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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실험 자극을 통해 피동 표현 자체가 지닌 처리 

부담이 이해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근거로 실어증 환자들이 보이

는 문장 이해 결함을 처리 기반 가설로 설명하는 바의 타당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방법: 문장-

그림 짝짓기 과제를 사용하여 실어증 환자와 정상 성인 각 12명의 반응정확도와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 자극으로 문장 성분 및 어순은 동일하되 서술어의 의미로 피동이 형성되는 

의미적 능․피동문을 제작하여, 접사에 의해 구분되는 형태적 능․피동문과 비교하였다. 결과:  
실험 결과 실어증 집단이 지닌 상대적인 문장 이해의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또한 서술어의 의미 외에 조사 및 접사의 영향이 배제된 의미적 피동문에서도 형태적 피동문과  

마찬가지로 능동문에 비해 낮은 반응정확도와 증가된 반응시간이 관찰되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피동 의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처리의 부담을 확인하였고, 이 같은 결과는 실어증 

환자들이 보이는 문장 이해 특성을 특정 통사 구조에 국한하여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322-337.

핵심어:  실어증, 능․피동문 이해, 처리 손상 가설, 한국어

Ⅰ. 서 론

실어증 환자들은 언어 처리와 관련된 기억, 이해, 산

출 등의 영역에서 문제를 보일 수 있다. 이제까지 진행

된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실어증 환자들

의 경우 특정한 구문 구조(예: 가역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장, 명사절 이동이 전제된 피동문, wh-movement

가 발생하는 목적격 관계절 등)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

며, 그러한 문장 내의 단어들에 의미역(thematic role)

을 할당하는 데 제한을 보일 수 있다(Berndt, Mitchum 

& Haendiges, 1996; Caplan et al., 2007; Caramazza 

et al., 2005; Caramazza & Zurif, 1976; Friedmann 

et al., 2010; Law & Leung, 2000; Su, Lee & Chung, 

2007; Wassenaar & Hagoort, 2007). 국외에서 진행된  

실어증 환자의 문장 이해 특성에 관한 연구들 중 가역

적인 문장(reversible sentence), 특히 수동태나 관계

절을 사용한 실험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연구

의 주를 이룬 영어의 구문 구조 및 문법적 특성이 반

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외의 언어권(일본․

네덜란드․독일․러시아․이탈리아․중국․히브리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시도되면서 영어와 차

별되는 해당 언어의 독특한 문법적 특징(예: 어순, 문

법형태소, 조사 등)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각 언어마다의 특성이 다양하듯 실어증 환자의 문장 

이해 특성 또한 서로 다름이 밝혀지고 있다(Bates, 

Friederici & Wulfeck, 1987; Beretta et al., 2001; 

Caramazza et al., 2005; Friedmann & Gvion, 2003; 

Friedmann et al., 2010; Hagiwara & Caplan, 1990; 

Law & Leung, 2000; Lukatela, Shankweiler & Crain, 

1995; O’Grady & Lee, 2005; Su, Lee & Chung, 2007; 

Wassenaar & Hagoort, 2007). 

영어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상

대적으로 통사 및 처리의 복잡성이 높은 피동문에서 

낮은 정확도와 길어진 반응시간이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어증 환자들이 나타내는 이러한 문장 이해 결

함의 원인과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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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이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어떤 주장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논쟁과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크게 

두 개의 관점을 중심으로 갈무리 될 수 있는데, 하나는  

특정 통사적 능력의 손상을 원인으로 내세우는 입장이

고, 다른 하나는 통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문장 처리 능

력의 손상을 주문제로 보는 입장이다. 통사적 복잡성

에 기반한 견해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근본적인 통사 

구조 혹은 정보의 조작을 위한 표상 능력 자체의 손실

을 실어증 환자들이 보이는 문장 이해 결함의 원인으

로 보며, 문장 해석과 관련된 통사론 및 심리언어학적 

모형들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다(Grodzinsky, 

1995; 2000; Linebarger, Schwartz & Shaffran, 1983; 

Mauner, 1995). 영어와 통사 구조 및 어순이 유사하거

나 또는 상반된 여러 언어권에서 이러한 특정 결함을 

지지하는 견해를 적용한 연구가 계속되었지만 대부분 

Broca 실어증에 국한된 실어증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검증되어 왔다는 점과 그 외에도 연구자들이 선택한 

통사 구조 및 실험 과제들 또한 과도하게 특정적이며, 

보고된 대상자들이 왜 그러한 결함을 보이는가에 대

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Caramazza et al., 2005; Caplan, 2006). 다시 말해, 

통사적 복잡성에 근거한 주장들은 수동형 및 목적격 관

계절에서 나타나는 실어증 환자들의 전형적인 처리 문

제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연구 참가자들이 속한 언어

권 및 사용된 자극의 유형이나 과제의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모두 아우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석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반면, 최근 과학 기술의 발전에 힘

입어 언어의 이해 및 산출 과정에서 정반응 혹은 오반

응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실시간(real-time)으로 관찰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처리 과정의 문제에 바탕을 둔 

관점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다. 

