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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개발된 ‘한국 실어증 감별진단 검사(Korean 

Test for Differential Diagnosis of Aphasia: KTDDA, 이하 KTDDA)’에 한 공인타당도

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성인 언어장애 환자 10명을 

상으로 최근에 개발된 KTDDA와 임상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라다이스․한국판-

웨스턴 실어증검사(Paradise․Korean version- Western Aphasia Battery: P․K-WAB, 

이하 P․K- WAB)’를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 KTDDA의 중증도와 P․K-WAB의 실

어증 지수(Aphasia Qutient: AQ) 사이의 상관계수 0.863 (p< .01), 중증도와 언어지수

(Language Quotient: LQ)의 상관계수 r = .980 (p< .01)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각 하부

검사 사이에서도 따라말하기(r = .955, p< .01), 이름 기(r = .942, p< .01), 유창성(r = .807, p

< .01), 읽기(r = .793, p< .01), 쓰기(r = .780, p< .01), 청각적이해력(r = .705, p< .05)에서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 KTDDA가 실어증 환자를 진단하는 

공식적인 검사도구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의 P․K-WAB과의 공인타당도의 객관적 검

증을 통해서 향후 실어증 진단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09;14(1);58-69.

핵심어: 실어증, 한국 실어증 감별 진단 검사, 공인타당도, 파라다이스․한국판-웨스턴 실어증

검사

 

Ⅰ. 서 론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표준화된 실어증 진단검사 도

구에는 김향희․나덕렬(2001)의 파라다이스․한국

판-웨스턴 실어증검사(Paradise․Korean version- 

Western Aphasia Battery: P․K-WAB, 이하 K- 

WAB)｣, 정옥란(2006)의  구실어증진단검사(Daegu 

Aphasia Diagnostic Examination: DADE, 이하 

DADE)｣ 그리고 박혜숙(2006)의 한국 실어증 감별진

단 검사(Korean Test for Differential Diagnosis of 

Aphasia: KTDDA, 이하 KTDDA)｣가 있다. 

P․K-WAB은 Kertesz (1979)의 실어증 유형분

류를 기준으로 실어증의 유무와 각 실어증 환자의 수

행력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실어증을 분류할 수 있

고, 실어증 지수(Aphasia Quotient: AQ, 이하 AQ) 

결과를 백분위수로 나타내어 실어증의 심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P․K-WAB의 

경우 각 하부검사와 세 지수 총점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

을 통하여 구인타당도(구성타당도, construct validity)

를 검증하였고, 출판 당시 국내에는 표준화된 실어증 

검사도구가 부재하여 한국판 보스톤 이름 기 검사

(Koren version - Boston Naming Test: K-BNT)

와 P․K-WAB의 하부 검사 중 ‘이름 기’와의 상관

관계를 측정하여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설명하였다.(김향희․나덕렬, 2001). DADE는 1994년

에 출간된 ‘신경언어장애 진단도구’를 표준화하여 수

용력, 표현력, 우반구 기능 및 총점을 z점수로 변환하

고 표준 집단과 점수를 비교하여 잔존 언어능력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고안되었다. 또한 시각과 청

각 자극 이외에 후각과 촉각 자극에 한 인지력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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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다양한 감각양식에 한 문항을 포함하였고 

