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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Progressive aphasia is a symptom that gradually appears and the caregivers 
are the ones who first notice the changes of patients’ communication abi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analyze the chief complaints (CCs) reported by caregivers in or-
der to better manage communication problems. Methods: First, communication-related 
CCs of 44 patients (men:women= 19:25, mean age= 70.5± 10.14) with progressive aphasia 
were extracted from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s), and thematic analysis was per-
formed using the NVivo 1.0 program. Consequently, a 45-item interview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CCs. Second, a semi-structured interview using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9 caregivers (men:women= 2:7, mean age= 56.5±  
12.82) of patients to verify the questionnaire, and additional thematic and frequency analy-
ses of contents of the interview were performed. Results: Six main themes and 18 sub-
themes were extracted from the caregivers’ interview. The 6 main themes included ‘verbal 
expression’, ‘verbal comprehension’, ‘written expression’, ‘written comprehension’, ‘calcula-
tion’, and ‘speech’. As for the subthemes, ‘word’, ‘sentence’, ‘linguistic aspect’, ‘reading com-
prehension’, ‘money management’ and ‘articulation’ were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problems. In addition, the most severely perceived main themes of CCs were ‘verbal ex-
pression’, ‘verbal comprehension’, ‘written comprehension’ and ‘speech’. Conclusion: CCs 
contain crucial information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communication abilities of pa-
tients with progressive aphasia.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information for clini-
cians and patients/caregiver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communication problems among 
patients and to direct future planning of the intervention program.

Keywords: Progressive aphasia, Dementia, Communication-related chief complaints (CCs), 
Thematic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aregiver’s questionnaire

 진행성 실어증(progressive aphasia)은 뇌졸중과 같은 병인으로 

발생하는 언어장애와는 달리 서서히 나타나는 증상으로서(Henry, 

Beeson, & Rapcsak, 2008), 단독적으로 발현되거나 다른 인지장애

를 수반한다. 그런데 발병 후 최소 2년간 인지장애를 동반하지 않고 

언어장애만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을 원발진행실

어증(primary progressive aphasia, PPA)이라고 한다(Gorno-Tem-

pini et al., 2004). PPA는 진단된 후 말 또는 언어 증상에 따라 비유

창원발진행실어증(non-fluent variant PPA, nfvPPA), 의미변이원

발진행실어증(semantic variant PPA, svPPA), 로고페닉원발진행실

어증(logopenic variant PPA, lvPPA)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된다(Gorno-Tempini et al., 2011). nfvPPA는 실문법증(agramma-

tism)과 노력성 발화(effortful speech)가 특징적이며, svPPA는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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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대기 능력 손상 및 단단어 이해 저하가 핵심 특징으로 나타난

다. lvPPA는 단어 인출 장애를 보이고, 문장 산출 능력이 저하된다. 

PPA와 같이 인지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진행성 실어증이라 할지라

도 병기가 진행됨에 따라 인지 저하를 동반하는 상태로 발전하기

도 한다(Harciarek, Sitek, & Kertesz, 2014; Mesulam, 1990).

이러한 진행성 실어증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

병(Alzheimer’s disease, AD), 루이소체 치매(Lewy body dementia, 

LBD), 전두측두치매(frontotemporal dementia, FTD) 등이 있다

(Olney, Spina, & Miller, 2017; Petrova et al., 2016). 그 기저 원인 질

환에 따라 언어 증상이 상이하며, 앞서 기술된 서로 다른 유형의 진

행실어증을 보일 수 있다. AD에서는 정상 노년층에 비해 이름대기 

수행이 저하되며(Klimova, Maresova, Valis, Hort, & Kuca, 2015), 

에둘러말하기(circumlocution)와 대명사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난

다. AD는 병기가 진행될수록 대화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

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보인다(Klimova et 

al., 2015). LBD는 매우 경미한 단계부터 이름대기에서 수행 저하가 

관찰된다(Petrova et al., 2016). FTD의 아형인 svPPA와 nfvPPA에서

는 단어 인출 장애 등의 언어 문제가 초기부터 나타난다(Olney et 

al., 2017). 

이러한 언어 문제들은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저하시키는데, 

의사소통능력은 건강관리 질이나,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Hilari & Byng, 2009; Johnson & Lin, 

2014), 언어 증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진행성 

실어증 환자들이 의료진과의 초진 면담 동안 본인의 언어 증상에 

대해 정확한 기술이 어려우며 의료진 또한 짧은 진료 시간 내에 언

어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면담이 수월하지 않다. 특히 대부분 진행

성 실어증의 초기 증상으로 이름대기 장애가 나타나며(Croot et al., 

2019), 병이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유형의 증상이나 징후

가 중첩된다(Nuvoli, Tanda, Stazza, Madeddu, & Spanu, 2019). 이

로 인해 진행성 실어증에 대한 임상적 진단과 아형 분류의 어려움

이 발생함으로써, 진행성 실어증을 진단하고 유형을 감별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임상가가 환자에게 평가도구 

등을 활용하여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직접 평가’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증상에 대해 보고하게 하는 ‘간접 평가’가 있다. 환자 

및 보호자가 보고하는 주호소(chief complaints, CCs)는 병으로의 

진전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증상을 감시하는 데 사용된다

(Wang et al., 2017). 따라서 환자 및 보호자가 느끼는 주관적 증상

에 대해 응답하는 ‘간접 평가’가 유용할 수 있으며, 주관적인 증상

을 분석하는 것이 병의 진전을 예측하여 조기 선별하고 더 나아가 

예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간접 평가’는 주로 설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개방형(open-

ended) 질문과 폐쇄형(close-ended) 질문을 함께 제공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느끼는 증상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개

방형 질문은 인터뷰 형식을 활용하여 질문지에는 없지만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평가 척도(rating scale)를 사용

하는 폐쇄형 질문은 증상의 정도를 수량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Chen, Baker, & Lam, 2020; Jones & Tanner, 2015). 

