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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모니터링과 즉시 모니터링이 자곤 

실어증자의 언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  

이명순*․정옥란**
(*계명 학교 동산 의료원, ** 구 학교 언어치료학과)

이명순․정옥란. 지연 모니터링과 즉시 모니터링이 자곤 실어증자의 언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 언
어청각장애연구, 2004, 제9권, 제3호, 102-117.  본 연구의 목 은 자곤을 그 주요 증상으로

하는 실어증자들에게 모니터링을 향상시켜 신조어를 감소시킴으로써 의미있는 한 단어의 

산출과 반 인 구어를 향상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목 을 해서, 

뇌졸  발병 이후 한 단어 산출의 감소와 자곤을 산출하는 3명의 실어증 환자들이 선정되

었다. 연구 방법은 첫 번째 치료 기간에 지연 모니터링을, 두 번째 치료 기간에는 즉시 모니터

링을 실시하여 사  사후 검사를 하 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 단어 산출, 일반화, 신조어

의 감소, 반 인 언어 능력의 향상도를 알아보았다. 평가는 구 실어증 진단 검사와 한국  

보스톤 이름 기, 자에 의해 고안된 일반화 검사지로 실시하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상자들은 단어 인출시 신조어 감소와 한 단어 산출이 향상되었다. 둘째, 치료하지 

않은 비훈련 어휘에서도 정반응이 나타나는 등 일반화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반 인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각 연구결과가 지연 모니터링과 즉시 모니터링에서 일 되지 않았

으며 추후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핵심어: 지연 모니터링, 즉시 모니터링, 자곤 

I. 서  론

자곤이란 유창하지만 부 하거나 의미없는 구어를 말한다. 자곤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실어증

자들은 질문에 해서 자연스런 억양, 긴 표 과 더불어 풍부한 얼굴 표정으로 나타난다. 자곤의 유형

을 살펴보면 (1) 구문의 배열은 정상 이나 질문에  계없이 의미가 없거나 (2) 신조어로 구성되

어  이해할 수 없게 된 구어의 연속이다. 이 신조어는 환자의 구어 반에 고착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실어증자들은 청자들이 자신의 구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체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자들은 실어증 환자들이 자신의 구어 내용에 해서 무 심

하다고(Kinsbourne & Warrington, 1963) 여기곤 한다. 만약 자곤 실어증 환자들이 자신의 구어 오류를 

인식하고 내용에 집 한다면 오류를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환자마다 구어 오류 인식에 한 실패 정도가 다양한데 부분 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구

어 반에 걸쳐서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Lebrun, 1987; McGlynn & Sch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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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구어 오류 인식에 한 실패가 의사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다는 것은 구어를 모니터하는데 있

어서 특별한 기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모니터링에 한 선행 연구들 에서 Marshall & Thomkins(1982)의 연구는 청각 이해력이 산

출을 모니터 한다는 증거를 내세웠으며, Levelt(1983)는 모니터가 청각이해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

다. 이는 청각 이해력이 좋은 사람만이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이해에 근

거한 모니터링 경로는 외부  피드백 경로와 내부  피드백 경로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외부  피드백 

경로는 산출한 구어를 검하여 교정이나 수정을 하는 것이다. 내부  경로는 조음이 산출되기 에 

모니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내부  경로에 의해 탐지된 오류들은 구어에서 산출 의 잠깐 쉼으로 

나타내어지고 이를 ‘선행 수정(covert prerepairs)’이라 한다. 

