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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compare the degree of change in horizontal and 
vertical handwriting size between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IPD) patients with pro-
gressive micrographia and a control group, and to determine if vertical handwriting can 
reduce the severity of micrographia. Methods: Eleven IPD patients who were at Hoehn and 
Yahr (H&Y) stages 2 and beyond with progressive micrographia were matched to a control 
group by such factors as age,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and handedness. The tasks 
included horizontal as well as vertical writings of a palindrome (“yeobogejeogijeogeboyeo”) 
and a single-syllable sequence (“bobobobobobo”). Results: In the PD group, upon writing 
vertically, the handwriting size of the whole phrase, of one syllable, and of 3-syllable words 
in palindrome was significantly larger in comparison to the horizontal handwriting. Simi-
larly, in case of the single-syllable sequence, the vertical handwriting size of the whole se-
quence, of one syllable, and of 3-syllable words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greater in com-
parison to horizontal writing. Conclusion: Vertical writing instead of horizontal writing may 
help IPD patients to overcome micrographia. In the absence of external cues (e.g., parallel 
lines, square grids, auditory cues), vertical writing would assist the patients in maintaining 
a constant handwriting size in their daily lives.

Keywords: Parkinson’s disease, Micrographia, Degree of change in handwriting size, Verti-
cal handwriting, Horizontal handwriting 

파킨슨병 환자들은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 특정 움직임의 시작

이나 방향의 전환, 세밀한 동작이 요구되는 운동에서 어려움을 호

소한다. 특히 손글씨 쓰기에서는 병의 진전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

체(handwriting)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주로 글자크기가 발병 

전과 비교하여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소자증(microgra-

phia)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소자증이란 쓰기장애의 한 유형으로 필체의 비정상

적인 크기 감소를 의미하며(Letanneux, Danna, Velay, Viallet, & 

Pinto, 2014) 병의 진전이나 운동장애 정도, 인지능력의 결함 정도

에 따라 중증도가 달리 나타난다. 소자증은 의사소통 기능과 밀접

하게 결부되어 있고 해당 증상을 관찰하기 쉽기 때문에 파킨슨병

의 진단과 함께 병의 진전, 의학적 중재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는 도

구로써 임상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Shukla et al., 2012). 

소자증에는 쓰기 수행의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글자의 크기가 

일괄적으로 작게 유지되는 ‘일관적 소자증’(consistent microgra-

phia)과 쓰면 쓸수록 글자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는 ‘점진적 소자증’

(progressive micrographia)으로 분류된다(Letanneux et al., 2014). 

글자의 크기 감소는 환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쓰기 시 스

트레스 상황이 도래하거나 진전(tremor)과 경직(rigidity)에 의해 손

이 영향을 받을 때 크기 축소가 가중된다(Kim, Yoon, & Nam, 2015; 

van Gemmert, Teulings, & Stelmach, 1998). 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부담과 복잡한 동작이 요구될수록 글자의 크기 감소에 보다 큰 영

향을 미치게 된다(Kim, Lee, Park, Lee, & Na, 2005). 

소자증은 일반적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약 50%-60% (Shukla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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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2)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병의 진전 단계 중 초반부터 감지되

는 의사소통 장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파킨

슨병 연구들 가운데, 이에 대한 연구는 2% 내외에 불과하다(Yaza-

wa, Kawasaki, & Ohi, 2003). 또한 소자증에 대한 연구 분야도 해당 

질환에 대한 병리학적인 설명이나 인지적 부담의 경중에 따른 상관

성(Kim et al., 2005; Rosenblum, Samuel, Zlotnik, Erikh, & Schle-

singer, 2013; Van Gemmert, Teulings, & Stelmach, 2001) 혹은 근

육의 경직이나 운동상의 불협응(Van Gemmert et al., 1998)과 결부

시켜 설명하려는 시도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언어병리학계에서는 소자증을 위한 중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실어

증이나 말운동 장애 등 구어를 수단으로 하는 의사소통 증진 연구

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Kim et al., 2015; Kim, Cho, Lee, Na, & Lee, 