번안된 검사도구의 한계를 충족하기 위해 한국적 언

어문화를 바탕으로 표준화 되었다. DADE의 경우에

는 예비 연구 과정에서 28명의 실어증환자에게 P․

K-WAB의 전반적인 언어능력과 상관관계를 측정하여  

공인타당도를 설명하였다.(김지채 외, 2005; 정옥란, 

2006). 그리고 표준화 과정에서는 각 하부검사와 수용

력, 표현력, 우반구 기능 점수간의 상관계수 추정을 통

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검사 문항들이 실

어증 환자의 수행력을 평가하는데 타당한가를 평가 

받기위해 각 문항별로 5점 척도의 설문을 언어병리학 

교수 1인과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병원에서 실

어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언어치료사 3명에게 실시

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김지채 외, 2005; 정옥

란, 2006). KTDDA는 Schuell (1965)의 Minnesota 

Test for Differential Diagnosis of Aphasia (이하 

MTDDA)를 이론적 기반으로 제작된 Schuell- 
Sasanuma 실어증 감별진단검사(시안Ⅰ-Ⅲ)｣를 모

체로 하고 있다.(박혜숙, 2006). MTDDA는 최초의 

실어증 평가도구 중의 하나로 말, 언어, 알아듣기, 읽

기. 쓰기 기능을 평가하여 실어증 유무를 판별하고 평

가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접근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장기적인 연구를 위해 제작되었다. 47

개의 하부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 시 기준점과 

천정점(baseline-ceiling)을 가지고 있으며 5가지 유형

으로 실어증을 분류하였다(Brookshire, 2003; Hedge, 

1998; 2001). Schuell- Sasanuma 실어증 감별진단

검사는 1964∼1971년에 걸쳐 276명의 실어증 환자의 

자료를 인자분석 하고, 1978년 최종적으로 100명의 

사례를 상으로 하여 ‘실어증감별진단검사(노인종합

연구소판)’로 표준화 하였다. KTDDA는 일본어로 표

준화된 실어증감별진단검사의 각 검사 항목을 번안하

고, 우리나라의 문화적․역사적 배경, 생활습관, 한국

어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수정하였다. 이 도구는 질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개인의 잔존능력에 근거한 자극력 

있는 치료 방향을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KTDDA

의 경우에는 실어증군과 정상 조군의 검사 수행력을 

판별분석하고 인자분석을 실시하여 실어증 중증도와 

관계있는 4개의 인자를 선정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

하였다(박혜숙, 2006). Crary, Haak & Malinsky

(1989)의 연구에서는 48명의 급성기 실어증 환자에게 

Acute Aphasia Screening Protocol (이하 ASSP)과  

Western Aphasia Battery (이하 WAB)(Kertesz, 

1982)를 실시하여 ASSP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와 ASSP의 총점과 WAB의 AQ, 각각의 하

부검사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타당도(validity)는 학자와 시 에 따라 다른 용어

로 표현되고 그 종류도 변화되어 주로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준거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로 구분된다. 준거타당도는 검사도구의 점수와 어떤 

준거와의 상관계수에 의하여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공인타당도와 예측타당도(pre-

diction validity)가 있다. 공인타당도는 새로운 검사 

도구와 기존에 타당성을 인정받은 검사 도구와의 관

계를 통해서 검증되는 타당도이며, 그 상관계수가 

0.8이 넘으면 공인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성태제, 2005). Williams & Shane (1986)의 연구

에서는 Reitan-Indian Aphasia Screening Test의  

검사 내용을 구성할 때 Boston Diagnostic Aphasia 

Test(이하 BDAE)(Goodglass & Kaplan, 1972)와 

WAB에서의 문항을 채택함으로써 내용타당도가 높

게 나타났다. Crary, Haak & Malinsky (1989)에서

는 WAB이 광범위한 심리측정학적 평가도구로 표

준화된 검사도구이기 때문에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

해 선택하였다(Crary, Haak & Malinsky, 1989). 

또한 WAB은 급성기와 회복기 실어증환자의 연구

에서 쓰인 바 있고 간단하게 숫자로 채점하는 방법

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학적인 평가에 용이하다

고 할 수 있다. Ulatowska et al. (2003)은 성인 실

어증 환자의 담화(discourse)를 WAB과의 상관관계

를 통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공인

타당도가 검증된 P․K-WAB을 통해 KTDDA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여 KTDDA가 표준화된 유용

한 도구로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

려고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강원 지역에 위치한 광

역별 재활병원에 입원 및 내원한 환자들 중 뇌 손상

으로 인해 언어장애 소견을 보이는 환자이고 발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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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개월 이상의 환자로 구성되었다. 남자 환자는 4명, 

여자 환자는 6명 모두 10명이고, 남자환자의 평균연

령은 71세, 여자환자의 평균연령은 55세로 전체 환자

의 평균 연령은 61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 5명, 

중학교 졸업 2명, 고등학교 졸업 2명, 학교 졸업 1명

이고, 발병 경과월수는 2개월에서부터 40개월까지 다

양하였으며 평균 발병 경과월수는 7개월이었으며 환

자 모두 오른손잡이였다. 상자의 진단명은 뇌출혈

이 6명, 뇌경색이 4명, 좌반구 뇌병변이 8명, 우반구 

뇌병변이 2명이었다(<표 - 1>). 