그러나 자곤 실어증 환자들과 자가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 모두가 이해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

니라는 연구결과(Butterworth & Howard, 1987)를 보여주었다. 자곤 실어증 환자들은 자신의 구어에

서 오류를 탐지하는 데 실패하 지만, 다른 사람들의 오류는 인식하 다(Kinsbourn & Warrington, 

1963; Maher, Rothi & Heilman, 1994)고 한다. 이런 경우 이해력은 오류를 인식하기에는 충분하지

만, 자가 모니터링을 성취할 정도로는 아니라는 것이다. Marshall, Rapport & Garcia-Bunuel(1985)

은 구어 장애를 정확히 인식하는 단어 농을 가진 상자들이 자가 수정을 하려고 하지만 잘 성공

하지 못하 다고 기술하 다. 의 처럼 좋은 이해력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이 잘 안되는 사례

들은 분명히 실행 가능한 기제가 무시되고 있을 것이다. 이에 한 한 가지 가능성은 이러한 

상자들이 자신의 구어를 입력 시스템으로 피드백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다른 가설

은 리소스(resources) 제한이나 보유 능력의 감소가 구어와 모니터링의 동시 수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Shuren et al., 1995). Maher, Rothi & Heilman(1994)에 의한 연구에서 리소스 제한에 

한 설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상자는 세 가지 조건에서 자신의 구어를 단하도록 요구 받았

다. 먼  그림을 명명하게 하고 즉시로 자신의 반응이 정확하 는지 단하게 한다. 두 번째는 상

자의 반응을 녹음 테이 로 다시 들려주고 정․오를 단하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검사자가 환자의 

반응을 모방하여 들려주고 단하는 것이다. 명명 후 즉시 단은 35 %, 녹음 테이 를 이용한 

단은 65 %, 검사자가 모방하여 들려줬을 때는 88 % 다. 세 가지 방식 에서 산출을 하고 있지 않

은 상태에선 단이 향상되었다. 이는 곧 동시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 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녹음기를 사용했을 때와 검사자가 모방하여 

들려주었을 때의 단 정확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업의 특성 때문인지 동시수행 때문인지

(구어와 모니터링의 동시수행) 분명하지 않았다. 

와 반 로, 낮은 이해력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이 잘 되는 사례들은 입력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부가 인 모니터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모니터는 그 시스템의 각 수 에서 산출을 확인할 수 있

거나(Laver, 1980), 는 각 시스템의 수 들 사이에 피드백을 일으킬 수 있다(Schwartz et a1., 1994). 

본 연구에서는 모니터링이 향상되면 오류의 감소와 더불어 의사소통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언어청각장애연구

104

기 를 갖고 모니터링으로 재를 하 다. 그 방법은 환자로 하여  그림을 명명하고 즉시로 오류인

식을 단하게 하는 것을 즉시 모니터링, 검사자가 환자의 반응을 모방하여 들려주었을 때를 지연 

모니터링이라 명하고 치료에 용하여 비교 연구하 다. 녹음을 통해서 들려주는 방법은 녹음시 소

음과 왜곡 때문에 배제하 다. 이 연구로 (1) 각 모니터링과 단어 인출 증진의 계를 비교하 고 

(2) 모니터링이 재하지 않은 단어의 인출에도 일반화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 (3) 각 모니

터링과 신조어의 계를 비교하 으며 (4) 모니터링이 반 인 언어 수행력을 향상시키는지를 알아

보았다. 입력이 손상되면 이해 치료가 실시되어질 것이며 이 때 모니터링이 이해를 향상시키고 신조

어 산출을 조 할 수 있다면 실어증 환자의 치료에 한 계획  구성에 한 방법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를 진행하기 한 연구 상자의 조건은 자곤 실어증 환자에게 지연 모니터링과 즉시 모

니터링을 제공했을 때의 결과들을 비교하기 해서 구 시내에 치한 학병원에서 실어증으로 진단

을 받은 사람 에서 착어, 신조어 등의 징후를 보이고 일상생활이나 화에서 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고정된 패턴의 자곤을 보이는 사람으로 선정하 다. 청력 장애가 없고 본 검사  치

료에 사용되는 그림이나 사진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시력을 가져야 한다. 가리키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력을 지니며, 의도 인 동작을 수행하는 데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가능한 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성인으로 구성하 으며 실어증 발생 당시 오른손잡이 으며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어야 한다. 한 과거에 발달  언어 결함이나 어떠한 심리정신  질환을 앓았던 과거력을 가지지 않

아야 한다. 마비성 구어 장애나 구어실행증이 주된 언어장애 양상이 아니며 발병한 지 10개월이 지난 

사람들로 하 다. 언어치료를 받기를 원하며 실험 까지 언어치료 경험이 없거나 최종 언어치료 경험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 에 따라 선정된 상자들은 일상 생활 에서 의미 있는 자발어가 매우 드물며, 그들

이 자신의 의사를 표 할 때는 음운론 으로는 한 일련의 음소들로 구성된 자곤을 주로 산출한다. 

