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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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애. 로카 실어증 환자의 내용어와 기능어의 산출 비교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5, 제
10권, 제2호, 12-31. 본 연구는 실문법증을 보인 로카 실어증 환자 10명의 자발  발화와 

그림 묘사  동화 재 을 통한 구조  발화에 나타난 내용어와 기능어의 산출을 비교 분석하

다. 연구결과, 로카 실어증 환자의 표 언어는 정상인에 비해 체 으로 제한되어 있고, 

기능어보다는 내용어를 자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어증 환자들은 내용어 에서도 명

사를 가장 빈번히 산출하 으며, 이는 한 정상인에게서도 마찬가지 다. 환자들은 내용어 

에서 형용사를 가장 게 산출하 다. 특히 동사의 산출 시 가장 많은 오류를 보 는데, 정상인

과 비교 시 산출된 동사 수에 비해 오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환자들은 실제로 명사를 가장 

빈번히 산출하 으나, 명사에서는 더 은 오류를 보 다. 실어증 환자들에게서는 음소착어증

보다 의미착어증이 더 많이 찰되었다. 이런 상은 환자보다 더 은 오류를 보인 정상 성인

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찰되었다. 실어증 환자들이 정상인보다 기능어를 더 게 산출하 지

만, 자발  발화나 구조  발화에서 기능어를 사용할 능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발

화에서 두 집단이 산출한 기능어의 비율은 별 차이가 없는 반면에, 자발  발화에서는 두 집단

간 기능어의 산출 빈도에 차이를 보 다. 실어증 환자들에게서는 기능어의 생략 오류 뿐만 아

니라 치 오류도 발견되었다. 그 지만 오히려 기능어를 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상인의 

경우 치 오류가 반 으로 우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실문법증 환자들이 산출한 표 언어

를 토 로 내용어와 기능어의 산출 빈도  오류 유형을 살펴보았다. 

핵심어: 로카 실어증, 실문법증, 내용어, 기능어, 음소착어증, 의미착어증, 생략, 치

I. 서  론

로카 실어증은 어떤 다른 실어증 유형보다도 자세히 연구된 증후군으로 언어 연구에 있어 신

경심리학 으로 아주 요하다(Grodzinsky, 1991). 로카 실어증 환자들이 보이는 여러 증상들 에서

도 특히 실문법증(agrammatism) 연구는 90년  이래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문법증은 로카 

실어증의 주요 증상으로 간주되며, 형 으로 문장 표 의 장애로 이해된다. 로카 실어증 환자들은 

단어의 산출에 을 맞추다 보니 문법 인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문법 착오증 환자라고도 불

린다(Davis, 2000). 통사 구조가 간단한 보식 문체를 자주 산출하며, 속부사나 종속 문장의 사용이 

드물다. 여러 언어권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로카 실어증 환자들은 기능어(function word)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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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어(content word)를 주로 사용하며, 내용어 에서도 특히 명사를 빈번히 사용한다. 실문법증 환자

들이 내용어의 사용 시 어려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특히 동사(Stark & Dressler, 1990; 

Miceli et al., 1989; Gleason et al., 1980)와 형용사(Maser, 1994; Menn & Obler, 1990; Stark & 

Dressler, 1990) 사용 시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 명사에서는 문제 들이 상 으로 드물게 나타난다

(Stark & Dressler, 1990; Magnúsdóttir & Thráinsson, 1990). 로카 실어증 환자들의 경우 의도된 낱

말이 의미착어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음소착어증에 의해 더 자주 왜곡된다(Huber, Poeck & Weniger, 

1997). 한 본동사의 생략이 빈번하고, 동사가 명사화되는 등 동사를 사용할 때 심한 장애를 보인다

(Kim & Thompson, 2000; Berndt et al., 1997; Berndt, Mitchum & Sandson, 1997; Stark & Dressler, 

1990). 한국 로카 실어증 환자들이 내용어 에서 어떤 품사를 자주 사용하는지 살펴본 연구 논문(김수

련 외, 2004)에서도 동사보다는 명사가 더 빈번히 산출되었다. 한 기능어의 사용 시 사, 속부사 

 부사격 조사와 같은 문법형태소의 생략 상이 빈번히 나타났다(Menn & Obler, 1990). 한국 로카 

실어증 환자의 과제 간 명사와 동사의 산출을 비교한 연구 논문은 있으나, 내용어와 기능어를 비교한 

연구는 없는 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로카 실어증 환자들을 상으로 과제 간 내용어와 기능어

의 산출을 비교 분석하 다. 한국어는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 상 으로 단순한 형태론을 지니고 있

다. 문법 요소의 기능이 단일하여 형태와 기능이 일  일로 응되는 언어이며, 명사에 성과 수의 개념

이 없고, 계 명사가 없으며, 형용사에 비교 과 최상 도 없다. 특히 동사는 존칭어에 따라 여러 방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근․남기심, 2000). 한국어의 이런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으로 보고되

는 로카 실어증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해 과제 유형을 달리하여 산출된 내용어와 기능어

를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한국어의 품사는 원칙 으로 고 근․남기심(2000)에 의존하여 기술하 다. 

