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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performance differs between 
proper nouns and common nouns in semantic and naming tasks between patients with 
aphasia and normal adults. Methods: 20 patients with aphasia and 20 normal adults per-
formed a proper noun semantic task, common noun semantic task, proper noun naming 
task, and common noun naming task. Following this, we compared the scores and ana-
lyzed the correlation among the four tasks. Results: The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and 
the types of task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not according to the noun types. Also, 
noun type and group interaction effec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ask type and 
group, noun type and task type, and noun type, task type and group interaction effect 
were significant. In the aphasia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per-
formance of all tasks,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proper noun semantic 
task and the common noun semantic task was very high. Conclusion: In the aphasia 
group, we confirmed that the proper noun score was significantly better than the common 
noun when performing semantic tasks. This study suggests that in the case of proper 
nouns, the function of the right hemisphere; that is, the activation of visual information, 
may be involved in semantic processing.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aphasia patients with 
damaged left hemispheres were assisted in the process of proper noun semantics by using 
the uninjured right hemisphere. 

Keywords: Left hemisphere damage, Aphasia, Semantic task, Naming task, Proper noun, 
Common noun

실어증은 언어습득 이후 뇌졸중과 같은 후천적인 대뇌 손상으로 

발생하는 언어장애(McNeil & Pratt, 2001)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

기 등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야기한다(Kim & Na, 2001). 

실어증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발화가 비유

창해지거나 따라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Ryan, 1982), 흔히 실독

증과 실서증이 동반된다(Godefroy, Dubois, Debachy, Leclerc, & 

Kreisley, 2002). 더불어 이름대기 장애(anomia)가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어증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가 보이는 실어

증의 공통증상이기도 하다(Goodglass & Kaplan, 1983).

이름대기 능력 평가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과제는 그림을 보여

준 후 그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의 이름을 말하게 하는 대면 이름대

기 과제이며, 이때 사용된 단어는 대부분 보통명사이다. 이처럼 보

통명사가 평가항목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로, 보통명사의 경우 

일반적인 사물의 이름이므로 검사 대상자들 대부분이 아는 참조

물(referent)일 가능성이 높고, 원형(prototype)이 존재하여 그림으

로 표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인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실어증 환자는 보통명사보다 고유명사에서 이름 인출에 더욱 어려

움을 보이며, 따라서 이들의 이름대기 능력을 보다 민감하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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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고유명사 이름대기 과제의 중요성이 보고된 바 있다

(Beeson, Holland, & Murray, 1997; Robson, Marshall, Pring, Mon-

tagu, & Chiat, 2010).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는 만큼, 고유명사 중 검사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

람, 즉, 유명인을 평가항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유명인 이름대

기 평가는 높은 진단적 민감성으로 인해 원발진행형 실어증, 의미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 진행성 실어증 또는 인지·의사소통장애, 초

기 다른 검사로는 선별되지 않는 경미한 언어장애 증상을 판별하

는 데에도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Oh & Ha, 2015).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와 같은 다양한 

의미정보들은 떠올릴 수 있으나 정확한 이름 세 글자를 말하는 데

에 어려움을 직면하는 순간은 실어증 환자뿐 아니라 정상 노인들

도 많이 경험한다.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았는데 까먹었다”, 

“입안에서 맴돈다” 등과 같은 표현을 하기도 하고, 기억을 해내려

고 노력하던 중 세 글자 중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를 기억해내기도 하

고, 혹은 한참 후 그 이름을 갑작스럽게 떠올리기도 한다. 이를 설단

현상(Tip-of-the-tongue phenomenon)이라고도 하는데, 설단현상

이란 표적단어에 대한 의미정보는 활성화되었지만 음운정보가 부

분적 또는 완전히 떠오르지 않는 증상을 말하며, 따라서 설단현상

은 음운정보산출의 실패를 잘 드러내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Oh 

& Ha, 2015). 고유명사는 설단현상을 유도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

다(Oh & Ha, 2015). 

동일한 의미자질들을 공유하는 여러 참조물들이 하나의 의미부

류(class)로 묶여 그것이 하나의 이름(음운형태)과 연결되어 있는 

보통명사와 달리, 고유명사는 하나의 참조물이 하나의 이름을 제

각각 가지고 있다(Thompson, Graham, Patterson, Sahakian, & 

Hodges, 2002). 다시 말해 보통명사의 경우 옆집 개도, 그림 책에 나

오는 개도, 진돗개도, 누렁이도 모두 ‘개’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에 

반해, 고유명사는 내 친구 김미정만이 ‘김미정’이다. ‘김미정’과 의미

적 공통성이 매우 많은 또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전혀 다

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김미정’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더라도 두 ‘김미정’ 간에는 의미적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고

유명사는 일반명사에 비해 의미정보와 음운정보의 연결이 무작위

적인 듯 보이며, 그로 인해 그 연결의 강도 또한 상대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하나의 이름이 하나의 참조물에만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매우 친밀한 주변인이 아닌 다음 그 이름이 산출될 

빈도 또한 보통명사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어휘인출 과정에서 이

전 단계의 활성화가 이후 단계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가설(Lev-

elt, 1989)은 어휘인출의 각 단계들이 언어정보처리의 네트워크망

에 의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이다. 