체 연구 상자 정보는 <표 -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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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각 상자 개인별 특성

연구 
상

연령 성별 최종학력 병인/상해 치
시간 
경과

한국  보스톤 
이름 기(%)

A 56 남 졸 좌반구 뇌 동맥 경색 / 좌반구 두-측두엽
1년
2개월

2

B 73 남 졸 좌반구 뇌 동맥 경색 / 좌반구 두-측두엽 10년 2

C 67 남 퇴 좌반구 뇌 동맥 경색 / 좌반구 두-측두엽 1년 2

<표 - 2> 실험  구어 오류에 한 인식 정도(%)

모니터링
상자

즉시 모니터링 지연 모니터링

A 92 100

B 100 100

C 43 100

상자 A는 2000년 10월 1일에 발병하 으며 그림을 명명할 수 있지만 그 수는 상당히 제한 이

며 음소착어, 신조어를 보여주고 ‘마마 무무’ 등 억양이 가미된 음 의 연속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 한

다. 2단계의 지시를 이해하고 단순한 문장을 읽고 이해한다. 일상생활과 친숙한 단어, 가족 이름을 쓸 

수 있다. 반 인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제스처 등으로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자 B는 1992년 3월에 발병하 으며 복잡한 지시도 수행할 수 있었고 독해 능력이 양호하고 

쓰기는 이름과 단어를 쓸 수 있었지만 독해에 비해 하되어 있는 상태 다. 구 실어증 진단 검사(정

옥란, 1994)  이해력 검사에서 체로 좋은 수를 보여주어 언어 이해력이 좋음을 시사하 다. 음소 

착어가 상당히 심하고 치조 열음 /ㄷ/과 모음으로 구성된 자곤이며 때때로 그의 자발어에서 정확한 

단어를 추 할 수 있었다. B는 치료시 질문이나 단서에서 자극을 받아 문장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자발

어로 의사소통을 개시하지는 못하 다. 그러나 B는 A와 달리 같은 항목 내에서도 오류는 계속 변화하

는 등 일 되지 않고 막힘 효과(block effect)의 향이 심하 으며 고착증(perseveration)을 보여주기

도 하 다. 이 고착증이 여러 항목에서 계속 되면 소리를 지르는 등의 괴로움을 보 다. 

상자 C는 2001년 1월 11일에 발병하 으며 A와 B는 자신의 자발어에서도 자가 모니터링이 될 

때는 괴로움을 나타내는 반면 C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니오 질문에 제한 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사물에 한 인지는 가능하나 도형이나 색 변별에 한 수행은 어려웠다. 읽고 쓰기

가 불가능하고 간단한 1단계 지시를 제한 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은 부분 이루어지지 않

고 간병은 보호자의 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자신의 의견이 철되지 않을 때는 청자에게 짜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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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내거나 찡그리면서 울먹거렸다. 따라서 C는 자발어에서 자가 모니터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자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되었고 때로는 ‘모든 것은’이나 아들 이

름, ‘마마’도 포함되어 있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피험자를 선별하고 연구하기 하여 한국  보스톤 이름 기 검사(김향희․나덕렬, 

