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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acquired 
phonological dyslexia in Korean patients with brain damage and relationship between 
those characteristics and brain lesions. Methods: Thirty normal controls and six brain-da-
maged pati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ssessment tasks of orthographic, phonological, 
and semantic processing were developed based on the cognitive model of single word 
reading and were administered to participants to evaluate reading ability. Orthographic 
processing assessment was performed to evaluate whether participants recognized letters 
and visual word forms. Phonological tasks assessed the ability to segment and manipulate 
sounds in words. A semantic task was performed in order to examine if semantic knowl-
edge was preserved. Reading aloud task of words/nonwords was also performed with the 
intention of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phonological dyslexia. Results: There was a signif-
icant difference in orthographic, semantic, and reading aloud performance between the 
normal control group and patient group. The patient group showed relatively preserved 
orthographic and semantic processing although most of them were not able to perform 
the phonological task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word and nonword reading aloud 
in patients indicated features of phonological dyslexia. Conclusion: Orthographic, phono-
logical, and semantic tasks were administered to participants with perisylvian lesion. Our 
results showed impaired phonological processing and nonword reading compared to rela-
tively preserved performance on orthographic, semantic tasks and word reading. These re-
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on phonological dyslexia, and characteristics of 
acquired phonological dyslexia in the Korean language were associated with perisylvian 
language areas.

Keywords: Acquired dyslexia, Brain lesion, Phonological dyslexia, Cognitive model of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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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서 읽기 관련 뇌 영역의 손상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발생

하는 읽기 장애를 후천성 실독증(acquired dyslexia)이라고 한다. 

후천성 실독증의 유형과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 성인에서 이루어지는 읽기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언어 및 읽기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성인의 

경우 장기기억 속에 단어의 시각적 형태에 대한 정보(orthographic 

lexicon or visual word form), 단어의 의미 정보(semantics), 음운 

정보(phonological lexicon or sound form)가 저장되어 있어서 단

어를 읽거나 듣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읽는 경우 철자어휘집(orthographic lexicon)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사과’를 인식한 후 의미 시스템

(semantics)에서는 ‘사과’에 대한 의미정보(과일, 둥근 모양, 빨간색 

등)가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의미정보는 다시 단어의 음운정보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인출하여 “사과”라고 읽는다. 이렇게 철자 어휘

집, 의미 시스템, 음운 어휘집을 거쳐서 읽는 과정을 직접 경로 또는 

어휘-의미 경로(lexical-semantic route)라고 하며 단어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이 통로를 이용하여 읽을 수 있다. 또한 간접경로 또

는 음운경로(phonological route)를 통해서도 단어를 읽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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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경로는 주로 모르는 단어나 처음 보는 단어를 읽을 때 쓰인다

고 생각되며 철자-소리 변환(letter-to-sound conversion)을 통해 

단어를 읽는 것이다. 규칙단어는 간접 경로를 통해서도 읽을 수 있

지만 불규칙 단어는 철자-소리 대응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간

접 경로를 통하여 읽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 정상인은 두 경로 모

두를 사용하여 읽기가 가능하고 단어의 의미정보, 철자정보 등 읽

기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

제없이 단어를 읽을 수 있지만 실독증 환자는 이 중 일부분에 문제

가 생겨서 읽기 장애를 보이게 된다. 

실독증에 관한 연구는 영어권 국가에서 활발히 수행되어왔고 그 

유형을 음운성 실독증(phonological dyslexia), 표층성 실독증(sur-

face dyslexia), 심층성 실독증(deep dyslexia)으로 분류한다. 실독

증 유형에 따라 특정 유형의 단어 또는 비단어 읽기의 선택적 손상

을 보이는데 음운성 실독증은 단어에 비해서 비단어(예: merber, 포

댑)의 읽기 수행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철자-소리 변

환(letter-to-sound conversion) 능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단어는 심성 어휘집(mental lexicon)에 없기 때문에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자를 소리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비단어를 못 읽는다는 것은 이러한 변환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음운성 실독증은 간접 경로가 손상이 되어서 철자-소리 변

환을 할 수가 없고 보존되어 있는 직접 경로를 통해서만 단어를 읽

게 된다. 따라서 비단어의 수행은 매우 저하되어 있으나 단어는 규

칙성의 유무에 상관없이 규칙단어와 불규칙 단어를 모두 읽을 수 

있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규칙단어와 불규칙 단어는 둘 다 직접 경

로를 통하여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읽기 수행의 정도가 비슷하게 나

타난다. 또한 남아있는 직접경로에 의존하여 단어를 읽다 보니 비

단어를 어휘화(lexicalization)하는 오류, 즉 철자가 비슷한 단어로 

잘못 읽는 오류를 보인다. 음운성 실독증은 철자-소리 변환 외에도 

음운 삭제(phoneme deletion), 음운 대치(phoneme replacement) 

등 단어의 음운 조작을 필요로 하는 여러 음운처리 과제에서 수행

이 저하된다. 표층성 실독증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불규칙 단

어(예: choir, 발전)의 수행은 굉장히 떨어지는 반면 규칙 단어나 비

단어는 상대적으로 잘 읽는다는 것이다(Rapcsak & Beeson, 2004). 

단어를 규칙단어와 불규칙 단어로 나누는 기준은 철자-소리 대응

규칙(letter-to-sound correspondence rules)을 적용하여 읽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예를 들면, make, cake, take 같은 단어들은 규

칙단어에 속하고 choir, yacht, knife는 불규칙 단어들이다. 한국어

에서는 글자 그대로 소리가 나는 단어가 규칙단어이고(예: 강물), 글

자 그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예: 발전, 난로)를 불규칙 단어로 

볼 수 있다. 표층성 실독증은 직접경로가 손상되어서 간접 경로로

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철자-소리 변환 규칙을 적용하여 읽을 수 

있는 규칙단어와 비단어 읽기는 읽기가 어느 정도 가능한 반면 철

자-소리 변환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불규칙 단어는 읽기 수행이 상

대적으로 많이 저하된다. 그리고 보존되어있는 간접 경로에 의존해

서 읽기 때문에 불규칙 단어를 읽을 때도 철자-소리 변환 규칙을 

적용하여 읽는 오류를 보이게 된다. 영어의 예를 들면 ‘knife’에서 

‘k’는 소리가 없는데 소리를 내어 읽는 오류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규칙화(regularization)라고 한다. 심층성 실독증은 직접 경

로 중에서도 특히 의미 시스템에 손상이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단

어를 읽을 때 그 단어와 의미적으로 관련있는 단어, 예를 들면 의미

상 유사한 단어 또는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로 잘못 읽게 된다.