의미정보와 음운정보가 무작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빈도 또한 

많지 않아 활성화의 기회가 적었을 고유명사의 경우, 이전 단계인 

의미정보 활성화가 이후 단계인 음운정보 활성화를 유도할 가능성

이 보통명사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미 

활성화부터 음운 활성화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름대기 과

제에서 고유명사는 음운정보인출에 대해 더욱 부담이 큰 과제인 

듯하다. 음운적 처리는 주로 좌반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Trem-

blay, Monetta, & Joanette, 2004), 좌반구에 손상이 있는 실어증 환

자들이 음운처리에 결함을 보이고, 나아가 이들이 음운처리의 부

담이 큰 고유명사 인출에 더욱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으

로 여겨진다. 

반면 실어증 환자가 고유명사 인출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앞에서

의 연구결과들과 대조적으로, 이들이 고유명사에 대한 재인능력

(recognition)은 보존하고 있다고 밝힌 연구들 또한 찾아볼 수 있다

(Goodglass, 1980; Kim, 2017; Van Lancker & Klein, 1990; Ohnes-

orge & Van Lancker, 2001). 특히 보통명사의 재인에는 매우 어려움

이 있는 심한 전실어증 환자가 사람 이름에 대해서는 말소리와 글

자 중 어떤 자극으로 제시하여도 모두 재인이 가능하였다는 연구

결과(Van Lancker & Klein, 1990)로 인해 고유명사는 보통명사와 

재인과정이 다를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좌반구

에서 담당하는 언어재인은 보통명사라는 특정 범주에 한정된다는 

가설(McNeil, Cipolotti, & Warrington, 1994), 친밀함이라는 개인

적 경험은 우반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실어증 환자에서 주변사람 

이름의 재인능력이 보존된다는 주장(Van Lancker & Klein, 1990) 

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Kim (2017)은 실어증 환자들을 대

상으로 유명인에 대한 어휘접근 과제 실험을 실시하여, 앞에서의 

가설들과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재인은 단어를 듣거나 

보았을 때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심리적 과정인데, 이 때 떠오르

는 의미들은 다양한 양식(modality)을 가진다. 크게는 언어적 의미

와 시각적 의미로 구분될 수 있는데, 사람의 경우 얼굴, 신체적 특징 

등, 특히, 시각적 양상이 강할 것이다. 이는 시각처리를 담당하는 우

반구의 활성화, 특히, 우반구의 전두엽에서 발생하는 세타파를 촉

진하며(Kwon & Lee, 2013), 따라서 사물보다 사람 이름의 처리에 

우반구가 더욱 관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좌반구가 손상된 실어증 

환자도 사람 이름의 재인능력을 어느 정도 보존할 가능성이 있다. 

Kim (2017)은 실험항목으로 친밀한 주변인이 아닌 유명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실어증 환자에서 사람 이름의 재인능력 보존이 Van 

Lancker와 Klein (1990)의 주장처럼 개인적 경험이라는 우반구 기

능의 영향만은 아님을 밝혔다. 또한 단어의 재인에 좌반구가 범주 

특정적으로 관여한다는 McNeil 등(1994)의 다소 모호한 가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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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본 연구에서는 Kim (2017)의 제안을 토대로 좌반구 손상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간 의미처리 능력이 다른지

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명사, 특히 사람 이름의 경우 의미

처리에 시각적 활성화가 보다 동반되는지, 즉 우반구가 더욱 관여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유명사의 재인과정을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들(Kim, 2017; Van Lancker & Klein, 1990; Ohnesorge & 

Van Lancker, 2001)과 달리, 본 연구는 고유명사의 의미처리에 초점

을 두어 그것을 보통명사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때, 앞에서 언급하

였던 것처럼,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간에는 의미와 음운의 연결 강

도가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재인연구에서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방식, 즉 말소리나 글자 등의 언어자극에 대해 그것에 해당하는 참

조물을 선택하게 하는 실험과제를 사용할 경우 그 결과 해석에 제

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언어로 자극을 제시한 후 그것을 통해 

의미활성화를 파악하는 것은 두 명사 간 음운이라는 매개변수를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실험 대상자가 실어

증 환자들인 만큼, 그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운이라는 언

어적 처리의 결함이 실험 결과에 더욱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명사의 참조물에 음운 매개 없이 직

접적으로 의미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소리나 글자 대신 사

진(고유명사)과 그림(보통명사)을 자극물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가 특히 시각적 의미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진과 그

림 자극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의미처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또한 Levelt (1989)의 구어처리모델에 

의하면 의미처리를 담당하는 개념화부(conceptualization)는 아직 

언어로 형성되지 않은 개념들을 활성화시키는 전언어적(pre-ver-

bal) 단계에 해당한다. 개념화부를 언어적 의미처리 과정으로 한정

하지 않았던 Levelt (1989)의 모델에 근거하더라도, 고유명사와 보

통명사의 의미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극물로 언어 대신 그림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자극을 이용한 대표적인 의미지식 평가도구

