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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right hemisphere has been established to be responsible for the prag-
matic aspects of language, and for controlling the use and application of languag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onversation and topic manipulation in 
patients with right hemisphere damage (RHD). Methods: This study involved 24 subjects: 
12 with right hemisphere cerebral infarction and 12 normal adults matched for sex, age, 
and education level.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protocol,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nversational participation indexes (number of turn-taking and 
frequency of utterances per turn), topic manipulation indexes (total number of total topics, 
frequency of turns per topic, and rate of topic initiation, rate of topic maintenance, and rate 
of topic switching), and conversational breakdown indexes (rate of overlap and rate of turn 
interruption).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versational participa-
tion index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the topic manipulation indexes, the RHD 
group showed lower topic manipulation ability than did the normal adult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versational breakdown indexes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conversa-
tion and topic manipulation ability in patients with RHD who had difficulty in pragmatic 
language, and provided baseline evidence for the assessment of and intervention for pa-
tients with RHD.

Keywords: Right hemisphere damage, Conversational participation, Topic manipulation, 
Conversational breakdown

사람의 뇌는 좌반구와 우반구로 구성되며, 각각의 반구는 그 기

능과 역할이 특성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다. 일반적으로 우반구

는 언어적 요소보다는 언어 외적 요소를 담당하여 은유, 관용어, 

속담과 같은 비유 언어를 처리하거나 운율(prosody) 등을 처리한

다(Kim & Choi, 2009; Zaidel, Kasher, Soroker, & Batori, 2002). 우

반구가 손상되면 언어의 사용 및 활용을 관장하는 화용적 측면에

서 어려움을 보이며(Brookshire, 2014) 이와 더불어 무시증(neglect), 

질병불각증(anosognosia), 주의력(attention) 저하, 감정처리 능력 

결함 등의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Brookshire, 2014; Cherney & 

Halper, 2001; Marotta, McKeeff, & Behrmann, 2003). 이러한 우반

구 손상의 인지적 증상들은 우반구 손상 환자(right hemisphere 

damage, RHD)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령, 주의

력 장애는 의사소통 시 제시되는 정보의 이해를 방해하고 상대방

과의 상호작용 시 적절한 반응을 유지하며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Brookshire, 2014). 또한 감정인식 및 표현의 결함은 타인의 의도

나 음성의 어조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감정 등을 표현하

기 위해 억양이나 표정 변화를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Brook-

shire, 2014; Jang & Choi, 2010; Shapiro & Danly, 1985). 

RHD 환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중 특히 두드러지는 결함은 담화/

화용 능력의 저하이다. 이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혼자 과도하게 

말을 많이 하고, 정상 성인보다 어휘를 많이 사용하나 전달하는 양

은 적고 작화증(confabulation)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대화 상황에

https://doi.org/10.12963/csd.19597

Original Article
Commun Sci Disord 2019;24(2):432-446ISSN 2288-0917 (Online)



https://doi.org/10.12963/csd.19597 http://www.e-csd.org    433

우반구 손상 환자의 대화 특성  •  정혜영 외

서는 청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말을 하

며 주제를 적절하게 유지시키지 못하여 주제에서 벗어난 발화를 

산출한다. 또한 대화 순서를 지키지 못하여 말을 갑자기 시작하거

나 끝내기도 한다(Diggs & Basili, 1987; Jang & Choi, 2010; Lee & 

Kim, 2011; Rehak, Kaplan, & Gardner, 1992; Tompkins, 2012; Tomp-

kins & Flowers, 1985). 비유 언어(은유, 관용어, 속담) 사용에서는 

문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의 뜻으

로만 이해하여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

다(Ahn, 2008; Kim & Choi, 2009; Lee, Lim, & Hwang, 2009). 