1997)를 사용하 으며 환자의 이해력과 표 력에 한 반 인 언어능력 향상을 알아보기 해서 

구 실어증 진단 검사를 실시하 으며 모니터링의 일반화 효과를 해서 자가 만든 일반화 검사지를 

사용하 다(<부록> 참조). 한국  보스톤 이름 기 시에는 지연 모니터링을, 구 실어증 진단 검사의 

단어 인출 역에서는 즉시 모니터링을 체크하 다. 일반화 검사지에 나타난 단어들은 치료 동안에 제

시하지 않았으며 10개의 단어와 10개의 비완결형(closed-set)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어휘와 음 , 

어 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10개 단어 에서 가장 은 수의 음 (1음 ) 단어와 가장 많은 수의 음  

(4음 ) 단어는 각각 1개씩으로 설정하 고 2음  단어를 4개, 3음 을 3개로 하 다. 비완결형 문장은 

1어 과 2어 로 나 어 설정하 다. 비훈련 항목에 한 일반화를 평가하기 해서 5회기마다 한 단

로 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이 항목에 포함되는 어휘들은 음운장애 치료의 어휘 부록과 MCDI-K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Korean, 배소 , 1995)의 어휘들을 참고하 다. 일반

화 검사의 검사지는 총 3개이며 이 검사지는 일반화 검사의 1회와 4회, 2회와 5회, 3회와 6회에서 각각 

같은 검사지가 사용되었다. 일반화 검사지가 두 번 사용되었으나 간격이 길기 때문에 학습효과는 없을 

것이며 단서 제공의 차가 용되지 않고 단 1회의 그림을 제시하 다. 소요되는 시간은 10 - 15분 간

이며 구 실어증 진단 검사와 한국  보스톤 이름 기 검사에 제시된 어휘들도 배제하 다. 한, 일

반화 검사지의 단어들은 치료단계의 어휘항목에서도 제외되었다. 

3. 실험 차

본 실험은 언어치료 시 지연 모니터링과 즉시 모니터링의 향상이 오류의 감소  실어증의 회복

에 미치는 향을 비교 분석하기 하여 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 으며 따라서 실험 차는 크게 사  

검사단계(그 결과 나타난 구어 오류 인식 정도를 <표 - 2>에 제시), 치료 I단계(이하, 치료Ⅰ), 사후 검

사 단계, 치료 휴지 단계, 사  검사 단계, 치료 Ⅱ단계(이하, 치료 Ⅱ), 사후 검사 등 총 7 단계로 나 어

지며 검사단계에서 한국  보스톤 이름 기와 구실어증 검사를 실시하고 치료 I에서 지연 모니터링

의 방법은 치료사가 환자의 반응을 같이 들려주어 정․오를 단하게 하며 치료 I은 피험자에게 주 

3회, 매회 40분간 15회기 동안 치료를 실시하 다. 치료 로그램은 상자 3명 모두에게 같이 용하

다. 치료 Ⅱ를 들어가기 에 2주 정도 휴지기간을 두어 치료 I의 효과가 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

다. 치료 Ⅱ는 15회기 동안 즉시 모니터링을 실시하 다. 즉시 모니터링에서는 환자가 언어를 산출한 



지연 모니터링과 즉시 모니터링이 자곤 실어증자의 언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 

107

후 치료사가 자신의 반응에 해 정․오를 별  하 다.

인출 요구 반응
환자의 반응을 

모방

단 요구 

<그림 - 1> 지연 모니터링 차

인출 요구 반응 단 요구

<그림 - 2> 즉시 모니터링 차

각 치료 단계 동안 자극을 제시하는 방법은 아래의 <표 - 3>과 같이 순서 으로 단서를 제공하

며 각 모니터링은 각 단서가 제공된 후에 시행되며 이때의 환자의 반응 양상을 기록하 다. 단서의 제

공 간격은 한국  보스톤 이름 기에서 제시된 로 15 로 하 다.

