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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특발성 파킨슨병(IPD), 다계통위축(MSA), 진행핵상마비(PSP)는 유사한 임상

적 증상으로 초기 감별진단이 어렵다. 본 연구는 세 환자 군에서 나타나는 생성이름 기 능력

의 특성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IPD 환자 16명, MSA 환자 10명, PSP 환자 8명과 연령

과 교육수준을 일치시킨 19명의 정상 성인의 생성이름 기 능력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생성

이름 기 능력은 의미, 음소, 동사 과제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각 집단의 면이름 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K-BNT (Korean version-Boston Naming Test)를 함께 실시하였다. 결과:  
면이름 기 능력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생성이름 기 능력에서는 음소, 

의미과제에서 세 환자집단 모두 정상집단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였다. 그러나 동사과제의 경우  

MSA 집단은 정상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IPD 및 PSP 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였고 그 차이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세 환자

집단 모두 정상 성인 집단에 비해 생성이름 기 능력이 저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IPD 

및 PSP 환자집단에서 동사 생성이름 기 능력이 더 큰 폭으로 저하된 양상은 이들 질환이 전두

엽-선조체 병태생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514-549.

핵심어:  생성이름 기, 파킨슨병, 다계통위축, 진행핵상마비, 전두엽-선조체 병태생리

Ⅰ. 서 론

특발성 파킨슨병(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이하 IPD)과 다계통위축(multiple system atrophy, 이

하 MSA), 진행성핵상마비(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이하 PSP)와 같은 파킨슨플러스 증후군은 운동

장애(akinetic), 강직(rigid) 등과 같은 유사한 파킨슨증

(parkinsonism)을 주 증상으로 하는 퇴행성 신경계 질

환(neuro-degenerative disease)이다(Litvan et al., 

2003). IPD는 도파민 생성 저하로 유발되는 만성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중뇌에 위치한 흑색질(substantial-

nigra)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떨림(tremor), 운동완서(bradykinesia), 자세불안

정(postural instability), 강직성(rigidity) 등이 표적

인 증상으로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두엽 기능의 

장애를 보이기도 한다(Jankovic, 2008). 또한 기억, 시

공간 기능 및 집행 기능(executive function) 의 문제가  

IPD 질환 초기부터 나타날 수 있으며(Levin & Katzen, 

1995) 전두선조체(frontal-striatal) 결함 또한 빈번히  

관찰된다(Lees & Smith, 1983; Taylor, Saint-Cyr & 

Lang, 1986).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의 표적인 질환으로 MSA

와 PSP를 들 수 있는데 MSA는 주로 30세 이후에 발

병하는 신경계의 산재성 변성으로 IPD 및 PSP와 유

사하게 선조체 병태생리 및 흑질선상체(nigrostriatal)

의 도파민 생성 문제에서 비롯되나(Brooks et al., 1990), 

올리브핵, 뇌교, 소뇌 및 척수를 포함하여 IPD에서보다  

광범위한 손상을 보일 수 있으며 점진적인 신경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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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교증(gliosis), 파킨슨 증상과 소뇌 및 자율신경계  

기능장애 등이 나타난다. 선행 연구들에 의해 보고된 

바에 따르면 MSA 환자들에서도 IPD 환자와 마찬가

지로 집행 기능 저하를 포함한 인지기능 손상이 동반되

기도 하지만(Pillon et al., 1995; Robbins et al., 1994)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어유창성 및 자유회상 과제

에서만 드러나기도 한다(Bak et al., 2005a; 2005b). 

PSP는 Steele, Richardson & Olszewski (1964) 의해  

첫 임상사례가 보고된 희귀 퇴행성 질환으로 기저핵, 

뇌간, 뇌피질 및 소뇌 치상핵에 축적된 타우단백질

(tau protein)에 의한 점진적인 신경교세포(neuroglial 

cells)의 괴사로 인해 발생한다. IPD에 비해 발병 초기

부터 균형상실, 성격변화, 운동완서, 핵상안구운동마

비 등의 소견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Maher, Smith 

& Lees, 1985) 전두엽 기능손상의 정도가 심하고 치매  

유병률도 상 적으로 높다(Monza et al., 1998; Pillon 

et al., 1991; Robbins et al., 1994).