Woo와 Kim (2017)은 RHD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국내/외 인

지-의사소통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국외에서는 서술담화(nar-

rative)를 이용하여 유도된 일련의 이야기를 산출하도록 하거나

(Marini, 2012), 절차 설명하기 및 동화 이야기를 통해 RHD 환자의 

저하된 담화 수행 능력을 보고하였다(Bartels-Tobin & Hinckley, 

2005). 그 외에도 그림설명하기 과제를 이용하여 RHD 환자의 저하

된 정보전달 능력을 보고한 연구가 있었다(Joanette, Goulet, Ska, & 

Nespoulous, 1986; Marini, Carlomagno, Caltagione, & Nocentini, 

2005). 국내에서는 비유 언어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고, 담화 특성에 대한 연구가 그 뒤를 이었다(Ahn, 2008, 2011; 

Kim & Choi, 2009; Lee, Kim, & Ahn, 2015; Lee et al., 2009; Seong 

& Kim, 2015; Sohn, Kim, & Park, 2007). RHD 환자를 대상으로 담

화를 살펴본 연구로는 그림 설명하기와 절차 설명하기 과제를 이용

하여 RHD 환자의 정보전달 능력과 문장 간의 결속을 살펴본 연구

가 있었고(Seong & Kim, 2015) ‘cookie theft’ 설명하기 과제를 이용

하여 담화상의 주요 개념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Sohn et al., 2007). 

그 외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이용하여 담화상에서의 양적, 질적

인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Baik, 2004). 

그러나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의 담화과제들은 주로 제시된 특정 

맥락 내에서 발화를 산출하는 과제(그림설명, 절차설명, 이야기설

명)이기 때문에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RHD 환자

의 의사소통 결함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맥

락으로 국외에서는 RHD 환자를 대상으로 대화 과제를 활용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Brady, Mackenzie, & Armstrong, 2003; Chant-

raine, Joanette, & Sja, 1998; Hird & Kirsner, 2003; Kaplan, Brown-

well, Jacobs, & Gardener, 1990; Kennedy, Strand, Burton, & Peter-

son, 1994; Kennedy, 2000; Prutting & Kirchner, 1987; Rehak et al., 

1992). RHD 환자는 정상인보다 대화 상대자에 대한 반응이 더 늦

고, 주제에 벗어나는 발화를 산출하거나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며

(Prutting & Kirchner, 1987) 대화 주고받기의 빈도는 더 많으나, 대

화차례당 발화수는 적었다(Kennedy et al., 1994).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설명이나 이야기 담화 특성과 간접 화행 능

력을 살펴본 연구(Jang & Choi, 2010)는 보고되었으나, 자연스러운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대화를 주제로 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었다. 

대화란 두 명 이상의 화자와 청자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언어적 교환(Lee & Lee, 2013; Lund & Duchan, 1993)으로 맥락 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한 개인은 다른 한 개인 또는 다수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 대화를 하

면서 눈 맞춤을 하고 공통된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정보 및 감정 

등을 공유함으로써 완만한 유대관계와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대화를 수행하기 위해선 의도를 가지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

다는 가정하에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먼저 상대방과의

‘대화차례 주고받기(conversational turn-taking)’ (Choi & Lee, 2013; 

Prutting & Kittchner, 1987)는 화자와 청자가 번갈아 가며 말하는 

것(Kim & Lee, 2007)으로 대화자는 너무 길지 않은 차례를 가져야 

하고, 대화 상대자는 차례에 끼어드는 등의 방해가 적어야 한다

(Owens, 2004). 다음으로 맥락에 따라 주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주

제 운용능력(topic manipulation skills)’ (Craig & Evans, 1989; Men-

tis, 1994)이 요구된다. 이 능력에는 대화의 주제 개시 및 유지, 변경 

등의 하위 요소가 포함된다(Brinton & Fujiki, 1984; Kertoy & Vet-

ter, 1995; Prutting & Kittchner, 1987). 따라서 대화 과제는 절차 및 

이야기 담화와 비교하여 문맥 내 언어 사용을 보다 더 잘 살펴볼 수 

있게 하며, 자연스러운 맥락을 통해 대상자가 산출한 발화 특성까

지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의사소통 평가에 있어 유용한 평가 지표

로 사용될 수 있다(Yorkston & Beukelman, 1980). 