<표 - 3> 단서 제공의 차

그림

그림 + 설명(제스처와 기능이나 특성에 한 설명)

그림 + 목표 단어와 2개 다른 단어 에서 한 단어를 선택

그림 + 첫 음  자극으로 단어를 완성

그림 + 단어 체를 반복한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해 2001년 11월 16일부터 2002년 4월 20일까지 구의 자곤 실어증을 나타내는 환

자 3명을 검사하고 치료를 시작하 다. 연구 상자들은 먼  자곤 실어증 환자임을 확인하기 하여 

구 실어증 진단 검사와 한국  보스톤 이름 기 검사를 실시하 으며 본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략 

30분 ～ 1시간 정도 다. 환자가 그림을 보고 단어를 말한 내용 에 목표 어휘가 있으면 정반응으

로 보고 환자가 발화한 단어가 음소착어, 의미착어, 무작 착어, 고착증, 신조어, 자가-교정, 무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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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기록하여 비율을 백분 로 산출하여 비교하 다. 치료단계에서 사용된 그림은 Peabody 

Language Development Kits의 사실 인 그림 카드로 규격은 22.5 × 17.5㎝이며 치료 항목의 단어가 

없을 때는 이 그림 카드의 규격에 맞추어 사실 인 내용의 그림을 제작하 다.

5. 신뢰도

환자들의 모든 반응에 해 제 1 평가자는 본 연구자, 제 2 평가자는 언어치료사 1명으로 하여 

검사 당시 녹음한 테이 를 통해 재평가를 실시하 으며 평가자간 신뢰도는 평가자간 일치했던 경우 

수를 평가자간 불일치했던 수와 일치했던 수를 합한 수치로 나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하 는데, 그 

결과 반응 시간에 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98 % 다. 

6. 통계분석

각 모니터링과 한 어휘 인출과 신조어 감소에 한 상 계의 유의성을 SPSS(Version 

10.0)를 사용하여 기술  통계와 t-검정 결과를 분석하 다.

 

Ⅲ. 결  과 

1. 모니터링과 단어 인출 비교

피험자들의 단어 인출시 정반응과 오류 반응은 <표 - 4>와 같다. 모든 상자들은 사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는 검사 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 검사가 사  검사보다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치

료 I에서 자가 수정을 포함한 정반응이 상자 A에서는 20 %에서 48 %로, 상자 B는 20 %에서 48 %로, 

상자 C는 0에서 16 %로 향상되었다. 치료 Ⅱ에서는 자가 수정을 포함한 정반응이 상자 A에서는 

40 %에서 56 %, 상자 B는 24 %에서 48 %, 상자 C는 4 %에서 16 %로 나타났다. 상자 B는 상

자 A보다 자발어의 길이나 빈도 면에서는 양호했지만 착어나 고착증, 신조어 등으로 단어 인출에서 더

욱 방해를 받고 있었고 자가 모니터링을 하여 오류를 계속 으로 수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소

착어나 신조어가 계속되는 상을 보여주었다. 상자 A와 B, C 모두 지연 모니터링을 재한 치료 I

에서 단어 인출의 향상도가 높았고 치료 Ⅱ에서는 음소착어를 비롯한 오류반응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

다. 치료 I의 사후 검사와 치료 Ⅱ 사  검사 사이에 결과 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치료 I의 

재가 치료 Ⅱ의 결과에 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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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구 실어증 진단 검사의 단어 인출력 향상도(%)