일반 으로 정보 달에 요하고 문장 강세를 지니는 단어들을 내용어라 한다. 여기에는 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이 포함된다. 기능어는 주로 문법 인 기능을 지니고 있어 내용어보다 정보 달의 기

능은 약하다.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내용어에는 형용사, 명사, 동사 외에 수사가 포함되었다. 외국어의 

연구에서는 수사도 내용어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본 논문에서도 수사를 내용어에 포

함시켰다(Klann, 2001). 기능어에서는 부사, 의존명사, 보조사, 보조형용사, 보조동사, 서술격 조사, 격조

사, 속부사, 부사격 조사 등이 분석되었다. 부사를 내용어에 포함시키느냐 기능어에 포함시키느냐 하

는 문제는 여 히 논란의 상이 되고 있어, 어떤 연구에서는 부사를 내용어에도 기능어에도 포함시키

지 않고 단독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Maser, 1994). 본 논문에서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로서

의 부사 기능을 토 로 기능어에 분류하 다. 서술격 조사(copula)는 한국어에서 원래 격조사에 속하

나, 다른 언어권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기 하여 따로 분류하 다. 분석된 오류들은 환자와 정상인이 

산출한 유형들을 토 로 이루어졌다. 두 집단에서 산출되지 않은 오류 유형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구체 인 검사 과제로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진 자발  발화와, 테스트를 해 유도된 그림묘

사와 동화재 과제를 실시하 다. 실어증 환자와 정상인이 형식 ․비형식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

이는지 명확히 찰하기 하여 두 과제로 나 어 검사하 다. 검사 결과는 로카 실어증 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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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한 실문법  표 들이 정상인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평가하기 해서 양  결과를 

토 로 살펴보았다. 로카 실어증 환자들이 언어 산출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검증하기 하여 우

선 환자와 정상인이 산출한 단어를 검사 과제별로 합산해서 체 사용 단어 수를 검사하 다. 실제로 

실어증 환자들이 기능어보다 내용어를 더 빈번히 산출하고 내용어 에서도 특히 어떤 품사를 빈번히 

사용하는지 검증하기 하여 각 단어 범주별 산출 빈도  각 품사별 산출 빈도를 살펴보았다. 한 내

용어와 기능어 에서 어떤 범주  품사에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하여 체 오류 빈

도를 분석하고, 산출된 오류 유형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로카 실어증 환자들 에서도 특히 실문법증을 보인 환자 10명과 정상인 10명을 

상으로 하 다. 실어증 환자군은 라다이스․한국  웨스턴 실어증 검사 도구(김향희․나덕렬, 2001)

로 검사하여 로카 실어증으로 진단받은 성인 10명이었다. 검사 상자들은 모두 오른손잡이로 두 집

단 모두 남자 8명과 여자 2명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분 부산과 경남에 거주하 다. 통제 집단은 실어

증 환자군과 성별, 나이, 교육 수 , 손잡이, 방언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정상 성인 10명이었다. 실어증 

환자의 연령 분포는 25세에서 72세로 평균 연령은 45.7세 으며, 정상 성인은 23세에서 70세로 45

세의 평균 연령을 보 다. 평균 교육 연수는 환자의 경우 13년이었으며, 정상 성인의 경우는 13.2년

이었다(<표 - 1>참조).

가. 실문법증 환자의 선정 기

실문법증 환자들의 표 언어에 요한 요인은 산출한 체 단어 수, 구(phrase)의 수  구의 길

이이다. 실문법증을 분류하기 해서 피험자들이 산출한 자발  발화의 통사 구조를 분석하 다. 자발

 발화에서의 구의 길이는 실문법증의 심한 정도를 평가하는 데 요하며, 구의 길이는 분당 산출한 

구의 수에 의해 얻어진다(Menn & Obler, 1990). 구의 길이가 평균 세 단어보다 길면 실문법증의 심한 

정도가 경도(mild)로 분류되었으며, 구의 길이가 두 단어와 세 단어 사이인 경우에는 등도(moderate)

로, 구의 길이가 두 단어보다 짧은 경우에는 도(severe)로 분류되었다. 그 결과, 로카 실어증 환자

들  4명은 경도, 4명은 등도, 나머지 2명은 도의 실문법증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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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피험자 정보 

상자
연령

(세)
성별 병인 PO

1) 학력

년수 

실문법증의 

심한 정도
AQ

2)

하부검사

유창성
알아

듣기

따라

말하기

이름

기

환자 1

환자 2

환자 3

환자 4

환자 5

환자 6

환자 7

환자 8

환자 9 

환자 10

56

52

52

26

72

44

32

61

25

37

남

남

남

남

남

남

남

여

여

남

 Lt. MCA ICH

 Lt. MCA Infarction

 Lt. BG. ICH

 Lt. temporal SAH

 Lt. MCA Infarction

 Lt. MCA ICH

 Lt. MCA ICH

 Lt. MCA Infarction

 Lt. MCA ICH

 Lt. BG. ICH

  5

  8

116

 36

  6

 10

 6

183

 24

 18

12

12

14

16

14

12

12

12

14

12

등도

경도

도

도

경도

등도

등도

경도

등도

경도

59.6

65.2

44.8

54.0

63.6

57.2

56.4

66.8

56.4

64.8

3.5

4.5

2.5

3.0

4.0

3.0

3.5

4.0

3.5

4.0

7.3

8.1

6.6

6.9

7.7

6.8

7.0

7.9

7.2

7.7

6.2

7.3

3.4

3.9

5.9

6.4

5.6

7.0

5.6

7.1

6.8

7.7

5.9

6.2

7.2

6.4

6.1

7.5

6.9

6.6

정상인 1

정상인 2

정상인 3

정상인 4

정상인 5

정상인 6

정상인 7

정상인 8

정상인 9

정상인 10

56

52

50

25

70

45

33

59

23

37

남

남

남

남

남

남

남

여

여

남

12

12

14

16

14

12

12

12

14

12

1)
PO(Post Onset)는 ‘주’ 단 로 나타내었음.

2) AQ(Aphasia Quotient)는 K-WAB의 실어증 지수를 나타내며 총 은 100 임.