한편, 인터뷰를 거쳐 환자나 보호자가 보고하는 주관적인 증상

에 대한 분석은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체계적으로 

가능하다(Kim, Kim, Nam, & Kim, 2020). 주제 분석은 수집한 자

료의 주제 패턴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보고하는 방법이다(Nowell, 

Norris, White, & Moules, 2017). ‘주제(theme)’는 전체 자료 내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전체 발화의 대표성을 가진다(Kim 

et al., 2020). 따라서 주제 분석을 통해 진행성 실어증에게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언어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전자의무기록(Elec-

tronic Medical Record, EMR)에서 보고된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언어능력 관련 주호소를 주제 분석하여 설문지를 제작한다. 둘째, 

제작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보호자 인터뷰를 통해 진행성 실어증 

환자들의 언어능력에 대한 주호소를 재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인

터뷰 내용을 주제 분석하여 상위 주제 및 하위 주제와 주제별 빈도

를 도출하고, 진행성 실어증 환자들의 언어장애 증상 정도를 파악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두 단계에 걸쳐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

였다. 첫째,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소재 대학병원 신

경과 외래에 내원하여 언어 검사가 의뢰된 진행성 실어증 환자 44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진행성 실어증의 평가와 진단은 신경과 

전문의(B.Y.)와 신경언어장애 전공 교수(H.K)에 의해 이루어졌다. 

진행성 실어증 환자는 병력 청취 상에서 언어기능 장애에 대한 호

소가 있거나, 한국판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Korean version-Bos-

ton Naming Test, K-BNT; Kim & Na, 1997) 결과에서 1.5 SD 이하

의 수행을 보인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대상자 44명(남자:여자=19:25)

의 성별, 연령, 교육년수,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Kang, Na, & Hahn, 1997) 점

수에 대한 기초 임상 정보는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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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reen example of data coding using the NVivo 1.0.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tients with progressive aphasia

Variables Values

Age (yr) 70.5 (10.14)
Sex (N)
   Male 19
   Female 25
Education (yr) 11.0 (5.62)
K-MMSE 20.2 (6.4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K-MMSE =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perfect score: 30); yr = year; 
N= number.

Table 2.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No. Age (yr)/
Sex

Education 
(yr) K-MMSE Dx. Caregivers’ 

Age (yr)/Sex

Relation-
ship with 
patients

1 76/M 16 27 lvPPA 75/F Spouse
2 67/M   6 24 lvPPA 63/F Spouse
3 80/F 18 28 lvPPA 54/F Daughter
4 83/M 12   1 lvPPA 58/M Son
5 73/M 18 25 svPPA 34/F Daughter
6 83/F 18 22 svPPA 53/F Daughter
7 63/F 18 24 svPPA 66/M Spouse
8 66/F   6 23 nfvPPA 41/F Daughter
9 65/M 10 25 nfvPPA 65/F Spouse
Mean (SD) 72.8 (7.96) 13.5 (5.18) 22.1 (8.13) 56.5 (12.82)

K-MMSE =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perfect score: 30); yr = year; 
Dx = Diagnosis of language variants; SD = Standard deviation; lvPPA = logopenic 
variant PPA; svPPA= semantic variant primary progressive aphasia; nfvPPA= non-
fluent variant primary progressive aphasia.

(±10.14)세, 평균 교육년수는 11.0 (±5.62)년, 평균 K-MMSE 점수

는 20.2 (±6.49)점이었다.

둘째, 설문을 개발한 후에 주호소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서

울 소재 대학병원 신경과 외래에서 언어검사가 의뢰된 진행성 실어

증 환자의 주 보호자 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보호자 인터뷰는 2020년 7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다. 진행성 실어증 환자 선정 기준은 

EMR 조사와 동일하다. 환자 9명(남자:여자=5:4)의 성별, 연령, 교

육년수, K-MMSE 점수, 진단명 및 보호자 성별, 연령, 환자와의 관

계에 대한 기초 임상 정보는 Table 2와 같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72.8 (±7.96)세, 평균 교육년수는 13.5 (±5.18)년, 평균 K-MMSE 

점수는 22.1 (±8.13)점이었다. 환자들의 진행성 실어증의 유형은 

lvPPA 4명, svPPA 3명, nfvPPA 2명으로 분류되었다. 환자의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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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 신경학적 질환이 없으며, (2) 인지장애 및 정신적 질환으로 인

한 문제가 없고, (3) 연구자와의 질의 문답이 가능하며, (4) 주 3회 이

상 환자를 돌본다고 보고한 주 보호자이다. 보호자는 남자 2명, 여

자 7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6.5 (±12.82)세였다. 환자와의 관계

는 배우자 4명, 자녀 5명이었다.

