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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naming performance of persons 
with aphasia (PWA) by presentation mode and verb argument structure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can predict the severity of aphasia.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6 aphasia patients and 16 normal individuals who were matched in age and years of 
education. Verbs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one-place unergative, one-place un-
accusative, two-place, three-place according to the argument structure, and were pre-
sented in static and dynamic modes. The correct responses of the participants were calcu-
lated and converted into accuracy (%). Results: The PWA showed significantly lower per-
formance than the control group on the verb naming task.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verb naming task by verb argument structure and presentation 
mode, however PWA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performance on one-place unaccu-
sative and two-place verbs in both presentation modes. Among the variables by presenta-
tion mode and verb argument structure, the most predictive variables for severity of apha-
sia were one-place unergative and unaccusative verb in static mode which predicted the 
severity of aphasia at a rate of approximately 57.9%. For the dynamic mode, one-place un-
accusative verbs were the most predictive variable for severity of aphasia and it predicted 
severity of aphasia 80.9% of the time.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PWA had 
more difficulties in naming verbs than the control group and were affected by presenta-
tion mode for verb naming tasks. The severity of aphasia was predicted by computational 
load of passive structure process from object movement on one-place unaccusative v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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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aphasia)은 정상적 언어습득을 거친 후 뇌손상으로 인하

여 언어의 표현 또는 이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결함을 나타내는 

언어장애를 말한다(McNeil & Pratt, 2001). 실어증 환자는 특히 어

휘 인출(word retrieval)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Berndt, 

Mitchum, Haendiges, & Sandson, 1997; Zingeser & Berndt, 1990). 

이로 인해 이름대기 장애가 나타나며 의미 또는 음소 착어, 대치, 에

둘러 말하기, 문법 오류 등의 표면적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Dorze 

& Nespoulous, 1989; Raymer, Kohen, & Saffell, 2006). 실어증 환자

의 어휘 인출 손상을 품사에 따라 비교해 보면 명사보다 동사에서 

결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Hillis & Caramazza, 1991; Jonkers & 

Bastiaanse, 1998; Kim & Thompson, 2000; Luzzatti et al., 2002; 

Mätzig, Druks, Masterson, & Vigliocco, 2009; Zingeser & Berndt, 

1990). 실어증 환자들이 명사에 비해 동사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이

유는 동사는 명사에 비해 추상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

우가 많아 의미론적 처리가 요구되며, 시제 변화, 주어 일치와 같은 

형태론적 처리가 필요하고, 동사에 따른 적절한 논항의 산출과 같

https://doi.org/10.12963/csd.20689

Original Article
Commun Sci Disord 2020;25(2):399-410ISSN 2288-0917 (Online)



https://doi.org/10.12963/csd.20689400    https://www.e-csd.org

Hyesoo Yoon, et al.  •  Argument Structure and Presentation Mode Effects on Verb Production

은 구문론적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Bird, Howard, & 

Franklin, 2003; Druks, 2002; Kim & Thompson, 2000). 그러나 

Bates, Chen, Tzeng, Li 그리고 Opie (1991)는 명사에 비해 동사 산

출이 더 손상된 브로카 실어증 환자와 달리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

는 동사보다 명사에서 어휘 산출의 결함이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

으나, Hyun, Kim, Shin 그리고 Seo (2003)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

는 동사와 명사에서 모두 어휘 산출이 손상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즉 실어증 유형에 따른 동사 및 명사 산출에 상대적인 결함 여부

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특정 실어증 유형이 특정 

품사의 산출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기에는 연구 결과가 

비일관적이다. 또한, McNeil과 Pratt (2001)은 실어증 유형과 병소 

부위에 따라 특정 언어증상 출현 여부의 기준을 정의하는 것에 문

제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어증 유형 및 병소 부

위에 따른 분류보다는 실어증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동사 산출에

서 보이는 특징을 논항구조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논항구조는 신경언어장애군의 동사 산출 수행력을 설명할 수 있

는 동사의 중요한 구조적 측면으로(Sung & Kwag, 2012) 문장을 구

성하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과 그 논항들의 의미역 집합을 의

미한다(Nam, 2007). 논항의 수는 동사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1항 동사는 하나의 논항을 필요로 하는 동사로, 비능격 동사

는 ‘남자가 뛰다.’와 같이 행위자(남자) 하나를 필요로 하며, 비대격 

동사는 ‘얼음이 녹다.’와 같이 하나의 대상(얼음)을 주격 논항으로 

필요로 하는 동사이다. 2항 동사 ‘먹다’는 ‘동생이 밥을 먹다.’와 같

이 행위자(동생)와 대상(밥)이라는 두 개의 논항을 필요로 하며, 3

항 동사인 ‘주다’는 ‘아빠가 엄마에게 선물을 주다.’와 같이 행위자

(아빠)와 대상(선물), 수여자(엄마)라는 세 개의 논항을 필요로 한

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실어증 환자의 동사 논항에 따른 산출 능력

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Kim과 Thompson (2000)은 미국 실어증 환

