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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각장애연구 , 2 0 0 1, 제6권 , 제2호 , 3 74 - 3 9 1. 본 연구는 유창성 실어증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자발화 과제에서 실어증의 경중도(경도/중등도/중도)에 따라 (1) 말속도에 차이

가 있는가, (2) 정보전달량에 차이가 있는가, (3) 정보전달효율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

고자 했다. 자발화 분석방법으로는 실어증환자의 정보전달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CIU (Correct Information Unit )분석방법에 정보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분당 DCIU

(Different Correct Information Unit)를 첨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말속도에 있어 세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정보전달량을 나타내는 총 CIU수 및 총 DCIU수는 중도

집단과 다른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중등도 집단은 경도 집단과 비슷한 양

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전달효율성을 나타내는 CIU비율, 분당

CIU수, 분당 DCIU수에 있어서는 실어증이 경할수록 정보전달효율성이 뚜렷이 향상하였으

며, 모든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CIU분석방법을 활용한 자발화 분

석이 실어증의 경중도를 판별하거나 회복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Ⅰ. 서 론

실어증 평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식검사는 말산출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낱말-문장 따라말하기, 사물-그림 이름대기, 문장완성, 사물의 기능 묘사하기, 자발화 등의 과

제를 포함한다. 따라말하기, 이름대기에서와 같은 구조화된 과제를 통한 평가는 반응을 유도

하거나 이를 점수화하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점수체계 및 과제가 대부분 단순하고

매우 구조화되어 있어 정확한 말능력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자발화 평가는 말산출을 통

한 의사소통능력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자발화에

대한 공식검사에서의 평가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는 보스톤실어증검

사(Goodglass & Kaplan, 1972) 또는 웨스턴실어증검사(Kertesz, 1982)에서는 척도평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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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증도를 포함한 내용전달 및 유창성 정도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척도에 의한

평가는 임상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 것으로, 회복에 따른 환자의 의사소통능력의 미묘

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Brookshire & Nicholas,

1994; Chapey, 1994; Haynes & Pindzola, 1998; LaPointe, 1997; Nicholas & Brookshire,

1993; Shewan & Donner, 1988; Yorkston & Beukelman, 1980).

실제로 언어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

샘플을 통한 분석이며, 이는 표현언어 진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어증

환자의 자발화 분석방법은 화자가 청자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느냐보다는, 발

화가 얼마나 표준언어규칙에 부합하는가 즉, 그 나라의 문법규칙에 따라 적합한 정도를 평가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Nicholas & Brookshire, 1993; Yorkston & Beukelman , 1980).

Shewan (1988)은 The Shewan Spontaneous Language Analysis (SSLA)를 사용하여 실어증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발화수와 발화길이, 통사·형태론적 오류, 착어, 반복, 조음, 내용어

등의 변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SSLA수행정도와 자발화 손상정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이

일치하였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그는 SSLA가 실어증 환자와 정상인을 구분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Saffran, Berndt & Schwartz (1989)는 Quantitative Production

Analysis (QPA)를 이용하여 이야기과제를 통해 실어증 환자의 형태론·구문론적 특징을 밝

혔다. 그 밖에도 표준언어규칙에 따라 자발화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예로는 통사

적 오류를 분석하는 방법(Saffran, Berndt & Schwartz, 1989; Rochon et al., 2000; Shewan,

1988; Wagenaar, Snow & Prins, 1975), T - unit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Hunt , 1965), T oken-

T ype Ratio (T TR), Mean Length of Utterance (MLU) 그리고 결속장치의 유형 및 수를 계산

하는 방법(Halliday & Hasan, 1976; Hartley & Jensen, 1991)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표준 언어규칙에 따라 측정된 실어증환자의 언어능력이 그 환자의 의사소통능력

을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것은 아니다(LaPointe, 1997; Meuse & Marquardt , 1985; Yorkston

& Beukelman, 1980). 단순히 실어증 환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의사소통에 있어서 청자에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평가가 환자의 회복정도를 판단하거나 언어치료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Brookshire & Nicholas, 1994; Nicholas & Brookshire, 1993; Yorkston

& Beukelman, 1980).

