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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Movement disorders in Parkinson’s disease (PD) can affect not only letter size 
but also pen pressure and writing spe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writing with focus on pressure, size, and speed in PD. Methods: Sixty-
three subjects (38 in a PD group and 25 in a normal adult [NA] group) performed tasks in-
volving drawing along dotted lines and sentence writing using a tablet PC, digital pen, and 
software that could measure pen pressure, stroke length, and duration. Results: In the task 
involving drawing along a dotted line, the PD group showed significantly slower writing 
speed compared with the findings in the NA group. Additionally, in the task involving sen-
tence writing, the PD group showed significantly weaker pen pressure, smaller letter size, 
and slower writing speed compared with the NA group. Moreover, both group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etter size and writing speed, but only the PD group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n pressure and writing speed. Conclusion: Difficulty in 
motor control of strength, size, speed, etc. owing to PD is reflected in pen pressure, letter 
size, and writing speed when performing a writing task. Our results show an importance in 
measuring multiple factors such as pen pressure and writing speed in the characteristics of 
writing in PD, which has until now, has been focused only on letter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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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PD)은 중뇌 흑질 치밀부(substan-

tia nigra pars compacta)의 손상으로 인해 도파민(dopamine)의 소

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경퇴행성질환으로(Ahn & Chung, 2009; 

Corti et al., 2005; Gelb, Oliver, & Gillman, 1999; Jankovic, 2008)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 질환 중 하나로 손꼽히며, 신경

퇴행성질환 중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다음으로 발병

률이 높다(Seol, 2008;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8). PD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으로 대뇌피질과 

피질하 영역을 잇는 기저핵 조절 회로(basal ganglia circuit)의 신경

학적 결함이 나타나는데(Freed, 2012), 이는 주로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운동 장애로 반영되며(Freed, 2012), 휴식 시 떨림(resting 

tremor), 서동증(bradykinesia), 강직(rigidity), 자세불안정(postur-

al instability) 등을 보인다. 이러한 운동학적 증상은 50-60% 이상

의 도파민이 소실되었을 때부터 나타나면서(Fearnley & Lees, 1991; 

Morrish, Rakshi, Bailey, Sawle, & Brooks, 1998) 다양한 운동학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쓰기(writing)는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주의력, 시공간 능력, 작

업 기억 등의 다양한 인지기능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Kim, 

2012), 운동 계획 및 프로그래밍, 운동 집행 등의 운동 능력이 밀접

하게 관여하는 복합적인 활동이다. 특히 손이라는 매개체를 통하

여 수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기도구를 잡고, 적당한 힘을 가하

고,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글자 크기를 일정하게 조절하여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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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운동 능력이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실서증(agraphia)은 다

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쓰기 장애를 통

칭하며(Yoon, Na, & Kim, 2009), 크게 중추실서증(central agraph-

ia)과 말초실서증(peripheral agraphia)으로 나뉜다. 언어의 표상을 

구성하는 철자체계 단계의 결함에 기인한 중추실서증과 달리 말초

실서증은 철자 단계에서 형성된 표상을 적절한 프로그래밍을 통하

여 손의 움직임을 조절하면서 실제적으로 글자의 형태를 산출하는 

쓰기 집행 단계의 결함에 기인한 쓰기 장애를 말한다(Kim, 2012; 

Yoon et al., 2009). 운동 범위의 감소, 운동 강도의 저하와 같이 대체

적으로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특징이 두드러지는 PD에서는 말초

실서증의 다양한 유형 중 하나로 글자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지는 소자증(micrographia)이 나타난다(Becker et al., 2002; McLen-

nan, Nakano, Tyler, & Schwab, 1972). 소자증은 PD의 초기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으며(Becker et al., 2002; McLennan et al., 1972), 

PD 환자의 50-60%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ukla et 

al., 2012). 

최근 들어 알파벳을 사용하는 국외 PD 환자 대상 연구에서 PD

의 다양한 운동 증상과 소자증의 관계가 설명되고 있으며, 소수이

기는 하나 글자 크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와 디지털 펜을 사용하

여 필압(pen pressure)과 쓰기 속도(writing speed)를 측정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Smits et al., 2014; Taleb, Khachab, Mokbel, & 

Likforman-Sulem, 2017, 2018; Zham, Kumar, Dabnichki, Poosa-

padi Arjunan, & Raghay, 2017; Zham et al., 2019).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르키메데스 나선 또는 단순한 획을 반복하여 그리는 

과제(예: 삼각파) 또는 문장 쓰기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필압은 측정 

기기의 사양(예: 1,024 단계) 내에서 자동 측정하고, 쓰기 속도는 자

소를 쓰는 데 걸린 소요시간(duration)를 자동 측정하거나 자소의 

길이를 자동 측정하여 자소를 쓰는 소요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속도(speed)로 산정하였다. 이 중, 점선으로 구성된 아르키메데스 