199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Ma, Hwang, Chang과 Wang (2013)의 연구에서는 15명의 

점진적 소자증을 보이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기 

진행 방향을 달리할 경우 나타나는 글자의 크기 변화를 연구하였

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正’ (총 5획)이란 글자를 4회씩 반복하여 가

로와 세로로 쓰도록 요구한 후, 각 획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 결

과, 세로쓰기 시 가로획과 세로획의 크기가 정상인과 유사하게 유

지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가 ‘正’과 같이 가로획과 세

로획의 조합으로만 구성된 단 하나의 음절을 반복해서 썼을 때만 적

용되는 문자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음절이 포함

된 구 쓰기에서도 동일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

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점진적 소자증을 나타내는 파킨슨병 환자들의 세로쓰기는 가로

쓰기에 비해, 

1. 구(palindrome) 쓰기에서 

(1) 전체 구의 크기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세부적 음절의 크기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유의미 단어 내 음절의 크기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한 음절(single-syllable sequence) 쓰기에서

(1) 전체 음절 묶음의 크기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세부적 음절의 크기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3음절 단어 내 음절의 크기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특발성 파킨슨병(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IPD) 

환자 중 점진적 소자증을 나타내는 11명과 이들의 연령, 성별, 학력, 

손잡이 등의 조건을 일치시킨 정상군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파킨

슨병 환자군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H&Y 단계(Hoehn 

and Yahr stage)가 2 이상인 IPD 환자들로 대상군을 한정지었다. 

H&Y 단계 1이 제외된 이유는 중요 파킨슨병 임상 증상이 일측성

(unilateral)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쓰기 수행 시 손잡이 위치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자증 유형은 

점진적 소자증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점진적 소자증에 대한 감별 기준으로써 8어절로 구성된 애국가 

첫 소절의 가사 쓰기 수행 시, 글자 크기가 초반부 6음절(‘동해물과 

백두’)에 비해 후반부 6음절(‘우리나라 만세’)에서 27% 이상 감소하

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즉, 정상군의 애국가 쓰기에서 글자 크기의 

평균변화율(±표준편차)이 8.44% (±17.72)인 것으로 분석되어 이

들에 비해 –2 SD를 초과하는 감소율을 보이는 경우를 점진적 소자

증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배경정보 수집단계에서 병력 문진이나 

사전 인터뷰 등을 통해 문맹을 포함하여 진전이나 이상운동증, 마

비 등의 신경학적 혹은 근골격장애로 인해 자발적 쓰기 수행이 불

가능한 환자는 표본 선택 시 제외하였다. 넷째, 평가자의 지시사항

이나 검사 절차 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 Kang, Park, Yu, & Lee, 

2009)를 실시한 후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자만을 본 연구에 포

함시켰다. 최종 선별된 참여자들은 각 대상군마다 동일하게 여자 4

명, 남자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오른손잡이었다.

각 집단 간의 연령, 교육년수, MoCA–K 점수 등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맨 휘트니(Mann-Whitney)검정을 실시한 결

과, 모든 범주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Table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 부담 요

인을 배제하기 위해 단일 자극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소의 배열 형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IPD and normal control groups 

IPD (N= 11) Normal (N= 11) p-value

Age (yr) 64.18 (± 5.86) 63.36 (± 6.53) .748
Education (yr) 13.18 (± 2.40) 13.18 (± 2.40) 1.000
MoCA-K 22.91 (± 2.84) 23.55 (± 1.92) .365
POT (yr) 7.64 (± 4.06) - -
H&Y stage 2.91 (± 0.83) -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IPD=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MoCA-K= 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
tive Assessment; POT= post onset time; H&Y stage= Hoehn & Yahr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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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따른 영향도 최소화시키기 위해 거꾸로 읽더라도 순차적으로 

읽을 때와 같은 음절의 형태로 구성되는 회문의 형식을 차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에게 A0 크기의 기준선이 없는 빈 종이를 제시한 후 첫

째, ‘여보게 저기 저게 보여’ 라는 회문을 구문 내 띄어쓰기를 무시

한 채(‘여보게저기저게보여’) 한 번은 가로쓰기, 다른 한 번은 세로

쓰기로 각각 6회씩 연이어 쓰도록 유도하였다. 과제 수행에 앞서 해

당 구문은 보기로 제시하여 검사자와 함께 3회 반복해서 읽은 뒤, 

베껴 쓰게 하였다.