2. 검사 자료

검사는 크게 두 역으로, 첫 번째 검사는 환자와 임상가가 주고받은 인터뷰 형식의 자발  발화

로 환자의 병력, 가족사항, 취미, 일상생활, 직업,  문제  등이 주된 질문 내용이었다. 두 번째 검사는 

두 개의 하  검사로 이루어졌다. ‘부엌에서’라는 상황그림 묘사와 ‘추수’라는 제목으로 구성된 4개의 

그림을 이야기로 꾸미고(배진애, 2003), ‘흥부와 놀부’ 동화를 검사자가 먼  들려주고 피험자에게 재

해 보도록 하 다. 정상인들의 경우에는 부분 검사자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도 바로 동화를 이야

기하는 것이 가능하 다. 후자의 두 하 검사를 통틀어 연구 결과에서는 구조  발화로 분류하 다. 

3. 통계 분석 

연구의 분석에는 SPSS 10.0을 이용하 다. 과제 유형이 피험자의 표  언어에 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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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보기 하여 집단 ×과제 유형의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집단 간 과제  품사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집단×과제 유형 ×품사의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고, 집단 간 오류 유형 

 과제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집단 ×과제 유형 ×오류 유형의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유의

수 은 0.05로 하 다.

Ⅲ. 연구 결과 

1. 산출한 체 단어 수

두 집단이 산출한 체 단어 수의 평균을 <표 - 2>에 제시하 다. 로카 실어증 환자가 산출한 

단어 수가 정상인이 산출한 단어 수보다 었다. 두 집단 간에 산출된 체 단어 수의 평균은 특히 구

조  발화에서 더 뚜렷한 차이를 보 다. <표 - 3>은 두 집단이 산출한 내용어와 기능어의 평균 산출 

비율이다. 자발  발화에서는 내용어와 기능어의 산출 비율에 큰 차이를 보 으나, 구조  발화에서는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 2> 산출한 체 단어 수의 평균 빈도

집 단 과 제 평균

    환자 (n = 10)
자발  발화  68.6

구조  발화 104.6

    정상인 (n = 10)
자발  발화 164.1

구조  발화 461.5

<표 - 3> 체 내용어와 기능어의 평균 산출 비율  

집 단 검사 과제 단어 범주  평균 비율 (%)

환자

(n = 10)

자발  발화
내용어 65.44

기능어 34.56

구조  발화
내용어 55.86

기능어 44.14

정상인

(n = 10)

자발  발화
내용어 57.19

기능어 42.81

구조  발화
내용어 55.57

기능어 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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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어

가. 내용어의 산출 비율

실어증 환자와 정상인이 산출한 내용어의 평균 산출 비율을 <표 - 4>에 제시하 다. 자발  발

화에서 실문법증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내용어를 더 많이 산출한 반면에, 구조  발화에서는 두 집단간

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 4> 내용어의 평균 산출 비율

집 단 과 제 평균 비율 (%)

    환자 (n = 10)
자발  발화 65.44

구조  발화 55.86

    정상인 (n = 10)
자발  발화 57.19

구조  발화 55.57

집단×과제 유형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 18) = 5.577, p 

= .03). 실문법증 환자들이 정상인보다 내용어를 상 으로 더 많이 산출하 다. 두 집단 모두 구조  

발화에서보다는 자발  발화에서 더 많은 내용어를 산출하 다(F(1, 18) = 15.80, p = .001). 이런 상은 특히 

환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집단과 과제 유형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 다(F(1, 18) = 7.971, p = 

.011).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환자(p = .003)에게서만 두 과제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정상인에게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 = .292). 자발  발화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p = .017), 구조  발화에서는 어떤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p = .838). 

나. 내용어의 품사별 산출 비율

내용어의 품사별 산출 비율을 <표 - 5>에 제시하 다. 환자의 경우 자발  발화에서 뿐만 아니

라 구조  발화에서도 명사를 주로 사용하 으며, 형용사가 가장 게 산출되었다. 반면에 구조  발화

에서 환자들은 수사를 가장 게 산출하 다. 환자들의 경우 자발  발화에서 명사와 동사의 산출 비

율에 상당한 차이를 보 다. 

본 연구 결과 정상인 집단도 자발  발화에서 뿐만 아니라 구조  발화에서도 명사를 가장 많이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사의 상  빈도를 검증하기 하여 실시한 집단(2) ×과제 유형(2) ×품

사(4)의 삼원분산분석에서는 두 집단(F(1, 18) = 5.577, p = .03), 과제 유형(F(1, 18) = 15.801, p = .001) 간 차

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한 품사 간에도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다(F (3, 16) = 266.30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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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집단과 과제 유형의 상호작용(F(1, 18) = 7.791, p = .011), 집단과 품사(F(3, 16) = 7.654, p = .002)의 상

호작용, 과제 유형과 품사(F(1, 18) = 13.609, p< .001)의 상호작용, 집단․과제 유형과 품사(F(3, 16) = 7.870, 

p = .002) 간 상호작용도 통계 으로 유의하 다.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형용사와 수사의 사용 시 자발  발화와 구조  발화 간 차

이가 환자에게서 뿐만 아니라(p = .023 내지 p = .001) 정상인에게서도(p< .001 내지 p = .007) 찰되었

다. 명사의 사용 시 환자에게서는 두 과제 간에 어떠한 차이 도 발견되지 않은 반면(p = .001), 정상인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01). 정상인의 경우 동사에서 두 과제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지만(p = .884), 환자들에게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구조  발화에서는 명사

(p = .124)와 동사(p = .449)의 사용에서 환자와 정상인 간에 어떤 차이 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외에는 

두 집단 간에 통사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 5> 내용어의 품사별 산출 비율

집 단 품 사

과 제
 체

자발  발화 구조  발화

빈 도 % 빈 도 % 빈 도 %

환자

(n = 10)

형용사  33/686  4.81  16/1046  1.53  49/1732  2.83

명사  223/686  32.51  354/1046  33.84  577/1732  33.31

동사  82/686  11.95  199/1046  19.02  281/1732  16.22

수사  83/686  12.10  6/1046  0.57  89/1732  5.14

체  421/686  575/1046  996/1732

정상인

(n = 10)