연구절차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신촌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In-

stitutional Review Board, IRB) (과제번호: 4-2020-0920)의 승인을 

받았으며, 보호자는 설문 조사 전에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총 

두 단계에 걸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단계에서는, 각 연구 

대상자의 EMR에서 보고된 주호소에서 언어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EMR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전사하였다. NVivo 1.0 프로그램에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온 뒤, 전사된 내용이 환자의 언어와 관련된 발

화인지를 확인하고, 주제와 관련된 발화인 경우 각 주제별로 코딩

하였다(Figure 1). 코딩된 코드를 바탕으로 상위 주제(main themes)

와 하위 주제(subthemes), 그리고 각 주제의 빈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언어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두 번째 연구 단계에서는 환자의 언어능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

기 위하여, 개발된 ‘언어 설문지’를 제공하여 ‘반구조화된’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폐쇄형 질문은 설문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전과 비교한 현재 환자의 수행을 파악하기 위

해, 현재 관찰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전에도 동일한 문제가 관

찰되었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로 기록하게 하였

다. 환자의 언어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방

형 질문을 제공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추후 주제 분석을 위해 모두 

녹음되었다. 녹음된 보호자 인터뷰를 듣고 텍스트 파일로 전사하

였다. 이후 분석 절차는 EMR 조사 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다. 분

석은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1.0 프로그램(https://

www.qsrinternational.com/nvivo-qualitative-data-analysis-soft-

ware/home)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주호소의 각 문항별 비교를 위하여, SPSS Statistics 25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25)를 사용하여 각 설문 문

항의 중위수를 산출하였다. 단, 보호자가 관찰한 적이 없다고 한 문

항은 제외하였다.

연구결과

제1단계: 설문지 제작

EMR에서 보고된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언어능력을 주제 분석

한 결과, 총 6개의 상위 주제와 총 21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상위 주제는 ‘구어 표현(verbal expression)’, ‘구어 이해(verbal com-

prehension)’, ‘문어 표현(written expression)’, ‘문어 이해(written 

comprehension)’, ‘계산(calculation)’, ‘말(speech)’이었다. 도출된 

상위 주제 및 하위 주제와 주제 발화 빈도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상위 주제 및 하위 주제를 바탕으로 총 45문항의 ‘언어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각 주제별 문항은 언어 관련 주호소를 활용하였다. 

‘구어 표현’ 영역은 총 22개 문항으로 정리되었으며, ‘구어 이해’ 영

역은 9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문어 표현’과 ‘문어 이해’는 각 3개의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계산’은 1개 문항으로, ‘말’은 7개 문항으로 

정리되었다. 제작된 설문지는 Appendix 1과 같다.

구어 표현

EMR 조사 시 진행성 실어증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 언

어 문제는 ‘구어 표현’과 관련된 어려움이었다. 구어 표현과 관련된 

하위 주제는 7개로서 ‘단어’, ‘문장’, ‘발화 수’, ‘발화 개시’, ‘감정 표

Table 3. Utterance frequency of main themes and subthemes in EMRs

Main themes (reported frequency) Subthemes (reported frequency)

Verbal expression (100) Word (68)
Sentence (18)
Number of utterance (8)
Initiation of utterance (2)
Emotional expression (2)
Length of utterance (1)
Repetition (1)

Verbal comprehension (45) Utterance (23)
Sentence (15)
Word (7)

Speech (19) Articulation (12)
Voice quality (3)
Stuttering (2)
Speech rate (1)
Loudness (1)

Written expression (9) Linguistic aspect (7)
Motoric aspect (2)

Calculation (5) Money management (3)
Four fundamental arithmetic operations (2)

Written comprehension (5) Reading comprehension (3)
Reading aloud (2)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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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발화 길이’, ‘따라말하기’ 빈도 순이었다. ‘단어’와 관련된 문제

로서 가장 많이 보고한 내용은 “물건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었으며, “사람 이름을 잘 떠올리지 못한다”도 많이 보고하였다. 

또한 “이름을 엉뚱하게 말할 때가 있다”, “단어를 틀리게 말한다”

와 같이 착어(paraphasia) 문제를 언급하였다. ‘문장’ 산출과 관련

하여 “대화할 때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 “본인의 의견을 조

리 있게 정리하여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발화 수’ 관련 어려

움으로는 발화 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보호자들은 환자들의 “말 

수가 줄었다”고 보고하였다. 환자들은 ‘발화 개시’ 문제, 즉 자발적

으로 말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감정 표현’ 문제가 

보고된 환자들은 ‘무표정한 얼굴’ 또는 ‘우울감’을 동반하였다. ‘발

화 길이’에서 환자들은 길게 말을 하지 않고, “단어만으로 의사소

통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환자는 대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반향어(echolalia)’로 특색 지어질 수 

있다. 

구어 이해

두 번째로 많이 보고된 언어 문제는 ‘구어 이해’ 능력의 저하이

다. 하위 주제는 ‘단어’, ‘문장’, ‘담화’로 도출되었다. 진행성 실어증 

환자들은 ‘담화’ 이해에 가장 어려움을 보였다. 가장 많이 보고된 

문제는 “텔레비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이었으며, 보호자들은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 있는 것 같다”, “이해가 안 되는 프로그램

은 시청하지 않고 채널을 돌린다” 등을 보고하였다.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도 많이 언급된 문제로, 특히 “전화로 들은 내용

을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환자들은 보다 짧은 문

장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는 

“말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졌다”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질문에 답

을 늦게 하거나 여러 번 다시 말해주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밖

에도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되묻는다”, “질문과는 다른 대답을 

한다” 등이 자주 언급되었다. 또한 보호자들은 환자들이 담화나 

문장뿐만 아니라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말

세 번째로 많이 보고된 언어 문제는 ‘말’ 문제로, ‘조음’, ‘음량’, ‘음

질’, ‘말속도’, ‘말더듬’ 다섯 가지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조음 문제는 ‘왜곡(distortion)’이었는데, 말이 ‘어눌하다’, 

