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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단어유창성(word fluency)은 집행기능, 의미 처리 능력, 단어 

지식을 평가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과제이다. 의미와 집행 처리 

모두 단어유창성의 수행력에 관여하지만, 의미나 음운 범주 내

에서 단어를 산출하는 군집화(clustering) 과정, 효율적으로 새

로운 하위 범주로 이동하는 전환(switching) 과정이 독립적으

로 작용하기도 한다(McDowd et al., 2011). 예컨대, 노인은 전

환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나 군집화는 젊은층과 유사하고, 분리

주의력이 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Rosen et al., 2005). 

노화와 신경학적 질환으로 인한 단어유창성의 저하는 언어

지식 자체의 손실이라기보다 전반적인 정보 처리 과정의 차원

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

해 단기기억과 작업기억 능력이 저하됨으로써 단어유창성에 결

함이 나타난다(de Paula & Malloy-Diniz, 2013; Vukovic et al., 

2008). 따라서 작업기억이 매우 제한될 경우 의미적 및 음운적 

재활성화가 요구되는 과제에서 전반적인 어려움을 보인다. 예컨

대, 노화나 신경학적 질환으로 인해 작업기억이 저하되면 단어

유창성 과제에서 산출하는 어휘의 양이 적을 뿐 아니라 어휘의 

전형성과 효율적인 연상을 위한 반응 전략도 떨어진다(Un-

sworth et al., 2012). 특히, 작업기억 용량이 제한되는 후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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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환자(acquired brain injury)는 의미적 단어유창성과 함

께 음운적 단어유창성이 저하된다는 보고도 있다(Marczinski 

& Kertesz, 2006; Seniów et al., 2009). 

수행 양상의 측면에서 젊은층은 단어유창성 과제의 수행력

이 높고 보속과 삽입이 거의 없는 반면, 노인은 정확도가 낮고 

보속과 삽입이 많다(McDowd et al., 2011). 이는 노화가 작업기

억 용량과 집행기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과 연관된다. 신

경학적 질환군의 경우에도 집행기능과 작업기억은 단어유창성

의 수행력과 상관성이 크다. 과제 수행 시 무관한 정보가 유입

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작업기억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억제

(inhibition)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노화나 신경학적 질환

은 이 같은 기능을 방해한다(Peach & Shapiro, 2012). 따라서 

작업기억과 집행기능은 필연적으로 단어유창성의 수행에 부정

적으로 작용한다(Dennis & Cabeza, 2008; McDowd et al., 

2011). 예를 들어, 노인이나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AD) 환자는 작업기억과 집행기능의 저하로 주의가 산만해질 

뿐 아니라 한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빠르게 전환하기 어렵다. 또

한 이미 학습된 고정관념이나 경험적 지식, 도식에 지나치게 의

존한다. 그 결과, 음운적 및 의미적 단어유창성이나 대면이름대

기 과제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인다.

범주의 유형별로는 의미적 단어유창성(semantic word fluen-

cy)이 의미기억과 큰 상관성을 보이고, 음운적 단어유창성(pho-

nemic word fluency)은 주로 어휘-음운기억(lexical-phonemic 

memory)의 영향을 받는다(Birn et al., 2010). 이에 따라 전자

는 측두엽의 기능을, 후자는 전두엽의 기능을 더 많이 요한다. 

예컨대, 의미 체계 및 의미기억과 관련된 신경학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행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면이름대기와 의미적 단

어유창성 과제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측두엽의 기능 저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AD는 초기부터 의미기억이 손상되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미적 단어유창성의 수행력이 크게 저

하된다(Laatu et al., 2003). 이와 대조적으로, 전측두엽성 치매

(frontotemporal dementia)는 초기부터 음운적 단어유창성의 

결함이 나타난다(Marczinski & Kertesz, 2006). 실어증 환자

는 의미적 단어유창성보다 음운적 단어유창성 과제에서 더 높

은 수행력을 보이는데, 이는 음운적 단어유창성 과제가 의미 체

계에 대한 접근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Seniów et al., 2009). 

