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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아·이소영·홍성도·이강우 . Frag ile X 증후군 환자들의 말 - 언어적 특징 . 언어

청각장애연구 , 1998 , 제3권 , 160- 174 . Fragile X 증후군은 Down 증후군 다음으로 빈

번하게 정신지체를 일으키는 유전적 성염색체 결함이다. 본 연구는 이 증후군을 보유한

환자들에 대한 말-언어 평가를 실시하여 말 및 언어적 특성을 알아보고 말- 언어 평가의

진단적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6- 30세의 연령 범위를 갖는 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

로 전반적인 언어 및 말 능력을 측정하였다. 평가 결과 언어 능력 전반에 걸쳐서 심한 정

도의 지체를 보였으며, 어휘력은 약 2- 4세 수준, 수용 및 표현 언어 능력은 약 1- 3세 수

준이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 낱말 문장이 현저하였고, 3명의 환자에서 드물게 두세

낱말 문장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상자들에서 화용적 능력의 결함이 나타났다.
환자들은 매우 약한 정도부터 중등도의 말실행증과 말반복증을 보였다. 빈도로 측정한

말반복증의 출현율은 3- 37 %였으나 이 때 목소리 크기의 감소가 모든 환자에게서, 말속

도의 증가가 4명의 환자에게서 관찰되었다. 모든 환자에서 두드러진 불완전한 조음이 나

타났으며 비유창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6명의 환자들 중 5명은 유전자 검사 후 본 평가에

의뢰되었고, 1명의 환자는 말-언어 평가 결과 Fragile X가 의심되어 유전학적 검사로 추

후에 확증된 경우여서 Fragile X 증후군의 진단 과정에 말-언어 평가의 유용성이 시사된

다.

I. 서 론

Fragile X 증후군은 1943년 Martin과 Bell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으며 X - 성염색체

의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전 질환이다. 이 증후군은 Down 증후군 다음으로

정신지체를 많이 일으키는 유전적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모든 인종에서 발견된다. 출현율

은 남성은 1/ 1000 - 1/ 1250 , 여성은 1/ 2000이며 여성 이형접합체(heterozygote)의 경우 1/ 700로 보

고되고 있다(Webb, 1991; Laxova, 1994).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출현율 연구로는 홍성도·

이소영·진동규(출간중)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두 정서장애아 학교에서 122명의 남자 지

원자를 대상으로 분자유전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에게서 Fragile X site를 발견하여

1.6 %의 출현율을 보고하였다. 이는 외국의 장애아동 대상 연구의 평균이 7.7 %인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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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이 증후군은 X- 성염색체의 긴쪽 팔 끝부분 Xq27.3에 위치하는 FMR- 1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발생하게 되는데 모계 유전이 가장 많으며 부계 유전, 당대 돌연변이도 가능

하다(T urk , 1992; Lax ova, 1994). 증후의 발견은 일반 염색체 검사로는 50 % 정도밖에 밝

혀낼 수 없으며 분자유전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99 %까지 진단율을 높일 수 있다. 완전

돌연변이의 경우 거의 모든 남자 환자들과 50 %의 여자 환자에게 경도에서 중도에 걸친

정신지체를 초래한다. 그러나 돌연변이 전 상태(premutation)인 정상 전달남아(Normal

T ransmitting Male)와 여성 이형접합체는 외모나 지능이 지극히 정상인 경우부터 경하거

나 또는 심한 정신지체나 행동장애가 동반되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1. Fra g ile X 증후군의 임상적 특징

이 증후군을 보유한 환자들의 독특한 신체적 특징으로 길고 좁은 얼굴과 크고 두

드러진 귀, 거대한 고환, 관절의 과대 유연성 등이 있다. 행동적 특징은 미묘한 눈맞춤 회

피에서부터 정신지체, 학습장애, 과잉행동장애, 주의력장애, 자폐성향, 심한 자해행동까지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수줍음이 가장 많이 보고되는데 자폐적 성향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의 저하가 두드러지며 간질이 보고되기도 한다(정희정·차광은·이숙환,

1997).

인지적 특징으로 중등도에서 중도 정신지체를 보이나 정상 지능 또는 경도의 학습

장애로도 나타난다. 10- 15세까지는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다가 정신 연령이 상한선에 이

르면 지능이 떨어지고, 동작성 지능에 비해 언어성 지능이 다소 높다고 한다(Hagerman

et al., 1989; T urk , 1992).

