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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정·김향희·나덕렬 . 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난 일차전도실어증과 전이전도실어증 간의 오류반응

비교연구 . 말- 언어장애연구 . 1997, 제2권 , 137- 154. 전도실어증 환자들이 보이는 가장 큰 언어적

특색 중의 하나는 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나는 오류현상이다. 본 연구는 일차전도실어증 환자 6명과 전이

전도실어증 환자 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내는 오류반응들을 분석,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말하기 자극문장으로는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의 따라말하기 하위검사내 문

항들을 사용하였다. 우선, 환자들이 보인 오류들을 15개의 세부적인 범주로 분류하여 오류반응양상을

분석하였으며, 이들 세분화된 오류범주들을 좀더 큰 9개 상위반응범주로 묶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 오류는 어절생략이었으며 음소착어가 의미착어보다 많이 나타났

다. 그리고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이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보다 음소착어를 유의하게 많이 나타냈다.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은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에 비하여 자극어에 대한 반응 대신 모르겠다 또는

못하겠다 는 반응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두 집단의 발화오류에서 질적인 차이를 찾을 수

있었다.

I. 서 론

전도실어증(conduction aphasia)이란 청각적 이해력이나 발화상의 유창함은 어느 정도 정상

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청각적으로 제시된 자극어를 그대로 따라말하는 과제(auditory- verbal

repetition)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는 실어증 유형을 일컫는다. 이러한 전도실어증

은 주로 환자의 뇌손상 후 곧바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나 발병 초기에는 다른 실어증 유형을 보

이다가 그 유형이 전도실어증으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관찰된다. 여기에서 전자를 일차전도실어

증이라 부르고 후자를 전이전도실어증이라 부르기로 한다. 전이전도실어증의 대부분은 유창한 실

어증 유형인 베르니케 실어증(Wernicke s aphasia) 환자의 청각적 이해력이 향상되면서 전이전도

실어증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말하기에서 전도실어증 환자가 나타내는 말오류가 임상현장에서 자주 관찰됨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보고는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 일차전도실어증 환자를 그 대

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Gardner and Winner (1978)는 17명의 전방실어증(anterior aphasia)

환자군, 12명의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 그리고 14명의 후방실어증(posterior aphasia) 환자군을

대상으로 이들 세 환자군이 한낱말 따라말하기(single- w ord repetition)에서 나타내는 오류반응

양상을 비교한 바 있다. 연구결과 그들은 전도실어증 환자군이 목표낱말을 그와 의미적 관련이

있는 다른 낱말로 대치하는 의미오류(meaning error ) 또는 의미착어(verbal paraphasia)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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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환자군에 비해 많이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Li and Williams (1990)는 32명의 (일차)전도실어

증 환자군, 38명의 브로카실어증 환자군, 그리고 25명의 베르니케실어증 환자군을 대상으로 이들

세 환자군이 어구(phrases)와 문장(sentences) 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내는 오류반응들을 24개의 반

응범주로 나누어 분석·비교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전도실어증 환자군이 나타낸

오류반응으로는 낱말조각(w ord fragment )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음소오류(phonemic error ), 낱

말생략(w ord omission), 어구생략(phrase omission) 등의 순이었으며, 다른 두 환자군에 비해 전

도실어증 환자군은 낱말조각, 낱말수정(phonemic revision), 낱말반복(w ord repetition ), 어구반복

(phrase repetition ) 등을 유의하게 많이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베르니케실어증 환자군에서는 쟈

곤(jargon), 무관련낱말(unrelated w ord), 음소오류 등의 순으로 오류반응이 나타났으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무관련낱말과 쟈곤이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다고 했다. 최근에는 Kohn and Smith

(1994)가 1명의 (일차)전도실어증 환자와 1명의 베르니케실어증 환자가 따라말하기를 포함한 여

러 과제에서 나타낸 오류반응들을 7개의 반응범주로 나누어 분석·비교한 바 있다. 그 결과에 의

하면 전도실어증 환자는 낱말조각(55.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음소착어(28.2%)였으며 베르

니케실어증 환자는 음소착어(37.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낱말조각(27.2%)으로 나타났다. 전

도실어증 환자와 베르니케실어증 환자가 나타낸 오류반응을 통계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베르니

케실어증 환자에게서 형태착어(phonic verbal paraphasia)가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으며 비록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신조어(neologism ), 의미착어, 무관련반응 등이 베르니케실어증 환자에

게 더 많이 나타났다. 여기서 형태착어란 목표를 목표와 음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른 낱말로 대