실어증 환자들의 정보전달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Yorkston & Beukelman (1980)은 Analysis of Speech Samples (ASS)라는 분석체계를 제시

하였다. 내용단위(content units)로 정보전달량을 평가하고, 분당음절수 및 분당내용어수를

375



언어청각장애연구

측정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ASS 분석방법은 내용단위의 기준

이 모호하고 이를 과제가 바뀔 때마다 새로 정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권미선 외, 1998;

Nicholas & Brookshire, 1993). 이를 보완하기 위해 Nicholas & Brookshire (1993)는 속도, 정

보전달량 및 그리고 정보전달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단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

면서 임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CIU (correct information unit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CIU란 문맥상 명료하고, 주제 또는 과제에 적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낱말 로 정의된다(권미선 외, 1998; Nicholas & Brookshire, 1993). 분석방법의 주된 내용은

말속도를 평가하여 환자의 전반적인 어휘사용의 정도를 살펴보며, 전체 낱말수 및 CIU수를

통하여 정보전달량을 보고, 분당 CIU수 및 전체낱말 중 CIU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CIU분석방법은 사용한 낱말 중에서 명료하고 내용상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낱말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분석이 간편하고 전체 낱말과 CIU

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권미선 외, 1998; LaPointe, 1997; Nicholas &

Brookshire, 1993; Brookshire & Nicholas, 1994).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CIU분석방법을 사용한 정보전달력에 대한 연

구는 실어증의 경중도 및 유형을 통제하지 않은 이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행해진 연구가 대

부분이었다(Busch, Brookshire & Nicholas, 1988; Brookshire & Nicholas, 1994; Nicholas &

Brookshire, 1993). 그 연구들의 결과는 정보전달특성이 실어증의 유형 및 경중도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난다는 보고(Crary & Rothi, 1989; Dorze & Bedard, 1998; Haynes & Pindazola,

1998; LaPointe, 1997; Shewan & Donner, 1988; Shewan & Henderson, 1988; Yorkston &

Beukelman, 1980)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되며 말속도 및 의사소통 효율성에 관한 유

창성 실어증과 비유창성 실어증의 상반된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하나의 실어증환자군

으로 집단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CIU분석방법은 단순히 전체 CIU의 갯수에만 초

점을 맞추어 정보전달의 다양성 측면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Dorze & Bedard (1998)는 연령

및 교육년수와 어휘의미적(lexico- semantic)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

록, 그리고 교육년수가 낮을수록 반복 산출되는 정보가 증가하고 전체 정보전달 효율성은 저

하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정확한 정보의 수 이외에 정확한 정보의 다양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즉, DCIU에 대한 분석은 올바르게 산출된 정보의 수를 단순히 양적

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화의 질적 측면인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되

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어증환자의 자발화 평가에 있어서 실어증 유형 및 경중도를

통제하고, 정보전달능력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체계인 CIU분석방법을 사용하되,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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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달의 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DCIU를 고려하여, 실어증 환자의 자발화에 나타난 정

보전달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뇌졸중으로 인한 실어증환자들 중에서 유창성 실어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 30명이다(<부록 - 1> 참조). 연구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1) 파라

다이스·한국판-웨스턴실어증검사(PARADISE·K- WAB)(김향희·나덕렬, 2001)검사 결과

베르니케실어증, 초피질감각실어증, 전도실어증, 명칭실어증의 유창성 실어증이라고 진단된

사람으로, (2) 한국 실어증환자 436명을 대상으로 Aphasia Quotient (AQ)에 따라 실어증의

심한 정도를 나눈 이수주 외(2001)의 기준에서 심도(severe)를 제외한, 경도(mild: AQ 80.4

이상), 중등도(mild to moderate: AQ 62.8- 80.3), 중도(moderate to severe: AQ 36.3- 62.7) 그

룹에서 각각 10명씩 선별하였고, (3) 오른손잡이이며, (4) 발병 후 적어도 1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들이었다(Yorkston & Beukelman, 1980). 또한 (5) 과제를 수행할 만한 정상적인 시력을

지니며, (6) 환자의 발화가 전사가능한 정도로 명료한 경우에만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피험

자의 집단별 평균 연령과 교육년수, 실어증지수(AQ) 및 성별 분포는 <표 - 1>과 같다.