자들의 동사 산출 능력이 1항 동사, 2항 동사, 3항 동사 간 유의한 차

이를 보이며, 논항 증가에 따라 결함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영

어권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다양한 언어권에서

도 동사 논항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사 산출에 어려움이 나타났

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De Bleser & Kauschke, 2003; Jonkers & 

Bastiaanse, 1996; Kemmerer & Tranel, 2000; Kim & Thompson, 

2000; Luzzatti et al., 2002; Thompson, Lange, Schneider, & Shap-

iro, 1997).

한편, 국내 실어증 환자들의 동사 산출 능력은 3항 동사에서 유

의하게 어려움이 나타났으나 1항 동사와 2항 동사 간 유의한 차이

는 없었으며, 1항 비능격 동사에 비해 1항 비대격 동사에서 결함이 

나타났다(Kim, 2006; Sung, 2016; Yang, 2016). 영어는 동사에 따라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문장 구성 성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

며, 이 중 하나의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 불완전한 문장으로 여겨진

다. 반면 한국어는 동사 외의 성분을 생략하여도 문장이 성립되는 

특성이 있어, 영어와 비교했을 때 논항 수에 따른 구분이 상대적으

로 명확하지 않아 1항 동사와 2항 동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Kim, 2006; Sung, 2016; Yang, 2016). 실어

증 환자들이 비능격 동사에 비해 비대격 동사의 산출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연구는 대부분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의견이 일치하였

다(Kegl, 1995; Kim, 2006; Sung, 2016; Thompson, 2003; Yang, 

2016). 이는 비대격 동사의 경우, 아래의 (a)와 (b)와 같이 심층구조

(deep structure)의 목적격에 해당하는 의미역이 표층구조(surface 

structure)에서 주격으로 이동하는 통사적 처리 과정에서 논항 이

동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어순이 도치되고(Kegl, 1995; Sung & 

Kwag, 2012) 상태사건이 부각되는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비능격 

동사보다 어려움이 증가하게 된다(Yang, 2016).

(a) 한국어

심층구조: e 얼음 녹았다.

표층구조: 얼음(이) 녹았다.

(b) 영어

심층구조: e melted [the ice].

표층구조: the ice melted.

실어증 환자의 동사 산출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들은 다

양한 자극을 사용해왔다. 실어증 환자 등 다양한 신경언어장애군

의 동사 산출을 알아보기 위해, 애니메이션 또는 비디오를 자극으

로 사용하거나(Kim, 2006; Pashek & Tompkins, 2002; Sung, 2016) 

그림으로 제시하여 왔다(Druks, 2002; Hyun et al., 2003; Zingeser 

& Berndt, 1990). 하지만 자극유형에 따른 동사 산출의 차이를 비교

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Blankestijn-Wilmsen et al. (2017)은 실어증 

환자에게 정적 자극으로 사진을 제시하고 동적 자극으로 비디오를 

제시하여 고빈도와 저빈도로 구성된 동사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

였을 때, 동적 자극에서 더 높은 수행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Druks와 Shallice (2000)는 실어증 환자에게 정적 자극으로 그림을 

제시하고 검사자의 실제 동사 재현을 동적 자극으로 제시하여 20

개의 자동사와 40개의 타동사로 구성된 동사 이름대기 과제의 수

행을 비교하였으며, 검사자가 동작을 직접 재현하였을 때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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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력을 보였다고 하였다. 반면 11명의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를 실시한 Berndt et al. (1997)은 정적 자극으로 그림을, 동적 자극

으로 비디오를 제시하여 비다의동사(unambiguous verb)로 구성된 

동사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자극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자극의 제시 유형에 따라 동사 산출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은 

실어증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언어장애군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전두측두치매(Fronto Temporal Dementia) 환자를 대상으로 

한 d’Honincthun와 Pillon (2005)의 연구에서는 사진으로 정적 자

극을 제시하여 명사와 동사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였을 때, 명사

보다 동사 산출에 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비디오로 동적 자극

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정적 자극 제시 조건보다 동사 이름대기 수

행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명사 이름대기 수행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알츠하이머형 치매(Dementia of Alzheimer’s 