이렇게 단어 유형별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읽기 패턴을 보이는 세 

유형의 실독증은 연관된 뇌 손상 위치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 실독증의 유형과 뇌 손상 위치간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에 따

르면, 음운성 실독증은 음운처리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좌반구 

페리실비안(left perisylvian) 영역의 손상 후 나타나는 것이 보고되

었다(Fiez & Petersen, 1998; Fiez, Tranel, Seager-Frerichs, & Dam-

asio, 2006; Lambon Ralph & Graham, 2000; Patterson & Marcel, 

1992). 음운성 실독증을 일으키는 페리실비안 영역에는 좌반구 브

로카 영역(Broca’s area), 중심앞이랑(precentral gyrus), 뇌섬(insu-

la), 베르니케 영역(Wernicke’s area), 모서리위이랑(supramarginal 

gyrus)이 포함되는데, 환자에 따라 뇌 손상 부위는 이 영역들의 다

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다(Rapcsak et al., 2009). 표층성 실독증은 

좌반구 후두측두 영역(left occipitotemporal region) 손상에서 가

장 많이 관찰되었다(Behrmann & Bub, 1992; Friedman & Hadley, 

1992; Rapcsak & Beeson, 2004). 특히 이 영역 안에 있는 방추상회

(fusiform gyrus)는 정상인이 단어를 읽거나 보는 과제를 하는 동

안 뇌 활성화 영상을 찍은 fMRI 연구에서 많이 보고가 되어(Bru-

no, Zumberge, Manis, Lu, & Goldman, 2008; Cohen et al., 2002, 

2003; Dehaene et al., 2001, 2004; Dehaene, Le Clec’H, Poline, Le 

Bihan, & Cohen, 2002; Kronbichler et al., 2004, 2007; Polk & Far-

ah, 2002) 뇌의 이 영역이 단어의 철자처리 즉 단어의 시각적 형태

를 인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층성 

실독증은 의미정보처리를 포함하는 어휘-의미 경로(lexical-se-

mantic route)에 관여하는 뇌 영역이 손상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심

층성 실독증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보고되는 뇌 손상 영역은 좌반

구 하측두엽(left inferior temporal lobe)의 앞부터 뒷부분까지 포

함하는 다소 넓은 영역이다(Rapcsak & Beeson, 2002, 2004).

위에서 기술한 해외의 이러한 활발한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에서는 성인 실독증에 관한 연구가 단편적인 사례보고(Kim,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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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Kwon, 2008; Kwon et al., 2002; Kwon et al., 2005; Lee et al., 

2002; Park & Yoon, 2008; Pyun, Sohn, Jung, & Nam, 2008; Yim et 

al., 2008)가 대부분이고 환자의 읽기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과제들이 다양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읽기 과제를 살펴보면, 문단을 단순히 읽거나(Kwon et al., 2002), 

단어와 비단어 소리내어 읽기(Park & Yoon, 2008), 한자 단어와 그 

한자를 한글로 변환한 단어 읽기(Yim et al., 2008)와 같이 과제 하

나로만 읽기장애를 평가한 경우가 있다. 한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읽기 과제를 사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Kim 등(2008)에서는 글자-글

자 짝맞추기, 어휘판단 과제, 단어-그림 맞추기, 단어읽기를 사용하

였고, Kwon 등(2005)은 단어 소리내어 읽기, 그림-단어 짝짓기, 검

사자가 소리내어 읽는 단어를 듣고 환자가 단어 가리키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이러한 과제는 실독증 환자의 

읽기장애가 앞에서 기술한 읽기 경로나 읽기에 관여하는 처리 요

소 중 무엇이 손상되어서 일어난 것인지를 알아보기에는 세분화된 

정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단어 읽기의 

이론적 모델에 기반한 평가과제를 만들고 이에 근거해서 읽기장애

의 언어적 기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임상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한 환자의 읽기 장애가 어떠한 패턴 혹은 특성을 보

일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의 인지

적 모델에 기반한 철자, 음운, 의미처리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한국

어 후천성 음운성 실독증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특성과 관련

된 뇌 영역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재활의학과 입원 및 외래 환자 중 좌뇌 손

상으로 인한 실어증 환자 5명과 우뇌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환자 1

명(교차 실어증 1명, 분류불가 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환자 

정보와 뇌영상 이미지를 Table 1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6명의 환

자 중 4명은 뇌졸중 후 실어증이 발생한 환자였고, 환자 KJ와 KP는 

외상성 뇌손상 후 실어증이 발생하였다. 실어증의 유형은 전실어증 

2명, 브로카 실어증 2명, 명칭 실어증 1명이고 나머지 1명은 유형분

류 불가에 해당하였다. 이 중 환자OC는 우반구 중대뇌동맥의 뇌경

색 후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Korean version of the Western 

Aphasia Battery, K-WAB; Kim & Na, 2001) 결과 실어증 지수 53.8

점(유창성 3/10, 알아듣기 9.5/10, 따라 말하기 3.6/10, 이름대기 4.8/10)

으로 브로카 실어증으로 분류되었고, 발병 전 손잡이와 가족력을 

고려할 때 교차 실어증으로 진단된 사례였다. KJ는 뇌손상 후 언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LK OC KY LY KJ KP

Sex/age (yr) M/41 M/54 M/74 M/36 M/61 M/28
Education (yr) 16 12 12 12 5 12
Lesion location Lt. MCA infarction Rt. MCA infarction Lt. MCA infarction Lt. basal ganglia ICH Bilateral frontal ICH,  

Lt. temporal ICH
Lt. frontal ICH & SAH

Damaged area Lt. temporoparietal 
lobe, basal ganglia

Rt. frontotemporal lobe,  
occipital lobe

Lt. frontotemporal lobe Lt. frontotemporal lobe Bilateral frontal lobe,  
Lt. temporal lobe

Lt. frontal lobe

Handedness Right Right Right Right Right Right
Aphasia type Broca Crossed aphasia (Broca) Global Global Anomic Unclassified
AQ 42.1 53.8 14.5 32.1 87.6 83.8

MCA= middle cerebral artery; ICH= intracerebral hemorrhage; SAH= subarachnoid hemorrhage; AQ=  aphasia quotient.

Figure 1.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computed tomography (CT) scan of participants.

LK OC KY LY KJ 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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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손상이 뚜렷이 발생했고, 좌뇌 손상이 주로 언어와 관련 있는 하

전두이랑과 상측두이랑에 손상이 발생해서 일차적으로 실어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우뇌 손상 후 이차적으로 일부 인지

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있었다. 참여한 환자들은 모두 남자로 

오른손잡이였으며, 발병 전에 언어장애, 실독증, 학습장애나 신경

학적인 병력은 없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49세(SD=17.1)였고 

평균 교육연수는 11.5년(범위 5-16), 평균 발병 후 시간(post onset 

time)은 2.8년이었다. 환자군과의 비교를 위해 정상인 대조군으로 

오른손잡이이며 언어장애, 실독증, 학습장애나 신경학적 병력이 

없는 정상 성인 30명이 참여하였다. 정상인 집단의 평균 나이는 

41.5세(21-62)였고, 평균 교육연한은 15년이었다. 

평가도구

실독증의 평가

읽기는 우리가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는 단어의 철자, 음운, 의미

정보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환자의 읽기 장애가 이 세 요소 

중 어느 것으로 인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철

자, 음운, 의미처리 평가 과제를 제작하여 읽기 능력을 평가하였다.

철자처리 평가 도구

단어를 읽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어의 시각적 형

태(visual word form)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철자처리 평가의 목

적은 환자가 철자와 단어의 시각적 형태를 인지할 수 있는지 없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Psycholinguistic Assessment of Lan-

guage Processing in Aphasia (PALPA; Kay, Lesser, & Coltheart, 

1992)를 참고하여 과제를 제작하였다. 환자가 철자를 인식할 수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한 과제는 한글 자모를 제시하고 글자의 이름을 

말하도록(letter naming)하는 과제였다. 정반응/오반응의 기준은 

자음의 경우 정확한 명칭과 조금 다르게 명명하는 경우(예: ‘ㄱ’을 

기윽, ‘ㅅ’을 시읏, ‘ㅌ’을 티긋, ‘ㅋ’을 키억, ‘ㅎ’을 히응)는 정반응 처

리하였다. 그러나 모음을 붙여서 말한 반응(‘ㅅ’을 시’, ‘ㅊ’을 ‘치’)은 

오반응 처리하였다. 자음 ‘ㅇ’의 경우 ‘오’라고 반응한 것은 오반응 

처리하였다. 모음의 경우, 이중모음인데 단모음으로 답한 반응(예

를 들어, ‘ㅒ’를 ‘ㅐ’나 ‘ㅔ’로, ‘의’를 ‘으’)은 오반응 처리하였다. ‘ㅐ’와 

‘ㅔ’는 조음 시 혀 높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음가가 지각적으

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소리로 보았다. ‘ㅞ’와 ‘ㅙ’도 마찬가

지로 ‘ㅐ’와 ‘ㅔ’ 앞에 반모음이 첨가된 것이기 때문에 음가는 같은 

것으로 보았다. 음가를 같은 것으로 보지만 두 모음을 모두 제시한 

이유는 모음 개별 글자를 시각적으로 인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이다. 