이어서 한글에서도 가로획과 세로획의 조합으로만 구성된 한 음

절을 반복해서 기재할 경우,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보’가 6음절로 구성된 묶음(‘보보보보보보’)을 6

회씩 반복해서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진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때 앞서 진행한 구 쓰기와 동일하게 해당 구문을 보기로 제시한 후 

검사자와 함께 3회 반복해서 읽은 뒤 베껴 쓰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과제 진행 순서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대상자

들을 반으로 나누어 쓰기 방향을 달리해 과제를 진행하였다. 선행 

그룹의 경우 가로쓰기를 실시한 후 세로쓰기를 진행하였고, 후행 

그룹은 이와는 역순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도하였다. 이 때, 대

상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쓰기 과제 수행 시 나타난 철자 오류는 무시하였

다. 환자군의 경우, 글자의 크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아침 약 복용 후 5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쓰

기 과제 수행을 일괄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글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으로는 2004년에 미국국립보

건원(NIH)에서 개발한 ImageJ를 이용하여 전체 구와 음절의 크기

를 산출하였다. 각 과제에서 측정된 글자 크기들의 변화율(%)은 소

수점 둘째 자리까지 한정지어 계산하였다. 

수집된 쓰기 자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되었

다. 첫째, 전체 구와 전체 음절 묶음의 크기 변화율을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의 각 6회 시

도 중 첫 번째 시도와 마지막 시도에서 기재된 전체 구와 묶음들을 

대상으로 하여 글자 크기의 변화율(%)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시도마다 개별 음절의 최대 세로획 길이(높이)와 최대 가로획 길이

(너비)의 곱을 산출한 후 합산함으로써 전체 구문과 묶음의 크기

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구 쓰기의 한 음절인 ‘여’의 경우 ‘ㅇ’과 

‘ㅕ’ 각 음소의 너비 및 높이에 따라 글자의 전체적인 크기가 달라지

므로 ‘여’에 사각형의 방안선을 만들어 그린 후 이것의 너비와 높이

를 곱하여 개별 음절의 글자 크기(pixel)를 산출하였다. 

둘째,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간의 세부적 음절 크기 변화율을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구의 크기 변화율 산출 시 사용했던 방법

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구 쓰기와 한 음절 쓰기 내 세부적 음절의 크

기 변화율을 산출하였다. 구 쓰기(‘여보게저기저게보여’)의 경우, 

구문 내 첫 번째 등장하는 ‘보’를 대상으로 하여 첫 번째 시도와 마

지막 시도 간의 음절 크기 변화율을 측정하였다. 한 음절 쓰기(‘보

보보보보보’)에서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음절이나 마지막 음절을 

쓸 때 필자들이 멋스럽게 쓰려는 의도에 의해 글자의 크기가 인위

적으로 크거나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음절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음절 묶음 내 두 번째 ‘보’

를 기준으로 하여 첫 번째 시도와 마지막 시도 간의 크기 변화율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쓰기 방향에 따른 글자 크기 변화율의 차이가 문자

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앞서 이용한 동일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음절로 구성된 유의미 단어 내 음

절의 크기 변화율과 한 음절 반복쓰기 내 음절의 크기 변화율을 비

교해보았다. 이를 위해 구 쓰기 과제 중 순수 한글로 구성된 ‘여보

게’ 라는 단어를 대상으로 하여, 각 시도마다 첫 음절 ‘여’와 마지막 

음절 ‘게’의 크기 변화율의 평균을 측정하였다. 이후 한 음절 쓰기 

과제에서도 동일한 위치에 대응되는 첫 번째 음절과 세 번째 음절

을 대상으로 하여 한 음절 반복 쓰기 내 3음절 단어의 음절 크기 변

화율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과제마다 분석 대상이 된 글자 크기 변

화율의 예는 Appendixes 1–6에 제시하였다. 