나선 따라 그리기 과제를 실시하여 PD 환자와 정상인의 필압 및 쓰

기 속도를 측정하고 비교한 연구(Zham et al., 2017)에서는 PD 환자

의 필압이 정상인에 비하여 저하되고 쓰기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

타났다. 이름과 성 쓰기, 필기체 ‘ℓ’을 반복하여 쓰기, 단어 반복하

여 쓰기, 삼각파, 사각파 10번 그리기의 여러 가지 과제를 실시하여 

PD 환자와 정상인의 필압 및 쓰기 속도를 측정하고 비교한 연구

(Taleb et al., 2017, 2018) 또한 PD 환자의 필압이 정상인에 비하여 

저하되고, 문장 쓰기와 필기체 ‘eℓ’을 반복하여 쓰기에서 PD 환자

의 평균 쓰기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장 쓰기 과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Letan-

neux, Danna, Velay, Viallet와 Pinto (2014)는 ‘PD 실서증(PD Dys-

graphia)’이라는 용어를 제안하면서 크기 외의 다른 운동학적 요인

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글을 사용하는 국내 PD 환자 대상 연구에서는 소자증 현상이 

보고되었으나(Chang, Cho, Yoon, & Kim, 2016; Kim et al., 2015; 

Kim, Lee, Park, Lee, & Na, 2005) 필압과 쓰기 속도를 측정한 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다. 쓰기의 수행은 각 문자 체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영어권의 알파벳과 우리나라의 한글은 철자나 형태를 

포함하는 문자체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외의 연구 결과를 국

내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한글은 시공간적

인 관점에서 그 특수성이 두드러진다. 한글은 각 자소가 음절이라

는 사각의 형태 안에서 공간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조합되는 모아쓰

기 형식을 취하며, 방향에 따라 자소가 좌우 방향으로 배열되는 횡

단쓰기, 자소가 상하 방향으로 배열되는 종단 쓰기, 횡단쓰기와 종

단쓰기가 혼합되어 있는 종횡단 혼합쓰기로 분류할 수 있다(Yoon, 

Shin, Kim, Suh, & Kim, 2006). 따라서 횡단쓰기 형태의 일방향으

로만 배열되는 알파벳과는 달리, 한글은 각 자소 뿐만 아니라 음절 

내에서 자소의 구성이나 각 자소들 간의 조절이 필요하여 힘, 크기, 

속도의 측면에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을 사

용하는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필압과 쓰기 속도를 측정한 연

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PD 소자증은 글자를 써나갈수록 글자 크기가 점차 

작아지는 점진적 소자증(progressive micrographia)과 일정하게 작

은 글자 크기로 글자를 쓰는 일관적 소자증(consistent micrograph-

ia)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점진적 소자증의 경우, 기존의 연구(Chang 

et al., 2016; Kim et al., 2015; Kim et al., 2005)에서는 처음 쓴 단어 

또는 음절과 마지막으로 쓴 단어 또는 음절을 비교하여 쓰기 수행

상에서의 글자 크기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소자증에 영향

을 미치는 운동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크기와 더불

어 필압과 쓰기 속도가 쓰기 수행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어떻게 변

화하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PD 환자와 정상 성인(normal adult, NA) 집단을 

대상으로 태블릿 PC와 디지털 펜, 그리고 필압과 쓰기 속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

째, 쓰기를 위한 기초적인 운동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로/세로 

점선 따라 그리기를 시행한 후 필압과 쓰기 속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PD의 운동학적 측면이 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앞/뒤가 동일한 음절로 이루어진 13음절의 1문장(여보안경

안보이네안경안보여) 쓰기 과제에서의 필압, 글자 크기 및 쓰기 속도

를 확인하고 앞 3음절과 뒤 3음절의 차이를 비교하여 쓰기 수행상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세 변인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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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만 50-80세 사이의 남녀 중 다음 선정 기준에 맞는 

PD 환자 38명, NA 25명, 총 63명이 참여하였다. PD 환자는 서울 소

재의 종합병원 신경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신

경학적 진찰 및 병력을 바탕으로 한 임상적 진단이 특발성 파킨슨

병(idiopathic Parkinson’s disease)으로 진단된 환자를 모집하였으

며, 자세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파킨슨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2) 모든 검사 시 항파킨슨제를 복용한 일정한 시간과 그 다

음 복용할 시간 사이인 약 효과가 지속되는 상태(on-state)이고, 3)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운동 증상을 평가하는 통합형 파킨슨병 평가

척도(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UPDRS)-part III

와 수정된 호엔야 척도(Modified Hoehn and Yahr (H&Y) scale)를 

실시하여 H&Y 0-2.5 사이의 운동 증상이 경도(mild)에 해당하는 

환자이며, 4)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을 받지 않았

고, 5)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 평가(Korean version of the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K; Lee et al., 2008)를 실시하여 23

점 이상으로 인지기능이 정상 범주로 판단되며, 6) 한국판 벡 우울 

척도(Korean Version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K-BDI; Lee & 

Song, 1991)를 실시하여 9점 이하로 우울감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NA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서 모집하

였으며, 자세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선별설문지(Chris-

tensen, Multhaup, Nordstrom, & Voss, 1991)를 실시하여 인지기능

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신경학적, 신체적 질환의 병력이 없으며, 

2)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 평가(MoCA-K; Lee et al., 2008)를 실시하

여 23점 이상으로 인지기능이 정상 범주로 판단되고, 3) 한국판 벡 

우울 척도(K-BDI; Lee & Song, 1991)를 실시하여 9점 이하로 우울

감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PD 집단, NA 집단 모두 1) 한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왼손잡이인 경우, 3) 초등