Type) 환자를 대상으로 한 Fung et al. (2001)의 연구에서도 정적 자

극인 그림보다 동적 자극인 애니메이션 조건에서 대상자들의 동사 

이름대기 수행력이 더 높았으며, 명사보다 더 높은 수행력을 보였

다. 반면 뇌혈관 질환(cerebrovascular disease), 종양절제술(begin 

tumor resection) 등으로 인한 다양한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Tranel, Manzel, Asp 그리고 Kemmerer (2008)의 연구에서는 자극

에 따른 동사 산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동적 자극인 

비디오보다 정적 자극인 사진에서 높은 수행력이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한국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동사 논항구조에 대한 연구는 시

도되어 왔지만, 동사 자극 제시 유형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Choi와 Sung (2014)은 정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그림과 애니메이션

을 사용하여 자극유형 및 동사 논항구조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자극유형에 따라 동사 논항 별 이름대기 수행력의 차이를 나

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극유형이 실어증 환자의 동

사 산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사 논항구조에 따른 실어증 환자의 동사 

산출 능력이 정적 및 동적 자극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정상 성인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파라다이스 한국판 웨스

턴 실어증검사 개정판(Paradise Korean version the Western Apha-

sia Battery Revised, PK-WAB-R; Kim & Na, 2012)의 실어증 지수

(Aphasia Quotient, AQ)에 따른 실어증 중증도를 예측할 수 있는 

논항구조를 자극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실어증 환자 16

명과 정상 성인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실험내용 및 절차, 소요 시간 등을 안내한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with aphasia

No. Gender Age 
(yr)

Education 
(yr)

Post onset 
(yr) Type of aphasia

PK-WAB-R

AQ Fluency Comprehen-
sion Repetition Naming

  1 F 51 16 2 Anomic 91.3 9 8.45 9.8 9.4
  2 M 61 12 5 Conduction 70.2 9 6.6 3.4 8.1
  3 F 41 16 1 Conduction 72.6 8 6.8 5 8.5
  4 M 64 12 5 Anomic 76.1 6 7.65 8.8 8.6
  5 M 60 12 13 Anomic 87.1 9 9.05 7.7 8.8
  6 M 69 6 14 Anomic 89.8 9 8.6 10 8.3
  7 M 54 16 7 Broca 68.3 3 8.85 5.6 8.7
  8 F 63 12 2 Anomic 90.1 9 8.35 9.8 8.9
  9 M 67 12 10 Transcortical motor 64.1 4 7.45 8.4 7.2
10 M 72 12 5 Anomic 90.6 9 8.6 9.6 9.1
11 M 45 16 8 Anomic 83.2 8 8.6 8.4 8.6
12 F 58 12 9 Transcortical sensory 60.1 5 6.25 7.6 6.2
13 M 56 16 2 Anomic 85.2 8 8.9 9 8.7
14 F 66 12 12 Anomic 86.2 6 9.6 9.4 9.1
15 M 31 16 5 Broca 58.8 4 7.9 4 7.5
16 M 72 16 10 Anomic 90.5 9 8.25 9.5 9.5

PK-WAB-R= Paradise Korean version the Western Aphasia Battery Revised (Kim & Na, 2012); F= Female; M= Male; AQ= Aphasia 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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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서면으로 서명동의를 받았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 No. ewha-201910-0002-01).

실어증 환자는 (1) 좌뇌 피질 및 피질하 부위의 뇌졸중으로 인해 

언어장애를 보이는 자, (2) 파라다이스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검사 

개정판(Paradise Korean version the Western Aphasia Battery Re-

vised, PK-WAB-R; Kim & Na, 2012) 검사 결과 실어증으로 진단된 

자, (3) 발병 이전에 뇌손상 및 기타 신경학적 질환이 없다고 보고된 

자, (4) 연령과 교육수준의 차이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75세 이하이며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를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실어증 환자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정상 성인은 (1) 실어증 환자 집단과 평균 연령 및 평균 교육년수가 

일치하는 자, (2)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

amination; Kang & Na, 2003) 실시 결과가 연령 및 교육년수에 비해 

16%ile 이상으로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Kang, 2006), (3) 언어 및 

신경학적 손상, 병력이 보고되지 않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 자가보고를 통해 시력

과 청력에 이상이 없는 자로 선정하였으며, 오른손잡이를 대상으

로 하였다.

집단 간 연령과 교육년수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

기 위하여 각각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연령 및 

교육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두 집단 간 

연령 및 교육년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실험 자극 

동사 선정

목표 동사는 1항 비능격 동사, 1항 비대격 동사, 2항 동사, 3항 동

사로 구분하였다. 각 논항별 10개씩 총 40개의 동사를 선택하였다. 

