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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과제 제시조건의 차이가 우반구 뇌손상 성인의 은유문장 해석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우반구 뇌손상 성인 12명과 정상 성인 

12명을 대상으로 문장, 그림, 문맥의 세 가지 과제 제시조건에서 은유이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모든 과제에서 은유문장 당 그 의미 해석에 대한 보기를 세 가지씩 제시하여(은유적 해석의 

정답, 사전적 해석의 오답, 엉뚱한 해석의 오답) 피험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림조건에서는 은유문장을 들려주고 그림으로 구성된 보기를 제시하였고, 문장조건에서는 

은유문장에 대한 보기를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문맥조건에서는 은유문장과 관련된 문맥을 포

함하여 들려주고 문장으로 구성된 보기를 제시하였다. 결과:  우반구 뇌손상 성인은 정상 성인

보다 모든 과제 제시조건에서 유의미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 또한 우반구 뇌손상 성인은 

모든 과제 제시조건에서 은유이해 수행능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문맥이 주어진 과제

에서 수행이 가장 높았고 그림 과제에서 수행이 가장 저조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우반구 뇌손상 성인들이 그림으로 제시되는 과제에서 은유이해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보이지만 문맥정보가 제시되었을 때는 그 수행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유이해 중재 시 문맥정보의 활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09;14;484-494.

핵심어:  우반구 뇌손상 성인, 은유이해, 문맥

Ⅰ. 서 론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비유적 표현을 종종 사용한

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짧고 효과적으

로 전달할 수 있다. 비유언어(figurative language)에

는 은유, 숙어, 직유, 속담 등이 포함된다(Papagno & 

Caporali, 2007). 비유언어는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

에서 찾을 수 있으며,  타인과의 깊이 있는 대화와 같

은 의사소통을 원활히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chmidt, Debuse & Seger, 2007). 이러한 비유언

어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은유이다

(Leonard, 1998). 

은유(metaphor)는 ‘A는 B이다’라는 기본 형태를 

가지며, A와 B간의 공유하는 특성을 유추해내는 것이 

핵심이 된다(Nippold & Fay, 1983). 그러므로 은유

이해는 추론과 같은 인지능력과 관련되며 유머, 농담, 

관용어, 간접적인 요청 등 함축적 의미를 포함한 언어

의 이해와 사용에 적용된다. 우리는 타인과의 대화에

서 때로는 문장의 직접적인 의미보다 문맥에 따라 그 

말의 의미 속에 내포된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타인의 

마음을 읽거나 상황을 이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은유

이해는 언어의 화용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반구가 손상된 성인들은 언어의 내용과 형식에

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은유나 관용구 등 비유언어의 이

해와 사용에 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김은정․최예린, 2009; 정승은, 2008; Brownell, 

Potter & Michelow, 1984; Gagon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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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inik & Chiarello, 2007; Myers, 1999; Rinaldi, 

Marangolo & Baldassarri, 2004; Van Lancker & 

Kempler, 1987; Winner & Gardner, 1977). 연구자

들은 우반구 뇌손상 환자들이 은유나 관용구이해 과

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상 성인이나 좌반구 손상환

자에 비해 수행시간이 느리고 오류가 많았으며 오류

의 대부분은 은유적 의미를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우

반구 뇌손상 성인들도 은유이해능력이 보존되어 있다

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Tompkins, 1990; 

Tompkins, Boada & McGarry, 1992). 이와 같이 다

소 상이한 연구결과는 아마도 과제의 난이도 및 제시

조건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은유이해 연구는 시각자료인 그림과 구어를 함께 

제시하는 조건, 구어로만 들려주는 조건, 위 조건에 

문맥정보를 추가한 조건 등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그림조건에서는 은유문장을 들려주고 제시된 그림 