학교 졸업 학력 미만인 경우, 4) 과거에 뇌손상 및 기타 신경학적 병

력이 있는 경우, 5) 과제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청력과 시력을 가

지고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PD 집단과 NA 집단의 연령, 교육년수, MoCA-K 점수, K-BDI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연령(t(61) = .539, p= .593), 교육년수(t(61) =1.527, p= .132) 

MoCA-K 점수(t(61) =-1.166, p= .248), K-BDI 점수(t(61) =1.826, p= .07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료수집 도구 

수집 도구

본 연구의 검사 도구는 쓰기 수행 시 기기적 측정을 위하여 12인

치(30.37 cm)의 태블릿 PC ‘삼성전자 갤럭시북 12.0 (Samsung Gal-

axy Book 12.0, SM-W720NZKAKOO)’을 사용하였고, 필압과 획의 

길이, 쓰기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BAT (Brief Agraphia 

Test; Na & Yoon, In pres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펜은 실제 

연필 모양으로 디자인 된 전자기 유도(Electro Magnetic Resonance) 

방식의 ‘스테들러 노리스 디지털펜(Staedtler Noris Digital Pencil, 

GP-U999ERIPAAB)’을 사용하였다. 이 펜은 펜촉 지름 0.7 mm, 펜

대 두께 9 mm로 실제 연필과 유사하며, 디지털펜을 사용할 때 태

블릿 PC 화면에 손이 닿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팜 리젝션(palm re-

jection) 기술이 적용되어 태블릿 PC의 사용경험이 적은 장노년층

도 태블릿 PC에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과제

먼저 가로/세로 점선 따라 그리기 과제는 쓰기의 기초가 되는 운

동학적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비교에 용이하도록 길

이를 통제하기 위해 태블릿 PC 화면에 각각 점선으로 구성된 5 cm

의 가로 선과 세로 선을 제시하였다. 문장 쓰기 과제는 Chang 등

(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소와 음소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13음

절의 단일 문장 자극 ‘여보안경안보이네안경안보여’로 변형하여 사

용하였다. 이 자극에는 한글의 시공간적 특성인 종단(예: 보), 횡단

(예: 여), 종횡단 혼합(예: 안) 방향의 자소 배열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으며, 쓰기 수행이 진행되는 양상을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문장

의 앞/뒤 3음절을 동일한 음절로 구성하였다. Chang 등(2016)의 연

구를 참고했을 때 짧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여 쓰는 경우, 문장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PD (N= 38) NA (N= 25) t

Gender (M:F) 19:19 10:15
Age  65.053± 6.621 (53-80)  63.800± 10.296 (50-78)  .539
Education 13.053± 3.834 (6-22) 11.480± 4.244 (6-22)  1.527
MoCA-K  26.184± 2.323 (23-30)  26.840± 1.951 (23-30) -1.166
K-BDI 4.711± 2.598 (0-9) 3.240± 3.431 (0-9)  1.826
POT (years)  5.105± 3.351 (1-15)
UPDRS-part III 13.618± 6.276 (3-27)
H&Y scale  1.592± 0.518 (1-2.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ange).
PD=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NA= normal adults; M= Male; F= Female. 
MoCA-K= Korean version of the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Lee et al., 2008); 
K-BDI= Korean Version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Lee & Song, 1991); POT= Post 
Onset Time; UPDRS=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H&Y scale= Modified 
Hoehn and Yahr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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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 글자가 다시 커지는 현상(예: 여보게저기저게보여여보게저기저게보여…)이 

나타났기 때문에 13음절의 단일 문장으로 선정하였으며, 태블릿 

PC 화면에 받아쓰는 과제이므로 한 줄로 쓰기 적합한 길이로 선정

하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종합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2018-

06-140-005)을 받았으며, 모든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 및 연구 절

차, 개인정보 보호, 보상에 대해 설명한 후,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은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후 선별검사(건강선별설문지, 

MoCA-K, K-BDI)를 실시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

였다. 선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대상자는 쓰기 검사를 실시

하였다. 쓰기 검사는 모든 대상자가 가로/세로 점선 따라 그리기, 문

장 쓰기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손바닥 또는 손날이 닿아도 괜찮으

니 평소 종이에 쓰시는 것처럼 편하게 펜을 쥐고 쓰세요.”라고 지시

문을 제공하였다. 가로/세로 점선 따라 그리기 과제는 태블릿 PC 

화면에 점선으로 구성된 5 cm의 가로 선과 세로 선을 제시한 후 따

라 긋는 것으로 하였다. 문장 쓰기 과제는 연구자가 불러주는 13음

절의 1문장 ‘여보안경안보이네안경안보여’를 끝까지 들은 후 태블릿 

PC 화면에 띄어쓰기 없이 한 줄로 받아쓰도록 하였다. 모든 대상자

에게 문장은 한 번만 들려주었다.

자료 분석

필압은 펜으로 글자를 쓰면서 누르는 압력으로 태블릿 PC화면

에 펜이 닿은 시점(pen-down)부터 펜을 뗀 시점(pen-up)까지의 한 

획 내에서 모든 필압 값이 본 연구에 사용된 태블릿 PC에서 측정될 

수 있는 범위인 0-4,096 단계 내에서 측정된 후, 이를 0-1 범위로 변

환된 값을 사용하였다. 획 마다 측정된 값은 합산되어 각 음절 별 

평균으로 산정되었다. 음절을 이어서 작성한 경우에는 정확한 결과

값을 얻기 어려우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글자 크기는 2004년에 미국국립보건원(NIH)에서 개발한 ‘Im-

age J’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각 음절의 상하좌우의 극단을 기준

으로 지정한 사각형의 면적을 잡아 픽셀 단위로 측정하였다. Fig-

ur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뢰로운 측정을 위하여 800% 확대하고, 

배경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꾸어 글자의 픽셀이 잘 보이도록 설정

한 후 측정하였다.

