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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화와 전환. 언어청각장애연구, 2006, 제11권, 제3호, 99-112. 본 연구는 혈관성 치매 환자
들(VD)과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DAT)의 단어 유창성을 비교하고 단어 유창성 검사에서 요구
되는 인지과정인 군집화와 전환에 두 치매 집단이 어떤 결함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수행
되었다. 치매 집단은 치매의 초기 단계에 속하는 57명의 VD와 44명의 DAT로 구성되었고 66명의
정상 노인(NE)이 통제집단으로 참여하였다. 대상자들에게는 의미(동물)와 음소(ㄱ, ㅇ, ㅅ) 유창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각 검사에서 4개의 점수(정반응 수, 군집 크기, 전환 수 및 오류 수)를 산출하였
다. 그 결과, VD와 DAT는 모두 치매의 초기부터 단어 유창성 검사에서 정상노인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행을 나타내지만 군집화와 전환의 결함 여부 및 결함이 나타나는 시점은 서로 다르다는 사
실이 밝혀졌다. 이 결과가 VD와 DAT의 변별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논의하였다.
핵심어: 단어 유창성,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형 치매, 군집화, 전환

Ⅰ. 서 론
단어 유창성 검사는 임상과 실험 연구 모두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신경심리검사로서 어휘목록
(lexicon)과 의미기억(semantic memory)에 있는 정보를 전략적으로 탐색하고 인출하는 능력을 알아보
는 검사이다(Sauzėn et al., 2004). 이 검사는 피험자들에게 특정 범주(예: 동물, 가게 물건, 채소)에 속
하는 단어들이나 어떤 글자(예: 우리나라의 경우 ㄱ, ㅇ, ㅅ, 강연욱 외, 2000; 외국의 경우 F, A, S,
Benton, Hamsher & Sivan, 1983)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가능한 한 많이
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한 실시가 매우 간편하고 검사 시간이 짧으면서도 두뇌 손상에
민감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Baldo & Shimamura, 1998; Ruff, Evans & Marshall, 1986). 그러나 특
정 범주를 말하게 하는 의미 유창성 검사와 어떤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말하게 하는 음소 유창성 검
사가 언어적인 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점과 생성 이름 검사(generative naming test)라는 점에서 공통점
을 가지고 있으나 두 검사의 수행을 서로 다른 신경해부적인 영역이 담당한다는 증거가 보고되어 왔다

