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어증 사례를 통한 화시적 대명사와 조응적
대명사 연구
황유미 *·남기춘 **·강명윤 *
(*고려대학교 언어과학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황유미·남기춘·강명윤 . 실어증 사례를 통한 화시적 대명사와 조응적 대명사 연구 . 『언어청각장
애연구』 , 2 0 0 1 , 제 6권 , 제 1호 , 13 1- 15 9 . 본 연구는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화시적인 대명사
와 조응적인 대명사의 처리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각각 화시적인 대명사와 조응적인 대명사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가지 실험을 통해서 실
어증 환자들은 화시적 대명사를 조응적 대명사보다 더 잘 처리하는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
한 실험 결과들은 실어증 환자들이 뇌손상으로 인해 문법적 언어처리에는 어려움을 보이지만 비언
어적인, 세상지식과 관련된 화시적 대명사의 처리는 가능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 해준다. 또한
이러한 실험결과를 통해 대명사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화시와 조응의 처리가 구분되어 있음을 시사
한다.

Ⅰ. 서 론
대명사는 명사나 명사구를 대신하여 쓰이는 문법범주이다. 대명사가 사용되는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언어적인 맥락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언어외적 요소가 개입된 맥락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조응적(an aph or ic) 지시기능으로 후자의 경우를
화시적인(de ictic) 지시기능으로 재분류하였다.
(1) 철수i는 영수j 가 그 i 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화를 냈다.
(2) 지훈i이가 경은j이를 자 기 i 가 있던 방으로 안내했다.
(3) 철수가 나에게 책i을 사주었다.
그 책 (그 것 i )은 재미있었다. (아래첨자

I, j

는 동지표됨을 표현한 것이다)

(4 ) 수진이와 미선이는 전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진: 너 (는) 오늘 학교에 갔니?
미선: 아니, 나 (는) 오늘 학교에 안 갔어.
(5) 아버지가 연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연희야, 그 것 좀 다오.
연희: 이 거요?

언어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대명사란 어떤 명사나 명사구가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이미 알려
졌을 경우, 그 명사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고 대신 가리킬 때 사용된다. 선행 문맥에서의 언어 표
현을 되풀이하여 가리키는 것이므로 언어표현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위에서 제시된 예문 ( 1),

(2), (3)은 선행 문맥에서 제시된 명사를 대명사가 다시 되받고 있다. 각각의 대명사 그 , 자기 , 그
것(그 책) 은 각각 문맥 내에서 동지표(coin de x )된 명사를 선행사(an te ce dent)로 취하고 있다. 이
선행사는 문장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3)에서 보듯 선행 문장에도 존재할 수 있다.
언어외적 표현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대명사란 선행 문맥 속의 언어표현을 되받는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다. 언어표현에 의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황 맥락을 통해 대명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예문 (4), (5)는 대화 상황에서 직접적
으로 가리킬 수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 (4 )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너 와 나 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예문 (5)에서도 동일하게 그것 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대화 참여자들은 알
고있는 것이다.
국어의 대명사 체계는 전통문법이나 구조주의 문법서에서는 대개 1인칭, 2인칭, 3인칭, 부정
칭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서정수, 19 9 6). 국어의 대명사 체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표 - 1> 대명사 갈래
갈 래

인 칭

대 상

1인 칭

말하는이

나, 저

2인 칭

말듣는이

너 , 당신, 임자, 그대

3인 칭

제 3의 인 물
사물

재귀대명사

각 인칭

사람
사물

자 기 , 자신 , 저 , 당신 , 서로
자체

부정칭대명사

3인칭

사람
사물

누구, 아무
무엇, 어디, 언제

의문대명사

3인칭

사람
사물

누구
무엇, 어디, 언제

정칭대명사

출처: 서정수(1996)

보 기

그 , 그이, 저이, 그애 , 이양반
그것 , 이것 , 여기 ,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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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서정수( 19 9 6)를 기준으로 삼되 재귀대명사 에 관한 설정
은 달리하기로 한다(<표 - 1> 참조).
본 논문에서 언급할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란 <표 - 1>에서 정칭(定稱)대명사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1, 2 , 3인칭 대명사를 말하고 3인칭 가운데 사물을 지시하는 대명사
를 지시대명사로 간주하였다. 특히 인칭대명사의 경우는 대표적인 형태인 나 와 너 , 그 , 자기 에
국한하였고 지시 대명사의 경우는 이것/그것/저것 이나 여기(이곳)/거기(그곳)/저기(저곳) 이외에
이- /그- /저- 에 명사가 결합된 형태도 포함하였다.
우선적으로 인칭대명사 내에서 1인칭( 나 )과 2인칭( 너 )은 화시적 기능이 지배적인 것으로 3
인칭( 그 )은 조응적 기능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류하였고, 3인칭 재귀대명사 자기 의 경우는 화시적
인 기능과 조응적 기능이 혼재된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지시대명사의 경우는 이-

0 )와

저- 는 화시적 기능이 지배적인 반면에 그- 는 화시적인 기능과 조응적인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
다. 화시적 성격의 이- /그- /저- 와 조응적 성격의 그- 로 나누어 위치를 설정해 보았다. 아래의 <
그림 - 1> 및 <그림 - 2 >와 같이 도식하여 볼 수 있다.

인칭대명사
화 시 적 (de i c ti c )
조 응 적 (an aph o ri c )
1,

2인칭
3인칭

나/너

자기
그

<그림 - 1>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화 시 적 (de i c ti c )
조 응 적 (an aph o ri c )
이 - / 저 - / 그 d그 a-

<그림 - 2> 지시대명사

0

이- 와 관련하여 이- 의 조응적 현상을 다룬 연구가 있으나 조응적인 이- 는 그- 의 조응성과 비교해 볼 때
성격이 다르며 조응의 이- 가 쓰이는 환경 또한 제약이 많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를 화시적인 기능이 지
배적인 것으로 보았다.

기존의 생성문법적 측면에서는 3인칭 재귀사 자기 와 3인칭 대명사 그 를 결속이론으로 설
명하고 있다. 결속이론에서는 선행사의 개념을 결속에 의하여 파악하고, 그 결속관계의 가부에 관
한 영역은 지배범주의 개념에 따라 규정한다. 대용사, 대명사류, 지시표현은 각각 다음의 결속원리
를 갖는다.

결속 원 리
(A) 대용사(an aph or )는 그 지배범주의 내부에서 결속되어야 한다.
(B) 대명사류(pr on oun)는 그 지배범주의 내부에서 자유로와야 한다.
(C) 지시표현(r e fer en tial e xpr es s ion )은 자유로워야 한다.
재귀사 자기 는 대용사에 속하는 범주로 결속원리 (A)를 만족해야 하고, 대명사 그 는 결속원
리 (B)를 만족해야 한다. 즉, 자기 와 그 는 결속의 영역만 달리하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둘 다 조응
적 기능만 가지는 것으로 본다. 생성문법의 설명을 따르면 <그림 - 1>의 인칭대명사에서 자기 와
그 는 아래 <그림 - 3 >과 같이 도식되어야 할 것이다.