현재 국내에는 RHD 환자를 평가하기 위한 진단 도구가 마련되

어 있지 않아, 평가 시 좌반구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진

단 도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RHD 환자 집단의 경우, 기본적

인 언어 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어평가 시 실어

증 소견이 두드러지지 않아 정상으로 간주되는 등(Woo & Kim, 

2017) 이들이 가지는 의사소통 특성이 면밀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

러한 이유로 화용 언어적 측면의 의사소통 중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HD 손상 환자의 의사소통 문제는 상대적으

로 미비하게 다루어졌다. 또한 RHD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간의 선

행연구들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뇌출혈과 뇌경색을 하나의 

집단으로 포괄하였으며 발병 후 경과일수가 며칠에서 몇 개월까지 

이르는 대상자를 포함하였다(Baik, 2004; Jang & Choi, 2010; Seong 

& Kim, 2015). 그러나 뇌기능 연구에 있어서 뇌의 손상 시기와 경과 

기간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Bryan 

& Hale, 2001) 뇌손상에 따른 기능 저하 여부가 가장 두드러지는 시

기에 국한하여 뇌기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뇌경색의 경우,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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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지난 이후에는 신경학적 회복 및 기능적 회복에 따라 발병 당

시에 나타난 기능 장애를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된다(Anderson, Bour-

estorn, Greenberg, & Hildyard, 1974; Coq & Xerri, 1999). 또한 일

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손상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더불어 후유

증 양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만성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뇌의 직접적인 기능보다는 뇌경색의 후유증을 확인하는 연구

가 될 가능성이 있고, 기능 소실과 회복의 혼재로 인해 순수한 뇌기

능 손상으로 인한 특성이 면밀하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뇌경색이 발현된 환자는 급성기에 내원하여 평가가 

의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급성기의 언어 문제를 확인

하고 발병 초기의 의사소통 능력을 살펴보는 것은(Bryan & Hale, 

2001; Jorgensen, Nakayama, Reith, Raaschou, & Olsen, 1996) 대화

능력에서 우반구가 가지는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좌반구 언어평가로 선별되지 않는 

우반구 환자의 평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중재 방향성

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병 후 경과일수 일주일 이내의 우반구 급성

기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대화 과제를 시행하였다. 그

리고 정상 통제군과 비교하여 대화 참여, 주제 및 방해 지표에서 관

찰되는 의사소통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춘천지역 소재의 종합병원 신경과에 내원한 

만 50-80대의 RHD 환자 12명과 성별, 연령, 및 교육년수를 일대일

로 대응시킨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정상성인(normal adults, NA) 

12명으로 총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공통으로 (1) 

한국어를 모국어로 습득하고, (2) 과제 수행이 가능하도록 심각한 

말 장애(motor speech disorder)가 없어야 하며, 정상 청력과 시력

을 가진 자로 하였다. (3) 또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Kang, 2006) 결과, 연령 및 

교육년수에 따른 정상규준에 속하여야 하며, (4) 단축형 노인우울

척도(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 Kee, 1996)를 

실시하였을 때, 정상범주(8점 이하)에 속하는 대상자만 연구에 참

여시켰다. (5) 에딩거 손잡이 목록(Edinburgh Handedness Inven-

tory; Oldfield, 1971) 평가 결과, 주된 손잡이가 오른손잡이이며, (6) 

실어증-신경언어장애 선별검사(Screening Test for Aphasia & Neu-

rologic-communication Disorders, STAND; Kim, Heo, Kim, & 

Kim, 2009)의 Oral Language Index (OLI) 영역에서 연령과 교육년

수에 근거하여 정상으로 판정된 자만 포함시켰으며, (7) 건강선별설

문지(Christensen, Multhaup, Nordstrom, & Voss, 1991)를 실시하

여 인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신경학적 문제가 없고, (8) 우뇌

손상 환자의 경우,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우반구 뇌경색으로 진단 

받은 발병 후 경과일수 7일 이내의 급성기 뇌경색(acute brain in-

farction patients) (Jauch et al., 2013)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IRB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생명윤리위원회 2018-

03-019) 조항에 근거하여 전문의가 모니터링하는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지 않은 대상자만 포함시켰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두 집단 통계분석 결과, 연령, 교육년수, SGDS, K-MMSE, STAND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연구대상자 정보

는 Table 1과 같으며, RHD 환자의 상세 정보는 Appendix 1과 같다. 