임상적인 측면에서 단어유창성은 의미 처리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므로 노인 및 AD 환자의 인지-언어적 진단 도구로써 매

우 중요하다. 보편적으로 노화와 AD로 인해 집행기능이 저하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어유창성 과제의 임상적 유용성은 더욱 

확대된다(Amieva et al., 2004). 집행기능은 다각적인 인지 처

리 과정을 요하는 고차원적 인지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러 인지 및 언어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

상생활의 기능성을 발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노인 

및 신경학적 질환군의 삶의 질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

다(Royall et al, 2004). 집행기능에는 개념화에 따른 행동이 포

함되는데, 방해물의 차단, 주의 조절, 목표 지향적 행동에의 참

여, 요약, 문제 해결, 상위인지(metacognition), 행동 결과의 예

측 및 결과에 따른 재적응, 행동·진실성·의식의 시간적 통합, 

정신적 유동성에 대한 적응의 개념 등 광범위한 능력을 요한다

(Peach & Shapiro, 2012). 전술한 바와 같이, 작업기억과 집행

기능은 단어유창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데, 노화와 신경학

적 질환은 이 같은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ndrés & 

Van der Linden, 2002; Peach & Shapiro, 2012). 

이처럼 노화 및 신경병리학적 차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단어유창성과 인지-언어 영역과의 상관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단어유창성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인지-

언어적 변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신경학적 변화에 대한 진단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AD 및 파킨슨병(Par-

kinson’s disease) 환자군을 대상으로 단어유창성의 변인을 살

펴본 연구에서는, 집행기능이나 의미 지식보다 처리속도가 주요

한 인지-언어적 예측변인이었다(McDowd et al., 2011). Benja-

min et al.(2015)은 초기 AD 환자의 의미적 단어유창성이 자서

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했다.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작업기억에 대한 중재를 실시

함으로써 단어유창성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Salis, 2012). 즉, 작업기억은 언어 처리 능력과 크게 연계되므로 

작업기억의 향상은 언어 능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Seniów et 

al., 2009). 또한 전두엽 손상 및 전도성 실어증 환자들은 공통적

으로 음운적 단어유창성이 저하된다는 보고도 있다(Marczin-

ski & Kertesz, 2006; Seniów et al., 2009).

이 같은 결과들은 노화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예컨대, 노인

은 작업기억의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구문 구조를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주의 산만, 감각 상실, 

이중 과제나 다중 과제의 요구도 영향을 미친다(Peach & Sha-

piro, 2012). 여기에는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의 기능 및 

도파민 체계의 변화, 뇌 기능의 편재화(lateralization), 신경 조절

에 영향을 주는 뇌 구조 및 조직의 변화 등이 작용한다(Dennis 

& Cabeza, 2008). 이에 근거하여 노인의 단어유창성 능력도 변

화한다. 처리속도와 억제는 노인의 단어유창성을 예측할 수 있

는 변인으로(Peach & Shapiro, 2012), 이를 통해 단어의 인출

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능력뿐 아니라 의미기억에서 정보를 인출

하는 속도가 단어유창성의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즉, 처리

속도는 범주의 전환이나 군집화 능력에 크게 기여하는데, 이는 

작업기억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처리속도는 집행기능 및 

주의력과도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Signorini & Volpat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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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성 기제가 원활히 발휘되지 못하면 과제 간의 빠른 전환 

능력이 저하된다. 반면에, 인지 처리속도와 억제 능력이 고려될 

경우 개인 차이에 따른 영향력이 최소화된다는 보고도 있다

(McDowd et al., 2011). 

노화로 인한 단어유창성 능력의 저하는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단어유창성 과제의 수행력이 

저하되며,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성별이나 교육 수준 등

이 있다(Dennis & Cabeza, 2008; Peach & Shapiro, 2012). 노

인들이 특정 범주의 단어유창성 과제를 수행할 때 작업기억 용

량과 단어의 양보다는 인지 처리속도와 효율성의 영향을 더 크

게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Peach & Shapiro, 2012).