김영진(1995) 또한 문장 처리 과정에 관한 여러 모

형들이 주로 영어의 통사 처리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

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한국어 문장 이해 과정에 관한 

온라인 연구 결과들을 취합하여 그 특징을 정리한 바 

있다. 이는 영어 통사 처리의 핵심이 되는 트리 구조(tree 

structure)의 가정이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에는 제한이 있다는 본 연구의 배경과도 일치하는 것

이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 영어 문장의 단어별 읽기 

시간을 측정한 실험에서 동사 영역에 가장 긴 시간이 

할애되었던 결과와 달리, 한국어 문장 이해는 명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영어 문장은  

동사에서 이후 전개될 통사 구조에 대한 예측이 가능

한 반면, 한국어에서는 순차적으로 문장 성분이 제시되

면서 즉각적으로 진행되는 이해 처리에 따라 형성된 

통사 구조를 동사 위치에 이르러 확인 또는 수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명사와 관련된 정

보로써 어순과 조사가 통사적 관계 계산에 중요하게 관

여하며, 그에 따라 작업 기억의 부담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실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의미 있는 까닭은 한국어 피동문이 지니는 특성

에서도 찾을 수 있다. 피동이란 전통적으로 ‘태(voice)’

의 하나로 알려진 문법 범주로, 동사의 굴절 또는 일정

한 문법적인 요소나 구성에 의하여 문장의 주어로 나

타난 대상이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입장이 아니라 문

장의 다른 성분에 나타난 대상에 의해 어떤 행동이나 

작용을 받는 의미론적인 관계를 형성함을 뜻한다. 한

국어 문법에서 전형적인 피동은 능동사에 ‘-이-, -히

-, -리-, -기-’와 같은 피동 접사를 첨가함으로써 만

들어지며 대응되는 능동문과 피동문에는 서로 다른 조

사가 사용된다(예: --가 …를 vs --가 …한테). 그러나  

한국어의 피동성은 ‘받다, 당하다’와 같은 어휘의 의미

적 요소들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에 따라 본 논문에

서는 피동 접사에 의해 파생되는 전형적인 피동문을 

‘형태적 피동문’으로, ‘받다, 당하다’와 같은 피동성의 

의미를 갖는 서술어로 구성되는 피동문을 ‘의미적 피

동문’으로 구분하였다. 선행 연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영어권의 피동문은 문장 성분의 이동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한국어 피동의 경우 어순이 자유로운 까닭

에 문장 성분의 이동 없이도 능․피동문 쌍을 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접사 및 조사를 통제한 상태에서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능․피동문 쌍 또한 구성할 수 있

다. 통사적으로 복잡한 문장에서 더 많은 처리 자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실어증 환자들의 문장  

이해를 설명하고자 한 두 관점을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

로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나 영어권의 수동태 문장은 

문장성분의 이동 및 전치사의 사용이 전제된다는 점에

서 더욱 밀접한 연관을 보인다. 그러나 형태적 피동문

과 의미적 피동문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이러한 특성은 

통사적 복잡성과 처리적 복잡성을 구분하여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므로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Lee (2000)는 접사가 없는(suffix-less) 

내재적(inherently) 피동문에서 어순의 효과를 알아보

았고, 이 같은 연구는 한국어 특유의 피동형을 바탕으

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으나, 대상자가 4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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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대응되는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피동사만 사

용되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실어증 환자 대상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언어 산출과 관련된 것의 비중이 높았다

(김수련 외, 2004; 김애리․심현섭․김영태, 2004; 

박경아 외, 2006; 배진애, 2005; 황영진․정옥란, 2005). 

그러나 5명 이하의 대상자에게 실시한 사례 연구인 탓

에 실어증 집단으로 확대 해석이 어렵거나, 대상자들의  

반응을 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산출의 수행력만으

로는 언어 처리 능력 전반을 가늠할 수 없는 등의 한

계를 드러내었다. 실어증 환자들의 문장 이해와 관련

된 연구들은 그 수가 더욱 드물지만 단어 수준에서 동

사의 의미 범주에 따른 선택적 결함을 알아보거나 문

장 내의 격조사 및 보조사 처리, 능․피동문 이해, 어순

의 효과, 관계절 처리 등과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되었

으며, 문장 길이나 실어증 환자의 유형 및 중증도에 따

른 차이를 탐색하기도 하였다(김아현, 2010; 김윤주, 

2002; 김정하, 2002; 남기춘 외, 1999; 손혜민, 2004; 

윤정미, 2002; 황민아, 2002; 황주희, 2002; Beretta et 

al., 2001; O’grady & Lee, 2005). 그러나 실험 결과들

이 일관되지 않거나 영어권 등에서 보고된 바와 상이

하여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

구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능․피동문 이해

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태에 따른 수행의 차이가 실험

적으로 검증된 사례가 드물고, 정반응수 측정에 국한

되어 처리(processing)의 측면을 가늠할 수 없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통사 기반의 가설이 한국 실어

증 환자들의 문장 이해 양상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

음을 확인하고, 피동 표현 자체가 지닌 처리 부담이 문

장 이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처리 

기반 가설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이 

반영된 자극을 사용하여 실어증 집단과 정상 집단의 

문장 이해에서 태(능동/피동) 및 문장 유형(형태적/의

미적) 요인에 따른 반응정확도와 반응시간을 측정하여  

피동 표현 자체가 가지는 처리의 부담을 조사하였다. 

