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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저하 환자 유형 별  

대면 이름대기 단서 촉진 효과 비교 및 관련 요인 

 

 
서론: 이름대기 수행력 저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원인 병리에 따라 다른 인지적, 언어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를 살펴보기 위한 대표적인 언어 검사는 대면 이름대기 

검사(Confrontation naming test)로, 인지기능저하 환자들의 유형 

별 수행력과 단서 제공에 따른 촉진 효과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유형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단서 촉진 효과는 그들이 갖는 

제한적인 인지 기능과 관련이 깊은데, 어떠한 인지 기능 저하가 

환자들의 단서 촉진 효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알츠하이머 병리(Alzheimer’s disease, 이하 AD) 환자군 4명, 

루이소체 병리(Lewy body disease, 이하 LBD) 환자군 20명, AD/LBD 

혼합형 환자군(Mixed Alzheimer’s disease & Lewy body disease, 

이하 Mixed AD/LBD) 12명, 의미변이 원발진행성실어증(semantic 

variant PPA, svPPA) 환자군 6명, 비유창 원발진행성실어증(non-

fluent variant PPA, nfvPPA) 환자군 8명을 포함한 총 50명의 다섯 

유형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들에게 한국판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15문항 단축형(Korean-version of Boston Naming 

Test-15, K-BNT-15)을 포함하여, 신경심리학 검사를 실시하였다. K-

BNT-15 실시 중 환자가 정확한 단어를 떠올리지 못할 경우, 의미 

단서와 음절 단서를 차례로 제공하였다. 이 후,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및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이하 K-MMSE) 점수를 통제한 뒤, 의미 단서를 

제공하였을 때의 총점(K-BNT-sem), 연이어 음절 단서를 제공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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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총점(K-BNT-syll), 그리고 음절 단서를 제공하여 호전된 점수를 

각 치매 유형별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음절 단서를 

제공하여 호전된 점수와 신경심리학적 검사 점수의 상관관계는 

동일한 공변량을 설정하여 푸아송 분포를 나타내는 일반화 선형 

모델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svPPA 집단은 다른 네 집단보다 K-BNT-15, K-BNT-sem, K-BNT-

syll 점수가 현저하게 낮았다. LBD 집단과 Mixed AD/LBD 집단은 

nfvPPA 집단과 비교하여, K-BNT-15 및 K-BNT-sem 점수가 낮았지만, 

K-BNT-syll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svPPA 집단은 LBD 

및 Mixed AD/LBD 집단보다 음절 단서의 촉진 효과가 더 적게 나타났던 

반면, Mixed AD/LBD 집단은 nfvPPA 집단보다 더욱 큰 점수 향상을 

나타냈다. 이는 대면 이름대기에서 LBD가 음절 단서를 제공받은 후, 

점수가 크게 향상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주의력, 시공간력 및 시각적 기억력이 주로 필요한 검사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은 환자들이 음절 단서를 제공받은 후, 더 큰 이름대기 

점수 향상을 나타낸 것과 관련이 있다. 

결론: LBD의 주의력 결핍은 단어 인출의 결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음절 단서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반면, svPPA에서 의미적 

개념 손실은 단서에 의해 극복될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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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이론적 배경 

 

 

     이름대기(naming)란 사물이나 그림을 보고 어휘를 떠올리는 

일련의 인출 과정으로,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사물이나 그림을 보았을 때, 크기, 모양 색깔과 같은 생김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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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시각적 분석(visual analysis)이 진행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특징들이 저장되어 있는 사물인식 단위체(object recognition 

unit)가 활성화되며, 우리의 뇌는 그것을‘사물’로 인식하게 된다. 

이 후, 사물의 용도나 속성과 같은 의미적인 개념을 떠올리고 

정리하는(ordering) 과정인 ‘개념화(conceptualization)’, 떠올린 

개념을 언어로 부호화(encoding) 하는 과정인 ‘언어적 

형성화(linguistic formulation)’, 그리고 부호화 한 어휘를 관련된 

근육을 사용하여 말로 표현하는 과정인 ‘조음화(articulation)’를 

거쳐 단어를 입 밖으로 말하게 된다(Figure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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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Word retrieval processing model 

 

원활한 이름대기를 위해서는 어휘집(lexicon) 내 충분한 양의 

어휘와 함께 의미관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순간적으로 빠른 

어휘처리능력을 필요로 한다.2 만약 인지적∙언어적 처리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손상이 있다면, 이름대기에서 시간 지연(tip-of-the 

tongue), 착어, 인출 실패와 같은 여러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언어적 형성화(linguistic formulation) 

개념화(conceptualization) 

문법적 정보 인출 

(grammatical information retrieval) 

음운적 정보 인출 

(phonological information retrieval) 

조음화(articulation) 

어휘집 

(lexicon) 

시각적 분석(visual analysis) 

사물 인식(object recognition) 

사물인식단위체 

(object recognitio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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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환자에게 단서(cue)를 제공하여 정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이름대기에서 단서의 역할은 환자들의 음운 및 의미적 개념을 

교정하거나 인출을 촉진하여 주는 것인데,31 대표적으로 목표단어의 

첫 소리, 혹은 끝 소리와 같은 음운 정보를 제공하는 음절 

단서(syllabic cue)와, 단어의 속성, 범주, 용도와 같은 의미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 단서가 있다. 단서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역할의 

차이에 대해, 의미 단서는 목표 단어의 그림 인식을 돕고 의미적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며,32 음절 단서는 어휘에 대한 어휘-의미 간 

연결을 촉진한다.35 그리고 이름대기에서 의미 단서보다 음절 단서가 

환자의 목표 단어 인출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그에 따른 

효과도 더욱 크다고 말한다.32,34 이는 제공되는 단서의 언어학적 

단위와 관련되어 있는데, 의미적으로 관련된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제시하는 의미 단서와 달리, 목표 단어의 일부를 음절로 제시하는 

음절 단서는 환자들의 정보처리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어휘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35 

이와 같이 이름대기에서 단서 촉진 효과 및 오류 형태는 단서 유형 

및 제공 유무, 혹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손상 정도나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이용하면 인지기능저하 환자의 

유형이나 중증도를 분류할 수 있다. 만일 환자가 어휘의 의미적 개념 

손상이 있을 경우, 의미 단서보다 음절 단서에 촉진 효과를 보이며,34 

의미가 유사한 다른 단어를 착각하여 말하는 의미 착어(semantic 

paraphasia)나 상위 범주 오류를 나타낼 수 있다.3 반대로 조음화 

단계에서 손상이 있을 경우, 단서에 상관없이 촉진 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음소나 음절구조가 비슷한 단어를 착각하여 말하는 음운적 

착어(phonemic paraphasia)를 보일 수 있다 

60세 이상 노인 기준, 평균적으로 1000명 당 34.1명의 발병률을 

보이는42 알츠하이머 치매(Alzheimer’s dementia, AD)는 초기부터 

이름대기 손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치매 유형이다. AD는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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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축적과 함께 내후각피질(entorhinal 

cortex) 및 해마(hippocampus)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뇌의 위축이 

관찰된다. 따라서 초기부터 인지적인 정보처리속도 및 기억력의 

저하를 보이며, 의미적 개념 손상과 함께 어휘-의미 체계간 연결 

손상을 가진다. 이러한 손상은 이름대기 시 정확한 어휘를 말하지 

못하고 대용어를 자주 사용하거나 에둘러 말하는 것의 원인이 되며, 

의미 착어 및 철자 오류를 야기시킨다.5-8  

루이소체 치매(Lewy bodies dementia, LBD)는 매년 전체 인구 중 

1000명 당 0.5-1.6명의 발병률을 나타낸다.9 LBD는 알파 

시누클린(alpha-synuclein)의 축적과 함께, 변연계(limbic system) 