치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table 을 cable 로 또는 telephone 을 television 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전도실어증 환자가 나타낸 낱말조각 중 44%가 목표의 음소를 포함한 반면

에 베르니케실어증 환자가 나타낸 낱말조각은 단지 27%만 목표와 관련을 갖고 있었다. 결과적으

로 전도실어증 환자는 음소착어와 낱말조각을 포함하여 전체오류 중 87%가 목표와 음운적으로

유사하거나 목표의 자음과 모음을 포함한 반면 베르니케실어증 환자는 그러한 오류가 단지 전체

오류 중 48%만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 있어서 실어증 환자가 나타내는 오류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포함

된 반응범주들은 연구마다 각기 다양하다. 그러나 착어(paraphasia)라는 오류반응범주는 거의 모

든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전도실어증 환자가 포함된 연구에서는 착어가 대표적인 특

징으로 지적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착어란 말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의도하지 않은 음절, 낱말,

또는 어구가 산출되는 오류를 말한다(Goodglass, 1993). 착어 란 용어가 1877년 Kussmaul

(Buckingham , 1989에서 재인용)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로 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

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하위범주들로 음소착어(phonemic paraphasia), 의미착어(semantic

paraphasia), 형태착어(formal paraphasia), 형태의미착어(phonosemantic paraphasia), 신조어적 착

어(neologistic paraphasia) 등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따라말하기에서 일차전도실어

증 환자군이 보이는 말오류 양상을 우선 15개의 세부적인 범주로, 그리고 다시 좀더 큰 9개의 상

위 반응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둘째, 베르니케실어증에서 전도실어증으로 바뀐 전이

전도실어증 환자군이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과 말오류 양상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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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난 일차전도실어증과 전이전도실어증 간의 오류반응 비교연구

에 대해 살펴보았다.

II. 연구 절차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총 9명의 전도실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6명은 발병 초기부터

전도실어증 양상을 보인 일차전도실어증 환자들이고 3명은 발병 초기에는 베르니케실어증 양상

을 보이다가 후에 전도실어증으로 바뀐 전이전도실어증 환자들이다. 실어증 하위 집단의 결정은

Andrew Kertesz (1982)가 만든 T he Western Aphasia Battery (WAB)를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

서 한국판으로 수정, 보완하여 현재 표준화과정에 있는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Western

Aphasia Battery - Korean Ver soin) 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표 - 1>에는 이들 연구 대상자들

의 신상 정보 그리고 <표 - 2>에는 각 연구대상자들의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 점수를 제시

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오른손잡이이고 왼쪽 반구 상해 환자로 전체 피험자 중 5명은 남자이고

4명은 여자였다.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은 남자 4명과 여자 2명이었고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은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51세(범위: 48- 67세)이었고 평균 교육년수는 9년이었다.

그리고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 결과,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의 평균 AQ(Aphasia Quotient )

는 70.9(범위: 57.0- 88.6)이었고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의 평균 AQ는 70.0(범위: 45.2- 84.7)이었다.

<표 - 1> 피험자들의 신상 정보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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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성별/
연령

손 잡 이 /
학력

진단명 병소위치 발병후 경

과일수

일차

전도실어증

KS 남/ 52 오 른 쪽 /
고졸

뇌경색 왼쪽 반구

측두- 두정엽

13개월

CS 남/ 62 오 른 쪽 /
대졸

뇌경색 왼쪽 반구 연상회 7일

PJ 남/ 48 오 른 쪽 /
대졸

뇌경색 왼쪽 반구

측두- 두정엽

7개월

JB 남/ 52 오 른 쪽 /
고졸

뇌경색 왼쪽 반구

측두- 두정엽

4개월

CK 여/ 67 오른쪽/
초등중퇴

뇌경색 복합상해 16개월

KJ 여/ 65 오 른 쪽 /
무학

뇌경색 왼쪽 반구

측두- 두정엽

4일

전이

전도실어증

KM 여/ 50 오 른 쪽 /
대졸

뇌출혈 왼쪽 반구

측두- 전두엽

14개월

SJ 여/ 14 오른쪽/ 중
학재학

뇌정 동맥기

형으로 인한

뇌출혈

왼쪽 반구

측두- 두정엽

8개월

KK 남/ 52 오 른 쪽 /
국졸

뇌출혈 왼쪽 반구 내경동맥 3년

<표 - 2> 피험자들의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하위 검사 점수와 실어증 지수(AQ)

피험자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하부검사 AQ
(Aphasia
Quotient )