요컨대, 단어유창성은 의미 지식 이외의 인지-언어적 능력을 

복합적으로 요하는 능력으로 노화 및 신경병리학적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진단적 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 노인과 치

매 집단을 대상으로 단어유창성과 관련된 인지-언어 능력이 무

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어유창성에 대한 인지-

언어적 예측변인을 파악함으로써 중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인지 및 언어 과제들을 증거 기반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구

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 노인, 경도 치매, 중등도 치매 집단 간에 단어유창

성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각 집단별로 단어유창성과 인지-언어 능력 간에 어떠

한 상관성을 보이는가?

셋째, 각 집단별로 단어유창성을 예측하는 인지-언어적 변인

은 무엇인가?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정상 노인 19명과 경도 치매 환자 16명, 중등도 치

매 환자 12명 등 총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정상 노인은 

서울시 소재 노인정 3곳으로부터 표집되었다. AD 환자는 서울

시 소재 노인복지관과 데이케어센터, 요양병원으로부터 표집되

었고, 신경과 전문의가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and 

Communicative Disorders and Stroke and Alzheimer’s Dis-

ease and Related Disorders Association (McKhann et al., 

1984)의 기준에 따라 AD로 진단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Clinical Dementia Rating (CDR) (Morris, 1993) 척도에 따라 

경도(CDR = 1) 집단과 중등도(CDR = 2)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노인 집단의 선정 기준에는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2) Ko-

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의 정상군 

규준(Kang, 2006)에 의거해 정상 범주에 속하는 노인, 3) 신경

학적 질환의 병력이 없는 노인, 4) 최소 6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이 포함되었다. 

치매 집단은 1) 만 65세 이상으로, 2) CDR에서 1 또는 2점으로 

평가되고, 3)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 AD로 진단받았으며, 4) 최소 

6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선정하였다. 

세 집단 간에 연령(F = 0.347, p = 0.709) 및 성별(χ2 = 1.036, 

p = 0.596), 교육연수(F = 0.003, p = 0.997)의 분포상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상군의 교육연수 기준은, 55세 이상의 후천성 뇌손상 환자

군의 인지-언어적 수행력이 6년 이상의 교육연수일 경우 유의

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였다(Lee, 2016). 연령, 

성별, 교육연수, K-MMSE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 세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도구

단어유창성 평가 

의미적 단어유창성 과제로서 ‘동물’과 ‘과일’ 범주에 해당하

는 단어를 1분 동안 최대한 많이 말하도록 하였다(Kang et al., 

2000). 범주의 속성, 특히 생물과 무생물 범주에 따라 노인의 

수행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물’ 

범주만을 사용하였다(Laws et al., 2007). 

음운적 단어유창성은 ‘ㄱ’과 ‘ㄴ’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1분 동

안 말하도록 하는 과제로 평가하였다. 이는 한국 성인의 구어 

및 사전 표제어상의 음소 빈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Kang et 

al., 2000; Shin, 2008, 2010). 단어유창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

된 과제 및 하위 영역은 Table 2와 같다. 

인지-언어 능력 평가 

단어유창성과 상관성을 갖는 관련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Table 1. Group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for three groups as comparis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Older adults (n = 19) Mild AD (n = 16) Moderate AD (n = 12) p-value
Age (yr) 74.53 (± 7.14) 76.38 (± 4.57) 75.42 (± 9.17) 0.709
Gender (M:F) 11:8 7:9 5:7 0.596
Education level (yr) 9.11 (± 2.16) 9.13 (± 2.53) 9.17 (± 2.44) 0.997
K-MMSE 26.63 (± 1.89) 18.94 (± 3.71) 14.17 (± 3.49)  -

AD: Alzheimer’s disease, K-MMSE: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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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인지-언어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Table 2). 즉, 노

화 및 신경학적 질환의 진전 과정에서 단어유창성의 수행력에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작업기억 용량, 이름대기, 주의력, 처리속

도, 집행기능 과제를 선정하였다. 