 

자료수집 도구 및 절차

자연스러운 맥락 내 대화를 수집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서는 일

상생활 속에서 친숙한 주제(가족, 학교, 취미)를 토대로 구조화된 

절차를 사용하여 대화를 수집하였다(Brinton, Fujiki, & Powell, 

1997; Evans & Craig, 1992).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그 절차를 수정 및 보완하여 한림 대화 ·화용프로토콜이 개발되었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A group (N= 12) RHD group (N= 12) U p-value

Gender
   Male 5 5
   Female 7 7
Age (yr) 66.25± 10.55 (50-82) 67.17± 11.01 (55.0-83.3) 71.0 .977
Education (yr) 10.08± 5.16 (2.0-18.0) 9.25± 4.95 (2.0-18.0) 63.0 .630
SGDS 0.75± 0.96 (0.0-2.0) 1.08± 1.24 (0.0-3.0) 61.5 .551
K-MMSE 28.58± 1.16 (27.0-30.0) 28.67± 0.88 (27.0-30.0) 67.5 .799
STAND 19.33± 0.88 (18.0-20.0) 19.67± 0.49 (19.0-20.0) 60.0 .51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ange).
NA= normal adults; RHD= right hemisphere damage; SGDD= Short from Geriatric Depression Scale; K-MMSE= Korean version-Mini Mental State Exam; STAND= Screening 
Test for Aphasia & Neurologic-communication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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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hoi & Lee, 2013, 2015; Heo & Lee, 2012; Hong & Lee, 2016; 

Park, Choi, & Lee, 2017). 이 프로토콜은 대화 내 자연스러운 맥락

을 고려하여 친숙한 주제로 검사자와 연구 대상자가 일대일로 진행

하고, 검사자의 반응이 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응 절차를 구조화한 것으로 일반아동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폐나 언어학습부진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활용되었으며(Choi 

& Lee, 2013, 2015; Heo & Lee, 2012; Hong & Lee, 2016; Park et al., 

2017; Yang, Lee, Choi, & Yoon, 2018), 최근에는 전두측두치매 환자

의 대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구로 활용되어 성인 대상으로

의 적용 가능성이 탐색되었다(Min, Yoon, Na, & Lee,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프로토콜의 절차(Choi & Lee, 2013; Heo & Lee, 

2012; Park et al., 2017)를 활용하여 대화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대화 주제는 ‘가정생활’, ‘여가생활’, ‘기타/친구’로 총 세 

가지이며 주제는 대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주제로 선정하

였다. 대화의 자발적인 주제 개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생활’, ‘여

가생활’ 주제에서는 각 주제 관련 사진을 4장씩 준비하였고, 사진

은 주제에 따라 각각의 봉투에 담아 준비하였다. ‘기타/친구’ 주제는 

앞서 제시한 주제(가정생활, 여가생활)에서 충분히 프로토콜의 절

차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주제의 맥락에 대해 제공되는 별도의 사진 

없이 먼저 주제를 구두로 개시하여 준 뒤, 대화를 하였다. 제공된 사

진의 크기는 세로 170 mm, 가로 220 mm였다. 대화를 통해 수집된 

모든 발화는 녹음전용 MP3 (ICD-TX 800)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본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연

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제1저자는 프로토콜의 저자로부터 한림 대

화 ·화용프로토콜의 대화 수집 절차를 구체적으로 훈련받은 후 절

차에 따라 20-70대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대화를 수집하였다. 예비

연구를 통해 수집된 대화의 절차와 대화 분석방법에 대해 제1저자

와 프로토콜의 저자가 함께 검토하였으며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

정 및 보완하여 절차에 대한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먼저 대상자와 간

단한 질문 등을 통하여(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친밀감을 형성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검사자는 과제에 대한 지침을 설명하여 

준 뒤, 과제 수행에 대해 대상자가 이해하였다고 판단되면 ‘가정생

활’, ‘여가생활’에 주제에 해당하는 사진이 들어있는 봉투를 대상자

에게 제공하고 대상자가 한 가지 봉투를 먼저 선택하게 하였다. 검

사자는 대상자가 각 주제에 들어있는 4장의 사진을 모두 본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치운 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개시할 수 있는 대