<표 - 1> 피험자의 평균 연령, 교육년수, AQ 및 성별 분포

집 단
연령
(세)

성별 교육년수
(년)

AQ 총
남 여

경 도

중등도

중 도

61.2

53.1

57.1

5

6

6

5

4

4

10.4

11.5

10.1

86.3

67.3

44.9

10

10

10

총 17 13 30

2 . 실험과제

자발화는 단순그림과제, 연속그림과제, 절차설명과제의 세 가지 자극을 통해 유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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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hewan (1988)은 단순한 그림설명과제로도 일상대화에서의 낱말 선택 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Bracy & Drummond (1993)는 실어증의 경중도 차이를 변별하는데 있어서

연속그림과제가 갖는 장점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림설명과제는 일정한 그림

에 대한 수행 능력을 한 환자내 그리고 여러 환자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나 실제적

으로 임상현장에서 발화유도가 어려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영미·김향희

(2001)는 언어평가에서 그림설명과제 뿐만 아니라 대화과제가 함께 포함되어 상황에 따라 유

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연속 그림설

명 및 절차설명과 같은 다양한 과제를 통해 충분한 양의 자발화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Brookshire & Nicholas (1994)는 CIU분석방법의 신뢰도 연구를 통해 분석에 있어서 안

정된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약 300낱말 이상의 샘플을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 각각의 유도자극은 100낱말 정도의 자발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 단순그림과제

단순그림 설명하기에서는 보스톤실어증진단도구(Goodglass & Kaplan, 1972)의 그림자

극을 사용하였다. 환자의 경중도 평가시 파라다이스·한국판-웨스턴실어증검사(PARADIS

E·K- WAB)(김향희·나덕렬, 2001)의 그림은 이미 사용되었으므로 과제의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고, 정상집단과 실어증환자 집단 모두 보스톤실어증검사(Goodglass & Kaplan, 1972)의

그림자극이 웨스턴실어증검사(Kertesz, 1982)의 그림자극보다 더 많은 분당낱말수와 더 높은

CIU비율을 유도한다는 Correia, Brookshire & Nicholas (1990)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보스

톤실어증검사의 그림이 보다 많은 발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나 . 연속그림과제

연속그림 설명하기는 Nicholas & Brookshire (1993)의 그림자극을 사용하였다. 예비실

험 결과, 정상성인 및 실어증 환자 모두 어려움 없이 그림을 이해하였으며, 문화적 차이로 인

한 어려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 절차설명과제

라면끓이기 절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비교적 적절한 발화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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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3 . 연구절차

모든 검사는 조용한 방에서 주변의 방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테이블 위에

Sharp MD- MT66 녹음기 및 SONY ECM- MS907 디지털 마이크를 장치하였으며, 이 때 마

이크는 대상자의 입에서 30도 각도로 15 c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자

극에 대한 반응 및 검사자의 발화를 모두 녹음하였다.

가 . 자료수집

두 가지 그림자극과 대화과제는 임의 순서대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단순그림과제 시

검사의 조건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환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내용의 지시사항( 이 그

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듯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분 정도로 될 수

있는 대로 문장을 만들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을 말하였다. 그림자극은 검사자가 지시를 시

작하기 전에 환자 앞에 제시하고 대상자가 그림설명하기를 끝낼 때까지 놓아두었다. 연속그

림과제시 단순그림과제에서와 동일한 지시사항을 말하였으며 그림자극은 검사자가 지시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 앞에 제시하고 대상자가 그림설명하기를 끝낼 때까지 놓아두었다. 절차

설명과제시에도 미리 정하여진 지시내용을 말하였다. 지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면 끓

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라면을 끓이는지 순서대로 자세하게 1분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3개의 자극(단순그림과제, 연속그림과제, 절차설명과제)에 대해 각각

1분 정도로 이야기하도록 하며, 15초 이하의 짧은 반응을 보인 경우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