단어를 전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한 단어인식(vi-

sual word recognition) 평가에는 두 개의 하위 과제가 포함되었다. 

첫 번째 하위과제는 실제로 한국어에서 쓰이는 단어와 한국어 단

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글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비단어를 구분하

는 단어-비단어 구분 과제(legality decision task)였다. 단어-비단어 

구분 과제에서 비단어를 읽을 수 있는 무의미 낱말이 아닌 한국어 

단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글자의 조합으로 만든 이유는 단어와 비

단어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최대한 많이 배제된 비단어를 만들

기 위해서이다. 비단어 자극으로 많이 사용되는 무의미 낱말 비단

어는 단어를 구성하는 동일한 글자로 만들어진다. 또한 무의미 낱

말 비단어를 구성하는 음절도 단어에서 사용된다. 이와 같이 글자

와 음절을 공유하는 무의미 낱말 비단어는 비록 그 의미가 없지만 

단어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단어를 봤을 때와 같이 음운정보

나 의미정보를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음운이나 의미정보가 개입하기 이전의 시각적 처리 단계

에서 단어와 비단어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한국어 단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글자 조합으로 만든 비단어를 사

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철자처리 평가의 단어-비단어 과제는 의미

나 음운정보가 개입하기 이전의 시각처리 단계에서 단어 형태를 인

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단어의 시각적 형

태에 대한 정보가 기억에 저장되어 있다면 즉 철자어휘집(ortho-

graphic lexicon)이 손상되지 않았거나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은 철자조합으로 이루어진 비단어에 비해서 익숙한 단

어를 시각적으로 훨씬 잘 인식할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철자조합

이 나타나는 음절 내 위치는 1음절과 2음절에서 동일한 빈도로 나

타나도록 통제하였다(1음절에 나타난 자극 15개, 2음절에 나타난 

자극 15개). 두 번째 하위 과제는 음운변화 있는 단어(불규칙 단어), 

음운변화 없는 단어(규칙 단어), 비단어 중에서 단어를 고르는 과

제였다(visual lexical decision) (Appendix 1).

음운처리 평가 도구

음운처리 평가의 목적은 환자의 음운처리 능력 즉 단어를 구성

하는 개개의 말소리(음소)를 분석, 변별, 조작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는 것이다. 음운성 실독증은 음운처리 능력이 손상되어 일어나

므로 철자나 의미처리 과제에 비해 음운처리 과제의 수행 결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음운처리 평가 도구에 포함된 과제는 성

인의 후천성 실독증과 아동의 발달성 난독증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외 실독증 선행연구(Beeson, Rising, Kim, & 

Rapscak, 2010; Rapcsake et al., 2009)를 참고로 하였고 과제의 예

는 Table 2와 같다(Appendix 2). 음운처리 평가 도구는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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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asks in phonological assessment

Task Example

Letter sounding ㄱ → /ㄱ/
Rhyme production 중 → 궁
Phoneme replacement (initial, middle, final sounds) 감 → 밤
Phoneme deletion (initial, final sounds) 감 → 암
Phoneme blending /ㅁ/-/ㅜ/-/ㄴ/ → /문/
Phoneme segmentation (initial, middle, final sounds) 틈 → /ㅌ/

Table 3. Orthographic task performance (percent correct) in normal controls and participants with aphasia 

Task
Normal controls Participants with aphasia

Mean (SD) Mean (SD) LK OC KY LY KJ KP

Letter recognition
   Letter naming (39)
      Consonant (19)
      Vowel (20)

97.8 (3.3)
97.2 (4.3)
98.2 (4.4)

51.9 (32.9)
42.0 (46.0)
61.3 (41.9)

31
58
  5

31
  5
55

NA NA 46
5
85

100
100
100

Visual word recognition
   Legality decision task (60)
   Visual lexical decision (60)
      Regular
      Irregular

98.4 (1.7)
98.4 (2.8)
91.1 (8.5)
88.2 (7.8)

92.0 (6.2)
71.0 (11.8)
62.0 (26.2)
58.0 (25.5)

98
83
93
87

92
72
47
60

87
55
27
27

88
62
47
27

85
72
87
73

100
  85
  73
  73

Table 4. Semantic, reading aloud task performance (percent correct) in normal controls and participants with aphasia

Task
Normal controls Participants with aphasia

Mean (SD) Mean (SD) LK OC KY LY KJ KP

Semantic task
   Picture selection (40) 94.2 (4.7) 75.0 (20.7) 45 93 78 NA 65   95
Reading aloud
   Word (40)
      Regular (20)
      Irregular (20)
   Nonword (20)

99.9 (0.5)
91.1 (8.5)
88.2 (7.8)
97.2 (3.9)

50.6 (35.3)
57.0 (39.9)
44.0 (34.5)
20.0 (31.0)

35
30
40
10

48
60
35
  5

  5
  5
  5
  0

NA
NA
NA
NA

65
90
40
10

100
100
100
  75

자 모두에게 시도되었으나 환자 집단에서는 한 명(KP) 데이터만 수

집되어서 결과에 넣지 않고 부록에 정상인 30명과 KP의 결과를 참

고로 제시하였다(Appendix 3).

의미처리 평가 도구

의미처리 평가의 목적은 환자의 단어의 의미지식이 얼마나 보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Arizona semantic test (Apha-

sia Research Lab에서 연구용으로 제작)를 시행하였다. Arizona se-

mantic test는 Snodgrass and Vanderwart ‘Like’ Objects (Rossion 

& Pourtois, 2004)의 컬러 그림을 이용하여 만든 의미평가 테스트

이다. 종이에 인쇄된 4개의 그림 중에서 가운데 있는 목표 그림과 

의미적으로 연관된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과제이다. 연습 2문

항, 본 문항 40개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목표 그림(자물쇠)이 

보기(열쇠, 칼, 빨래집게, 펜)와 함께 제시되면 자물쇠와 의미적으

로 관련있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과제이다. 

단어/비단어 소리내어 읽기

음운처리영역에 손상이 있는 환자가 어떤 유형의 단어 읽기에서 

선택적으로 손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어 40개(음운

변화 없는 단어 20, 음운변화 있는 단어 20), 비단어 20개를 제시하

고 소리내어 읽게 하였다. 음운변화는 경음화, 대표음법칙, 자음동

화, 음운축약 4 조건이 각 5문항씩 포함되었다(Appendix 4).