‘어둔하다’, ‘부정확하다’, ‘불분명하다’라고 표현하였다. 두 번째로 

많이 보고된 말 문제는 ‘음질’로서, ‘쉰 목소리’와 ‘힘겨운 발성’이 언

급되었다. ‘말더듬’과 관련하여 “말더듬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말속도 저하와 음량 감소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어 표현

진행성 실어증 환자들은 쓰기에서도 저하된 수행을 보였다. 쓰기

는 중추형인 ‘언어적(linguistic) 측면’의 문제와 말초형인 ‘운동적

(motoric) 측면’의 문제 두 가지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다. 언어적 측

면의 문제는 중추신경계의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주로 맞춤법과 

관련된 오류를 보고하였다. 보호자들은 “철자를 틀린다”, “오타가 

심한 문자를 보낸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말초신경계의 손상에 의

한 운동적 문제도 나타났는데, 글씨체 변화로서 “글씨를 흘려 쓴

다”고 보고하였다.

계산

계산은 ‘사칙연산’과 ‘돈 계산’ 두 가지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다. 

‘돈 계산’ 측면에서는, “돈 계산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금전

관리를 남에게 맡긴다”, “중요한 돈 관리를 맡기기에는 불안하다”

고 하였다. 사칙연산은 비교적 쉬운 계산능력을 요하는 과제로, 많

이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양을 계산해야 할 때 오류를 보인

다”, “틀리지는 않지만 계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이 있

었다.

문어 이해

문어 이해 측면에서는 ‘독해’와 ‘소리 내어 읽기’ 두 가지 하위 주

제가 도출되었다. ‘독해’ 측면에서 “읽기는 가능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한다”, “복잡한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소리 내어 읽기’와 관련하여 “글자를 빠뜨리고 읽을 때가 있다”고 

하였다.

제2단계: 보호자 인터뷰

보호자 인터뷰 주제

보호자 인터뷰 내용을 주제 분석한 결과, 총 6개의 상위 주제와 

18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상위 주제는 EMR 조사 주제 분석 

결과와 동일하였으나, 하위 주제는 ‘따라말하기’, ‘음질’, ‘소리 내어 

읽기’가 보고되지 않았다. 도출된 상위 주제 및 하위 주제와 주제 

발화 빈도는 Table 4와 같다.

구어 표현

EMR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진행성 실어증 환자들에게 가장 많

이 나타난 언어 문제는 ‘구어 표현’과 관련된 어려움이었다. 구어 표

현과 관련된 하위 주제는 6개로서, ‘단어’, ‘문장’, ‘발화 개시’, ‘발화 

길이’, ‘발화 수’, ‘감정 표현’ 빈도 순이었다. 하위 주제의 빈도에 따

라 나타난 워드 클라우드는 Figur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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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보호자들은 진행성 실어증 환자들이 단어를 인출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이거 뭐

지”, “이게 뭐야”라고 하는 등 상대방에게 단어의 이름에 대해 묻거

나, “난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

다. 그 밖에도 “생각은 나는데 입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단

어를 에둘러서 표현해요”라고 하였다. “단어를 엉뚱하게 말해요”, 

“단어 발음을 잘못해요” 등 착어 문제도 자주 언급되었다. 

(a) 발화는 ‘약사’를 ‘약 파는 애’로 대치한 것을 통해 단어 인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에둘러말하기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

발화는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 문제를 언급한 예시이다.

(a)  “약을 어디서 받아온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약국에 가니까 약 파는 애가 이걸 쓰라고 하더라

고 이런 식으로.”
(b)  “손주 이름도 까먹고. 아들의 자식과 딸의 자식을 바꿔서 

말해요 이름을.”
 

문장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하위 주제는 ‘문장’ 수준의 말하기였다. 

보호자는 진행성 실어증 환자들이 “주제에서 벗어난 말을 해요”, 

“앞뒤가 다른 말을 해요”, “말을 횡설수설해요”와 같이 주제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a). 그 밖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해

요”와 같이 대화 차례지키기(turn-taking)의 문제도 언급되었다(b). 

(a)  “평소에는 이런 반대되는 말을 해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

니까’라고 하면 ‘아침밥이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많

이 하는 거는 마음이 불안할 때 이럴 때는. 좀 횡설수설도 

하는 거 같은데. 안 그러면 말을 잘 안 하고.”
(b) “앞뒤 맥락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요.”

발화 개시

진행성 실어증 환자들은 ‘발화 개시’에도 문제가 있었다. 보호자

들은 환자들이 “말을 거의 안 해요”라고 호소하였으며, 이를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a). 또한 모임같

이 사람들과 많이 마주하는 장소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

였다(b).

(a) “대화 내용도 이해하지 못해서 어디를 가든 말을 잘 안 해.”
(b)  “옛날에는 모임 가서 뭐 어땠냐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

데 그게 없어. 안부 인사 정도 하면 하는데 사회적으로 어

떻고 골프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할 법한데 안 해요.”

발화 길이

네 번째로 많이 언급된 문제는 ‘발화 길이’이었으며, “요점만 말

해요(a)”, “짧은 말은 가능하지만 말을 길게 하면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b)”라고 보고하였다. 

(a)  “정말 많이 짧아졌어요. 집에서도 요점만 딱 맞다 아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지.”