겠어요? 라고 말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단서는 제공하지 않았

다. 또한 대상자의 반응 도중 적절성이나 정확도 등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제공하지 않았

다. 대상자의 반응 및 검사자의 지시를 포함한 모든 발화를 녹음하였다. 대상자가 끝났다는

표시를 하거나 30초 이상의 쉼이 있는 경우 녹음을 중지하였으며, 30초 이하의 짧은 발화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 자료평가

2001년 3월 12일부터 2001년 6월 5일까지 연구대상 30명에게서 수집한 발화를 전사하

였다. 녹음된 각 대상자의 발화샘플은 연구자가 발화를 수집한 후 1- 2일 이내에 음소표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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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전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Nicholas & Brookshire (1993)가 제시한 CIU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정보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분당 DCIU (different correct infor -

mation unit )를 첨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전사된 환자의 발화에서 사용된 전체 어절의 수, CIU의 수, DCIU의 수를 계산하

였는데 본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낱말 대신 어절을 분석의 단위로 정한 것은 정

보전달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의미론적 관점에서 내용어를 중심으로 한 평가에 초점을 두

었기 때문이다. 어절 분석 시, 한 어절은 내용에 관계없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명료도를

보이는 것으로, 정확성 및 적절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절의 분석

지침은 김영태(1997)의 기준을 따랐다. 다음으로 CIU는 전체 어절 중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의 명료도를 가지며, 내용이 주제 및 과제에 적절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어절이어야

한다. 즉 각각의 CIU는 하나의 어절로 이루어지며,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쓰일 필요는 없다.

CIU 분석의 지침과 예는 <부록 - 2>에 제시하였다. DCIU수는 CIU 중 중복되는 것을 하나

의 단위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

전체 발화시간은 녹음된 발화샘플을 들으면서 초시계로 측정하였는데 대상자가 첫음절

을 말하는 순간부터 끝음절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총발화시간에는 머뭇거림, 반복, 발화

뒤의 쉼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검사자의 발화시간은 제외하였다. 총발화시간, 어절수, CIU수,

DCIU수로 (1) 분당어절수, (2) 총 CIU수, (3) 총 DCIU수, (4) CIU비율, (5) 분당 CIU수, (6)

분당 DCIU수를 <표 - 2>에 제시한 공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표 - 2> 산출공식

척도 산출 공식

분당어절수

총 CIU수

총 DCIU수

CIU비율

분당 CIU수

분당 DCIU수

총어절수 ÷ 총발화시간(분)

시간 제약 없이 산출 가능한 전체 CIU의 수

시간 제약 없이 산출 가능한 전체 DCIU의 수

(CIU수 ÷ 총어절수) × 100

CIU수 ÷ 총발화시간(분)

DCIU수 ÷ 총발화시간(분)

4 . 자료의 통계적 처리

실어증 경중도(경도/중등도/중도)에 따른 발화속도(분당어절수), 정보전달량(총 CIU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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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DCIU수), 정보전달효율성(CIU비율, 분당 CIU수, 분당 DCIU수)의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고, Scheffé 사후검증을 통해 특정 집단간의 차이

를 알아보았다.

Ⅳ. 결 과

1. 실어증의 경중도 (s e ve rity)에 따른 말속도

그림 설명 및 대화과제를 통해 수집한 실어증환자의 평균 분당어절수는 경도집단이

53.9, 중등도집단이 49.5, 중도집단이 35.5의 순으로 실어증이 경할수록 빠르게 나타나는 경

향을 보였으나 일원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각 분석 요소

의 경중도에 따른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 3>에 정리하였다.