연구 결과

정상인과 환자의 수행 결과를 Tables 3, 4와 Figure 2에 제시하였

다. 자료 분석은 과제마다 총 항목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반응률을 

가지고 통계분석을 하였고 SPSS 20.0을 이용하였다. 정반응수로 나

타낸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Appendixes 3, 5, 6). 먼저 정상인

과 환자간에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비모수 검정 Mann-Whitney 

U-test를 이용하여 각 평가과제별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철자처리 평가에서 철자이름대기(U=22.5, z= -2.142, p< .05), 

단어/비단어 구분하기(U=30, z= -2.847, p= .004), 어휘판단과제

(U=2.5, z= -3.73, p< .0001)에서 모두 정상집단과 환자집단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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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철자이름대기 과제에서 자음은 글자의 이

름이 별도로 있지만 모음은 글자의 이름과 소리가 같으므로 자음

의 이름대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자음이름대기와 모음이

름대기 각각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Mann-Whit-

ney U-test 결과 자음과 모음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자음 

U=22.5, z= -2.142, p< .05; 모음 U=20.5, z= -2.379, p< .05). 그 다

음 각 집단 내에서 자음과 모음의 이름대기 수행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정상집단은 paired t-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t(29)= .845, p= .405), 환자집단도 Wilcoxon 부호-서열 검증 결과 

자음과 모음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Z= -.535, p= .593).

자음과 모음의 이름대기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환자 

LK는 모음(정반응 1/20)에 비해서 자음의 이름대기 수행(정반응 

11/19)이 훨씬 높았다. LK는 모음 이름대기에서 앞에 나온 자음의 

이름을 말하거나 자음과 비슷하게 말하는 보속 증상을 보이거나 

모른다는 반응을 하였다. 반면 자음은 앞에 나온 모음으로 인한 영

향이 보이지 않았고 다른 자음의 이름을 말하거나(‘ㄲ’을 ‘ㅌ’로 명

명) 모른다는 반응을 하였다. OC는 자음에 비해 모음의 이름대기 

수행이 훨씬 높아 LK와 반대의 패턴을 보였다. 모음은 20개 항목 중 

9개가 오반응이었는데 주로 단모음은 다른 단 모음의 이름을 말했

고(‘ㅓ’를 ‘ㅗ’, ‘ㅡ’를 ‘ㅣ’, ‘ㅕ’를 ‘ㅑ’) 이중 모음의 경우 비슷한 단모음

으로 (‘ㅠ, ㅝ’를 ‘ㅜ’, ‘ㅑ’를 ‘ㅏ’, ‘ㅛ’를 ‘ㅗ’, ‘ㅢ’를 ‘ㅜ’) 오반응하는 경

우가 많았다. 자음은 ‘ㅏ’ 모음을 붙여서 말하는 오류(‘ㅅ’를 ‘사’, ‘ㅋ’

를 ‘카’, ‘ㅈ’를 ‘자’), 다른 자음에 모음 ‘아’를 붙여서 말하는 오류

(‘ㅃ’를 ‘프’, ‘ㄲ’를 ‘카’, ‘ㅎ’를 ‘아’ ‘ㅊ’를 ‘사’)를 보였다. KJ도 자음에 

비해 모음의 이름대기 수행이 높았는데 모음 오류는 총3개였다. ‘ㅔ’

를 ‘ㅖ’, ‘ㅒ’를 ‘ㅐ’, ‘ㅝ’를 ‘ㅟ’라고 오반응하였다. 자음은 19문항 중 1

개만 정반응하였다. 환자 OC와 유사하게 목표 자음에 모음 ‘ㅣ’나 

‘ㅏ’를 붙여서 말하는 오류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세 명의 환자가 모

두 동일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중모음은 단모음화하고, 자

음의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자음에 모음을 붙이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두번째 분석인 의미처리 평가과제(U=22.5, z= -2.535, p< .05), 

세번째 분석 단어/비단어 소리내어 읽기 과제(U= .000, z= -3.835, 

p< .0001)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단어/비단어 소리내

어 읽기 과제는 정상집단과 환자집단 간의 차이 검증도 필요하지만 

단어 대 비단어의 유의미한 차이가 음운성 실독증의 핵심적인 특

징이기 때문에 단어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정상집단과 환자집단 내에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상집단 내에서 일원분산분석결과 자극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

의하였다(F(2,86) =13.308, p< .0001).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 음

운변화 없는 단어와 음운변화 있는 단어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고(p =1), 단어와 비단어 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t(86)=5.151, 

p< .0001). 환자집단 내에서 Wilcoxon 부호-서열 검증 결과 음운변

화 없는 단어와 음운변화 있는 단어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Z= -1.069, p= .285), 단어와 비단어 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Z=  

-2.032, p< .05). 

환자 중증도의 차이가 크고 과제 수행에서의 차이가 중증도의 영

향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환자를 중증도가 비슷한 개인들끼리 묶

어서 수행결과가 높고 낮은 과제들의 순위가 그룹 간에 유사한지 중

증도가 낮은 그룹은 특히 수행이 낮거나 높은 과제들이 다른 그룹과 

다른지 살펴보았다. 전반 실어증 환자 KY, LY를 집단 1, AQ가 4-50

점 대인 LK와 OC를 집단 2, AQ가 80 이상인 KJ와 KP를 집단 3으로 

묶고 세 집단 각각의 과제 수행 정반응률을 Table 5에 제시하였다. 

세 집단은 수행이 좋은 과제와 낮은 과제가 비슷하여 수행 패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었다(집단별 참여자 수가 2명으로 매우 적

지만 통계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Appendix 7에 제시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단어 읽기의 인지적 모

Table 5. Percent correct of orthographic, semantic, and reading aloud tasks of 
three AQ groups

Task
Global  

(group 1)
Moderate  
(group 2)

Mild  
(group 2)

KY, LY Rank LK, OC Rank KJ, KP Rank

Letter naming NA 31 5 70 5
Legality Decision 88 1 95 1 93 1
Visual LDT 58 2 78 2 78 2
Semantic 78, NA 3 69 3 80 4
Reading aloud-word 5, NA 4 41 4 83 3
Reading aloud-nonword 0, NA 5 8 6 43 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of percent correct of two participants in each group.
AQ= aphasia quotient; visual LDT= visual lexical decision task.

Figure 2. Percent accuracy of word/nonword reading aloud task in normal 
controls (N= 30) and participants with aphasia (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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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 기반한 체계적인 평가과제를 사용하여 뇌손상으로 인한 한

국어 후천성 음운성 실독증의 특성을 파악하고 실독증 유형과 상

관관계를 보이는 뇌손상 영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환자들은 모

두 음운처리에 관여하는 페리실비안 영역을 포함하는 손상이 있는 

환자들로서 단어를 읽기 위해 필요한 철자, 음운, 의미정보 처리 중 

철자와 의미처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였으나 음운처리 평가과제의 

수행이 대부분의 환자에서 불가하였다. 또한 단어에 비해 비단어의 

읽기 수행이 유의하게 낮아 해외 선행 연구 결과에서 보고된 음운

성 실독증의 선택적 손상 패턴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음운성 실독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읽기 경로 중 음운 경로

의 손상으로 인해 단어는 그 유형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

으나 비단어 읽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저하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 단어/비단어 소리내어 읽기를 수행한 5명의 환자 

모두가 단어에 비해 비단어의 수행이 유의미하게 낮아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국내에서는 성인의 후천성 