위 질환들의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운동기능 손상

이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흔히 동반되며, 주요 임상적 

증상이 중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발병 초기에 정확

한 감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

지기능 저하의 진행 양상이 세 집단에서 서로 다르다

는 연구 결과는 감별 진단에 유용할 것으로 주목되었

다(Cohen & Freedman, 1995; Lees & Smith, 1983; 

Pillon et al., 1995; Pillon, Dubois & Agid, 1996; Robbins 

et al., 1994). 인지기능 손상을 반영하는 지표로는 집행  

기능, 기억, 시각운동 등이 있으며 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선잇기검사(trail making test), 자유회상검사(free 

recall test), 구어유창성 검사(verbal fluency test)와 

같은 다양한 신경심리학적 검사가 고안되었다. 집행 

기능이란 인지적 통제 기제로서 행동의 계획 및 개시, 

추상 및 개념적 사고, 부적절한 행동의 통제, 적절한 감

각정보의 선택 등을 포함한다(Stirling, 2002). 특히 구

어유창성 검사는 전두엽과 관련된 집행 기능을 측정

할 수 있으며 실시 방법이 간편하여 여러 환자집단을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폭넓게 사용되는 구어

유창성 과제는 특정 소리로 시작되는 단어를 산출하

는 ‘글자(letter)/음소(phonemic) 과제’와 동물이나 가

게 물건 등 주어지는 주제에 한 단어를 산출하는 ‘범

주(category)/의미(semantic) 과제’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주로 전두엽, 후자는 주로 측두엽 기능

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Henry & Crawford, 

2004). 그에 따라 파킨슨증을 보이는 환자들은 전자에

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후자에서 심한 어려움을 보

일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Henry & Crawford (2004)

가 실시한 파킨슨증 환자들의 구어유창성 연구들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그와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어 왔으며 특정 뇌영역과의 

연관성은 검증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IPD, MSA, PSP 환자들은 음소 및 의미범주의 구

어유창성 과제에서 어려움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Azuma et al., 1997; Cooper et al., 1991; Gotham, 

Brown & Marsden, 1988; Milberg & Albert, 1989; 

Pillon et al., 1995; Troster et al., 1995). Lange et al.

(2003)은 IPD, MSA, PSP 환자들을 상으로 집행 기

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

든 집단은 구어유창성, 문제해결 및 작업기억 측면에

서 정상집단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한편, 환자집

단 간 비교에서 IPD와 MSA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PSP 집단의 경우 음소 및 의미 

범주의 구어유창성 과제에서 상 적으로 더욱 저하된 

양상이 관찰되었다. 위 연구자들은 또한 집단변별분석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을 통해 구어유창성  

과제로 세 환자집단을 우연수준 이상으로 유의미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Piatt et al. (1999a; 1999b)은 음소 및 어휘/의미 범

주의 과제 이외에도 동사범주의 생성이름 기(action / 

verb fluency) 능력이 전두엽-선조체 병태생리에 더 

민감하다고 주장하였다. 어휘/의미 유창성 과제보다 

동사 유창성 과제에서의 수행 결과가 치매를 동반한 

파킨슨 환자집단을 정상집단 및 비치매 파킨슨 환자집

단으로부터 구분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에서였다. IPD 

환자들의 이름 기 능력에 관한 연구는 영어권을 중

심으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IPD, MSA, 

PSP 환자집단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

다(Cohen & Freedman, 1995; Henry & Crawford, 

2004; Lees & Smith, 1983; Pillon et al., 1995; Pillon, 

Dubois & Agid, 1996; Robbins et al., 1994). 특히 

국내의 경우 신경학적 퇴행성 운동질환 상자들에게 

생성이름 기 과제를 실시한 결과는 보고된 바가 없

으며, 동사 생성이름 기 능력에 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동 및 인지기능 장애의  