작업기억 용량(working memory capacity)은 숫자폭 검사

(digit span test) 중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digit backward)를 

통해 분석하였다(Yeom et al., 1992). 대면이름대기 능력은 

Short Form of the Korean version-the Boston Naming Test 

(K-BNT-15) (Kim & Kim, 2013)로 평가하였는데, 흑백 선으

로 그려진 15개 명사로 구성된 자극의 이름을 말하도록 하는 

과제이다. 주의력은 Cognitive-pragmatic language ability 

Assessment Protocol for Traumatic Brain Injury (CAPTBI)

(Lee, 2013)의 하위 영역 중 ‘선택주의력’과 ‘분리주의력’을 평가

하였다. 선택주의력은 다른 종류의 청각적 자극을 제시한 후 특

정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하는 과제이며, 분리주의력은 시각적 

및 청각적 자극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 과제로 구성된다. 처리

속도는 기호잇기검사(Trail Making Test, TMT) 중 숫자를 순서

대로 연결하는 과제인 ‘part A’로 평가하였다. 집행기능은 TMT

의 ‘part B’에서 알파벳을 한글 자음으로 교체한 검사를 적용하

였는데(Lee, 2013; Park & Chey, 2003), 이는 숫자와 글자를 번

갈아 연결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연구 절차

정상 노인을 선별하고 치매 집단의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알

아보기 위해 1차적으로 K-MMSE를 시행하였다. 선별된 노인 

및 치매 집단을 대상으로 1~3회기에 걸쳐 단어유창성, 작업기

억 용량, 이름대기, 주의력, 처리속도, 집행기능을 평가하였다. 

모든 검사는 소음이 최소화된 조용한 방에서 일대일 직접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각 평가별 수행력에 대해 검사자가 기록

지에 기록하거나 피검자가 반응지에 직접 표기하도록 하였다. 

채점 방식으로는, 단어유창성의 경우 제한된 시간(1분) 내에 

각 범주 및 음소별로 산출한 단어의 평균 점수를 산정하였다. 

즉, 의미적 단어유창성 과제는 2개 범주에 대한 평균 단어 수

를 합산하여 총점으로 산정하였고, 음운적 단어유창성 과제는 

2개 음소에 대한 평균 단어 수를 합쳐 최종 점수로 사용하였

다. 숫자폭 검사는 피검자가 정확하게 수행한 단계의 숫자 자릿

수를 최종 점수로 간주하였고, K-BNT-15는 제한된 시간(30초) 

내에 15개 자극에 대해 자발적으로 정반응한 개수로 산정하였

다. CAPTBI의 선택주의력과 분리주의력 과제는 정반응 개수 

및 제한된 반응 시간에 따라 3점 척도(2, 1, 0)로 각각 채점한 

후 두 점수를 합산하여 제시하였다. TMT의 part A와 part B는 

검사 시작부터 완성 시까지의 시간(초)으로 점수를 산정하였다. 

part A는 숫자를 순서대로(1-2-3…) 찾아 잇는 데 소요되는 전

체 시간을, 그리고 part B는 숫자와 한글 자음을 번갈아 가며 

순서대로(1-ㄱ-2-ㄴ…) 연결하는 시간을 측정한 후 점수화하였

다. 따라서 반응 시간이 길수록 수행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통계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대상군에게 적용한 평가의 각 영역별 점수

를 산출하였다. 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SPSS 21.0 version 

(IBM Corp., Armonk, NY, USA)을 활용하였다. 집단별로 연령 

및 성별, 교육연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

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카이제곱 검정(χ2 

test)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결과를 통해 세 집단의 단어유창

성 능력을 제시하였고,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과 사후 검증을 활용해 집단 간 수행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집단별로 단어유창성 과제와 다른 인지-언어 능력과의 상관성

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

cient)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단어유창성에 대한 예측변인은 

단계적 다중선형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알아보았다.

RESULTS

단어유창성의 집단 간 차이 

정상 노인, 경도 치매, 중등도 치매 집단의 의미적 및 음운적 

단어유창성 능력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의미적 단어유창성은 세 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F = 95.50, p ＜ 0.01). 음운적 단어유창성도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F = 82.81, p ＜ 0.01). 즉, 의미적 단어유창

Table 2. Evaluation of word fluency and other cognitive-linguistic 
abilities

Domain Task
Word fluency

Semantic Category: ‘animal,’ ‘fruit’
Phonemic Letter: ‘ㄱ’, ‘ㄴ’