<표- 1> 상자의 일반  특징 

성별 연령
(세)

학력
경과
월 

(개월)

손
잡
이

병인 병변

박◦◦ 여 32 고졸 4 오 뇌출 SAHa)

유◦◦ 여 29 고졸 40 오 뇌출
Lt. temporal 

lobe

원◦◦ 남 73 졸 3 오 뇌출 Lt. BGb)

이◦◦ 남 67 무학 2 오 뇌경색
Lt. 

hemisphere

송◦◦ 여 68 무학 2 오 뇌출 Lt. BG

최◦◦ 여 82 무학 4 오 뇌경색 Rt. MCAc)

강◦◦ 남 71 무학 2 오 뇌출 SAH

조◦◦ 여 46 졸 12 오 뇌경색 Lt. MCA

김◦◦ 여 75 무학 2 오 뇌경색 pons

박◦◦ 남 71 졸 2 오 뇌출 TBId), SDHe)

a)
SAH: Subarachnoid Hemorrhage, 지주막하 출혈 

b) BG: Basal Ganglia, 기저핵 
c)
MCA:Middle Cerebral Artery territory, 중 뇌동맥

d)
TBI: Traumatic Brain Injury, 외상후뇌손상 

e) SDH: Subdural Hemorrhage, 경막하 출혈

2. 연구 방법 

가.  검사 도구 

1) KTDDA 검사도구의 구성

KTDDA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수와 계산으

로 크게 5가지 영역으로 42개의 하위검사 및 4개의 

참고 과제로 구성되어있다(<표 - 2>). <부록 - 1>에 

각 세부항복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표- 2> KTDDA 검사 구성  수

하부검사 세부항목

듣기
과정

청각 이해

단어의 인지(고빈도어)a)

단어의 인지( 빈도어)

문장의 이해

지시에 따르기
a)

이야기의 이해

청각  기억

단어의 기억

숫자의 기억(순)

숫자의 기억(역)

읽기
과정

독해

한 문자의 청인지

단어(시각 인지)(한자)

단어(시각 인지)(한 )

단어(청각 인지)(한자)

단어(청각 인지)(한 )

문장 독해

지시에 따르기
a)

이야기 독해

음독

한 문자의 음독

단어의 음독(한자)

단어의 음독(한 )

문장의 음독

말하기
과정

따라 말하기 단어-문장의 따라말하기

구두
표

이름 기(고빈도어)
a)

이름 기( 빈도어)

단어 유창성(음)

단어 유창성(의미)
a)

동작그림 말하기a)

그림설명

쓰기과정

숫자쓰기

한 문자의 받아쓰기
a)

단어(한자)의 스스로 쓰기

단어(한 )의 스스로 쓰기
a)

단어(한자)의 받아쓰기

단어(한 )의 받아쓰기
a)

문장의 스스로 쓰기

문장의 받아쓰기

그림 설명

수와 계산

숫자 듣고 바둑돌세기

숫자보고 바둑돌세기

숫자의 청각 인지

간단한 계산

숫자세기

a) 중증도를 평가하는 하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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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DDA의 점수 산정방법은 정오법을 기본으로 

하며 전체 342가지 채점 항목 중 말하기의 그림 설명

과 쓰기의 그림 설명에 해당하는 두 항목만 단계평정

으로 한다. 중증도는 42개 하위검사로부터 실어증의 

표적인 증상을 검색하는 ‘중증도 평정검사’라 하여 

9개의 하위검사를 선택하였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

기 각 하부검사 영역에서 검사항목의 공통성이 0.75 

이상이고 득점 평균이 10점 만점에 5±3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환자의 수행력에 따라 중증도