스스로

말하기

알아듣기 따라말하기 이름대기

일차

전도실어증

KS 15/ 20 154/ 200 52/ 100 25/ 100 60.8
CS 17/ 20 196/ 200 30/ 100 28/ 100 65.2
PJ 18/ 20 190/ 200 71/ 100 97/ 100 88.6
JB 15/ 20 154/ 200 32/ 100 26/ 100 57.0
CK 18/ 20 181/ 200 65/ 100 74/ 100 81.9
KJ 14/ 20 161/ 200 59/ 100 81/ 100 72.1

전이

전도실어증

KM 18/ 20 173/ 200 58/ 100 99/ 100 84.7
SJ 19/ 20 164/ 200 38/ 100 90/ 100 80.0
KK 12/ 20 120/ 200 26/ 100 20/ 100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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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난 일차전도실어증과 전이전도실어증 간의 오류반응 비교연구

<그림 - 1> 일차전도실어증 환자인 CS의 Bra in- MRI (T2- Weighted axia l image)

<그림 - 2> 일차전도실어증 환자인 BJ의 Bra in- MRI (T2- Weighted axia l image)

<그림 - 3> 전이전도실어증 환자인 KM의 Bra in- MRI (T1- Weighted axia l image)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또한 9명의 피험자 중 6명은 뇌경색, 2명은 뇌출혈, 그리고 1명은 뇌정동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 환자였다. Brain- MRI 결과를 살펴보면 피험자 중 5명은 왼쪽 반구 측두- 두정엽(Lt .

temporoparietal lobe), 1명은 왼쪽 반구 연상회(Lt . supramarginal gyrus), 1명은 왼쪽 반구 측두-

전두엽(Lt . temporofrontal lobe), 1명은 왼쪽 반구 내경동맥(Lt . internal carotid artery ), 그리고 1

명은 복합상해 소견을 보였다. 전도실어증 환자의 병소위치를 보여주기 위해 <그림 - 1>과 <그

림 - 2>에는 대표적인 일차전도실어증 환자 2명의 Brain- MRI를 그리고 <그림 - 3>에는 전이

전도실어증 환자 1명의 Brain- MRI를 제시하였다.

2 .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의 8개 하부검사 중 따라말하기 검사문장을

실어증 환자에게 시행하여 수집하였다. 따라말하기 검사는 임상가가 제시하는 문항을 피험자에게

그대로 따라말하게 하는 것으로 모두 15개의 낱말, 구 그리고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따라말하기의 검사 자극문장은 <표 - 3>에 제시하였다.

모든 검사는 삼성서울병원의 언어- 연하 임상연구실에서 시행하였다. 임상가는 우선 피험자

들에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말해보세요 라는 지시사항을 말해 준 후 검사문

항을 번호 순서대로 한 문장씩 보통 속도로 읽어 주고 이를 피험자에게 따라말하게 하였다. 피험

자의 모든 반응은 추후 분석을 위해 녹음기(Marantz PMD 221)에 입력하였고 전사 후 분석하였

다. 그리고 따라말하기 검사시 나타난 2명의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의 반응을 <부록 - 1>에, 2

명의 전이전도실어증 환자의 반응을 <부록 - 2>에 제시하였다.

3 .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한 어절을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한 어절 전체를 올바르게 말해

야만 정반응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임상가가 자극문항을 처음 제시한 후에 나타난 환자의 반응만

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즉 임상가가 필요에 의해 한 문항을 여러 번 제시한 경우에도 첫 번째

제시 후에 나타난 환자의 반응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임상가가 반복하여 문항을 제시

하지 않았는데도 피험자 스스로 자가수정을 통해 여러 번 반응한 경우에는 반응 전체를 분석대상

으로 하였다.

<표 - 3> 따라말하기 검사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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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난 일차전도실어증과 전이전도실어증 간의 오류반응 비교연구

문장번호 따라말하기 검사 문장

1 밤

2 코

3 다람쥐

4 해바라기

5 돌아온 철새

6 겨우 잠이 들었다

7 그가 내 뒤를 몰래 밟았다

8 칼날같이 날카로운 바위

9 삼십과 이분의 일

10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11 창 밖에 부슬부슬 비가 온다

12 우리 가족은 내가 빨리 완쾌되기를 바란다

13 대한 고교 야구 연맹

14 그러나 혹은 그런데 중에 택하시오

15 스물 일곱개의 찬 맥주병이 냉장고에 있다

또한 한 어절에 두 가지 이상의 오류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따로 각각의 오류반응범주에

포함시켰다. 즉, 음소착어 오류와 어절섞임 오류가 동시에 한 어절에서 나타난 경우에는 각각 두

개의 반응범주에 따로 기록하였다. 따라말하기에서 전도실어증 환자들이 나타낸 오류반응을 분석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15개의 반응범주는 <표 - 4>에 제시하였다.