목표 동사는 국내의 성인 실어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동사 산

출 및 중재 관련 연구 중 동사 목록이 제시된 논문 13편과『현대 한

국어의 어휘빈도』(Seo, 1998)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동사의 선정 기준은 (1)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한 동사로 선정하였

으며, (2) 인지, 심리 및 감정 동사와 ‘명사+하다’ 형태의 동사를 제외

하였고, (3) 2-3음절 동사이며, (4)『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Seo, 

1998)에 따라 빈도 수 100 이상의 고빈도 동사 및 1,000 이상의 최

고빈도 동사를 선정하였다.

동사 논항구조에 따라 어휘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논항구조 간 어휘 빈도수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3,27) = .753, p= .530). 실험에 사용

한 동사 목록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자극 제작

목표 동사의 자극 제작 전 평균연령 27.4세(24-34세)의 청년층 39

명(남자 12명, 여자 27명)에게 목표 동사와 관련된 행위자, 대상, 수

여자를 쓰도록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응

답한 모든 행위자, 대상, 수여자를 정리하여 동사별로 가장 많이 언

급된 답변을 바탕으로 자극 제작을 기획하여 전문 업체에 의뢰하

였다. 자극의 제작 과정에는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언

어치료사 3명과 언어병리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그림에 대한 논의

를 거쳐 수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극은 흑백선화 그림으로 

제작하였다. 정적 자극은 동적 자극 제작에 사용된 프레임들 중 목

표 동작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는 프레임을 한 

컷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동적 자극은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9-10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GIF 파일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

으며, 모든 동사의 동작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한 번만 제시

되도록 제작하였다. 자극 예시는 Appendix 2와 같다.

 

연구 절차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는 정적 자극으로 제시된 동사 이름

대기 과제와 동적 자극으로 제시된 동사 이름대기 과제를 한 번씩 

수행하였다. 자극유형에 따른 순서효과(order effect)를 방지하기 

위해 역균형화(counter balancing)하여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집단 내 절반의 대상자는 정적 자극으로 구성된 과제를 먼

저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대상자는 동적 자극으로 구성된 과제를 

먼저 실시하였다. 또한 먼저 실시된 과제가 후속 과제의 단서가 되

어 동사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 과제 사이에 

30분의 시간을 두었다. 각 자극유형 별 동사 이름대기 과제에서 단

어는 무작위 배열로 제시되었으며, 같은 논항의 단어가 3회 이상 연

속되어 제시되지 않도록 하였다. 모든 검사를 마친 후, 순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각 집단 내 정적 자극이 먼저 제

시된 8명의 평균과 나중에 제시된 8명의 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지 확인하였으며, 동적 자극에 대해

서도 동일한 과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 내 자극유형 별 

제시 순서에 따른 수행력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5) 순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Participants’ age and education

Variable NC (N= 16) PWA (N= 16) t

Age  58.81 (11.53)  58.13 (11.51) -.169
Education 12.88 (2.63) 13.38 (2.80) .52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NC= Normal controls; PWA= Persons with aph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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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및 동적 자극은 검사자의 노트북 화면을 통해 제시되었으

며, 과제를 시작하기 전 “지금부터 화면에 보이는 그림에서 사람이

나 사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라고 지시사항을 말

하고 세 개의 연습 문항을 먼저 실시하여 과제를 숙지시킨 후 본 실

험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정반응한 문항은 1점, 오반응한 문항은 0

점으로 계산하였다. 정반응의 기준은 목표 동사를 산출한 경우, 목

표 동사와 의미관련 반응을 산출한 경우(예: 달리다→뛰다), 목표 

동사를 어간으로 취하는 복합 동사를 산출한 경우(예: 달리다→달

리고 있네)를 정반응으로 하였다. 그 외의 반응(예: ‘-하다’) 및 모른

다고 대답한 경우, 무반응을 보인 경우는 오반응으로 하였다.

동사의 논항에 따른 정반응한 문항의 수를 총 문항 수 10으로 나

눈 후 100을 곱하여 정반응률(%)을 계산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처리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집단(실어증 환자 vs. 정상 성인) 

간 자극유형(정적 자극 vs. 동적 자극)에 따른 동사 논항(1항 비능

격, 1항 비대격, 2항, 3항) 별 이름대기 과제의 수행력 차이를 보기 

위해 삼원혼합 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

다. (2) 자극유형에 따른 동사 논항 별 이름대기 과제의 수행력과 실

어증 중증도 간 예측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

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집단 간 자극유형 및 동사 논항구조에 따른 이름대기 

정반응률 차이 분석

자극유형 및 동사 논항구조에 따른 이름대기 정반응률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삼원혼합 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정적 자극 및 동적 자극 모두에서 

실어증 집단에 비해 정상 집단이 동사 논항에 따른 이름대기 정반

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유형 및 동사 논항구조에 따른 

집단 간 이름대기 정반응률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3 및 

Figure 1과 같다.