쓰기 속도는 글자를 쓰는 소요시간(duration)으로, 분석 시 글자 

크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자증을 보이는 PD 환자를 

NA와 비교하는 데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자 크

기를 통제하면서 실제 쓰기 속도를 분석하기 위해 태블릿 PC 화면

에 펜이 닿은 시점부터 펜을 뗀 시점까지 측정되는 mm 단위의 한 

획의 길이를 ms 단위의 한 획을 쓰는 데 걸린 소요시간으로 나눈 

mm/ms 단위의 속력(speed)을 계산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

연구 결과는 ‘SPSS version 25.0 (IBM Corp., Armonk, NY, US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첫 번째로, 두 집단 간 

가로/세로 점선 따라 그리기 과제에서 쓰기 수행력(필압, 쓰기 속

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

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두 집단 간 

문장 쓰기 과제에서 전체 음절, 앞 3음절, 뒤 3음절의 쓰기 수행력

(필압, 글자 크기, 쓰기 속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각 집단의 

앞 3음절과 뒤 3음절 간의 쓰기 수행력(필압, 글자 크기, 쓰기 속도)

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압, 글자 크기, 쓰기 속도의 상관에 대

한 통계적 분석을 위해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가로/세로 점선 따라 그리기 수행력

쓰기를 위한 기초적인 운동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가로/세로 점선 

따라 그리기 과제를 실시하여 집단 간 필압과 쓰기 속도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 필압은 PD 집단 평균 .67521 (SD= .14717), NA 집단 평균 

.72518 (SD= .12789)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쓰기 

속도는 PD 집단 평균 .02665 (SD= .01405)로 NA 집단 평균 .04874 

(SD= .04098)보다 유의미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Figure 1. Example of measuring letter size used ‘Image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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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쓰기 수행력

필압 차이

문장 쓰기 과제를 실시하여 집단 간 필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3), 전체 음절에서 PD 집단은 평균 .63581 (SD= .11381)로, 

NA 집단 평균 .72188 (SD= .08718)보다 유의미하게 필압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t(61) = -3.209, p= .002). 앞 3음절에서 PD 집단은 

평균 .61517 (SD= .12138)로, NA 집단 평균 .69310 (SD= .09726)보다 

유의미하게 필압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t(61) = -2.690, p= .009). 

뒤 3음절에서 PD 집단은 평균 .65302 (SD= .11551)로, NA 집단 평

균 .74020 (SD= .09234)보다 유의미하게 필압이 저하된 것으로 나

타났다(t(61) = -3.164, p= .002).

각 집단의 앞 3음절과 뒤 3음절 필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PD 

집단은 t(37) = -4.935, p= .000, NA 집단은 t(24) = -4.103, p= .000으로 

두 집단 모두 앞 3음절보다 뒤 3음절이 유의미하게 필압이 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

글자 크기 차이

문장 쓰기 과제를 실시하여 집단 간 글자 크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Table 4), 전체 음절에서 PD 집단 평균 3107.19231 (SD=1524.14749)

로, NA 집단 평균 4085.42462 (SD=1930.40684)보다 유의미하게 

글자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t(61) = -2.240, p= .029). 앞 3음절

에서 PD 집단은 평균 3585.28070 (SD=1751.36122)로, NA 집단 평

균 4619.92000 (SD=1943.89652)보다 유의미하게 글자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t(61) = -2.196, p= .032). 뒤 3음절에서 PD 집단은 

평균 3125.53509 (SD=1658.90861)로, NA 집단 평균 4207.24000 

(SD=2450.05583)보다 유의미하게 글자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t(61) = -2.092, p= .041).

각 집단의 앞 3음절과 뒤 3음절 글자 크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PD 집단은 t(37) =3.405, p= .002로 앞 3음절보다 뒤 3음절의 글자 크

기가 유의미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NA 집단은 t(24) =1.485, 

p= .151로 앞/뒤 글자 크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글

자 크기 및 측정 예시는 Figur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en pressure and writing speed in drawing 
along a dotted lines task

PD (N= 38) NA (N= 25) t

Pen pressure .67521 (.14717) .72518 (.12789) -1.387
Writing speed (mm/ms) .02665 (.01405) .04874 (.04098)  -2.59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D=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NA= normal adults.
*p < .05.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pen pressure in sentence writing task

PD (N= 38) NA (N= 25) t

Whole syllable .63581 (.11381) .72188 (.08718) -3.209**
First 3-syllable .61517 (.12138) .69310 (.09726) -2.690**
Final 3-syllable .65302 (.11551) .74020 (.09234) -3.16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D=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NA= normal adults.
**p < .01.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letter size in sentence writing task (pixel)

PD (N= 38) NA (N= 25) t

Whole syllable 3107.19231 (1524.14749) 4085.42462 (1930.40684) -2.240*
First 3-syllable 3585.28070 (1751.36122) 4619.92000 (1943.89652) -2.196*
Final 3-syllable 3125.53509 (1658.90861) 4207.24000 (2450.05583) -2.09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D=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NA= normal adults.
*p < .05.