2 . Fra g ile X 증후군의 언어적 특징

대부분의 Fragile X 환자들의 언어 발달은 지체되어 있으나 무발화에서 의사소통

의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증후를 보인다(T urk , 1992). 청각적 단기기억 능력

(auditory short term memory), 청각적 일련화(auditory sequencing) 능력의 저하가 보고

되며(Paul et al., 1984), 이러한 무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수용 언어/ 어휘 능력을

보인다고도 한다(Bergman et al., 1987; Hanson, Jackon & Hagerman, 1986). 단어 인출

이 어렵고(Spinelli et al., 1995), 의문사를 사용한 질문이나 그림 묘사는 가능하지만 청각

적 정보처리 과정이 방해 받아 관련은 있으나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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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함은 뇌 중추 기능의 결함으로 설명되기도 한다(Grigsby , Kemper & Hagerman,

1992). 그러나 이와 유사한 언어적 특징은 단순 정신지체나 Dow n 증후군 아동들에 대해

서도 보고되어 왔다(Miller , 1987). Carpenter , Leichtman and Say (1982)는 Fragile X 아

동들의 구문 능력은 의미론이나 화용론적 능력보다 우위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구문표현 능력 역시 지체되어 있으며(Sudhalter , Maranion & Brooks, 1992) 대화의 유지

와 정보의 공유가 어렵다. 또한 이 증후군을 보유한 환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청

각적 기억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들의 언어는 염색체 이상에 기인하는 Down 증후군 아동들보다

자폐 아동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F errier et al., 1991; Jorgensen et al., 1984; 양문봉,

1992) 자폐로 판정된 아동들의 14- 16%가 Fragile X 증후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

다. 반면에 Lehrke (1972)는 이들의 언어가 일탈되는 이유가 언어와 지능에 관련된 유전

자가 X - 성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이 유전자의 변이가 소뇌의 후충부

(posterior vermis )의 형성부전증을 가져오고(Reiss et al., 1991) 관련된 청각적 정보처리

능력의 무능력을 가져온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3 . Fra g ile X 증후군의 말 특징

Fragile X 아동들이 보이는 말 특성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여 왔으며 이

들은 운율(prosody)과 조음 양상에서의 특이성을 설명하고 있다(Paul et al., 1984; New ell,

Sanborn , & Hagerman, 1983). 이들의 말은 주문을 외는 듯한 말투(litany speech)로 우스

꽝스러우며 반복적이고 스타카토식이며 특이한 운율을 보인다(T urner , Daniel & Frost ,

1980). 또한 이들의 언어 발달 지체는 대부분 조음의 오류를 동반한다. Fragile X 증후에

특별하다고 보고되는 말의 특징으로 실행증(dy spraxia), 비유창성(dysfluency), 불완전한

문장(incomplete sentences ), 개정 행동(revision behavior ), 말반복증(palilalia), 발성곤란증

(cluttering) 등이 있으며(Han son et al., 1986; Paul et al., 1984; Spinelli et al., 1995), 반

향어, 언어적 보속 현상(per severation )이 나타난다고도 한다(T urk , 1992). 이러한 현상들

이 Fragile X 증후군을 보유한 환자들의 특이한 운율을 구성하고 있다.

Fragile X 증후군을 보유한 환자들의 말 및 언어에 관한 문헌들은 주로 표준화된

검사에 의존하였으며(F errier et al., 1991) 이러한 검사로는 원인이 다른 정신지체나 자폐

증에서 보이는 말의 특징과 의미 있는 차이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된 연구들도 있다

(Paul et al., 1987). 또한 이들의 연구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행동적 특징의 일부로 기술하

거나 언어적 요소와 말의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Fe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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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1)은 질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방법으로 Fragile X 증후군과 다른 원인으로 인

한 정신지체 간에 의사소통 능력의 변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Fragile X 증후군의 의사소통 능력 결함은 많은 연구에서 상당히 공통적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 증후에 특수한 말- 언어적 요소를 밝혀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는 Fragile X

증후군을 보유한 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언어적 측면에서 어휘력, 수용 및 표현 언어

능력, 의미론, 화용론적 능력과 말 측면에서 실행증, 비유창성, 말반복증, 불완전한 조음이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고 말- 언어 평가가 지니는 진단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삼성서울병원 소아정신과에서 122명의 정서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자유

전학적 검사에 의해 Fragile X 염색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2명의 환자와 이

후 추가 발견된 1명, 청주 성심학교에서 실시한 염색체 검사에서 판명된 2명, 삼성서울병

원 재활의학과 언어치료실에 발달장애로 의뢰된 환자들 중 언어임상가에 의해 Fragile X

염색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소아정신과에서 Fragile X 환자로 판명된 1명