Working memory capacity
Digit span Backward

Confrontation naming 
Picture/noun K-BNT-15

Attention
Selective/divided CAPTBI: selective/divided attention

Processing speed
Cognitive processing TMT: part A

Executive function
Switching TMT: part B

K-BNT-15: Short Form of the Korean version-the Boston Naming 
Test, CAPTBI: Cognitive-pragmatic language ability Assessment 
Protocol for Traumatic Brain Injury, TMT: Trail Mak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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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정상 노인의 수행력이 가장 높고, 중등도 치매 집단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음운적 단어유창성도 정상 노인, 경도 치매, 

중등도 치매 집단 순으로 수행력의 차이를 보였다. 세 집단 모두

에서 의미적 단어유창성의 수행력이 음운적 단어유창성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의미적 단어유창성은 정상 노인과 경도 AD 

(p ＜ 0.01), 정상 노인과 중등도 AD (p ＜ 0.01), 경도 AD와 중

등도 AD (p ＜ 0.05)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운적 단어

유창성은 정상 노인과 경도 AD (p ＜ 0.01), 정상 노인과 중등도 

AD (p ＜ 0.01), 경도 AD와 중등도 AD (p ＜ 0.01)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세 집단의 단어유창성에 대한 수행력과 집단 간 비교는 Fig-

ure 1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세 집단의 5개 인지-언어 능력

에 대한 수행력은 Table 4에 추가하였다.

단어유창성과 인지-언어 능력 간 상관성 

세 집단별로 단어유창성과 인지-언어 능력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상 노인 집단의 의미적 및 음운적 단어유창성은 작업기억 

용량, 대면이름대기, 주의력과 정적 상관(p ＜ 0.01)을 보였고, 처

리속도 및 집행기능과 부적 상관(p ＜ 0.01)을 나타내었다(Table 

5). 경도 AD 집단에서도 의미적 및 음운적 단어유창성이 작업

기억 용량, 대면이름대기, 주의력과 정적 상관(p ＜ 0.01)을, 처

리속도 및 집행기능과 부적 상관(p ＜ 0.01)을 보였다(Table 6). 

중등도 AD 집단의 경우 의미적 단어유창성은 작업기억 용량

(p ＜ 0.05), 대면이름대기(p ＜ 0.01), 주의력(p ＜ 0.05)과 정적 상

관을 보였고, 처리속도 및 집행기능과 부적 상관(p ＜ 0.01)이 있

었다(Table 7). 반면에, 음운적 단어유창성은 작업기억 용량

(p ＜ 0.05)과 정적 상관을, 처리속도(p ＜ 0.05) 및 집행기능(p ＜ 

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대면이름대기(p = 0.054) 및 주

의력(p = 0.071)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단어유창성의 예측변인

세 집단에서 단어유창성의 예측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정상 노인 집단에서 의미적 단어유창성의 예측변인은 집행기

능(R2 = 0.77, F = 56.45, p ＜ 0.01), 음운적 단어유창성의 예측

변인은 작업기억 용량(R2 = 0.65, F = 31.52, p ＜ 0.01)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집행기능은 경도 AD 집단의 의미적 및 음운

Table 3. Comparison of group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for word fluency in three groups 

Word fluency Older adults Mild AD Moderate AD F df p-value
Semantic 9.21 (0.96) 4.94 (1.49) 3.50 (1.19) 95.50 2 0.000*
Phonemic 6.29 (1.58) 4.66 (0.87) 0.79 (0.54) 82.81 2 0.000*

*p < 0.01. AD: Alzheimer’s disease

Table 4. Comparison of group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for cognitive-linguistic abilities in three groups

Cognitive-linguistic domain Older adults Mild AD Moderate AD p-value
Working memory capacity 3.95 (± 1.08) 2.88 (± 0.72) 0.67 (± 0.98) 0.000*
Confrontation naming 11.89 (± 2.21) 9.75 (± 2.38) 4.42 (± 1.78) 0.000*
Attention 3.53 (± 0.77) 1.50 (± 0.82) 0.42 (± 0.79) 0.000*
Processing speed 33.74 (± 9.25) 83.75 (± 15.55) 188.75 (± 82.89) 0.000*
Executive function 43.95 (± 7.20) 100.50 (± 13.54) 214.67 (± 49.11) 0.000*