Figure 2. Letter size examples of PD and NA subject.
PD=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NA= normal adults.

PD1  NA1  

PD2  NA2  

PD3  NA3  

 

Figure 1. Example of measuring letter size used 'Image J'. 

 

 

 

 

 

 

 

 

PD1 NA1 

PD2 NA2 

PD3 NA3 

Figure 2. Letter size examples of PD and NA subject. 

PD=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NA=normal adults. 

 

 

 

Figure 1. Example of measuring letter size used 'Image J'. 

 

 

 

 

 

 

 

 

PD1 NA1 

PD2 NA2 

PD3 NA3 

Figure 2. Letter size examples of PD and NA subject. 

PD=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NA=normal adults. 

 

 

 

Figure 1. Example of measuring letter size used 'Image J'. 

 

 

 

 

 

 

 

 

PD1 NA1 

PD2 NA2 

PD3 NA3 

Figure 2. Letter size examples of PD and NA subject. 

PD=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NA=normal adults. 

 

 

 

Figure 1. Example of measuring letter size used 'Image J'. 

 

 

 

 

 

 

 

 

PD1 NA1 

PD2 NA2 

PD3 NA3 

Figure 2. Letter size examples of PD and NA subject. 

PD=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NA=normal adults. 

 

 

 

Figure 1. Example of measuring letter size used 'Image J'. 

 

 

 

 

 

 

 

 

PD1 NA1 

PD2 NA2 

PD3 NA3 

Figure 2. Letter size examples of PD and NA subject. 

PD=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NA=normal adults. 

 

 

 

Figure 1. Example of measuring letter size used 'Image J'. 

 

 

 

 

 

 

 

 

PD1 NA1 

PD2 NA2 

PD3 NA3 

Figure 2. Letter size examples of PD and NA subject. 

PD=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NA=normal adults. 

 

 



https://doi.org/10.12963/csd.2069168    https://www.e-csd.org

Han Sol Lee, et al.  •  Characteristics of Writing in Parkinson’s Diseas

쓰기 속도 차이 

문장 쓰기 과제를 실시하여 집단 간 쓰기 속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Table 5), 전체 음절에서 PD 집단 평균 .04117 (SD= .01503)로, 

NA 집단 평균 .06114 (SD= .02006)보다 유의미하게 쓰기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t(61) = -4.512, p= .000). 앞 3음절에서 PD 집

단은 평균 .04200 (SD= .01477)으로, NA 집단 평균 .06058 (SD=  

.02007)보다 유의미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t(61) =-4.232, p= .000). 

뒤 3음절에서 PD 집단은 평균 .04198 (SD= .01704)로, NA 집단 평균 

.06356 (SD= .02301)보다 유의미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t(61) =  

-4.273, p= .000). 

각 집단의 앞 3음절과 뒤 3음절 쓰기 속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PD 집단은 t(37) = .017 p= .987, NA 집단은 t(24) = -1.580 p= .127로 두 

집단 모두 앞/뒤 쓰기 속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필압, 글자 크기, 쓰기 속도 간의 상관

필압, 글자 크기, 쓰기 속도 간의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에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6), PD 집단은 필압과 쓰

기 속도 간의 상관계수 .354, 글자 크기와 쓰기 속도 간의 상관계수 

.744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압과 글자 크기 간

의 유의미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NA 집단은 글자 크기와 쓰기 

속도 간의 상관계수 .806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압과 글자 크기, 필압과 쓰기 속도 간의 유의미한 상관은 없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PD 집단과 NA 집단의 필압, 글자 크기, 쓰기 속도를 

살펴보고, 세 변인 간의 관련성을 설명함으로써 PD의 쓰기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쓰기를 위한 기초적인 운동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글자 쓰기가 아닌 가로/세로 점선 따라 그리기 과제에서의 수행력

을 측정하였을 때, 필압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나, 쓰기 속도는 PD 집단이 NA 집단보다 느린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PD의 대표적인 임상 특징인 서동증의 증상이 단순

한 움직임을 반영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의 운동 속도에서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동증은 근육의 강직으로 인해 움직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증상으로(Espay et al., 2009; Smits et 

al., 2014), PD 환자의 10명 중 8명 정도에서 관찰되는 흔한 증상이

다. 서동증은 운동의 계획, 시작, 집행 모든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

으며(Jankovic, 2008), 이로 인해 운동의 시작이 지연되고, 운동이 

시작된 후에도 속도가 현저히 저하된다(Taleb et al., 2017; Yu, van 

Gemmert, & Chang, 2016; Zham et al., 2017). 또한, 본 연구에 참여

한 PD 환자들은 과제 수행 시에 점선을 똑바로 따라 그리는 것이 

어렵다고 빈번히 호소하였고 일부 PD 환자의 경우 과제 수행 전 본

인의 운동기능 저하를 호소하기도 하였다(예: 떨림 때문에 직선으

로 따라 그리지 못할 것 같다). 문장 쓰기와는 달리 점선 따라 그리

기 과제는 종료 지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결함을 

보상하기 위하여 종료 지점에서 주저하거나 신중을 기하는 심리적 

양상으로 반영되면서 과제 수행 속도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겠다.