중에서 그 의미를 선택하게 한 연구였고(정승은, 

2008; Gagnon et al., 2003; Myers, 1999; Rinaldi, 

Marangolo & Baldassarri, 2004; Van Lancker & 

Kempler, 1987; Winner & Gardner, 1977), 단어나 

문장만 사용한 구어조건은 은유단어나 문장을 들려

주고 제시된 단어나 문장 중에서 그 의미를 선택하게 

하는 과제를 이용한 연구였으며(김은정․최예린, 

2009; Brownell et al., 1990; Orjada et al., 2007; 

Tompkins, 1990; Tompkins, Boada & McGarry, 

1992), 은유단어나 문장에 문맥정보를 추가하여 들

려준 연구(Orjada et al., 2007; Stachowiak et al., 

1977)와 이외에 선택과제가 아닌 은유적 의미의 정의

를 피험자 스스로 말하게 한 연구(Tompkins, Boada 

& McGarry, 1992)도 있었다. 

그림조건을 사용한 연구는 피험자가 은유의미가 

내포된 단어나 문장을 듣고 그 의미가 적절하게 표현

된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우반구 뇌손

상 성인들의 은유이해능력이 저조하였고 은유적 의미

를 대부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였다(정승은, 2008; 

Winner & Gardner, 1977; Rinaldi, Marangolo & 

Baldassarri, 2004; Van Lancker & Kempler, 1987). 

단어나 문장을 구어로만 들려주고 적절한 의미를 

선택하게 하는 과제를 사용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우반구 뇌손상 성인들이 은유이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은정․최예린(2009)은 우반구 뇌손상 

성인들이 은유이해문장, 단어연상과 언어유추에서 어

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Brownell et al. (1990)은 

다의어를 사용하여 우반구 뇌손상 성인의 은유이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반구 뇌손상 성인은 정상 성인 

뿐 만 아니라 좌반구 뇌손상 성인보다도 단어의 은유

의미를 해석하는데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들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

도 있었다. Tompkins (1990)와 Tompkins, Boada 

& McGarry (1992)는 익숙한 단어나 관용구를 사용

하여 인지적 처리 부담을 줄여 자동화된 처리를 유도

하는 경우에는 은유적 해석이 가능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우반구 뇌손상 성인의 은유이해능

력이 손상되었다는 선행연구들의 보고와 관련하여 연

구과제 자체의 의미 활성화에 필요한 처리요구에 집

중해야 하는 인지적 어려움 때문에 우반구 뇌손상 환

자들이 은유의미를 해석하는데 방해를 받아 은유이해

에 어려움을 보였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의미처리의 어려움을 줄인 과제를 사용하여 목

표단어의 은유적 의미, 사전적 의미, 관련 없는 의미

를 처리하는 반응속도를 측정한 결과, 은유의미를 처

리하는 속도와 사전적 의미를 처리하는 속도가 관련 

없는 단어를 처리하는 속도보다 빨랐으며 이러한 경

향은 정상 성인과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Tompkins (1990)와 Tompkins, Boada & McGarry 

(1992)는 우반구 뇌손상 환자들이 비록 은유이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리고 양적으로 저조한 수행을 보

이지만 질적인 양상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

고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우반구 뇌손상 환자들도 은

유이해능력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은유이해는 문맥정보가 제공하였을 때 향상된다는 

결과가 정상 성인이나 아동 및 뇌손상환자에 대한 연

구에서 관찰되었다(Gildea & Glucksberg, 1983; Nebes 

& Halligan, 1996; Orjada et al., 2007; Stachowiak 

et al., 1977). 우반구 뇌손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Stachowiak et al. (1977)은 우반구 손상 성인들

도 문맥정보를 활용하여 관용구이해가 가능하다고 보

고하였다. Orjada et al. (2007)도 문맥을 제시하였을 

때 7명의 우반구 뇌손상 성인 중 3명의 은유이해에 

대한 수행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우반구 뇌손상 성인 중에서도 문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보존된 이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김민영(2008)의 연구에서는 친숙한 속담과 친숙하지 

않은 속담 모두에서 문맥을 제시하여도 속담이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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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반구