형용사  137/1641  8.35  183/4615  3.97  320/6256  5.12

명사  452/1641  27.54  1506/4615  32.63  1958/6256  31.3

동사  296/1641  18.04  821/4615  17.79  1117/6256  17.85

수사  52/1641  3.17  46/4615  1.00  98/6256  1.57

체  937/1641  2556/4615  3493/6256

※품사별 빈도에서 왼쪽에 치한 수는 피험자가 산출한 각 품사별 수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에 치한 수는 산

출된 체 단어 수를 나타낸 것이다. 를 들어, 33/686에서 33은 체 환자가 산출한 형용사 수를, 686은 환자가 

산출한 체 단어 수를 의미한다. 

다. 내용어의 오류 비율

<표 - 6>은 내용어의 오류 비율에 한 평균과 표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정상인은 구조  발

화에서만 아주 은 오류를 산출하 고, 실문법증 환자들은 두 과제 모두에서 상 으로 높은 오류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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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6> 오류 비율의 평균  표 편차

집 단 자발  발화의 오류 평균 (표 편차) 구조  발화의 오류 평균 (표 편차)

환자 (n = 10) 6.96 (7.40) 15.98 (11.70)

정상인 (n = 10) 0.00 (0.00) 2.18 (1.90)

집단×오류 비율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주효과(F (1, 18) = 14.436, p = .001)

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환자들이 정상인보다 더 많은 오류를 산출하 다. 과제 유형은 피험자들의 

검사 결과에 유의미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1, 18) = 10.972, p = .004). 실문법증 환자와 정상

인 모두 구조  발화에서 더 많은 오류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집단과 과제 유형 간의 상호작용은 실

어증 환자들에게서 오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1, 18) = 4.098, p = .058).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발  발화와 구조  발화 간의 유의한 차이 이 환자(p = .024)

에게서 뿐만 아니라 정상인(p = .006)에게서도 찰되었다. 

(1) 각 품사별 오류 비율

<표 - 7>은 내용어의 각 품사별 오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개별 품사의 백분율은 <표 - 5>에 

제시된 각 품사의  빈도수를 토 로 계산되었다. 산출된 체 명사 수와 비교할 때 명사 사용 시 

환자들은 자발  발화에서 은 오류를 보인 반면, 구조  발화에서는 상 으로 높은 오류를 보 다. 

환자들의 경우 자발  발화에서 뿐만 아니라 구조  발화에서도 동사의 사용 시 가장 빈번한 오류를 

보 다. 이것은 산출된 체 동사 수와 비교할 때 높은 비율이다. 구조  발화에서 환자들은 형용사와 

수사에서는  오류를 산출하지 않았다. 정상인들의 경우 이와는 달리 형용사에서 약 2 %의 오류가 

나타났으나, 체 인 오류는 아주 었다.

<표 - 7> 각 품사별 오류 수  오류 비율 

집 단 품 사

과 제
 체

자발  발화 구조  발화

빈 도 % 빈 도 % 빈 도 %

환자

(n = 10)

형용사  4/33  12.12  0/16 0  4/49   8.16

명사  17/223  7.62  64/354  18.08  81/577   14.04

동사  23/82  28.05  42/199  21.11  65/281   23.13

수사  5/83  6.02  0/6 0  5/89   5.62

체  49/421  106/575  15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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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7> 계속)

집 단 품 사

과 제
 체

자발  발화 구조  발화

빈 도 % 빈 도 % 빈 도 %

정상인

(n = 10)

형용사  0/137 0 3/183  1.64  3/320   0.94

명사  0/452 0  11/1506  0.73  11/1958   0.56

동사  0/296 0  19/821  2.31  19/1117   1.70

수사  0/52 0  0/46 0  0/98 0

체  0/937  33/2556  33/3493

※ 품사별 빈도에서 왼쪽에 치한 수는 피험자가 산출한 각 품사별 오류 수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에 치한 수

는 각 품사별 산출된 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를 들어, 4/33에서 4는 체 환자가 형용사 사용시 산출한 오류

수를, 33은 체 환자가 산출한 형용사 수를 의미한다. 

(2) 내용어의 오류 유형

한국 실문법증 환자들에게서는 음소착어증보다 의미착어증이 더 자주 산출되었다(<표 - 8> 참

조). 자발  발화에서는 음소착어증과 의미착어증의 산출 빈도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구조  

발화에서는 두 오류 유형 간에 아주 큰 차이를 보 다. 정상인은 자발  발화에서는  오류를 산출

하지 않았으나, 구조  발화에서는 의미착어증을 가장 많이 산출하 다.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은 환자

보다 정상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75.47 % vs. 93.94 %).

<표 - 8> 오류 유형별 오류 수  오류 비율

집 단 오류 유형 자발  발화 (%)  구조  발화 (%)

환자 
(n = 10)

견    1 (2.04) 0 (0)

형태착어증    1 (2.04) 0 (0)

음소착어증    25 (51.02)    26 (24.53)

음소  신조어 0 (0) 0 (0)

의미착어증    20 (40.82)    80 (75.47)

의미  신조어    2 (4.08) 0 (0)

체    49 (100)    106 (100)

정상인 

(n = 10)

견 0 (0) 0 (0)

형태착어증 0 (0) 0 (0)

음소착어증 0 (0)    2 (6.06)

음소  신조어 0 (0) 0 (0)

의미착어증 0 (0)    31 (93.94)

의미  신조어 0 (0) 0 (0)

체 0 (0) 3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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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간 오류 유형  과제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집단(2) ×과제 유형(2) ×오류 유형(3)의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분산분석은 실어증 환자들이 상 으로 자주 산출하는 오류 유형인 착어

증들(형태, 음소  의미착어증)을 상으로 하 다. 환자와 정상인 사이에는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F(1, 18) = 14.631, p = .001). 과제 간에도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환자와 정상인 모두 

구조  발화에서 보다 더 많은 오류를 산출하 음을 의미한다(F(1, 18) = 18.173, p< .001). 과제 유형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한 유의미하 다(F(1, 18) = 12.799, p< .001). 이는 특히 정상인에게서 발견되었는

데, 이들은 자발  발화에서는  오류를 산출하지 않았으나, 구조  발화에서는 상 으로 많은 의

미착어증을 산출하 다. 세 오류 유형 간에도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다(F(2, 17) = 26.903, p< .001). 