의미적 능․피동문은 동일한 어순 및 문장 성분을 갖되  

서술어의 의미에서만 차이가 나는 문장으로 구성되었

으며, 피동 접사에 의해 파생되는 형태적 능․피동문

과의 비교를 통해 실어증 집단과 정상 집단에서 문장 

이해 수행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형태적 

능․피동문에서 나타나는 반응정확도 및 반응시간의 

차이가 의미적 능․피동문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면, 이러한 결과는 통사적 복잡성만으로 충분한 설명

이 되지 못하며 피동 표현 및 피동 의미 관계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 빈도를 가지는 이유 등에 따라 

실어증 환자들의 문장 이해 과정에서 처리 부담을 유발

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형태적 능․

피동문과 의미적 능․피동문에서의 수행 차이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날 경우, 통사 및 문법과 

관련된 단서(예: 문법형태소, 접사 등)가 한국 실어증 

환자의 문장 이해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실어증 성인 12명과 연령 및 교육 수준

의 평균을 통제하고 성비를 일치시킨 정상 성인 12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실어증 집단은 서울 및 경기 소재 종합병원과 재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의학적으로 좌측 대뇌 손

상이 있으며, 전문의로부터 뇌졸중으로 진단 받은 성인  

실어증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실어증 

환자들은 (1) 파라다이스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도

구(P․K-WAB; 김향희․나덕렬, 2001)로 검사를 실

시하여 실어증 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학력 및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정상 집단의 실어증지수(Aphasia 

Quotient: AQ) 평균 기준의 -1SD 미만에 해당함으로

써 실어증(aphasia)이라 진단된 자들이었다. (2) 뇌졸

중이 처음 발생하였으며, 발병 후 적어도 3개월이 경과

된 환자들이었고, (3) 연령범위는 30세부터 70세였다. 

(4)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과 청력에 이상

이 없는 자들로, (5) 사지마비는 제외하였다. 특히 운동  

능력에 있어서 키보드 버튼을 조작을 할 수 있을 정도

의 왼손 조작이 가능한 환자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환

자들이 발병 전 오른손잡이였으나 뇌손상에 따른 우측

마비로 인해 왼손을 사용하여 실험에 참여하였기 때

문이었다. 실험 과정에서 검사자의 판단에 운동 기능이  

반응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실어증 대상자의 언어 능력은 기능

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 자극에 등장하는 대

상이름(동물, 사람) 및 동사를 알고 있으며, 3∼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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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의 문장 또는 지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전제

로 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참가자에 대해 실험을 실시

하기에 앞서 실험 자극에 포함된 모든 명사와 동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환자를 선별하였다. 

실어증 지수를 바탕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의 실어증 

유형은 브로카 실어증이 6명이고, 명칭 실어증이 5명, 

초피질운동 실어증이 1명으로, 유형별 평균 AQ점수

는 브로카 실어증이 43.45 (SD = ± 17.15)점, 명칭 실

어증이 82.86 (SD = ± 4.98)점이었다. 실어증 유형 간 

평균 AQ 지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 검정

을 실시한 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들의 점수가 명칭 

실어증 환자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t(9) = 4.929, 

p< .01). 그러나 알아듣기 영역의 문장 이해 항목을 별

도로 검정했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두 유형 집단은 비슷한 이해 수준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t(9) = -.390, p> .05). 

연령 일치 정상 집단은 성별, 나이, 교육 수준에서  

실어증 집단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연령대 및 교육년수

의 평균과 성비를 일치시켰으며, 뇌손상 및 정신적 질

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정상 성인 12명으로 선정

하였다. 정상 집단과 실어증 집단 간 연령 및 교육 수

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t(22) = .106, p> .05)과 교육 수준(t(22) =

- .278, p> .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의 대략적인 정보는 <표 - 1>

에, 상세는 <부록 - 1>에 제시하였다.

<표- 1> 피험자 정보( 호 안은 표 편차)

집단 성별
평균 
연령

평균 
교육년수

평균 발병 후 
개월 수

평균 실어증 
지수(K-WAB)

실어증
남 8, 

여 4

49세

(8.70)

14.08년

(2.50)

8.83개월

(7.00)

61.33

(23.51)

정상
남 8, 

여 4

48세

(10.52)

14.41년

(3.32)
- -

2. 도구 

본 연구는 능․피동문을 사용한 문장-그림 짝짓기 

과제에서 나타나는 피동문 이해의 어려움이 통사적 요

인과 처리적 부담 중 어느 것에서 비롯되는지 알아보

고자 두 가지 과제를 실시하였다. 과제 1은 선행 연구

들과 유사하게 능․피동 문장과 그림을 동시에 제시

한 문장-그림 짝짓기 과제를 통해 반응정확도 및 반응

시간을 측정하여 태 및 어순에 따른 두 집단 간의 문장  

이해 차이를 반복 검증하고 과제 2에 대한 통제 조건

의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과제 2는 기타 문장 성

분 및 배열은 동일하지만 서술어에서 피동 의미가 결

정되는 의미적 피동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서술어에  

피동 접사가 첨가되는 것 외에 사용된 조사에서 차이

가 나는 과제 1의 형태적 피동문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어 피동문 이해의 어려움이 처리적 복잡성에 기인하

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본 연구의 설계는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

여 설정된 것이었다. 첫째,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어 전통적인 실험 디자인

(예: latin square design)을 충족할 만큼 시행 수를 늘

리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둘째, 연구에 참가할 수 있

는 대상자 수 자체는 물론 선정된 대상자의 수행 능력

이 제한된 상황에서 통계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효

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별도의 통

제 조건을 실험 설계에 포함시킬 경우 전체 시행 수가 

증가하고, 유사한 문장 형태가 반복하여 제시됨으로

써 살펴보고자 하는 변인의 효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

었기에 전략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의 과제 구성이 이

루어졌다. 

가. 과제 1

(1) 문장 자극

과제 1의 형태적 능․피동문은 손혜민(2004)의 문

장을 토대로 수정하였으며, 자극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상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

하였다. 인쇄물로 주어진 그림 자극을 보고 ‘주어-목

적어-서술어(SOV)’로 된 3어절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명사 및 동사가 일관되게 인식되는지 확인하고, 

피동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그림으로 표현되기 애매

한 단어를 제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병리를 전

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10명에게 예비 실험을 실시하

여 최종적으로 10개의 능․피동문 쌍을 결정하였다. 