실어증 집단과 정상 집단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30) =29.525, p< .001). 즉 실어증 집단이 정상 집단에 비해 유의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verb naming accuracy by group

Argument structure NC (N= 16) PWA (N= 16)

Static mode
   One-place unergative 86.25 (10.25) 60.00 (20.66)
   One-place unaccusative 86.87 (13.53) 56.88 (15.80)
   Two-place 84.38 (12.63) 58.13 (19.74)
   Three-place 82.50 (14.83) 55.62 (23.09)
Dynamic mode
   One-place unergative 86.88 (8.73) 65.62 (15.90)
   One-place unaccusative  86.25 (10.25) 64.37 (17.88)
   Two-place 89.38 (8.54) 79.38 (19.48)
   Three-place  88.13 (12.76) 58.75 (23.9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NC= Normal controls; PWA= Persons with aphasia.

Figure 1. Accuracy on verb production by argument structure and the types of presentation modality for each group. 
NC= Normal controls; PWA= Persons with aphasia.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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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자극유형에 대한 주효과 역시 유의하였

다(F(1,30) =16.351, p< .001). 즉 동적 자극일 때 유의하게 높은 수행

력을 나타냈다. 논항에 대한 주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3,90) =  

2.910, p< .05), 이에 대한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를 실시한 결과, 

2항 동사와 3항 동사 간 수행력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 .05).

자극유형과 집단 간 이차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F(1,30) =  

5.099, p< .05).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는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실

어증 집단에서 자극유형 간 차이가 정상 집단에서의 자극유형 간 

차이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어증 집단에서 동적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 정반응률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유형과 동사 논항 간 이차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3,90) =4.854, p< .01),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이에 대하여 Syntax

의 MMATRIX 명령문을 사용하여 상호작용 대비검정(interaction 

contrast)을 사후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항 동사에서의 

자극유형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 .001). 반면 1항 비능격 

동사, 1항 비대격 동사, 3항 동사에서는 자극유형 간 차이가 유의하

지 않았다. 즉 2항 동사에서 동적 자극으로 제시하였을 때, 다른 논

항에 비해 수행력 증가가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반면 집단과 논항에 대한 이차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3,90) =1.807, p= .152).

집단 및 자극유형과 논항 간의 삼차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

다(F(3,90) =3.215, p< .05). 삼차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사후검정으로 각 집단별로 자극유형에 따른 동사 논항별 이

름대기 수행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two-

way repeated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상 집단에서는 자

극유형에 따른 동사 논항별 이름대기 수행력의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어증 집단에서는 자극유형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15) =35.526, p< .001), 정적 자극에 비해 동

적 자극에서 높은 정반응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 논항에 

대한 주효과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3,45) =3.473, p< .05), 이에 

대한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를 실시한 결과, 2항 동사와 3항 동

사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5). 또한 자극유형 및 동사 논항

에 대한 이차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F(3,45) =7.147, p< .01). 

이차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실어증 집단 내에서 각 

동사 논항마다 자극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one-way repeated ANOVA)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1항 비대격 동사에서 자극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F(1,15) =5.00, p< .05). 2항 동사 역시 자극유형 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F(1,15) = 68.81, p< .001). 즉 삼차상호작용은 1항 비대

격 동사와 2항 동사에서 자극유형에 따른 수행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어증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Figure 2. Comparison between static mode and dynamic mode in normal con-
trols (NC) and persons with aphasia (P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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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mparison between static mode and dynamic mode by argume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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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AQ and verb naming variables on presentation mode and argument structure

Static mode Dynamic mode

One-place  
unergative

One-place  
unaccusative Two-place Three-place One-place  

unergative
One-place  

unaccusative Two-place Three-place

AQ .644** .614* .550* .551* .745** .899** .705** .633**

AQ= Aphasia Quotient.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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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유형 및 동사 논항구조에 따른 이름대기 수행력과 

실어증 중증도 간 예측변인 분석

실어증 중증도와 자극유형에 따른 논항별 이름대기 수행력의 상

관관계를 보기 위해 피어슨 이변량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적 자극으로 제시하였을 경우 1항 비

능격 동사(r= .644, p< .01), 1항 비대격 동사(r= .614, p< .05), 3항 

동사(r= .551, p< .05), 2항 동사(r= .550, p< .05) 순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동적 자극으로 제시하였을 때, 1항 비대격 동사

(r= .899, p< .01), 1항 비능격 동사(r= .745, p< .01), 2항 동사(r= .705, 

p< .01), 3항 동사(r= .633, p< .01)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상관계수에 대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실어증 집단 내에서 자극유형에 따른 동사 논항구조별 이름대기 