음운성 실독증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기에 영어를 대상으로 한 해

외 연구와 비교할 수 있다. Beeson 등(2010)에서 보고된 음운성 실

독증 환자 두 명은 모두 단어 읽기에서는 각각 80%, 90% 이상의 정

반응률을 보인 반면 비단어 읽기에서는 20%, 60% 이하의 정반응

률을 보였다. Rapcsak 등(2009)도 유사한 패턴의 읽기 결과를 보고

하였는데 페리실비안 영역이 손상된 27명 환자의 비단어 수행이 규

칙, 불규칙 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다. 선행연구에 참여

한 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Beeson 등(2010)의 환자 AQ는 각각 

76, 96.4이었고, Rapcsak 등(2009)에 참여한 환자들의 평균 AQ는 

67.87 (SD=25.80)으로 본 연구의 평균 AQ 52.3보다 높다. 실어증 

유형을 살펴보면 브로카, 전도성, 베르니케, 명칭성, 전반 실어증으

로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다양한 실어

증 유형에서 음운성 실독증이 동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의 결과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만 본 연구에는 AQ가 많이 

낮은 환자도 있어서 결과 해석에 있어서 중증도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증도 별로 환자집단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과제 수행 정도에 있어서 중증도가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Ta-

ble 5에서 흥미로운 점은 세 그룹이 중증도는 다르지만 잘하고 못

하는 과제의 유형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즉 세 집단 모두 단어/비단

어를 구분하는 과제에서 가장 좋은 수행을 보였고 그 다음이 어휘

판단 과제였다. 전반 실어증 그룹은 철자이름대기에서 두 명의 데이

터가 모두 없어서 이를 제외시킨 나머지 과제(의미 과제, 단어 소리

내어 읽기, 비단어 소리내어 읽기)에서 KY의 데이터를 보면 의미과

제, 단어 소리내어 읽기, 비단어 소리내어 읽기 순서로 정반응률이 

낮아졌다. 나머지 두 그룹도 비슷한 순서를 보였는데 의미과제, 단

어 소리내어 읽기, 철자이름대기, 비단어 소리내어 읽기 순서로 정

반응률이 떨어졌다. 전반 실어증 그룹에서 철자이름대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나 음운처리를 요하는 비단어 읽

기 과제의 수행율이 세 집단에서 모두 가장 하위에 있다는 것은 세 

그룹의 읽기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단어 읽기에 비해서 비단어 읽기 수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음

운성 실독증의 패턴을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읽기 패

턴을 뇌 손상 영역과 연관시켜 본다면 손상된 페리실비안 영역에 

비해 모든 환자들은 철자처리 영역인 방추상회(fusiform gyrus)를 

포함하는 좌반구 측두후두영역(left occipitotemporal region)은 손

상이 없었고 페리실비안 밖의 영역(extrasylvian region)도 대부분 

보존된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철자처리와 의미처리는 상

대적으로 수행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환자 개인별로 철자 ·음운 ·의미평가과제, 소리내어 읽기 수행 결

과를 뇌 손상 영역과 관련 지어보면 다음과 같다. LK는 좌반구 중

대뇌동맥 경색(left MCA infarction)으로 좌반구의 측두두정엽

(temporoparietal lobe)과 기저핵(basal ganglia)이 손상된 환자이

다. 좌반구의 이 영역은 각각 단어의 의미와 음운처리, 운동에 관여

하는 영역이므로 음운, 의미처리 수행의 저하를 예상할 수 있다. 반

면 좌반구 후두측두 영역은 손상이 없으므로 글자나 단어의 시각

적 형태처리 즉 철자처리 평가과제 수행은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 

예상되었고 LK는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KY는 좌반구 전두측두(left frontotemporal) 영역에서 광범위하

게 손상이 관찰되며 전반 실어증으로 AQ가 가장 낮은 환자이다. 

KY의 읽기 수행은 이러한 뇌 손상영역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는

데 단어의 시각적 형태처리를 요하는 철자처리 평가과제, 의미처리 

과제는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한 반면 음운처리를 요구하는 음운

처리평가 과제, 말소리 산출이 필요한 소리내어 읽기 과제는 거의 

수행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전반 실어증 환자 LY도 KY와 비슷한 패

턴의 수행을 보여 손상된 뇌 영역의 기능 저하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KP는 좌반구 전두엽 손상으로 환자 중에서 가장 좋은 수행을 보

였는데 그 이유는 손상영역이 가장 작고 연령도 젊은 점이 주 원인

으로 생각된다. 철자이름대기, 단어/비단어 구분하기, 단어 소리내

어 읽기 과제는 오류가 하나도 없었고 음운과제 수행도 양호하였

다. 또한 의미과제에서도 오반응수가 두 개뿐이었다. 종합하면 손

상된 왼쪽 전두엽(브로카 영역)이 담당하는 음운처리과제에서만 

저하된 수행을 보이고 철자와 의미처리에서는 좋은 수행을 보여 뇌

손상 프로파일과 일치하였다.

KJ는 명칭성 실어증이고 AQ도 높은 편인데 음운처리에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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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은 수행을 보였고 이는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석된다. 첫번째 

요인은 뇌손상 범위가 음운처리를 담당하는 좌반구 브로카 영역

과 상측두이랑에 대부분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KJ가 언어

문제 외에 청각적 주의력 저하라는 인지장애도 있었던 점이 음운처

리평가 과제를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자-글자 대응관

계를 적용하는 것 외에 인지적 처리를 거의 요구하지 않는 비단어 

소리내어 읽기에서도 20문항 중 2문항만 정반응하였다는 것은 KJ

의 음운처리과제 결과가 단지 인지능력의 저하 때문이 아님을 시사

한다. 

마지막으로 교차 실어증 환자 OC는 우반구 중대뇌동맥 경색

(right MCA infarction)으로 우반구 전두측두엽(right frontotem-

poral lobe), 후두엽(occipital lobe)이 손상된 환자로 철자와 의미처

리는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으나 음운처리는 많이 저하되었다. 음

운처리과제 수행이 불가능했고 비단어 소리내어 읽기에서도 20개 

항목 중 1개만 정반응이었다. 의미처리는 양호하였는데 이는 손상

된 측두엽 영역이 넓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단어의 말소

리를 분석하고 조작하는 음운처리 능력은 대부분의 오른손잡이에

서는 좌반구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우반구 손

상으로 인해 보고되는 언어문제는 문장의 운율과 운율에 포함된 

정서를 이해하거나 산출하는 데에 문제, 은유적인 표현의 이해 저

하, 의미처리 저하이다(Chapey, 2008). 실어증 환자 OC에서 음운처

리 과제 수행이 안되고 비단어 정반응이 20문항 중 1문항이라는 

점, 우반구 손상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언어 및 기타 인지장애가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환자 OC는 발병 전에 우반구가 언어기능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 결과를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교차 실어증 환자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모두 음운처리와 관련된 좌반구 페리실비안 영역

(전두엽, 전두측두 영역, 측두두정 영역)에 뇌손상이 있었고 음운

성 실독증의 핵심적인 특징인 단어에 비해서 비단어 읽기가 저하되

는 패턴을 보여 한국어에서도 영어에서 보고된 후천성 음운성 실

독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단어 읽기의 인지적 모델에 기반하여 국내에서 처음

으로 한국어 후천성 음운성 실독증의 읽기 장애 특성과 그 신경학

적 기제를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 명

의 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가 음운처리 평가과제를 수행하지 못하

여 음운처리 과제를 실제로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었고 이것이 철

자나 의미처리에 비해 얼마나 저하되어 있는지 비교하기가 어려웠

다는 점이다. 또한 AQ가 낮은 환자들도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이 음

운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이유가 페리실비안 영역의 손상 외에 중증

도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음운처

리 평가 과제의 적절성과도 연관이 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

운삭제와 음운대치 등의 과제는 영어권 읽기 연구에서는 음운처리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과 아동 읽기장애 모두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가 사용된 배경에는 영어권 문화

에서는 초기 읽기 교육이 시작될 때부터 글자와 소리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학습과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읽기를 배울 때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가르치기 보다는 자음+모음이 한 단위가 되어 음절 