그림 자극의 모호함으로 인해 2개 동사(밀다, 차다)를 

실험 자극에서 제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용된 동

사는 타동사 10개(찌르다, 묶다, 끌다, 안다, 누르다, 업

다, 쫓다, 꼬집다, 물다, 잡다)와 그에 피동 접미사를 붙

여 파생된 피동사 10개이다. 행위자는 2-3음절의 생물  

명사를 사용하였고, 한국어의 기본 어순으로 보고된 

바에 따라 능동문은 SOV, 피동문은 OSV 순서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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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형태  능․피동문 그림 자극의 

하였다(Cho et al., 1998; Sohn, 1994; 1996). 확실한 

청각적 변별을 위해 격조사는 ‘-가/-를’이 붙도록 유

지하였으며, 피동문의 조사는 실제 구어에서 사용 빈

도가 높은 ‘-한테’를 사용하였다. 또한 명사와 동사의 

음절수를 고려하여 전체 문장의 평균 길이가 3어절, 

12자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형태적 능․피동문의 예

는 <표 - 2>와 같다.

실험 문장의 특정한 유형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다른 어순으로 된 20개의 문장(filler)이 함께 섞여 제

시되었으며, 해당 문장들은 실험 문장과 동일하게 능

동문과 피동문의 비율이 같도록 구성하였다. 전체 문

장은 1차적으로 난수 발생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순

서에 따라 무작위로 한 뒤 같은 동사 및 같은 조건, 

같은 생물 명사가 3회 이상 연속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목록화 하였으며,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하

게 제시되었다. 

<표- 2> 형태  능․피동문의 

조건 문장

형태 능동 (1) 거북이가 오리를 묶다.

형태 피동 (2) 거북이가 오리한테 묶이다.

(2) 그림 자극

능동 문장과 피동 문장이 표현된 20개 그림 자극 

쌍이 실험에 사용되었으며, 10개 동사에 각 두 장씩의 

그림이 할당되었다(손혜민, 2004). 그림 자극은 가로 

15cm × 세로 15cm 크기의 컬러 그림으로, 행위자가 

상반된 두 장의 그림이 한 쌍을 이루도록 제작되었다

(<그림- 1> 참조). 좌우 2개 버튼을 사용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그림 쌍은 모니터 중앙에 좌우로 제시되었

으며, 두 장의 그림이 확실히 구분되도록 검은 선으로 

테두리를 설정하였다. 그림의 지각적인 특성이 문장 처

리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위

치와 행위의 방향을 균등하게 배치하였다(Chatterjee, 

Southwood & Basilico, 1999). 즉, 같은 동사를 묘사

한 그림 쌍 내에서 행위의 방향은 동일하게 하되, 전체  

그림 자극 목록에서 행위의 방향이 동일 비율로 제시되

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 자극 자체의 위치가 대상자의 

반응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좌우측에 정답이 출현하

는 횟수를 동일하게 하였다.

나. 과제 2

(1) 문장 자극

형태적 능․피동문과 비교를 통해 피동 표현 자체가  

지니는 처리 부담을 확인하고자 과제 2는 동사 외의 

문장 성분과 문법 형태소가 모두 동일한 의미적 능․

피동문으로 된 자극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어의 피동

문은 기본적으로 서술어에 피동 접사가 첨가될 뿐 아

니라 대응되는 능동문과 다른 조사가 사용되는 형식을  

취하며, 본 연구는 이를 형태적 피동이라 칭하고 과제 

1을 구성하였다. 그에 비해 형태적 변화나 조사의 도

움 없이 서술어에서 피동 의미가 결정되는 경우를 의

미적 피동이라 정의하였다. 문장 제작을 위해 일반적

인 능동 의미를 가지며 원형(예: 인사하다)으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하다’ 동사 중 그에 대응되는 ‘받다, 

당하다, 듣다’의 피동 의미로 동사를 대체하여도 원래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단어를 선정하였다(예: 

인사를 하다-인사를 받다). <표 - 3>에 제시된 실험 

문장의 예와 같이, 두 조건의 문장은 ‘주어-부사어-목

적어-서술어’의 동일한 어순과 문장 성분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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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미  능․피동문 그림 자극의 

있으나, 서술어에 따라 (1)은 능동의 의미를 지니게 

되고 (2)는 피동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문장의 행위

자와 대상은 실어증 환자들의 인지 및 이해 수준을 고

려하여 남자와 여자로 한정하였으며, 모든 실험 문장

은 4어절, 12-14자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언어병리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

을 실시하여 피동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그림으로 

표현되기 애매한 단어를 제외한 결과, 총 12개의 능-

피동문 쌍이 결정되었다. 

실험 문장의 특정한 유형이 반복되지 않도록 24개

의 문장(filler)이 함께 섞여 제시되었으며, 해당 문장

들은 실험 문장과 동일하게 능동문과 피동문의 비율

이 같도록 하였고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바뀐 문장 

및 이해가 용이한 일상적 사건을 포함시켰다(예: 여자

가 음악을 듣다, 남자아이가 과자를 먹다). 전체 문장

의 제시 순서는 형태적 능․피동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되었다. 