조 응 적 (an a ph o ri c )
자 기 - 결 속 원 리 (A ) 만 족
그 - 결 속 원 리 (B ) 만 족

<그림 - 3> 자기 대 그

이런 분석에 의면 자기 와 그 의 수행정도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
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자기 가 조응과 화시의 중간자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Kun o (19 87)의
직접담화관점(Dir e ct Dis c our s e P ers p e ctiv e )에 근거한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3인칭 재귀사
자기 의 경우, 직접화법 견지에서 보면 결국 대화 참여자인 나 와 동일시되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
을 살펴보자.

(6) 수진이는 철이에게 자기가 그곳에 가겠다고 말했다.
수진이가 철이에게 내가 그곳에 가겠어 라고 말했다.

위의 예문에서 자기 는 곧 수진 을 가리킨다. 결국 자기 는 화자와 동일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위에서 주장한 자기 의 화시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다1) .
1

Kuno(1987)에서는 이러한 직접담화관점과 연관된 자기 의 여러 가지 성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주어편향성, 인지전달성(logophoricity), 공감도(empathy) 등이다. 인지전달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문이 있다.
(가) 영이i는 순이j 한테 (로부터) 자기i/ j 가 암이라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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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목적은 실어증 환자들의 화시적인 대명사와 조응적인 대명사 처리에 있어 각각의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 1) 실어증 환자의 사례를 통하여 과연
화시적인 대명사와 조응적 대명사의 판별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2) 자기 를 순수
하게 조응적인 현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화시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화시적인 현상은 언어외적 요소가 개입된 현상으로 조응적인 현상을 언어적인(언어표현 의존
적, 문법적) 현상으로 구분할 때 실어증 환자들은 조응적인 대명사를 선별적으로 더 못할 것으로
예견된다. 즉, 뇌손상으로 인해 문법적 언어처리는 잘 못하지만 비언어적인, 세상 지식과 연관된 화
시적 대명사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자기 의 경우 화시와 조응이 섞여있는 중간위치
로 설정하였는데, 문법적 처리가 어려운 실어증 환자의 경우 자기 를 그 보다 더 잘 처리한다면, 이
것은 자기 가 가지는 화시적인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화시적 대명사와
조응적 대명사 가운데에서 인칭과 지시 대명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Ⅱ. 실 험
본 실험의 목적은 실어증 환자들이 화시적인 대명사와 조응적인 대명사를 처리하는데 각각
의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선행연구로 김가영 외( 19 9 9)에서는 실어
증 환자를 대상으로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의 처리를 살펴본 바 있다. 건망성실어증 환자와 이
해성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각 환자의 경우에서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
간에 이중해리(double dis s ociation) 2 )를 밝힘으로서 두 대명사의 처리 기제가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었다. 그러나 환자들의 오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시대명사에서 유독 그- 에
대한 처리를 잘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환자들이 처리하지 못한 그- 는 단순히 발화 상황
내에 존재하는 지시물을 가리키는 화시적인 대명사 그- 가 아니라 선행 문맥에서 이미 언급된 것
을 지칭할 때 쓰이는 조응적 대명사의 그- 였다. 또한 실험 재료에서 인칭대명사는 1인칭과 2인칭
에만 국한하였고 지시대명사는 이, 그, 저 가 결합된 형태로 기능에 관계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

(자기 = 영이, 또는 순이)
(나) 영이i는 순이j 에게 자기i/ * j가 암이라고 말했다.

(자기 = 영이, *순이)
이러한 두 예문의 차이는 결속이론만 가지고 자기 와 관련된 모든 현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필자들은 이들 주어편향성, 인지전달성, 공감도 등이 자기 의 화시적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이
와 관련된 예들이 실험재료로 이용하였다.
2

이중해리 현상이란 피험자A와 B에게 과제a와 b를 실시했을 때 피험자A는 과제a는 잘하고 b는 잘못하는 현
상을 보인 반면 피험자B는 과제a를 못하고 b는 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이런 경우 과제a와 b의 처리기제
는 독립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험자A와 B가 동일하게 과제a는 잘하고 과제b를 잘못했다면 이런
경우 과제a와 b의 처리기제가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 과제a의 영향으로 과제b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두 피험자에게 두 과제에 대해서 반대 결과가 나왔을 때 두 과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처리 과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칭대명사에서 3인칭을 첨가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되었다. 언어학적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칭대
명사 내에서도 1인칭과 2인칭은 3인칭과 달리 직접 가리키는 화시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대명사로
파악되고 3인칭의 경우는 생성문법적 견지에서 이미 언급된 요소를 선행사로 다시 받는 조응적인
대명사로 결속이론으로 많이 연구된 바 있었다(김광희, 19 9 2 ; 성광수, 198 1, 장석진, 19 84 ; 홍순
성, 198 1, 198 6). 또한 지시대명사의 경우도 발화상황 내에서 직접 가리킬 수 있는 화시적 기능의
이- , 그- , 저- 와 이미 언급된 것을 다시 받는 조응적 기능의 그- 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화시적인 현상을 언어외적인 요소가 개입된 현상으로 조응적인 현상을 언어내적인(언어표현
의존적, 문법적) 현상으로 구분할 때 실어증 환자들은 조응적 대명사를 선별적으로 더 못할 것으로
예견된다. 다시 말해서 화시적 인칭대명사 1, 2인칭 대명사와 지시대명사 이- , 그- , 저- 를 가장 수
월하게 처리할 것이고, 화시와 조응적인 중간에 위치한 인칭대명사 자기 를 그 다음으로, 조응적인
3인칭 대명사 그 와 지시대명사 그- 를 가장 어려워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왜냐하면 뇌손상으로
인해 문법적인 언어처리는 잘 못하지만 비언어적인, 세상지식과 연관된 화시적 대명사의 처리는 가
능할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화시적 대명사 가운데에서 인칭과 지시 사이에 차
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마찬가지로 조응적 기능의 대명사 내에서도 인칭과 지시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세 가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1인 1, 2인칭 관련 실험으로 나/너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실험2는 자기 와 그 관련 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험3은 지시대명사 관련 실험으로 화시적으로 쓰인 이- ,그- ,저- 와 조응적인
그- 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었다. 세 실험은 각기 다른 날짜에 4번에서 6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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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 험 1
실험1은 1, 2인칭 화시적 대명사 처리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어증 환자들은 화시적
인 대명사의 처리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였다.