의 환자에 대해 말- 언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6명의 환자들은 모두 남자들로 완전 돌연변

이 환자들이었으며 연령 범위는 6세- 30세로 연령 평균은 13.50세, 표준편차는 9.12세이었

다. 지능 검사는 6명 중 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중 3명은 언어성 지능의 산출이

불가능 하였다. 동작성 지능은 0.06- 48 (VMI로 추정 또는 KEDI- WISC 실시)에 걸쳐 있

으며, 2명을 대상으로 한 언어성 지능은 각각 41, 48이었다. 검사 결과 2명은 중등도 정신

지체, 3명은 중도 정신지체였다.

2 . 절차

약 2시간 가량 개별적인 말- 언어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5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평

가의 전과정을 SONY video camera recorder CCD- T R75로 녹화하였고 1명의 환자에 대

해서는 전과정을 Marantz PMD430으로 녹음하였다. 언어 평가는 그림 어휘력 검사(서울

장애인종합복지관, 1995)와 학령전 언어 검사(Preschool Language Scale, 1979; 김영태,

1994)를 시행하였다. 또한 자발화를 수집하여 의미론적 관계(김영태, 1994)와 사회적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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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장선아·이소현, 1997; <부록 - 1> 참조)을 분석하였다. 말 평가의 경우 녹화/ 녹음

된 자료를 전사하였으며 비디오/ 오디오 자료를 분석하여 실행증, 비유창성, 말반복증, 불

완전한 조음의 출현 빈도를 측정하였다.

3 .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언어의 측면과 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언어적 능력으로는 언어

연령이 산출되었고, 의미 관계의 사용 범위 및 의미 관계별 출현율, 화용 범주별 사용 범

위와 기능별 출현율을 측정하였다. 발화 분석은 각 환자들이 산출한 모든 발화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이때 비분화된 발성(vocalization) 수준의 산출과 알아들을 수 없는 발화

(unintelligible utterance), 임상가 또는 보호자에 의해 모델링이 제공된 발화(elicited

utterance), 숫자 세기, 의성/ 의태어 산출은 제외하였다. 불완전한 반향, 예를 들어 그리다

를 / 다/ 로 반향한 경우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말은 다음과 같은 정의에 의해 전체 발화에 대한 각 요소의 출현 빈도를 측정하여

출현율을 산출하였다. 말실행증이란, 말의 진행에서 불규칙한 오류가 산출되는 것으로 음

소 전이(sound transposition), 탐색 행동(searching behavior )을 보이며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질수록 오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증후이다(Spinelli et al., 1995). 비유창성

(dysfluency)이란, 말의 흐름이 유창하지 못하고 음소, 음절 또는 단어의 반복, 연장, 막힘

의 증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말반복증(palilalia)이란, 단어나 구가 강박적으로 반복되

는 것으로 이 때 말의 속도는 증가되고 성량은 감소하는 증후(New ell et al., 1983)로 이

말반복증은 반향어, 발성곤란증(cluttering)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

용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속도의 증가와 성량의 감소 부분을 강조하여 반향어

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불완전한 조음(incomplete articulation)이란, 발화시 조음기관의 움

직임이 작고 조음기관의 접촉이 약하여 빈번히 생략이 일어나고 조음의 명료도가 떨어지

는 상태를 말한다.

III. 결 과

1. 언어적 특징

6명의 환자들에 대한 공식적 언어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환자들은 나

이 순으로 S1 - S6으로 지칭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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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어휘력 및 수용/ 표현 언어 능력

<표 - 1> 대상별 언어 연령

대상 검사 그림 어휘력 검사 학령전 언어 검사

S1 (30;10) 2세 미만 수용 1세 7개월; 표현 1세 6개월

S2 (18;5) 3세- 3세 5개월 수용 3세 1개월; 표현 2세 1개월

S3 (11;11) 4세 6개월- 11개월 수용 3세 4개월; 표현 3세

S4 (8;8) 검사 불능 검사 불능

S5 (8;2) 2세- 2세 5개월 수용 2세; 표현 2세 4개월

S6 (6;7) 4세- 4세 5개월 수용 3세; 표현 2세 10개월

이들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언어 분석은 의미론적 측면과 화용론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분석의 대상이 된 발화는 각 대상 별로 S1 158개, S2 108개, S3 127개, S4 19

개, S5 104개, S6 252개였다. 발화 수집 환경은 모두 공통적으로 실시한 어휘력 검사와 언

어 검사, 유사한 질문으로 이루어진 검사자와의 대화, 검사실 내의 컴퓨터, 몇몇 놀이 기

구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나 . 의미론적 관계 분석

이들의 발화는 주로 한 낱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S3 , S5 , S6에게서 드물게

두세 낱말 문장이 나타나는 수준이었다. 각 환자별로 측정된 의미론적 관계는 <표 - 2>

에 제시하였다.