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화 개시를 3초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가정생활과 관련된 것이었지요.”, “여가생활과 관련된 것이었지

요.”라고 주제를 언급해 주었다. 주제를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을 경우, 해당 주제에 해당하는 소질문(“가정생활은 어

떠세요?”)을 통해 질문하였다. 대상자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면 

검사자는 중립된 반응(“그렇죠.”, “네.”)으로 호응해 주었으며 대화

를 지속하지 못하거나 3초 이상의 쉼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앞

서 언급하였던 발화를 억양을 올리는 형태로(계속 대화가 진행되

는 것을 알리는) 반복해 주었다. 이후에도 발화를 이어가지 못하거

나 3초 이상의 쉼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요?”, “또요?”와 같이 대

화를 촉진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발화에 끝맺음

을 나타내는 발화 또는 행동을 보이면 준비한 다음 소주제로 넘어

가 동일하게 대화를 진행하였다. 사진을 보고 주제에 대해 대화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모두 끝나면 마지막 주제인 ‘기타/친구’의 주제

로 세 가지의 소질문을 통해 사진자료 없이 대화를 유도하였다. 마

지막 주제 또한 앞서 언급한 절차대로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모든 

소주제가 종결되면 프로토콜 종결을 대상자에게 알림으로써 모든 

대화 절차를 마쳤다. 

자료 전사 및 분석

수집된 모든 대화 자료는 일주일 이내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발

화 중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아듣지 못한 발화 또는 자동 구와 같이 

화용적 측면으로 분류되지 않는 발화는 제외하였다(Kim & Lee, 

2007). 분석은 Min 등(2018)과 Yang 등(2018)의 연구에 근거하여

‘대화참여지표’, ‘주제운용지표’, ‘대화방해지표’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수집된 발화는 Kim (1997), Owens (2010)의 발화구분 원칙

에 따라 구분하여 전사하였고(Appendix 2), 대화차례는 Heo와 

Lee (2012)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구분한 뒤 분석하였다(Appen-

dix 3). 대화차례를 기준으로 하여 주제운용지표와 대화방해지표

를 살펴보았는데, ‘대화 주제’의 경우 Park 등(2017)의 연구에 따라 

주제의 정의 및 세부원칙을 따랐으며(Appendix 4), 세부적인 유형

별 정의 및 원칙은 Choi와 Lee (2013) 연구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Appendix 5). ‘대화방해’의 경우, Choi와 Lee (2013) 연구에 근거하

여 대화차례 중 중첩을 보인 비율과 중단을 보인 비율을 각각 측정

하였다(Appendix 6). 각 측정치에 대한 분석방법은 Table 2에 제시

하였다.

신뢰도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자료 분석에 대한 두 분석자 간 일치율을 

산출하였다. 제1분석자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있는 언어병리학을 전공한 연구자이며, 제2분

석자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언어병리학을 전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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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석사과정생이다. 제1분석자 및 제2분석자는 본 연구에서 사용

한 프로토콜의 저자 중 1명에게 대화 절차 및 분석방법에 대해 충

분한 훈련을 받은 뒤, 분석 신뢰도가 90% 이상이 되었을 때 수집된 

자료 중 2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일치율은 ‘대화참

여지표’, ‘주제운용지표’, ‘대화방해지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두 검사자 간의 일치한 반응수를 일치하지 않은 반응수와 일치한 

반응수로 합하여 나눈 뒤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대화

참여지표 97.17%, 주제운용지표 96.83%, 대화방해지표 98.08%로 

측정되었다. 