가 . 방법
(1) 피험자
총 6명의 뇌손상 환자를 피험자로 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 두 명의 브로카실어증 환자와 두
명의 건망성실어증 환자, 한 명의 말실행증 환자와 한 명의 우반구 환자3 )가 피험자가 되었다. 다양
한 피험자를 선정함으로서 환자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각의 병변 및 병명, 증상
은 아래와 같다.

. 건망성실어증 환자 S
57세의 남자로 대졸학력을 지닌 회사원이었으며 서울 말씨를 사용하고 오른손잡이었다. 평소
고혈압의 병력은 없었으나 19 95년부터 당뇨병으로 투약중이었으며, 19 9 8년 8월 1일 갑자기 발생
한 우측 편마비와 실어증으로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였다. 발병당시 촬영한 뇌자기공명영상(MRI)에
서 좌측 뇌의 중심 반난원(c en tr um s e miov ale ), 뇌실주위 백질(p er iv en tr icular wh ite matt er ), 미
핵 두부(cau date nu cle us h e ad), 내포의 전각(an ter ior limb of in tern al c aps ule ), 기저핵(b as al
g an glia), 도(ins ula), 측두엽 전각(an ter ior tip of th e te mp or al lob e )에 광범위한 급성 뇌경색과
함께 출혈성 전이(h e mmorrh ag ic tr ans for mation )가 함께 발생한 소견을 보였다. 자기공명뇌동맥
조영술에서는 좌측 경동맥, 전뇌동맥과 중뇌동맥의 분절에서 혈관이 좁아진 사실이 관찰되었다.
환자 S는 급성기 약물치료후 상태가 안정되어 19 98년 8월 12일 재활의학과 언어치료실에서
한국어판 Wes t er n Aph as ia Batter y (K - WAB)를 이용해 1차 언어평가를 받았다. 이 검사에서 자발
적인 발화는 15/ 20점으로 긴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만 낱말찾기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청각 이해력은 6/ 10점으로 저하되어 있었다. 따라말하기는 양호한 상태였으며 이름대
기에서

0/ 10점으로

실물을

보고

이름대기(con fr ontation

n aming )와

생각하여

이름대기

(g en er ativ e n amin g)에서 모두 심한 저하를 보였다. 읽기와 쓰기에서는 읽고 이해하기와 스스로
쓰기가 저하되어 있었다. 이들 소견을 종합할 때 환자는 대뇌피질 연결성 감각실어증(tr ans cor tical
s ens or y aph as ia)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19 98년 9월 1일 시행한 추적검사에서는 청각이해력이
8/ 10점으로 호전되었으며 이름대기에서도 6/ 10점으로 지난 검사에 비해 많이 호전되어 건망성실
어증(an omic aph as ia)으로 유형이 바뀌었다. 발병후 8개월이 지난 199 9년 3월 8일 다시 시행한 3
차 언어평가에서는 자발적인 발화는 18/ 20점으로 호전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낱말찾기의 어려움이
특징적으로 나타났고 발화를 시작할 때 더듬거리는 양상과 함께 그거 저기 등의 대용어 사용이

3

우반구 환자란 오른쪽 뇌를 다친 환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왼쪽 뇌가 언어의 주된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
져 있다. 따라서 우반구 환자는 일반적으로 문법적인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세상 지식을 요하는 농담이나
반어적인 표현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억양없이 말을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한국언어병리학회, 1989).

빈번하였다. 청각이해력은 예/아니오 응답과 청각적 낱말인지, 지시따르기 등에서 전반적으로 좋
은 결과를 보였다. 말 따라하기에서는 오반응이 없었으며 소리내어 읽기, 읽고 이해하기, 받아쓰기
도 양호하였고 스스로 쓰기에서 조사와 어미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름대기에서도 호전되었
으나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 계속적으로 반응이 떨어졌으며 실물을 16개 제시하였을 때 12개의 항
목에서 명명이 가능하였으며, 생각하여 이름대기에서 1분에 6개만 이름을 댈 수 있었으며 경도의
건망성실어증으로 진단되었다.

. 말실행증 환자 C
4 1세 여자로 오른손잡이이며, 대졸의 학력에 여수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19 99년 9월
5일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 제 2경추 골절, 골반 골절로 제 2경추 골절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
다. 19 9 9년 12월 2 2일 실시한 뇌스펙트(Br ain SPECT )상 우측 측두엽 내하부에 혈액순환의 저하
소견을 보였다. 오른쪽 상하지 마비(r igh t h e miple gia)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며, 현재까지 재활의
학과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 19 99년 11월 17일 실시한 말- 언어능력 평
가 결과, 짧은 호흡, 음도 및 음질의 변화, 마비성 조음기관 기능 저하로 인한 조음명료도의 저하
등을 주 증상으로 하는 중도의 마비말장애(dys ar thr ia)를 나타내었다. 언어 측면에서는 K - WAB 검
사를 일부 실시한 결과 스스로 말하기에서 19/ 20점, 알아듣기 9 .2/ 10점, 따라말하기 9 .4/ 10점, 이
름대기 8 .9/ 10점 등으로 언어의 표현 및 이해능력이 경미하게 저하되어 있었으나 실어증으로 진단
되지는 않았다. 그 후 언어치료는 마비말장애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되었으며, 현재 음성 및 조음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정도는 경중도로 약간의 향상을 보이고 있다. K - WAB 검사는 추가로
실시하지 않았다.