로 국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Pyramids & Palm Trees’ (PPT; How-

ard & Patterson, 1992)를 들 수 있다. PPT는 주어진 그림 또는 단어 

자극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림을 두 개의 보기 중에서 고르

는 검사로, 각 참조물 또는 단어로부터 의미와 개념정보를 인출하

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또 다른 참조물과 연

결시키는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자극과 보기 항목들이 모두 

그림으로 제공되는 그림 하위검사의 경우 언어적 처리를 반드시 거

칠 필요가 없는 전언어적 혹은 비구어적(non-verbal) 의미지식 과

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PT의 그림 하위검사와 유사한 방

식을 활용하여,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에 대한 의미정보 연결능력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종류에 따른 의미정보 연결 수행력을 파악

하는 것과 더불어 음운정보의 처리과정까지 포함하는 어휘인출 과

제, 즉 이름대기 과제도 실시하여 과제유형에 따른 수행력 차이 또

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의미처리만을 포함하는 의미연결 과제와 의

미처리부터 음운처리까지 어휘인출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이름대

기 과제 간 수행력이 상이할 경우, 실어증 환자가 가지는 언어처리

과정의 각 단계 별 취약점의 경중도, 그리고 명사의 종류가 이에 미

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

에서는 좌반구 손상 실어증 환자들이 의미연결 과제와 이름대기 

과제에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에 대한 수행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유명사 의미연결 과제, 보통

명사 의미연결 과제, 고유명사 이름대기 과제, 보통명사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여, 실어증 집단의 수행력을 정상 집단과 비교하였

다. 또한 실어증 집단에서 각 과제의 수행력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만일 실어증 집단의 수행

력이 과제유형 및 명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면, 본 연구

결과는 뇌의 언어정보처리의 다양성, 그리고 더 나아가 실어증 환

자의 의미 및 음운능력 촉진을 위한 중재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좌반구 뇌손상으로 인해 실어증으로 진단 

받은 실어증 환자 20명과 정상 성인 20명의 총 40명이었다. 실어증

을 야기한 뇌손상은 우세반구 전체 경로에 영향을 미치며(McNeil 

& Pratt, 2001), 따라서 그로 인해 실어증 증상에 공통적인 특징인 

이름대기 장애와 의미능력 손상이 발현된다(Burke, Mackay, 

Worthley, & Wade, 199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어증 환자를 실어

증 하위유형 별로 분류하지 않고, 뇌졸중으로 인해 좌반구의 피질 

또는 피질하에 손상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실어증이 발생한 환

자 전체를 하나의 실험집단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어증 집단의 선정 기준은 첫째, 뇌졸중을 병인으로 하고, 둘째, 

좌반구 피질 또는 피질하에만 병변을 가지며, 셋째, 파라다이스·한

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Paradise Korean version-the Western 

Aphasia Battery, K-WAB; Kim & Na, 2001) 결과에 근거하여 언어

재활사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실어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로, 넷째, 발병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하였고, 다섯째, 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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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섯째, 보호자 또는 환자의 보고에 

근거하여 발병 전 오른손잡이고, 일곱째, 실어증 이외에 다른 정신

적, 신경학적 질병이 없고 청각 및 시각 기능이 정상범주에 속하는 

자였다. 선정 과정에서 경미하더라도 연구과제의 올바른 수행이 염

려될 정도의 인지능력 저하가 관찰되거나 명료도가 심하게 떨어지

는 마비말장애 또는 말실행증 동반 환자는 제외하였다. 반면 실어증

지수(AQ)가 매우 낮은 전실어증 환자는 실험대상에 포함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실어증 환자의 경우도 유명인 또는 주변 사람에 대한 

단어재인능력을 보존하고 있다는 선행연구(Kim, 2017; Ohnesorge 

& Van Lancker, 2001; Van Lancker & Klein, 1990)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실험과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험 집단인 실어증 환자들의 기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정상 집단은 첫째,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Kang, Na, & Hahn, 1997)를 

실시하여 정상 범주(연령 및 교육년수 대비 16%ile 이상)에 속하는 

자, 둘째, 언어 및 인지기능과 관련한 신경학적 손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자, 셋째, 실어증 집단과 평균연령, 교육년수 및 성별이 일치하

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실어증 집단과 정상 집단 간 연령, 교

육년수 및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Chi-

square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연령, 교육년수, 성별에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p>.05).

연구도구 

고유명사 실험과제

고유명사 항목 선정

고유명사 의미연결 및 이름대기 과제의 항목을 제작하기 위해 

Oh와 Ha (2015) 그리고 Kim (2017)의 연구의 유명인 명사목록을 

참고하였다. Oh와 Ha (2015) 그리고 Kim (2017)은 성인 및 노인 실

험대상자들이 TV 등의 각종 매체를 접한 영향이 있고,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인들로 1970년대에서 2000년대의 유명인 실험단

어를 한정하였고, 이를 위해 현대국어 사용빈도 조사(Cho, 2002), 

시사저널과 포브스 코리아의 1989-2012년 한국사회 영향력 있는 

인물 TOP 10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고빈도 고유명사 후보목록을 선

정하였다. 그 후 정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후보목록에 대한 적절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에 사용될 유명인 

목록을 최종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h와 Ha (2015) 그리고 

Kim (2017) 연구에서 중복되는 유명인을 포함한 총 40명의 유명인

을 고유명사 실험과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유명인의 직업

은 연예인(방송인) 또는 작가 15명, 운동선수 13명, 정치인 또는 사

업가 12명이었다.

