당하였다. 

AD LBD VD 혼합형과 svPPA에는 1명만 해당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진행성 

실어증군과 대조군의 크기도 각각 82명, 21명으로 큰 편차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응답자를 확보하여 동등한 집단 크기를 바탕으로 설문 응답의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중증도가 고려되지 않았다. 진행성 실어증은 동일한 병인에서도 

중증도에 따라 상이한 언어 특색을 보일 수 있다. 설문 응답 결과에는 병인 외에도 

중증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CDR38,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39 등으로 나타나는 인지 저하 중증도를 변인으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절단점(cut-off score)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성 

실어증 집단과 대조군 간 설문 총점에서 진행성 실어증 집단의 총점이 더 높음을 

밝혔다. 그러나 진행성 실어증을 선별할 수 있는 절단점을 산출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응답자 수를 증가시키고, 공식 언어 검사에서 진행성 실어증으로 

확진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점수를 비교하여 진행성 실어증 선별 절단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진행성 실어증의 말⋅언어 기능에 대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 된 설문을 개발하였다. 본 설문을 통해 진행성 실어증의 말 및 언어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중재 목표 설정이나 치료 만족도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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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절단점, 규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본 설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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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언어 설문지 

언어기능 설문지 

 

환자 이니셜(성별) (남성 / 여성) 

연구 일련번호 
 

 

본 설문지를 통해 환자분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현재 환자의 언어 능력이 어떠한지 체크해 주세요. ① ~ ⑤ 

중에 골라서 동그라미 쳐 주세요. 

 

이전과 비교하여 환자의 ‘말로 표현하기’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세요.  

번호 문항 

1 이전보다 단어(사물, 사람 이름, 지명 등)를 얼른 떠올리지 못한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다른 단어로 잘못 바꿔 말할 때가 있다. (예: 쌍화차 →국화차)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사용하는 단어 양이 줄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이전보다 대화 중 주제에 벗어난 말을 한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5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는 것 같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6 말이 과도하게 많아졌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7 이전보다 문장을 조리 있게 구성하지 못한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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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말 길이가 짧아졌다. (예: 단어로만 말하거나 문장이 이전보다 짧아짐)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9 더듬더듬 거리며 말한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0 말 수가 줄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1 이전보다 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2 말 문제 때문에 이전보다 사회활동을 잘 안한다. (예: 모임, 예배 참석 등)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3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인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4 횡설수설하여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이전과 비교하여 환자의 ‘듣고 이해하기’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세요. 

15 
물건의 이름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예: ‘고드름’을 듣고 “그게 뭐야?”라고 되물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6 
물건의 쓰임을 모르는 것 같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7 
말을 알아듣는 속도가 느려진 것 같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8 
긴 문장을 이전보다 잘 이해하지 못한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9 
텔레비전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이전과 비교하여 환자의 ‘읽기’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세요. 

환자가 원래 글을 못 읽으면 22번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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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전보다 글자를 잘 못 읽는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1 
이전보다 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2 
이전보다 계산을 잘 못한다. (예: 돈 계산)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3 
이전보다 숫자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예: ‘100’을 봐도 100인지 모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이전과 비교하여 환자의 ‘쓰기’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세요. 

환자가 원래 글씨를 못 쓰면 26번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24 
글씨체가 변한 것 같다. (예: 글씨를 흘려 쓴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5 
이전보다 맞춤법을 틀리게 쓴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이전과 비교하여 환자의 ‘말하기’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세요. 

26 
말하는 속도가 느려졌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7 
말을 힘겹게 하는 것 같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8 
목소리가 안 좋아졌다. (예: 쉰 목소리)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9 
목소리가 작아졌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0 
발음이 나빠졌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1 
이전보다 사레가 자주 들린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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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 안에 침이 많이 고이거나 침을 흘린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64 

ABSTRACT 

 

Development of an informant report speech-language questionnaire for 

progressive aphasia: PAIQ (Progressive Aphasia Informant Questionnaire)  

 

Hanseul Park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angHee Kim) 

 

 

Progressive aphasia is a slowly progressing speech-language 

disorder caused by neurodegenerative disease. As deficits vary across 

etiology and onset period and reduced communication abilities can lead to 

decreased quality of life, an efficient evaluation method for screening, 

symptom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is required. Questionnaires can 

be an efficient way of collecting language related complaints by non-

language experts, and can supplement formal tests. Informant reports are 

particularly of need as caregiver reports are superior to self-reports in 

the case of patients with cognitive decline.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Progressive Aphasia Informant 

Questionnaire: PAIQ based on the results of Kim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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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s from 16 caregivers (men:women = 10:6; age = 56.2±12.5) 

of progressive aphasia were collected for thematic analysis, deriving 10 

themes of 26 sub-themes. Themes included naming, verbal expression, 

semantic processing, verbal comprehension, written comprehension, 

calculation, written expression, speech, swallowing and oral management,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Based on thematic analysis results and expert 

consultation, a preliminary language function questionnaire was produced. 

Responses from 103 caregivers (men:women = 38:65, age = 53.15±12.86) 

of patients with cognitive impairment were received to verify reliability 

and validity, and to determine respons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tiology. Reliability was high with Cronbach alpha coefficient of .961. 

Correlation between K-MMSE language domain and total score of the 

questionnaire was -.826, and item discrimination index was between .363 

and .846. Significant difference was seen between the progressive 

aphasia group and the non-progressive aphasia group. Analysis of 

differences by etiology revealed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otal 

score, themes and items. 

The current study indicated that PAIQ is a reliable and valid 

informant-report scale on speech and language abilities in progressive 

aphasia. PAIQ is expected to be used for screening, symptom verification 

and intervention planning. 

 

Key words: progressive aphasia, caregiver, language questionnaire, 

informant, validity, re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