*p < 0.01. AD: Alzheimer’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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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mantic and phonemic verbal fluency performances in 
three groups. *p < 0.01. AD: Alzheimer’s disease.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word fluency and cognitive-
linguistic ability in older adults group

Cognitive-linguistic domain 
Word fluency

Semantic Phonemic
Working memory capacity 0.868* 0.806*
Confrontation naming 0.874* 0.803*
Attention 0.665* 0.663*
Processing speed -0.821* -0.745*
Executive function -0.877* -0.8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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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단어유창성(R2 = 0.88, F = 102.27, p ＜ 0.01) (R2 = 0.67, F = 

28.87, p ＜ 0.01)과 중등도 AD 집단의 의미적 및 음운적 단어

유창성(R2 = 0.91, F = 102.11, p ＜ 0.01) (R2 = 0.56, F = 12.54, 

p ＜ 0.01)을 예측하는 공통적인 변인이었다.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정상 노인, 경도 치매, 중등도 치매 집단을 대

상으로 단어유창성의 수행력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각 집

단별로 단어유창성과 인지-언어 능력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후 각각의 예측변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의미적 및 음운적 단어유창성은 세 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정상 노인과 경도 AD, 정상 노

인과 중등도 AD, 경도 AD와 중등도 AD 등 두 집단 간의 차

이도 모두 유의미하였다. 정상 노인과 AD 환자의 단어유창성

을 비교한 다른 연구에서, AD 집단은 보속과 삽입이 빈번하고 

군집화와 전환이 적어 수행력이 유의하게 낮았다(McDowd et 

al., 2011).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AD의 중증도에 따른 수행력의 

차이도 보고된 바 있다. 정상 노인과 경도인지장애(mild cogni-

tive impairment, MCI) 및 AD의 언어 산출 양상을 비교한 연

구에 따르면, 정상 노년층의 단어유창성은 청·장년층에 비해 뚜

렷이 저하되며, MCI 역시 AD와 유사한 정도로 낮은 수행력을 

보인다(Lee & Kim, 2011). 또한 AD는 초기 단계부터 뚜렷한 저

하를 보이기 시작해 중증도가 심화될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단어유창성과 인지-언어 능력 간의 상관성은 집단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상 노인과 경도 AD 집단은 의미적 및 음운적 

단어유창성이 작업기억 용량, 대면이름대기, 주의력, 처리속도 

및 집행기능과 모두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중등도 AD 집단의 

의미적 단어유창성도 이들 영역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었다. 단어유창성과 인지-언어 능력 간의 상관성은 연구마다 다

양하나, 특히 AD 환자의 단어유창성과 집행기능 간의 높은 상

관성을 강조한 보고들이 많다(de Paula & Malloy-Diniz, 2013; 

Ivanoiu et al., 2006). McDowd et al.(2011)은 집행기능의 억제 

과정이 정상 노인과 AD 환자의 단어유창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했다. 집행기능은 AD 환자의 일상적 활동과 같은 기능적

인 수행력을 반영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작업기억을 포함한 여

러 인지-언어적 기제들 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de Paula & Malloy-Diniz, 2013). 이를 위해 의미적 및 음운

적 단어유창성 과제가 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단어유창성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미 지식을 기반으로 한 단어를 탐

색하고, 부적절하거나 규칙에 어긋나는 반복적인 반응을 억제

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적절하고 연관성 있는 반응을 산출

하게 된다. 의미 지식이 고갈되면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전의 경

험으로부터 새로운 항목들을 상기하도록 촉진한다(Benjamin 

et al., 2015). 이때 작업기억 용량은 의미 지식에 대한 전략적 탐

색과 관련되므로(Unsworth et al., 2012), 의미적 단어유창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다. 

집행기능과 단어유창성 간의 상관성에 관한 위 결과들과 마

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집행기능은 노인과 AD 환자의 단어

유창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특히, 노화와 초기 AD 단계

에서 집행기능이 의미적 단어유창성뿐 아니라 음운적 단어유

창성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노화

나 신경학적 질환의 진전을 늦추기 위한 예방적 조치에 있어 집

행기능과 의미적 및 음운적 단어유창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임상

적 근거를 제공한다.