. 브로카실어증 환자 P
37세 남자로 오른손잡이이며, 대졸의 학력에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평소
혈압이 높다는 것은 알았지만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가 19 9 8년 8월 갑자기 발생한
의식소실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촬영한 뇌컴퓨터단층촬영상을 통해 좌측 전두엽
백질까지 확장된 좌측 뇌 기저핵 출혈로 진단을 받았고, 다음날 개방성 두개골 절제후 혈종 제거수
술을 받았다. 19 9 8년 10월 8일 실시한 K - WAB 검사 결과, 중도의 브로카실어증으로 평가되었다.
스스로 말하기에서 1/ 20점, 알아듣기에서 6/ 10점, 따라말하기에서 2/ 10점, 이름대기에서 0/ 10점을
받아 언어표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으며, 실어증 지수(aph as ia quotient)는 18/ 10 0점이었
다. 19 9 8년 12월 5일, 발병 3개월 후 실시한 2차 평가(K - WAB)에서는 스스로 말하기 14/ 20점, 알
아듣기 10/ 10점, 따라말하기 6 .3/ 10점, 이름대기 6 .3/ 10점, 실어증 지수 7 3 .2점으로 초기평가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실시한 3차 평가 결과, 스스로 말하기 15/ 20점, 알아듣
기 10/ 10점, 따라말하기 9 .4/ 10점, 이름대기 8 .4/ 10점, 실어증 지수 8 5 .6점으로 경도의 브로카 유
형의 실어증을 나타내었다. 본 환자의 언어특징은, 대개의 건망성실어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유창성
이 떨어지며 통사적인 측면의 이해 및 표현에 어려움을 가진다는 것이다. 반면 언어의 전반적인 이
해능력은 양호하여 K- WAB 검사의 알아듣기 과제는 완벽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일상 대화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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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 브로카실어증 환자 B
37세의 오른손잡이 대졸 남자로서, 199 9년 10월 15일 일시적인 마비말장애와 오른쪽 팔의
약화, 머리 뒤쪽의 두통(oc cip ital h e a da ch e )으로 인근 지역의 한방 병원에서 1주일간 치료를 받다
가 가슴의 동통으로 인해 응급실을 경유, 좀 더 심도있는 치료를 위해 신경과로 입원하였다.
19 9 9년 10월 25일 뇌컴퓨터단층촬영과 뇌혈관(동맥) 조영술 결과 모야모야병(Moy a Moy a
dis e as e )으로 진단받았고, 신경외과(NS)로 의뢰되어 12월 7일 S/P EDAMS OP , Lt와 혈종 제거술
(S/ P h e m atom a ev a cuation d/ t SDH)을 시행받았다.
이후 오른쪽 편의 근 약화로 재활의학과에 의뢰되어 물리·
작업치료 받고, 19 9 9년 12월 16일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언어치료실에 언어평가와 치료를 위해 의뢰되었다.
첫 평가 당시 사전면담과 실어증 감별검사(Bos ton Diagn os tic Aph as ia Ex amin ation)를 실
시한 결과, 구강운동 기능은 움직임시 좌우편차가 크고 말실행증과 착어 등으로 비언어적·
언어적
민첩성 모두에서 어려움이 매우 컸다. 언어이해에서 청각적이해력에 관련한 과제 전반에서 중간 이
상의 어려움(moder ate difficulty )을 보였다. 언어표현에서도 착어(p ar aph as ia)와 말실행증 등으로
인해 주로 몸짓에 의존한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인 의사소통만이 가능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본 환자는 의사소통 양식(m odality) 전반에 어려움 있으나 그 중 유창
성 등 언어표현면의 어려움이 두드러진 브로카실어증 유형으로서, 의사소통시 청자의 부담이 매우
큰 실어증 등급척도(0 - 5 ; 0 - n or m al, 5 - s ev er e difficulty) 1정도에 해당되는 상태였다.
이에 언어평가 이후, 일상적인 언어이해 및 표현면에서의 증진과 구두 및 말실행증의 완화 등
을 목표로 약 4개월간(주 5회 정도)의 언어치료를 실시하였다.
20 0 0년 4월 2 1일 퇴원당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비언어적, 언어적 민첩성이 거의 없는 정
도에서 약간 있는 정도의 수준(5/ 12점

10 - 1 1/ 12점)으로 증진되었으며, 언어이해면에서 3단계 이

상의 복잡한 지시따르기나 문단의 이해에서만 80 % 정도의 수행력이 보였을 뿐 전반적인 청각이해
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였다. 언어표현면에서도 음소적, 표현적/의미적 착어와 말의 시발화
(initiation ) 등 말실행증이 잔존하고 단조로운 운율 등 말의 유창성에 어려움 있으나, 표현하려는
생각이나 형태에는 심각한 제한이 없는 간단한 일상적 구두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실어증 등급정도 3 - 4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개선되었고, 첫 평가 당시 거의 수
행이 불가하였던 읽기, 쓰기, 간단한 계산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하여 통원 언어치료를 계획하였다.

. 건망성실어증 환자 K
5 1세 오른손잡이 중졸 남자로, 19 97년 10월 2 7일 갑자기 발생한 우측 상하지의 근력저하와
의식 소실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후 촬영한 뇌컴퓨터단층촬영상 좌측 뇌 기저핵 출혈로 진
단받고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보전적 치료 받았다. 19 97년 1 1월 12일 촬영한 뇌스펙트
(Br ain SPECT ) 상 좌측 측두엽과 후 두정측두엽 부위에 허혈성 변화 소견을 보였다. 199 9년 12월
16일 촬영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는 기저핵과 내포의 후부와 후 측두엽 피질하 부위에 뇌연화증 소

견을 보였다.
19 9 7년 1 1월 4일 K- WAB을 이용해 1차 언어평가를 받았다. 이 검사에서 자발적인 발화는
20점 만점 중 9점으로 이중 내용전달이 10점 만점에 4점, 유창성이 10점 만점에 5점이었다. 청각
이해력은 10점 중 4 .8점으로 중등도로 저하되어 있었다. 말 따라하기와 이름대기는 10점 만점 중
각각 1.8점으로 심하게 저하되어 있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하여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 결과
에 준하여 실어증을 분류해 보면 환자는 베르니케실어증(Wern ick e s aph as ia)으로 진단되었으며,
실어증의 정도는 실어증지수 34 .8점으로 중등도의 소견을 보여주었다. 20 0 0년 4월 15일 시행한
추적검사에서는 스스로 말하기가 16점으로 내용전달이 10점 만점에 8점, 유창성이 10점 만점에 8
점으로 많이 호전되었다. 또한 청각이해력이 10점 만점에 9 .7점, 따라말하기는 9 .3점, 이름대기는
8 .5점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호전되었고, 실어증 지수도 10 0점 만점 중 87점으로 초기에 비해 많이
증가되었다. 한국판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에서 오반응한 항목은 60개중 18개이었으며 이중 의미적
힌트에 정반응한 항목수는 5개, 음소적 힌트에 정반응한 항목수는 12이었으며 힌트 제시후에도 오
반응 항목수는 1개였다. 추적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경도의 명칭실어증 소견이 관찰된다.
. 우반구 환자 M
32세 오른손잡이 고졸 남자로, 19 99년 8월 2 2일 술취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모서리에 우측
두개골을 부딪힌 후 우측 기저핵 출혈이 발생하여, 당일 두개골 절제 및 혈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수
술 후 촬영한 뇌컴퓨터단층촬영에서 우측 피각, 담창구와 시상의 전반부에 있던 혈종 등이 제거된
소견이 보였다.
19 9 9년 9월 15일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를 이용한 언어평가에서 스스로 말하기는 유창
성에서 약간의 머뭇거림이 관찰되나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긴 문장으로도 의사표현이 가능하
였고 내용전달 능력도 양호하였다. 알아듣기는 예- 아니오 검사, 명령이행, 청각적 낱말인지 등의
과제에서 모든 항목에 정반응하였으나 청각적 낱말인지 과제수행시 왼쪽을 보는데 다소 시간이 걸
렸다. 따라말하기, 이름대기의 모든 항목에 정반응하여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경도로 유창성이 떨어
지는 것 외에는 모두 정상 소견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환자 기술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 2>와 같다.
<표 - 2> 피험자 기술
피험자