집단과 오류 유형 사이에도 유의한 상호작용(F(2, 17) = 20.072, p < .001)이 나타났으며, 과제 유형과 오류 

유형(F(2, 17) = 13.159, p< .001), 집단․과제 유형과 오류 유형(F(2, 17) = 6.934, p = .007)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 다.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의미착어증과 련하여 환자들(p = .003) 뿐만 아니라 정

상인(p = .003)에게서도 두 과제 간 차이가 찰되었다. 다른 착어증의 경우 두 과제 간 차이 이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와 정상인은 음소착어증  의미착어증과 련하여 두 과제 간 유의미한 차

이를 보 다.

3. 기능어

가. 기능어의 산출 비율

환자와 정상인이 산출한 기능어의 평균 산출 비율이 <표 - 9>에 제시되어 있다. 자발  발화에

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찰되었으나, 구조  발화에서는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표 - 9> 기능어의 평균 산출 비율

집 단 과 제 평균 비율 (%)

환자 (n = 10)
자발  발화 34.56

구조  발화 44.14

정상인 (n = 10)
자발  발화 42.81

구조  발화 44.43

두 집단 간 기능어의 사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 18) = 5.577, p = .03). 

과제 유형 한 피험자들의 검사 결과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18) = 15.80, p = .001). 

집단과 과제 유형 간의 상호작용 한 유의하 으며, 구조  발화에서 두 집단이 산출한 기능어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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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 다(F(1, 18) = 7.971, p = .011).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발  발화와 구조  발화 간의 차이가 환자들(p = .003)에

게서만 찰되고, 정상인(p = .292)에게서는 찰되지 않았다.

나. 기능어의 각 품사별 산출 비율

<표 - 10>은 기능어의 품사별 산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환자들이 정상인보다 체 으로 부

사를 더 게 산출하 다. 환자가 산출한 부사격 조사와 의존명사의 비율이 정상인보다 더 높게 나타

났다. 문법 기능이 유사한 품사들을 그룹별로 나 어 통계 처리를 하 다. 첫 번째 그룹은 문장에서 단

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사로, 부사, 속부사, 명사가 여기에 속한다. 집단 간 품사  과제유형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집단(2) ×과제 유형(2) ×품사(3)의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피험자 집단

(F(1, 18) = 21.849, p< .001)에서 뿐만 아니라 과제 유형(F(1, 18) = 5.336, p = .033)에서도 유의미한 주효과

가 나타났다. 이는 환자와 정상인 두 집단에서 차이가 발견되며, 과제 유형 간에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

다. 각 품사 간에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 17) = 27.047, p< .001). 피험자 집단과 품사

(F(2, 17) = 20.340, p = .001), 과제 유형과 품사(F(2, 17) = 13.173, p< .001) 간의 상호작용 한 유의하 다. 피험

자 집단, 과제 유형, 품사 간 세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계 처리한 결과 환자와 정상인은 상이한 품사의 사용

시 과제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7) = 2.896, p = .074). 피험자 

집단과 과제 유형 간에는 어떤 유의미한 상호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F(1, 18) = 2.383, p= .140).

<표 - 10> 기능어의 품사별 산출 비율

집 단 품 사

과 제
 체

자발  발화  구조  발화

빈 도 % 빈 도 % 빈 도 %

환자

(n = 10)

부사

속부사

명사

 26/686

 11/686

 26/686

3.79

1.6

3.79

 30/1046

 39/1046

 19/1046

 2.87

 3.73

 1.82

 56/1732

 50/1732

 45/1732

 3.23

 2.89

 2.6

보조형용사

보조동사

서술격 조사

 3/686

 8/686

 3/686

0.44

1.17

0.44

 0/1046

 64/1046

 4/1046

 0

 6.12

 0.38

 3/1732

 72/1732

 7/1732

 0.17

 4.16

 0.4

보조사

격조사

부사격 조사

 20/686

 38/686

 36/686

2.92

5.54

5.25

 7/1046

 237/1046

 52/1046

 0.67

 22.66

 4.97

 27/1732

 275/1732

 88/1732

 1.56

 15.88

 5.08

형사

의존명사

부정표

 11/686

 68/686

 15/686

1.6

9.91

2.19

 7/1046

 9/1046

 0/1046

 0.67

 0.86

 0

 18/1732

 77/1732

 15/1732

 1.04

 4.45

 0.87

체  265/686  468/1046  73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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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0> 계속)

정상인

(n = 10)