정도를 통제한 IPD, MSA, PSP 집단의 환자를 상

으로 구어유창성(이하 생성이름 기) 능력 검사를 음

소와 의미 과제뿐만 아니라 동사 과제를 포함하여 시행

하고 그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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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

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또는 외래로 방문한 이들 중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말-언어장애 평가에 의

뢰된 IPD 환자 16명, MSA 환자 10명, PSP 환자 8명

이었다. 선정된 모든 환자는 초졸 이상 학력이었으며 

뇌졸중 등 다른 뇌신경계 질환과 합병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였고 심한 마비말장애로 단어수준의 말명료

도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세 환자집단 간 

운동기능장애의 중증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파킨슨병 

등급척도(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이하 UPDRS)의 세부항목 중 강직성과 운동완서 항

목의 점수를 이용하였고,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2, 31) = 3.188, p> .05).

정상집단은 나이 및 교육 수준에서 환자집단과 차

이가 나지 않도록 연령 와 평균을 일치시켰으며, 뇌

손상 및 정신적 질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정상 

성인 19명으로 구성하였다. 각 집단 간 연령 및 교육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F(2, 31) = .137, p> .05)과 교육 수

준(F(2, 31) = 1.445, p> .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 집단의 상세 정보는 

<Table - 1>에 제시하였다.

<Table -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ean±SD)

groups
sex

(male/
female)

age
years of 
education

POT
(month)

UPDRS 
score

IPD (N=16)  12 4
62.56
±6.53

11.25
±3.66

82.88
±65.35

8.97
±5.41

MSA (N=10)  5 5
62.40
±7.04

10.40
±3.84

31.20
±25.48

15.40
±12.73

PSP (N=8)  7 1
64.25
±12.30

13.25
±3.15

50.00
±43.99

5.56
±6.82

Normal (N=19)  5 14
63.32
±5.46

10.68
±3.96

- -

2. 자료 수집 

말-언어평가는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진료실에서 

검사자와 일 일로 시행되었고 언어 자료는 오디오테

이프에, 말 자료는 디지털 녹음기에 기록하였다. 상

자들의 생성이름 기 능력은 의미, 음소, 동사 범주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의미 과제에서는 동물과 가게물건 

이름을 각각 1분 간 최 한 많이 산출하도록 지시하였

다. 음소 과제에서는 /ㄱ/, /ㅇ/, /ㅅ/으로 시작하는 단

어를 각각 1분 간 최 한 많이 말하도록 하였다. 동사  

과제에서는 사람의 동작 또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를 

1분 간 최 한 많이 산출하도록 하였다. 각 과제별로 

시간 내에 적절하게 생성된 단어 수를 기록하였고, 중

복되거나 범주를 벗어난 응답은 제외되었다. 모든 검

사는 한 회기 내에 진행되었으며 <Table - 2>에 범주

별 생성이름 기 과제의 예를 제시하였다.

또한 상자들의 면이름 기 능력을 알아보기 위

해 한국판 보스톤 이름 기 검사(K-BNT)(김향희․

나덕렬, 1997)(이하 K-BNT)를 실시하였다. K-BNT 

검사는 총 60개의 흑백선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그 이름을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추가로 상자들의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강연욱․나덕렬․

한승혜, 2006)(이하 K-MMSE) 점수도 수집하여 비교

하였다. 

<Table - 2> Examples of generative naming tests

tasks instruction answers

semantic

“Name as many animals /

supermarket items as possible 

for one minute(each).”

animal: dog, 

cat, lion, 

tiger…

phonemic

“Produce as many different 

words as possible beginning with 

the letter /p/ for one minute except 

personal name or place name. 

(when subject can’t start 

voluntarily, provide 2-3 examples). 