신뢰도

수집된 자료의 평가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전체 자료의 10%에 

해당하는 2명의 자료를 임의로 선택하여, 언어병리학 전공자이자 

언어치료 경험이 있는 1명의 2차 검사자에게 위에서 언급된 분석 

절차에 따라 결과지를 재분석하도록 하였다. 구 쓰기에서 전체 구 

크기와 세부적 음절의 크기 변화율 및 유의미 단어 내 음절의 크기 

변화율은 각각 평균 92.1%와 89.5%, 91.7%의 일치율을 보였고 한 

음절 쓰기에서는 평균 88.9%와 91.8%, 94.1%의 일치율을 보였다.

통계 처리

본 연구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sion 21)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 쓰기와 한 음절 쓰기

에서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할 때 글자의 크기 변화율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비모수 통계 분석 

방법의 하나인 윌콕슨 부호순위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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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학적 검정에 대한 모든 유의수

준을 .0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구 쓰기에서의 글자 크기 변화율 

전체 구의 크기 변화율 

환자군에서만 가로쓰기에 비해 세로쓰기를 할 때 전체 구의 크

기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3). 즉, 세로쓰기 시 점진

적 소자증을 나타내는 파킨슨병 환자들은 글자 크기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2). 

세부적 음절의 크기 변화율 

 환자군과 정상군 모두 가로쓰기에 비해 세로쓰기를 할 때 세부

적 음절의 크기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환자군은 세로쓰

기 시 글자 크기가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p= .026), 정상군은 글자 

크기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008) (Table 3). 

유의미 단어 내 음절의 크기 변화율

환자군에서 가로쓰기에 비해 세로쓰기를 할 때 유의미 단어 내 

음절의 글자 크기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21) (Table 4).

구 쓰기에서 각 군의 글자 크기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 전체 구

(p< .001)와 세부적 음절(p= .001), 유의미 단어 내 음절의 크기(p=  

.039)의 변화율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able 5).

한 음절 쓰기에서의 글자 크기 변화율 

전체 음절의 크기 변화율 

환자군에서 가로쓰기에 비해 세로쓰기를 할 때 전체 음절의 크

기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3). 즉, 세로쓰기 시 점진

적 소자증을 나타내는 파킨슨병 환자들은 글자 크기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6).

세부적 음절의 크기 변화율 

정상군과 대조적으로 환자군은 가로쓰기에 비해 세로쓰기를 할 

때 세부적 음절의 글자 크기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21) (Ta-

ble 7).

Table 2. Phrase size variation comparison be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handwriting (%)

HH VH
p-value

Median IQR Median IQR

Normal -11.72 15.24 -17.30 13.27 .110
IPD -39.79 51.49 -3.52 57.03 .003**

HH= horizontal handwriting; VH= vertical handwriting; IQR= interquartile range; 
IPD=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p < .01.

Table 3. Syllabic level size variation comparison between horizontal and verti-
cal handwriting of palindrome (%)

HH VH
p-value

Median IQR Median IQR

Normal -2.36 25.46 -21.57 20.74 .008**
IPD -22.90 58.07 -5.88 74.90 .026*

HH= horizontal handwriting; VH= vertical handwriting; IQR= interquartile range; 
IPD=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p < .05, **p < .01.

Table 4. The 3-syllable word size variation comparison be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handwriting of palindrome (%)

HH VH
p-value

Median IQR Median IQR

Normal -25.02 26.50 -17.94 20.35 .182
IPD -52.36 33.12 -30.83 37.69 .021*

HH= horizontal handwriting; VH= vertical handwriting; IQR= interquartile range; 
IPD=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p < .05.