및 신피질 영역(neocortical regions)을 중심으로 한 손상을 

보인다.10 특히 루이소체 병리(Lewy body disease, LBD pathology)를 

가진 환자는 측두-두정엽의 연결 부위와 두정엽의 위축을 주로 

보이며,48 뇌의 백질(white matter) 경로인 분획성 이방성(fractional 

anisotropy)의 감소가 두드러진다.50 이로 인해 LBD 환자들은 

시공간력(visuospatial) 및 시지각력(visuoperceptual), 

주의력(attention),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의 저하를 주로 

보이며,49 환시와 같은 오류를 보인다.11 이로 인해 LBD는 

이름대기에서도 시지각 관련 오류를 주로 보이는데, 의미적 개념 및 

어휘-의미 체계간 연결 손상이 있는 AD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반응률을 나타낸다.12 

 매년 전체 인구 중 100,000명 당 1.61-4.1명의 발병률을 나타내는13 

전두측두엽 치매(frontotemporal dementia, FTD)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위축이 주로 관찰되는 치매 유형이다. FTD는 환자들이 

보이는 핵심 증상들을 바탕으로 그 아형들이 추가로 분류되었는데, 

각각 행동변이 전두측두엽 치매(behavior variant of FTD, bvFTD), 

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progressive non-fluent aphasia, PNFA) 및 

의미 치매(semantic dementia, SD)이다.14 PNFA는 



 

6 

 

하전두이랑(inferior frontal gyrus), 즉 브로카 영역의 손상과 함께 

전운동피질(premotor cortex), 전방 섬상 세포군 피질(anterior 

insula cortex)의 위축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손상은 

말실행증(apraxia of speech, AOS)과 같은 증상을 야기하며, 단어 

인출 시 조음화 단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20 

이와 달리, SD는 전방 측두엽(anterior temporal lobe), 특히 좌측 

측두극(left temporal pole)의 위축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어휘-

의미간 연결 및 의미적 개념 자체의 손상을 나타내며 단어 인출 시 

다른 PPA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정반응률과 함께 의미 관련 

오류를 특징적으로 보인다.18,19 

 이 후, PNFA와 SD는 다른 인지기능의 저하보다 언어기능의 저하를 

주증상으로 하는 원발진행성실어증(primary progressive aphasia, 

PPA)의 개념이 도입되며, 각각 비유창 실어증(non-fluent variants 

of PPA, nfvPPA)과, 의미변이 실어증(semantic variants of PPA, 

svPPA)으로 재정립되었다. 또한 느린 발화속도 및 따라말하기 장애가 

두드러지는 유형이 추가로 발견되며, AD 병리(Alzheimer’s disease, 

AD pathology)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발화부족형 실어증(logopenic 

variants of PPA, lvPPA)이 포함되었다.15,16 lvPPA는 

후측두피질(posterior temporal cortex)과 

측두두정엽경계(temporoparietal junction) 부위에서 두드러진 

손상을 보이는데,16,17 이로 인해 음소적 입력자극(phonological 

input) 및 음소-철자 기제(phonological-orthographic mechanism)의 

손상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단어 인출 시 언어적 형성화 단계에서 

제한을 가져, 이름대기에서 음소 착어와 같은 오류를 주로 

보인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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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Cognitive & linguistic features by PPA types 

  

lvPPA1 

 

svPPA2 

 

nfvPPA3 

Impaired 

function 

- single-word 

retrieval(with 

phonemic errors) 

- repetition of 

sentences and 

phrases 

- verbal working 

memory and word 

finding difficulty 

- phoneme 

sequencing/semantic 

processing 

- reading/spelling: 

phonological errors 

- Speech sound 

errors 

- single-word 

comprehension 

- confrontation 

naming 

- object 

knowledge(low-

frequency items) 

 

- grammatical 

errors 

- syntactic 

comprehension 

 

Spared 

function 

- single-word 

comprehension and 

object knowledge 

- motor speech 

- absence of frank 

agrammatism 

- repetition 

- speech 

production 

(grammar and motor 

speech) 

- single-word 

comprehension 

- spared object 

knowledge 

Others - slow speech 

rate(faster than 

PNFA)  

- Ideomotor praxis 

 

- surface dyslexia 

or dysgraphia 

- semantic 

paraphasia  

- fluent but, 

empty speech and 

semantic jargon 

- thematic or 

semantic 

perseveration 

- effortful, 

halting speech 

with AOS 

- monotone 

speech 

- agrammatism  

 

Abbreviations: lvPPA=logopenic variants of primary progressive 

aphasia; svPPA=semantic variants of primary progressive aphasia; 

nfvPPA=non-fluent variants of primary progressive aph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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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름대기 장애는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단어 인출 시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서로 공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자들의 저하된 인지 기능은 

이름대기에서 부정적인 간섭을 주며, 이는 낮은 정반응률이나 다양한 

형태의 오류 출현으로 이어지기에, 치매 환자의 이름대기 검사에서 

원인병리에 따른 인지 기능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합하다. 

종합적 인지 검사인 서울신경심리검사(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이하 SNSB)21는 지남력(orientation), 

기억력(memory), 주의력, 시공간력, 억제력(inhibition) 및 실행 

기능과 같은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지남력은 

시간, 장소와 같은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시간 지남력, 장소 지남력, 사람 지남력 등이 

있으며, SNSB에 포함된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 K-MMSE(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이하 K-MMSE)24에서 평가 가능하다. 

기억은 정보를 등록(registration)하고 부호화를 거쳐 

보유(retain)한 뒤, 인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기억의 

유형은 유지시간에 따라 1~2초 정도로 가장 짧은 감각기억, 1~2분 

정도로 정보를 유지하며 시연(rehearsal)할 수 있는 단기기억, 보다 

긴 시간동안 저장되는 장기기억으로 나뉘며,22 단기기억의 

처리과정에서 일시적인 저장과 조작을 담당하는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을 포함한다.23 환자의 기억력 검사를 위해서는 K-MMSE에서 

제시된 단어를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대답하도록 하거나, SNSB에 

포함된 Seoul Verbal Learning Test(SVLT)에서 제시된 구어 과제를 

즉각 회상(immediate recall), 지연 회상(delayed recall)하도록 할 

수 있다. 구어 기억력은 이름대기의 정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대표적으로 AD와 svPPA는 공통적으로 기억력의 저하를 

주로 보이며 이는 의미적 개념 손상과 함께 이름대기에서 낮은 

수행력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AD는 상대적으로 장소와 같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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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보존되어 있는 반면,27 svPPA는 전반적인 의미 지식 손상과 

함께 SVLT와 같이 구어 기억(verbal memory)을 요구하는 과제에서 

특히 저하된 수행력을 보인다.28 이는 이름대기에서 svPPA가 다른 

유형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이어진다.18,19,28 

주의력은 내적 혹은 외적 자극에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주의력은 일정시간 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 

주의(sustained attention), 여러 종류의 자극 중에서 특정 요소를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는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 두 개 

이상의 다른 인지적 활동을 교대하며 집중할 수 있는 교대적 

주의(alternating attention), 그리고 여러 종류의 과제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배분적 주의(divided attention)로 그 유형이 

나뉘어진다. 각각의 대표적인 과제로, 지속적 주의는 특정 목표 

자극만 제거해야 하는 소거 과제(cancellation task)나 불러준 

숫자를 최대한 많이 기억해내야 하는 digit span이 있으며, 선택적 

주의는 다른 색깔로 쓰여진 색깔 단어를 지속적으로 읽어야 하는 

스트룹(stroop) 과제가 있다. 교대적 주의는 무작위로 나열된 숫자와 

글자를 순서대로 번갈아가며 읽어야 하는 기호잇기검사(trail making 

test)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배분적 주의는 서로 다른 활동을 동시에 

진행시킴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22  

시공간력이란 시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시각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는 인지적 처리과정을 포함하는데, 시공간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그림이나 사물을 보더라도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색깔이나 모양과 같은 세부 특징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25 시공간력은 시각운동 기능검사인 벤더 게슈탈트 검사(Bender 