부사

속부사

명사

 158/1046

 33/1046

 56/1046

9.63

2.01

3.41

 232/4615

 117/4615

 113/4615

 5.03

 2.54

 2.45

 390/6256

 150/6256

 169/6256

 6.23

 2.4

 2.7

보조형용사

보조동사

서술격 조사

 13/1046

 59/1046

 25/1046

0.79

3.6

1.52

 16/4615

 195/4615

 29/4615

 0.35

 4.23

 0.63

 29/6256

 254/6256

 54/6256

 0.46

 4.06

 0.86

보조사

격조사

부사격 조사

 64/1046

 153/1046

 56/1046

3.9

9.32

3.41

 151/4615

 812/4615

 189/4615

 3.27

 17.59

 4.1

 215/6256

 965/6256

 245/6256

 3.44

 15.43

 3.92

형사

의존명사

부정표

 16/1046

 50/1046

 21/1046

0.98

3.05

1.28

 79/4615

 98/4615

 11/4615

 1.71

 2.12

 0.24

 95/6256

 148/6256

 32/6256

 1.52

 2.37

 0.51

체  704/1046  2042/4615  2746/6256

※품사별 빈도에서 왼쪽에 치한 수는 피험자가 산출한 각 품사별 수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에 치한 수는 산

출된 체 단어 수를 나타낸 것이다. 를 들어, 26/686에서 26은 체 환자가 산출한 부사 수를, 686은 환자가 

산출한 체 단어 수를 의미한다.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부사에서 정상인(p = .001)만 두 과제 간에 차이를 보 고, 

환자들(p = .275)에게서는 어떤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속부사와 명사에서는 두 집단 모두 두 과

제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사의 사용 시 환자와 정상인은 자발  발화(p< .001)에서 뿐만 아니라 

구조  발화(p = .001)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속부사에서는 두 과제 모두에서 어떠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명사의 사용에서는 두 집단 모두 자발  발화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구

조  발화에서는 정상인이 환자들보다 명사를 더 많이 산출하는 경향이 있었다(p = .057).

두 번째 그룹에는 서술 기능을 지니고 있는 보조형용사, 보조동사  서술격 조사가 속한다. 이 

그룹의 상  빈도를 검증하기 하여 집단(2) ×과제 유형(2) ×품사(3)의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환자와 정상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 18) = 2.559, p = .127). 그러나 과제 유형

(F(1, 18) = 6.201, p = .023), 각 품사(F(2, 17) = 37.564, p< .001) 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집단과 

과제 유형의 상호작용(F(1, 18) = 11.890, p = .003), 과제 유형과 품사의 상호작용(F(2, 17) = 11.545, p = .002)

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그러나 집단과 품사의 상호작용(F(2, 17) = 0.169, p = .699)은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집단․과제 유형  품사의 상호작용(F(2, 17) = 3.951, p = .058)은 첫 번째 그룹과 유사한 경

향을 보 다.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보조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사용 시 정상인에게서만 자발

 발화와 구조  발화 간에 차이가 찰되었고(p = .045 내지 p = .006), 환자에게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 = .343 내지 p = .562). 보조동사에서는 환자에게서만 두 과제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15). 환자와 정상인은 보조형용사(p = .004), 보조동사(p = .003), 서술격 조사(p< .001)의 사용과 

련하여 자발  발화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구조  발화에서는 두 집단 모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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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p = .007)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주로 선행하는 체언에 붙어 사용되는 보조사, 격조사, 부사격 조사가 세 번째 그룹에 속한다. 이 

그룹의 상  빈도를 검증하기 하여 집단(2) ×과제 유형(2) ×품사(3) 간의 삼원분산분석을 실시

하 다. 두 집단 간에 품사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 18) = 0.048, p = .829). 그러나 과제 유

형(F(1, 18) = 106.557, p< .001), 각 품사(F(3, 16) = 139.339, p< .001)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집단과 과제 유형(F(1, 18) = 11.651, p = .003), 과제 유형과 품사(F(3, 16) = 127.538, p< .001), 집

단․과제 유형과 품사(F(3, 16) = 27.534, p< .001) 간의 상호작용 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집단과 품

사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3, 16) = 3.054, p = .098).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환자(p< .001)와 정상인(p< .001) 모두 두 과제에서 격조사

의 사용 시 차이가 찰되었다. 보조사와 부사격 조사에서는 두 집단 모두 두 과제에서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격조사는 자발  발화(p = .004)에서 뿐만 아니라 구조  발화(p =

.001)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보조사는 자발  발화(p = .38)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

면에, 구조  발화(p < .001)에서는 두 집단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다른 품사에서는 두 과제에

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형사, 의존명사, 부정표 이 있다. 이 그룹의 상  빈도

를 검증하기 하여 집단(2) ×과제 유형(2) ×품사(3)의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집단(F(1, 18) =

6.243, p = .022), 과제 유형(F(1, 18) = 34.825, p< .001), 품사(F(2, 17) = 18.820, p< .001), 집단과 과제 유형의 

상호작용(F(1, 18) = 22.145, p< .001), 집단과 품사의 상호작용(F(2, 17) = 4.161, p = .043), 과제 유형과 품사

(F(2, 17) = 12.715, p = .001), 집단․과제 유형과 품사간 상호작용(F(2, 17) = 7.028, p = .012)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의존명사와 부정표 의 사용 시 환자(p = .003 내지 p = .016)

와 정상인(p = .05 내지 p = .004) 모두 두 과제에서 차이를 보 다. 형사의 사용 시 환자들의 경우 두 

과제 간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p = .259). 그러나 정상인의 경우 자발  발화에서보다는 구

조  발화에서 형사를 더 자주 산출하는 경향이 있었다(p = .093). 형사의 사용 시 자발  발화(p =

.865)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구조  발화(p = .031)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발견되었다. 의존명사에서는 두 집단 모두 자발  발화(p = .012)에서 뿐만 아니라 구조  발화(p

= .001)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부정표  사용 시 두 집단 모두 자발  발화(p = .253)에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구조  발화(p = .04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다. 기능어의 오류 비율

<표 - 11>은 기능어의 오류 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얻은 평균과 표 편차를 보여 다. 정상인

들은 체 으로 아주 은 오류를 보인 반면, 실문법증 환자들은 두 과제 모두에서 정상인들보다 더 

많은 오류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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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1> 오류 비율의 평균  표 편차

집 단 자발  발화의 오류 평균(표 편차) 구조  발화의 오류 평균(표 편차)

환자 (n = 10) 3.58 (2.86) 7.5 (4.2)

정상인 (n = 10) 0.00 (0.00)  0.69 (0.8)

집단×과제 유형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F(1, 18) = 50.009, p<

.001). 환자들이 두 과제 모두에서 정상인보다 더 많은 오류를 산출하 다. 두 과제 간에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1, 18) = 6.773, p = .018). 자발  발화에서보다는 구조  발화에서 더 많은 

오류가 산출되었다.