나이

교육

성별

병 변

건망성(S)

57

대졸

남

뇌실주위백질 , 기저핵 , 뇌출혈

말실행증(C)

41

대졸

여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브로카(P )

37

대졸

남

기저핵 출혈

브로카(B)

37

대졸

남

모야모야병

건망성(K)

51

중졸

남

좌측 뇌 기저핵 출혈

우반구(M)

32

고졸

남

우측 기저핵 출혈

(2) 실험재료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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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1의 실험재료는 총 20문항으로 채워넣기과제와 골라넣기과제로 구성하였다. 채워넣기과
제란 주어진 대화쌍의 예문에서 빈칸으로 표시된 부분에 적절한 것을 채워넣는 과제를 말하는데 객
관식으로 보기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골라넣기과제란 주어진 예문에서 밑줄친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고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피험자의 산출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채워넣기과제를 실시하였다. 피험자의 산출 측면을
살펴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보기없이 주관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들이 주관식
반응을 살펴보면 1, 2인칭 대명사 이외의 다양한 오답이 나오므로 오반응의 분석이 통제되지 않은
관계로 보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게 하였다.
피험자의 이해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골라넣기과제를 실시하였다. 피험자가 대명사를 제대
로 이해했다면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명사가 무엇인지 고를수 있는 것이다. 각각의 실험 예문은 아
래와 같다

채워 넣 기과 제 에서 사용 된 실험 재 료
(1) 재범이와 혜숙이는 음반가게 안에 있습니다.
재범: 너(는) 어떤 음악을 좋아해?
혜숙: (

) 클래식이 좋아.

① 나(는) ② 너(는) ③ 재범이는 ④혜숙이는

골라 넣 기과 제 에서 사용 된 실험 재 료
(2) 희선이가 명수에게 나는 너를 데리러 가겠어 라고 말했다.
질문: 밑줄 친 나 는 누구입니까?
① 나 ② 너 ③ 희선 ④ 명수

(3) 실험절차
실험자는 피험자와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피험자의 긴장을 풀어주고
피험자의 상태를 체크하였다. 일부 피험자의 경우 보호자가 동석하는 경우가 있었고 언어치료사 선
생님이 동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험은 대부분 병원에서 이루어졌다. 피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실
험이 한번에 완결되기도 하지만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보통 실험1의 시간은 30분
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실험에 들어가면 실험자가 피험자에게 실험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우선 채워넣기
과제의 경우 실험재료인 각 문장을 제시하고 읽어보게 하였다. 문장 속의 대화상황이 이해가 되는
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답을 보기에서 고르도록 지시하였다. 피
험자가 답을 고를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고 피험자가 답을 고르면 실험자가 받아적었다.
골라넣기과제의 경우 역시 실험재료인 각 문장을 제시하고 읽어보게 하였다. 문장 속 대화상
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보기에서 고르게 하였다. 피험자가 답
을 고르면 실험자가 받아적었다. 채워넣기과제와 골라넣기과제를 무선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시간은 대체적으로 4 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 모든 환자들이 골라넣기과제에서 시간
이 더 많이 걸렸다.

나 . 결 과 및 논의
실어증 환자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화시적 대명사를 처리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채워넣기과제에서 피험자들은 대부분 1인칭 대명사를 2인칭 대명사보다 잘 처리하였다. 다만
건망성 환자 S , 브로카 실어증 환자 P , 우반구 환자 M의 경우는 2인칭 대명사의 처리정도가 다른
피험자들에 비해서 낮았다. 골라넣기과제에서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1인칭을 2인칭보다 잘 처리하
였으나 건망성 환자 S와 브로카 환자 P의 경우는 2인칭을 1인칭보다 잘 처리하는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피험자들은 채워넣기와 골라넣기과제 모두 잘 처리하지만 오반응의 비율에 있어서 골
라넣기과제를 채워넣기과제보다 더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밑줄친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
키는지 고르는 것은 제시된 명사 가운데 어느 것이 적절한가를 찾는 것으로 조응 현상과 유사한 기
능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결과는 우반구 환자가 보여주는 골라넣기과제의 수행 정도
인데 다른 피험자들에 비해서 매우 저조

<표 - 3> 실험1의 채워넣기과제의 결과
(단위: %)
분 류

건망성(S)

말실행증(C)

브로카(P ) 브로카(B) 건망성(K) 우반구(M) 평균정답율

나
( 1인칭)

100

80

10 0

10 0

10 0

100

97

너
(2인칭)

40

80

60

10 0

10 0

60

73

평균
정답율

70

80

80

10 0

10 0

8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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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실험1의 골라넣기과제의 결과
(단위: %)
분 류

건망성(S)

말실행증(C)

브로카(P ) 브로카(B) 건망성(K) 우반구(M) 평균정답율

나
( 1인칭)

40

100

60

10 0

100

80

80

너
(2인칭)

10 0

80

80

10 0

100

20

80

평균
정답율

70

90

70

10 0

100

50

80

하였다. 이는 좌반구 손상 환자와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손상 부위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
다고 해석된다. 자세한 실험결과는 <표 - 3> 및 <표 - 4 >와 같다.

2 . 실 험2
실험2는 화시와 조응의 중간에 위치한 3인칭 재귀대명사 자기 와 조응적 3인칭 대명사 그
에 관한 처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자기 와 그 는 둘 다 인칭대명사로 구분하나 화시를
상황 의존적인 것으로 조응을 언어표현 의존적인 것으로 볼 때, 실험2에서 실어증 환자들은 보다
문법적인 조응적 성격의 대명사 그 의 처리가 조응과 화시의 중간에 있는 자기 보다 더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왜냐하면 뇌손상으로 인하여 문법적인 처리가 힘들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
이다.