Table 4. Utterance frequency of 6 main themes and 18 subthemes

Main themes (reported frequency) Subthemes (reported frequency)

Verbal expression (76) Word (24)
Sentence (22)
Initiation of utterance (12)
Length of utterance (10)
Number of utterance (7)
Emotional expression (1)

Verbal comprehension (35) Sentence (16)
Utterance (13)
Word (6)

Speech (18) Articulation (9)
Speech rate (5)
Stuttering (3)
Loudness (1)

Written expression (11) Linguistic aspect (8)
Motoric aspect (3)

Calculation (5) Money management (4)
Four fundamental arithmetic operations (1)

Written comprehension (3) Reading comprehension (3)

Figure 2. A word cloud of subtheme in ‘verbal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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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집에서는 길게는 못하고 간단한 짧은 말은 바로. 길게 문장

이 연결 안 돼서 긴 말은 잘 못해요.”

발화 수 

‘발화 수’와 관련하여 “말 수가 줄어들었어요”, “말이 거의 없어

요”라고 하였으며,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말해요”라고 보고하기

도 하였다. 

(a)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말해요. 그럼 알아서 하는 거야. ‘뭐 

말하는 거냐’고 뭐라고 하면은 바로 또 대꾸도 안 해요.”

감정 표현

감정 표현 감소도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보고된 환자는 

감정의 변화가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감정과 감정표현

의 감소가 동반되어 나타나는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감정표현은 원래 많았는데 많이 줄었어요.”

구어 이해

진행성 실어증 환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언어 문제는 구

어 이해 능력의 저하였다. 하위 주제는 ‘단어’, ‘문장’, ‘담화’로 도출

되었다. 

문장

진행성 실어증 환자들은 문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는 “말을 이해하는 속

도가 느려졌어요(a)”이었으며, 그 밖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야 

이해해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어요(b)” 등을 보고하였다. 

(a)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다시 얘기하면 ‘아 그거’ 이

러는 건 있어요. 이해하는 속도는 많이 느려진 거 같아요.” 

(b)  “이해를 못하니까 대답을 안 해. ‘이걸 반으로 접어요’ 이러면 

이해를 못하니까 한참 있고 멋대로 접어. 이해를 못하니까. 말

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묻는 경우도 많아요.”

담화

담화 수준에서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

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a)”, “텔레비전 내용을 이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b)”가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였으며, 두 가

지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환자들의 담화 이해 능력 

저하에 대해 “대화 내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어요”, “텔레

비전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뉴스를 보

지 않고 노래가 나오는 채널만 봐요”라고 보고하면서 텔레비전 내

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회피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a)  “지난번에 안과에 갔는데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해석하더라고요.”, “대화

도 그냥 듣고만 있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b)  “잘 안 봐요. 노래 나오는 거 이런 거 그냥 헤 하면서 보고 있

어. 뉴스라든가 이런 거 코로나 이런 거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요즘에는 잘 안 봐요. 드라마 같은 걸 

안 보고 스포츠 아니면.”

단어

환자들은 단어를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보호자들

은 ‘의미적 지식의 손상으로 생긴 이해 결함(a)’과 ‘단어 표상의 손

상으로 인해 생긴 이해 결함(b)’을 모두 보고하였다. 

(a)  “약도 그렇고.. 안약.. 평상시에 계속 쓰는데 한 보름 정도는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디에 쓰는 거냐고 하고. 써도 되는 

거냐고 하고 다른 것도 또 많이 그러는 게 있어요. 오랜만에 보

는 게 있으면 그게 뭔지를 어디에 쓰는 건지를 모를 때가 많아

요. 사용도를 몰라요.” 

(b)  “조금 이상했던 거는 텔레비전을 보는데 탈춤 할 때 나오는 

탈 있죠? 그 탈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왜 탈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런 적은 있어요.”

말

세 번째로 많이 보고된 언어 문제는 ‘말’ 문제로서, 하위 주제는 

‘조음’, ‘음량’, ‘말속도’, ‘말더듬’이 도출되었다. 

조음

가장 많이 보고한 문제는 ‘조음’이었다. 조음 문제에 대해 말이 

“어눌해요”, “어둔해요”, “부정확해요”라고 하였는데, 이는 ‘왜곡’ 

오류를 의미한다. 

(a) “발음이 일단 나쁘고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게 제일 커

요. 속도가 느리면서 발음이 엄청 부정확한 거.” “안에서만 울리는 

거 같아요.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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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속도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문제는 ‘말속도’와 관련된 문제로서, “말

속도가 느려졌어요”라고 보고하였다. 말속도가 느려졌다고 보고된 

5명 중 3명의 환자가 ‘말더듬’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 보호자들이 

보고한 말속도 감소는 말더듬과 관련이 있음이 시사되었다. 

(a)  “말하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평소에는 느려졌는데. 오늘

은 본인 성질나니까 막 버럭하고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리고 말을 더듬더듬 말해요.”

말더듬

세 번째로 많이 보고된 문제는 ‘말더듬’이었다. 보호자들이 언급

한 ‘말더듬’은 일반적으로 유창성장애로서 ‘불수의적인 말소리의 

반복, 연장, 막힘’이 아닌, ‘말의 쉼이 많고 더듬더듬하는 말’을 의미

하였다. 또한, 환자의 비유창한 말이 단어 인출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a)  “말을 더듬기도 하는데. 그게 자기가 잘 생각이 안 나니까 

대화를 하는 중에 더듬더듬 이렇게 되는 거지.” 

음량

음량 변화는 모두 음량 감소와 관련된 것으로서 “목소리가 작아

졌어요”라고 보고하였다.

(a)  “말하는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요. 발음도 좀 어눌해지고 부

정확하고. 목소리도 많이 작아졌어. 좀 사람이 멍해지고.”