단위로 읽기를 배우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자음이름대기 수행에

서 자음에 모음을 붙여 말하는 오류가 상당수 있었던 것도 처음 읽

기를 배울 때 ‘가 나 다 라…’와 같이 자음과 모음을 하나의 단위로 

배웠던 기억이 남아있어 자동화된 반응의 일부로 나타났을 가능성

도 있다. 이러한 문화 및 교육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음운처리 과

제가 영어권 환자에 비해 한국어 환자에게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

고 따라서 한국어 환자에게 적합한 음운처리 평가과제와 난이도, 

적합한 문항 수 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상인의 음운처리 수행결과는 철자-소리 관계를 명시적으로 한번

도 배워 본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응관계를 알고 있으

며 단어에 포함된 말소리를 분석·조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해외 및 국내의 아동 읽기 발달과 읽기 장애 연구를 보면 본 연구에

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음운처리 과제를 이용하여 읽기 능력과 장

애를 평가하고 있다(Kim & Pae, 2011; Kim & Jung, 2015). 후속연

구에서 좀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으로 인해 좌반구 페리

실비안 영역에만 손상이 있고 AQ가 높은 환자들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운과제를 시행할 수 있다면 과제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후속연구에서 보완하고 싶은 점은 좌반구 후두측두 영

역이 손상된 환자도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과제를 실시

하는 것이다. 외국 선행연구에 따르면 좌반구 후두측두 영역의 손

상은 표층성 실독증을 일으키고 음운성 실독증과 이중해리(dou-

ble dissociation)의 패턴을 보인다. 즉 음운성 실독증 환자들은 비

단어 읽기는 굉장히 저하되고 단어 읽기는 상대적으로 보존되어 있

으나 표층성 실독증 환자들은 비단어와 규칙단어는 상대적으로 

잘 읽을 수 있는 반면 불규칙 단어의 수행이 매우 저하되어 있다. 이

러한 패턴이 한국어 실독증에서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임

상적으로 또한 이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연구이며, 좌반구 후두

측두 영역이 손상된 환자들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운처리 평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음소단위에 기반한 음운처리 평가 과제의 

적합성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전반적인 실독증 



http://dx.doi.org/10.12963/csd.15268578    http://www.e-csd.org

Hyesuk Cho, et al.  •  Characteristics of Acquired Phonological Dyslexia in Korean

연구에서 실어증 환자에서 읽기장애의 뇌신경학적 기제를 직접적

으로 보여줄 수 있는 뇌 영상 기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

에서는 손상영역을 매핑(lesion mapping)하여 같은 그룹 내 환자들

에서도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손상된 뇌 영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하

고 손상영역과 정반응률과 같은 행동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voxel-based lesion symptom mapping (VLSM)을 이용한 

연구, 치료 전후의 뇌 활성화 패턴의 변화를 보는 fMRI 연구, DTI

를 이용하여 뇌 영역을 연결하는 백질 중 어느 트랙이 손상되었는

지를 보는 연구 등 뇌영상 기법을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

재 뇌영상 기법을 이용한 국내의 읽기 연구는 정상인 연구(Kim, 

Lee, & Kim, 2008; Yoon, Cho, Chung, & Park, 2005; Yoon, Cho, & 

Park, 2005) 및 환자 연구(Pyun et al., 2007)가 많지 않은데 앞으로 

국내에서도 한국어 실독증의 신경학적 기제를 밝히는 뇌영상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한국어 후천성 음운성 

실독증의 언어 및 신경학적 기제를 밝히고자 한 초기 연구로서 부

족한 점이 있지만 향후에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지속하

여 국내 실독증 연구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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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철자처리 평가도구

(2) 단어/비단어 구분하기(legality decision task) 

      

 

 

  

(2) 단어/비단어 구분하기(legality decision task)

(3) 어휘판단과제(visual lexical decision)

(1) 글자 이름 말하기(letter naming)

Name: Date:

  1 ㄱ 21 ㅑ

  2 ㅏ 22 ㅅ

  3 ㅌ 23 ㅋ

  4 ㅖ 24 ㅙ

  5 ㅁ 25 ㄲ

  6 ㅓ 26 ㅎ

  7 ㅉ 27 ㅊ

  8 ㅔ 28 ㅛ

  9 ㅗ 29 ㅡ

10 ㄸ 30 ㅇ

11 ㅒ 31 ㅣ

12 ㅜ 32 ㄹ

13 ㅐ 33 ㅂ

14 ㅃ 34 ㅘ

15 ㅟ 35 ㅆ

16 ㄷ 36 ㅈ

17 ㄴ 37 ㅢ

18 ㅠ 38 ㅍ

19 ㅝ 39 ㅕ

20 ㅞ

병동 벽화 배필 답례

족발 폭죽 캉나 직함

잔량 들녘 열흘 중혼

루줄 압빡 흑딴 들꼳

평발 깡바 중풍 암니

폭쩡 금칙 두꾸 속담

무식 모쭈 허풍 삼받

당커 당숙 간멉 억측

분별 발론 웃통 격론

돌솓 곡물 삼팡 버팍

단심 자툼 연꽃 훈챈

역씁 평민 과셔 생맹                                                         

야콘 독즙 궁물 땡볕

푼꾸 망말 쩌마 홀란

발끋 종횡 접형 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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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임 만들기(rhyme production)

자극 반응 점수

  1 중

  2 돈

  3 벌

  4 곰

  5 칼

  6 길

  7 죽

  8 밭

  9 삽

10 샘

점수 :           /10

(2) 단어 음운대치(phoneme replacement)

단어 반응 점수

  1 “땀” 이라고 말해보세요 /ㄸ/를 /ㅈ/로 바꾸세요 I

  2 “공” 이라고 말해보세요 /ㅗ/를 /ㅜ/로 바꾸세요 M

  3 “솥” 이라고 말해보세요 /ㄷ/를 /ㄱ/로 바꾸세요 F

  4 “삼” 이라고 말해보세요 /ㅏ/를 /ㅓ/로 바꾸세요 M

  5 “종” 이라고 말해보세요 /ㅈ/를 /ㅌ/로 바꾸세요 I

  6 “물” 이라고 말해보세요 /ㅁ/를 /ㄱ/로 바꾸세요 I

  7 “탈” 이라고 말해보세요 /ㄹ/를 /ㅂ/로 바꾸세요 F

  8 “풀” 이라고 말해보세요 /ㅜ/를 /ㅏ/로 바꾸세요 M

  9 “당” 이라고 말해보세요 /ㅇ/를 /ㅁ/로 바꾸세요 F

10 “분” 이라고 말해보세요 /ㅂ/를 /ㅁ/로 바꾸세요 I

11 “실” 이라고 말해보세요 /ㅣ/를 /ㅗ/로 바꾸세요 M

12 “뱀” 이라고 말해보세요 /ㅐ/를 /ㅓ/로 바꾸세요 M

13 “칼” 이라고 말해보세요 /ㅋ/를 /ㅅ/로 바꾸세요 I

14 “박” 이라고 말해보세요 /ㄱ/를 /ㅇ/로 바꾸세요 F

15 “돈” 이라고 말해보세요 /ㄴ/를 /ㄹ/로 바꾸세요 F

전체(15)

I (5)

M (5)

F (5)

(3) 비단어 음운대치(phoneme replacement)