(1) 기능어의 오류 유형

오류 유형은 첨가, 생략, 치로 분류되었다. <표 - 12>에서 알 수 있듯이, 자발  발화에서 환

자들은 생략 오류를, 구조  발화에서는 치 오류를 더 빈번히 산출하 다. 정상인은 단지 구조  발

화에서 오류를 보 으며, 특히 치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표 - 12> 오류 유형별 오류 수  오류 비율

집 단 오류유형

과 제
 체

자발  발화  구조  발화

빈 도 % 빈 도 % 빈 도 %

환자

(n = 10)

첨가   1    3.33   3    4.05   4   3.85

생략   15   50.00   34   45.95   49  47.12

치   14   46.67   37   50.00   51  49.04

체   30 100   74 100 104 100

정상인

(n = 10)

첨가   0 0   1    3.70   1  3.7

생략   0 0   10   37.04  10  37.04

치   0 0   16   59.26  16  59.26

체   0 0   27 100  27 100

오류 유형의 상  빈도를 검증하기 하여 집단(2) ×과제 유형(2) ×오류 유형(3)의 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 다.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1, 18) = 57.328, p

< .001), 오류 유형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 17) = 12.302, p< .001). 실문법증 환자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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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어의 사용 시 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과제 유형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F(1, 18) =

0.103, p = .095). 집단과 과제 유형(F(1, 18) = 1.514, p = .234), 오류 유형과 과제 유형(F(2, 17) = 0.624, p =

.501)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오류 유형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이와 반 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F(2, 17) = 10.465, p = .001). 집단, 과제 유형, 오류 유형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F(2, 17) = 0.343, p = .653).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첨가 오류에서는 환자(p = .868)와 정상인(p = .343) 모두 두 

과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상인은 자발  발화에서보다 구조  발화에서 더 많은 생

략 오류를 보 다(p = .037). 환자의 경우 생략 오류에서는 두 과제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 =

.335). 치 오류 한 환자들의 경우 두 과제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 = .353). 정상인은 

구조  발화에서 더 많은 치 오류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p = .064).

Ⅳ. 논의  결론

이미 많은 연구 논문들에서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로카 실어증 환자들의 표 언어는 본 연

구에서도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어증 환자들의 장애 정도를 

밝히기 하여 체 산출 빈도, 내용어와 기능어의 산출 비율, 내용어와 기능어의 오류 비율을 살펴보

았다. 두 집단 간의 체 산출 빈도를 비교한 결과, 정상 성인이 실어증 환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단

어를 산출하여 본 연구의 실어증 환자들에게서도 표 언어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자들은 

체 으로 기능어보다는 내용어를 더 빈번히 산출하 다. 이는 특히 자발  발화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산출된 내용어를 백분율로 환산한 값이 환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구조  발화에서는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실어증 환자와 정상인 모두 내용어 에서 명사를 가장 빈번

히 사용하여 다른 많은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김수련 외, 2004; Maser, 1994; Fillenbaum, Jones & 

Wepman, 1961). 이와 반 로 동사와 형용사는 두 과제 모두에서 가장 게 산출되었으며, 수사의 사용

이 형용사보다 빈번히 나타나서 환자들이 형용사를 가장 게 산출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자발  발

화에서는 실어증 환자들의 동사와 수사의 산출 빈도가 흥미롭게도 거의 비슷하 다. 이것은 아마도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언제 병이 나셨습니까?”, “병원에 입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와 

같은 검사자의 질문 형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도 실어증 환자들이 동사와 형

용사의 사용 시 어려움을 보인다는 다른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하 다(Halliwell, 2000; Maser, 1994; 

Gleason et al., 1980; Hand, Tonkovich & Aitchinson, 1979). 내용어의 각 품사별 오류 비율을 살펴보

았을 때, 동사의 사용 시 가장 빈번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체 산출된 동사 수와 비교할 때 오류 비율

은 상당히 높았다. 실제로 실문법증 환자들은 명사를 가장 빈번히 산출하 음에도 불구하고 명사 사용 

시 동사에서보다 오류가 더 게 나타났다. 실어증 환자들이 동사의 사용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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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은 Maser(1994)와 Miceli et al.(1984)에서도 발견된다. 로카 실어증 환자들의 경우 음소착어증

과 의미착어증이 거의 비슷하게 산출되었다. 이는 독일어권에서 로카 실어증 환자의 표 언어가 의

미착어증보다는 음소착어증에 의해서 더 자주 왜곡된다는 Huber, Poeck & Weniger(1997)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인이 환자들보다 더 은 오류를 보 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착어

증의 산출 비율은 더 높았다. 자발  발화에서는 두 집단 간에 기능어의 산출 평균에서 차이가 나타난 

반면에, 구조  발화에서는 거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상했던 로 실어증 환자들이 기능어를 사

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 지만, 실문법증 환자들이 자발  발화에서 뿐만 아니라 구조  발화에서도 기

능어를 사용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로써 실어증 환자들이 기능어의 사용시 선택 장애를 