Table 5. Comparison of size variation between normal and IPD groups in 
handwriting of palindrome (%)

Normal IPD
p-value

Median IQR Median IQR

Whole phrase 6.66 12.42 -34.91 32.58 < .001***
One syllable 13.33 23.45 -23.67 52.58 .001**
3-syllable word -1.03 18.29 -12.48 20.34 .039*

IPD=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IQR= interquartile range.
*p < .05, **p < .01, ***p < .001.

Table 6. Repeated single-syllable sequence size variation comparison be-
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handwriting (%)

HH VH
p-value

Median IQR Median IQR

Normal -2.43 49.51 -8.83 34.81 .859
IPD -34.61 34.33 4.92 52.58 .003**

HH= horizontal handwriting; VH= vertical handwriting; IQR= interquartile range; 
IPD=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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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절 단어 내 음절의 크기 변화율

환자군에서만 가로쓰기에 비해 세로쓰기 시 3음절 단어 내 음절

의 크기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 즉, 세로쓰기를 

할 때 점진적 소자증을 나타내는 파킨슨병 환자들은 글자 크기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8).

한 음절 쓰기에서 각 군의 글자 크기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 전체 

음절과 세부적 음절, 3음절 단어 내 음절의 크기 변화율에서 두 집

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 (Table 9).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점진적 소자증을 나타내는 특발성 파킨슨병 환

자 11명과 정상 대조군 11명을 표집하여 가로쓰기에 비해 세로쓰기

를 할 때 구 쓰기와 한 음절 쓰기에서 글자 크기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점진

적 소자증을 나타내는 파킨슨병 환자들은 모든 과제의 글자 크기 

변화율이 가로쓰기에 비해 세로쓰기를 할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로획과 수직획의 조합으로

만 구성된 한 음절을 대상으로 하여 세로쓰기를 진행했을 때 가로

쓰기에 비해 가로획과 세로획의 길이가 증가한 선행 연구(Ma et al.,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서로 다른 음절로 구성되어 문자적 특수성의 차이를 기대한 구 

쓰기의 경우, 각각 상이한 음절로 이루어진 유의미 단어들을 써야 

하는 과제의 특성이 파킨슨병 환자들이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할 

때 나타나게 되는 움직임의 범위 축소를 지연시키는 인지적인 단서

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적인 단서 제공에도 불구

하고 파킨슨병 환자들은 가로쓰기를 할 때 앞선 음절만큼 손글씨

의 크기를 유지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음절을 연이어 적

는 한 음절 쓰기 과제에서도 앞선 글자가 뒤이어 나올 음절의 크기

에 대한 기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각적인 단서로 활용될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범위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가로쓰기를 

할 때에는 세로쓰기에 비해 글자 크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작

아지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실험적 연구와 임상적인 관찰에 의하면 파킨슨병 환자들은 감각

적 피드백이 감소함으로 인해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의 강도

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Cooke, Brown, & Brooks, 

1978; Ondo & Satija, 2007; Viallet, Trouche, Beaubaton, Legallet, 

& Khalil, 1987). 따라서 파킨슨병은 새로운 움직임의 패턴을 익히

는 데 결함을 보이며(Verschueren, Swinnen, Dom, & De Weerdt, 

1997), 고유수용감각과 근감각에 있어서도 이상을 나타낸다(Dem-

irci, Grill, McShane, & Hallett, 1997; Jones, Phillips, Bradshaw, Ian-

sek, & Bradshaw, 1992). 물론 파킨슨병 환자들도 시각적 피드백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Beuter, Milton, Labrie, Class, & Gauth-

ier, 1990; Glickstein & Stein, 1991; Smyth & Silvers, 1987), 움직임 

도중 정상적인 시각적 인지를 보여준다(Diederich et al., 1998; Poiz-

ner et al., 1998). 그러나 감각적 피드백과 움직임의 크기를 재측정

하는 기저핵(Fucetola & Smith, 1997; Kim, Chung, Lee, & Kwon, 

2014)이 역할 수행을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파킨슨병 환자들은 가

로쓰기를 할 때 글자의 크기를 처음 쓰기 시작한 크기와 유사하게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쓰기 수행 시, 시각적 피드백은 글자의 크기나 속도와 같은 요소