단어유창성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인지 처리속도가 우선

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McDowd et al., 2011; 

Signorini & Volpato, 2006). 이는 정상 노인과 AD 환자 모두

Table 8. Predictors of word fluency for three groups 

Word fluency Older adults Mild AD Moderate AD
             Semantic                 Executive function Executive function Executive function
             Phonemic                 Working memory capacity Executive function Executive function
AD: Alzheimer’s disease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word fluency and cogni-
tive-linguistic ability in mild AD group

Cognitive-linguistic domain 
Word fluency

Semantic Phonemic
Working memory capacity 0.800* 0.711*
Confrontation naming 0.802* 0.650*
Attention 0.738* 0.666*
Processing speed -0.887* -0.771*
Executive function -0.938* -0.821*

*p < 0.01. AD: Alzheimer’s disease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word fluency and cogni-
tive-linguistic ability in moderate AD group

Cognitive-linguistic domain 
Word fluency

Semantic Phonemic
Working memory capacity 0.700* 0.625*
Confrontation naming 0.924† 0.569
Attention 0.676* 0.538
Processing speed -0.930† -0.658*
Executive function -0.954† -0.746†

*p < 0.05, †p < 0.01. AD: Alzheimer’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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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되는데, 특히 범주의 전환이나 군집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인지 처리속도는 작업기억과의 연계 속에서 작

용한다. 처리속도는 작업기억의 근간을 이루는 기제로서 강조

된 바 있으며, 집행기능 및 주의력과도 상관성이 높다(McDowd 

et al., 2011). 즉, 억제성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주의력

이 저하될 뿐 아니라 한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빠르게 전환하기 

어렵다(Peach & Shapiro, 2012). 노인들이 이미 학습된 고정관

념과 경험적 지식, 도식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도 이와 동

일한 맥락이다. 따라서 정상 노인과 AD 환자의 단어유창성이 

처리속도, 작업기억, 집행기능과 모두 연계된다는 본 연구 결과 

역시 이 같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대면이름대기와 단어유창성 과제 간의 상관성은 AD 환자를 

대상으로 보다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AD의 이름대기 능력은 

신경학적 퇴행 과정에 따라 저하되며, 이는 대면이름대기와 단

어유창성에서 모두 입증되었다(Henry et al., 2004). Tchakoute 

et al.(2017)은 AD의 의미 및 어휘 인출 능력을 살펴본 연구에

서 의미적 단어유창성과 대면이름대기 과제가 발병 후 1년 시점

의 전반적인 인지-언어 능력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두 과제의 기초선 점수를 통해 AD의 중증도를 예측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기능을 반영하는 정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중등도 AD 집단의 음운적 단어유창성은 

몇몇 변인들과의 상관성만 입증되었다. 이는 노인 및 AD 집단

의 의미적 단어유창성과 모든 인지-언어 능력 간에 상관성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보편적으로 의미적 단어유창성에 비해 

음운적 단어유창성 과제의 수행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보

다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은 음운적 

단어유창성의 수행력에 영향을 미친다(Choi, 2012). 어휘-음운

기억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손상 정도나 중증도에 따른 수행력

의 차이도 크다(Birn et al., 2010). 즉, 자서전적 기억, 일화기억

(episodic memory) 등 의미적 차원의 영향에 민감한 의미적 단

어유창성과 달리(Ivanoiu et al., 2006), 음운적 단어유창성에 관

여하는 인지-언어적 변인은 훨씬 다양하다(Ivanoiu et al., 2006). 