손상성인

연령

(년)
성별

교육년수

(년)
병소*

발병기간

(개월)

정상

성인

연령

(년)
성별

교육년수

(년)

RH1 66 여 6 Rt.
a) BGb), ICHc) 8 NA1 45 남 12

RH2 61 여 6 Rt. thalamicd) ICH 7 NA2 40 남 12

RH3 60 여 9 Rt. BG Infarction
e) 15 NA3 42 여 12

RH4 50 여 12 Rt. BG, ICH 5 NA4 52 여 12

RH5 70 남 9 Rt. MCA
f) Infarction 17 NA5 45 여 14

RH6 45 남 16 Rt. BG, ICH 10 NA6 60 남 9

RH7 46 여 12 Rt. BG, ICH 42 NA7 55 여 9

RH8 52 남 16 Rt. BG, ICH 16 NA8 40 남 16

RH9 42 남 16 Rt. BG, ICH 10 NA9 41 남 14

RH10 58 여 9 Rt. BG, ICH 6 NA10 62 남 12

RH11 43 남 12 Rt. BG ICH 18 NA11 40 남 14

RH12 59 여 9 Rt. thalamic ICH 12 NA12 42 여 16

평균(±표 편차) 54.33(±3.62) 11.00(±3.62) 평균(±표 편차) 47.00(±8.11) 12.67(±2.27)

*
 병소는 Computerized Tomography(CT scans)에 의해 진단됨
a)
 Rt.: right, 오른쪽
b) BG: basal ganglia, 기저핵
c)
 ICH: intracranial hemorrhage, 대뇌출혈
d)
 thalamic: 시상
e) Infarction: 경색
f)
 MCA: middle cerebral artery, 중대뇌동맥

<표 - 1> 연구 상의 정보

행이 향상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제 제시조건의 차이가 

우반구 뇌손상 성인의 은유이해 수행에 일정 정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으로 제시되었을 때

는 대부분 수행이 저조하였고 단어나 문장으로만 제

시되었을 때에는 대부분 수행이 저조했으나 쉬운 과

제조건에서는 은유이해가 가능하였다는 보고도 있었

다. 또한 문맥이 제시되었을 때 은유이해에 도움이 되

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은유 과제의 

난이도나 연구대상 등 다른 실험조건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과제 제시양식에 따른 은유이해 수행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과제 제시조건에 따른 우반

구 뇌손상 성인의 은유이해능력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은유문장을 듣고 그림 중에서 선택

하는 조건(이하 그림조건), 들려준 문장 중에서 선택

하는 조건(이하 문장조건), 은유문장과 함께 문맥이 

구어로 제시되고 들려준 문장 중에서 선택하는 조건

(이하 문맥조건)의 세 가지 자극 제시유형을 사용하여 

과제 제시조건 간에 우반구 뇌손상 성인의 은유이해

능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과제 제시조건에 따라 어

떠한 양상으로 은유의미를 해석하는지를 정상 성인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우반구 뇌손상 성인 12명과 정

상 성인 12명으로 총 24명이었다. 우반구 뇌손상 성

인들은 모두 오른손잡이로 단일 뇌혈관손상으로 진

단받은 성인들이었다. 이들은 1) 파라다이스․한국

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Paradise․Korean version -

the Western Aphasia Battery:  P․K-WAB)
(김향희․나덕렬, 2001) 결과, 실어증 양상이 없었

고 (실어증지수(Aphasia Quotient: AQ) 90이상), 

2) 단기기억력 검사(digit span test) 결과, 단기 기

억력이 정상이었으며, 3) 단순삭제 과제(simple 

cancellation task)에서 무시현상이 나타나지 않았

고, 4) 서울신경심리검사(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SNSB)(강연욱․나덕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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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시조건 은유문장 제시의 해석보기문장 제시의 

문장
회사는 감옥이다.