가 . 방법
(1) 피험자
실험1에서와 동일한 피험자6이 참여하였다. 단 정오판정과제의 경우는 3명의 환자가 실험재
료를 모두 정문이라고 반응하여 이들의 결과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3명의 결과만 분석하였다.
(2) 실험재료 및 설계
실험2에서 사용된 과제는 골라넣기과제와 정오판정과제로 구성되었다. 이 두 과제는 모두 이
해의 측면을 고려한 실험과제이다. 실험2에서는 재료의 특성상 채워넣기과제를 설계하는 것이 불
가능하여서 골라넣기과제와 정오판정과제로 대체하였다4 ) . 둘 다 이해관련과제이나 정오판정과제
보다 골라넣기과제가 좀더 산출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오판정은 정/오 의 50 %의
가능성으로 구성되었으나 골라넣기과제는 보기에서 고르는 것이므로 좀더 어려운 과제로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골라넣기과제는 총 30문항으로 3인칭 재귀대명사 자기 관련 문항 15개와 3인칭 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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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와 그 에 관하여 채워넣기과제의 예문을 실험1과 같이 설계하면 아래와 같다.
기영이는 재석이가 (
)를 학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① 자기
②그
③나
이런 예문에서는 자기 와 그 가 모두 답이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실험재료를 제작하기가 불가능하였다.

사 그 관련 문항 15개로 구성하였다. 정오판정과제는 2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명사 자기 와 그
가 들어 간 문장을 읽고 자연스러운지 어색한지를 판별하게 하였다. 각 실험 예문은 아래와 같다.

골라 넣 기과 제 에서 사용 된 실험 재 료
(3) 기영이는 재석이가 그를 미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문: 누가 미움을 받습니까?
① 기영 ② 재석 ③ 기영 또는 재석
(4 ) 윤정이가 정현이를 자기가 있던 방으로 안내했다.
질문: 누구의 방으로 안내했습니까?
① 윤정 ② 정현 ③ 윤정 또는 정현

정오 판 정과 제 에서 사용 된 실험 재 료 5 )
(5) 영준이가 마당을 쓸고 난 후, 그가 물을 떠왔다. (정)
(6) 철수는 자기 집에 가는 사람은 누구든 차를 대접한다. (오)
(3) 실험절차
실험1과 동일한 방식으로 골라넣기과제를 실시하였다. 정오판정과제의 경우는 주어진 문장을
읽고 피험자에게 읽은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어색한지를 판별하게 하였다. 피험자가 대답을 하고 나
면 실험자가 받아 적었다. 피험자는 간혹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경우 어색한 문장으로
판별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실험1에서처럼 골라넣기과제와 정오판정과제를 무선적으로 배치하여
한꺼번에 실시하였다.

나 . 결 과 및 논의
실험1과 실험2의 결과를 통해서 인칭대명사 내에서 화시와 조응의 구분이 존재함과 이 구분
에 따른 수행의 차이에서 선별적인 손상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즉, 실어증 환자들은 문법적인 조응
은 어려워했으나 화시적인 요소의 처리는 절대적으로 문법에 의존한다기 보다는 다른 대화 맥락상
의 정보를 찾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험2의 결과를 살펴보면, 골라넣기과제에서 전체적으로 피험자들은 자기 를 그 보다 잘 처
리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말실행증 환자 C의 경우는 자기 와 그 를 둘 다 잘 처리하였다. 골라넣기
과제에서 우반구 환자 M은 실험1의 골라넣기과제에서는 다른 피험자들과 상반된 경향을 보여주었
는데 실험2의 골라넣기과제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정오판정과제에서는 브로카 환자 C와 우반구 환자 M의 결과가 주목되는데 브로카 환자 C의
경우는 조응적인 그 는 처리하지 못하고 화시성이 있는 자기 의 경우는 잘 처리하였다. 우반구 환
5

정오판정과제의 경우 자기 관련 문항은 정문 혹은 비문으로 판별이 가능하나 그 가 사용된 문장은 모두 정
문이 답인 것으로 구성되어 실험재료의 설계에 있어 한계점이 있다. 또한 자기 관련 문항이 그 관련 문항보
다 월등히 높은데 이는 자기 의 화시적 요소인 공감성을 피험자들이 제대로 알고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의도
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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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M은 이와 반대 양상으로 자기 를 50 %정도만 처리하고 그 에 대해서는 완벽한 처리를 보였다.
이점 역시 실험1의 골라넣기과제와 유사하게 뇌손상 반구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피험들은 화시와 조응의 중간에 위치한 3인칭 재귀대명사 자기 를 조응적 대명사 3
인칭 그 보다 골라넣기과제에서 더 잘 처리함을 알 수 있다. 피험자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자기 를 그 보다 잘 못하는 동일한 발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실험1과 비교하여 볼 때
화시적인 대명사를 제일 잘 처리하고 중간적인 것을 다음으로, 조응적인 대명사를 가장 잘 처리하
지 못하는 수행의 선별적인 손상을 보였다. 실험1과 실험2의 결과는 인칭대명사가 기능적 측면에
서 화시와 조응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자세한 결과는 아래의 <표 - 5 > 및 <표 - 6 >과 같
다.

<표 - 5> 실험2 골라넣기과제의 결과
(단위: %)
분 류

건망성(S)

말실행증(C)

브로카(P ) 브로카(B) 건망성(K) 우반구(M) 평균정답율

자기

4 2.8

85 .7

64 .2

78 .5

57.1

7 8.5

67.8

그

28.5

7 1.4

5 7.1

57 .1

2 1.4

5 7.1

3 9.25

<표 - 6> 실험2 정오판정과제의 결과
(단위: %)
분 류

건망성(S)

말실행증(C)

브로카(p )

브로카(B)

건망성(K)

우반구(M)

자기

·

·

·

70

64 .7

50

그

·

·

·

0

100

100

3 . 실 험3
실험 3은 지시대명사 관련 실험으로 지시대명사 이- , 그- , 저- 가운데 화시적인 이- , 그- ,
저- 와 조응적인 그- 의 수행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험 1과 2와 마찬가지로 과제나 환자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화시적인 대명사를 조응적인 대명사보다 잘 처리할 것으로 예견
하였다.

가 . 방법
(1) 피험자
실험1, 2에서와 동일한 피험자 6명이 참여하였다.
(2) 실험재료 및 설계
실험재료는 총 40문항으로 채워넣기과제 20문항과 정오판정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실험1
과 실험2에서와 동일하게 채워넣기과제는 피험자의 산출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고 정오판
정과제는 피험자의 이해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채워넣기과제는 실험1의 과제와 같이
구성된 주어진 발화 쌍에서 빈칸으로 제시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도록
하는 과제이다. 정오판정과제는 실험2의 과제와 같이 이- , 그- , 저- 가 들어간 문장의 정오를 판
별하도록 하는 과제이다.
채워 넣 기과 제 에서 쓰인 실 험재 료
화시적 용법 이
(7) 미수와 혜선이는 냉면을 먹고 있습니다.
미수: ( ) 냉면 정말 맛이 없다.
혜선: 그러게, 쫄면 먹자고 그랬잖아.
①이 ②그 ③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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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적 용법 저
(8) 재선이와 선영이는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영: ( )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재선: 내 생각엔 살고 있을 거 같애.
① 여기 ② 거기 ③ 저기
조응적 용법 그
(9) 영선이와 윤정이는 구내분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선: 떡볶이랑 순대먹자.
윤정: 난 ( ) 싫은데.
① 이거 ② 그거 ③ 저거