Gestalt test)26나 SNSB에 포함된 Rey-Osterrieth Complex Figure 

Test(RCFT)에서 복잡한 그림을 보며 똑같이 그려보거나,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그리도록 하여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LBD 환자는 

주의력과 시공간력, 시지각력을 주로 요구하는 RCFT에서 특히 저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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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력을 보인다.29 시공간력은 기억력과 마찬가지로 이름대기의 

정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LBD 환자는 저하된 

시공간력으로 인해 이름대기에서 제시된 그림의 일부분만 언급하는 

것과 같은 시지각 관련 오류를 주로 나타낸다.12  

마지막으로 억제력 및 실행 기능은 전두엽 기능에 해당되는데, 

억제력은 입력되는 자극과 그에 따른 반응을 조절하여 통제하는 

능력이고, 실행 기능은 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의 선택, 적용과 관련된 

능력이다. 이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리를 계속 그리다가 특정 

자극에 따라 멈추어야 하는 루리아 고리(luria loop) 및 stroop 

과제를 사용하거나, 제한된 시간 안에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나열해야 하는 통제단어연상검사(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COWAT)를 실시할 수 있다.  억제력이 저하될 경우 

인지 과제에서 특정 반응을 통제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보속(perseveration) 증세를 나타내며, 실행 기능이 저하될 경우 

반응 시간 및 오류 증가를 야기한다. 특히 억제력은 이름대기에서 

의미적 간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억제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경우 의미적 간섭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반응 시간(response time)이 길게 소요된다.30  

본 연구에서는 그림을 이용하며 단서 제공이 용이한 대면 이름대기 

검사(confrontation naming test)를 통해, 인지기능저하 환자들의 

유형에 따른 단어 인출 수행력 및 단서 제공에 따른 촉진 효과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나아가 호전되는 대면 이름대기 검사 점수를 

바탕으로 인지 검사 점수와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어떠한 인지 

기능이 단서 촉진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인지 

기능과 언어 기능의 연관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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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뇌 손상이 있는 환자들은 언어 기능과 함께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두 기능 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치매의 원인인 AD, svPPA, nfvPPA 병리는 PPA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각 lvPPA, svPPA, nfvPPA를 유발한다. 

언어 기능은 연합 피질 혹은 고위 뇌 피질의 기능으로 인지 기능의 

일종이기 때문에, 언어 기능과 인지 기능을 따로 분리하여 뚜렷한 

인지 기능의 저하가 없는 경우에만 PPA 진단을 내리는 것보다, 

인지기능과 언어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병리를 

찾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진단 및 현행 수준 파악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시 말해, 치매 유형 진단 시에는 뇌 영상과 함께 환자들이 보이는 

인지적, 언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치매 유형을 구별해주는 언어 검사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사물이나 그림을 보여주고 피검사자가 이름을 말하도록 하는 

대면 이름대기 검사에서는 치매 환자의 이름대기 정반응 수와 함께 

오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의미 단서나 음절 단서를 단계적으로 

제공하여 환자들의 단서 촉진 효과를 비교하기에 용이하다. 즉, 대면 

이름대기 검사에서 보여지는 수행력이나 단서 촉진 효과 비교를 통해 

환자의 인지적∙언어적 손상 경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인지기능저하 환자의 유형 구별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저하 환자들을 그 원인에 따라 Pure AD, 

Pure LBD, Mixed AD/LBD, svPPA, nfvPPA로 나누어 대면 이름대기 

검사 결과를 비교해보고, 오류 문항에 대해 의미 단서 및 음절 단서를 

차례로 제공하여 환자 집단 별 단서 촉진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SNSB 하위항목 중, 각각의 인지 기능을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digit span-backward, RCFT(copy, immediate/delayed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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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cognition), SVLT(immediate/delayed recall and 

recognition), COWAT(animal/supermarket/phonemic), stroop(color 

reading) 검사의 점수와 호전된 대면 이름대기 검사 점수를 바탕으로 

측정한 추정 값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어떠한 인지 기능이 단서 

촉진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인지 기능과 언어 

기능의 연관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이름대기 기능에 대한 평가가 언어기능저하를 

보이는 치매 환자의 원인 병리에 대한 진단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치매 진단 시 환자의 인지적∙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3. 연구 가설 

 

 

가. 인지기능저하 환자들의 

 

1) 유형 별로 단서 촉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 단서 제공에 따라 호전된 K-BNT-15 점수는 주의력, 시공간력, 

억제력, 실행 기능이 주로 요구되는 인지 검사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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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환자 선정에 있어, 1) 서울 소재 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 인지기능 저하로 진단받은 환자로서, 2) 과제를 보고 

정상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시∙청각에 문제가 없고, 3) 학력이 

이름대기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4) 환자 간 중증도 

차이를 줄이고자,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 K-MMSE에서 총점 30점 

중, 중등도 치매 환자의 최저 점수에 해당하는 10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29,30 5) 과제의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PK-WAB-

R(Paradise∙Korean version-Western Aphasia Battery-Revised, 이하 

PK-WAB-R)27를 실시였으며,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4-2018-1032). PK-WAB-R에서 실어증 지수(Aphasia 

Quotient, AQ) 20%ile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였다. 

환자의 기본 정보 및 진단명은 신경과의 Electronic Medical 

Record(EMR)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으며, 기본 정보로는 연령, 성별, 

최종학력, K-MMSE 점수, AQ, APOE4 유무를 확인하였다(appendix 1). 

 

 

2. 연구 방법 

 

 

가. 대면 이름대기 검사(K-BNT-15) 

 

 

대면 이름대기 검사로서 한국판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단축형(Korean version-the Boston Naming Test-15, K-BNT-15)31을 

선정하였다. K-BNT-15는 기존 K-BNT의 60개 문항 중, 난이도를 



 

14 

 

고려한 15개의 문항을 선정한 축약본이다. K-BNT보다 소요시간이 

짧아, 노년층을 대상으로 대면 이름대기 수행력을 검사하기에 

효율적이다.31 제시된 단어는 모두 명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흑백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Appendix 2). 

검사자는 환자의 온전한 시각 영역으로 그림을 제시하여 환자에게 

잘 보이는 지 확인한 다음, 목표 단어에 해당하는 그림을 환자에게 

하나씩 제공하였다. 지시사항은 “이게 뭐죠?” 혹은 “이름을 

말해보세요” 였으며, 환자가 모른다고 반응하거나(don’t know, 

이하 DK) 단서를 원할 경우, 검사자는 “어디서 보신적 

있으세요?”혹은 “언제 사용해요?”와 같이 질문하여 어휘에 대한 

의미적 개념 여부를 확인하였다. 만약 환자가 해당 단어의 의미적 

개념이나 사용 용도 등을 적절하게 대답하였을 경우 추가로 

의미단서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환자가 모른다고 하거나(DK), 

반응이 없는 경우(no response, 이하 NR)에 의미단서를 제공하였다. 

이 후, 환자가 여전히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단서를 

원할 경우, 검사자는 “몇 글자일까요?”와 같이 질문하여 어휘 

지식과 음운 지식(phonological knowledge)이 보존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지속적으로 환자가 오반응 할 경우, 첫 음절 단서를 

제공하였다. 이 때,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는 첫 음절 단서 

제공을 생략하였으며, 둘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는 첫 음절 

단서 제공 후, 계속하여 두 번째 음절, 세 번째 음절을 추가 단서로 

제공하였다. 각각의 문항과 단서 제공 시 검사자는 환자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으며, K-BNT-15의 시행과정은 다음과 

같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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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cedure of K-BNT-15 with semantic, syllabic cue. DK: 

Don’t know, NR: No Response. 