는 1～9점 최고도, 10～39점 고도, 40～69점 중등도, 

70～100점 경도로 척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듣기

과정의 청각적 이해력, 읽기과정의 독해와 음독, 말하

기과정의 따라 말하기, 구두표현, 구두표현 중의 그림

설명하기, 쓰기과정의 수행력을 각각 백분율(%)로 표

시하고, 종합적인 수행력은 중증도 점수와 총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P․K-WAB 검사도구의 구성

P․K-WAB은 구어언어, 문자언어, 기타 인지기능

으로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하위검사는 29개로, 

<표 - 3>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표 - 3> P․K-WAB 검사 구성  수

하부검사 세부항목

구어
언어

스스로 
말하기

a),b)
내용 달

유창성

알아듣기
a),b)

-아니오 검사

청각  낱말인지

명령이행

따라말하기a),b) 따라말하기

이름 기
a),b)

물건이름 기

통제단어연상

문장완성

문장응답

문자
언어

읽기b)

문장독해

명령

단어-실물 짝짓기

단어-그림 짝짓기

그림-단어 짝짓기

단어식별

자음+모음 ‘ㅏ’식별

쓰기b)

성명, 주소 쓰기

로 그림묘사 하기

자모, 숫자 쓰기

문장 받아쓰기

단어 받아쓰기

한  음 과 숫자 받아쓰기

문장 베끼기

하부검사 세부항목

기타 
인지
기능

동작

구성, 시-공간, 
계산

그림그리기

토막짜기

계산

RCPM

a) 실어증지수(AQ)를 평가하는 하부검사 
b) 언어지수(LQ)를 평가하는 하부검사

P․K-WAB의 점수 산정방법은 환자의 반응에 따

라 단서를 부여하거나 2단계 또는 여러 단계의 평정을 

두어 평정법으로 채점한다. 이렇게 산정된 점수는 실

어증지수(AQ), 언어지수(Language Quotient: LQ, 

이하 LQ), 피질지수(Cortical Quotient: CQ, 이하 

CQ)로 나타난다. AQ는 스스로 말하기, 알아듣기, 따

라 말하기, 이름 기 등의 하부검사의 수행력을 반영

하고 AQ에 읽기와 쓰기 점수가 추가되면 LQ, LQ에 

동작 및 구성․시-공간․계산 영역 모두를 포함하면 

CQ가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어언어의 스스로말

하기의 유창성, 알아듣기, 따라말하기, 이름 기, 문자

언어의 읽기, 쓰기의 수행력을 백분율(%)로 표시하

고, 종합적인 수행력은 AQ, LQ로 분석하였으며 AQ

와 LQ에 포함되는 검사의 총득점을 백분율로 분석

하였다. 

나.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08년 6월부터 7월까지 검사자가  

각 환자들에게 P․K-WAB을 먼저 실시하고 

KTDDA 검사를 이후에 실시하였으며 두 검사 사이

의 기간이 일주일을 넘지 않게 하였다(Crary, Haak & 

Malinsky, 1989). 환자의 반응은 검사 즉시 기록하였

으며, 신뢰도 평가를 위하여 녹화(SONY NP-FP50) 

및 녹음(IAUDIO 5)을 하였다. 

다.  신뢰도

본 연구의 신뢰도는 KTDDA에서 환자의 반응을 

전사한 자료 중 무작위로 20%의 자료를 선택한 후, 

제2연구자가 검사 시 반응의 정반응 여부 및 채점을 

기록, 분석하게 하여 제1연구자의 분석내용과 일치율

을 측정하였다. 신뢰도 평가자도 KTDDA검사 도구

의 채점방법으로 상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치율 측

정 결과 99.6%의 일치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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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료의 통계처리

측정 결과는 SPSS version 14.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두 실어증 검사도구의 각 하부

검사 반응의 수행력에 따른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남정모․최예린․김향희, 

2008). 