따라서 통제 요인에 따라 음운적 단어유창성과 인지-언어적 변

인 간의 상관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집행기능은 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단어유창

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었다. 이는 집행기능과 단어유창성

이 상호 간의 수행력을 매우 유용하게 반영하는 진단적 과제로

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편적으로 집행기능의 평가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지 처리를 요하기 때문에 ‘과제 불확실성

(task indeterminacy)’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McDowd et al., 

2011; Lee, 2016). 즉, 집행기능은 업데이트, 전환, 억제와 같은 

하위 영역들이 상호 변별적으로 작용하며, 주의력의 할당과 선

택, 억제 과정이 연계되는 고차원적 인지기능을 요한다. 또한 

집행기능을 반영하는 카드 분류나 단어유창성 과제의 수행력

이 추론력 및 지각 속도와도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Salthouse, 

2005). 신경학적인 측면에서 전두엽이 손상되면 대부분 심한 집

행기능장애(executive dysfunction)가 나타나지만, 집행과 관련

된 처리가 항상 전두피질(frontal cortex)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Andres & Van der Linden, 2002). 사실상 뇌의 거의 모

든 영역이 집행기능장애와 연관된다. 이 같은 속성에 기반하여, 

노인 및 AD의 단어유창성을 평가할 때 집행기능을 함께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단어유창성이 정상 노인과 AD

환자의 집행기능과 상호 연계되는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정상 노인의 음운적 단어유창성을 예측하는 또 

다른 요인은 작업기억 용량이었다. 이는 단어의 양과 작업기억 

용량이 노년층의 음운 인출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견해

(Peach & Shapiro, 2012)와 배치된다. 노화로 인한 작업기억 

용량의 저하는 단어유창성의 결함을 초래하는데(McDowd et 

al., 2011), 이는 작업기억을 관장하는 전전두피질과 흑질선상체

(nigrostriatal)의 도파민 신경 전달 체계가 노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신경학적 속성에 근거한다(Raz, 2005). 보편적인 작

업기억 모델에는 시각 및 청각 정보를 저장하는 두 임시 저장 

기제와 하나의 중앙 집행기, 장기기억과 관련된 임시 완충기

(episodic buffer)가 포함된다(Baddeley, 2000). 이러한 다영역 

체계에 있어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거나 처리 과제들 간에 주의

력을 분산시키는 데 필요한 용량은 제한적이다. 노화로 인해 작

업기억 용량이 감소하면 감각의 예민성과 관련된 신경 통합과 

억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영역 체계가 원활하게 작용하지 못

한다(Peach & Shapiro, 2012). 이는 인지-언어 능력들 간의 탈

분화(differentiation)로 연계된다. 즉, 나이가 들수록 인지-언어

적 수행력 간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서로 상관성이 높아지는데, 

이로 인해 구어의 처리속도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본 연구 

결과는, 노화로 인한 작업기억 용량의 저하가 다영역 체계의 결

함을 초래함으로써 음운기억과 음운적 재활성화에 기반한 음

운적 단어유창성의 수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부분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화와 신경병

리학적 질환이 의미적 및 음운적 단어유창성의 수행력에 미치

는 영향을 증거 기반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정상 노인 및 

AD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단어유창성 능력을 실질적으로 파

악하고, 단어유창성에 영향을 주는 인지-언어 능력이 무엇인지

를 확인하였다. 셋째, 단어유창성이 집행기능, 작업기억 등 복합

적인 인지기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진단적 과제로서 유용함

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집

행기능의 특정 하위 영역에 국한된 평가를 시행하였다. 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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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능력에 중점을 둔 과제를 활용함으로써 집행기능의 다양한 

속성을 고루 반영하지 못하였다. 단어유창성과 집행기능의 상관

성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에서 억제, 전환, 업데이트, 이중 과제 

등의 하위 영역이 다양하게 고려된 바 있다(Hull et al., 2008; 

Salthouse et al., 2003). 추후 연구를 통해 집행기능의 하위 유

형별로 단어유창성과의 상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단

어유창성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하위 과정들을 고려해야 한

다. 예컨대, 의미나 음운 범주 내에서 단어를 산출하는 군집화 

과정, 새로운 하위 범주로 이동하는 전환 및 교대 과정에 따라 

노인과 신경학적 질환군의 수행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입증

된 바와 같이 집행기능은 단어유창성의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

이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집행기능의 속성을 실질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과제를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

상의 기능적 양상을 반영한 신경심리적 과제와의 상관성을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0:0�단어유창성·노인·알츠하이머병·인지-언어·집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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