이후 선정된 모든 유명인에 대해 구글 이미지 검색 등을 이용하

여 실험에 적절한 사진을 확보하였으며, 이 때 실험용 인물사진 선

택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McKenna & Warriongton, 1980). 첫째, 

사진의 인물이 명확하게 구별 가능해야 하고, 둘째, 하나의 시각적 

자극(사진)에 대해 하나의 반응(유명인 이름)만을 유도할 수 있어

야 하고, 셋째, 의상, 악세서리 등 해당 유명인에 대해 단서가 될 만

한 정보가 없어야 하고, 넷째, 과거 인물이라도 시대와 상관없이 사

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사진은 얼굴이 크게 나온 상반

신만을 포함하였고, 크기는 가로 7.58 cm와 세로 10 cm의 사이즈

로 모든 항목이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고유명사 의미연결 과제

고유명사 의미연결 과제는 제시된 유명인 사진과 의미적으로 관

련 있는 그림을 두 개의 보기 중에서 선택하는 과제이다. 관련 그림

(정답)은 유명인의 직업, 별명 혹은 대표되는 이미지로, 비 관련 그

림(오답)은 범주만 일치시키고 유명인과 연관이 없는 이미지로 설

정하였다. 본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명인과 정답에 해당하

는 목표 그림 자극 간 의미적으로 명확한 연결관계가 있어야 한다

는 점이다. 때문에 목표 그림이 해당 유명인과 의미적으로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재활사 

Table 1. Descriptive information of participants with aphasia

Number Sex Age (yr) Education (yr) POT Aphasia type AQ

  1 F 60 12 17.8 Conduction 83.0
  2 M 62 9 18.1 Global 20.3
  3 M 61 12 18.3 Global 18.9
  4 M 58 9 19.1 Conduction 72.6
  5 F 26 12 17.1 Anomic 66.3
  6 F 48 16 18.3 Conduction 69.8
  7 F 59 12 16.9 Broca 47.2
  8 M 57 14 16.6 Conduction 59.7
  9 M 66 12 15.12 Broca 52.1
10 M 63 9 18.8 Broca 38.4
11 F 57 9 17.4 Global 17.3
12 M 61 12 16.3 Wernicke 56.5
13 M 55 6 16.7 Global  7.4
14 F 79 9 16.8 Conduction 53.2
15 M 76 12 17.3 Anomic 78.6
16 M 68 6 18.9 Broca 32.4
17 M 52 9 17.9 Broca 52.0
18 F 71 9 16.5 Global 10.0
19 F 32 16 18.2 Anomic 81.4
20 F 65 12 16.1 Global 17.8

F= Female; M= Male; Pot= Post-onset time; AQ= Aphasia 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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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특정 사이트(http://nav-

er.me/Ixw7qau1)에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40개의 

항목 각각에 대해 5점 척도(1: 전혀 연관이 없다, 2: 연관이 없다, 3: 

보통이다, 4: 연관이 있다, 5: 매우 연관이 있다)에서 답변을 선택하

도록 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해 4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

며, 40개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 연관성은 4.39(범위: 4.19-5.00)였

다. 따라서 모든 항목에서 유명인과 목표 그림 간에는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유명사 의미연결 과제의 보기 그림은 보통명사 의미지식 과제

(Hwang & Pyun, 2015)의 그림작업을 하였던 동일한 일러스트레이

터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보통명사 의미지식 과제와 같은 그림 

형식으로 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모든 그림이 해당 단어

의 대표적 의미를 잘 표현해야 하는 만큼 연구자들 및 주변 언어재

활사들로부터 그림타당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 완성하였다. 모든 그림은 색상을 입혀 제작되었고, 대

표적 의미를 한 개의 사물 또는 인물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

였으나(Figure 1의 좌측 예시), 그것이 어려운 경우 두 세 개의 개념

에 해당하는 그림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씨름을 표현하기 위해 

‘샅바’만을 제작하였으나 그림타당도를 조사해 본 결과 예상과 달

리 ‘샅바’ 이외에 다양한 답변이 관찰되어, 씨름에는 ‘씨름선수’와 

‘샅바’를, 역도에는 ‘역도선수’와 ‘역기’를 그려 넣었다(Figure 1의 우

측 예시). 

전체 과제는 파워포인트 문서로 제작되었다. 상단에는 유명인 사

진을, 하단 왼쪽과 오른쪽에는 두 개의 보기 그림을 배치하였고, 보

기 그림 중 정답과 오답의 위치는 무작위로 하였다. 항목 제시 순서

는 유명인의 시대, 범주, 한글 자음, 고빈도 순서와 무관하게 무작위

로 제시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고유명사 의미연결 과제의 예시는 

Figure 1과 같다.