1) 이 논문은 한림대학교 교비학술연구비(HRF-2001-11)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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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enod et al., 1995; Grossman et al., 2003). 따라서 최근에는 이 두 검사의 수행결과를 따로 분석하는
것이 통례이다.
단어 유창성 검사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 온 평가 측정치는 정반응 수이다. 그러나 정반응 수
는 유창성 과제의 수행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인지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비교적 최근에 실시된 여러 연구들은(Crowe, 1992; Trőster et al., 1989) 유창성 검
사의 수행에 대한 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피험자가 이전의 반응을 반복하는 보속성(또는 반복 오류), 잘
못된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나 지정된 의미범주에 속하지 않는 단어를 말하는 침입 오류, 의미 유창성
과제에서 의미적으로 관련된 단어를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정도와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는 음운적으
로 관련된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정도(Auriacombe et al., 1993; Wixted & Rohrer, 1994) 등이
정반응 수와 더불어 유용한 평가치 임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Chertkow & Bub (1990)은 알츠하이머
형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단어 유창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미 기억 저장소
(semantic memory stores)와 의미 기억에 있는 정보에 접근하여 인출하는 효과적인 찾기 책략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Troyer, Moscovitch & Winocur (1997)는 Chertkow & Bub (1990)의 관점을 확장
하여 유창성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집화(clustering)와 전환(switching), 두 가지 요인들이 필요
하다고 제안하였다. 군집화는 같은 하위 의미 범주(예를 들어, 동물 이름대기를 할 경우 참새, 비둘기,
뻐꾸기, 기러기 등 새 이름을 연달아 이야기 하는 것)나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예를 들어, “ㄱ”
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말하게 하였을 때, 가방, 가구, 가수, 가정 등)를 연이어서 생성해내는 것이다. 전
환은 연이은 다음 반응이 이전 반응의 범주와는 다른 범주로 바뀌는 것이다(예를 들어, 동물 이름대기
에서 새 이름을 계속 반응하다가 곤충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 즉 참새 비둘기, 뻐꾸기, 기러기, 파리, 모
기, 바퀴벌레 등으로 반응하는 경우, 또는 “ㅏ”로 시작되는 단어만 말하다가 다른 모음인 “ㅜ”로 시작되
는 단어로 반응하는 경우, 즉 가방, 가구, 가수, 가정, 구름, 구기, 구장 등으로 반응하는 경우를 뜻하며
각각 1회의 전환이 있다고 간주한다).
Troyer, Moscovitch & Winocur (1997)은 군집화는 의미 기억이나 단어 저장소처럼 측두엽의 처
리에 의존하지만 전환은 전략적인 찾기 책략이나 인지적 융통성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에 의존
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실제로 국소적인 측두엽 손상을 지닌 환자와 전두엽 손상을 지닌 환자들에게
단어 유창성 검사를 실시한 후 전환과 군집의 크기를 비교하였다(Troyer et al, 1998a). 연구 결과, 국소
적인 전두엽 손상을 가진 환자들은 기대했던 바와 같이 의미와 음소 유창성 과제 모두에서 정상통제
집단보다 전환 수가 더 적었고, 군집의 크기는 정상 집단과 차이가 없음이 발견되었다. 반면 국소적인
측두엽 손상 환자들은 음소 유창성 과제에서는 전환 수와 군집 크기에 있어 정상 집단과의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의미 유창성 과제에서는 전환 수와 군집 크기가 모두 정상 집단보다 저하되어 있었고,
특히 좌측두엽 손상 환자들이 우측두엽 손상 환자들보다 군집 크기가 더욱 저하되어 있음이 발견되었
다. 연구자들(Troyer et al., 1998a)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의 전환 수는 전두엽의
손상을,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의 군집 크기는 측두엽 손상 여부를 시사하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는 제안을 하였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와 파킨슨병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전환과 군집크기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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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른 연구(Troyer et al., 1998b)에서도 전두엽과 피질하 영역에 선택적인 손상을 지닌 파킨슨병 치
매 환자들이 정상노인에 비해서 더 적은 정반응과 전환반응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의미와 음소 유창성
과제 모두에서 정상적인 군집크기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측두엽과 두정엽 영역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은 정상노인에 비해서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만 더 적은
수의 전환반응과 더 작은 군집 크기를 나타내었다.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
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군집 크기가 더 작은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단어 유창
성 검사의 전환 수와 군집 크기를 지표로 이용하여 두 치매 집단을 변별할 수 있으며 전환은 전두엽
기능과 관련이 되고 군집 크기는 측두엽 기능과 관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 파킨슨병 치매 환자, 치매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 및 정상노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다른 연구(Trőster et al., 1998)에서는 Troyer et al. (1998b)의 연구결과의 일부만이
지지되었다. 즉, 치매의 심각성 정도가 같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와 파킨슨병 치매 환자들의 단어
유창성 검사의 정반응 수와 전환 수 및 의미 유창성의 군집 크기가 치매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들과 정
상 노인들보다 유의하게 더 적었다.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이 파킨슨병 치
매 환자들보다 더 작은 군집 크기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두 치매 집단간의 차이는 어떤 변인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Epker, Lacitz & Munro (1999)의 연구에서는 치매가 없더라도 병의 초기부터
전두엽의 기능장애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초기 파킨슨병 환자들이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는 정
상인들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음소 유창성 검사의 전환 수, 군집 크기 및 정반응 수는 모두 정상
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임상 현장에서 임상가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두 치매 환자 집단인 혈
관성 치매 환자들과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어 유창성 검사의 군집화와 전환에서 이
들 두 집단이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두 지표가 두 집단의 변별에 기여할 수 있
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
자들의 군집화와 전환에 대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연구마다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정도나 치매의 심각도가 다르거나 다양한 수준의 환자들을 함께 포함하여 연구하
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의 치매 환자들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기도 ‘매우 경한 치매’와 ‘경한 치매’로 나누어서 초기 단계에서도 치매가 진전
되면 어떤 변화를 보일지 밝혀보고자 한다.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전두엽의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
나 측두엽과 두정엽이 손상되므로(Braak & Braak, 1991) 의미기억의 저장소가 손상되어 단어 유창성
검사에서 군집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혈관성 치매는 매우 다양한 신
경 병리를 보이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신경심리학적 특징은 병소나 원인질환 등
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혈관성 치매 환자들이 주의, 계획능력, 정신운동 속도와
같은 전두엽의 집행기능 장애를 초기부터 현저하게 나타낸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
되어 왔다(Looi & Sachdev, 1999; Roman & Royall, 1999; Tei et al., 1997). 그러므로 초기의 혈관성
치매 환자들은 단어 유창성 검사에서 전환 장애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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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전두엽 장애를 나타내므로 군집화와 함께 전환 장애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
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57명의 혈관성 치매 환자와 44명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 및 66명의 정상노인을 대상으로 하
였다. 치매 환자들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과에 내원한 환자들이었고,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NINCDS-ADRDA (McKhann et al., 1984) 진단 기준에 부합하고, 혈관성 치매 환자는 NINDS-AIREN
(Roman, et al., 1993)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로서 신경과 전문의의 임상적 소견과 MRI 및 신경심
리학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진단되었다. 또한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CDR: Hughes et al.,
1982)로 평가된 치매 심각도가 0.5나 1.0에 해당되는 비교적 경한 수준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상 노인 집단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고 정신과적으로나 신경과적인 질환이 없는 노인들로서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노인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세 집단의 인구학적 변인들의 분포는 <표 - 1>
에 제시되어 있다. 세 집단은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F(2,