모든 환자에게서 실체(entity)와 기타의 의미관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은 각 환자별로 가장 빈번히 사용된 3가지 의미관계이며 사용된 전체 의미관계에 대

한 각 의미관계의 비율(%)을 산출하였다(<표 - 3> 참조).

다 . 사회적 언어 관찰표

장선아·이소현(1997)에서 사용된 분류 외에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리는 알림

(acknow ledgment ) (Aram & Nation , 1982)의 화용 기능을 첨가하였다. 화용 범주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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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사용된 의미론적 관계의 종류

대상 의미론적 관계

S1 (30;10) 실체 목적 지시대명사 재현 관형 기타

S2 (18;5) 행위 실체 장소 목적 재현 관형 소유자 공존자 기타

S3 (11;11) 행위 실체 부정 목적 지시대명사 재현 관형 소유자 상태/기타 소유자-소유

S4 (8;8) 실체 부정 목적 기타

S5 (8;2) 실체 부정 목적 관형 소유자 기타/ 소유자-소유 행위자-목적 목적-행위

S6 (6;7)

호칭 행위 실체 장소 부정 행위자 목적 지시대명사 관형 소유자 상태 기타/

행위자- 장소 소유자-소유 행위자- 행위 장소- 행위 목적- 행위 신체- 장소 수식- 행위

부정-행위 기타 / 목적-목적- 행위

<표 - 3> 전체 의미 관계 빈도에 대한 세 가지 의미 관계의 비율(%)

대상 의미범주 실체 기타 부정 소유자 관형 지시대명사

S1 (30;10) 39.5 42.0 10.8

S2 (18;5) 50.5 13.1 10.3

S3 (11;11) 15.1 68.3 4.0

S4 (8;8) 63.2 10.5 21.1

S5 (8;2) 42.7 32.0 5.8

S6 (6;7) 26.1 18.9 13.7

응답(대답, 승낙, 명료화, 알림) 범주와 표현(감탄, 호응, 반복) 범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단정(명명, 기술, 내적표현, 귀속, 설명), 요구(질문, 제안, 행동요구, 허가요

구), 조정(주의집중, 확인, 대화구분, 인사)의 순으로 빈도수가 줄어들었다. 경쟁(주장, 항

의, 놀리기, 농담, 경고)의 범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각 범주별로 사용된 기능은 1- 2

가지 기능에 집중, 제한되어 있었다. 화용 범주별 사용된 화용 기능은 <표 - 4>와 같다.

부적절한 발화는 맥락과 내용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반응을 말하는데, 부적절한

발화도 맥락상 기대되는 화용 기능별로 분석되었다. 각 대상별 전체 발화에 대한 부적절

한 발화의 비율을 살펴보면, S 1은 46.2 %, S2는 25.0 %, S3은 13.2 %이었으며 발화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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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었던 S4는 0 %, S5는 39.4 %, S6 13.9 %이었다. 환자별로 전체 기능 빈도에 대한

가장 빈번히 사용된 세가지 화용 기능의 출현율은 <표 - 5>와 같다.

<표 - 4> 사용된 화용 기능의 종류

대상 사용된 화용 기능

S1 (30;10) 질문 명명 기술 대답 승낙 명료화 알림 반복 확인 인사 / 부적절

S2 (18;5) 명명 기술 대답 명료화 반복 확인 / 부적절

S3 (11;11) 질문 제안 명명 기술 대답 승낙 알림 반복 확인 / 부적절

S4 (8;8) 행동요구 명명 대답 승낙 반복

S5 (8;2) 행동요구 명명 대답 승낙 명료화 반복 / 부적절

S6 (6;7)
질문 제안 행동요구 명명 기술 내적표현 대답 승낙 명료화하기 반복 대답

알림부르기 / 부적절

<표 - 5> 전체 화용 기능 빈도에 대한 세가지 화용 기능의 비율(%)