문어 표현

‘문어 표현’과 관련된 하위 주제는 중추형인 ‘언어적 측면’의 문제

와 말초형인 ‘운동적 측면’의 문제로 도출되었다. 

언어적 측면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는 언어적인 문제로서, “단어를 쓸 때 뒤

에 이어지는 자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a)”라고 하였다. 그 

밖에도 “맞춤법을 틀려요(b)”, “오타가 심한 문자를 보내요(c)” 등

을 언급하였다.

(a)  “글자를 횡설수설하는.. 다음에 무슨 글자가 와야 할지를 

한참 생각하셔야 한대요.” 

(b)  “맞춤법은 잘 쓰셨는데 요즘은 많이 틀려요. ‘고맙다 우리 

맞딸’이라고 해서 충격받았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우리 첫

째 딸’이라고 바꿔 써요. 그거를 막내한테도 그런 거 같아

요. 막내를 소리 나는 대로 ‘망내’라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c)  “오타가 심한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해요. 최근

에는 한 적이 없고.”

운동적 측면

운동적인 문제로 인한 쓰기의 어려움도 확인되었다. 가장 많이 보

고한 문제는 글씨체 변화로서, “글씨를 흘려 써요”라고 보고하였다. 

(a)  “글씨를 예를 들어서 ‘ㄴ’이면 이렇게 써야 하는데 ‘ㅡ’ 이렇게 

쓰고, ‘ㄹ’이면 이렇게 돼야 하는데 ‘ㅊ’ 비슷하게 쓰고. 예전에

는 글씨를 아주 잘 쓰고 정확하게 썼지. 요즘에는 그게 아주 

심해요.”

계산

계산은 ‘사칙연산’과 ‘돈 계산’ 두 가지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다. 

 돈 계산

보호자들은 환자들이 돈 계산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하면서, 이로 인해 돈 관리를 맡기기 불안하다고 하였다.

(a)  “계산능력은 떨어진 거 같아요. 돈이라든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천 원 이천 원 이런 거 더하기 숫자 이런 

거 잘 안돼요.”, “중요한 돈 관리를 맡기기는 불안해요.” 

사칙연산

진행성 실어증 환자들은 비교적 쉬운 계산인 ‘사칙연산’에서도 

어려움을 보였다. 

(a) “사칙연산 같은 거는.. 사칙연산도 좀 떨어져요.”

문어 이해

문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독해’ 하나

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독해

보호자들은 환자들이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a)”라고 호소하며 

읽기 상황을 회피한다고 하였고, ‘읽기는 가능하지만 이해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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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요(b)”, “복잡한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c)”라고 보고

하였다. 

(a)  “그냥 핸드폰 문자가 오면 직접 보여주지 뭐. 이거에 대해 그냥 

물어보지. 헷갈리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모르시니까. 생각 안 하

고 그냥 물어보는 거. 해야 될 거를. ‘니가 해라’ 그냥 줘버려요.”
(b)  “글을 읽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건 매우 그렇다

고 봐야 돼.”
(c) “복잡한 글도 이해 못 해 신문 같은 거.”

언어장애 증상 정도

중위수 ‘4점(그렇다)’ 이상인 문항을 확인한 결과, ‘구어 표현’ 측

면에서 ‘단어가 얼른 떠오르지 않는 것 같다’, ‘하려는 말이 바로 나

오지 않고 입안에서 맴도는 것 같다’, ‘떠오른 단어가 말로 잘 나오

지 않는 것 같다’, ‘사용하는 어휘 양이 줄어들었다’ 문항 점수가 높

게 나타나, 환자들이 단어 인출에서 어려움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발화 수 감소’와 ‘주제 폭 감소’, ‘주제 이탈’ 

문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어 이해’ 측면에서는 ‘말을 이해하

지 못하고 되묻는다’, ‘텔레비전을 볼 때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

는 것 같다’, ‘대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문항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환자들이 단어에 비해 문장 및 담화를 이해하

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문어 이해’에서는 ‘복잡한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문항의 중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말’ 측면에서는 말 속도 저하가 가장 두드러진 문제였다.

논의 및 결론

보호자가 보고하는 환자의 주호소는 치료를 요구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를 분류하는 의사 결정과 관련된 많은 정보

를 담고 있다(Mowafi et al., 2013). 실제로 의료기관 방문 시에 보호

자는 의료진과의 면담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게 되고, 의

료진은 이러한 병력 청취 상의 주호소에 근거하여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보호자는 동일한 증상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증상을 설명하게 되는데, 환

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고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환자에게 관찰되는 주 증상 

또는 주호소를 의료진이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서, 전문가의 개입에 의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한 설문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 분석을 통하여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언어

장애 증상을 확인하고, 각 주제의 빈도를 도출하여 진행성 실어증 

환자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언어 문제를 밝혔다. 또한, 환자가 

보이는 언어장애 증상 정도, 즉 환자들에게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주제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와 그에 따른 논

의는 다음과 같다. 보호자 인터뷰 주제 분석 결과, 도출된 상위 주

제는 ‘구어 표현’, ‘구어 이해’, ‘문어 표현’, ‘문어 이해’, ‘계산’, ‘말’이

었다. 가장 많이 보고된 언어 문제는 ‘구어 표현’에서의 어려움이었

으며, ‘구어 표현’의 하위 주제 중 단어 인출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

되었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하여 단어 인출의 어려움으로 인

해 나타난 문제와 더불어, 단어 인출 문제가 있을 때 환자들이 사용

하는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들은 단어를 말해야 하는 상황

을 피하는 ‘회피’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단어를 에둘러서 표현하는 

‘에둘러말하기’ 전략을 구사하였다. 또한 “더 큰 범주로 말하고 점

점 좁혀가면서 단어를 말하려고 한다”고 함으로써, 특정 범주에 속

한 단어를 산출하지 못하는 ‘단어 인출’ 결함으로 인하여 ‘상위 범

주로 말하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어증 환자들은 단어 

인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단서전략(self-cueing strategies)

을 사용한다(Hwang, Woo, & Kim, 2015). 진행성 실어증을 동반한 

인지 저하 환자들의 단어 인출 전략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에둘러말하기’나 ‘상위 범주로 말하기’가 전략의 예가 될 수 있다. 