변인 중 실어증 중증도를 예측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실어증 중증

도를 종속변수로, 각 자극유형별 동사 논항별 이름대기 정반응률

을 독립변수로 하여 살펴보았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다중공

선성을 확인하였으며,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정적 자

극 조건의 경우 1.156이었으며, 동적 자극 조건의 경우 1.000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정

적 자극으로 제시된 경우 실어증 중증도를 설명해주는 예측변인은 

1항 비능격 동사와 1항 비대격 동사로 나타났으며(F(2,13) =8.939, 

p< .01, R²= .579), 57.9%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적 자극의 

경우 1항 비대격 동사가 실어증 중증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

으로 나타났으며(F(1,14) =59.215, p< .001, R²= .809), 80.9%의 예측

력을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정적 자극과 동적 자극 조건 

하에서 동사 논항구조에 따른 이름대기 수행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실어증 집단은 정상 집단에 비해 동사 산출에 어려움을 나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어증 환자는 어휘 인출의 어려움으

로 인해 이름대기에 어려움을 나타내며(Goodglass & Wingfield, 

1997), 동사 이름대기 과제에서 실어증 환자가 정상 성인에 비해 낮

은 수행력을 나타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Kim, Park, Kim, & Hwang, 2004; Sung, 2016; Thompson et al., 

1997). 또한 정적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의 수행력에 비해 동적 자극

을 제시하였을 때의 수행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적 자극

에 비해 동적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에 이름대기 수행력이 증가하였

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Blankestijn-Wilmsen et al., 2017;  

d’Honincthun & Pillon, 2005, 2008; Fung et al., 2001). 이러한 결

과는 자극유형과 집단 간 상호작용 또한 유의하였으므로 이에 대

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유의한 상호작용의 결과

는 실어증 집단에서 동적 자극으로 제시하였을 때 정상 집단에 비

해 수행력 증가가 크게 나타난 것에 기인하며, 다양한 신경언어장

애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동적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 

정적 자극보다 더 높은 동사 산출을 보여주었다는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Blankestijn-Wilmsen et al., 2017; d’Honincthun 

& Pillon, 2005, 2008). Blankestijn-Wilmsen et al. (2017)은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적 자극과 동적 자극을 제시하여 

동사 이름대기 과제를 수행하였을 때, 동적 자극에서 더 높은 수행

력을 나타냈으며 정상 집단에서는 자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고 보고하였다. 실어증 환자는 동적 자극으로 제시된 동사 자

극을 볼 때, 운동 및 전운동피질(motor and premotor cortex)의 신

경망(neural network)이 활성화되며 감각운동체계(sensorimotor 

system)에서의 동사 인출에 영향을 받지만, 정상 집단은 동사 이름

대기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운동체계의 활성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Blankestijn-Wilmsen et al., 2017). 정상 노년층을 대상으

로 한 Choi와 Sung (2014)의 연구에서는 자극유형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동사 이름대기 수행력을 비교한 결과, 집단 간 주효과가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상 집단에게는 자극유형이 동

사 이름대기 수행력을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제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집단과 논항에 대한 이차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기술통계 결과를 

통해 수행력을 살펴보면 실어증 집단은 2항 동사(68.75%), 1항 비능

격 동사(62.81%), 1항 비대격 동사(60.63%), 3항 동사(57.19%) 순으

로 높은 정반응률을 보였으며, 정상 집단은 2항 동사(86.88%), 1항 

비능격(86.56%) 및 1항 비대격 동사(86.56%), 3항 동사(85.31%) 순

으로 높은 정반응률을 보여 두 집단 간 높은 정반응률을 보인 동사 

논항의 순서가 동일하였다. 정상 집단의 경우 각 논항 별 정반응률

이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실어증 집단은 논항에 따른 정반응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사 논항에 따라 집단 간 정반응률에 

차이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차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

지 않은 이유는 제한된 대상자 수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동사 논항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2항 동사, 1항 비

능격 동사, 1항 비대격 동사, 3항 동사 순으로 높은 수행력을 보였으

며, 2항 동사와 3항 동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동사 논항이 증가할수록 동사 산출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선

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Sung (2016)과 Kim (2006)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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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실어증 환자와 정상 성인 모두 3항 동사에서 가장 낮은 수

행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1항 및 2항 동사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3항 동사

에서 가장 낮은 수행력을 보였으며, 2항 동사와 3항 동사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난 점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Kim과 

Thompson (2000)은 실어증 환자들이 3항, 2항, 1항 동사 순서로 오

류를 보였으며 3항 동사에서 수행력이 낮았다는 점은 본 연구와 일

치하나, 모든 논항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한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 차이에서 기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어는 동사에 따라 주어, 목적어, 보

어 등의 문장 구성 성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 중 하나의 

성분이 생략되면 불완전한 문장으로 여겨지는 반면, 한국어는 동

사 외의 성분을 생략하여도 문장이 성립되는 특성이 있어 논항 수

에 따른 구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Kim, 2006; Yang, 2016). 