Now, produce as many as possible 

beginning with the letter /k/”

/k/: 

kabang(bag),

kicha(train),

kom(bear)…

verb

“Tell as many different things as 

possible that people do for one 

minute. For example, SLEEP, 

EAT and so on”

run, speak, 

sit,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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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생성이름 기의 측정에서 의미과제와 음소과제의 

채점 기준은 강연욱 등(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기

준을 그 로 적용하였으며, 동사 과제의 경우는 기존 

연구(Piatt, 1999a; 1999b)를 참조하였다. 동사의 종

류나 어미, 시제에 관계없이 산출된 개수의 합을 정반

응 수로 처리하였다(예: 잡히다, 놀았다, 가고 있다, 공

부하다→ 4개). 단, 동사의 기본형을 중심으로 어미만 

변화시킨 형태로 산출될 경우 한 개의 정반응으로 처

리하였다(예: 간다, 가고 있다, 가본다→ 1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종속변수는 생

성이름 기 검사를 통해 수집된 범주별 산출 단어 수

로, 의미와 음소 범주 과제는 하위 항목(의미 범주의 

경우 동물이름과 가게물건) 각각에 한 응답을 합산

한 뒤 그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동사 범주 과제

는 총 반응 수를 그 로 취하였다. 각 집단별 과제 범주

(의미, 음소, 동사)에 따라 각 집단(IPD, MSA, PSP, 

정상)의 수행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연령

과 교육년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일반선형모형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한 분산분석을 시행하

였으며, 각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집단별 이름 기능력 및 인지능력에 한 기술통

계는 <Table - 3>과 같다. 먼저 각 집단의 전반적인 

특성에 한 분석에서 정상집단과 IPD, MSA, PSP 

환자집단 간에 연령 및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 환자집단 간에는 IPD 집단의 발병 

후 기간(개월)이 가장 길었고(82.88±65.35) MSA 집단

의 UPDRS 점수가 다른 집단들에 비해 가장 높았으

나(15.4 ± 12.73)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K-MMSE 점수에서도 환자집단 간의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K-BNT검사의 과제 수행에 한 분석  

결과, 네 집단 간 면이름 기 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 3> Descriptive data of generative /confrontation 
naming tests and cognitive screening test
(mean±SD)

groups
generative naming task

K-BNT K-MMSE
semantic phonemic verb

IPD
(N=16)

13.53
± 5.28

6.56
± 3.66

6.75
± 3.51

45.25
± 8.99

26.90
± 2.42

MSA
(N=10)

12.60
± 2.73

5.47
± 1.62

7.00
± 2.06

48.10
± 6.66

27.20
± 1.79

PSP
(N=8)

11.06
± 5.54

4.54
± 2.75

6.50
± 2.98

44.25
± 8.91

26.00
± 3.28

Normal
(N=19)

17.58
± 2.83

9.28
± 3.46

9.37
± 3.99

48.95
± 6.80

-

한편, 생성이름 기 검사 결과, 전반적인 생성이름

기 능력에는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각 

과제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Table - 4>와 같이 의

미, 음소, 동사 과제에서 모두 유의미한 집단간의 차이

가 나타났다. 

<Table - 4> Results of ANCOVA for generative naming 
tests

type source
type Ⅲ 
SS

df
mean 
square

F

total

age 302.189 1 302.189 4.199

education 234.443 1 234.443 3.258

group 1757.870 3 585.957 8.143
**

error 3382.059 52 71.959

semantic

age 54.824 1 219.294 3.395

education 17.614 1 70.454 1.091

group 342.014 3 456.018  7.059
**

error 759.077 47 64.602  

phonemic

age 13.740 1 13.740 1.495

education 45.100 1 45.100 4.909

group 197.164 3 65.721  7.153**

error 431.829 47 9.188  

verb

age 39.344 1 39.344 3.619

education 19.351 1 19.351 1.780

group 95.274 3 31.758  2.921
*

error 3796.000 47 10.872  
*
p< .05, 

**
p< .01

생성이름 기의 각 과제별로 나타난 집단 간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환자 집단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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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ntic  phonemic  verb

contrast 
estimate

SE p  
contrast 
estimate

SE p  
contrast 
estimate

SE p

IPD-Normal -8.492 2.735 .003  -8.752 3.094 .007  -2.805 1.122 .016

MSA-Norma -10.129 3.145 .002  -11.420 3.558 .002  -2.432 1.290 .066

 PSP-Norma -13.589 3.482 .000  -15.992 3.940 .000  -3.187 1.428 .031

<Table - 5> Results of contrast test between group for each task (K Matrix)

상 집단과의 차이만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Table -

5>에 제시하였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음소와 의미 과

제의 경우 모든 환자집단의 수행이 정상 성인 집단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였다(p< .05). 그러나 동사 과제

의 경우 MSA 집단은 정상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IPD 및 PSP 집단의 수행만은 정상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5).