III. 결 과

각 전도실어증 환자가 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낸 오류반응을 15개의 반응범주로 분류해 백분

율로 계산한 결과는 <표 - 5a>에 제시하였다. 또한 두 실어증 환자군이 나타낸 오류반응을 다시

9개의 반응범주로 묶어 백분율로 계산한 결과는 <표 - 5b>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오류반응을 9

개의 반응범주로 분류한 결과를 <그림 - 4>에 제시하였다.

1.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의 오류반응양상 분석

우선, <표 - 5a>와 같이 6명의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이 나타낸 여러 음소착어의 하위반

응범주들을 발생빈도순으로 살펴보면 말소리 대치오류 등에 의한 단순한 음소착어(9.1%)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이 어절섞임(3.7%), 순서바뀜(2.6%), 신조어(1.7%), 형태착어(1.5%), 그리고

목표관련신조어(0.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 5b>에 따라 6명의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

이 나타낸 전체의 오류반응양상을 발생빈도순으로 나열하면 어절생략(21.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광의의 음소착어(18.9%), 광의의 의미착어(7.0%), 낱말조각(2.8%), 무관련반응(2.8%), 모

르겠다 라는 반응(2.1%), 그리고 자가수정(1.6%)의 순서가 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의 가장 빈번한 오류반응은 어절생략이며 그 다음이 광의의 음소착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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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의 오류반응양상 분석

우선, <표 - 5a>와 같이 3명의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이 나타낸 여러 음소착어의 하위반

응범주들을 발생빈도순으로 살펴보면 말소리 대치 등에 의한 음소착어(5.9%)가 가

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이 어절섞임(3.4%), 순서오류(1.0%), 형태착어(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 5b>에서 3명의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이 나타낸 전체의 오류반응양상의 발생빈도는, 어절

생략(27.8%), 광의의 음소착어(10.9%), 낱말조각(7.0%), 모르겠다 는 반 응(6.5%), 무관련반응

(4.5%), 광의의 의미착어(4.0%) 그리고 자가수정(0.6%)의 순으로 나타

<표 - 4> 오류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반응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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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난 일차전도실어증과 전이전도실어증 간의 오류반응 비교연구

오류 반응 범주 정 의

1 정반응

(correct response)

음운적 그리고 의미적으로 올바르게 산출한 경우이다.

2

광 의

의

음 소

착어

음소착어

( p h o n e m i c

paraphasia)

목표어의 음운들 중 50% 이하를 다른 소리로 대치한 경우이

다(예: 몰래 → 몰를).

3 형태착어

( f o r m a l

paraphasia)

목표어와 음운적으로 유사하되, 다른 실제 낱말(real w ord)

을 산출하는 경우이다(예: 빨리 → 빨래).

4 목표관련신조어

(t arget - r elat ed

neologism )

목표어의 음운들 중 50% 이상을 다른 소리로 대치한 경우이

다. 단, 첫소리가 목표어와 음운적으로 유사해야 한다(예: 날

카로운 → 날깔랄라).
5 신조어

( a b s t r u s e

neologism )

목표어의 음운들 중 50% 이상을 다른 소리로 대치한 경우이

다. 단, 첫소리가 목표어와 음운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을 때

에만 해당된다(예: 날카로운 → 골라이).
6 어절섞임 전체 어절 또는 그 일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섞이는 경우이

다(예: 그런데 중에 택하시오 → 대중식).
7 순서바뀜 문장의 일부 순서를 바꾸어 말하는 경우이다(예: 비가 부슬

부슬 → 부슬부슬 비가).
8

광 의

의

의 미

착어

의미착어

( s e m a n t i c

paraphasia)

목표어와 의미적으로는 유사하되, 음운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다른 낱말로 대치하는 경우이다(예: 완쾌되기를 → 회복하기

를).
9 형태의미착어

(Phonosemantic

paraphasia)

목표어와 의미적 그리고 음운적으로 유사하되, 목표어와는

다른 실제 낱말을 산출하는 경우이다(예: 내가 → 나를).

10 낱말조각

(w ord fragment)

목표어의 일부만을 말하고 대답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이다.