한편, 반향어를 보인 환자의 경우, 초진 기록에 의하면 “질문과 다

른 대답을 한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이후 1-2년 경과 후 추적 검사 

시에는 상대방의 말을 따라 하는 특색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

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말을 따라 하는 특성은 이해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중증도가 심한 환자에게 나타나는 특성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상위 주제는 ‘구어 이해’이며, 하위 주제

는 ‘단어’, ‘문장’, ‘담화’이었다. ‘단어’ 이해 상의 문제는 두 가지 유

형으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의미적 지식(semantic knowledge)의 

손상에 기인하고, 다른 하나는 의미적 지식은 보존되어 있지만 의

미적 지식과 단어의 음운적 표상이 단절되어 생긴 문제이다(Anto-

nucci, Beeson, Labiner, & Rapcsak, 2008). 예를 들어, 물건의 쓰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미적 지식의 손상으로 인해 

이해 결함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물건의 쓰임은 

알고 있지만 단어를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의미적 지식

과 음운적 표상의 단절로 인하여 이해 결함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환자들은 단어에 비해 문장 및 담화 이해에서 어려움

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사적 처리 능력

과 구어 작업기억(verbal working memory) 능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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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pler, Almor, Tyler, Andersen, & MacDonald, 1998). 즉, 문장 

및 담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처리할 때보다 더 많은 인지-

언어적 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진행성 실어증 환자들은 작업기억 

등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 문장이나 담화를 처리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Welland, Lubinski, & Higginbotham, 

2002).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된 상위 주제는 ‘말’이었다. ‘말’ 문제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조음’ 오류는 언어 표현 및 이해 문제에 비해 비교적 

나중에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지만(Müller & Guendouzi, 2005), 

‘어눌한 말’은 치매 초기부터 나타나거나(Lee & Kim, 2019), 진행성 

실어증 유형(예, nfvPPA)에 따라 주요 증상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

서 ‘어눌한 말’이 보고된 바, 실제로 환자들이 이 증상을 보고한 시

기와 어떤 유형의 환자인지를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어 표현 측면에서 “문자를 보낼 때 오타가 나요”, “이전과 다르

게 문자를 보내지 못해요”라고 하였는데,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증

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잘 관찰될 수 있다. ‘문자’ 사용상의 어려

움은 비단 언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그리고 운동적인 측

면에 기인한다(An & Park, 2019; Chen, Chan, & Tsang, 2013). 즉, 철

자 오류라는 결과적인 문제는 잘못된 자소(grapheme)의 선택에 따

를 수 있고, 시각 저하로 인하여 휴대폰의 작은 자판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손가락 운동 기능의 저하로 자판을 잘 못 누를 수 있다. 

문어를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독해 능력의 저

하는 다양한 유형의 치매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언어 증상인데, 

svPPA 환자들은 발병 초기부터 독해 문제가 나타난다(Coltheart, 

Tree, & Saunders, 2010). 

계산 능력의 저하는 AD,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

ment, MCI)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인지 저하 환자들에게 빈

번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다(Marterer, Danielczyk, Simanyi, & Fis-

cher, 1996; Sherod et al., 2009). 많은 선행연구에서 계산능력을 평

가하기 위하여 오류율 및 오류 유형만을 보고하였으나(Kim, Kim, 

Yoon, & Cho, 2017; Marterer et al., 1996), 본 연구의 환자들은 계

산 시 지연된 반응을 보고하였다. “계산을 틀리지는 않지만 계산하

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연 현상이 인지 저하를 예측하는 요

인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환자의 언어 증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EMR에서 보

고된 주호소 조사를 통하여 언어 설문지를 제작한 후, 보호자들에

게 현재 환자의 언어능력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

다. 증상의 정도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를 통해 밝혀진 진행성 실어증 환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보이는 언

어 증상을 확인하고 중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졸중과 같은 병인으로 발생하는 비진행성 실어증에 대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 진행성 실어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로 인해 진행성 실어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진

행성 실어증을 동반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보호자 주호소를 분석하여 진행성 

실어증의 언어능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호자가 보고하는 주호소를 분석하는 것이 환자의 증상

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보호자들이 환자의 언어 문제를 정확

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언어 증상을 인지 증상과 혼동하는 경우 

역시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의 주도에 의한 반구조화된 인

터뷰를 진행하면서 모호한 응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

구하거나, 말을 수정하여 되물어 보면서 보호자가 보고하는 환자

의 언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진행성 실어증의 언어 특성을 파악하고, 진

행성 실어증 환자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언어 설문지’를 개발하였

다. 그러나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면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

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로 인하여 대상자 모

집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표본 수가 적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진행성 실어증 유형별로 분류되어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여 유형별 주호소가 다를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요약컨대, 본 연구는 보호자 주호소를 분석하여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언어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진행성 실어증 환

자의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언어 설문지’의 기틀을 마련하였

다.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설

문지가 임상에서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데 활

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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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Questionnaire for caregiver interview

환자명 성별/나이 남, 여 / 만 세

연구일련번호 설문 날짜

본 설문지를 통해 환자분의 언어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1점(전혀 아니다) ~ 5점(매우 그렇다) 중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점수에 동그라미(O) 

해주세요.