고유명사 이름대기 과제

고유명사 이름대기 과제는 아무런 단서 없이 유명인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과제이다. 목표어가 고유명사 의미연결 

과제의 자극어(유명인)와 동일하기 때문에, 고유명사 의미지식 과

제와 동일한 유명인 사진 자극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단서가 제공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지식 과제와 달리 보기 그림 없이 화면 전체

에 유명인 사진 한 장만 제시되어 있다.

보통명사 실험과제

보통명사 의미연결 과제

보통명사 의미연결 과제는 Hwang과 Pyun (2015)이 개발한 의미

지식 검사(가칭 “토끼와 거북이 검사”)의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였

다. Hwang과 Pyun (2015)의 의미지식 검사는 국외에서 널리 사용

되는 의미지식 검사인 Pyramids and Palm trees test (Howard & 

Patterson, 1992), The Camel and Cactus test (Bozeat, S., Lambon 

Ralpha, M. A., Patterson, K., Garrard, P., & Hodges, J. R., 2000) 등

을 참고하여 한국의 문화와 실정에 맞게끔 항목과 그림을 개발하

고, 정상인 및 뇌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작업을 마친 국내 

최초의 의미지식 검사도구이다. 해당 검사는 그림 의미지식 검사와 

단어 의미지식 검사의 두 가지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선행연구들(Cho, Ha, Hwang, & Pyun, 2015; Ryu, 2018; Kim 2018)

에서 일반 아동, 단순언어장애 아동, 실어증 환자 등 다양한 유형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그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 아직 출판 전이

Figure 1. The examples of the semantic task of proper no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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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표준화 작업에서 사용하였던 검사틀과 기

록지를 참고하여, 그림 의미지식 하위검사의 전체 60개 항목 중 40

개를 본 연구의 의미연결 과제 항목으로 사용하였다. 선정된 항목

의 범주는 자연물 18개(장미꽃, 사슴, 파인애플, 무궁화, 포도, 펭귄, 

갈매기, 늑대, 토끼, 옥수수, 금붕어, 당근, 호박, 소나무, 벌, 손, 바나

나, 귀), 인공물 16개(침대, 드라이버, 한복, 망치, 버스, 텔레비전, 소

파, 톱, 기차, 우산, 엘리베이터, 탬버린, 칼, 책상, 싱크대, 도끼), 추상

물 6개(의사, 요리사, 수영, 농부, 권투, 스키)였다. 

고유명사 의미연결 과제 방식과 동일하게 상단에는 보통명사에 

해당하는 사물, 사람 등의 그림을, 하단 왼쪽과 오른쪽에는 두 개의 

보기 그림을 배치하였고, 보기 그림 중 정답과 오답의 위치는 무작

위로 하였다. 항목 제시 순서는 단어의 빈도와 범주와 무관하게 무

작위로 제시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보통명사 의미연결 과제의 예시

는 Figure 2와 같다.

보통명사 이름대기 과제

보통명사 이름대기 과제는 아무런 단서 없이 그림을 보고 그 그

림에 해당하는 이름을 말하는 과제이다. 목표어가 보통명사 의미연

결 과제의 자극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의미지식 과제의 자극어 그

림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단서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

에, 의미지식 과제와 달리 화면 전체에 보기 그림 없이 자극 그림 한 

장만 제시되어 있다. 고유명사 이름대기의 경우 목표 단어인 유명인 

이름이 모두 3음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명사도 가급적이

면 3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여 2음절 또는 3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를 주로 선

택하였고, 1음절, 4음절, 5음절 단어도 일부 포함하였다. 최종 선택

된 전체 40개 단어의 평균 음절길이는 2. 25(표준편차 0.88)이었다.

연구절차

본 실험에 앞서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절차 상의 문제가 없는지

를 점검하기 위해, 청년층(25세), 중년층(45세), 노년층(62세) 각각 1

명씩, 총 3명의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 없이 본 연구의 실험과제만을 진행하는 데에 대상자 1명 당 20

여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름대기 후 의미연결 과제를 실시하였

는데, 이는 의미연결 과제를 먼저 실시할 경우 보기로 제시된 관련 

또는 비 관련 그림이 해당 어휘의 인출에 촉진 또는 방해효과를 일

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예를 들어, 고유명사를 먼저 

실시한 경우 고유명사 이름대기, 보통명사 이름대기, 고유명사 의미

연결, 보통명사 의미연결 순으로, 보통명사를 먼저 실시한 경우는 

보통명사 이름대기, 고유명사 이름대기, 보통명사 의미연결, 고유명

사 의미연결 순으로 과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로 진행한 예비

실험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실험도 이

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은 조용한 환경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였고, 사전검사를 

모두 마친 후 실험과제를 실시하였다. 실험과제 제시 순서에 의한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각 집단에서 대상자 10명은 보통명사 과제