또한 본 연구에서는 2항 동사에서 가장 높은 정반응률이 나타난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으며, 실어증 집단에서 동적 자극

으로 제시한 2항 동사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인 것에서 기인한 것으

로 해석된다. 자극유형에 따른 논항 별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1항 비능격 동사, 1항 비대격 동사, 3항 동사에서 자극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항 동사에서는 자극유형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며, 실어증 집단에서 유의한 수행

력 증가를 보인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실어증 집단

의 수행력 증가와 관련된 결과는 집단 간 자극유형 및 논항에 대한 

삼차상호작용이 유의한 것과 함께 아래와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집단과 자극유형 및 논항에 대한 삼차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난 것은 정상 집단에서는 자극유형에 따른 동사 논항 별 이

름대기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에 비해, 실어증 집단에

서는 1항 비대격 동사 및 2항 동사에서 동적 자극으로 제시하였을 

때 정적 자극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행력을 보인 것에서 기인한 것이

다. Sung과 Kwag (2012)은 1항 비대격 동사는 무생물이 주어가 되

는 동사로 사물이나 식물과 일치하는 동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

에 정상 성인은 1항 비대격 동사 산출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하였

다. 하지만 1항 비대격 동사는 대상(theme)이 주어가 되는 복잡성

으로 인해 실어증 환자가 어려움을 보이는 동사이다(Sung, 2016). 

그러나 동적 자극으로 1항 비대격 동사를 제시하였을 때, 동작의 

주체가 되는 사물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정적 자극으

로 제시하였을 때보다 실어증 집단 내에서 수행력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Buccino et al. (2001)은 동적 자극으로 동작을 제시하고 

관찰하는 동안 전운동영역(premotor cortex)이 활성화되며, 타동

사처럼 동사에 목표 대상(object)이 제시되는 경우 두정엽(parietal 

lobe)이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Ouden, Fix, Parrish 그리고 Thomp-

son (2009)은 정적 자극 조건에서 자동사와 타동사 간 신경활성화

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동적 자극 조건에서 신경활성화의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한다. 동적 자극으로 제시된 타동사를 산

출할 때 우뇌 두정엽의 모서리위이랑(supramarginal gyrus)의 다

중연합영역피질(multimodal association cortex)과 중심후회(post-

central gyrus)의 체성감각영역(somatosensory cortex)에서 강한 

활성화가 나타났으며, 두정엽의 이 영역들은 사물조작(object ma-

nipulation)과 관련이 있고, 행동의 목표 대상이 제시되는 타동사의 

처리(transitive action processing)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다(Bucci-

no et al., 2001; Ouden et al., 2009). 이와 같은 특정 영역의 신경활성

화의 차이로 인해 동적 자극이 자동사보다 타동사 산출에 더욱 영

향을 주며, 이름대기에 어려움이 없는 정상 집단에 비해 실어증 집

단에서 타동사 2항 동사 산출 시 자극유형에 따른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3항 동사의 경우, 논항의 증가에 따라 시각

적 제시가 증가되어 정적 자극에서 목표 동사에 대한 인식이 명확

해져 동적 자극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론된다.

자극유형별 동사 논항에 따른 이름대기 변인 중 실어증 중증도

를 가장 잘 설명하는 동사 논항을 살펴본 결과, 정적 자극에서 1항 

비능격 동사와 1항 비대격 동사가 실어증 중증도를 약 57.9% 설명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적 자극에서는 1항 비대격 동사가 

실어증 중증도를 약 80.9%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

어증 중증도를 잘 예측할 수 있는 동사 과제를 사용하기 위한 동사 

논항은 1항 비능격 동사와 1항 비대격 동사이며, 두 자극유형 모두

에서 1항 비대격 동사가 실어증 중증도를 예측하는 논항으로 나타

났다. 1항 비대격 동사는 논항이 하나인 동사이지만 대상(theme)이 

주어로 이동하면서 어순이 도치되어 피동형(passive structure)과 

같이 복잡한 통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논항이며(Sung, 2016), 선행

연구를 통해 실어증 환자는 비대격 동사에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밝혀진 바 있다(Kegl, 1995; Kim, 2006; Sung, 2016). 즉 논항 수의 