Ⅳ. 논의 및 결론

특발성 파킨슨병(IPD)과 MSA, PSP와 같은 파킨

슨플러스 증후군은 운동기능 손상과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이다. 이 질환들은 주요 

임상적 증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잦아 정확한 감별 진

단이 어렵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IPD, MSA, PSP 

세 환자집단의 범주별 생성이름 기 능력을 살펴보

고, 나아가 집단 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하

여 임상적 감별 진단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운동기능장애와 인지기능장애의 정도, 

그리고 연령과 교육수준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IPD 

환자 16명, MSA 환자 10명, PSP 환자 8명과 연령과 

교육수준을 조한 정상성인 19명을 상으로 하였으

며 네 집단은 면이름 기 능력에서도 차이가 없었

다. 각 상자에게 의미, 음소, 동사 범주의 과제를 이용

하여 생성이름 기 능력을 측정한 결과, 전반적인 생성

이름 기 능력은 정상 성인 집단에 비해 각 환자집단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PD, MSA, PSP 환자

들이 음소 및 의미범주의 구어유창성 과제에서 어려움

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

였다(Azuma et al., 1997; Cooper et al., 1991; Gotham, 

Brown & Marsden, 1988; Lange et al., 2003; Milberg 

& Albert, 1989; Pillon et al., 1995; Troster et al., 

1995).

과제별 수행 특성을 살펴보면, 음소와 의미 과제의 

경우 모든 환자집단의 수행이 정상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생성이름 기 능력이 유의미하

게 저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환

자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연구를 살

펴보면, 인지기능검사에서 주의(attention), 과제전환

(set shifting), 범주화(categorization) 능력 등을 포

함한 전반적인 수행은 PSP 집단에서 가장 낮았으며 

IPD와 MSA 집단은 체로 유사한 양상이었고 구어

유창성 검사(verbal fluency test)에서는 IPD, MSA, 

PSP 환자집단 순으로 유의미하게 저하되는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Soliveri et al., 2000). 다

른 연구들에서도 IPD, MSA 집단의 인지기능 저하 

양상은 유사하며 PSP 집단에서 상 적으로 손상이 

두드러진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Maher, Smith & 

Lees, 1985; Monza et al., 1998; Pillon & Dubois, 

1992; Pillon et al., 1991; Testa et al., 1993), 이에 

해 일부 연구자들은 PSP의 경우 기저원인인 선조시

상피질(striatalthalamocortical) 손상에 의해 전운동

(premotor) 또는 전전두엽(prefrontal) 회로가 차단됨

에 따라 광범위한 인지기능이 영향을 받게 되는 반면

(Agid et al., 1987) MSA와 IPD 집단은 상 적으로 

침범되는 뇌영역이 적다고 해석하였다(Pillon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환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세 질환 집단 간 

파킨슨증의 중증도 및 인지기능에 차이가 없도록 통

제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상자 수가 제한

적인 점도 중요한 요인이었을 수 있다.

한편, 동사범주 과제의 경우, MSA 집단은 정상 성

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IPD 및 

PSP 집단의 수행은 정상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동사 과제가 음

소나 의미 과제를 이용한 생성이름 기 능력 검사에 

비해 질환 집단의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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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동사범주의 생성이름 기

(action/verb fluency) 능력이 전두엽-선조체 병태생

리에 더 민감하다는 주장(Piatt et al., 1999a; 1999b)

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 결과는 MSA 환자 집단에 비

해 IPD와 PSP 환자들이 전두엽-선조체 기능의 결함

이 심하다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MSA 환자들에게 IPD 환자와 마찬가지

로 집행 기능 저하를 포함한 전두엽의 기능 손상이 동

반되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상 적으로 경미하다는 기

존 연구의 견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Bak 

et al., 2005a; 2005b; Pillon et al., 1995). 또한 Robbins 

et al. (1994)의 연구에서 IPD, MSA, PSP 집단의 전

두엽 기능은 공통적으로 저하되었으나 그 특성은 서로 

다름이 보고된 바와 같이 세 질환의 기저에 존재하는 

전두엽-선조체 병태생리의 미묘한 차이가 반영된 것

일 수 있다. 