<표- 3> 의미  능․피동문의 

조건 문장

의미 능동 (1) 남자가 여자에게 인사를 하다

의미 피동 (2) 남자가 여자에게 인사를 받다

(2) 그림 자극

그림 자극은 남녀가 등장하는 사진을 사용하였으

며, 웹상의 클립아트(clipart)를 검색하여 후보를 선정

한 뒤 문장과의 일치성 및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상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다. 

인쇄물로 주어진 그림 자극을 보고 ‘주어-목적어-서

술어’를 포함한 3어절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하였을 때 

95% 이상 정확하게 인식되는 자극을 선별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언어병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10명에게 

예비 실험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그림 쌍을 결정하였

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동사에 할

당된 두 장의 그림 자극은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되 행

위자가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이었다. 이러한 그림 자

극의 내용을 제외한 자극의 배치 및 제시 형식은 형태

적 능․피동문과 동일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무작위로 제시되는 문장을 듣고, 모니터 

상에 제시되는 두 장의 그림 중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장-그림 짝짓기(sentence-picture matching) 

과제를 사용하였다. 그림과 문장은 E-Prime 으로 프

로그램 되어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제시되었다. 문장

별 억양 및 읽기 속도를 동일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모

든 자극은 일반 말 속도를 유지한 성인 여성의 목소리

로 녹음되었다. 그림은 모니터 중간에 좌측과 우측으로  

제시되었고, 두 그림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사이에  

2cm 간격을 두었다. 모니터의 크기는 17inch 였고, 해

상도는 1024 × 768 이었으며, 실험 참가자가 자리에 앉

았을 때 모니터와의 거리는 60cm 정도였다. 

대상자는 블록(block)으로 구분된 형태적 능․피동

문과 의미적 능․피동문 과제를 모두 수행하였으며, 이 

때 각 실험 과제의 시행 순서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대상자별로 실시 순서를 달리 하였다. 본 시행

에 들어가기 전 모든 과제 유형을 모두 포함한 연습 시

행(12문항)을 진행하고, 과제를 충분히 숙지하여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본 시행을 실시하였다. 연

습 시행 과정에서는 검사자가 문장을 다시 들려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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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응답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사전 연습과 별도로 각 실험마다 4문항의 연습 시행이 

추가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과제 숙련도와 별개로 당장  

실시할 과제의 유형을 주지시키기 위함이었다.

실험은 개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자연광 및 소음이 

최대한 차단된 진료실에서 실시하였다. 모든 문장은 

1회 들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참가자는 모니

터 상에 제시되는 한 쌍의 그림을 보면서 그와 동시에 

들려지는 문장을 듣고 일치하는 것을 고르도록 지시

되었다. 화면 중앙에 응시점(‘+’ 표시)이 3초간 나타났

다가 사라진 뒤 문장이 청각적으로 제시됨과 동시에 그

림이 시각적으로 제시되었으며, 대상자가 버튼을 눌러  

반응하거나 문장의 청각적 제시가 끝나고 10초가 경과

하여도 반응이 없을 시에는 해당 시행이 종료되고 다음  

시행의 응시점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응답은 별도로 준

비된 숫자키패드의 1번과 3번을 사용하여 맞는 그림의  

방향과 일치되는 것을 누르도록 지시되었다. 실어증 집

단은 마비가 없는 왼손을 책상에 고정한 상태에서 한  

손가락 또는 두 손가락을 번갈아 사용하여 반응하였으

며, 정상 집단도 동일하게 왼손을 사용하도록 지시되었

다. 모든 시행이 끝나면 대상자의 응답과 반응시간은 

자동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었다. 실험 진행 도중 대상자

가 피로를 호소할 경우 잠시 쉬었다가 재개할 수 있었

으며, 모든 절차를 포함한 전체 실험 시간은 약 30∼

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정반응 비율과 반응시간이었

다. 형태적 능․피동문과 의미적 능․피동문의 조건 당  

자극 수가 동일하지 않아 정반응수를 그대로 적용한 비

교가 어려운 관계로, 비율을 변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역사인 변환(arcsin transformation)을 거쳐 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반응시간은 정답으로 반응한 시행

에 한하여 녹음된 문장이 끝나는 시점(offset)부터 대

상자가 키보드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시간으로 측정되

었다. 반응시간 측정치 중 일부는 통계 분석 및 결과 

보고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기준은 (1) 주어진 시간 내

에 반응이 입력되지 못하여 ‘0’으로 저장된 값, 즉 시간

이 지연되어 지나간 시행과 (2) 평균으로부터 2 표준편

차 이상 벗어난 값이었다. 그 결과 전체 시행 중 정상 

집단에서 3.80%, 실어증 집단에서 1.75%가 제외되었

다. 정상 집단에서 더 많은 사례가 제외된 까닭은 문

장 제시가 채 끝나기 전 응답한 경우나 그로 인해 오반

응을 하였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2.0 

통계프로그램의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

urement ANOVA)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두 과제 

수행을 통해 측정된 정반응수와 반응시간에 대하여 

문장 유형(형태적 vs 의미적)에 따라 실어증 집단과 정

상 집단의 능․피동문 이해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

증하기 위해 집단(2)을 개체 간 요인으로, 문장 유형

(2) ×태(2)를 개체 내 요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실어증 집단과 정상 집단의 문장유형(형태/의미) 

및 태(능동/피동)에 따른 정반응수와 반응시간에 대

한 기술통계는 <표 - 4>와 같다. 