<표 - 3> 경중도에 따른 각 그룹별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N
분당어절수

M (SD)
총CIU수
M (SD)

총DCIU수
M (SD)

CIU비율(%)
M (SD)

분당CIU수
M (SD)

분당DCIU수
M (SD)

경 도

중등도

중 도

10

10

10

53.9 (14.8)

49.5 (18.0)

35.5 (15.7)

38.9 (15.5)

35.2 (12.0)

12.2 ( 6.6)

31.0 (10.9)

25.2 ( 7.7)

9.3 ( 5.0)

86.1 (17.7)

65.1 (10.7)

35.7 ( 7.9)

49.1 (10.9)

32.8 (13.8)

16.5 ( 9.7)

41.0 ( 9.0)

24.4 (10.8)

11.5 ( 9.0)

2 . 실어증의 경중도에 따른 정보전달량

정보전달량을 나타내는 총 CIU수 및 총 DCIU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어증의 심각도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변량분석결과 총 CIU수

(F (2 , 27 ) = 14.97, p < .001), 총 DCIU수(F (2 , 27 ) = 18.36, p < .001)으로 그룹사이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요소들을 그룹별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 4>에 정리하였다. <표 - 4>에서와 같이 총 CIU수

및 총 DCIU수의 두 변수에 있어 중도 집단과 중등도 집단, 중도 집단과 경도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중등도 집단과 경도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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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 1> 참조).

<표 - 4> 총 CIU수 및 총 DCIU수의 사후검정결과

경중도 경 도 중등도

중등도
총CIU수

총DCIU수

중 도
총CIU수*

총DCIU수*

총CIU수*

총DCIU수*

*p < .05

<그림 - 1> 실어증의 경중도에 따른 정보전달량

3 . 실어증의 경중도에 따른 정보전달효율성

정보전달효율성에 대한 CIU비율, 분당CIU수, 분당DCIU수에 대한 각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 3>과 같이 실어증의 심각도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중도에 따

른 정보전달효율성의 이러한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원

분산분석 결과 정보전달효율성을 나타내는 모든 변수, 즉 CIU비율(F (2 , 27 ) = 38.75, p < .001),

분당CIU수(F (2 , 27 ) = 19.67, p < .001), 분당DCIU수(F (2 , 27 ) = 23.29, p < .001)에서 모든 집단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

과 <표 - 5>에서와 같이 중도와 경도, 중도와 중등도, 중등도와 경도의 모든 집단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그림 - 2>에서와 같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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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효율성을 나타내는 모든 변수들이 세 그룹간에 차이를 보이며, 이는 <그림 - 1>의 정보

전달량을 나타내는 변수들과는 상이한 양상을 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등도과 경도 집

단간에는 전체적으로 산출되는 정보전달량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정보전달효율성에 있

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 5> CIU비율, 분당 CIU수, 분당 DCIU수의 사후검정결과

경중도 경 도 중등도

중등도

CIU비율*

분당 CIU수*

분당 DCIU수*

중 도

CIU비율*

분당 CIU수*

분당 DCIU수*

CIU비율*

분당 CIU수*

분당 DCIU수*

*p < .05

<그림 - 2> 실어증의 경중도에 따른 정보전달효율성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정보전달특징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체계인 CIU분석방법에 정보전달의 다양

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 DCIU을 고려하여, 경중도에 따른 유창성 실어증환자의 정보전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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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말속도를 나타내는 분당어절수에

있어 경중도에 따른 경도, 중등도, 중도의 세 유창성 실어증 환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둘째, 정보전달량을 나타내는 총 CIU수 및 총 DCIU수에 있어 실어증이 경할수록 정보

전달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사후검증 결과, 중도 집단과 중등도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중등도 집단과 경도 집단 사이에서는 정보전달량을 나타내는 두

변수 모두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등도 집단이 경도 집

단과 비슷한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보전달효율성을 나타내는

CIU비율, 분당 CIU수, 분당 DCIU수에 있어 실어증이 경할수록 정보전달효율성이 뚜렷이 향

상하였으며, 모든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말속도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어증환자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느린 말속

도를 보였으며, 실어증의 경중도와 말속도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한 Yorkston &

Beukelman (1980)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그 이유는 연구 대상자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론된다. Yorkston & Beukelman (1980)에서는 실어증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유형

을 하나의 실어증환자 집단으로 포함시켜 말속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창

성 실어증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중도에 따른 세 집단간의 분당어절수에 차이가 없다

는 결과는 정상과 크게 다름이 없는 말속도를 보이는 유창성 실어증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라 하겠다(LaPointe, 1997). 이와 같은 특징은 베르니케 실어증환자가 회복에 따라 정보전달