IPD와 PSP 집단의 경우, 본 연구의 동사 과제에서

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두 질환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전두엽 또는 전두엽-선조체 병태생리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연령과 중

증도를 일치시킨 IPD와 PSP 집단의 전두엽 기능을 

비교한 연구에서 PSP 집단의 수행이 낮은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Dubois, 1988; Pillon et al., 1991). 따라

서 두 집단의 세부 특성에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운동기능 및 인지기

능장애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MSA, IPD, 

PSP 환자집단을 선정하고 각 환자집단과 연령 및 교

육정도를 일치시킨 정상집단에서 면이름 기 과제

에서는 능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생성이름 기 

능력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모든 환자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생성이름 기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

하된 결과를 보였으나 세 환자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셋째, 과제별로 살펴보면 의미 및 음소과

제에서는 세 환자집단이 모두 정상집단에 비해 저하

된 능력을 보였으나 동사 과제에서는 IPD, PSP 환자

집단에서만 정상집단에 비해 저하된 능력을 보였고 

MSA 집단은 정상집단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정상집단을 포함한 네 집단의 면이름 기 능

력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생성이름 기 능력에서

는 차이를 보였다는 점은 생성이름 기 과제가 세 퇴

행성 신경계 질환이 지닌 과제 수행의 어려움을 적절

히 반영하는 도구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IPD 및 PSP 환자집단에서 동사 생성이름 기 능력이  

더 큰 폭으로 저하된 양상은 이들 질환이 전두엽-선

조체 병태 생리와 관련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세 환자집단의 특성을 구분하

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

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별로 

상자 수가 동일하지 않았고, 그 수가 적어 결과를 일

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인지기능에 관한 측

정치로 K-MMSE 점수를 수집하였으나 이 검사는 인

지기능에 한 간이검사로서 추후 연구에서는 전반적

인 인지 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영역별 수행력과의 연관

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생성이름 기의 수행

특성에 한 질적 분석도 각 집단별 특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토 로 생성

이름 기 과제를 퇴행성 신경질환의 감별진단 및 조기 

발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후 근거기반(evidence- 

based)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사례를 수집하고 그 

효과를 반복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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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IPD), 
multiple system atrophy (MSA), and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PSP) is difficult because 
the clinical symptoms of these disorders frequently overlap. Recent studies suggested that verb 
fluency task is sensitive to the fronto-striatal pathophysiology. The present study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tive naming (GN) abilities including verb fluency in each group of patients.
Methods: The GN ability of each group of patients (16 patients with IPD, 10 with MSA, and 8 with
PSP) was compared with 19 normal subjects matched for age and education. GN ability was 
assessed in 3 different categories including semantic, phonemic, and verb fluency tasks. The con-
frontation naming ability of each group was also measured using the K-BNT.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4 groups in age, years of education, and confrontation naming
ability. However, in GN tests, all 3 patient groups performed worse than healthy subjects in both
phonemic and semantic fluency tasks (p < 0.05). In the verb fluency task, the scores were signifi-
cantly lower (p < 0.05) in the IPD and PSP groups than the normal control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SA and normal groups. Discussion &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all 3 patient groups were impaired in the GN ability compared to the healthy normal
group. The greater decline of the verb fluency ability observed only in the patients with PD and 
PSP is probably related to the fronto-striatal pathophysiology associated with these diseas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2;17:541-549)

Key Words: generative naming,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multiple system atrophy,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fronto-striatal pathophys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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