162)

= 4.9, p < .01)

과 성별(χ(2) = 12.71, p < .01)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강연욱․나덕렬․한승혜, 1997)로 평가된 전반적인 인지기능
수준에 있어서는 두 치매 집단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CDR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치매 심각도에 따라서 ‘매우 경한 수준(CDR = 0.5)’과 ‘경한 수준
(CDR = 1.0)’의 치매로 나누었을 때 ‘매우 경한 수준’에 속한 혈관성 치매 환자는 32명, 알츠하이머형 치
매 환자는 26명이었으며 ‘경한 수준’에 속한 혈관성 치매 환자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는 각각 25명
과 18명이었다.

2. 검사 도구 및 절차
종합적인 신경심리평가(서울신경심리검사: 강연욱․나덕렬, 2003)의 일부로서 동물 범주에 대한
의미 유창성 검사와 ㄱ, ㅇ 및 ㅅ에 대한 음소 유창성 검사가 개인검사로 실시되었고 4개 시행에서 각
각 60초 동안 반응한 내용을 평가하였다. 의미 유창성 검사 반응과 3개 음소에 대한 반응을 모두 합한
음소 유창성 검사 전체 반응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4개의 점수를 구하였다: (1) 반복을 제외한 정
반응 수 (2) 군집 크기 (3) 전환 수 (4) 오류 수. 군집의 기준은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는 연속적으로 나
타난 단어가 같은 의미적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경우(예를 들어 가축,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 산짐
승, 들짐승, 새, 곤충 등은 모두 ‘동물’이라는 범주의 하위 범주로 간주하였음)로 정하였다. 음소 유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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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는 연속적으로 나타난 단어가 같은 모음 소리(예: 가방, 가수, 가축, 각시, 갈매기)로 시작되거
나 청각적으로 유사한 소리의 음절(예: 게으름, 개나리)로 시작되는 경우로 정하였다. 군집으로 간주되
는 조건의 두 번째 단어부터 군집 크기 산출에 포함하였고, 의미와 음소 유창성 검사에 대한 평균 군집
크기를 각각 산출하였다.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 고유명사와 파생단어(예: 가다, 가거라, 간다)들은 정반
응수에 포함하지 않았고, 파생단어의 경우 첫 반응만을 정반응으로 인정하였다. 전환은 한 군집에서 다
른 군집으로 이동한 수로 정의하였고 군집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즉 연속적으로 나타난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범주에 속한 경우에도 전환이 1번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였다(이 경우 군집 크기는 0이 된다).
오류 수는 반복 오류의 수와 침입 오류의 수를 산출하였고, 선행연구(Troyer, Moscovitch & Winocur,
1997)에서와 같이 반복 오류와 침입 오류도 군집 크기와 전환 수를 산출할 때에는 반응으로서 포함하
였다.