 

 

나. digit span-backward 

 

 

 SNSB의 일부 항목인 digit span 검사는 검사자가 불러준 숫자를 

듣고, 환자가 다시 말해야 하는 검사이다. 순방향(forward)과 

역방향(backward)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방향은 

검사자가 불러준 숫자를 환자가 순서대로 다시 말해야 하며, 

역방향은 제시된 숫자를 환자가 반대 순서로 다시 말해야 한다. 

순방향은 최소 3자리부터 최대 9자리 숫자로, 역방향은 최소 

2자리부터 8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환자는 검사자가 불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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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를 끝까지 잘 듣고 최대한 많이 떠올려야 하므로, digit span 

검사는 환자의 기억력과 함께 지속적인 주의력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검사이다. 

 

 

다. Seoul Verbal Learning Test(SVLT) 

 

 

 SNSB의 일부 항목인 SVLT는 검사자가 불러준 단어를 듣고, 환자가 

순서에 상관없이 다시 말해야 하는 검사이다. 총 12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자는 일정한 어조로 2초에 하나씩 단어를 

제시한다. SVLT는 제시된 단어를 듣고 환자가 바로 떠올려 대답해야 

하는 과제인 SVLT-immediate recall, 30여 분 뒤 제시된 단어를 다시 

떠올려 대답해야 하는 SVLT-delayed recall, 제시된 24개의 단어 중 

해당 단어가 처음 12개의 단어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대답해야 하는 

SVLT-recogni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자는 제시된 단어들을 

최대한 많이 떠올려야 하므로, SVLT는 환자의 구어 기억력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라. Rey-Osterrieth Complex Figure Test(RCFT) 

 

 

 SNSB의 일부 항목인 RCFT는 검사자가 제시한 복잡한 그림을 보고, 

환자가 다시 그려야 하는 검사이다. RCFT는 네 가지 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로 RCFT-copy는 제시된 그림을 보고 환자가 똑같이 따라 

그려야 하는 과제로, 환자의 시공간력을 주로 요구한다. 둘째로 

RCFT- immediate recall은 제시된 그림을 본 다음, 환자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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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려 그려야 하는 과제이며, 셋째로 RCFT- delayed recall은 30여 

분이 경과된 시점에 환자가 제시된 그림을 다시 떠올려 그려야 하는 

과제이다. 넷째로 RCFT-recognition은 지연 회상 과제가 끝난 직후, 

제시된 24개의 모형 중, 해당 모형이 처음 12개의 모형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인식하게 하는 과제이다. 이와 같이 RCFT의 

immediate/delayed recall/recognition은 제시된 모형을 떠올려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환자의 시각적 기억력(visual memory)을 주로 

요구한다. 

 

 

마.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COWAT) 

 

 

SNSB에 포함된 COWAT는 제한된 시간 안에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자발적으로 최대한 많이 나열해야 하는 생성이름대기 

검사(generative naming test)이다. COWAT은 범주 유창성 과제와 

글자 유창성 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COWAT-animal은 1분 동안 동물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을, COWAT-supermarket은 1분 동안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떠올리는 범주 유창성 과제이며, COWAT-phonemic은 1분 

동안 /ㄱ,ㅇ,ㅅ/ 음소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떠올려야 하는 글자 

유창성 과제이다. 범주 유창성 과제는 어휘의 의미적 개념을, 글자 

유창성 과제는 음운 지식을 바탕으로 탐색하고 활성화해야 하기에 

실행 기능을 공통적으로 요구한다. 만약 어휘에 대한 의미 지식 

구조가 손상된 환자의 경우, 범주 유창성 과제에서 ‘사자-

호랑이’같이 의미적 연관성이 큰 단어들만 제한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을 보이며,43 실행 기능이 손상된 환자의 경우, 검사 초반부에 

비해 후반부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단어를 탐색하는 데 

더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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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stroop test 

 

 

 SNSB의 일부 항목인 stroop 검사는 제시된 색칠된 색깔 단어를 보고, 

환자가 해당 단어의 색깔을 말하거나(color reading), 단어만 말해야 

하는(word reading) 검사이다. 총 1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반응률과 함께 반응 시간을 측정한다. stroop 검사는 환자의 

주의력 및 억제력과 같은 전두엽 기능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3. 분석 방법 

 

 

가. 치매 유형 별 대면 이름대기 단서 촉진 효과 비교 

 

 

 이름대기에서 단서 없이 정확하게 단어의 이름을 정반응 하였을 때, 

각 1점을 주어 K-BNT-15 점수를 산출하였다. 환자가 오반응한 문항에 

대해 의미 단서를 제공하여 정반응 하였을 경우, 기존 정반응 총점에 

추가하여 K-BNT-sem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어서 환자가 오반응한 

문항에 대해 음절 단서를 제공하여 정반응 하였을 경우, 제공된 음절 

수에 상관없이 K-BNT-sem 점수에 추가하여 K-BNT-syll 점수를 

산출하였다.  

 단서 제공에도 지속적으로 오반응하거나 반응이 없을 경우 0점을 

주었으며, 환자가 자가수정 하였을 경우 마지막 반응을 기준으로 

점수를 측정하였다. 환자 유형 별로 단서 제공에 따른 수행력 차이 

비교를 위해 집단 별 K-BNT-15 점수 및 K-BNT-sem, K-BNT-syll 검사 

점수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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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지 검사 점수와 호전된 K-BNT-15 점수 간 상관성 비교 

 

 

SNSB의 하위 검사 중, 각 인지 기능을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digit span-backward, RCFT, SVLT, COWAT, stroop 점수를 단서 

제공에 따라 호전된 K-BNT-15 점수와 비교하였다. 

 

 

4. 통계적 분석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2.0) 프로그램을 통해 검정을 실시하였다. 

인지기능저하 환자 각 집단의 비율(%) 차이 및 집단간 평균 차이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수치를 비교하고자, 범주형 변수에 대하여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연속형 변수에 대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환자의 

유형 별 대면 이름대기 단서 촉진 효과에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를 실시하여, K-BNT-15, 

K-BNT-sem, K-BNT-syll의 집단 간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다.  

추가로 단서에 의해 호전된 K-BNT-15 점수의 추정 평균 값을 

비교하고자, 동일 공변량의 일반화 선형 모델을 살펴보았으며, 관측 

값이 음이 아닌 정수이므로 푸아송 분포를 가정하였다. 첫 번째 

모델에서는 각 환자 집단을 예측변수로 설정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nfvPPA를 기준 범주로 설정하여 타 집단의 추정 평균 값과 

비교하였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AD 및 LBD의 유무가 호전된 이름대기 

점수에 어떠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각각 AD, 

LBD를 가진 환자들을 예측변수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공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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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연령, 성별, 교육년수 및 K-MMSE 점수를 설정하여 영향력을 

통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환자들이 나타내는 단서 촉진 효과와 각 인지 검사 점수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동일 공변량의 일반화 선형 모델을 바탕으로, 

호전된 K-BNT-15 점수와 개별 인지 검사 점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환자 집단 별 인구통계학적 수치 비교 

 

 

 총 50명의 인지기능저하 환자들을 유형 별로 Pure AD 4명, Pure LBD 

20명, Mixed AD/LBD 12명, svPPA 6명, nfvPPA 8명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67~72.9세, 평균 교육년수는 

10.1~14.3년이었으며, K-MMSE 평균 점수는 20.5~25.3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 AQ는 62.2~90.3점으로, svPPA 집단과 

Pure AD, Pure LBD, Mixed AD/LBD 집단이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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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and clinical features of study participants. 