① 숨이 막힌다 (은유  의미의 정답)

② 밤이다 (엉뚱한 의미의 오답)

③ 갇 있다 (사  의미의 오답)

문맥

회사에 도착해서 책상에 쌓여있는 

서류를 보니 스트 스가 쌓 다. 

회사는 감옥이다.

① 갇 있다 (사  의미의 오답)

② 숨이 막힌다 (은유  의미의 정답)

③ 밤이다 (엉뚱한 의미의 오답) 

그림
회사는 감옥이다.

  ①엉뚱한 의미   ② 사  의미   ③은유  의미

<표- 2>  실험과제의       

의 하위 검사인 시지각 검사(Rey-complex figure 

test) 결과, 시지각(visual perception)에 이상이 없

는 대상자들이었다. 정상 성인들은 신경성 질병의 병

력이 없었으며 시각 ‧ 청각문제 및 인지적 문제가 없

는 성인들이었다. 두 집단의 연령(t(22) = 2.056, p =

.052) 및 교육년수(t(22) = -1.352  p = .190)에 대한 

평균비교 결과,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

구대상자의 연령, 성별, 교육년수, 병소, 발병기간에 

대한 정보를 <표 - 1>에 제시하였다.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문장조건, 그림조건, 문맥조건의 세 

가지 유형의 과제 제시조건을 사용하였다. 모든 조건

에서 은유문장자극은 ‘A는 B이다’라는 구조의 2～4

어절로 구성되었고 Nippold & Fay (1983)의 연구에

서 사용된 과제를 기초로 문화적 차이와 연령을 고려

하여 연구자가 수정 제작하였다. 은유문장은 성인들

에게 비교적 친숙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림조건

의 그림자극들은 보기 문항에 적절하게 연구자가 모

두 직접 제작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30문항의 은유

문장을 구성하여 10명의 정상 성인과 5명의 뇌손상 

성인 및 1급 언어치료사 2인에게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장, 문맥과 그림을 수정하여 최종 20

문항을 선택하였다. 그림은 A4의 1/4 크기에 그려진 

흑백그림을 보기의 순서대로 좌우로 배치하였다. 문

맥조건에서 사용된 문맥자극은 7～11 어절로 구성된 

문장으로 각 문항의 은유의미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

되게 하였다. 아래 <표 - 2>에 과제의 예를 제시하

였다.

과제 제시조건의 차이에 따른 은유 이해능력의 변

화를 조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세 

가지 제시조건에서 동일한 난이도를 갖는 은유 문항

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따른 학습효과와 순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제 제시조건의 순서를 역균형

화(counterbalanced)시킨 3세트의 과제를 만들어 A

세트는 그림, 문장, 문맥조건의 순으로, B세트는 문

장, 문맥, 그림조건의 순으로, C세트는 문맥, 그림, 문

장조건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조건의 은유문항

에는 3가지 의미의 해석보기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

는 다중선택형 반응양식을 사용할 경우 은유의 뜻을 

스스로 설명하게 하는 경우보다 처리 부담을 줄여주

어 은유 이해능력을 이끌어 내기 용이하고 객관적인 

점수체계와 자료 분석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유의미에 대한 해석의 보기는 적절한 은유적 의미

를 담은 정답과 글자그대로의 사전적 의미를 담은 오

답과 은유문장과 관련 없는 엉뚱한 의미를 담은 오답

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과제는 각각의 제시조건 별로 

1개의 연습문항과 총 20문항의 본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3. 실험절차

모든 피험자는 A, B, C의 과제세트를 5일 간격으

로 3회기에 걸쳐 수행하였다. 한 회기 당 한 세트의 

과제를 실시하여 모든 과제 제시조건 별로 총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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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유이해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실험은 모두 

조용한 언어치료실 등의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되었

다. 한 회기에서 조건별로 과제가 바뀔 때마다 연습

문항 1개를 실시하여 피험자가 과제 시행방법과 제

시유형이 바뀜을 인식하도록 한 후에 본 문항을 실

시하였다. 모든 문항과 의미해석의 보기문항은 연구

자가 직접 보통의 속도와 음도를 유지하면서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들려주었다. 다시 들려달라고 요구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다시 들려주었다. 선택한 