보인다는 Bradley, Garrett & Zurif(1980)의 추측이 본 연구에서 다룬 실문법증의 직 인 원인은 아

닌 것으로 해석되었다. 기능어의 각 품사별 체 산출 빈도를 살펴보면, 환자와 정상인 모두 부사, 격조

사, 의존명사의 사용 시 두 과제 간에 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속부사, 부사격 조사에서는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명사, 보조동사, 서술격 조사의 사용 시 자발  발화에서만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 고, 구조  발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보조형용사는 자발  발

화에서 뿐만 아니라 구조  발화에서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조사와 부정표 은 

구조  발화에서만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 고, 자발  발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기능어의 사용에서는 정상 성인이 실어증 환자들보다 체 으로 은 오류를 보 다. 실어증 환자들

이 일반 으로 치 오류보다는 생략 오류를 더 많이 산출한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다(Maser, 1994). 본 

연구에서는 실문법증 환자들이 자발  발화에서는 생략 오류를, 구조  발화에서는 치 오류를 더 많

이 보 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오류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실어증 환자들이 생략 오

류를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없었다. 정상인에게서는 기능어가 주로 치되어 사

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언어의 특수성과 련된 상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오류 유형들에서 많이 발

견되었다. 이미 언 했다시피, 외국 연구에서 로카 실어증 환자의 자발  발화는 음소착어증에 의해 

자주 왜곡된다. 본 연구에서는 음소착어증보다는 의미착어증이 더 빈번히 나타나는 양상을 보 다. 이

것은 특히 명사에서 많이 나타났다. 환자들은 자발  발화에서는 음소착어증과 의미착어증이 거의 비

슷하게 나타났지만, 구조  발화에서는 의미착어증이 증가되는 추세 다. 이것은 콜크(Kolk)와 헤센

(Heeschen)의 응 이론을 토 로 설명할 수 있다(Kolk & Heeschen, 1990; 1992). 환자들은 그림 묘사

나 그림 이야기 등과 같은 구조  발화에서 가능한 한 완 한 문장으로 표 하려고 더 많이 노력한다. 

그 결과 의도한 표 들이 치되는 경향을 보 다. 두 집단 모두 동화 재 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보

으며, 흥분, 긴장  기억력, 주의집  등 인지 능력의 한계와 같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이런 오류가 산

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로카 실어증 환자들이 음소착어증보다는 오히려 의미착어증을 더 자주 

산출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Maser(1994)에게서도 발견된다. 내용어의 사용 시 주로 의미착어증이 나

타났는데, 이는 특히 단순명사의 사용 시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어증 환자들이 음소착어증보다 의미착어증을 더 빈번히 산출하 는데,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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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카 실어증 환자들에게 일반 으로 나타나는 상인지는 비교할 연구 논문이 없어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없다. 환자의 장애 정도 한 오류 유형에 상당한 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

의 상이 된 실문법증 환자들은 부분 경도(mild)에서 등도(moderate)의 장애 정도를 보이는 환자

들이었다. 장애 유형에 따른 실문법증 환자들의 표 언어에 한 질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내용어와 기능어의 과제 간 산출을 비교하 으므로 활용 형태에 한 연구 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Kussmaul(1877)의 연구 이래로 활용 형태의 장애가 실문법증 증상으로 간주되었다. 

언어의 활용이 강하면 강할수록 동사의 생략이 자주 나타난다. 단순한 형태론을 지닌 일본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동사의 생략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복잡한 형태론을 지닌 아일랜드어나 슬라 어

에서는 동사의 생략이 자주 나타난다(Menn & Obler, 1990).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토 로 한국어를 모국

어로 말하는 환자들이 어려움을 보이는 활용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오류 유형들이 가장 

빈번히 산출되고, 혹은 동사가 문장 말미에 치하는 것이 문장 구성과 동사 사용의 난이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 로카 실어증 환자들이 내용어 사용에서도 어려움을 보

이며, 종종 착어증에 의해 왜곡된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다. 착어증의 가장 흔한 오류 유형은 치와 생

략으로 알려져 있다(Huber, Poeck & Weniger, 1997). 이런 결과들을 토 로 한국 로카 실어증 환자

들에게서도 착어증이 자주 나타나며, 생략과 치  어떤 유형들이 더 빈번히 산출되는지 살펴보기 

한 질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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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for the Production of Content Words 

and Function Words in Broca Aphasics 

Jin Ae Bae

(Dep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 Audiology, Daebu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agrammatic production of content words and function words in Korean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en Broca aphasics having  prototypical agrammatic speech production 

and ten normal adults were selected. The methods and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come from Menn 

& Obler(1990), who provided a consistent format to describe agrammatic productio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spontaneous speech and structured speech: telling the history of an illness, telling of 

a popular folktale, completion of a picture action and using the modified Wechsler-Bellevue stories. 

A comparison of the controls with the patients revealed interesting differences. The number of total 

word produced by aphasics was lower than the controls; reduced variety and simplification of syntax 

were also observed. The proportion of the content word was much higher for the aphasics than the 

controls on their spontaneous speech. Nouns were the most commonly produced words by the aphasics 

and the controls. Although both groups produced more nouns than verbs, the aphasics made more 

errors with verbs than nouns in the free interviews and the narrative elicited tasks. Adjectives were 

produced less often in the open class words. The agrammatic production was more often distorted 

by semantic paraphasia than by phonemic paraphasia. The function words were substituted more by 

both the agrammatic patients and the controls, even though the closed class elements were omitted. 

For the function words, the controls had higher rates of substitution than did the agrammatic patients. 

Overall, the results from the word production in Korean agrammatic patients showed similar patterns 

as was reported by Menn & Obler(1990). However, some symptoms(e. g. more semantic paraphasia 

and more substitutions) seem to have a different pattern in Koreans. 

Key Words: agrammatism, content word(open class word),

function word(closed class word), semantic paraphasia, phonemic paraph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