정오 판 정과 제 에서 쓰인 실 험재 료 6)
화시적 용법 이
(10 ) (이) 나무는 소나무이고 저 나무는 전나무이다. (정)
화시적 용법 그
(1 1) (그) 분은 우리 선생님이셔. 저 분은 그 분 사모님이시고. (정)
화시적 용법 저
(1 1) (저) 빌딩은 63층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무실이 많다. (정)
조응적 용법 그
(12) 파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에펠탑도 있습니다. (정)
(3) 실험절차
채워넣기과제는 실험1과 동일한 절차로 정오판정과제는 실험2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였다.
실험1·
2와 마찬가지로 채워넣기과제와 정오판정과제의 실험재료를 무선적으로 섞어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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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판정과제에서 쓰인 화시적인 지시어 이- , 그- , 저- 는 대부분 정문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문장을 읽
고 자연스러운지를 판별하는 과제이므로 적절한 상황이 설정되면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응적
인 지시어 그- 의 경우는 문장에 따라 정문과 비문의 구별이 명확하다. 따라서 조응적인 지시어에 대한 판
별은 이 과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

나 . 결 과 및 논의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채워넣기과제에서 피험자들은 화시적인 대명사를 조응적인 대명사보다
잘 처리하였다. 다만 우반구 환자의 경우는 조응적인 대명사를 60 %, 화시적인 대명사를 6 6 .6 %정
도로 거의 동일한 수행 결과를 보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모든 피험자들이 화시적인 그- 는 매우 잘
처리하는 반면에 이- 와 저- 에 대해서는 피험자별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건망성 환자 S의 경
우는 특히 저- 를 잘 처리하지 못하였고, 말실행증 환자 C의 경우는 이- 의 수행이 약간 저조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반구 환자 M의 경우인데 이 환자는 화시적 대명사의 수행에 있어서 화시
의 이- 만 선별적으로 못하는 특징을 보였다.
정오판정의 결과에서 피험자들은 전반적으로 채워넣기과제보다 높은 수행 정도를 보였는데
이는 과제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그러나 화시적 대명사와 조응적 대명사의 수행의 정도가 채워
넣기과제에서와 동일하게 화시적인 대명사를 더 잘 처리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화시적 대명사 내에
서의 처리양상을 살펴보면 건망성 환자 S의 경우는 채워넣기과제와 동일하게 화시의 저- 를 가장
못하고 다음으로 화시의 이- 를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우반구 환자 역시 화시의 이- 를 선별적
으로 잘 처리하지 못하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피험자들은 전반적으로 실험3의 결과에서 모두 화시적인 지시대명사보다는 조응적인 지시대
명사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동일한 수행 양상을 보였다. 실험1, 2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도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이는 지시대명사이든 인칭대명사이든 화시와 조응이라는 측면에서 이 둘을 통합하
여 고찰하는 연구의 타당성을 마련해주며 기능적인 접근에서 대명사를 파악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
해준다. 자세한 실험3의 결과는 아래의 <표 - 7> 및 <표 - 8>과 같다.
<표 - 7> 실험3 채워넣기과제의 결과
(단위: %)
분 류

건망성(S)

말실행증(C)

브로카(P ) 브로카(B) 건망성(K) 우반구(M) 평균정답율

이- (화시)

60

40

80

10 0

10 0

0

그- (화시)

10 0

100

10 0

10 0

10 0

100

10 0

저- (화시)

20

60

10 0

10 0

10 0

100

80

이/그/저
평균정답율

60

66 .6

93 .3

10 0

10 0

66 .6

8 1.1

그(조응)

20

40

60

60

60

60

50

6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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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8> 실험3 정오판정과제의 결과
(단위: %)
분 류

건망성(S)

말실행증(C)

브로카(P ) 브로카(B) 건망성(K) 우반구(M) 평균정답율

이- (화시)

80

80

10 0

100

100

20

80

그- (화시)

10 0

80

10 0

100

100

100

96.6

저- (화시)
이/그/저
평균정답율

60

80

10 0

100

100

100

90

80

80

10 0

100

100

73 .3

88.8

그- (조응)

80

80

60

40

60

60

63.3

위의 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표 - 7>의 우반구 환자의 이- (화시) 의 수행정도가
0 %라는 점과 모든 환자들이 그- (화시) 의 수행정도가 10 0 %라는 점이다. 또한 명칭성 환자의 경우
그- (조응) 의 수행정도가 정오판정과제보다 채워넣기과제에서 저조함을 보이는데 이는 과제간의
차이로 미루어 짐작된다.

Ⅲ.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화시적인 기능의 대명사와 조응적인 기능의 대명사 처리를 실어증 환자를 대
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본론에서 논의된 화시와 조응의 측면에서 인칭과 지시대명사를 재분류하
여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연구가설에서 제기한 다음과 가설을 검증하여 확인하는 결과가 관찰되었
다.
논점1. 실어증 환자들의 화시적인 기능과 조응적 기능의 지시대명사의 처리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 인칭대명사 자기 와 그 의 수행 정도를 통해 자기 가 화시와 조응의 중
간자적 위치를 차지하는가?
논점2 . 화시적 대명사 내에서 인칭( 나, 너 )과 지시( 이- , 그- , 저- ) 간에 차이가 있는가? 또
한 조응적 대명사 내에서 인칭( 그 )과 지시( 그- )간에 차이가 있는가?
논점1의 경우, 화시적인 기능을 언어적외적 요소의 개입 현상으로 구분하고 조응적인 기능을
문법적이고 언어표현 의존적인 것으로 볼 때 언어기능에 장애를 보이는 실어증 환자들은 조응적인
대명사를 선별적으로 더 못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뇌손상으로 인해 문법적 언어처리는 잘 못하
지만 비언어적인, 세상지식과 연관된 화시적 대명사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예견한 것이다.
화시와 조응의 측면으로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피험자들이 화시적인 대명사를 조응적
인 대명사보다 잘 처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를 화시- 화시·
조응- 조응 이라는 연속선상에
서 분류했을 때 건망성 환자 S와 K , 브로카 환자 P와 B의 경우는 연속적인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
다. 즉, 화시적 대명사를 제일 잘 하고 그 중간인 자기 를 다음으로 잘 하고 조응적 대명사를 가장
못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서 연속적인 정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말실행증 환자 C와 우