답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정정의 기회

를 주었다. 각 조건별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다. 문장

조건의 경우 대상자에게 은유문장과 3가지 의미해

석에 대한 보기 문장을 들려주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예: ‘회사는 감옥이다’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 중에서 골라보세요. ①밤이다 ②갇혀있다 

③숨이 막힌다). 그림조건에서는 은유문장을 들려

주고 3가지 그림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예: ‘회

사는 감옥이다’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 

그림 중에서 골라보세요). 그림은 보기의 순서대로 

좌우로 배치하였다. 문맥조건에서는 상황적 정보를 

주는 문맥을 먼저 들려주고 이후 은유문장을 들려주

어 세 가지 보기 문장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예: 

회사에 도착해서 쌓여있는 서류를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다. ‘회사는 감옥이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

지 중에서 골라보세요. ①밤이다 ②갇혀있다 ③숨

이 막힌다).

4. 자료 분석

각 과제 제시조건별로 정반응을 보인 문항에 대해 

1점을 주어 총 20점 만점으로 채점 하였다. 우반구 뇌

손상 성인 집단과 정상 성인 집단의 집단 간 과제 제

시 유형에 따라 은유이해총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2) ×과제 제시

조건(3)의 이요인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 때, 과제 제시조건은 반복 측정되었다. 

우반구 뇌손상 성인들이 은유의미를 해석하는데 어떠

한 경향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보기(은유

적 해석, 사전적 해석, 엉뚱한 해석)의 선택 빈도에 대

한 평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자료의 모든 통계분석

은 SPSS for windows (ver. 12.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처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집단 간 과제 제시조건에 따른 은유이해능력

과제 제시조건에 따른 우반구 뇌손상 성인집단과 

정상 성인집단의 은유이해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집단 모두 그림조

건의 수행이 가장 저조했고 문맥조건의 수행평균점수

가 가장 높았다. 

<표- 3> 과제 제시조건에 따른 은유이해 수에 한 
집단별 기 통계량

집단   조건
평균 

(표 편차)
집단 조건

평균 

(표 편차)

우반구

뇌손상

성인

(N=12)

그림  8.33(2.570)
정상 

성인

(N=12)

그림 18.33(1.231)

문장 13.17(3.380) 문장 19.33(0.985)

문맥 17.75(1.960) 문맥 19.67(0.492)

합계 13.083 합계 19.111
  

     

이에 따라 우반구 뇌손상집단과 정상 성인집단의 

과제 제시조건에 따른 은유이해수행능력의 차이를 알

아보고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은유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1, 22) = 83.505, p< .001). 또한, 

각 과제 제시조건에 따라서도 은유이해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 44) = 77.796, p< .001). 과제 제

시조건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F(2, 44) = 43.919, p < .001). <표 - 4>에 위 결

과를 제시하였다.

<표 - 4 > 집단 간 은유과제 수행차이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 간 효과

집단 654.014 1 654.014 83.505
*

오차 172.306 22   7.832

집단 내 효과

과제 제시조건 347.528 2 173.764 77.796*

집단×과제 제시조건 196.194 2  98.097 43.010*

오차  98.278 44   2.234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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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내 과제 제시조건에 따른 은유이해능력 

집단과 과제 제시조건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두 집단 각각에 대하여 과제 

제시조건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각 집단 

별로 과제 제시조건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반구 뇌손상 성인 

집단(F(2, 22) = 65.650, p< .001) 뿐 아니라 정상 성인 

집단(F(2, 22) = 13.0951, p < .001)에서도 동일한 은유

문장을 그림, 문장, 문맥조건으로 제시하였을 때, 과제 

제시조건에 따라 은유이해능력의 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집단 내 과제 제시조건에 따른  은유이해능력

집단 제곱 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우반구 뇌손상 성인 532.167 2 266.083 65.650
*

정상 성인  11.556 2   5.778 13.951*

*
p< .001

이에 따라 과제 제시조건에 따른 집단 내 은유이해 

수행능력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 별로 

과제 제시조건 간 대응별 비교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우반구 뇌손상 성인 집단은 

그림, 문장, 문맥의 모든 과제 제시조건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정상 성인집단은 그림조

건의 수행이 문장과 문맥 각각에 비하여 유의하게 저조

하였지만 문장과 문맥조건 사이의 수행차이는 발견되

지 않았다.