  

Pure AD(=4) 

 

Pure LBD(=20) 

Mixed 

AD/LBD(=12) 

 

svPPA(=6) 

 

nfvPPA(=8) 

 

P value 

men:women 1:3 10:10 6:6 3:3 2:6  

Age, mean±SD (yr.) 67 (±4.8) 72.9 (±6.8) 72.4 (±7.7) 69.8 (±4.4) 69.5 (±6.0) 0.404 

Education, mean±SD (yr.) 14.3 (±2.9) 10.1 (±5.5) 11.4 (±6.8) 11.0 (±4.5) 11.1 (±5.4) 0.699 

Dementia, N (%) 0 6 (30.0) 4 (33.3) 5 (83.3) 6 (75.0) 0.012 

K-MMSE, mean±SD 25.3 (±2.2) 24.0 (±2.9) 21.7 (±7.2) 20.5 (±5.3) 21.0 (±5.3) 0.289 

Aphasia Quotient, mean±SD 90.3 (±8.5)a 80.4 (±15.3)b 83.0 (±17.7)c 62.2 (±20.8)a,b,c 70.5 (±16.4) 0.040 

APOE4 carriage, N (%) 3 (75.0) 3 (15.0) 4 (33.3) 2 (33.3) 0 0.055 

Data are results of chi-square tests or analysis of variance as appropriate. 

Abbreviation: AD=Alzheimer’s disease; LBD=Lewy body disease; svPPA=semantic variants of primary 

progressive aphasia; nfvPPA=non-fluent/agrammatic variants of primary progressive aphasia; 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APOE4=apolipoprotein E4; yr=year.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ure AD and svPPA groups. 

b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ure LBD and svPPA groups. 

c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ixed AD/LBD and svPPA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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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 유형 별 대면 이름대기 단서 촉진 효과 비교 

 

 

 인지기능저하 환자를 유형 별로 나누어 실시한 K-BNT-15 점수의 

경우, svPPA, Mixed AD/LBD, Pure LBD, Pure AD, nfvPPA 순으로 

낮았고, 각각 0.2(±0.4), 7.1 (±2.9), 8.0 (±4.3), 9.5 (±6.7), 

11.3 (±2.4)를 나타냈다. svPPA 집단 평균은 Pure AD, Pure LBD 

Mixed AD/LBD, nfvPPA 집단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Pure AD, 

Pure LBD, Mixed AD/LBD, svPPA의 집단 평균은 nfvPPA 집단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5). 

 K-BNT-sem의 경우, svPPA, Mixed AD/LBD, Pure LBD, Pure AD, nfvPPA 

순으로 낮았고, 각각 0.5 (±1.2), 7.7 (±2.9), 8.7 (±4.3), 10.0 

(±6.4), 11.5 (±2.1)을 나타냈다. svPPA 집단 평균은 Pure AD, 

Pure LBD, Mixed AD/LBD, nfvPPA 집단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Pure LBD, Mixed AD/LBD, svPPA 집단 평균은 nfvPPA 집단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5). 

K-BNT-syll의 경우, svPPA, Mixed AD/LBD, Pure LBD, Pure AD, 

nfvPPA 순으로 낮았고, 각각 4.7 (±4.1), 10.3 (±2.9), 11.3 

(±4.8), 11.5 (±5.7), 13.0 (±1.8)을 나타냈다. svPPA 집단 

평균은 Pure AD, Pure LBD, Mixed AD/LBD, nfvPPA 집단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5)(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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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naming test scores between disease 

groups 

 

 Groups K-BNT-15 K-BNT-sem K-BNT-syll 

Scores Pure AD 9.5 (±6.7) 10.0 (±6.4) 11.5 (±5.7) 

 Pure LBD 8.0 (±4.3) 8.7 (±4.3) 11.3 (±4.8) 

 Mixed AD/LBD 7.1 (±2.9) 7.7 (±2.9) 10.3 (±2.9) 

 svPPA 0.2 (±0.4) 0.5 (±1.2) 4.7 (±4.1) 

 nfvPPA 11.3 (±2.4) 11.5 (±2.1) 13.0 (±1.8) 

P value  < 0.001 < 0.001 0.011 

Post- Pure AD vs. Pure LBD 0.825 0.878 0.809 

hoc Pure AD vs. Mixed AD/LBD 0.726 0.753 0.720 

 Pure AD vs. svPPA 0.002 0.002 0.024 

 Pure AD vs. nfvPPA 0.188 0.183 0.500 

 Pure LBD vs. Mixed AD/LBD 0.824 0.786 0.838 

 Pure LBD vs. svPPA < 0.001 < 0.001 0.005 

 Pure LBD vs nfvPPA 0.030 0.035 0.196 

 Mixed AD/LBD vs. svPPA < 0.001 < 0.001 0.010 

 Mixed AD/LBD vs. nfvPPA 0.024 0.026 0.161 

 svPPA vs. nfvPPA < 0.001 < 0.001 0.001 

Data are results of analyses of covariance using age, sex, 

education, and K-MMSE score as covariates. 

Abbreviation: AD=Alzheimer’s disease; LBD=Lewy body disease; 

svPPA=semantic variants of primary progressive aphasia; 

nfvPPA=non-fluent/agrammatic variants of primary progressive 

aphasia; K-BNT-15=Korean version of Boston Naming Test-15; K-

BNT-Sem=total K-BNT-15 score after semantic cue; K-BNT-

Syll=total K-BNT-15 score after syllabic cue;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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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형 별 호전된 이름대기 점수를 일반화 선형 모델로 

살펴보았을 때, Pure LBD 및 Mixed AD/LBD 집단은 가장 적은 증가폭을 

보인 svPPA 집단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냈고, Mixed AD/LBD 

집단은 nfvPPA 집단에 비하여 큰 차이를 나타냈다(figure 3).  

 

 

Figure 3. Comparison of K-BNT-15, K-BNT-sem, K-BNT-syll 

between disease groups. *p<.05,**p<.01 

 

이에 대하여 K-BNT-15, K-BNT-sem에서 나타났던 nfvPPA와 Pure LBD, 

nfvPPA와 Mixed AD/LBD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K-BNT-syll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단 간 평균 점수의 차이에서 변화를 

나타낸 K-BNT-syll에서 동일 공변량으로 각 환자 집단을 예측 변수로 

설정하였을 경우, 호전되는 점수의 추정 평균 값은 svPPA, Pure AD, 

nfvPPA, Pure LBD, Mixed AD/LBD 순으로 낮았다. 각각 1.19 (±0.45), 

1.58 (±0.67), 1.58 (±0.47), 2.83 (±0.40), 3.65 (±0.56)을 

나타냈다. svPPA 집단의 추정 평균 값은 Pure LBD, Mixed AD/L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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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추정 평균 값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nfvPPA 집단의 추정 평균 

값은 Mixed AD/LBD 집단의 추정 평균 값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5). 

또한 nfvPPA 집단을 기준으로, 회기계수는 svPPA, Pure AD, Pure LBD, 

Mixed AD/LBD 순으로 낮았고 각각 -0.28 (±0.48), 0.001 (±0.52), 

0.58 (±0.33), 0.84 (±0.33)를 나타냈다. 

또한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 질환인 AD, LBD에 대하여, 각 질환의 

유무가 호전된 이름대기 점수에 어떤 독립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고자, K-BNT-syll에서 AD 및 LBD를 가진 환자들을 예측 변수로 

설정하여 동일 공변량의 일반화 선형 모델을 살펴보았다. AD, LBD 

환자들의 회귀계수는 각각 0.23 (±0.20), 0.74 (±0.24)로 

나타났으며, p value는 각각 0.226, 0.002로 LBD 환자들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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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dictors of the improved K-BNT-15 scores after 

syllabic cues 

Data are results of generalized linear model for the improved 

syllabic cued K-BNT-15 scores with Poisson distribution using 

age, sex, education, and K-MMSE score as covariates. Model 1 

analysis used the disease group as a predictor, and Model 2 

analysis used the presence of AD and LBD as predictors. Estimated 

mean for each disease group was presented. 