<표 - 1> 인구학적 변인

**

혈관성 치매(VD)
(N = 57)

알츠하이머형 치매(DAT)
(N = 44)

정상 노인(NE)
(N = 66)

post-hoc analysis

남/여

42/15

18/26

32/34

-

교육년수(년)

9.00(4.81)

8.86(4.57)

8.57(4.56)

VD = DAT = NE

연 령

68.49(6.71)

72.18(6.18)

69.14(5.79)

DAT > VD = NE*

CDR

0.71(.27)

0.69(.27)

K-MMSE

23.42(3.10)

21.95(3.85)

VD = DAT > NE**
27.09(2.02)

VD = DAT < NE**

*

p < .001, p < .01
평균(표준편차)

3. 자료 분석
혈관성 치매 집단과 알츠하이머형 치매 집단 및 통제 노인 집단이 유창성 검사에서 채점되는 변
인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연령과 성별을 공변량으로 통제한 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비검정(contra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치매 심각도에
따른 환자 집단의 수행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후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상호
작용 효과가 나타난 변인에 대해서는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상호작용 효과의 특징을 살펴보았
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PC 11.5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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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두 환자 집단과 정상 노인 집단의 유창성 검사 채점 변인에 대한 결과가 <표 - 2>에 제시되었
다. 두 치매 집단은 정상 노인 집단에 비해서 의미 유창성 검사와 음소 유창성 검사 모두에서 적은 정
반응 수를 나타내었다.
검사별로 따로 살펴보면,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 혈관성 치매 집단은 정상 노인 집단이나 알츠하
이머형 치매 집단에 비해서 적은 전환 수를 나타내었다. 군집 크기도 정상 노인 집단에 비해서 더 작았
으나 알츠하이머형 치매 집단과는 군집 크기에 있어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집단
은 정상 노인 집단과 혈관성 치매 집단에 비해서 더 많은 반복 오류를 나타내었지만, 군집 크기와 전환
수에 있어 정상 노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세 집단 모두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 침입
오류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 혈관성 치매 집단은 정상 노인 집단과 알츠하이머형 치매 집단에 비해서
적은 수의 정반응을 보였고 정상 노인 집단에 비해서 군집 크기와 전환 수가 적었으며 더 많은 침입
오류를 나타내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집단은 혈관성 치매 집단보다 많은 정반응 수를 나타내었으나
군집 크기, 전환 수 및 침입 오류에서는 두 치매 집단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의미 유창성 검사
에서와는 달리 반복 오류에 있어서는 세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매 심각도에 따른 환자 집단간의 수행을 비교하고자 CDR 점수에 근거하여 각 환자 집단을
‘매우 경한 수준’과 ‘경한 수준’으로 나눈 후 성별과 연령을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혈관성 치매 집단과 알츠하이머형 치매 집단 모두에서 치매가 심해질수록 의미 유창
성 검사(F(1,

95)

= 24.28, p < .001)와 음소 유창성 검사(F(1,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의 전환 수가 감소한다(F(1,

95)

95)

= 13.27, p < .001)의 정반응 수가 줄어들고,

= 7.20, p < .01)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또한 치매 진

단과 치매심각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음소 유창성 검사의 전환 수(F(1,
(F(1,

95)

95)

= 4.09, p < .05)와 군집 크기

= 6.95, p < .05)에서 발견되었다(<그림 - 1>과 <그림 - 2> 참조). 이 상호작용 효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주효과 검증 결과, 알츠하이머형 치
매 집단은 치매가 진전될수록 전환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나(F(1,
치매 심각도에 따른 전환 수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F(1,

97)

97)

= 8.06, p < .01), 혈관성 치매 집단은

= .1, ns). 또한 혈관성 치매는 치매 수준

이 ‘매우 경한 수준’에서 ‘경한 수준’으로 진전될수록 군집 크기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알츠
하이머형 치매는 그와는 반대로 치매 수준이 진전될수록 오히려 군집 크기가 증가되는 경향이 관찰되
었으며 ‘경한 수준’에서 두 치매 집단은 유의한 군집 크기의 차이를 나타냈다(F(1,

104

97)

=8.56,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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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음소 유창성에서 치매심각도에 따른 전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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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음소 유창성에서 치매심각도에 따른 군집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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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유창성 과제 수행 비교
혈관성 치매(VD) 알츠하이머형 치매 정상 노인(ＮE)
(N = 57)
(DAT)(N = 44)
(N = 66)

F(2, 162)

Contrast

의미 유창성
정반응 수

9.82(3.81)

9.73(3.27)

16.50 (4.25)

64.36***

NE > VD = DAT

군집 크기

1.76(1.08)

2.19(2.05)

2.56(1.60)