증가에 따른 문장의 길이 증가보다 비대격 동사가 갖고 있는 피동 

형태의 통사적 복잡성으로 인한 조작부담(computational load)이 

실어증 중증도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동적 자극

인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Sung (2016)의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

로 실어증 환자들은 비능격 동사보다 비대격 동사에서 더 낮은 수

행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능동사인 비능격 동사는 통사

적 복잡성이 낮은 특성이 있으며, 동작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정적 자극과 달리 동적 자극의 조건에서는 자극의 움직임이 실어

증 중증도와 상관없이 충분한 단서로 제공되어 예측 변인으로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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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유창성 여부에 따른 실어증 환자의 품사별 

어휘 인출 결함의 양상이 비일관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Bates et 

al., 1991; Hyun et al., 2003). 또한 본 연구는 McNeil과 Pratt (2001)

의 실어증 정의를 기준으로 하며, 실어증 유형 및 손상 부위에 따른 

특정 언어손상의 기준을 정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유창성 여부에 따른 수행력을 비교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어증이 가

변성(variability)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McNeil & 

Pratt, 2001) 환자의 개별적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어증 환자의 개별 특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개인

차가 자극유형에 따른 동사 산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사 논항을 연구한 선행연구

에 사용된 지시문을 살펴보면, 본 논문과 같이 ‘사람이나 사물이 무

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며 행위자를 지칭하여 지시하거나(Sung 

& Kwag, 2012),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와 같이 행위

자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격조사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Kim, 

2006; Yang, 2016). 지시문을 통해 대상자의 목표 반응을 이끌어내

는 것은 명사 이름대기 과제에 비해 동사 이름대기 과제에서 대상자

의 어휘 인출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동사 산출 및 문

장 처리와 관련된 과제는 검사자의 지시문에 사용된 격조사에 따른 

점화 효과를 연구하여 지시문의 통일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실어증 환자는 자극유형의 제시 방법에 따

라 동사 논항에 따른 이름대기 수행력을 다르게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향후 임상에서 대상자 평가 시 자극유형과 동사 논

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 동사에 따라 적절한 자극유형을 

선택하여 중재에 적용하여 대상자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실어증 중증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정적 및 동적 자극 모

두 1항 비대격 동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사 논항의 

증가에 따른 문장길이의 증가보다는 비대격 동사의 특징인 피동 형

태의 구문처리가 실어증 환자의 동사 산출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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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동사 목록

No. 1항 비능격 동사 1항 비대격 동사 2항 동사 3항 동사

  1 걷다 깨지다 누르다 꺼내다

  2 구르다 끓다 밀다 꽂다

  3 기다 녹다 신다 던지다

  4  날다 내리다 열다 따르다

  5 달리다 마르다 입다 떼다

  6 돌다 시들다 접다 바르다

  7 울다 썩다 줍다 박다

  8 웃다 자라다 찢다 뽑다

  9 자다 타다 짜다 심다

10 짖다 피다 차다 주다

Appendix 2. 정적 및 동적 자극 예시

자극유형 목표 동사(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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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극 제시 유형 및 동사 논항구조에 따른 실어증 환자의 동사 이름대기 특징 

윤혜수·성지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실어증 환자와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정적 및 동적 자극유형으로 제시된 동사 논항구조에 따른 이름대기 

수행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실어증 환자 집단 내에서 자극유형별 이름대기 변인 중 실어증 중증도를 예측하는 변인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방법: 실어증 환자 16명과 정상 성인 1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논항별 10개씩 총 40개의 목표 동사를 선정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정적 자극과 동적 자극으로 이루어진 동사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자극유형에 따른 제시 순서는 역균형화(counter-

balancing)하여 제시하였다. 결과: 실어증 집단이 정상 집단에 비해 자극유형에 따른 동사 논항별 이름대기 정반응률이 유의하게 낮았

다. 정상 집단은 자극유형에 따라 동사 논항별 이름대기 수행력에 차이가 없었지만, 실어증 집단은 동적 자극으로 제시하였을 때 1항 비

대격과 2항 동사에서 수행력이 증가하였다. 실어증 중증도를 예측하는 변인은 정적 자극으로 제시된 1항 비능격 및 1항 비대격 동사와 

동적자극으로 제시된 1항 비대격 동사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실어증 환자는 뇌손상으로 인해 동사 산출에 어려움을 보였으나, 제

시되는 자극유형에 따라 수행력 증가가 나타났다. 문장 내 대상(theme)이 주어로 이동하며 어순 도치로 인해 피동구조가 되는 통사적 

복잡성을 가진 1항 비대격 동사의 조작부담이 실어증 중증도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변인이다.

핵심어: 실어증, 동사 논항구조, 자극유형, 애니메이션 

본 연구는 2017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2A203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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