를, 나머지 10명은 고유명사 과제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였다. 실험

이 시작되기에 앞서 명사종류 별 2개의 연습문항을 먼저 실시하였

고,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들의 모든 반응을 I-Phone 6S에 

녹음하면서 반응기록지에 기록하였다. 실험 순서는 예비실험과 동

일하였다. 이름대기 과제에서는 사진 또는 그림을 보자마자 곧바로 

해당 이름을 말하여야 한다. 그러나 즉시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 대

Figure 2. The examples of the semantic task of common nouns (from Hwang & Pyu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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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반응을 15초까지 기다렸으며, 자가수정(self-correction) 시 

마지막 반응을 기록하였다. 의미연결 과제에서는 고유명사 사진 또

는 보통명사 그림과 함께 보기 그림이 하나의 화면에 동시에 제공된

다. 대상자는 해당 화면을 보면서 제시된 고유명사 또는 보통명사

와 의미적으로 가장 관련이 있는 그림을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손

으로 가리켜야 한다. 이 때에도 대상자의 반응을 15초까지 기다렸

으며 자가수정 시 마지막 반응을 기록하였다.

자료분석 및 통계분석

의미연결 과제는 의미적으로 연관 있는 정답 그림을 선택한 경우

에만 정반응으로 점수화하였고, 각 문항 당 1점씩, 명사종류(고유명

사, 보통명사) 별 각각 40점 만점이 되도록 하였다. 이름대기 과제는 

사진 또는 그림을 보고 정확한 이름을 답한 경우에만 정반응으로 

점수화하였고, 마찬가지로 각 문항 당 1점씩, 명사종류(보통명사, 고

유명사) 별 각각 40점 만점이 되도록 하였다. 마비말장애 또는 말실

행증으로 인해 경미한 말소리 오류를 보인 경우, 방언을 사용한 경

우 등은 무시하였으나, 명백한 음소착어는 오반응으로 처리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 23.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

ence)을 사용하였다. 모든 변수 간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각 과제유형 또는 명사종류 별로 반복적으로 집단 간 비교

를 실시하는 대신 모든 변수를 한꺼번에 투입한 후 혼합설계에 따

른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집단(실어증 집단, 정상 집단) 간 과

제유형(의미연결 과제, 이름대기 과제) 및 명사종류(고유명사, 보통

명사)에 따른 통계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1피험자 간-2피험자 내 

혼합설계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상호작

용 효과에서는 COMPARE syntax를 입력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

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실어증 집단에서만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상 집단의 경우 네 가지 실험과제 모두에서 별 어려움

이 없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실어증 집단에서 네 가지 실험과제 점수 간 Pearson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집단 간 과제유형 및 명사종류에 따른 정반응 수행력

과제유형 및 명사종류에 따른 각 과제 별 두 집단의 정반응 점수

는 Table 2와 같다. 정상 집단은 네 과제 모두에서 거의 만점(40점)

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큰 어려움 없이 모든 과제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실어증 집단은 정상 집단보다 모든 과제에서 수행

력이 낮았는데, 의미연결 과제보다 이름대기 과제를 더 어려워하였

다. 실어증 집단에서 명사종류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의미연결 과제의 경우 보통명사보다 고유명사를 더 잘했던 것에 반

해, 이름대기 과제에서는 그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차이(F(1,38) =  

63.511, p< .001) 및 과제유형에 따른 차이(F(1,38) =76.199, p< .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명사종류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1,38) = .448, p>.05). 즉, 실어증 집단은 정상 집단보다 점수

가 유의하게 떨어졌고, 이름대기 과제가 의미연결 과제보다 유의하

게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사종류와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F(1,38) = .177, p>.05), 과제유형과 

집단 간(F(1,38) =5.720, p< .001), 명사종류와 과제유형 간(F(1,38) =  

12.177, p< .01), 그리고 명사종류, 과제유형과 집단 간(F(1,38) =11.717, 

p< .01)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유의한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과제유형

의 경우 실어증 집단은 이름대기 과제를 의미연결 과제보다 유의하

게 어려워하였으나(p< .001) 정상 집단은 두 과제 간 수행력 차이가 

없었고(p>.05), 명사종류의 경우 의미연결 과제에서 고유명사가 보

통명사 점수보다 유의하게 좋았으나(p< .01) 이름대기 과제에서는 

두 명사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05). 집단, 명사종류, 과제

유형 간 3요인 상호작용효과에 대해서는, 실어증 집단의 의미연결 

과제에서 고유명사의 점수가 유의하게 좋았던 반면(p< .01), 실어

증 집단의 이름대기 과제 및 정상 집단의 이름대기와 의미연결 과

제에서는 명사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실어증 

집단의 경우 이름대기 과제에서 명사종류 간 차이가 평균적으로는 

매우 두드러졌는데, 이는 이름대기 과제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3요인 상호작용효과

의 결과를 정리하면,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간 유의한 차이는 실어

증 집단이 의미연결 과제를 수행할 때에만 드러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Figure 3).