화용기능

대상
대답 반복 행동요구 명료화 명명 질문

S1 (30;10) 59.5 7.6 18.4

S2 (18;5) 56.0 16.5 22.0

S3 (11;11) 69.4 9.9 5.8

S4 (8;8) 15.8 47.4 21.1

S5 (8;2) 52.9 24.0 11.5

S6 (6;7) 61.9 6.2 8.3

2 . 말의 특징

이 환자들이 보이는 말의 특징을 다음의 네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전체 발화에서

출현 빈도를 산출하였다. 이때 적용된 발화는 기술적 언어 분석에서 사용한 발화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표 - 6>은 전체 발화에 대한 출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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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불완전한 조음을 보였으며 이때 조음기관의 움직임이 심하게 제한되

어 있었다. 목소리의 크기(vocal intensity )는 60 cm의 거리에서 마주 보았을 때 한번에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작은 성량을 보였다. 말반복증이 나타날 때는 모든 환자에서 목

소리의 크기가 더욱 감소되었고 4명의 환자에서 속도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표 - 6> 전체 발화에 대한 말의 특징 출현율(%)

대상 범주 실행증 비유창성 말반복증 불완전한 조음

S1 (30;10) 1.2 0 5.0 57.6

S2 (18;5) 4.6 0 3.7 89.0

S3 (11;11) 2.5 0 11.6 95.9

S4 (8;8) 42.1 0 36.8 73.7

S5 (8;2) 29.8 0 27.9 81.7

S6 (6;7) 9.9 0 6.0 46.0

부가적으로 관찰되었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동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 Fragile X 환자들이 보이는 개정 행동은 말의 산출에서는 거의 관찰되

지 않았으나 행동적 반응시(예: 가리키기) 빈번하게 나타났다. 눈맞춤은 자폐증 환자들처

럼 무관심이나 냉담함의 표현은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볼 때는 회피하나 상

대방이 다른 곳을 볼 때 짧은 시간 동안 스스로 눈맞춤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이나 반응을

살피는 행위를 보이기도 하여 수줍음(shyness)에 더욱 가까웠다. 또한 주의집중 능력의

저하와 안절부절 못하는 특징이 모든 환자에서 나타났으며 5명의 환자에서 충동성(impulsivity)

과 4명의 환자에서 조급한 반응(immediacy)이 관찰되었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Fragile X 증후군을 보유한 환자들이 보이는 언어 및 말의 특징을

분석하여 보았다. Fragile X 증후군 환자들은 유전자적 표현형의 다양성, 환자간 지능의

편차, 교육 및 치료 환경의 다양성, 행동적 특징의 광범위성, 다른 증후군(예: 자폐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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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특성과의 변별이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정의 가능한 변수로 묶이기 어려우며 또

한 언어적 행동 또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 객관적인 연구를 어렵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언어와 말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기술적 분석 방법에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 대상 Fragile X 증후군 환자들은 생활 연령 범위가 6세에서 30세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연령은 2- 4세로 유사한 수준을 보여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나이가 들어도

향상되지 않는 언어 능력을 보였다. 수용 언어 능력이 표현 언어 능력에 비해 높았으며

언어 능력에 비해 진전되어 있는 어휘력을 보였다. 이들의 언어 능력은 심하게 역기능적

인 청각적 기억력, 정보처리 능력을 시사하였으며 이 역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지능과 언어 연령을 일치시킨 다른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의미있는 차이가 아닐 수도 있으며(Miller , 1987; Paul et al., 1987)

이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더욱 정교한 집단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Lehrke (1974), Hagerman and McBogg (1983)는 X 성염색체 관련 정신지체 집단

들은 지능이나 다른 변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언어 발달에서의 지체 및 일탈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F errier et al., 1991; Hanson et al., 1986; Spinelli

et al., 1995; Sudhalter et al., 1992)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산출되었던 기술적 언어 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의미론적 분석과 화용론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 환자들은 전반

적으로 말을 적게하여 1- 2시간 동안 19- 252개의 발화를 산출하였으며 이 발화들은 주로

한 낱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표현 언어 능력이 2- 3세 수준인 3명의 환자들은 드

물게 2- 3 낱말 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질적으로 유치한 수준이었다. 또한 실체, 지

시대명사 등의 1- 2세 수준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의미관계가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기

타 관계로 분류되는 네 응답이나 무의미한 반복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의 화용

기능 역시 일탈적으로 대답이나 반복 등의 일차적인 기능들만 빈번히 사용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19개의 발화밖에 산출하지 않았던 S4를 제외한 5명의 환자들은 13.9- 46.2 %의