<표- 4> 문장유형  태에 따른 집단별 정반응 수와 
반응시간의 평균  표 편차

집단

정반응 수(개) 　 반응시간(ms)

형태 
능동

형태 
피동

의미 
능동

의미 
피동

형태 
능동

형태 
피동

의미 
능동

의미 
피동

실어증 M 7.25 7.00 7.67 6.58 2540.78 3258.73 2460.94 3045.63 

(N=12) SD 1.48 1.76 2.31 1.83 1343.35 1293.69 1363.98 1468.04 

정상 M 9.58 9.17 11.50 11.33 1375.22 1590.69 1219.18 1722.78 

(N=12) SD 0.67 1.19 0.67 0.99 　699.12 580.77 587.54 557.67 

위와 같은 측정치를 바탕으로 형태적 능․피동문과  

의미적 능․피동문에서의 문장 이해 양상을 통해 피동  

자체가 지닌 처리 부담의 유무를 알아보고자 문장유형  

및 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형태적 능․피동문은 조건 당 시행 수가 10개이고, 의

미적 능․피동문은 12개인 관계로 정반응 비율(반응

정확도)의 비교를 위해 역사인 변환을 거쳤다.

반응정확도에 대한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집

단 간 차이와 태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각각 F(1, 22) = 103.062, p< .01; F(1, 22) = 0.343, p<

.05). 문장의 유형(형태/의미)에 따른 차이 및 문장유

형과 집단의 상호작용은 유의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

다(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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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집단 간 문장유형  태에 따른 반응정확도의 
차이 검정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 9.760 1 9.760 103.062
**

오차(집단) 2.083 22 0.095 

문장유형 0.013 1 0.013 0.206 

문장유형*집단 0.213 1 0.213 3.502 

오차(문장유형) 1.339 22 0.061 

태 0.343 1 0.343 5.908* 

태*집단 0.000 1 0.000 0.003

오차(태) 1.276 22 0.058 

문장유형*태 0.091 1 0.091 4.280 

문장유형*태*집단 0.021 1 0.021 0.979 

오차(문장유형*태) 0.466 22 0.021 　
*
p< .05, 

**
p< .01

반응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표 - 6>과 같이 집단 

간 차이와 태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각각 F(1, 22) = 12.952, p < .01; F(1, 22) =

27.006, p< .01). 한편, 태와 집단의 상호작용이 유의

미하였으나(F(1, 22) = 6.079, p< .05 문장의 유형(형태/

의미)에 따른 차이 및 문장유형과 집단의 상호작용은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p > .05).

<표- 6> 집단 간 문장유형  태에 따른 반응시간의 
차이 검정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 47933935.14 1 47933935.14 12.952**

오차(집단) 81419351.79 22 3700879.627

문장유형 490144.144 1 490144.144 0.609 

문장유형*집단 305.021 1 305.021 0.000 

오차(문장유형) 17703182.997 22 804690.136 

태 4683336.316 1 4683336.316 27.006**

태*집단 1054137.101 1 1054137.101 6.079*

오차(태) 3815240.655 22 173420.030 

문장유형*태 14959.527 1 14959.527 0.069 

문장유형*태*집단 41665.000 1 41665.000 0.193 

오차(문장유형*태) 4740417.219 22 215473.510 　
*p< .05, **p< .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이 반영된 의미적 

능․피동문을 사용하여 형태적 능․피동문과의 수행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실어증 환자들이 겪는 피동

문 이해의 어려움이 피동문의 통사적 특성(예: 구문구

조, 문법형태소 등) 외에 피동 의미 자체의 처리 부담

으로도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전

반적인 분석 결과, 모든 조건에서 실어증 집단이 정상 

집단에 비해 정반응수가 적고 반응시간이 길어 환자군

이 겪는 상대적인 문장 이해의 어려움이 확인되었으나  

두 집단의 반응 패턴이 유사하고 실어증 환자들의 개별  

데이터 상에서도 우연 수준(50%) 이상의 수행을 보임

에 따라 문장 이해 능력이 완전히 손상되었다고 보기

는 어려운 결과가 관찰되었다. 단,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가 상대적으로 문장 이해 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기 때문으로도 볼 

수도 있어 추후 다양한 유형 및 중증도를 가진 환자들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문장 유형

(형태/의미)과 태(능동/피동)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어증 집단과 정상 집단 모두에서 문장유형에 

관계없이 피동문의 반응정확도가 낮고, 반응시간이 

길었다. 또한 반응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태와 집

단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정상 집

단에 비해 실어증 집단에서 피동문의 처리 부담이 더

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어증 환자들의  

피동문 수행에서 능동문에 비해 반응시간이 증가하였

지만 반응정확도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은 최종 산물이 정반응으로 차이

가 없을지라도 피동에서 요구되는 처리 부담을 해결하

는 데 더 긴 시간이 요구되는 실어증 환자의 문장처리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영어권을 중심

으로 진행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통사 

및 처리의 복잡성이 높은 피동문에서 낮은 정확도와 길

어진 반응시간이 관찰된다고 보고한 바와 일치하는 결

과였다(Berndt, Mitchum & Haendiges, 1996; Caplan 

et al., 2007; Caramazza et al., 2005; Caramazza & 

Zurif, 1976; Friedmann et al., 2010; Law & Leung, 

2000; Su, Lee & Chung, 2007; Wassenaar & Hagoort, 

2007).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능․피동문 이해와 관련

된 연구들에서 태에 따른 수행의 차이가 실험적으로 

검증된 사례가 드물 뿐 아니라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

거나 영어권 등에서 보고된 바와 상이하기도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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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간의 연구가 대부분 정반응수 측정에 국한되어 

처리(processing)의 측면을 가늠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일부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실어증 환자들의 문장 이해 결함에