Abbreviation: AD=Alzheimer’s disease; LBD=Lewy body disease; 

svPPA=semantic variant of primary progressive aphasia; K-

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nfvPPA=non-fluent/agrammatic variant of primary progressive 

aphasia. 

a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ure LBD and svPPA groups. 

b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ixed AD/LBD and svPPA 

groups. 

 Predictor Beta (±SE) P value Estimated mean 

(±SE) 

Model 1 Age 0.01 (±0.01) 0.497  

 Sex, Male -0.07 (±0.19) 0.717  

 Education -0.01 (±0.02) 0.453  

 K-MMSE 0.01 (±0.02) 0.800  

 Group    

   Pure AD 0.001 (±0.52) 0.998 1.58 (±0.67) 

   Pure LBD 0.58 (±0.33) 0.081 2.83 (±0.40)a 

   Mixed AD/LBD 0.84 (±0.33) 0.012 3.65 (±0.56)b, c 

   svPPA -0.28 (±0.48) 0.558 1.19 (±0.45)a, b 

   nfvPPA Reference  1.58 (±0.47)c 

Model 2 Age 0.01 (0.01) 0.483  

 Sex -0.05 (0.19) 0.787  

 Education -0.01 (0.02) 0.458  

 K-MMSE 0.004 (0.02) 0.843  

 AD 0.23 (0.20) 0.226  

 LBD 0.74 (0.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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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ixed AD/LBD and nfvPPA 

groups. 

 

 

3. 인지 검사 점수와 호전된 K-BNT-15 점수 간 상관성 비교 

 

 

 인지기능저하 환자들의 인지 검사 점수 중, digit span backward, 

Rey-copy, RCFT-recognition 점수는 호전된 K-BNT-15 점수와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p<.05). digit span backward, Rey-copy, RCFT-

recognition 점수와 호전된 K-BNT-15 점수의 회귀계수는 각각 -0.25 

(±0.09), -0.03 (±0.01), -0.08 (±0.04)로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p value는 0.008, 0.038, 0.037이었다. SVLT, RCFT-

immediate/delayed recall, COWAT 및 stroop 검사의 점수는 호전된 

K-BNT-15 점수와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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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of the improved syllabic cued K-BNT-15 

scores with cognitive test scores 

 

Neuropsychological test Beta (SE) P value 

digit span backward -0.25 (0.09) 0.008 

Rey copy -0.03 (0.01) 0.038 

SVLT immediate recall 0.003 (0.02) 0.887 

SVLT delayed recall 0.03 (0.04) 0.543 

SVLT recognition 0.01 (0.03) 0.800 

RCFT immediate recall -0.01 (0.02) 0.612 

RCFT delayed recall -0.02 (0.02) 0.428 

RCFT recognition -0.08 (0.04) 0.037 

COWAT animal -0.01 (0.03) 0.805 

COWAT supermarket 0.01 (0.02) 0.545 

COWAT phonemic -0.01 (0.01) 0.575 

stroop color reading -0.001 (0.004) 0.711 

Data are results of generalized linear model for the improved 

syllabic cued K-BNT-15 scores with Poisson distribution using 

age, sex, education, and K-MMSE score as covariates. Predictors 

included neuropsychological test scores. 

Abbreviation: SVLT=Seoul Verbal Learning Test; RCFT=Rey-

Osterrieth Copy Figure Test; COWAT=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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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최근 국내 고령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치매 

유형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되고 있다. 치매 환자의 뇌 영상 

정보와 함께 인지적/언어적 특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치매 유형의 

진단 및 예방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 가능하다. 대면 이름대기 검사는 

치매 환자의 언어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언어 검사로, 

단서를 제공하여 촉진 효과를 살펴볼 수 있으며, 환자의 반응을 

분석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저하 

환자들을 Pure AD, Pure LBD, Mixed AD/LBD, svPPA, nfvPPA 집단으로 

나누어, K-BNT-15에서 유형 별 수행력 및 단서 촉진 효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치매 환자들의 인지 기능과 언어 기능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어떠한 인지 기능이 이름대기에서 단서 촉진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환자들의 호전된 대면 이름대기 

검사 점수와 개별 인지 검사 점수를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K-BNT-15에서 나타난 인지기능저하 환자 유형 별 수행력 

차이는 svPPA 집단이 다른 치매 유형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nfvPPA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svPPA는 의미적 개념이 손상된 대표적인 PPA 유형으로, 단어 인출 

시 개념화 단계부터 제한을 가지는 것과 달리,18 nfvPPA는 조음화 

단계에서 제한을 가지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행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19 

이름대기 시 단서 별 촉진 효과 차이 역시 존재하였는데, K-BNT-

15에서 나타난 환자 집단 간 유의한 점수 차이는 K-BNT-sem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K-BNT-syll에서는 Pure LBD와 nfvPPA, 그리고 

Mixed AD/LBD와 nfvPPA 집단 간 유의한 점수 차이가 사라졌다. 즉, 

이름대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nfvPPA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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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음절 단서 제공 시 Pure LBD 집단과 Mixed AD/LBD 집단의 

점수가 각각 호전되며 집단 간 점수 차이에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절 단서가 의미 단서보다 이름대기 정반응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을 의미한다.32,34 

또한 호전된 K-BNT-15 점수의 일반화선형모델에서 Mixed AD/LBD 

집단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LBD를 가진 환자들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이 단서 제공에 따른 LBD의 대면 이름대기 

수행력 증진은 단서 촉진 효과를 가장 적게 보인 svPPA 환자와의 

반응 예시 비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appendix 3). 

환자 반응 예시에서 svPPA 집단은 의미, 음절 단서를 제공받아도 

유의한 촉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36,37 svPPA 환자들은 단서를 

제공받아도 대개 처음 보았다고 하거나, 제공받은 글자로 시작하되, 

어휘와 관련 없는 단어로 반응하였는데, 이는 어휘의 의미적 개념 

자체 손상 때문에 제공받은 단서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LBD 집단에서 나타난 음절 단서의 촉진 효과는 음절 단서의 

역할과 LBD의 원인 병리에 따른 이름대기 오류 특성과 관련이 깊다. 

LBD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저하된 시공간력 및 시각적 기억력으로 

인해 이름대기에서 제시된 그림의 제한적 인식을 보이고, 의미-어휘 

간 연결에도 어려움을 갖는다. 이로 인해 이름대기 시 제시된 그림의 

일부분이나 색깔 모양과 같은 특정적인 외형만 묘사하는 시지각 관련 

오류를 주로 나타내는데,12 본 연구의 환자 반응 예시에서 LBD 

환자가‘올챙이’그림을 보고 ‘배가 볼록 나온 것’만 언급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름대기 시 제공된 음절 단서는 단어 인출 과정의 언어적 형성화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첫째, 환자들의 단어 인출 

과정에서 어휘집 내 적절한 단어를 찾을 때, 음절 단서를 통해 유사한 

어휘를 배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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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에서 LBD 환자는‘올챙이’그림을 보고 일부분인 ‘배’와 

관련된 의미적 개념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 환자는 제공받은 의미 

단서를 바탕으로 본인의 어휘집 내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복어, 

고래, 올챙이’등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 중, 환자는 ‘복어’를 

반응하였는데, 음절 단서로 첫 글자인 ‘올’을 제공받아 ‘복어, 

고래’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환자는 본인의 어휘집에서‘올’로 

시작하는 단어 내에서 그림과 관련된 단어를 모색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음절 단서는 환자들이 찾아야 하는 어휘집의 “검색 공간”을 