실어증 집단에서 각 과제 수행력 간 상관관계

실어증 집단에서 명사종류 및 과제유형에 따른 네 가지 실험과

제의 수행력 간 상관관계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과제 간 상관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cores in the experimental tasks

Aphasic (N= 20) Normal (N= 20)

The semantic task of proper nouns 33.60 (7.12) 39.60 (0.60)
The semantic task of common nouns 31.55 (7.76) 39.70 (0.57)
The naming task of the proper nouns  15.15 (11.38) 39.55 (0.89)
The naming task of common nouns  18.30 (11.77) 39.70 (0.7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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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5, p< .01) (Table 3). 상관계

수에 대해서는 의미연결 과제의 경우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간 .935

의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의미연결과 이름대기 과제 간에는 

보통명사-고유명사, 고유명사-고유명사 사이에 상관계수가 .532와 

.579로 그 정도가 가장 낮았다. 그 밖에 나머지 과제 간에는 상관계

수 .675부터 .795 사이로, 상관 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좌반구 손상 실어증 환자와 정상 성인들을 대상

으로 의미연결 과제와 이름대기 과제에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에 

따라 수행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집단 간 차이 

및 과제유형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명사종류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명사종류와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과제유형과 집단 간, 명사

종류와 과제유형 간, 그리고 명사종류, 과제유형과 집단 간 상호작

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정상 집단의 경우 어려움 없이 모든 과

제를 수행하여 네 과제 모두에서 평균적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

를 받았기 때문에(Table 2 참고),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던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 보다는 집단 내 및 집단 간 변수들의 상호

작용효과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실어증 집단에서 이름대기 과제의 수행력이 의미연결 과제

의 수행력보다 유의하게 떨어졌다. 서론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이름

대기는 의미부터 음운까지의 언어의 전 처리과정을 요구하는 과제

로, 의미연결 과제와 달리 음운처리의 부담감이 더해져 과제 수행

력이 급격하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음운처리는 좌반구에서 주

로 담당하기 때문에(Tremblay, Monetta, & Joanette, 2004), 좌반구

가 손상된 실어증 집단에서 음운처리과정을 포함하는 이름대기의 

수행력이 유의하게 떨어진 것은 타당한 결과로 여겨진다. 더불어 이

름대기 과제에서 보통명사보다 고유명사의 점수가 평균적으로 낮

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로 인해(Table 2), 고유명사 인출은 음운정보 

처리능력을 더욱 요구하는 과제(Oh & Ha, 2015)임을 다시 한 번 확

인할 수 있었다. ‘음운처리’는 매우 광범위한 용어로, 그 손상은 다

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베르니케 실어증의 경우 어휘집에서 

음운표상 인출에 실패하여 신조어의 형태로 단어를 산출할 수 있

고(Goddglass, 1980), 전도 실어증의 경우 음운단기기억력의 손상

으로 들었던 발화를 똑같이 따라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고

(Goodglass & Kaplan, 1983), 브로카 실어증의 경우 음운부호화

(phonological encoding)의 결함으로 구어산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Nixon, Lazaroya, Hodinott-Hill, Gough, & Passingham, 

2004). 좌반구 내 특정 국소영역에서 특정 음운처리기능을 담당할 

수는 있지만, 의사소통활동에서 요구되는 음운처리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실어증 유형 및 좌반구 뇌손상 영역에 따라 ‘음운

처리’의 과정에서 나타난 손상이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음운

처리에 취약점을 보이고, 그로 인해 본 연구에서도 실어증 환자들

이 고유명사 인출에 가장 큰 어려움을 보였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실어증 집단에서 의미연결 과제 수행 시 고유

명사의 점수가 보통명사보다 유의하게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좌반구가 손상된 실어증 환자에서 고유명사의 의미적 처

리는 손상되지 않은 우반구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들

(Chiarello, 1991; Kim, 2017; Ohnesorge & Van Lancker, 2001)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우반구가 고유명사의 의미처리를 담당하는 

이유로, 유명인의 경우 의미정보에 시각적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이라는 Kim (2017)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

Table 3. The correlation among four tasks in the aphasic group

The semantic task The naming task

Proper 
nouns

Common 
nouns

Proper 
nouns

Common 
nouns

The semantic task
   Proper nouns
   Common nouns .935**
The naming task
   Proper nouns .579** .532*
   Common nouns .675**  .720** .795**

*p < .05, **p < .01.

Figure 3. The semantic and naming task performances by noun types in apha-
sic and normal groups.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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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여기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보통명사보다 고유명사 과제 

점수가 유의하게 높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정상 집단보다는 그 수행

력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본 연구의 의미연결 과제가 언어

적 처리과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는 비구어적 그림 과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실어증 환자들이더라도 손상되지 않은 우반구 기

능 즉, 양호한 시각적 처리능력을 활용하여 충분히 정상인들만큼 

과제를 수행할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으나 연구결과 그러지 못

하였다. 의미처리는 좌반구 또는 우반구가 전적으로 관여하여는 것

이 아니라 좌반구와 우반구가 연합적으로 관여한다는 선행연구

(Chiarello, 1985; Chiarello, Burgess, Richards, & Pollock, 1990; 

Michimata & Hellige, 1987), 언어적 의미정보와 시각적 의미정보

가 서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가설(Warrington & Shallice, 