더불어 흥미로운 점은 이후 이루어진 문장 쓰기 과제에서 측정

된 쓰기 속도를 확인해보았을 때, PD 집단뿐만 아니라 NA 집단 또

한 가로/세로 점선 따라 그리기 과제의 속도가 문장 쓰기 과제의 속

도보다 느린 것이 관찰되었다(PD 집단: 가로/세로 .02665 <  문장 

쓰기 .04117, NA 집단: 가로/세로 .04874 <  문장 쓰기 .06114). 점선 

따라 그리기 과제의 경우 기초적인 운동능력을 확인하는 보다 단

순한 과제로 고안하였으나, 실제의 수행에서는 대상자들이 노력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렇게 예상과 실제 

결과가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시각적으로 제

시된 점선을 보고 손을 사용하여 따라 그리게 되므로 시각-운동 

통합(visual-motor integration) 기능이 요구된다. 시각-운동 통합 

기능은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결부되는 운동을 협응

시키기 위하여 인지적 요소를 처리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이다

(Frostig, 1972; Solomon & O’brien, 2011; Weil & Amundson, 1994). 

따라서 철자체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능숙한 쓰기 능력을 보유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writing speed in sentence writing task (mm/ms)

PD (N= 38) NA (N= 25) t

Whole syllable .04117 (.01503) .06114 (.02006) -4.512***
First 3-syllable .04200 (.01477) .06058 (.02007) -4.232***
Final 3-syllable .04198 (.01704) .06356 (.02301) -4.27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D=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NA= normal adults.
***p < .001.

Table 6.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pen pressure, letter size, and writ-
ing speed in PD and NA group

Pen pressure Letter size

PD Letter size .250
Writing speed .354* .744***

NA Letter size -.090
Writing speed -.197 .806***

*p < .05, ***p < .001.
PD=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NA= normal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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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인이라면 비교적 쉬운 자소와 음소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항

목으로 이루어진 문장 받아쓰기보다, 화면에 제시된 점선을 똑같

이 따라 그리는 과제에서 시각-운동의 통합 처리 과정을 통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인지적 처리과정이 가중되면서(Hargrave, Jones, 

& Davidson, 2016)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Drotár et 

al., 2016) 따라 그리는 속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문장 쓰기 과제에서의 필압, 크

기, 속도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측면에서 PD 집단은 NA 집단에 비

하여 저하된 수행력을 보였다. 먼저, 필압은 PD 집단이 NA 집단 보

다 전체 음절, 앞 3음절, 뒤 3음절에서 모두 필압이 약한 것으로 나

타났다. 기저핵 병변에 의하여 근육이 수축되어 이완되지 않는 강

직 증상은 PD의 주요 임상 특성으로, 이들은 운동 시 근긴장을 조

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Duffy, 2013), 운동의 범위가 제한되고, 

근력이 상당히 약화되는 증상(Corcos, Chen, Quinn, McAuley, & 

Rothwell, 1996; Ondo & Satija, 2007)을 보인다. 이러한 증상은 연

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행 시 족압이 저하되고 추진력이 떨어지면

서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Lee et al., 2007), 

말 산출 시 음성의 강도(loudness)가 저하되는 발성부전(hypopho-

nia)으로 반영되기도 하며(Kim, 2012), 악력 측정 시 집는 힘과 쥐

는 힘이 모두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동작 수행에 어려움을 겪

는 결과로 관찰되기도 한다(Lee, Kim, Kim, & Kim, 2006). 본 연구

의 결과는 손을 매개체로 사용하여 팔과 손목 및 손가락의 움직임

이 요구되는 쓰기 활동에서도 글자를 쓸 때 펜을 누르는 힘이 저하

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강직으로 인한 힘의 약화가 쓰기 수행 시 

필압으로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문장 쓰기 과제 전

에 이루어진 가로/세로 점선 따라 그리기 과제에서는 두 집단 간의 

필압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문장 쓰기 과제에서는 PD 집단이 

NA 집단에 비하여 필압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점선과 같이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손의 움직임보다 글자 쓰기에

서는 음절의 구성에 필요한 자소의 크기 조절과 획 간의 연결을 하

는 다각적인 일련의 움직임에서(Yoon et al., 2006) 힘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것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Rosenblum, Samuel, Zlot-

nik, Erikh, & Schlesinger, 2013)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의 필압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순한 움직임을 살펴보는 

과제가 아닌 문장 쓰기와 같은 과제가 더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문장의 앞과 뒤 부분의 필압을 비교하였을 때, 두 집단 모두 

앞 3음절보다 뒤 3음절에서 필압이 강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

는 도구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태블릿 PC의 액정에 쓰

기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날의 습기나 땀 등으로 인해 손이 옆으

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손의 위치와 글자를 

써 나가는 펜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면서 문장의 뒷부분으

로 갈수록 액정을 누르는 압력이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마찰력은 일반적으로 접촉면에 작용하며, 외력과는 항상 반대 방

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찰계수가 낮은 매끄러운 표면에서 가

하는 외력은 증가하고, 마찰계수가 높은 표면에 가하는 외력은 감

소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태블릿 PC의 유리 액정과 같이 마찰계

수가 낮은 표면에 글자를 쓸 경우 태블릿 PC의 유리 액정과 디지털 

펜의 플라스틱 펜촉으로 인한 마찰 감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필압

이 점차 증가하며, 반대로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는 것처럼 마찰계

수가 높은 표면에 글자를 쓸 경우에는 필압이 점차 감소한다고 보고

한 선행연구(Alamargot & Morin, 2015; Wann & Nimmo-Smith, 

1991)의 결과를 지지한다. 