이전과 비교한 현재 환자의 ‘구어 표현’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세요.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고

  1 단어(사물, 사람 이름, 지명 등)가 얼른 떠오르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2 하려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고 입안에서 맴도는 것 같다. 1 2 3 4 5

  3 떠오른 단어가 말로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4 단어를 헷갈리는 것 같아 보인다. 1 2 3 4 5

  5 다른 단어로 대체해 말할 때가 있다.(진달래꽃→국화꽃, 쌍화차→생강차 등) 1 2 3 4 5

  6 상황에 적합한 단어를 잘 찾지 못하고, 뭉뚱그려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1 2 3 4 5

  7 대용어(‘아’, ‘그’, ‘저’ 등)를 많이 사용한다. 1 2 3 4 5

  8 사용하는 어휘 양이 줄어들었다. 1 2 3 4 5

  9 대화 주제의 폭이 좁아졌다. 1 2 3 4 5

10 대화 중 주제에 벗어난 말을 한다. 1 2 3 4 5

11 이야기의 일부분만 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12 맥락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 1 2 3 4 5

13 말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다. 1 2 3 4 5

14 헛소리를 많이 한다. 1 2 3 4 5

15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다. 1 2 3 4 5

16 조리 있게 문장을 구성하지 못한다. 1 2 3 4 5

17 이야기를 할 때 삼천포로 빠진다. 1 2 3 4 5

18 말 길이가 짧아졌다. 1 2 3 4 5

19 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1 2 3 4 5

20 자발적으로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 2 3 4 5

21 상대방의 말을 따라 한다. 1 2 3 4 5

22 감정 표현이 줄었다. 1 2 3 4 5

이전과 비교한 현재 환자의 ‘구어 이해’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세요.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고

1 물건의 이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한다. 1 2 3 4 5

2 물건의 쓰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1 2 3 4 5

3 질문과 다른 대답을 한다. 1 2 3 4 5

4 엉뚱하게 대답할 때가 있다. 1 2 3 4 5

5 말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진 것 같다. 1 2 3 4 5

6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묻는다. 1 2 3 4 5

7 질문에 답을 늦게 한다. 1 2 3 4 5

8 텔레비전을 볼 때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9 대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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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비교한 현재 환자의 ‘문어 표현’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세요.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고

1 글씨체가 변한 것 같다.(예, 글씨를 흘려 쓴다) 1 2 3 4 5

2 맞춤법을 틀린다. 1 2 3 4 5

3 오타가 심한 문자를 보낸다. 1 2 3 4 5

이전과 비교한 현재 환자의 ‘문어 이해’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세요.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고

1 읽기는 가능하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1 2 3 4 5

2 복잡한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예, 신문, 광고 등) 1 2 3 4 5

3 글자를 빠뜨리고 읽을 때가 있다. 1 2 3 4 5

이전과 비교한 현재 환자의 ‘계산’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세요.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고

1 계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예, 돈 계산) 1 2 3 4 5

이전과 비교한 현재 환자의 ‘말’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세요.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고

1 말하는 속도가 느려졌다. 1 2 3 4 5

2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3 쉰 목소리가 난다. 1 2 3 4 5

4 발음이 어눌해졌다. 1 2 3 4 5

5 발음이 부정확해졌다. 1 2 3 4 5

6 목소리가 작아졌다. 1 2 3 4 5

7 말을 더듬는다. 1 2 3 4 5

Appendix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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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진행성 실어증 환자의 보호자 보고에 의한 의사소통 관련 주호소의 주제 및 빈도 분석

김가영1·예병석2·이주희3·김향희1,4

1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3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및 
재활의학연구소

배경 및 목적: 진행성 실어증은 서서히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환자의 의사소통 능력 변화를 가장 빨리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이다. 환자에게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호자 주호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방법: 제1단계에서 진행성 실어증 환자 44

명(남:여=19:25, 평균 연령=70.5±10.14)의 전자의무기록(EMRs)을 활용하여 언어 관련 주호소를 정리하고, NVivo 1.0을 사용하여 

주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45개 문항의 언어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제2단계에서 개발된 언어 설문지를 활용하여 보호자 9명

(남:여=2:7. 평균 연령=56.5±12.82)에게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을 주제 및 빈도 분석하였다. 결과: 주제 분

석 결과, 총 6개의 상위 주제와 총 18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상위 주제는 ‘구어 표현’, ‘구어 이해’, ‘문어 표현’, ‘문어 이해’, ‘계산’, 

‘말’이 포함되었다. 각 상위 주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도출된 하위 주제는 ‘단어’, ‘문장’, ‘언어적 측면’, ‘독해’, ‘돈 계산’, ‘조음’이었다. 더불

어, 보호자들이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환자의 언어 문제는 ‘구어 표현’, ‘구어 이해’, ‘문어 이해’, ‘말’이었다. 논의 및 결론: 주호소는 진행

성 실어증 환자의 현재 의사소통 능력을 반영하는 주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가들과 환자/보호자들이 진행성 실

어증에서 보이는 의사소통장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진행성 실어증, 치매, 의사소통 관련 주호소, 주제 분석, 빈도 분석, 보호자 설문지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발췌 및 수정한 것임.

본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7S1A5A2A010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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