Ⅲ. 연구 결과 

1. 실어증 검사도구 수행 결과

실어증환자의 KTDDA와 P․K-WAB의 종합적인 

수행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KTDDA의 중증도 척도의 

원점수와 총득점, P․K-WAB의 AQ, LQ, 총득점을 

적용하였다. 하부검사 영역에서 유창성은 KTDDA의 

구두표현 중의 그림설명하기, P․K-WAB의 스스로 

말하기 영역의 점수를, 청각적 이해력은 KTDDA의 듣

기과정 중 청각적 이해력, P․K-WAB의 알아듣기를 

분석하였다. 그 외 따라말하기, 이름 기 및 읽기, 쓰기

의 경우 동일한 명칭의 하위검사영역을 분석하였다. 모

든 점수는 수행력을 만점에 한 백분율(%)로 환산하

여 분석하였다(<표- 4>).

<표- 4> KTDDA와 P․K-WAB 검사 평균  표 편차

KTDDA (n=10) P․K-WAB (n=10)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반응 
정확도
(%)

유창성 42.0 26.0 52.0 18.87

청각
이해력

70.8 20.21 66.4 23.24

따라
말하기

67.2 36.2 65.5 30.4

이름 기 42.7 22.46 60.1 25.81

읽기 60.8 26.03 42.4 28.99

쓰기 42.5 28.18 39.0 31.56

증도/AQ 49.2 25.59 60.98 20.92

 - /LQ - - 53.2 22.77

총득 (%) 46.1 21.22 64.53 24.78

 

KTDDA는 청각적 이해력, 따라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P․K-WAB보다 좋은 수행력을 보였으며 

유창성영역으로 분석한 그림설명하기와, 이름 기과

제에서는 상 적으로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이는 전

반적으로 각 검사의 채점방법의 차이와 검사문항의 

난이도와 관련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 실어증 검사도구간 상관관계 분석 

KTDDA와 P․K-WAB의 수행력을 기준으로 각 

하부검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 5>와 

같다. 

<표- 5> KTDDA와 P․K-WAB의 상 계

 P․K-WAB

유
창
성

청
각

이
해
력

따
라
말
하
기

이
름

기

읽
기

쓰
기

AQ LQ
총
득

K
T
D
D
A

유창성 .807
** 
.770

** 
.525 .825

** 
.729

*
 .648

*
 .783

** 
.809

**
.730

*

청각
이해력 

.539 .705
*
 .433 .673

*
 .706

*
 .501 .713

*
 .722

*
.638

*

따라
말하기

.220 .677
*
 .955

**
 .473 .079 .033 .658

*
 .407 .480

이름
기

.901** .857** .413 .942** .873** .780** .873** .937** .911**

읽기 .610 .922** .646* .817** .793** .682* .879** .899** .860**

쓰기 .412 .771
** 
.521 .646

*
 .810

** 
.780

** 
.692

*
 .828

**
.764

*

증도 .853
** 
.865

** 
.437 .916

** 
.965

** 
.866

** 
.863

** 
.980

**
.913

**

총득 .735
**
.917

**
.573 .866

**
.939

**
.841

**
.884

**
.981

**
.912

**

*p< .05, **p< .01 

KTDDA 검사의 중증도 점수와 P․K-WAB 검

사의 AQ는 r = .863 (p< .01), LQ는 r = .980 (p<

.01)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각 검사의 총득점의 

상관계수 r = .912 (p< .01)도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각 하부검사의 따라말하기(r = .955, p< .01), 이름

기(r = .942, p< .01), 유창성(r = .807, p< .01), 읽기

(r = .793, p< .01), 쓰기(r = .780, p< .01), 청각적이

해력(r = .705, p< .05)에서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

다. 따라서 KTDDA의 공인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실어증 환자에게 KTDDA와 임상현장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K-WAB의 두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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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전반적인 수행력과 각 하부검사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여 KTDDA의 공인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KTDDA 검사의 중증도 점수와 P․