량 및 정보전달 효율성에는 많은 향상을 보였으나 발화속도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는 권미선 외(1998)의 연구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전달량(총 CIU수, 총 DCIU수)은 시간적 제약없이 환자가 전달할 수 있

는 총 정보의 양을 의미하며, 이는 실어증이 경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중도

에서 중등도로 실어증이 경해짐에 따라 정보전달량이 급격히 향상한 반면, 중등도와 경도 사

이에서 정보전달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정보전달량에 대한 평

가가 중도와 중등도를 구분하는데는 유용한 변수가 될 수 있으나 비교적 경한 수준의 실어증

환자를 평가하는데는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등도의 유창성 실어증환자들은

시간적 제약이 없을 경우에 경도의 실어증 환자와 같은 정도의 정보량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Yorkston & Beukelman, 1980).

마지막으로 실어증이 경할수록 정보전달 효율성(CIU비율, 분당 CIU수, 분당 DCIU수)

이 급격히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도와 경도, 중도와 중등도, 중등도와 경도의 세 집

단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IU비율, 분당 CIU수, 분

당 DCIU수의 세 가지 변수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CIU비율은 정보전달능력에 관해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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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섯 개의 변수 중에 집단간 차이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변수였다. 이는 정상성인에 비해 실어증환자의 CIU비율이 월등히 낮다는 Nicholas &

Brookshire (1993)의 연구 및 회복에 따른 CIU비율의 향상을 연구한 권미선 외(1998) 등의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경중도가 중도, 중등도, 경도로 변화함에 따라 CIU비율

은 35.7 %, 65.1 %, 86.7 %로 급격히 향상되었다. 즉 실어증이 경해짐에 따라 산출한 전체 발

화 중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CIU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발

화 중에서 무의미 발화나 신조어, 착어 현상, 머뭇거림 등의 정보전달 효율성을 방해하는 요

소가 줄어들고 주제와 상황에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정상성인이 각각 84.3 %와 86.7 %의 CIU비율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권미선 외, 1998;

Nicholas & Brookshire , 1993)들의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경도의 실어증환자에서 CIU비율

이 86.7%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예상보다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CIU의 단위를 낱말로 정한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어절을 한 단위로 정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전달이라는 내용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어절을 한 단위로 하

였다. 따라서 문법적 기능어의 적절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어가 올바

로 쓰인 경우 CIU에 포함시켰다. 한국어에서의 문법적 기능어는 내용어에 함께 덧붙어 하나

의 의미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기능어도 하나의 CIU단위로 취급

하여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기능어의 쓰

임까지도 파악해 올바르지 않은 경우 CIU에서 제외하는 엄격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CIU

비율이 본 연구에서 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분석의 단위를 낱말로 할 것인

지, 어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어절단위 분석의 경우 임상에서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당 CIU수 역시 실어증의 경중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경중도에 따라

분당 내용단위의 수를 평가한 Yorkston & Beukelman (198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연령, 성별 및 교육연수에 따른 정보전달효율성을 평가한 권미선 외(1998)의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실어증이 경할수록 단위시간당 산출하는 올바른 정보의

양은 증가하며, 이는 정보전달능력에 있어서의 효율성 향상을 보여주는 것이다(권미선 외,

1998; Brookshire & Nicholas, 1994; LaPointe, 1997; Nicholas & Brookshire, 1993; Yorkston

& Beukelman, 1980).

올바른 정보 중에서 중복된 정보를 제외하여 단위시간당 얼마나 다양한 정보를 산출하

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분당 DCIU수 역시 다른 정보전달효율성 척도와 마찬가지로 실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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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중도가 낮아짐에 따라 월등히 향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실어증이 심각할수록 일정

시간 동안 산출되는 정보의 양이 적은 것과 동시에 올바른 정보를 산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산출되는 정보의 수가 많아 정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는 연령 및 교육년수

와 어휘의미적(lexico- semantic)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교

육년수가 많을수록 분당 산출하는 내용어의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Dorze & Bedard (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분당 DCIU수는 환자가 반복 산출한 정보를 제외하고