상자

치료 반응

 A  B  C

치료Ⅰ 치료Ⅱ 치료Ⅰ 치료Ⅱ 치료Ⅰ 치료Ⅱ

사 사후 사 사후 사 사후 사 사후 사 사후 사 사후

정반응 20 44 40 36 16 44 24 40 0 16 4 12

자가수정 0 4 0 20 4 4 4 8 0 0 0 4

음소착어 12 8 8 24 24 24 16 4 0 0 4 12

의미착어 8 0 8 0 8 0 0 4 0 4 0 12

고착증 0 0 0 0 0 0 0 0 0 0 0 0

무작 착어 0 0 0 0 0 12 0 4 8 12 20 12

신조어 36 20 20 8 48 16 52 40 84 56 64 48

무반응 24 24 24 12 0 0 0 0 8 12 8 0

2. 일반화 효과

치료 I에서 자가 수정을 비롯한 정반응이 0 %, 25 %, 30 %로 나타났으며 상자 B는 20 %, 25 %로 

나타났고 상자 C는 0 %, 10 %, 5 %로 나타났다. 치료 II에서는 상자 A는 40 %, 30 %, 60 %로 나

타났으며, 상자 B는 10 %, 40 %, 35 %로 나타났고, 상자 C는 5 %, 5 %, 10 %로 나타났다. 일반화 

효과가 일 되게 향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자 A는 치료 I에서는 보다 치료 Ⅱ에서 일반화 효과가 

좋으며 상자 B는 치료 Ⅱ에서 상자 C는 치료 I과 Ⅱ가 비슷한 수 에서 일반화 효과를 보여

다(<표 - 5> 참조). 

<표 - 5> 일반화 효과(%)

상자

치료 회기반응

A B C

치료 I 치료 II 치료 I 치료 II 치료 I 치료 II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정반응  0  5 30 25 25 40 20  5 20  5 20 20  0 10  5  5  5 10

자가수정  0 20  0 15  5 20  0 15  5  5 20 15  0  0  0  0  0  0

음소착어 15 15 25 30 60 35 20 35 30 40 10 35  0 5 10  0  5 25

의미착어  0  5  0  0  0  0  0  5  0 10 10 10  5  0  5  5 10 10

고착증  0  5  5  0  0  0  0  0  0  0  0 10  0  0  0  0  0  5

무작 착어  0  0  0  0  0  0  5  0  0  5  0  0 25 50 65 45 40 15

신조어 65 20 15 15 10 5 55 40 40 35 40 10 50 20  5 40 40 35

무반응 20 35 25 15  0  0  0  0  5  0  0  0 20 15 10 1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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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Ⅰ은 지연 모니터링을 제공한 단계이며 치료 II는 즉시 모니터링을 제공한 것이다. 1회기에

서 6회기는 5회기 마다 설정되었다. 각 회기마다 일반화 검사를 실시하 으며 4회기를 시작하기 에

는 2 주간의 휴지 기간이 있었다.

3. 모니터링과 신조어 

각 모니터링과 신조어 감소율을 비교하 을 때 각 모니터링 내에서 치료 과 후는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각 모니터링을 비교하 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 6> 참조). 

<표 - 6> 모니터링과 어휘 인출  신조어 비교( 구 실어증 진단 검사) 

M SD t-value

치료Ⅰ의 정반응
13.3 15.5

.027
37.3 18.4

치료Ⅰ의 신조어
56.0  8.3

.034
30.4 24.9

치료 Ⅱ의 정반응
24.0 18.3

.020
40.0 21.1

치료 Ⅱ의 신조어
45.3 22.7

.010
32.0 21.1

치료Ⅰ과 Ⅱ의 정반응
37.3 18.4

.423
40.0 21.1

치료Ⅰ과 Ⅱ의 신조어
30.6 22.0

.918
32.0 21.1

 * 치료 I은 지연 모니터링으로 치료 II는 즉시 모니터링으로 재하 다.

** p < .05

 

4. 모니터링과 반  언어 수행력

구 실어증 진단 검사에서 수용력과 표 력을 비교하 을 때 상자 A는 치료 I에서는 수

용력에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치료 Ⅱ에서는 55 %에서 71 %로 변화가 있었고 상자 C는 치료 

Ⅱ에서 23 %에서 54 %로 좋아졌다. 표 력은 상자 A가 치료 I에서는 19 %에서 27 %, 치료 Ⅱ

에서는 34 %에서 58 %로 치료 Ⅱ가 더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상자 B도 치료 Ⅱ에서 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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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사후 검사 71 %로 좋아졌지만 상자 C는 치료 I과 Ⅱ에서 변화가 없고 다만 치료 Ⅱ에서 

수용력의 결과가 23 %에서 54 %로 치료 I보다 좋아졌다(<표 - 7> 참조). 