단, 초성이 목표어와 음운적으로 유사해야 된다(예: 칼날같이

→ 카 . . . ).
11 어절생략 목표어 전체가 생략되는 경우이다(예: 돌아온 철새 → 철새).
12 무관련 반응

(unrelated response)

목표어와 의미적 그리고 음운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낱말을 사용하는 경우이다(예: 해바라기 → 엄마가 . . . ).
13 모르겠다

(Don t Know )

모르겠다 또는 못하겠다 고 반응한 경우이다.

14 자가수정

(self correction)

자신의 오류를 깨닫고 틀린 반응을 스스로 고쳐 말한 경우

이다.
15 기타 위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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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의 가장 빈번한 오류반응은 어절생략이며 그 다음

이 광의의 음소착어임을 알 수 있다.

3 . 일차전도실어증환자군과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 간의 오류반응양상 비교

일차전도실어증과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 모두에서 어절생략 오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

났고 그 다음으로 많이 관찰된 오류반응은 광의의 음소착어였다. 9개의 반응범주로 나누어 분석

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의미착어보다 음소착어가 많이 나타났다. 15개 반응범주로 분류하여

광의의 음소착어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두 집단 모두에서 말소리 대치 및 생략으로 인한 음소착

어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 어절섞임의 순서였다.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이 일차전도실

어증 환자군보다 정반응율이 낮고 어절생략이 많은 반면, 음소착어와 의미착어는 적게 나타났다.

또한 전이전도실어증 환자들이 모르겠다 또는 못하겠다 는 반응을 많이 보인 반면에 스스로

의 오류를 깨닫고 이를 고치려는 자 가수정반응은 적게 나타났다. <표 -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은 광의의 음소착어 오류에서 유일하게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발생율을 보였다.

<표 - 5a> 따라말하기에서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과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이 나타낸

오류반응을 15개 범주로 분류해 백분율로 계산한 결과 (%)

피

험

자

정

반

응

음 소

착어

형 태

착어

목 표

관 련

신 조

어

신 조

어

어 절

섞임

순 서

바뀜

의 미

착어

형 태

의 미

착어

낱 말

조각

어 절

생략

무 관

련 반

응

모

르 겠

다

자 가

수정

기타

일 차

전도

KS 41.7 10.0 0 0 2.8 6.9 4.2 4.2 5.6 0 4.2 2.8 1.4 1.5 15.3

CS 21.6 11.5 1.9 0 5.8 1.9 0 0 1.9 5.8 44.2 1.9 1.9 1.9 0

PJ 40.3 10.4 0 1.5 0 0 4.5 3.0 1.5 4.5 11.9 0 6.0 3.0 13.4

JB 25.8 12.9 0 0 0 3.2 0 0 3.2 3.2 38.7 6.5 3.2 3.2 0

CK 54.5 1.8 1.8 0 0 3.6 5.5 5.5 3.6 1.8 12.7 3.6 0 0 5.5

KJ 32.8 8.2 5.0 0 1.6 6.6 1.6 8.2 5.0 1.6 16.4 1.6 0 0 11.5

평균 36.1 9.1 1.5 0.3 1.7 3.7 2.6 3.5 3.5 2.8 21.4 2.8 2.1 1.6 7.6

전 이

전도

KM 39.0 7.0 1.7 0 0 5.1 0 1.7 3.4 1.7 23.7 0 8.5 1.7 6.8

SJ 20.6 9.5 0 0 0 0 1.6 1.6 0 6.3. 34.9 3.2 3.2 0 19.0

KK 14.3 1.3 0 0 0 5.2 1.3 3.9 1.3 13.0 24.7 10.4 7.8 0 16.4

평균 24.5 5.9 0.6 0 0 3.4 1.0 2.4 1.6 7.0 27.8 4.5 6.5 0.6 14.1

<표 - 5b> 따라말하기에서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과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이 나타낸

오류반응을 9개 범주로 분류해 백분율로 계산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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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난 일차전도실어증과 전이전도실어증 간의 오류반응 비교연구