<표 - 6> 집단 내 과제 제시조건 간 응별 비교

집단 과제 제시조건 평균 차 p

우반구 뇌손상 성인

그림 - 문장

그림 - 문맥

문장 - 문맥

-4.833

-9.417

-4.583

 .001

<.001

 .001

정상 성인

그림 - 문장

그림 - 문맥

문장 - 문맥

-1.000

-1.333

- .333

 .006

 .002

 .660
 

3. 우반구 뇌손상 성인의 은유문장 해석의 경향

우반구 뇌손상 성인들이 은유문장을 해석하는데 

있어 어떠한 해석보기를 선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해석보기의 유형인 사전적 의미의 오답, 엉뚱

한 의미의 오답, 은유적 의미의 정답에 대한 선택 빈

도의 평균을 <그림 - 1>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오

답의 경향은 엉뚱한 의미보다는 사전적 의미로 나타

났다. 

<그림-1> 우반구 뇌손상 성인의 은유이해 해석의 경향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유형의 과제 제시조건(그림, 

문장, 문맥)에서 우반구 뇌손상 성인의 은유이해 능

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반구 뇌손상 성인은 정

상 성인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조건에서 전반적인 은

유이해능력이 저조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우반구 

뇌손상 성인이 은유를 포함한 비유언어 이해에 어려

움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Brownell et al., 1990; Rinaldi, Marangolo & 

Baldassarri, 2004; Sabbagh, 1999; Winner & 

Gardner, 1977). 따라서 우반구 뇌손상 성인은 추상

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특정 상황을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표면적인 어휘에 의존하여 판

단하는 경향으로 인해 타인의 말에 숨은 의도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상황에서 화용상의 문제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

에서는 우반구 뇌손상 성인들이 상황에 따라 은유이

해 어려움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제시조건에 따른 은유이해능력의 차이를 살

펴보았을 때 우반구 뇌손상 성인은 모든 조건 간에 

유의한 수행의 차이를 보였다. 정상 성인에 비하여 

은유이해 수행이 저조한 것은 그림조건에서 가장 두

드러졌고(은유이해 점수평균, 우반구 뇌손상 성인 :

정상 성인 = 8.3점 : 18.3점), 문맥정보가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은유과제의 수행이 눈에 띄게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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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7.8점 : 19.7점). 한 가지 주

목할 만한 사실은 정상 성인조차도 그림조건의 은유

이해 수행이 문장이나 문맥조건에 비해 사전적 의미

로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다른 조건에서의 수행

과 평균적으로 1점 차이에 불과하였지만 유의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 정상 성인은 문장조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반구 뇌손상 성

인은 문장으로 제시되었을 때도 은유이해 수행은 향

상되었지만 여전히 사전적 의미처리 경향이 남아있

었다. 정상 성인의 경우 각 과제 제시조건 별로 평균

과 표준편차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문장과 문맥조건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는 문맥 정보의 유무가 정상 성인에게 문장수준

의 은유의미 해석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하

지만 우반구 뇌손상 성인의 경우 문맥이 제시되었을 

때는 문장만 단독으로 듣고 수행했을 때 보다 은유이

해능력이 약 40%정도 향상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는 

은유문항의 과제난이도와 문맥의 정보성 정도가 두 

집단의 문맥활용에 다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즉, 정상 성인에게는 본 연구의 과제가 쉬워서 문장

조건에서 이미 천정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문맥정

보를 활용할 필요가 없었던 반면 우반구 뇌손상 성인

에게는 문맥정보가 명확하고 쉬운 과제인 점이 오히

려 문맥활용을 용이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은유

과제 자체가 어려웠거나 문맥의 정보성이 부족했다

면 문맥을 활용하는 것이 또 다른 부담이 되었을 수

도 있었을 것이다.