4.6*

NE > VD, VD = DAT,
NE = DAT

전환 수

4.37(1.64)

4.98(2.86)

5.64(2.04)

6.08**

NE = DAT> VD

*

1.33(1.98)

2.27(1.83)

1.17(1.40)

4.7

NE = VD < DAT

정반응 수

11.46(8.0)

13.09(9.16)

25.14(9.70)

47.24***

NE > DAT > VD

군집 크기

1.09(0.98)

1.58(2.40)

2.03(2.07)

3.7*

NE > VD, NE = DAT,
VD = DAT

전환 수

6.95(4.97)

7.30(5.70)

12.55(8.29)

14.68***

NE > VD = DAT

반복 오류

0.93(1.51)

1.25(2.42)

1.18(1.50)

1.17

-

침입 오류

0.63(1.10)

0.45(1.04)

0.08(0.32)

6.4**

NE < VD, VD = DAT,
NE = DAT

38.67(8.53)

34.45(9.92)

47.74(7.18)

36.28***

NE > VD = DAT

105.44(18.76)

71.80(166.71)

81.48(21.07)

2.98

-

반복오류
음소 유창성

K-BNT
K-CWST
***

**

p < .001, p < .01,
평균(표준편차)

*

p < .0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단어 유창성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Troyer, Moscovitch & Winocur (1997)가 제
안한 두 요인인 군집화와 전환능력이 혈관성 치매 환자들과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 간에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군집화는 의미기억과 단어 저장소와 같은 측두엽 처리에 의존하고 전환
은 전략적인 찾기 책략, 인지적 융통성, 이동과 같은 전두엽 처리에 의존한다고 선행연구들(Troyer et
al, 1998a; Troyer et al., 1998b)에서 밝혀졌다. 그러므로 혈관성 치매 환자들은 초기부터 전두엽의 기능
장애를 보이므로 단어 유창성 검사에서 전환 능력의 저하를 나타낼 것이고,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
자들은 측두엽의 손상으로 인해서 의미 기억과 단어 저장소가 손상되어 군집화 능력의 저하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연구 결과 혈관성 치매 집단이 정상 노인 집단에 비해서 의미와 음소 유창성 검사 모두에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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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의미 유창성 과제에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보다 전환 능
력이 더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집화는 정상 노인과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가 거의 유사한 수
준인데 반해 혈관성 치매 환자들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정상노인
보다 더 작은 군집 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의 군집크기가 정상 노인
에 비해 더 작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인데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이 혈관성 치매 환자들이
나 정상 노인에 비해서 반복 오류를 많이 보인 점이 이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군집 크기는 반복 오류 반응도 포함하여 계산되므로 다수의 반복 오류로 인해서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
자의 군집 크기가 증가되었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의 반응 양상을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은 특정 단어를 응답한 직후에 바로 다시 그 단어를 말하는 근접 반복보다는 어떤
단어를 대답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같은 시행에서 그 단어를 다시 반복하는 원거리 반복을
보이고 있었다. 원거리 반복의 오류는 환자들이 자신이 이미 같은 반응을 응답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
고 그 단어를 처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런 경우 같은 반응(반복 오류)은 정반
응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 범주 크기 산출에 여러 번 인정되어 결국 범주 크기를 증가시키는 결과
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저자들의 추론을 실제로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 오류를 포함시키지 않고
군집크기를 다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의 군집 크기가 정상노
인에 비해서 유의하게 더 작음이 확인되었고 두 치매 집단간에서는 군집 크기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F(2,

162)