반구 환자 M의 경우는 오히려 자기 의 수행이 가장 좋고 다음으로 화시와 조응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차이는 환자의 뇌손상 병변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4명의 실어증 환자 데이터에서 화시와 조응의 중간에 위치한 자기 의 수행이 중간 정
도의 %를 보여주는 것은 화시와 조응 구별의 타당성을 증가시켜 준다. 왜냐하면, 자기 는 화시적
속성과 조응적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대명사이므로 화시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대명사 자기 를
처리할 때는 그 를 처리할 때와는 다른 기제들이 반영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피험자들이 자기 를
그 보다 더 잘 처리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의 수행정도가 나/너 보다는 저조하지만 그 보다는 잘
처리한다는 것은 자기 의 중간적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세한 결과 분석표는
아래 <표 - 9>와 같다.
<표 - 9> 실어증 환자의 화시 대 조응 결과
(단위: %)
분 류
나, 너
(인칭)
화 이/그/저(지시)
시
평균
정답율
자 기

조
응

그(인칭)
그(지시)
평균
정답율

건망성(S) 말실행증(C) 브로카(P ) 브로카(B) 건망성(K) 우반구(M) 평균정답율
70

85

75

100

100

65

8 2.5

70

7 3.3

96.6

100

100

69 .9

84 .9

70

7 9.1

85.8

100

100

67 .4

4 2.8

8 5.7

64 .2

78.5

57 .1

78 .5

6 7.8

28 .5

7 1.4

57.1

57.1

2 1.4

57 .1

5 8.2

50

60

60

50

60

60

5 6.6

39 .2

6 5.7

58.5

53.5

40 .7

5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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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2의 경우, 화시적인 대명사 내에서 인칭과 지시의 차이가 있는지, 조응적인 대명사 내에
서도 인칭과 지시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화시적인 대명사의 나/너 경우 발화상황
에서 직접적으로 화·
청자를 가리키므로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보다는 더 잘 처리하는 것으로
예측하였고, 조응적 대명사의 경우는 3인칭 대명사 그 는 실제발화에서 잘 쓰이지 않으므로 지시대
명사 그- 를 더 잘 처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화시적 대명사의 인칭과 지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브로카 환자 B와 건망성 환자 S와 K
는 각각의 수행의 정도가 동일하였다. 말실행증 환자 C의 경우는 인칭을 지시보다 더 잘 수행하였
고, 브로카 환자 P와 우반구 환자 M의 경우는 오히려 지시를 인칭보다 더 잘 처리하는 결과를 보였
다. 따라서 화시적인 대명사의 경우는 인칭이 지시보다 나을 것이라는 본고의 예측은 지지되지 못
하였다.
조응적 대명사의 인칭과 지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시를 인칭보다 잘 처리
하였다. 다만 말실행증 환자 C와 브로카 환자 B의 경우만이 인칭을 지시보다 잘하는 결과를 보였
는데 정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조응적 대명사의 경우는 지시를 인칭보다 잘 처리하는
정도의 차이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결과 분석표는 아래 <표 - 10 >과 같다.
<표 - 10> 화시(인칭 대 지시)와 조응(인칭 대 지시) 결과
(단위: %)
분 류

화
시

조
응

건망성(S) 말실행증(C) 브로카(P ) 브로카(B) 건망성(K) 우반구(M) 평균정답율

나, 너
(인칭)

70

85

75

100

10 0

65

8 2.5

이/그/저(지시)

70

73.3

96 .6

100

10 0

6 9.9

84 .9

그
(인칭)

28.5

7 1.4

57 .1

57.1

2 1.4

5 7.1

5 8.2

그(지시)

50

60

60

50

60

60

5 6.6

일반 정상인 피험자에게도 실험1, 2 , 3에서 제시된 동일한 실험재료를 가지고 실험해 보았다.
그 결과 정상인은 세 가지 실험에서 화시든 조응이든 거의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3인칭 대명사의 경우, 실제 자연스러운 발화에서는 실험재료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그 라는
단독적인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 , 그 여자 , 그 분 과 같이 명사형이 결합
된 형태나 직함을 대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실험재료로 인해 실어증 환자들이 어려
워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산출의 측면에서는 그 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해의 측면에서 그 가 무엇인지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은 3인칭 대명사 그 에 대
한 언어능력(comp et en ce )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어증 환자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인이 갖고 있는 그 에 대한 언어능력이 적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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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1> 실험 에 서 사용 한 재 료목 록

실어증 사례를 통한 화시적 대명사와 조응적 대명사 연구

실어증 사례를 통한 화시적 대명사와 조응적 대명사 연구

정오판정
1. 동물원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
심지어(저곳)에는 지렁이도 있답니다 .
2. 꾀꼬리를 한 마리를 기르는데 (그) 새는 밤에 잘 운다 .
3. 이 분은 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 분은 그 분의 아드님이십니다 .
4. (저) 바구니는 둥글지만 저 바구니는 네모이다 .
5. 파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
(거기)에는 에펠탑도 있습니다 .
6.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7. 저 사람이 어젯밤 텔레비전에 나왔던 (이) 사람이지?
8. 자동차는 비쌉니다. 그러나 (저것은) 비행기보다는 쌉니다.
9. (이) 나무는 소나무이고 저 나무는 전나무이다 .
10. (그) 집이 저 집보다 나은 것 같다.
11. 어제 갔던 (거기)가 어떨까?
12. (그) 분은 우리 선생님이셔 . 저 분은 그 분 사모님이시고 .
13. (저) 달에는 정말 토끼가 살고 있을까?
14. 이 사람은 너무 고집스럽고 (그) 사람은 너무 우유부단하다.
15. (저) 빌딩은 63층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무실이 많다 .
16. 여기가 바로 내방이고 (거기)는 동생 방이다 .
17. 저 그림이 작년 비엔날레에 출품된 (이) 그림이지?
18. 토끼 인형은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나요?
19. 이것 드릴까요? 아니면 (저걸)로 드릴까요?
20. (저걸)로 3인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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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s tudy ex amin e d th e differ ent pr oces s ing of deixis an d an aph or a in aph as ics . In our
exp eriments p ers on al pr on ouns an d demons tr ativ e pr on ouns ar e divide d into deictic an d
an aph or ic fun ctions in dep en dently . T h e r es ults of th e exp er iments s h owe d th at aph as ics
r emark ably pr es erv e d th e deictic fun ction in contr as t to th e s ev er e imp air ments in th e
an aph or ic fun ction . T h e fin dings of th e pr es ent s tudy le d us to con clude th at th eir br ain
damages made th eir linguis tic pr oces s es difficult , but th ey s p ar e d n onlinguis tic pr oces s es to a
cer tain degr e e . T h es e obs erv ations app e ar e d to s ubs tantiate th e gr owing eviden ce th at
pr on ouns can b e pr oces s e d in dep en dently in deictic an d an aph or ic for 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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