좁혀주어, 빠른 단어 찾기(word finding)에 도움을 준다.32  

둘째, 음절 단서는 환자가 제한적으로 가진 의미적 개념과 음운적 

정보 연결에 도움을 준다.36,41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반응 예시에서 

‘밀고 다니는 거’라고 언급하며 본인의 어휘집 내에서‘차’를 

떠올렸을 것이다. 또한 의미적 개념인 ‘어린이’와 목표 단어의 

음운학적 정보에 해당하는 글자 수와 함께 합성어(‘대상’+‘차’) 

형태를 떠올렸으나, 목표 단어를 산출하지 못하고 ‘휴대차’라고 

오반응하였다. 이 때 제공된 첫 글자 음절 단서 ‘유’는 환자가 

제한적으로 떠올린 ‘차’의 개념 및 글자 수 정보와 결합하여 

정반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절 단서는 환자의 불완전한 음운적 정보 인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본 연구의 환자 반응 예시에서 

‘불가사리’를 보고 환자는 ‘바다에 있는 거’라며 의미적 개념을 

떠올린 뒤, ‘가시랑’이라고 반응하였다. 이어서 ‘세 글자’라고 

반응하며 글자 수에서 오류를 보였는데, 이는 ‘불가사리’에서 첫 

글자를 제외하고 ‘가사리’와 음운적 유사성(phonological 

similarity)이 높은 ‘가시랑’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즉, 

환자는 음운적 정보 인출에서 어느 정도의 잔존 능력이 남아있는 

것인데,47 이 때 제공된 첫 글자 음절 단서가 불완전한 정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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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음절 단서는 언어적 형성화 단계 중, 음운적 정보 인출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어 정반응률을 높여준다. 특히 LBD를 가진 

환자에게서 이러한 음절 단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보아, LBD가 음운적 정보 인출 결손에 의해 단어 인출의 어려움을 

갖는 lvPPA의 원인일 수 있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음절 단서 제공 시 호전된 이름대기 점수와 인지 검사 점수의 상관성 

비교에서 digit span backward, Rey-copy, RCFT-recognition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세 과제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환자들이 이름대기에서 음절 단서를 제공받을 경우 점수가 더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과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해당 과제에서 주로 요구되는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것을 의미하기에, 

이와 같은 결과는 주의력, 시공간력, 시각적 기억력이 저하된 

환자일수록 이름대기 시 음절 단서의 촉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공간력, 시지각력 및 시각적 기억력은 사물 모양, 색깔과 같이 

관찰되는 시각적 정보를 습득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이러한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 기존 사물에 대한 시각적 특징 정보가 

손상되었거나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의력 및 시지각 관련 

인지 기능 저하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LBD 환자의 경우,39,40,45 

제한된 시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단어를 인출하였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음절 단서에 더욱 의존하였을 것이다. 이는 실어증 

환자들의 이름대기 중, 그림의 시각적 복잡성이 낮아 충분한 시각적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문항에서 음절 단서의 촉진 효과가 나타난 

것에서 미루어 볼 수 있다.32 

 또한 LBD를 가진 환자의 저하된 시공간력과 주의력은 측두-

두정엽의 연결 부위와 두정엽, 전반적인 백질의 손상과 관련이 

있는데,48,49 특히 후두정엽(posterior parietal lobe)은 시공간력과 

주의 유지, 음운적 정보 처리를 함께 담당하는 영역이다.50 즉,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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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능들이 특정 뇌 부위를 공유하고 있기에, LBD 환자의 시공간력, 

주의력 결핍은 제한된 단어 인출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음절 단서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의 

대상자 수가 적었으며, 다양한 치매 집단을 선정하지 못하였다. 집단 

별 대상자 수에 편차가 존재하며, lvPPA와 같은 치매 집단을 포함하지 

못하였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치매 유형과 많은 수의 

대상자가 필요로 한다.  

둘째, 환자들의 검사 반응에 대해 중증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지 못하였다. 치매 환자들은 같은 유형이라 할지라도 중증도에 

따라 다른 이름대기 오류를 보일 수 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중증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환자들의 다양한 개별적 반응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점수 

비교와 더불어 환자들의 반응 시간(response time), 자가 수정(self 

correction) 등의 특성을 살펴보았다면, 환자들의 반응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K-BNT-15의 단서 제공 방식에서 의미 단서를 

제공한 다음 오반응하였을 경우, 음절 단서를 제공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환자들이 의미적 개념에 대한 단서를 받은 상태에서 음절 단서를 

추가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순수한 음절 단서의 촉진 효과를 

살펴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유형 별 단서 촉진 효과 및 관련 인지 기능에 

대한 결과는 인지기능환자의 치매 유형 분류와 치료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환자의 인지 기능과 언어 기능의 

밀접한 연관성을 입증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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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인지기능저하 환자들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K-

BNT-15에서 보이는 단서 별 효과 차이와 함께, 유형 별 수행력 및 

단서 촉진 효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환자들의 인지 검사 점수와 

음절 단서로 인해 호전된 K-BNT-15 점수의 상관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의미 단서보다 음절 단서 제공 시 유효한 단서 촉진 효과가 

나타났고, svPPA는 가장 낮은 수행력을, nfvPPA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행력을 나타냈으며, 음절 단서 제공 시 타 집단에 비해 Mixed 

AD/LBD 집단의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LBD를 가진 환자들과 

음절 단서 제공에 따라 호전된 이름대기 점수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것과 본 연구에서 보인 LBD 환자 반응 예시를 바탕으로, 

LBD 환자들이 음절 단서 제공에 따른 촉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름대기 시 LBD가 보이는 초기 그림 인식 

및 어휘-의미 연결의 제한에서 음절 단서가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svPPA는 음절 단서 제공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어휘의 의미적 개념 자체의 손실은 단서에 

의해 극복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호전된 이름대기 점수는 환자들의 인지 검사 중, 주의력, 

시공간력, 시각적 기억력을 주로 요구하는 검사들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해당 인지 기능이 저하된 환자일수록 음절 단서의 촉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지각 관련 인지 

기능 저하를 나타내는 LBD의 주의력 결핍이 단어 인출의 제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음절 단서에 의해 개선될 수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공간력, 의미적 유창성, 구어 기억력을 

요구하는 인지 과제 점수가 BNT 점수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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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기존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두기에,46 더욱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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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Detail information of patients with cognitive 

function decline 

 

Number Groups Age Sex Education K-MMSE AQ(PK-WAB-R) 

1 Pure AD 62 F 18 26 90.9 

2 Pure AD 64 M 12 22 93.4 

3 Pure AD 72 F 15 27 98.5 

4 Pure AD 70 F 12 26 78.5 

5 Pure LBD 80 F 18 28 95.3 

6 Pure LBD 81 F 1 23 86.7 

7 Pure LBD 80 M 9 26 84.2 

8 Pure LBD 76 M 16 23 91.5 

9 Pure LBD 75 M 9 20 33 

10 Pure LBD 75 M 6 25 85 

11 Pure LBD 74 F 3 25 88.3 

12 Pure LBD 72 F 12 25 86 

13 Pure LBD 73 M 18 24 83.9 

14 Pure LBD 64 F 3 20 72.9 

15 Pure LBD 57 M 16 25 94.4 

16 Pure LBD 63 F 6 23 79.4 

17 Pure LBD 63 M 7 26 81.2 

18 Pure LBD 76 F 12 26 85.4 

19 Pure LBD 73 M 6 27 79 

20 Pure LBD 77 F 7 25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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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ure LBD 82 F 18 26 91.9 