K-WAB 검사의 AQ와의 상관 계수는 r = .863 (p<

.01), LQ와의 상관계수는 r = .980 (p< .01)로 유의

미한 상관을 보였다. 각 검사의 총득점 간의 상관계수

는 r = .912 (p< .01)이고 하부검사의 경우 따라말하

기(r = .955, p< .01), 이름 기(r = .942, p< .01), 유

창성(r= .807, p< .01), 읽기(r = .793, p< .01), 쓰기

(r= .780, p< .01), 청각적 이해력(r = .705, p< .05)

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KTDDA의 공인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rary, Haak & 

Malinsky (1989)의 경우 ASSP의 검사항목에 읽기

와 쓰기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WAB의 AQ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KTDDA

의 경우 박혜숙 외(2004)와 박혜숙(2005; 2006)에서 

주된 임상지표로 제시된 중증도를 측정하는 검사 영

역에 읽기와 쓰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P․K-WAB

의 AQ와 LQ를 동시에 상관분석하였다. KTDDA의 

중증도와 P․K-WAB의 LQ가 AQ보다 높은 상관성

을 보였으며, AQ와의 상관성도 .8 이상으로 나타나 

KTDDA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각 검사

도구의 총득점과 각각의 하부검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상인 환자군의 특징을 살펴보았

을 때 교육력이 없는 사람이 전체 10명 중 5명이 되는 

것에 감안하여 교육력의 유무에 따른 수행력의 차이

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력 유무에 따라 t-

검정으로 검정한 결과 KTDDA의 중증도는 t = .494

(p = .635), 총득점은 t = .587 (p = .583), P․K-WAB

의 AQ는 t = 1.434 (p = .212), LQ는 t = .715 (p =

.504), 총득점은 t = 1.225 (p = .267)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수행력의 차

이가 각 검사도구의 수행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되어진다(<부록- 2>). 이는 KTDDA

의 경우 6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실어증환자를 상으

로 표준화 하였는데(박혜숙, 2006), 무학의 실어증 환

자에게도 적용 가능함을 시사한다. 

KTDDA와 P․K-WAB과의 중증도와 AQ 점수 

이외에도 총득점에서도 점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각 검사도구의 수행력을 평가하는 방법에 차이를 예

상해 볼 수 있다. P․K-WAB은 단계평정을 하여 부

분점수가 있으며 각 단계에 1점 혹은 2점을 부가하게 

된다. 그러나 KTDDA에서는 정오법(one or none)으

로 채점하여 1점과 0점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손상 영

역에서 점수 차이가 선명하게 들어나는 특징이 관찰

되었다. 예를 들어, 따라말하기와 이름 기 영역에서 

P․K-WAB에서는 수행력과 단서제공에 따른 부분

점수가 주어지지만 KTDDA에서는 일부만 수행하였

어도 ‘0점’으로 처리하게 되어 잔존 능력을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다. DADE의 경우에는 환자의 점수 그 

자체보다는 실어증 환자의 언어능력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반응에 따라 채점 기준을 달리하여 부분 점수

를 주는 평정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채점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환자의 언어능력에 한 중요한 정보이

면서 실제 치료에서 단서 혹은 고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정옥란, 2006). KTDDA와 P․

K-WAB의 이러한 채점상의 차이로 각 검사의 점수 

차이가 산정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표준화된 KTDDA와 P․

K-WAB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공인타당도 검증을 

통해서 KTDDA가 실어증 환자의 실어증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과정

에서 KTDDA와 P․K-WAB의 검사를 일주일 간격

을 두고 차례로 실시하였지만 두 검사의 실시 순서를 

통제하지 않아 검사 순서에 따른 수행력이 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모든 실어

증 환자를 상으로 하였지만 그 수에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두 검사의 실시순서를 통제하고 충

분한 상자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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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 실어증 감별진단 검사의 하 항목의 

듣

기

과

정

청

각

이

해

단어의 인지(고빈도어) 책 산 개 발 귀 화 모자 시계 연필 안경

단어의 인지( 빈도어) 팽이 악어 가마 무당 성황당 타이어 가야  윷 복조리 연등

문장의 이해

1. 어린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2. 사람이 달리고 있습니다.

3. 잠자리가 날고 있습니다.