상대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정보전달효율성을 측정

하는데 보다 민감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자발화 과제를 통한 정보전달의 효율성에 대한 측정은 실어증의 경중도를 반영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실어증 경중도의 판별기준으로 사용한 웨스턴

실어증검사의 실어증지수(Aphasia Quotient ; AQ)에 대한 연구에서 Crary & Rothi (1989)는

자발화 과제의 정보전달이 실어증 경중도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하위 항목이라고 밝혔다. 정

보전달 점수는 환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여 실어증 지수에 가장 큰 영향

을 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에서 사용하는 척도 평가를 통해서는 환자의

정보전달의 능력 및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

다(Brookshire & Nicholas, 1994; Chapey, 1994; Haynes & Pindazola, 1998; Laminate, 1997;

Nicholas & Brookshire, 1993; Shewan & Donner, 1988; Yorkston & Beukelman, 1980). 이

에 반해 중도와 중등도 뿐만이 아니라 중등도와 경도의 실어증환자의 정보전달 능력을 민감

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CIU분석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언어형태의 올바른 사용이 아니

라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어 평가가 가능하며, 경도의 실어증환자

에게 있어서 회복에 따른 미세한 차이까지도 객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실

제로 경도의 실어증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음에

도 불구하고 기존의 표준화된 공식언어검사만으로는 정상성인과의 혹은 경도 집단내에서의

미세한 차이를 반영하는데 많은 제한점이 있다(LaPointe, 1997; Yorkston & Beukelman,

1980). 따라서 공식검사와 더불어, 경중도에 따른 실어증환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정량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보다 민감한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CIU분석방법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임상적인 관점에서 평가와 치료계획을 위하여 유용한 분석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일이다. CIU분석방법을 활용한 실어증환자의 자발화 분석은 타인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는 정보전달능력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실제 의사소통능력을 반영하

고 실어증 경중도 판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공식검사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미세한 경중도의 차이까지 가시화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치료효과의 검증에도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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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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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피험자 정보

환자군
환자
번호

나이/ 성별/
교육년수

병소 실어증 분류 AQ

경도 (mild)

1 60/ 남/ 16 Lt . MCA anomia 92.2

2 51/ 여/ 12 Lt . basal ganglia anomia 91.5

3 41/ 남/ 12 Not available anomia 87.8

4 74/ 여/ 6 both basal ganglia anomia 87.9

5 68/ 여/ 0 Lt . MCA,
Lt . basal ganglia

anomia 86.2

6 62/ 여/ 12 Lt . MCA anomia 86.2

7 43/ 여/ 12 Lt . MCA anomia 83.5

8 68/ 남/ 12 Lt . MCA anomia 83.3

9 77/ 남/ 6 Lt . basal ganglia anomia 82.9

10 68/ 남/ 16 Lt . parietal lobe anomia 81.6

중등도
(mild to
moderate)

11 60/ 남/ 16 Lt . MCA conduction 78

12 46/ 남/ 12 Lt . basal ganglia transcortical sensory
[T S]

74

13 47/ 남/ 16 Lt . MCA transcortical sensory
[T S]

69.7

14 41/ 여/ 9 Lt . temporo-
parietal lobe

transcortical sensory
[T S]

67.2

15 51/ 남/ 6
Lt . MCA

Lt . fronto-
temporal lobe

transcortical sensory
[T S] 65.3

16 55/ 여/ 12 Lt . meningioma transcortical sensory
[T S] 65

17 73/ 여/ 0 Lt . parietal lobe transcortical sensory
[T S] 64.7

18 29/ 여/ 16 both basal
ganglia

transcortical sensory
[T S] 63.4

19 59/ 남/ 12 Lt . MCA
Lt . temporal lobe

transcortical sensory
[T S] 63.1

20 70/ 남/ 16
Lt . MCA

Lt . temporo-
parietal lobe

Wernicke s 62.9

중도
(mild to
severe)