<표 - 7> 반  언어 수행력 향상도(단 : %)

상자 A B C

치료Ⅰ 치료Ⅱ 치료Ⅰ 치료Ⅱ 치료Ⅰ 치료Ⅱ

사 사후 사 사후 사 사후 사 사후 사 사후 사 사후

수용력 54 54 55 71 81 81 76 76 22 34 23 54

표 력 19 27 34 58 30 63 47 71 16 19 18 18

Ⅳ. 결론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하 다.

첫째, 모니터링과 진자극에 의해서 단어 인출력이 향상되었다. 치료 I과 Ⅱ에서 사 보다 사

후 검사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 교정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력이 

좋은 상자 A와 B는 치료 Ⅱ에서 자가 교정 비율이 더 좋았지만 상자 C는 치료 I과 치료 II에서 

사  사후 결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는 이해력이 결과에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모니터링이 단어 인출을 향상시켰지만 일 성이 없었다. A는 처음에 이해력이 B보다 좋

지 않았으나 모니터링은 같은 정도로 좋았다. A는 단어 재 력이  좋아지고 신조어가 낮아지는 

반면 B의 결과 양상은 변동되었다. 상자 B는 상자 A보다 자발어의 길이나 빈도 면에서는 좋은 

편이었지만 착어나 고착 상, 신조어 등으로 단어 재 에서 더욱 방해를 받고 있었고 자가 모니터링

을 하여 오류를 계속 으로 수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소착어나 신조어가 계속되는 상을 보

여주었다. 상자 B의 결과는 Marshall et al.(1998)에 의한 자곤 실어증자의 이해와 단, 치료에 

한 실험처럼 진 자극을 겸한 이해와 단이 의미에 한 표상을 강화시켰으나 음소  수 으로의 

연결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여 인출 결과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오류 단 수행은 좋아졌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셋째, 일반화 효과가 있었다. 지속 인 향상은 아니어서 변동은 있었지만 각 치료Ⅰ과 치료 Ⅱ

의 마지막 회기 검사에서는 일반화 효과가 나타났으며 치료 II에서 더 좋은 수들이 나타났다. C는 

일반화 검사에서 정반응이 낮았어도 음소착어, 의미착어, 무작  착어 등으로 사회 으로 수용 가능

한 것들로 변화하 다. 그러한 C의 착어들  목표 단어와 련된 음소착어, 의미착어들이 치료 II에

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언어청각장애연구

112

넷째, 반 으로 신조어 비율이 감소하 다. 그러나, 일반화 검사에서는 상자 A만이 지속

인 감소를 나타내었다. 상자 C는 치료 Ⅰ에서 신조어들이 모두 무작  착어로 치되었으며 치료 

Ⅱ에서는 다시 신조어로 나타났다. 상자 C는 치료 Ⅰ과 치료 Ⅱ에서의 정반응의 효과가 일 되지 

않게 나타났고 신조어는 치료 I에서 일 되게 감소하 다. 이 때의 신조어의 감소는 무작  착어로 

나타났지만 사회 으로 수용 가능한 것들로 치되었다. 실제로 한 장기 인 연구에서도 자곤 실어증

자들이 구어에 한 인식이 향상되었을 때, 신조어가 상투 인 산출이기는 했지만 사회 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치되었다(Panzeri, Semenza & Butterworth, 1987). 

다섯째, 모니터링과 단서 제공 차는 반 인 언어 수행력을 향상시켰다. 상자 A와 B는 수

용력보다 표 력에서 많이 향상되었다. 특히, A는 치료 Ⅰ보다 Ⅱ에서 수용력의 진 이 있었고 표

력과 반복, 자발어 모두에서 좋은 결과로 향상되었다. 상자 C는 표 력에서보다 수용력에서 진 이 

있었다. 단서 제공의 차의 효과를 배제하기 해서 자극 제시 시간과 제한된 설명과 한 번씩의 단

서 제시로 엄격하게 구분하 으며 각 단서 제시 후에 모니터링을 강조하 다. 