4. 남자아이가 수 을 하고 있습니다.

5.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6. 고양이가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7. 남자아이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8. 남자분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9. 여자아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0. 여자분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시에 따르기

1. 빗을 상자 속에 넣어주세요.

2. 100원짜리 동 을 성냥 에 놓아 주세요.

3. 빗을 연필 왼쪽에 놓아 주세요.

4. 젓가락을 성냥 오른쪽에 놓아 주세요.

5. 100원짜리 동 을 상자와 연필 사이에 놓아주세요.

6. 밥공기를 성냥과 빗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놓아 주세요.

7. 젓가락과 100원짜리 동 과 성냥을 상자 앞에 놓아 주세요.

8. 연필과 함께 젓가락도 집어 주세요.

9. 젓가락 신 밥공기를 집어 주세요.

10. 100원짜리 동 을 상자 속에 놓은 다음, 연필을 집어 주세요.

이야기의 이해

강화도에 사는 어부 창수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날씨도 좋고 

고기도 많이 잡혔기 때문에 창수는 슬슬 항구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닷물이 몹시 출 거리더니 .....(생략).

1. 이것은 산속에서 일어난 이야기 입니까?

2. 창수는 기차를 타고 나갔습니까?

청

각

 

기

억

단어의 기억

1. 사과-가방

2. 안경-밥공기

3. 가 -물컵

4. 밥공기-가방-안경

5. 사과-가 -물컵

6. 가방-밥공기-안경

7. 사과-밥공기-물컵-가

8. 안경-가방-밥공기-물컵

9. 가 -물컵-사과-밥공기-가방

10. 물컵-가방-밥공기-가 -안경

숫자의 기억(순)

1.5-3

2. 6-9

3. 6-4-3

4. 7-2-8

5. 4-2-7-3

6. 7-5-8-3

7. 6-1-9-4-7

8. 3-9-2-4-8

9. 5-9-1-7-4-2

10. 4-1-7-9-3-8

숫자의 기억(역)

1. 2-4

2. 5-8

3. 6-2-9

4. 4-1-5

5. 3-2-7-9

6. 4-9-6-8

7. 1-5-2-8-6

8. 6-1-8-4-3

9. 5-3-9-4-1-8

10. 7-4-2-8-5-3

읽

기

과

정

독

해

한 문자의 청인지 다 나 소 기 가 모 도 츠 스 그

단어(시각 인지)(한자) 冊 山 犬 足 耳 電話 帽子 時計 鉛筆 眼鏡

단어(시각 인지)(한 ) 책 산 개 발 귀 화 모자 시계 연필 안경

단어(청각 인지)(한자) 冊 山 犬 足 耳 電話 帽子 時計 鉛筆 眼鏡

단어(청각 인지)(한 ) 책 산 개 발 귀 화 모자 시계 연필 안경

문장독해
1. 자다 2. 달리다 3.날다 4. 수 하다. 5.울다

6. 먹다 7. 마시다 8. 읽다 9. 노래하다 10.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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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읽

기
과
정

독

해

지시에따르기

1. 빗을 상자 속에 넣어주세요.
2. 100원짜리 동 을 성냥 에 놓아 주세요.

3. 빗을 연필 왼쪽에 놓아 주세요.
4. 젓가락을 성냥 오른쪽에 놓아 주세요.
5. 100원짜리 동 을 상자와 연필 사이에 놓아주세요.

6. 밥공기를 성냥과 빗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놓아 주세요.
7. 젓가락과 100원짜리 동 과 성냥을 상자 앞에 놓아 주세요.
8. 연필과 함께 젓가락도 집어 주세요.

9. 젓가락 신 밥공기를 집어 주세요.
10. 100원짜리 동 을 상자 속에 놓은 다음, 연필을 집어 주세요.