자료의 통계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version 22; IBM,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으며 두 집

단 간 대화참여지표(대화차례빈도, 대화차례당 발화수), 주제운용

지표(전체주제수, 주제당 대화차례빈도, 전체주제개시율, 전체주제

유지율, 전체주제변경률), 대화방해지표(대화중단율, 대화중첩률) 

측면에서의 수행력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먼저 Kolmogorov-Smir-

nov와 Shapiro-Wilk 검증법을 이용하여 정규분포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부 측정치에서 정규분포 가정이 불충족되었다. 이에 본 연

구의 표본수 등을 함께 고려하여 모든 측정치에 대해 비모수 검정

방법인 맨휘트니 U-검정(Mann-Whitney U-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두 집단 간 대화참여지표 수행 차이

통계분석 결과, 대화차례빈도(U=46.5, p= .143)와 대화차례당 

발화수(U= 65.0, p= .713)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화참여지표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두 집단 간 주제운용지표 수행 차이

통계분석 결과, 전체주제수(U=18.00, p= .001), 주제당 대화차례

빈도(U=22.00, p= .003), 전체주제개시율(U=37.50, p= .045), 전체

주제유지율(U=15.00, p= .000), 전체주제변경률(U=8.00, p= .000)

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주제수’는 RHD가 NA보

다 더 높이 나타났고, ‘주제당 대화차례빈도’에서는 RHD가 NA보

다 더 낮게 나타났다. ‘주제개시율’과 ‘주제변경률’에서는 RHD가 

NA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주제유지율’에서는 RHD가 NA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주제운용지표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두 집단 간 대화방해지표 수행 차이

통계분석 결과, 대화중첩률(U=38.00, p= .052)과 대화중단율

(U=48.50, p= .178)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화

방해지표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2. Measurements of conversation performance

Measurement

Conversational participation indexes
   Number of turn-taking Total number of turn-takings 
   Frequency of utterances per turn Total utterances/Total frequency of turn 
Topic manipulation indexes
   Number of topics Number of total topics 
   Frequency of turns per topic Total topics/Total frequency of turn
   % of topic initiation (Total topic initiation/Total frequency of turn)× 100 
   % of topic maintenance (Total topic maintenance/Total frequency of turn)× 100 
   % of topic switching (Total topic switch/Total frequency of turn)× 100 
Conversational breakdown indexes
   % of overlap (Total overlap/Total frequency of turn)× 100 
   % of turn interruption (Total interruption/Total frequency of turn)× 100

Table 3. Result of Mann-Whitney U test in conversational participation indexes

M± SD Median (IQR) U p-value

Number of turn-taking 46.5 .143
   NA group (N= 12) 59.08± 16.77 60.50 (43.50-64.00)
   RHD group (N= 12) 47.92± 16.17 44.50 (32.75-61.00)
Frequency of utterances per turn 65 .713
   NA group (N= 12)   1.95± 0.39 2.11 (1.62-2.21)
   RHD group (N= 12) 2.62± 2.2 1.90 (1.41-3.32)

NA= normal adults; RHD= right hemisphere damage; IQR= interquartile range (Q1-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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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50-80대 RHD 집단의 대화 특성을 ‘대화참여지

표’, ‘대화주제운용지표’, ‘대화방해지표’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

어 정상성인 집단과 비교하였다. 먼저 대화차례빈도와 대화차례당 

발화수로 살펴본 ‘대화참여지표’에 따른 수행력에서는 집단 간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RHD 환자가 정상인보다 지나

치게 발화량이 많거나(Prutting & Kirchner, 1987), 대화 주고받기

의 빈도는 더 많지만 대화차례당 발화수는 오히려 더 적었다는 국

외의 선행연구(Kennedy et al., 1994)와는 다른 연구결과이다. 본 연

구결과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 내에서도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보

인 이유는 대화 과제 자체가 가지는 특성 때문일 수 있다. 대화는 특

정 맥락이 주어지고 그 맥락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표

현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대화의 주제에 따라 발화의 양이 증

가되거나 감소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실제적으로 본 연구의 대

화 내용을 질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대상자는 대화에 더 참여하여 

대화량이 증가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대상자는 그 양이 감소되기

도 하였다. 이는 대상자에 따라 더 감소된 대화를 보이거나 정상적

인 수준의 대화를 보이기도 하므로(Brookshire, 2014) 대화참여의 

정도만으로는 RHD 집단의 특성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보고(Prut-

ting & Kirchner, 1987)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그간 대화 과제를 사용하여 RHD의 대화참여 정도를 살펴