부적절한 발화의 사용을 보였는데, 이 발화들은 대부분 대답의 기능으로 사용되었으나 맥

락에 맞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대화 상대방에게 반응하려는 노력은 하나 효과

적이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Fragile X 증후군 환자들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은

이들의 언어 사용이 자폐 아동들에 비해 상당히 반응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론

적인 능력의 저하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들이 보인 말의 특징은 말실행증의 경우 1.2 %에서 42.1 %까지 대상별로 큰 편

차를 보였으며 말반복증은 3.7 %에서 37.8 %의 비율로 나타났다. 불완전한 조음은 모든

환자들의 40 % 이상의 발화에서 관찰되었고 많게는 95.9 %가 불완전한 조음으로 산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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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불완전한 조음과 함께 대화시 알아듣기 힘들 정도의 작은 성량이

모든 환자에서 관찰되었다. 말반복증이 나타날 때 모든 환자에서 목소리 크기의 감소가,

4명의 환자에서 속도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말의 요소가 Fragile X 증후군에 특별

한 증세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말 특징의 출현 비율에 환자간 편차가 컸고 비유창성은 보이지 않아 이들의 말 특징을

정의할 때 정확한 기준과 용어의 사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대상 환자 6명 중 1명의 경우 유전학적 검사로 Fragile X 증

후군이 확진되기 이전에 말- 언어 평가 과정상 임상가에 의해 해당 질병이 의심되었던 경

우였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말- 언어 평가가 신체적 표현형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 특수성은 떨어지나 감수성에 있어서 진단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

성을 볼 수 있었다. 이 증후군을 보유한 환자들이 보이는 표현형에 일관된 양상들이 많

이 보고되어 왔지만 전체적인 발병율이 낮고, 환자 및 보인자의 약 20 %가 정상 지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50 %가 신체적 특징을 보이지 않아 조기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진

단에 필수적인 유전학적 검사가 워낙 고가인 실정에서 언어임상가가 이러한 특수 증후군

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말- 언어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발달장애나 정신지체 환자들의 언어에 대한 연구들은 이들의 언어적 행동

을 언어 및 말 요소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특정 지체와 관련된 말- 언어 프로파일을 밝혀

내기 위한 노력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본 연구는 말- 언어 평

가를 통해 Fragile X 증후군의 조기 발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Fragile X 증후군

의 다양한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성별, 나이, 인지능력 등을 고려한 좀더 체계적인 연구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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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RACT

S peech and Lang uage of Peo ple w ith Frag ile X Syndrome

S on - A Ch an g 1, S o - y oun g L e e , S u n g - D o H on g , K an g W oo L e e

(S am s un g M e dic a l Cen te r , K aram N eu rop s y c hiatric Clin i c ,

S u n g K y u n K w an U n iv ers ity )

F ragile X syn drom e is the second m ost com m on cau se of m ent al r etardat ion nex t
t o Dow n syn drom e. T his study w as at tem pted t o describe lan gu ag e an d speech
characteristics of patient s with fragile X. T he subject group of this study includes
six pat ient s w ith full m ut at ion fr agile X . F ull speech - language ev alu at ion s w ere
condu cted on each subject . In addit ion , languag e sam ples w ere analy zed in th e
aspect s of semantics and pragmatics. Speech was observed with respect to dy spraxia ,
dy sfluency , palilalia , and incomplete articulation . T he result s of language an aly sis
r ev ealed that all of the subject s w ere collect ed an d sev erely disordered: (1)
v ocabulary lev el w as com pat ible w ith th at of t w o to four - y ear - old children , (2)
lev el of recept iv e and ex pressiv e language w as that of one t o three- y ear - old
children , (3) their u tt er an ces , con sist in g m ostly of one w ord, w ere limit ed t o the
semantic categories of entity or deictic , and (4) pragmatics was also extremely
defect iv e in that a larg e part of th eir u tt er an ces w as respon ses to y es/ no qu es -
t ion s with spar se identification s . T he result s of the speech ev aluat ion show ed that
(1) incomplet e articulation w as the m ost dominant feature, (2) palilalia w as not iced
quite frequently , (3) symptom s of dy spraxia varied rather widely spanning 3- 37 % of
their ut terances , and (4) dy sfluen cy w as n ot foun d at all. On th e basis of the
result s , w e conclu ded that a pat ient w ith fr agile X syndrom e could be diagnosed
ex clusively with a speech - language evaluation instead of expen sive neuro- behavioral
t est s such a s a cyt og enet ic test .

1 e - m ail: parfum @sam sung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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