피험자 정반응 광의의

음소

착어

광의의

의미

착어

낱말

조각

어절

생략

무 관 련

반응

모 르

겠다

자가

수정

기타

일차

전도

KS 41.7 23.9 9.8 0 4.2 2.8 1.4 1.5 15.3

CS 21.6 38.2 1.9 5.8 44.2 1.9 1.9 1.9 0

PJ 40.3 16.4 4.5 4.5 11.9 0 6.0 3.0 13.4

JB 25.8 16.1 3.2 3.2 38.7 6.5 3.2 3.2 0

CK 54.5 12.7 9.1 1.8 12.7 3.6 0 0 5.5

KJ 32.8 23.0 13.2 1.6 16.4 1.6 0 0 11.5

평균 36.1 18.9 7.0 2.8 21.4 2.8 2.1 1.6 7.6

전이

전도

KM 39.0 13.8 5.1 1.7 23.7 0 8.5 1.7 6.8

SJ 20.6 11.1 1.6 6.3 34.9 3.2 3.2 0 19.0

KK 14.3 7.8 5.2 13.0 24.7 10.4 7.8 0 16.4

평균 24.6 10.9 4.0 7.0 27.8 4.5 6.5 0.6 14.1

<그림 - 4> 따라말하기에서 두 환자군이 나타낸 오류반응

<표 - 6> Mann- Whitney U test를 통한 두 환자군의 비교

정반응
광 의 의

음소착어

광 의 의

의미착어
낱말조각 어절생략

무관련

반응

모 르 겠

다
자가수정 기타

.1213 .0389* .4386 .1967 .4386 .6973 .0508** .2807 .1198

*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IV. 논 의

따라말하기에서 전도실어증 환자들이 나타낸 오류반응양상을 분석한 결과, 어절생략과 음

소착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밖에도 의미착어, 형태착어, 형태의미착어, 어절

섞임, 순서바뀜, 낱말조각, 모르겠다 는 반응, 자가수정 등의 반응들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연구결과들과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즉, 전도실어증 환자들이 따라말

하기에서 일반적으로 어절생략과 음소착어를 빈번하게 보이며 낱말조각, 형태착어, 자가수정, 의

미착어 등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Li and Williams (1990)의 연구결과와 공통점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와 달리 생략오류를 낱말생략과 어구생략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그에 따라 생략오류가 본 연구보다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낱말생략과 어절생략을 하나의 동일한 범주로 간주하면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도실어증

환자군을 포함한 세 환자군 모두에서 가장 빈번한 오류는 생략오류가 된다. Kohn and Smith

(1994)의 연구에서는 1명의 전도실어증 환자가 따라말하기에서 낱말조각을 가장 많이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음소착어를 많이 나타냈다고 보고하였으나 낱말조각이라는 반응범주 안에 목표와

관련이 없는 낱말조각도 포함을 시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낱

말조각의 조작적 정의를 목표어의 초성과 음운적으로 유사한 경우로 제한시켜 결과적으로 상기

의 연구보다 낱말조각이 더 적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류반응을 어떠한 범주로

나누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Gardner and Winner (1978)의 연구에서는 전도실어증 환자군이 다른 두 실

어증 환자군에 비해 의미착어를 유의하게 많이 나타냈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목표자극의 선택과 피험자군선정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낱말은 물론 어구와 어절이 포함된 자극들을 사용한 반면 상기의 연구에서는 한 낱말만을 사

용하였으며, 또한 브로카실어증(Broca s aphasia), 연결피질운동실어증(transcortical motor aphasia),

그리고 혼합전방실어증(mixed anterior aphasia)을 전방실어증 환자군으로 그리고 베르니케 실어

증, 연결피질감각실어증(transcortical sensory aphasia)을 후방실어증 환자군으로 묶어 전도실어

증 환자군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해 상반된 결과가 초래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따라말하기에서 전도실어증 환자군이 나타내는 말오류에 초점을 두어 연구

를 하였는데, 전도실어증 환자들이 따라말하기에서 오류를 나타내는 것은 일찍이 Geschw ind

(1965)가 주장한 분리 이론(Disconnection theories)에 근거하여 설명되어왔다. 그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는 주요한 두개의 독립적인 영역인 구어산출중심구(speech production center ) 또는

브로카영역(Broca s area) 그리고 구어이해중심구(apprehension center ) 또는 베르니케영역

(Wernike s area)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두 영역은 궁형속(arcuate fasciculu s)이

라는 긴 섬유속으로 연결되는데, 일반적으로 전도실어증은 브로카영역과 베르니케영역을 연결하

는 이 궁형속의 손상으로 인해 초래된다는 것이다. 즉 궁형속 및 그 주변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

에 베르니케영역과 브로카영역의 연결이 어려워지며 그 결과 남의 말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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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적으나 남의 말을 듣고 따라말하는 과제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다고 한다(Goodglass & Kaplan , 1972).