비단어 반응 점수

  1 “몹” 이라고 말하세요 /ㅂ/를 /ㄴ/로 바꾸세요 F

  2 “록” 이라고 말하세요 /ㅗ/를 /ㅣ/로 바꾸세요 M

  3 “댄” 이라고 말하세요 /ㄴ/를 /ㅂ/로 바꾸세요 F

  4 “헝” 이라고 말하세요 /ㅎ/를 /ㄴ/로 바꾸세요 I

  5 “쭙” 이라고 말하세요 /ㅉ/를 /ㄷ/로 바꾸세요 I

  6 “컴” 이라고 말하세요 /ㅓ/를 /ㅜ/로 바꾸세요 M

  7 “럭” 이라고 말하세요 /ㄱ/를 /ㅁ/로 바꾸세요 F

  8 “탬” 이라고 말하세요 /ㅐ/를 /ㅓ/로 바꾸세요 M

  9 “롯” 이라고 말하세요 /ㄹ/를 /ㅍ/로 바꾸세요 I

10 “탯” 이라고 말하세요 /ㄷ/를 /ㄹ/로 바꾸세요 F

11 “램” 이라고 말하세요 /ㅐ/를 /ㅗ/로 바꾸세요 M

12 “듭” 이라고 말하세요 /ㅡ/를 /ㅚ/로 바꾸세요 M

13 “둠” 이라고 말하세요 /ㄷ/를 /ㅂ/로 바꾸세요 I

14 “찹” 이라고 말하세요 /ㅊ/를 /ㄲ/로 바꾸세요 I

15 “쟁” 이라고 말하세요 /ㅇ/를 /ㄷ/로 바꾸세요 F

전체(15)

I (5)

M (5)

F (5)

(4) 단어 음운삭제(phoneme deletion)

단어 반응 I/F 점수

  1 “굴”이라고 말하세요 /ㄱ/를 빼세요 I

  2 “먼”이라고 말하세요 /ㅁ/를 빼세요 I

  3 “감”이라고 말하세요 /ㅁ/를 빼세요 F

  4 “성”이라고 말하세요 /ㅇ/를 빼세요 F

  5 “독”이라고 말하세요 /ㄷ/를 빼세요 I

  6 “혹”이라고 말하세요 /ㄱ/를 빼세요 F

  7 “잣”이라고 말하세요 /ㅈ/를 빼세요 I

  8 “분”이라고 말하세요 /ㄴ/를 빼세요 F

  9 “빗”이라고 말하세요 /ㄷ/를 빼세요 F

10 “철”이라고 말하세요 /ㅊ/를 빼세요 I

점수(10)

I (  )   F (  )

Appendix 2. 음운처리평가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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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단어 음운삭제(phoneme deletion)

비단어 반응 I/F 점수

  1 “핸”이라고 말하세요 /ㅎ/를 빼세요 I

  2 “솝”이라고 말하세요 /ㅅ/를 빼세요 I

  3 “펀”이라고 말하세요 /ㄴ/를 빼세요 F

  4 “룽”이라고 말하세요 /ㅇ/를 빼세요 F

  5 “밋”이라고 말하세요 /ㄷ/를 빼세요 I

  6 “듬”이라고 말하세요 /ㅁ/를 빼세요 F

  7 “뭅”이라고 말하세요 /ㅁ/를 빼세요 I

  8 “쿳”이라고 말하세요 /ㄷ/를 빼세요 F

  9 “믁”이라고 말하세요 /ㄱ/를 빼세요 F

10 “럼”이라고 말하세요 /ㄹ/를 빼세요 I

점수(10)

I (  )   F (  )

(6) 단어 음운합성(blending)

말소리 반응 점수

/ㅈ/  /ㅏ/  /ㅇ /

/ㅁ/  /ㅜ/  /ㄴ/

/ㅅ/  /ㅓ/  /ㅁ/

/ㅂ/  /ㅕ/  /ㄹ/

/ㄷ/  /ㅗ/  /ㄱ/

/ㅅ/  /ㅏ/  /ㅂ/

/ㄴ/  /ㅏ/  /ㄷ/

/ㅊ/  /ㅗ/  /ㅇ/

/ㄱ/  /ㅡ/  /ㅁ/

/ㄱ/  /ㅣ/  /ㄹ/

Total        /10

(7) 비단어 음운합성(blending)

말소리 반응 점수

/ㅌ/  /ㅗ/  /ㅁ /

/ㅍ/  /ㅏ/  /ㄷ/

/ㅌ/  /ㅐ/  /ㄹ/

/ㅋ/  /ㅜ/  /ㄴ/

/ㄴ/  /ㅐ/  /ㅂ/

/ㅈ/  /ㅡ/  /ㄷ/

/ㄹ/  /ㅜ/  /ㄴ/

/ㅁ/  /ㅐ/  /ㄹ/

/ㄴ/  /ㅣ/  /ㄱ/

/ㄱ/  /ㅓ/  /ㅇ/

Total        /10

(8) 단어 초성음운분절(phoneme segmentation-initial)

단어
따라말하기
(점수없음)

목표음소
음소말하기

(반응)

음소에 해당하는 
철자쓰기

(점수없음)
점수

틈 /ㅌ/

길 /ㄱ/

풀 /ㅍ/

남 /ㄴ/

돌 /ㄷ/

멍 /ㅁ/

봄 /ㅂ/

산 /ㅅ/

죽 /ㅈ/

침 /ㅊ/

(9) 비단어 초성음운분절(phoneme segmentation-initial)

비단어
따라말하기
(점수없음)

목표음소 음소말하기
음소에 해당하는 

철자쓰기
(점수없음)

점수

즐 /ㅈ/

떵 /ㄸ/

린 /ㄹ/

솝 /ㅅ/

쿱 /ㅋ/

팜 /ㅍ/

넛 /ㄴ/

듬 /ㄷ/

뭉 /ㅁ/

툰 /ㅌ/

(10) 단어 종성음운분절(phoneme segmentation-final)

단어
따라말하기
(점수없음)

목표음소
음소말하기

(반응)

음소에 해당하는 
철자쓰기

(점수없음)
점수

톱 /ㅂ/

귤 /ㄹ/

묵 /ㄱ/

총 /ㅇ/

칸 /ㄴ/

밭 /ㄷ/

놈 /ㅁ/

납 /ㅂ/

덕 /ㄱ/

손 /ㄴ/

점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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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단어 종성음운분절(phoneme segmentation-final)

단어
따라말하기
(점수없음)

목표음소
음소말하기

(반응)

음소에 해당하는 
철자쓰기 

(점수없음)
점수

솝 /ㅂ/

눅 /ㄱ/

훙 /ㅇ/

눔 /ㅁ/

런 /ㄴ/

컬 /ㄹ/

폿 /ㄷ/

찹 /ㅂ/

밍 /ㅇ/

핸 /ㄴ/

점수     /10

Appendix 3. 정상인과 KP의 음운처리 과제 결과

Phonological task
Normal controls (N=30) Participant with aphasia (KP)

No. of correct items % correct No. of correct items % correct

Letter sounding 93.3 (4.9) 36.4 (1.9) 24 62

Rhyme production 94.0 (9.7) 9.4 (1) 9 90

Phoneme replacement (initial, middle, final)

   Word (15) 89.8 (10.8) 13.5 (1.6) 13 87

   Nonword (15) 79.3 (16.1) 11.9 (2.4) 9 60

Phoneme deletion (initial, final)

   Word (10) 89.7 (14.0) 9 (1.4) 9 90

   Nonword (10) 86.0 (19.6) 8.6 (2) 5 50

Phoneme blending

   Word (10) 89.7 (13.3) 9 (1.3) 7 70

   Nonword (10) 90.0 (12.3) 9 (1.2) 4 40

Phoneme segmentation (initial, final)