은유이해의 문맥효과 및 과제의 난이도와 관련하

여 본 연구와 김민영(2008)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흥미롭다. 김민영(2008)은 속담을 사용하여 의미의 

친숙도와 문맥제시의 효과를 중심으로 우반구뇌손상 

성인의 은유이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친숙한 의미

의 속담에서는 우반구 뇌손상 성인과 정상 성인 모두

에게 문맥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친숙하지 않은 

속담에서는 정상 성인에게만 문맥효과가 나타났다. 

즉, 우반구뇌손상 환자에게서는 속담의 친숙도와 상

관없이 문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우반구 뇌손상 성인에게서 문맥효과가 나

타났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

자의 특성과 은유문장의 난이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김민영(2008)의 연구대상에 포함된 우반구 뇌

손상 성인들의 언어이해력과 인지능력을 -2표준편

차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본 연구대상에 비해 언어이

해력과 인지능력이 비교적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에 있어서도 본 연구의 대상자보

다 높았다(66세 : 51세). 따라서 그들이 문맥정보를 

은유이해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과

제의 난이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친숙한 속담인 경우

에도 본 과제에서 사용한 2～4어절의 단순한 은유문

장에 비해 길고 해석이 비교적 어려워 문맥이 제시되

었을 때 우반구손상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의미처리

가 가중되었을 수도 있다. 연구 대상자의 손상부위에

도 차이가 있었는데, 김민영(2008)의 연구 대상자들

이 피질영역의 손상을 있는 환자들이었는데 비해 본 

연구는 대부분 피질하영역의 손상환자들이었다. 피

질하영역의 손상을 받은 환자들은 피질손상의 경우

보다 인지적 문제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연

구의 대상자들에게서 은유이해 수행에서 문맥과제의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러한 손상부

위와 관련된 영향은 추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우반구 뇌손상 성인은 다른 과제 제시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림조건에서 은유적 의미를 사전적 의

미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그림과제를 사

용한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정승은, 2008; 

Rinaldi, Marangolo & Baldassarri, 2004; Winner 

& Gardner, 1977). 그런데 그림선택 과제가 아닌 문

장선택 과제를 사용한 김은정‧최예린(2009)의 연구

에서는 우반구 뇌손상 성인들이 정상 성인들과 마찬

가지로 사전적 해석보다는 관련의미로 해석하는 오

류를 가장 많이 보였다. 또한 우반구 뇌손상 성인 스

스로 은유적 의미를 설명해야 하는 과제에서 보인 오

류의 유형도 사전적 해석의 오류보다는 은유적 의미

의 정답과 관련된 오류를 더 많이 보였다고 보고하였

다(Tompkins, Boada & McGarry, 1992).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스스로 설명하는 과제에 비해 그림을 

선택하는 과제에서는 주어진 선택 보기문항 중에 사

전적 의미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빠르고 쉽게 우선적

으로 처리되어 은유의미를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

쳤을 수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

해 Huber (1990)는 그림 선택과제에서 은유적 의미

의 해석 범위는 보다 광범위한 것에 반해 사전적 해

석의 범위는 거의 규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전적 

의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쉬운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들은 은유의미를 해석할 때 사전적 의미

로 먼저 해석한 후 이를 억제하고 적절한 은유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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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활성화한다는 은유의미 처리에 대한 위계적 모