21 53/ 여/ 12 Lt . MCA
transcortical sensory

[T S] 58

22 65/ 여/ 16
Lt . temporo-
parietal lobe,
Lt . basal ganglia

Wernicke s 56

23 57/ 남/ 16 Lt . temporo- parietal
lobe

Wernicke s 54.8

24 67/ 남/ 9 Lt . basal ganglia Wernicke s 53.2

25 43/ 남/ 12
Lt . MCA

Lt . parietal lobe Wernicke s 51.2

26 47/ 남/ 12 Lt . basal ganglia Wernicke s 50

27 49/ 남/ 9 Lt .temporo- parieta lobe Wernicke s 47.6

28 73/ 여/ 0 Lt . temporal lobe Wernicke s 42.6

29 60/ 여/ 6 Lt . parietal lobe Wernicke s 41

30 57/ 남/ 9 Lt . basal ganglia Wernicke s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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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2> CIU (correct information unit)의 구분원칙

CIU 구분원칙 예시

1.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명료도를 가지며, 내용이 주제 및

과제에 적절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어절을 말한다.

2. 부적절한 내용을 전달하는 어절은 제외한다. 여자가 빨래를 하네요(설겆이).

3. 자가수정한 경우는 마지막 반응을 분석한다. 스페, 스피, 스프를 넣는다.

4. 강조하기 위한 경우는 반복되어도 따로 센다. 너무 너무 좋아서...

5. 주제와 관계없는 개인의 느낌이나 언급은 제외한다. 잘 해야 될텐데...

6. 그림이나 주제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 과제에 대한 언급

은 제외한다.
처음 그림에서는...

7. 잘못된 시작이나 끝을 맺지 못한 어절은 제외한다. 내가, 저기, 모르겠다.

8. 그림의 인물이나, 사건, 장소 등에 관해 불확실성을 표현하

는 어절은 포함시킨다.

그녀의 아빠 또는 이웃아저씨가 나

무 위에 있군요.

9. 간투사는 제외한다. 어, 말하자면, 여하튼

10. 결속장치가 아닌 무의미한 간투어로 쓰인 접속사는 제외

한다.

여긴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긴

남자. 그리고 여자(제외)

편지를 써요. 그리고 우체통에 넣

어요. (포함)

11. 특정한 참조물이 없는 지시어는 제외한다. 예쁘게 그 위에다가 해 가지고..

12. 문법적으로 완전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고, 주제에 적

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시킨다.

내릴려고 할다가 보니까...

둘이가 막 싸우고 있네요.

13. 주제에 적절하고, 그림 또는 과제에 대한 적절한 언급인 경

우, 감탄사도 포함시킨다.
에구, 아이가 넘어질려고 하네요.

14. 과제에 관한 적절한 도덕적인 견해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올바른 정보로 취급하여 포함시킨다.*

지금 보니까 다 나쁜거고, 다 안 좋

은 일이고 그런 것 같아요.

출처: Nicholas & Brookshire (1993)
* 본 연구자가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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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 RACT

T he In form at iven es s an d E fficiency of the Conn ect ed
Speech Samples in K or ean F luen t Aphasics

Im , E un - Ju (Dept. of Rehabilitation Medicine,
Pundang Jesaeng General Hospital)

M i s e on K w o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
Ewha Womans University)

H y u n - S ub S im * (Dept . of Special Education &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informa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connected

speech samples in the discrimination of the severity of fluent aphasic individuals. Thirty fluent

aphasic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subjects were grouped into three subgroups

according to their severity. The verbal picture descriptions and interviews elicited from 10

mild, 10 moderate, and 10 severe aphasic speakers were audio- recorded and transcribed.

These samples were analyzed in terms of Correct Information Unit (CIU). The analyses

includes a measure of speaking rate (words per minutes), two measures of amounts of

information conveyed (CIUs, DCIUs) and three measures of information conveyance efficiency

(CIU%, CIU/ min, DCIU/ mi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

found in the measure of word per minute between the three groups. (2) An inverse rela-

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severities of aphasia and the amounts of information

conveyed. However, moderate aphasic speakers tended to communicate as much information

as mild aphasic speakers did. (3)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measure of com-

munication efficiency between the three groups. All measures of efficiency seem to contribute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subjects into mild, moderate, or severe category.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y that this quantification system might be useful to detect the severity as well as

the recovery level of the aphasia.

* e- mail: simhs@mm .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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