1984) 등을 상기할 때, 고유명사의 경우도 이에 예외가 아닐 수 있

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리하면 실어증 환자들이 고유명사의 의

미처리에 양호한 시각기능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음은 틀림없지

만, 의미처리에 있어 그것이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시각적 자극일지

라도, 언어의 영향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듯하다. 이는 우반

구 기능을 보존하고 있는 실어증 환자에서 의미연결 과제의 수행

이,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각적 활성화를 통해 고유명사에서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상인 집단에 비해 어려움을 보인 

것은 우반구의 독립적인 역할만으로는 과제 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실어증 집단의 의미연결 과제에서 고유명사와 보통

명사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고유명사의 점수가 보통명사보다 

월등히 높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방법 상의 제한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고유명사 의미연결 과제에서 자극물은 유명인의 사진이었

으나, 보기 항목들은 유명인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혹은 없는 

보통명사들(마이크, 청진기)에 대한 그림이었다(Figure 1). 즉, 고유

명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통명사

에 대한 의미처리능력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보통명

사의 의미처리를 좌반구의 기능으로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Chi-

arello, 1991; McNeil et al., 1994)에 근거할 때, 이러한 과제의 방법적 

특성이 손상된 좌반구에 부담을 주었고, 그로 인해 명사종류 간 수

행력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실어증 집단에서 모든 과제 수행력 간 유의

한 상관이 있었는데, 그 중 동일한 과제유형인 의미연결 과제 내에

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간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 = .935, Table 3). 실어증 환자들에서 손상된 언어기능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각 하위 언어 영역 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기도 한

다. 또한 실어증 환자의 경우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어증 환

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그 증상의 보편적 양상을 찾기란 쉽

지 않다. 이와 같은 실어증 집단의 특성 상 행동실험에서 상관계수 

.935는 매우 높은 수치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손상된 좌

반구가 전적으로 의미처리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시각

적 의미연결 과제의 의미처리에 손상되지 않은 우반구가 중요한 역

할을 하였기 때문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동일한 품사인 고유명사 내에서 의미연결 과제와 이름대기 과

제 간 상관은 그리 높지 않았다(r= .579, Table 3). 서론에서 언급하

였듯이, 고유명사는 어휘적 특성 상 의미정보와 음운정보 간 연결 

강도가 보통명사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실어증 환자에 

따라 의미 또는 음운단계의 선택적 손상 또는 보존의 가능성을 생

각해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을 수 있다. 

덧붙이자면 고유명사는 보통명사에 비해 의미와 음운적 처리능력

을 좀 더 분리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즉, 고유명사는 좌반구 손상 실어증 환자에게 의미적으로는 쉬

우나 음운적으로는 어려운 단어인 반면, 우반구 손상 환자의 경우 

그 반대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고유명사는 의사소

통장애 환자에게 매우 유용한 평가 또는 중재 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실어증 환자의 어휘중재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언어기능이 손상된 실어증 

환자일지라도 고유명사, 특히 사람에 대한 의미정보는 상대적으로 

보존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미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보통

명사보다 고유명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도가 심

한 환자의 경우 사진 또는 그림과 같은 비구어 시각 자극을 활용하

여 해당 참조물에 대한 의미 활성화를 유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상되지 않은 전언어적 단계의 활성화

가 이후 손상된 언어 단계의 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Levelt, Roelofs, & Meyer, 1999)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

러나 고유명사에 대한 의미의 촉진이 바로 어휘인출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듯하다. 어휘인출의 경우 고유명사보다 보통명사를 활용

하는 것이 즉각적인 효과를 유도하기에 더 용이할 수 있으며, 고유

명사에 대한 인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음운정보를 촉진하기 위

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좌반구 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한 병소에 따라 이와 같은 가설에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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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실어증 집단과 정상 집단 간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의 이름대기 및 의미연결 수행력 비교 

신재민1·하지완2·황유미3·편성범4

1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언어치료학과, 2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3고려대학교 융합뇌신경연구소, 4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좌반구 손상 실어증 환자와 정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의미연결 과제와 이름대기 과제에서 고유명사와 보

통명사에 따라 수행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방법: 좌반구 손상 실어증 환자와 정상 성인 각 20명을 대상으로, 고유명사 의미

연결, 보통명사 의미연결, 고유명사 이름대기, 보통명사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여 정반응 점수를 비교하였고, 실어증 집단에서 각 과제

의 수행력 간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결과: 집단 간 차이 및 과제유형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명사종류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명사종류와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과제유형과 집단 간, 명사종류

와 과제유형 간, 그리고 명사종류, 과제유형과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실어증 집단에서 모든 과제 수행력 간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그 중 고유명사 의미연결 과제와 보통명사 의미연결 과제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실어

증 집단에서 의미연결 과제 수행 시 고유명사의 점수가 보통명사보다 유의하게 좋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고유명사의 경우 우

반구의 기능, 즉 시각정보의 활성화가 의미처리에 관여할 가능성, 그로 인해 좌반구가 손상된 실어증 환자가 손상되지 않은 우반구를 

활용하여 고유명사 의미처리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어: 좌반구 손상, 실어증, 의미연결, 이름대기, 보통명사, 고유명사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No. 2014005)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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