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Van Galen, Teulings, & 

Sanders, 1994). 본 연구에서 세로쓰기를 할 때 글자 크기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쓰기 방향을 가로쓰기에서 세로쓰기로 바꿔 과제를 진행한 것이 

Table 7. Syllabic level size variation comparison between horizontal and verti-
cal handwriting of single-syllable sequence (%)

HH VH
p-value

Median IQR Median IQR

Normal .09 33.41 -8.82 54.02 .790
IPD -33.33 45.44 -.93 51.07 .021*

HH= horizontal handwriting; VH= vertical handwriting; IQR= interquartile range; 
IPD=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p < .05.

Table 8. The 3-syllable word size variation comparison be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handwriting of single-syllable sequence (%)

HH VH
p-value

Median IQR Median IQR

Normal 56.36 268.17 -83.74 286.79 1.000
IPD 3.03 292.67 150.51 293.13 .033*

HH= horizontal handwriting; VH= vertical handwriting; IQR= interquartile range; 
IPD=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p < .05.

Table 9. Comparison of size variation between normal and IPD groups in 
handwriting of single-syllable sequence (%)

Normal IPD
p-value

Median IQR Median IQR

Whole sequence -10.03 79.99 -40.12 59.14 .011*
One syllable -3.32 76.34 -53.61 64.84 .045*
3-syllable word -5.93 18.66 -20.88 43.13 .045*

IPD=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IQR= interquartile range.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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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외적 신호로 작용하여 파킨슨병 환자들의 감소된 피드백을 

자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H&Y 단계가 높을수록 감각적 

피드백이 손상된 범위가 넓어, 과제 수행 시 세로쓰기의 효과가 확

연히 나타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외적 신호의 유무에 따라 파

킨슨병 환자들의 운동이상 증상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기존 

연구들(Bagley, Kelly, Tunnicliffe, Turnbull, & Walker, 1991; Free-

man, Cody, & Schady, 1993)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쓰기 방향

을 세로로 바꾸어 제시한 시각적 외부 자극이 전반적인 신체 운동 

뿐만 아니라 글씨 쓰기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파킨슨병의 뇌혈류 양상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전두엽과 시상, 

선조체로 이어지는 회로의 손상으로 인해(Amick, Cronin-Golomb, 

& Gilmore, 2003) 파킨슨병 환자들은 전두엽과 두정엽의 뇌혈류가 

저하된다(Jeong, Park, Kim, & Kang, 2008; Lee et al., 1992; Pizzo-

lato et al., 1988; Van Laere et al., 2004). 각각의 뇌 영역들은 주의 집

중과 시공간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들로 이들의 기능 부전이 

쓰기 과제 수행 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각 정보는 뇌

반구의 기능적 편향에 의해 좌측에서 우측으로 받아들여 처리되

며(Beaumont, 1985; Chatterjee, 2001; Christman & Pinger, 1997), 

한글 역시 구성적 특성상 읽기와 쓰기는 좌에서 우로 진행된다(Yoon, 

Kim, Na, & Suh, 2013). 이러한 시각정보의 처리 방향과 모국어의 

구조적 특성(Barrett, Kim, Crucian, & Heilman, 2002)이 결합되어 

점진적 소자증을 보이는 파킨슨병 환자들의 글자 크기 감소를 가

중시킨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들은 가로쓰기 수행이 진행될수록 

자극에 대한 주의 집중력과 함께 해당 자극을 인식하여 처리하는 

능력이 감소함으로써 글자 크기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세로

쓰기를 할 때에는 쓰기 방향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전환됨에 따

라 시각 정보의 인지 방향에 변화를 일으키고 모국어의 구조적 특

성에 위배되는 쓰기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인 주의 집중이 

가능하여 글자 크기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시 나타나는 파킨슨병의 소자

증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구 쓰기와 한 음절 쓰기 과제를 진행

하였다. 그 결과 가로쓰기에 비해 세로쓰기를 할 때 글자의 크기 변

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로쓰기 방법이 한 음절 쓰기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음절