결론 으로 각 모니터링은 신조어를 감소시키고 정확한 표  언어 인출 향상에 향을 주지만 

그 외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많은 자곤 실어증에서 모니터링 결함의 여러 가지 설명들은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지연 모니터링과 즉시 모니터링은 환자가 가지고 있

는 결함에 맞추어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환자의 입력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해 치료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즉각 인 모니터 요구가 정반응 구어(자가 수정 포함)를 증

시켰고 한, 목표와 련된 구어 오류도 증가하 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각 모니터링이 환자들의 단어 인출력과 신조어 감소에 한 

명확한 련성을 밝히기에는 미흡한 이 있었다. 그러나 치료에 있어서 이러한 재 근 방법이 신

조어 감소와 정․오 단력의 향상 등 정 인 효과를 미쳤음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지연 모니터링

과 즉시 모니터링에 한 비교에 있어서는 추후 다양한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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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일반화 검사 단어 
 

환자이름:                                                                  날    짜:     ( )회

검 사 자:                                                                 평 가 자:

항목 반응 분류

단어

라디오

발

배추

오징어

반지

아이스크림

연필

달력

주 자

안경

비완결형 

문장

극장에 가서 _____________

손이 시려워서 ____________

시장은 시끄럽고 도서 은 _________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____________

경찰이 도둑을 __________

돈을 찾으러 ____________

가 로 종이를 __________

방이 어두워서 ___________

택시는 빠르고 자 거는 _________

가을에는 낙엽이 _____________

정반응:  /20  자가 수정:  /20    음소 착어:  /20   의미착어:  /20

고착증:  /2   무작  착어:  /20  신조어:  /20      무반응:  /20

환자의 반응 그 로 기록하고 분류란에 정반응 는 오류의 형태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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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계속)

항목 반응 분류

단어

가로등

무

당근

다리미

구름

해바라기

사슴

창문

태권도

이불

비완결형 

문장

학교에서 열심히 __________

배가 고 서 ____________

아 서 주사를 _________

강은 얕고 바다는 ____________

하늘에 새가 훨훨 __________

길에서 선생님을 만나 ____________

틀린 씨를 지우개로 _____________

치과에 가서 ___________

텔 비 에서 가수가 __________

방을 걸 로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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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계속)

항목 반응 분류

단어

빗자루

미국

사냥꾼

촛불

쓰 기통

창문

망치

자장면

제비

비완결형 

문장

미용실에 가서 ____________

겨울에 하늘에서 펄펄 __________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_______

크 스로 그림을 ________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_______

상한 음식을 먹으면 _________

시냇물이 졸졸 __________

슬  땐 에서 __________

칼에 베어서 피가 _________

강아지가 멍멍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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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the Expressive 

Language Utterance Ability through the Delay 

Monitoring and Prompt Monitoring

Myoung Soon Lee

(Dongsan Medical Center)

Ok Ran Jung

(Department of Speech Pathology,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most suitable way to improve speech and selection of the 

meaningful right words with decreasing neologism through the improved monitoring for jargon 

aphasia. For this purpose, three subjects were selected who had shown the decreased production of 

words, neologism and jargon as a result of stroke. 

The study was divided into two phases, the first treatment and second treatment. The prompt 

monitoring technique and the delay monitoring technique were adopted for the each phase, 

respectively. We used a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test to find out the variations concerning 

improvement of word retrieval, the effect of generalization, the deduction of neologism, and the overall 

language produc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t-test with the use of 

SPSS software(version 10). The assessments were conducted by the Daegu Aphasia Test, 

Korean-Boston Naming Test, and a generalized valuation sheet that was designed by the author.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ll the subjects showed the improvement on their word production. 

Second, they showed the effect of generalization. 

Third, they showed the deduction of their neologism. 

Fourth, they showed the improvement on the generalized language ability. 

Key Words : delay monitoring, prompt monitoring, jarg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