그러나 모든 연구자들이 이러한 분리 이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말하기에서 어려

움이 나타나는 이유를 앞에서 제시한 해부학적 추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예컨대 같은 부분의 손상이 있더라도 전도실어증을 보이지 않거나, 또한 다른

곳에 손상이 있더라도 전도실어증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관찰되고 있다. 실제로 Sheremata et

al. (1974)은 전두엽(frontal lobe)이 손상된 환자가 전도실어증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분리 이론에서 탈피하여 전도실어증의 실체를 설명하고자 대두된 이론들을 대

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따라말하기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원인을 청각적- 구두적 단기기억력(auditory- verbal

short - term memory)의 결함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Warrington , Logue, and Pratt (1971)은 왼쪽 연

상회(supramarginal gyrus)와 각뇌 두둑(angular gyrus) 영역이 손상된 3명의 전도실어증 환자들

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세 피험자들 모두 매우 저하된 청각적- 구두적 단기기억능

력을 나타내었으며 그러한 저하된 단기기억력으로 인해 전도실어증 환자가 따라말하기에서 어려

움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Shallice and Warrington (1977)은 전도실어증 환자가 따라말하기

에서 자극 문장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어렵고 친숙치 않은 문장일수록 많은 오류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하부- 전부 두정엽 피질 손상으로 인하여 단기기억력이 저하되며 이는 전도실어증

환자가 따라말하기에서 빈번한 착어를 나타낸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의견으로 Heilman, Scholes , and Watson (1976)은 브로카실어증 환자들과 전도실어

증 환자들의 단기기억력을 비교한 연구에서 두 집단 모두 저하된 청각적- 구두적 단기기억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모든 실어증 환자들이 다소 저하된 단기기억력을 나타내며, 따라

서 단기기억력과 착어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둘째는 따라말하기의 어려움을 음운적인 산출 체계(phonological output system )의 결함으

로 설명하는 것이다. Strub and Gardner (1974)는 3명의 전도실어증 환자들이 따라말하기에서 나

타내는 오류반응 분석 결과 저하된 청각적- 구두적 단기기억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류반응양

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연구에서 전도실어증 환자들이 친숙한 자극을 느린 속도로

제시해 주는 경우에는 따라말하기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또한 무의미한 낱말은 아주 짧더라

도 전혀 따라말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전도실어증 환자들이 나타내는 오류반응양상이

단순한 생략이 아니라 착어나 순서오류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저하된 청각적- 구두적 단기기억

력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따라말하기의 어려움은 목표어를 산출하기 위한 말

소리 선택(selection) 자체의 오류이거나 선택한 말소리들을 결합(combination)하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결함으로서, 말소리 대치와 말소리 순서바뀜오류의 빈번한 출현과 반복적인 자가수정을

통해 말소리를 고치고 순서를 바꾸는 현상이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따라말하기과제의 어려움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한 여러 상반된 의견들이 있으

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도실어증 환자가 그 과제에서 빈번한 음소착어를 나타낸다는 데는 일치

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음소착어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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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을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두 환자군 모두에서 의미착어보다는 음소착어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도실어증 환자의 전형적인 오류 특징으로 생각된다.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이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보다 음소착어와 의미착어를 많이 나타낸

반면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이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보다 정반응율이 낮고 어절생략오류를 더

많이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이 발병 초기에는 베르니케실어증으로

분류되었던 환자들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에 대

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오류패턴을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Li and Williams

(1990)의 연구 중 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난 베르니케실어증 환자군의 오류반응양상을 살펴보면, 베

르니케실어증 환자군이 전도실어증 환자군에 비해 음소착어는 더 적게 나타낸 반면 무관련낱말

은 더 많이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이 전이되기 전의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군이 나타내는 오류반응양상을 비교적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해력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나 따라말하기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고 오류반응양상도 남아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이 자신의 오류를 인식하는 경향이 짙고 따라서 그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여 다시 말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반면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은 여전히

모르겠다 란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자가수정반응도 적게 나타내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전

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이 일차전도실어증 환자군보다 낱말조각을 더 많이 나타내고 신조어는 더

적게 나타내는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유추하기는 어렵다.