로 구성된 구 쓰기에서도 파킨슨병 환자들의 소자증 변화에 도움

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화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평행선이나 방안선, 혹은 청각 단서 등의 물리적인 외부 자극이 제

공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세로쓰기라는 시각적인 방향 단서의 도움

을 받아 글자 크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적용 가능성

을 기대해 볼 수 있게 한다. 즉, 파킨슨병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쓰

기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세로쓰기 방법을 전략

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보다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대

두된다. 첫째, 파킨슨병은 인지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퇴행성 질환 중 하나로, 동일 연령의 정상인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

률이 2-6배 높다(Breteler, De Groot, Van Romunde, & Hofman, 

1995)고 한다. 더욱이 인지 기능의 저하는 파킨슨병의 초기 단계에

서 치매로 진행되기 전에 발현(Williams-Gray et al., 2009)되기도 

한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들이 향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인지 기능 장애를 대비하여, 인지 기능이 저하될 경우에도 세로쓰

기의 유용성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즉, 인지 기능이 저하된 파킨슨병 환자들 대상으로 하여, 가로

쓰기에 비해 세로쓰기를 할 때 글자 크기 변화율이 작아지는지 여

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손글씨는 복잡한 협응을 요구하며 고도의 숙련을 요구하

는 운동 행위이다. 따라서 쓰기 수행 시에는 팔의 아랫부분과 손목, 

손가락 근육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된다(Poizner et al., 1998). 

뿐만 아니라 정교한 근육 운동의 순서와 자동화된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측정과 함께 다음에 이어질 획에 대한 계획(Fucetola & Smith, 

1997)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진행될 연구

에서는 가로쓰기에 비해 세로쓰기 시 변화하는 소근육의 근긴장

도나 협응력 등을 운동학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이다. 이와 같은 다학제 간 접근을 통해 쓰기 방향을 달리하였을 때 

글자 크기 변화율이 작아지는 원인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의사소통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 손글씨

를 이용할 때 중요한 것은 글자의 크기 뿐만 아니라 필체의 명료도

이다. 본 연구에서는 글자 크기 변화율만을 측정했을 뿐 필체의 명

료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못해 쓰기 방향의 변화에 따른 필체의 

명료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과제를 활용하여 쓰기 방향을 달리했을 때 필체의 명료도

가 향상되는지 여부를 함께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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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구 쓰기의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에서 전체 구의 크기 변화율(1회→6회)의 예

가로쓰기 세로쓰기

환자군(남2)    ⇨          ⇨        

정상군(남2)  ⇨          ⇨         

글자 크기 계산 방법 예: 환자군 남2의 가로쓰기 내 첫 음절 ‘여’ = 최대 가로획(너비) 43 pixel × 최대 세로획(높이) 50 pixel = 2,150 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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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파킨슨병의 소자증 특성: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의 비교

장윤원1·조성래2·윤지혜3·김향희1,2

1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및 재활의학연구소, 3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점진적 소자증을 나타내는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와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구 쓰기와 한 음절 반복 쓰

기를 통하여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간의 글자 크기 변화율을 비교하였다. 방법: 본 연구 대상은 H&Y 단계가 2 이상인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 중 점진적 소자증을 나타내는 11명과 이들의 연령과 성별, 학력, 손잡이 등을 고려하여 조건을 일치시킨 정상군 11명이다. 연구 과

제는 회문의 형식을 띈 구문(‘여보게저기저게보여’)과 한 음절인 ‘보’가 6음절로 구성된 묶음(‘보보보보보보’)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과

제를 6회씩 반복해서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실시하였다. 결과: 구 쓰기와 한 음절 반복 쓰기의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에서 글자 크기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세로쓰기 방법이 파킨슨병 환자들의 소자증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객관화된 사실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평행선이나 방안선, 혹은 청각 단서 등의 물리적인 

외부 자극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세로쓰기를 통해 글자 크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

게 한다.

핵심어: 파킨슨병, 소자증, 가로쓰기, 세로쓰기, 글자 크기 변화율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15)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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