이야기독해

음
독

한 문자의 음독 소 다 나 기 도 가 모 스 그 츠

단어의음독(한자) 冊 山 犬 足 耳 電話 帽子 時計 鉛筆 眼鏡

단어의음독(한 ) 책 산 개 발 귀 화 모자 시계 연필 안경

문장의 음독

1. 어린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2. 잠자리가 날고 있습니다.
3.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4. 남자아이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5. 여자아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말

하
기
과

정

따
라
말

하
기

단어․문장
따라말하기

1.낚시질

2. 물을 주세요.
3. 꽃이 피어 있습니다.
4. 어린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5. 까치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6. 담배를 피우는 일은 지되어 있습니다.
7. 바람이 심하니까 불씨에 주의해 주세요.

8. 만일 이 비가 계속 내린다면, 홍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9. 여름 동안에 몸을 단련시켜 두면, 겨울이 되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10. 역은 이 길로 바로 가서, 최 의 사거리를 오른쪽으로 꺾은 곳에 있습니다.

구
두
표

숫자세기 1 2 3 4 5 6 7 8 9 10

이름 기(고빈도어) 책 산 개 발 귀 화 모자 시계 연필 안경

이름 기( 빈도어) 팽이 악어 가마 무당 성황당 타이어 가야  윷 복조리 연등

단어유창성(음) ‘가’, ‘다’의 자를 제시하고 이 자로 시작되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어유창성(의미)
‘동물’의 자카드를 제시하고 “동물의 이름을 될 수 있는 로 많이 말해주세요.”
‘집안’의 자카드를 제시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의 이름을 될 수 있는 로 많이 
말해주세요.”

동작그림말하기
동작 그림카드를 보여주고 “이 그림을 주세요. 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자다 2. 달리다 3.날다 4. 수 하다. 5.울다

6. 먹다 7. 마시다 8. 읽다 9. 노래하다 10. 쓰다

그림설명
정경화를 보여주고 “이 그림의 설명을 해주세요. 가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
까. 이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로 많이 말해주세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쓰기
과정

숫자쓰기 1 2 3 4 5 6 7 8 9 10

한 문자의 받아쓰기 다 나 소 가기 모 도 츠 스 그

단어(한자)의 스스로쓰
기

冊 山 犬 足 耳 電話 帽子 時計 鉛筆 眼鏡

단어(한 )의 스스로쓰
기

책 산 개 발 귀 화 모자 시계 연필 안경

단어(한자)의 받아쓰기
冊 山 犬(개견) 足(발족) 耳(귀이)
電話 帽子 時計 鉛筆 眼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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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교육력 유무에 따른 각 검사도구의 수 차이

교육력 평균 표 편차 t

KTDDA

증도
무 53.6 15.20 

0.494
*

유 44.8 36.84 

총득
무 50.4 11.53 

0.587
* 

유 41.8 30.77 

P․K-WAB

AQ
무 70.4 9.30 

1.434* 
유 51.5 27.99 

LQ
무 58.7 13.69 

0.715* 
유 47.6 32.09 

총득
무 74.3 16.06 

1.225* 
유 54.6 32.15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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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Korean Tes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Aph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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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standardized “Korean Tes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Aphasia (KTDDA).”
Methods: For concurrent validity, 10 aphasic patients were evaluated with the recently 
developed KTDDA and the Paradise․Korean type-Western Aphasia Battery (P․K-WAB). 
Result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verity of the KTDDA and the aphasia quotient (AQ) 
of the K-WAB was significant (r = .863, p < .01).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verity of the 
KTDDA and the language quotient (LQ) of the K-WAB was also significant (r = .980, p <
.01). The repetition subtest (r = .955, p < .01), the naming subtest (r = .942, p < .01), the 
fluency subtest (r = .807, p < .01), the reading subtest (r = .793, p < .01), the writing subtest 
(r = .780, p < .01), and the auditory comprehension subtest (r = .705, p < .05) between the 
KTDDA and the K-WAB also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Discussion & 
Conclusion: We determined that the KTDDA is the official standardized tool in the 
assessment of aphasia, and its clinical usefulness is based on its concurrent validity with the 
K-WAB.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9;14;58-69)

Key Words: aphasia, Korean Test for Differential Diagnosis of Aphasia(KTDDA), concurrent 
validity, Paradise-Korean type-the Western Aphasia Battery(P․K-W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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