글자 크기 또한 PD 집단이 NA 집단 보다 전체 음절, 앞 3음절, 뒤 

3음절에서 모두 글자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뒤

의 수행력을 비교해보면 PD 집단에서는 앞 3음절보다 뒤 3음절에

서 글자 크기가 작아지는 양상이 나타났으나, NA 집단은 앞 3음절

과 뒤 3음절의 글자 크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그간 이루어진 PD의 소자증과 관련한 선행연구(Chang et al., 

2016; Kim et al., 2015)의 결과와 동일한 연구 결과이다. 본 연구에

서는 PD가 보일 수 있는 점진적 소자증 및 일관적 소자증 모두가 

관찰되었다. 먼저 점진적 소자증과 같이 글자 크기가 작아지는 소

견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PD는 근육의 강직으로 

인해 운동의 범위도 작아지는데, 이는 보행 시 보폭이 좁아지는 것

이나, 말운동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교대운동속도(alter-

native motion rate, AMR) 과제 수행 시 입술 운동의 범위가 감소되

며 말뭉침이 관찰되는 것과 같이 쓰기 수행 시에도 손의 움직임이 

작아짐에 따라 글자 크기가 점진적으로 작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관적 소자증의 경우에는 운동 수행 시 움직임의 크기를 측

정하고, 상황에 따른 행동을 준비하고 촉진하는 내적움직임(endo-

kinetic)의 동기체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저핵 병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저핵은 보행 시 보폭을 측정 및 조절하거

나 말운동 시 조음기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므로 쓰기 수행 시에도 글자의 높이와 너비 등의 크기를 측정하고, 

다양한 음절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여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PD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저핵의 손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글자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PD는 외적움직임(exokinetic)을 담당하는 소뇌는 비교적 건재하기 

때문에, 가령 시각적 참조물을 제시하는 등 외부적 단서(external 

cue)의 도움을 제공할 경우 운동 수행력이 향상될 수 있다(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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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5; Nieuwboer et al., 2009b; Wu & Hallet, 2008). Kim 등(2015)

은 시공간적으로 각 자소들이 사각형의 형태 안에서 모아쓰는 형

식(Yoon et al., 2006)의 한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PD 환자에게 

각 음절별 정사각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결과, 모든 음절의 크

기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문장 쓰기 수행

에서 유일한 외부적 단서는 PD 환자 본인이 이미 쓴 글자들이며, 그 

문장 자극 또한 다양한 음절들로 구성되어 있고 음소배열의 방향

이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할 수가 없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앞 글자를 다음 글자의 단서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도 글자의 크기를 크게 쓰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쓰기 속도에서도 PD 집단은 NA 집단 보다 전체 음절, 앞 3음절, 

뒤 3음절에서 모두 쓰기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서동증으로 인하여 쓰기 수행 시 정상인

과 비교하여 PD 환자의 쓰기 속도가 느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

며, 선행연구(Eckert, Peschel, Heinze, & Rotte, 2006; Lange et al., 

2006; Rosenblum et al., 2013; Smits et al., 2014; Taleb et al, 2017)의 

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두 집단은 모두 앞 3음절과 뒤 3음절의 쓰기 

속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서 언급한 글자 크기 결과

와 연관 지어 볼 때, PD 환자는 글자 크기가 점점 작아졌지만 획의 

길이를 감안하여 측정한 쓰기 속도는 앞 3음절과 뒤 3음절의 차이 

없이 지속적으로 느린 것이 흥미롭다. 그 동안 PD는 서동증이 주요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말운동이나 보행운동 측면에서 관찰되는 가

속화되는 조음 운동 속도 및 종종 걸음 등이 임상적으로 보고되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인 서동과 가속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오

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동 범위가 제한되면서 부수적으

로 가속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Denny et al., 1976) 운동범위

나 크기를 통제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운동 속도가 느릴 수 있다. 즉, 

말운동 측면에서도 조음 운동 범위의 제한에 따른 부정확한 조음

이나 말뭉침 등으로 인하여 실제의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빠르다

고 느낄 수 있으며(Kent & Rosenbek, 1982; Weismer, 1984), 실제 

말속도가 정상인과 비교하여 빠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D의 말

속도가 빠르게 느껴진다는 연구 결과(Torp & Hammen, 2000)가 

이를 지지한다. 따라서 글자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쓰기에 소요되

는 시간(duration)은 짧아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글자 크기를 통제하는 측면에서 각 자소를 이루는 획의 길이를 

자소를 쓴 소요시간으로 나누어 속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글자를 쓰는 속도는 빨라지지 않고 여전히 느린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PD 집단에서는 필압과 쓰기 속도, 글자 크기와 쓰기 

속도 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NA 집단에서는 글자 크기와 쓰

기 속도 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글자 크

기와 쓰기 속도 간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글자 크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쓰기 속도를 자소의 길이를 소요시간으로 나