이상을 요약해 볼 때 전도실어증 환자군이 나타내는 오류반응양상은 전반적으로 어절생략

과 빈번한 음소착어로 특징지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의 경우에는 베르니

케실어증 환자군과도 상당히 유사한 오류반응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 기전에 어떠한 차이

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피험자의 수가 매우 제한적

이며 특히 전이전도실어증 환자군의 피험자는 단지 3명이었으며 서로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언어들간의 연구(cross - linguistic)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둘 수 있으며 이들 사항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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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일차전도실어증 환자의 반응

번호 검 사 자 극 문 장 환 자 반 응

KS

1 밤 밤

2 코 코

3 다람쥐 다람쥐

4 해바라기 해바라기

5 돌아온 철새 돌아온 철새

6 겨우 잠이 들었다 겨우 잠 들었다

7 그가 내 뒤를 몰래 밟았다 그가 나를 뒤를 밟았노았...밟았다

8 칼날같이 날카로운 바위 칼날같이...바위같이

9 삼십과 이분의 일 삼십과 이분의 일

10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안..연기...때지...아...때니...때지...않은...굴뚝에

연기날까...때지...않은
11 창 밖에 부슬부슬 비가 온다 창 밖에 부슬부슬 비가 내린다

12 우리 가족은 내가 빨리 완쾌되기를 바

란다

우리 가족은 나를...나를...위하여 자식을 위

하여...낫기를 바란다...빨리 낫기를 바란다
13 대한 고교 야구 연맹 대한 고교 야...야구 연맹...대한 야구...연...맹
14 그러나 혹은 그런데 중에 택하시오 그러나 혹은 대중식...시파이...시파히...한번

듣곤 모르겠네...
15 스물 일곱개의 찬 맥주병이 냉장고에

있다

스물 일곱개 천반에 맥주병...놓여있다

번호 검 사 자 극 문 장 환 자 반 응

JB 1 밤 밤

2 코 코

3 다람쥐 다람쥐

4 해바라기 패...차...
5 돌아온 철새 팔...팔십 삼

6 겨우 잠이 들었다 겨우 잠을...
7 그가 내 뒤를 몰래 밟았다 그가 나...나를...그가...빨리되니까 안돼요

8 칼날같이 날카로운 바위 바위...케...차...카...카...카...카랄...카...카...카왈

...캇...캇...캇츠...캇캇...
9 삼십과 이분의 일 삼십배...삼십에...일...일

10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아니 땐...사...
11 창 밖에 부슬부슬 비가 온다 창자...창...창가때...창가때...지...술부수붕수붕

수부...
12 우리 가족은 내가 빨리 완쾌되기를 바

란다

우리 가조등...우리 가족...가족은...빨리...

13 대한 고교 야구 연맹 대한...대
14 그러나 혹은 그런데 중에 택하시오 그러나...어
15 스물 일곱개의 찬 맥주병이 냉장고에

있다

스...스...스문...스물...스믈 ...스믈 ...스 ...모르겠

어요

<부록 - 2 > 전이 전도 실어 증 환 자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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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검 사 자 극 문 장 환 자 반 응

KM 1 밤 밤

2 코 코

3 다람쥐 다람쥐

4 해바라기 해바라기

5 돌아온 철새 돌아온 철새

6 겨우 잠이 들었다 겨울...겨우...잠들었다

7 그가 내 뒤를 몰래 밟았다 그가 뒤를 밟았다 들렸어 그게 안돼

8 칼날같이 날카로운 바위 칼같이...칼같이...또 안돼요

9 삼십과 이분의 일 삼과 삼분의일

10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안 따...안...안...태운...모르겠어요

11 창 밖에 부슬부슬 비가 온다 창 밖에 부슬부슬 비가 온다.

12 우리 가족은 내가 빨리 완쾌되기를 바

란다

우리 가족은 내가...내가...빨리...회복하고

...또 틀렸잖아

13 대한 고교 야구 연맹 대한 고교...거기까지

14 그러나 혹은 그런데 중에 택하시오 그러나...뭐를?

15 스물 일곱개의 찬 맥주병이 냉장고에

있다

스물 일곱개 병이 냉장고 안에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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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1 밤 밤

2 코 코

3 다람쥐 다람쥐

4 해바라기 해바라기

5 돌아온 철새 도...어...어...

6 겨우 잠이 들었다 겨우...겨우...잠은...겨우...겨우...잠은...

7 그가 내 뒤를 몰래 밟았다 그...모...아니...그...사...아니...

8 칼날같이 날카로운 바위 칼...칼...

9 삼십과 이분의 일 사십...

10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아니...

11 창 밖에 부슬부슬 비가 온다 참...참...께...부...부...슬...부슬부슬...비

가 내린다

12 우리 가족은 내가 빨리 완쾌되기를 바란다 우리 가족은...

13 대한 고교 야구 연맹 대한 야구 결...대...대한...야구

14 그러나 혹은 그런데 중에 택하시오 그러나...

15 스물 일곱개의 찬 맥주병이 냉장고에 있다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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