서 나타나는 언어 특정적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처

리 기반 가설이 통사 기반 가설에 비해 타당할 수 있다

는 견지에서 실시되었다. 전체 실험에서 집단 간 차이

는 분명하였지만 실어증 환자들의 반응 패턴이 정상 

집단과 유사하면서 반응시간이 느려졌다는 점, 조사 

및 접사에서 비롯되는 차이가 통제된 의미적 능․피동

문 조건에서도 피동 의미의 이해가 어려운 것으로 관

찰됨에 따라 문장의 형태(유형)와 무관하게 피동문이 

가지는 처리 부담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

과는 피동문 이해의 어려움이 특정 문장 구조나 문법 

형태소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피동  

의미 유형 자체가 지닌 처리 부담의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 연구 가설을 지지하였다. 통

사 기반의 가설만으로는 실어증 환자들도 우연 수준 

이상의 피동문 이해가 가능하였고, 서술어의 의미를 

통해서만 피동이 형성되는 의미적 피동문에서도 능동

문에 비해 이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

과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피동문의 유형이 

접사에 의한 형태적 피동과 서술어에 의한 의미적 피

동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어순이 자유로워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비롯하여 서술어에 앞서 제시되는 문장 성분

들의 종류와 순서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한국

어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 실어증 환자의 문

장 이해에 관한 추가적인 사례를 수집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타 언어권과의 체계적인 

비교 및 한국어에 특화된 연구의 경험적 토대가 되며, 

처리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연구의 밑거

름이 되리라고 본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통사적 기반의 견해는 특

정 손상, 특정 실어증 유형, 특정 언어의 문장 구조에 

국한되는 한계에 부딪쳐왔다. 능동문과 피동문 이해 과

정에서 나타나는 실어증 환자들의 이해 결함은 문장 성

분의 이동, 피동 접사, 문법 형태소 활용 실패들 중 한

가지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형태적 능․피동문은 기존 국내․외 연구들에

서 자주 다루어진 기본 형태의 문장을 사용하였지만, 

의미적 능․피동문의 경우 서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문

장 성분들의 종류와 배열이 동일한 능동문과 피동문

을 사용함으로써, 통사 구조 및 문법 형태소의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피동 의미 자체의 처리 부담을 살

펴볼 수 있도록 조작되었다. 연구 결과, 형태적 피동문

과 마찬가지로 의미적 피동문에서도 낮은 정반응수와 

긴 반응시간이 관찰된 점은 피동 의미 자체가 지닌 처

리 부담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사적 기반의 

견해를 지지하는 연구들은 기본 구조의 능동 문장에 

비해 문장 성분이 이동 또는 변형된 피동 문장에서 처

리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의 피동문은 어순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어권

의 구조와 통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그 외에도 서술

어에 접사가 첨가되어 형태적 변화를 겪는다거나 조

사의 종류가 달라지는 등 추가로 통사적 요인이 작용

하게 된다. 그 뿐 아니라 서술어의 피동 의미만으로 

의미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구문 

구조의 해석에만 의존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 때문에 통사적 복잡성에 근거한 가정들

로 한국 실어증 환자들의 문장 이해 양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한 예로,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영어권 연구와 달리 비록 개인차가 

크기는 하나 피동문에서도 우연 수준 이상의 수행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한국어 피동문에 포함된 복합적인 

언어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예: 격조사

의 도움).

이와 같이 피동문에서 나타난 처리 부담의 기저 요

인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피동 표현의 

사용 빈도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 사용된 능동사와 피

동사의 빈도를 살펴보면(연대 빈도 기준, 단위는 per 

million.) ‘쫓다/쫓기다‘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능동

사의 사용 빈도가 피동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사용 

빈도 평균: 능동사 5066, 피동사 1129, 연세대학교 언어

정보개발연구원(1998) 기준). 우리말은 물론이고 여러  

언어권에서 단어의 빈도 효과는 폭넓게 연구되었고, 

그 결과는 매우 일관적이다(권효원․김선경․이혜원, 

2006; 박태진, 2003; 이광오, 1993; 1996; Balota & 

Chumbley, 1985; Henderson & Ferreira, 1990; Inhoff 

& Rayner, 1986; Just & Carpenter, 1980; Rayner, 

1998; Vitu et al., 2001). 자주 접하여 친숙하며, 빈번한  

사용으로 접근 및 활성화가 용이한 고빈도 단어에서 

이해와 산출이 빠르고 쉽게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 같

은 현상은 단어가 문장 속 구성 성분으로 등장하였을 

때도 동일하며, 사용 빈도의 영향력은 구문 구조나 의

미 관계의 호응 측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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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Lambon Ralph et al. (1998)은 자주 사용되는 단

어의 의미 표상 강도가 세고, 습득 시기가 빠르며, 발병 

후에도 환자들이 빈번히 접하게 되어 언어적 손상에

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능이 보전된다고 제안하였

다. Hoffman, Rogers & Lambon Ralph (2011)도 실

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고빈도 단어가 

의미망에 보다 견고히 구축됨으로써 처리 체계의 손

상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보았다. 이 같은 사실에 비

추어 볼 때 실어증 환자들의 의미 활성화 수준이 정상 

집단에 비해 낮을 것이고, 실어증 환자들 또한 저빈도 

어휘의 이해 및 인출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어휘의 빈도 효과로만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피동 문장의 이해는 단

순히 술어의 의미만 해석해서 가능한 것이 아닌 행위

자와 대상의 의미 관계 및 사건 구조를 능동문과 다르

게 구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어증 환자들이 어휘 활성화 

과정에 손상이 있고, 빈도 변인이 지니는 효과가 단어 

수준을 넘어 통사 구조․문법 형태소․의미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할 때, 피동문이 지니는 처리 부담의 한 부