눈 속력으로 분석한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NA 집단과 달리 

PD 집단에서는 필압과 쓰기 속도 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

는 PD 환자가 쓰기 수행 시 글자를 쓸 때 펜을 누르는 힘의 저하와 

글자를 쓰는 속도의 저하와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PD 환자의 필압과 PD 환자에서 보이는 서동증과 같은 운동 증상

이 가장 높은 관련을 보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Taleb et al., 2017)

와 일치하는 결과로, 근육의 강직으로 인한 힘의 저하(필압)와 운

동 범위의 제한에 따라 속도(쓰기 속도)도 함께 저하됨을 시사한

다. 반면, 두 집단 모두 필압과 글자 크기 간의 상관은 나타나지 않

았는데, 이는 크기에 따라 글자를 쓰는 힘을 조절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글자를 크게 써도 흘려 쓰는 경우 필압이 약

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글자를 작게 써도 펜을 눌러쓰는 경우 필압

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등 개인의 글자를 쓰는 방식에 따라 다양

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해

석된다. 또한, NA 집단은 필압과 쓰기 속도 간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손목과 손가락의 협응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NA

의 경우, 글자를 쓰는 힘을 조절하는 것과 상관없이 쓰기 속도 및 글

자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됨에 따라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해

석된다.

본 연구는 한글을 사용하는 PD 환자를 대상으로 글자 크기뿐만 

아니라 필압과 쓰기 속도를 함께 측정하였으며, 태블릿 PC와 소프

트웨어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쓰기 수행력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함

으로써, PD 환자의 쓰기에서 관찰될 수 있는 다양한 운동학적 관

점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

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PD는 주 증상 부위(dominant 

side)에 따라 운동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특

히 쓰기 활동은 손잡이와 주 증상 부위가 수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PD 환자들을 신경과 전문의가 실시한 UP-

DRS-partⅢ를 검토하여 대상자의 주 증상 부위를 왼쪽 20명, 오른

쪽 18명으로 나눈 후 두 집단의 연령, 교육년수, MoCA-K 점수, K-

BDI 점수, 발병 후 경과 기간, UPDRS-part III 점수, H&Y 척도를 

통해 배경정보를 확인하고, 문장 쓰기 과제에서의 평균 필압, 평균 

쓰기 속도, 평균 글자 크기를 살펴보았다. 주 증상 부위에 따른 두 

집단의 배경정보 및 쓰기 수행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물론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들은 발병 후 경과 기간

이 평균 5.105 (SD=3.351)년의 초기 환자들로, UPDRS-part III 점

수는 평균 13.618 (SD= 6.276)로 신체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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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H&Y 척도는 1.592 (SD= 0.518)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주 증상 

부위와 중증도에 따라 쓰기 수행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연필 모양과 유사한 디지털 

펜을 사용하여 최대한 자연스러운 쓰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

다. 그러나 태블릿 PC는 유리 액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대상자

에 따라서는 글자를 쓸 때 종이에 쓰는 것과는 다른 필기감으로 느

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와 유사한 쓰기 환경 조성

을 위해 태블릿 PC 액정에 종이 질감의 필름을 부착하거나, 국외 

연구들(Smits et al., 2014; Zham et al., 2017)과 같이 실제 종이를 올

려두고도 측정 가능한 기기를 사용한다면 실제 환경에서의 쓰기 

특성을 반영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Playford 등(1992)

은 운동 시 PET 영상에서 정상 집단과 비교했을 때 PD 환자들의 

보충운동영역과 배외측 전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에서 국소적인 대사저하를 보였으며, 이는 PD의 운동 장애와 대뇌

피질의 대사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시사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 

쓰기 과제 수행과 더불어 PD 환자의 운동 영역 및 쓰기와 관련한 

영역에서의 대사를 PET 영상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면 PD의 운동

학적인 쓰기 기제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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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파킨슨병의 쓰기 특성: 필압, 크기, 속도를 중심으로 

이한솔1·윤진영2,3·조진환2,3·안종현2,3·윤지혜4·나덕렬2,3

1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언어병리학과, 2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3삼성서울병원 뇌신경센터, 4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배경 및 목적: 파킨슨병(PD)의 운동 장애는 쓰기 수행에서 글자 크기뿐만 아니라 필압과 속도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

의 목적은 PD의 쓰기 특성을 필압, 크기, 속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PD 38명과 정상 성인(NA) 25명, 총 63명을 대상으

로, 태블릿 PC와 디지털펜을 가지고 필압, 획의 길이, 쓰기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점선 따라 그리기와 문장 쓰

기 과제를 실시하고, 필압, 글자 크기, 쓰기 속도를 분석하였다. 결과: 점선 따라 그리기 과제에서 필압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고, 쓰기 

속도는 PD 집단이 NA 집단 보다 느렸다. 문장 쓰기 과제에서 PD 집단이 NA 집단 보다 필압이 저하되고, 글자 크기가 작으며, 쓰기 속도

가 느렸다.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글자 크기와 쓰기 속도 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PD 집단은 필압과 쓰기 속도 간의 정적 상관도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는 PD로 인하여 강도, 크기, 속도 등의 운동 능력을 조절하는 것의 어려움이 쓰기 수행 시 필압, 글

자 크기, 쓰기 속도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그간 글자 크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던 PD의 쓰기 특성에서 필압이나 쓰

기 속도와 같이 다양한 요소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파킨슨병, 쓰기, 필압, 쓰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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