델과 관련 있다(Gildea & Glucksberg, 1983). 이러

한 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우반구 뇌손상 성인들은 

먼저 활성화된 사전적 의미를 억제하고 적절한 은유

의미를 유추해 내는 능력의 부족이 은유이해 어려움

의 한 원인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우반구 뇌손상 성인들이 동일한 문

항의 문장이나 문맥조건에 비해 그림조건에서 수행

이 저조하였던 것은 아마도 구어와 그림의 이중적 

의미처리 요구가 은유의미 해석에 더 많은 어려움으

로 작용한 점도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Winner & Gardner (1977)는 그림과제

가 상황적 맥락을 보여주는데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

에 우반구 뇌손상 성인들이 은유적 의미를 이해하였

어도 그림에서 나타낸 적절한 맥락을 확인하는데 어

려움이 있어 수행이 더 저조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

하였다. Rinaldi, Marangolo & Baldassarri (2004)

는 구어자극과 그림자극이 서로 다른 표상적 정보체

계(representational information system)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은유이해 수행에서 우반

구 뇌손상 성인들에게 그림과제가 더 어려웠던 점은 

그들이 주의력이나 시각적 정보처리의 어려움이 있

다는 보고(Mayers, 1999)와도 관련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우반구 뇌손상 성인들은 문맥

정보가 제시되는 경우 은유이해의 수행력이 상대적

으로 향상되었던 결과를 설명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

다. 즉, 은유문장과 관련된 맥락이 제시되면 처리에 

드는 부담이 감소되고 주의가 분산되지 않아 은유이

해의 활성화를 도와 향상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일부 우반구 뇌손상 성인

들이 문맥정보를 활용하여 은유문장을 이해할 수 있

는 능력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정상 성인과 우반구 뇌손상 성

인의 연령 및 교육년수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두 

집단 모두 비교적 평균연령(51세)이 높고 교육년수

(12년)가 길지 않아서 은유이해 수행에 영향을 미쳤

을 수도 있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은유의 친숙도에 

따른 과제 난이도가 과제수행 정도나 문맥효과와 관

련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추후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손상부위 및 과제유형이나 난이도, 제시

조건에 따른 은유이해 수행양상과 차이를 밝히는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우반구 뇌손상 성인의 은유이해에 대한 평가 및 중재 

프로그램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적절한 과제를 사용

하고 그림 혹은 문장으로만 구성된 과제보다는 관련 

있는 문맥정보를 제공하여 은유이해의 단서로 활용

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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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comprehension of 
metaphoric sentences in adults with right-hemisphere brain damage (RHD) in three 
experimental conditions: one visuo-verbal condition and two verbal conditions, including 
verbal with context and verbal without context. Methods: Twelve RHD adults and twelve 
normal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Under all three experimental conditions, the 
subjects listened to a list of metaphoric sentences. For each sentence, they were given three 
choice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a metaphoric interpretation, a literal interpretation, 
and an irrelevant interpretation. The subjects were asked to choose the most appropriate 
interpretation for each metaphoric sentence. The three choices of interpretation were 
presented as pictures under the visuo-verbal condition, and verbally under the two verbal 
conditions. The two verbal conditions differed in terms of whether the metaphoric 
sentence was preceded by a sentence that provided context for the metaphoric meaning. 
Results: A two-way ANOVA of group(2) × condition(3) revealed significant main effects 
of group and condition and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group and condition. The 
total number of correct metaphorical responses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RHD adults 
relative to the normal adults. Although such a tendency was observed in all three 
conditions, the RHD adults showed greatest difficulty in comprehending metaphoric 
sentences under the visuo-verbal condition, as they tended to interpret the metaphoric 
sentences literally. Their performance was markedly better under the verbal with context 
condition than the other conditions. Discussion & Conclusion: RHD adults appear to 
experience difficulty in metaphor comprehension. However, their tendency for literal 
interpretation of metaphoric sentences varied depending on how the metaphoric 
sentences and possible meanings were presented. They were able to utilize contextual 
information in comprehending the metaphoric sentences. Contextual information for 
metaphors may facilitate metaphor comprehension for RHD adul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9;14;484-494)

Key Words: adults with right-hemisphere brain damage (RHD), comprehension of metaphor,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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