22 Pure LBD 75 F 6 24 59.7 

23 Pure LBD 76 M 16 24 87 

24 Pure LBD 66 M 12 15 53.9 

25 Mixed 

AD/LBD 

81 M 16 26 92.3 

26 Mixed 

AD/LBD 

71 F 1 12 63.2 

27 Mixed 

AD/LBD 

73 F 1 20 78.2 

28 Mixed 

AD/LBD 

79 F 18 25 90.6 

29 Mixed 

AD/LBD 

76 F 18 26 97.4 

30 Mixed 

AD/LBD 

76 M 18 26 92.1 

31 Mixed 

AD/LBD 

79 M 9 18 85.5 

32 Mixed 

AD/LBD 

66 M 12 26 91.9 

33 Mixed 

AD/LBD 

64 M 12 30 93.4 

34 Mixed 

AD/LBD 

54 F 12 17 76.6 

35 Mixed 

AD/LBD 

75 M 18 28 98.2 

36 Mixed 75 F 2 6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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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BD 

37 svPPA 71 M 12 26 45.2 

38 svPPA 61 F 12 25 79.5 

39 svPPA 73 M 18 22 82.5 

40 svPPA 72 M 6 14 38.8 

41 svPPA 70 F 6 22 81.1 

42 svPPA 72 F 12 14 46.3 

43 nfvPPA 63 M 9 12 58.8 

44 nfvPPA 66 M 16 14 64.8 

45 nfvPPA 65 F 6 27 87.8 

46 nfvPPA 79 M 12 22 87.9 

47 nfvPPA 76 M 16 23 83.9 

48 nfvPPA 65 M 4 23 75.3 

49 nfvPPA 68 M 16 26 64.6 

50 nfvPPA 74 F 16 21 41 

Abbreviations: K-MMSE=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AQ=Aphasia Quotient; Pure AD=pure Alzheimer’s disease; Pure 

LBD=pure Lewy Bodies disease; Mixed AD/LBD=Mixed Alzheimer’s 

disease/Lewy bodies disease; svPPA=semantic variant PPA; 

nfvPPA=non-fluent variant 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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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items of the K-BNT-15  

 

번호 단어 의미단서 

1 장화 비 올 때 사용하는 것 

2 거미줄 청소 안 하면 생기는 것 

3 낙타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것 

4 용 전설 속에 나오는 것 

5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 만든 것 

6 고드름 추울 때 생기는 것 

7 올챙이 헤엄치는 것 

8 눈사람 겨울에 만들 수 있는 것 

9 인어 상상 속에만 있는 것 

10 소화기 불 났을 때 사용하는 것 

11 골무 바느질할 때 사용하는 것 

12 유모차 아기를 태우는 것 

13 공룡 오랜 옛날에만 살았던 것 

14 불가사리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것 

15 토시 글씨 쓸 때 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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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Example of each patient’s responses with LBD, 

svPPA in K-BNT-15 with semantic, syllabic cue 

 

 

Target 

word 

 

 

LBD(F, 81y, AQ 97%ile) 

 

 

svPPA(F, 61y, AQ 77%ile) 

1.  

올챙이 

P: 배...배가 볼록 

나왔어요 

E: 의미 단서 제공  

P: 복어? 바다에도 

있고, 민물에도 있고... 

E: 1음절 단서 제공 

P: 올챙이 

P: 이것도 짐승이네 뭐야? 이런 

짐승은 처음 봤죠. 

E: 이거 보신적 없으세요? 

P: 네...본 적이 없죠?  

E: 의미 단서 제공 

P: 헤엄치는 거? 으음...헤엄치는 

거는 뭐야... 

E: 1음절 단서 제공 

P: 올리브?  

E: 2음절 단서 제공 

P: 올챙? 올챙이 뭐 짐승이 올챙이 

있나?  

E: 이거 올챙이 맞아요?  

P: 몰라요~ 나 이런 이런 짐승 처음 

봤죠~ 

E: 처음 보셨어요? 

P: 그림으로 막 그린거라 그쵸? 

E: 실제로는요? 

P: 실제로는..모르죠 이거는 .. 

2. 

불가사리 

P: 바다에 있는 거 

같은데... 

가시랑...가시랑... 

P: 이게 뭐예요? 

E: 이거 처음 보셨어요? 

P: 네, 이게 뭐예요?  



 

47 

 

E: 의미 단서 제공 

P: 글쎄... 세 글자... 

말이 안 나와... 

E: 1음절 단서 제공 

P: 불가사리 

E: 의미 단서 제공 

P: 아, 바닷가? 물가 거기 

바닷가에서요? 

E: 이름은... 

P: 바닷가에서 본..이 ㄱ,ㄱ,게 

있어가지고 바닷가에서 뭐하는거야? 

E: 1음절 단서 제공 

P: 불?  

E: 2음절 단서 제공 

P: 불가락? 

E: 불가사리 맞아요? 

P: 불가사리...네 글자네 

불가사리면. 근데 이거 처음 보네. 

불가사리가 있어. 물가에. 

E: 불가사리 아닌 거 같으세요? 

P: 네. 

3. 

유모차 

P: 어린이...휴대차... 

밀고 다니는 거...? 

E: 1음절 단서 제공 

유모차 

P: 이거는, 뭘 타고 다니는 거. 애들 

태워 갖고 다니는 거 아닌가? 

E: 이름이 뭐죠? 

P: 이게...애들 저기... 

E: 이거 이름이 몇 글자인 거 

같으세요? 

P: 그러니깐...애들 밀고 다니는 

거니깐은...세 글자인가 네 

글자인가? 

E: 1음절 단서 제공 

P: 뭐요. 

E: 2음절 단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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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유모? 몰라요. 

E: 유모차 맞나요? 

P: 차? 이거 차가 아니고 

저거잖아요. 밀고 다니는 거. 

자전거도 아니고. 아 이거... 

Data are example of visual perception-related errors and 

syllabic cue effect of LBD, and semantic-related errors of svPPA.  

Abbreviation: LBD=Lewy body disease; svPPA=semantic variant of 

primary progressive aphasia; P=patient; E=exa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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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Naming difficulty is common in neurodegenerative 

diseases, but their underlying mechanism could be different. A 

representative language test, the confrontation naming test 

allows to compare performance and cueing effects by types in 

patients with cognitive function decline. differences of 

performance and cueing effects by types are closely related to 

their limited cognitive function, and we want to examine which 

cognitive function decline is closely related to cueing effects 

in patients. 

Methods: We recruited 50 patients: 4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D), 20 with pure Lewy body disease (LBD), 12 with mixed 

AD/LBD, 6 with semantic variant of primary progressive 

aphasia(svPPA), and 8 with non-fluent agrammatic variant of 

PPA(nfvPPA), who underwent detailed neuropsychological tests 

including the Korean-version of the Boston Naming Test-15(K-BNT-

15). During performing the K-BNT-15, semantic cues, and then 

syllabic cues were given if patients could not retrieve the 

appropriate words. Total K-BNT-15 scores after semantic cu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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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T-sem), subsequent syllabic cues(K-BNT-syll), and the improved 

scores after syllabic cues were compared between disease groups 

using analyses of covariance after controlling for age, sex, 

education, and Korea-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K-MMSE). The predictors and neuropsychological 

correlates of the improved scores after syllabic cues were 

evaluated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s with Poisson 

distribution using same covariates. 

Results: The svPPA group had significantly lower K-BNT-15, K-

BNT-sem, and K-BNT-syll scores than the other four groups. 

Compared to the nfvPPA group, the pure LBD group and mixed AD/LBD 

group had lower K-BNT-15 and K-BNT-sem scores, but comparable 

K-BNT-syll scores. The svPPA group had a smaller improvement 

after syllabic cues than the pure LBD and mixed AD/LBD groups, 

while the mixed AD/LBD group had a greater improvement than the 

nfvPPA group. The presence of LBD was associated with a greater 

improvement after syllabic cues. Lower scores in attention, 

visuospatial, and visual-memory recognition tests were 

associated with a greater improvement after syllabic cues. 

Discussion: Attentional deficit in LBD could be related with 

word retrieval deficit and improved by syllabic cues, while 

semantic loss in svPPA could not be overcome by c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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