= 6.53, p < .01, NE: 2.3 ± 1.58, VD: 1.58 ± 1.07, DAT: 1.68 ± 1.63). 반면 혈관성

치매 환자들이 정상노인에 비해서 더 작은 군집 크기를 보인 것은 정상 노인들보다 혈관성 치매 환자
들이 침입 오류를 유의하게 많이 보였다는 사실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 침입 오류가 많으면 당연히 군
집 크기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치매 심각도에 따른 비교에서 혈관성 치매 집단은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 집
단보다 ‘매우 경한 수준’에서 이미 전환 장애를 나타내었고, ‘경한 수준’으로 치매가 진전되어도 전환 장
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소 유창성 검사는 의미 유창성 검사보다 전두엽의 기
능장애에 더 민감한 검사(Coslett et al., 1991)로 알려져 있으며 전환 장애가 전두엽 기능의 장애를 반
영하는 지표임이 이미 여러 선행 연구들(Troyer et al., 1998a)에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혈관성 치매 환자들이 ‘매우 경한 수준’의 치매 단계에서부터 이미 전두엽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반영
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치매가 심해짐에 따라서 음소 유창성 과제에서
전환 능력이 유의하게 저하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치매의 ‘매우 경한 수준’에서
는 전두엽 기능이 유지되나 ‘경한 수준’에서부터는 이미 전두엽 기능의 저하가 시작됨을 시사하는 결과
이다. 이 결과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초기 수준부터 미묘한 집행기능 손상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Chen et al., 2000; Small et al., 2000)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혈관성 치매 환자들은 ‘매우 경한 수준’에서 ‘경한 수준’으로 치매가 진행될수록 음소 군집
크기가 감소하는데 반해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에게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혈관성 치매 환자들의 경우 치매가 진전됨에 따라서 음소의 전환 능력뿐만 아니라 군집 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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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감소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시사한다.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는 같은 결과가 발견되지 않고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만 이런 결과가 발견된 것은 혈관성 치매 환자들의 경우에 치매가 진전됨에 따라서 의
미기억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의미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들에 접근하여 적절한 단어를 인출
하는 효과적인 찾기 책략(Chertkow & Bub, 1990)의 장애로 생각된다. 즉, 전두엽 기능의 장애 때문에
군집 크기가 감소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알츠하이머형 치매에서 군집 크기가 증가한 것은 위
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반복 오류의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결과 혈관성 치매 환자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이 모두 치매의 초기부
터 단어 유창성 검사에서 정상노인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행을 나타내지만, 결함의 기전은 치매 초기
단계부터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혈관성 치매 환자들은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 치매 초기
부터 알츠하이머형 치매보다도 낮은 수준의 전환 능력과 정상 노인의 수준에 못 미치는 군집화 장애를
나타내었다. 또한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보다도 적은 정반응 수를 나타내었
고 치매의 매우 초기부터 전환 장애를 나타내었으며 치매가 조금 더 진전되면 곧 이어 군집화의 결함
도 함께 나타내었다. 반면에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은 의미 유창성 검사에서 많은 반복오류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장애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과도한 반복 오류가 군집 크기를 증가
시켰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또한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는 매우 초기 치매 수준에서는 관찰되지 않았
던 전환 능력의 장애가 치매가 진전되면서 금새 관찰되기 시작하였고 군집 크기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
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두 치매 집단의 변별에 유용한 단서를 종합하면, 의미 유창성 검사
에서는 전환 능력의 장애 여부와 반복오류의 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는 정반
응 수, 치매의 심각도에 따른 전환 능력과 군집 크기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혈관성 치매 환자들의 병소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
에 참여한 혈관성 치매 환자들의 병소가 매우 다양하여 그들을 동질적인 하위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좀 더 많은 환자들을 연구에 포함시킨다면 동질적인 두뇌 병소를 지닌 집
단들로 혈관성 치매 집단을 다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두뇌 병소에 따른 하위 집단들
의 반응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다시 검증하고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
을 밝힐 수 있는 추후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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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ustering and Switching on Verbal Fluency
in Vascular Dementia and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2)
Jaeseol Park
(Dept. of Neurology,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Yeonwook Kang
(Dept. of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Dept. of Neurology,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un Joo Chang
(Dept. of Neurology, KyungHee Neo Medical Center)

Euna Oh
(Dementia Prevention Center,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Kyung Ho Yu, Byung Chul Lee
(Dept. of Neurology,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eficits of clustering and switching processes on
the semantic and phonemic fluencies in 57 vascular dementia (VD), 44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DAT), and 66 normal elderly (NE). All the patients were in very mild to mild level of dementia
(CDR ≤1.0). The subjects were given the tests of phonemic (ㄱ, ㅇ, ㅅ) and semantic fluency (animals).
The following 4 types of scores were obtained from each test: (a) total number of words generated,
excluding errors; (b) mean clustering size; (c) number of switches; and (d) number of errors (repetitions
and intrusion). The results found that both VD and DAT, even at the early stages of dementia, showed
significantly lower performance on the verbal fluency test than the NE did. The types and timing
of deficits in clustering and switching processed between two dementia groups. We discussed their
implications on the differentiation between VD and DAT.
Key Words: verbal fluency test, vascular dementia,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clustering,
switching
2)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grant (HRF-2001-11) funded by Hally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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