분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실어증 환자들

은 처리 부담에 취약하고, 피동문은 사용 빈도의 측면

을 포함하여 능동문에 비해 어휘․의미․통사적 수준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를 갖기 때문에 그 이해 

과정에서 낮은 정확도와 긴 반응시간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비교 대상이 된 형태적 능․피

동문과 의미적 능․피동문의 자극이 동일하지 않았다

는 점이다. 의미적 능․피동문은 부사어로 한 어절이 

추가되어 문장 길이가 약간 증가하였고, 등장하는 대

상이 남자와 여자라는 점에서 동물로 표현된 ‘주어-

목적어-서술어’ 문장이 사용된 형태적 능․피동문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서술어 외의 문장 성분과 조사 및  

어순을 동일하게 조작한 의미적 능․피동문을 구성하

기 위한 연구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다시 말해, 문장

의 형태와 무관하게 능동과 피동이라는 태의 범주에

서 이해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 것으

로, 실험 결과에서 기술하였듯이 태에 의한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문장 유형에 의한 차이 및 

문장 유형과 태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

어 의미적 능․피동문에서 행위자-대상을 남녀로 통

일하고 기본 어순으로 구성된 메꿈 문장을 사용한 까

닭은 능․피동의 차이 외에 불필요한 처리 부담을 줄

이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형태적 능․피동문

과 비교하여 의미적 능․피동문의 반응시간이 상대적

으로 짧았는데, 이는 사용된 명사가 남자와 여자로 한

정되어 어휘 해석에 소요되는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

문으로 여겨진다.

실어증 환자가 보이는 문장 이해 결함의 본질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더욱 활발한 언어 간 연구를 통해 언

어적 특성에 따른 문제와 실어증 유형들이 공통적으

로 갖고 있는 문제를 구분하여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 본 논문에서 언급된 조사와 

접사 외에도 다양한 문법형태소가 발달하였고 각각이 

통사적 기능과 의미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

기 때문에 실어증 환자의 문장 이해 결함에 어떻게 관

련되는지 한국어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문장 자극을 

바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언어의 이해 및 

산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처리의 양상을 실시간(on- 

line)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의 활용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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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집단별 상자 상세 정보 

상자 연령(세) 성별 교육 년수 병소 부 발병 후 개월
AΩ

(알아듣기 수)
실어증 유형

AF1 67 남 16 Lt. MCA infarct 5 75.6 (7.3) 명칭

AF2 59 여 9 Lt. ICH 7 89.2 (8.8) 명칭

AF3 45 남 12 Lt. MCA infarct 7 84 (9.6) 명칭

AF4 52 남 12 Lt. MCA infarct 17 81.2 (8.9) 명칭

AF5 44 남 16 Lt. MCA infarct 3 84.3 (7.85) 명칭

AF6 47 여 16 Lt. MCA infarct 6 61 (8.8) 피질운동

AF7 45 남 16 Lt. ICH 5 28.6 (7.5) 로카

AF8 48 남 16 Lt. ICH 6 63.2 (7.9) 로카

AF8 52 여 12 Lt. MCA infarct 5 46.9 (8.5) 로카

AF10 55 남 16 Lt. MCA infarct 13 18.9 (8.95) 로카

AF11 41 여 12 Lt. BG ICH 5 59.1 (8.6) 로카

AF12 35 남 16 Lt. BG ICH 12 44 (7.75) 로카

NC1 35 여 16 - - - -

NC2 54 여 13 - - - -

NC3 60 남 16 - - - -

NC4 42 남 16 - - - -

NC5 51 남 16 - - - -

NC6 59 남 16 - - - -

NC7 40 남 16 - - - -

NC8 45 남 16 - - - -

NC9 66 남 9 - - - -

NC10 38 남 9 - - - -

NC11 56 여 16 - - - -

NC12 36 여 9 - - - -



Choi / Comprehension of Active and Passive Sentences in Korean Aphasics: Evidence for Processing Deficit Hypothesis

335

■ Received January 20, 2012  ■ Final revision received May 13, 2012  ■ Accepted May 20, 2012.

ⓒ 2012 The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http://www.kasa1986.or.kr

ABSTRACT

Comprehension of Active and Passive Sentences in Korean Aphasics: 

Evidence for Processing Deficit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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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Several models of comprehension deficits in agrammatic aphasia rely
on structural impairments in syntactic representations. However, recent studies have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aphasics’ sentence-processing routines depending on the reason for 
the processing defici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reasons for using a particular
processing approach based on the language-specific characteristics of Koreans. Methods: In order
to compare individuals’ sentence-comprehension abilities, this study measured the accuracy and
reaction times (RT) of 16 aphasic patients (AP) and 16 normal controls (NC) during a sentence- 
picture matching task. In comparison with the “morphological passive” where a suffix is used, the
“semantic passive” consists of sentences derived solely from a verb that has passive meaning 
properties (ex: “danghada” means “undergo something”). Results: Both groups showed higher 
error rates and longer RT in the passive condition irrespective of sentence type (morphological/ 
semantic).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 high aptitudeis needed in order to understand passive 
expressions and the frequency of usage was considered one of the possible factors affecting these 
results. Discussion &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aphasic impairment 
of sentence comprehension can be explained by aprocessing deficit rather than agrammar-oriented
hypothesi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2;17:322-337)

Key Words: aphasia, sentence comprehension, processing deficit hypothesi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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