   Word

      Initial (10) 98.7 (4.3) 9.9 (.4) 10 100

      Final (10) 83.0(5.3) 8.3 (.5) 10 100

   Nonword

      Initial (10) 96.3 (8.1) 9.6 (.8) 7 70

      Final (10) 76.7 (10.3) 7.7 (1) 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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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반응 점수 단어 반응 점수

  1 파본 21 덧칠

  2 논밭 22 편곡

  3 허구 23 불꽃

  4 빈곤 24 판독

  5 월담 25 직립

  6 졸개 26 묘령

  7 청중 27 식후

  8 특효 28 잡종

  9 가락 29 나방

10 녹색 30 혹한

11 급료 31 매체

12 통쾌 32 격려

13 살구 33 평행

14 쓴맛 34 촉루

15 폭행 35 진학

16 효도 36 법학

17 팥떡 37 욕망

18 관측 38 논항

19 들쥐 39 땅콩

20 성터 40 출동

비단어 반응 점수

  1 포댑

  2 터힡

  3 푸랄

  4 핫더

  5 팡접

  6 도쿱

  7 팬버

  8 루캅

  9 뻔우

10 봇서

11 넝출

12 훅녀

13 망케

14 론팟

15 둑후

16 컵저

17 푹말

18 덜팃

19 맙오

20 콕하

    합계

Appendix 4. 단어/비단어 소리내어 읽기(reading aloud)

Appendix 5. 정상인과 환자의 철자처리 평가 과제 결과 - 정반응수  

Task
Normal controls Participants with aphasia

Mean (SD) Mean (SD) LK OC KY LY KJ KP

Letter recognition

   Letter naming (39) 38.1 (1.3) 20.3 (12.8) 12 12 NA NA 18 39

Visual word recognition

   Legality decision task (60) 59.1 (1.7) 55.0 (3.7) 59 55 52 53 51 60

   Visual lexical decision (60) 55.3 (2.6) 42.8 (7.1) 50 43 33 37 43 51

      Regular 13.7 9.3 (3.9) 14   7   4   7 13 11

      Irregular 13.2 8.7 (3.8) 13   9   4   4 11 11



http://dx.doi.org/10.12963/csd.15268 http://www.e-csd.org    585

한국어 후천성 음운성 실독증의 특성  •  조혜숙 외

Appendix 6. 정상인과 환자의 의미과제, 단어/비단어 소리내어 읽기 결과 - 정반응수  

Task
Normal controls Participants with aphasia

Mean (SD) Mean (SD) LK OC KY LY KJ KP

Semantic task

   Picture selection (40) 37.7 (1.9) 30.0 (8.3) 18 37 31 NA 26 38

Reading aloud

   Word (40) 40.0 (0.2) 20.2 (14.1) 14 19   2 NA 26 40

      Regular (20) 20 11.4 (8.0)   6 12   1 NA 18 20

      Irregular (20) 20 8.8 (6.9)   8   7   1 NA   8 20

   Nonword (20) 19.4 (0.8) 4.0 (6.2)   2   1   0 NA   2 15

Appendix 7. 중증도 그룹 간 과제 수행의 차이 검증 

Table 5. Percent correct of orthographic, semantic, and reading aloud tasks of three AQ groups

Task
Global (group1) Moderate (group2) Mild (group2)

KY, LY Rank LK, OC Rank KJ, KP Rank

Letter naming NA 31 5 70 5
Legality Decision 88 1 95 1 93 1
Visual LDT 58 2 78 2 78 2
Semantic 78, NA 3 69 3 80 4
Reading aloud-word 5, NA 4 41 4 83 3
Reading aloud-nonword 0, NA 5 8 6 43 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of percent correct of two participants in each group.
AQ= aphasia quotient; visual LDT= visual lexical decision task.

집단별 참가자 수가 2명으로 매우 적지만 비모수 검정 Kruskal-Wallis H test를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철자이름대

기과제, 단어/비단어 구분하기, 어휘판단과제, 의미처리과제, 단어 소리내어 읽기, 비단어 소리내어 읽기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Krus-

kal-Wallis H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모든 과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철자이름대기과제 χ2 (1)=2.667, p= .102; 단어/비

단어 구분하기 χ2 (2)=1.143, p= .565; 어휘판단과제 χ2 (2)=3.603, p= .165; 의미처리과제 χ2 (2)= .4, p= .819; 단어 소리내어 읽기 χ2 (2) = .857, 

p= .651; 비단어 소리내어 읽기 χ2 (2)=3.603, p= .165). 철자이름대기과제는 자음과 모음별로 따로 집단 간 차이를 테스트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자음 이름대기 χ2 (1)= .167, p= .683; 모음 이름대기 χ2 (1)=2.4,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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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후천성 음운성 실독증의 특성

조혜숙1·편성범2

1고려대학교 지혜과학연구센터, 2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후천성 음운성 실독증의 특성을 파악하고 뇌손상 영역과의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방법: 정상인 30명, 뇌손상 환자 6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읽기의 언어심리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단어 읽기의 구성 요소인 

철자, 음운, 의미 처리 중 어느 요소에서 수행이 저하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단어/비단어 소리내어 읽기를 실시하여 음

운성 실독증의 핵심 특성인 비단어 읽기 손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철자처리는 연구 참가자들이 철자와 단어의 시각적 형태를 

인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음운처리과제는 말소리의 분석 및 조작 능력, 의미처리과제는 의미지식이 얼마나 보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결과: 정상집단과 환자집단 간에 철자, 의미처리, 단어/비단어 소리내어 읽기에서 모두 유

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환자집단은 음운처리 과제는 거의 수행하지 못한 반면 철자와 의미처리는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

다. 환자집단 내에서 단어와 비단어의 읽기 수행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음운성 실독증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에서는 페리실비안 영역에 손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철자, 음운, 의미 평가과제를 실시한 결과 음운처리능력의 저하, 단어에 비해 

손상된 비단어 읽기의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는 후천성 음운성 실독증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한국어 실독증에서도 음운성 실

독증의 패턴이 나타나며 이와 실비안열 주변 언어영역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후천성 실독증, 뇌손상, 음운성 실독증, 읽기의 인지적 모델

본 연구는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6281).

참고문헌

김광기, 이승환, 김성훈(2008). 한글의 자소-음소 변환과 관련된 뇌 영역: 기능자기공명영상 연구. 대한치매학회지, 7, 47-51.

김미배, 배소영(2011). 낱말읽기에서의 초등학생 음운해독력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16, 143-153.

김민영, 강동화, 이재홍, 권미선(2008). 뇌들보 팽대 영역의 손상 없이 발생한 순수 실독증. 대한치매학회지, 7, 72-75.

김순호, 정경희(2015). 초등 저학년 읽기학습부진아동의 형태소인식과 읽기능력. 언어치료연구, 24, 35-47.

김향희, 나덕렬(2001). 파라다이스 ·한국판-웨스턴실어증검사. 서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이병화, 이경숙, 윤수진, 이영미, 김향희, 권재철, 강수진, 나덕렬(2002). 무시실독증에서의 가로읽기와 세로읽기의 차이 - 증례 연구. 대한신경과학회

지, 20, 15-26.

임은광, 성명희, 이영배, 박현미, 신동진, 박기형(2008). 좌측 마루-뒤통수엽 뇌경색 후에 나타난 한글과 한자의 해리 현상 - 한자보다 한글에 선택적으

로 나타난 실서증과 실독증. 대한신경과학회지, 26, 361-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