보는 국내의 선행연구는 없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

야기나 설명하기 담화 과제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발화량이 감소

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 산출을 통해 담화의 양

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살펴본 연구(Baik, 2004)에서는 담화의 

전체 발화의 양은 정상성인에 비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 ‘cook-

ie theft’ 그림을 이용하여 그림 설명하기 방법을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군과 우반구 손상 환자군의 담화를 비교한 연구(Sohn et al., 

2007)에서도 RHD 집단이 정상성인 집단에 비해 더 적은 발화량

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과제 유도 방식의 특성에 기인하였을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대화 상대자와 서로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였

기 때문에 대화 맥락 내에서 보다 자연스럽고 기능적인 발화를 이

끌어 RHD 환자의 대화 특성을 보다 더 잘 드러낸 반면, 상기 연구

는 대상자의 일방적인 발화산출 과제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발화를 산출한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결과와 같지 않을 수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화 프로토콜은 절차에 따라 대화가 

진행되나 대화 시 일정한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화

의 참여에 대한 해석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RHD의 대화참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정

한 대화의 시간을 동일하게 통제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환

자의 발병 전 대화참여 특성을 파악하여 발병 후와 비교하는 과정

도 필요함을 보여준다. 

‘대화참여지표’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던 것에 비하여 

‘주제운용지표’에 따른 수행력을 살펴보면 RHD 집단은 NA 집단 

보다 더 낮은 주제유지율을 보였으나 주제변경률과 개시율은 더 높

게 나타났다. RHD 환자들의 발화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 자신의 대화차례 내에서도 빈번하게 

주제를 변경하면서 발화를 산출하는 양상을 보였다. 화자가 본인

의 대화차례 내에서 주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전 발화와 다음

에 제시될 발화의 맥락을 유지시켜야 하는데 본 RHD 환자들은 대

화 시 빈번하게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였다. 빈번한 개시나 변경은 

청자의 입장에서 맥락에 맞지 않는 발화로 느껴질 수 있고 대화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RHD 집단

Table 5. Result of Mann-Whitney U test in conversational breakdown

M± SD Median (IQR) U p-value

% of overlap 38 .052
   NA group (N= 12) 0.39± 0.97 0 (0-0)
   RHD group (N= 12) 3.23± 3.65 1.72 (0-6.36)
% of turn interruption 48.5 .178
   NA group (N= 12) 0.31± 1.08 0 (0-0)
   RHD group (N= 12) 1.55± 2.35 0 (0-2.92)

NA= normal adults; RHD= right hemisphere damage; IQR= interquartile range (Q1-
Q3).

Table 4. Result of Mann-Whitney U test in topic manipulation indexes

M± SD Median (IQR) U p-value

Total number of topics 18 .001**
   NA group (N= 12) 12.92± 1.56 13.00 (11.25-14.75)
   RHD group (N= 12) 19.67± 9.03 17.00 (14.25-20.75)
Frequency of turns per topic 22 .003**
   NA group (N= 12) 4.6± 1.65 4.49 (3.12-5.40)
   RHD group (N= 12) 2.72± 1.18 2.56 (1.94-3.63)
% of topic initiation 37.5 .045*
   NA group (N= 12) 3.46± 0.85 3.22 (3.05-4.06)
   RHD group (N= 12) 4.8± 1.62 4.83 (3.29-6.25)
% of topic maintenance 15 .000***
   NA group (N= 12) 92.51± 3.34 92.26 (90.49-95.25)
   RHD group (N= 12) 82.03± 8.88 85.61 (72.38-88.69)
% of topic switching 8 .000***
   NA group (N= 12) 2.92± 2.84 2.02 (0.39-5.44)
   RHD group (N= 12) 13.13± 7.88 9.28 (7.30-21.24)

NA= normal adults; RHD= right hemisphere damage; IQR= interquartile range (Q1-
Q3).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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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유지하기 어렵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부적절한 말을 하

고 청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

(Rehak et al., 1992; Tompkins & Flowers, 1985)라 할 수 있겠다.

우반구 손상 환자가 보일 수 있는 의사소통 문제는 인지적 손상

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하에(Blake, 2005; Park & Kim, 2012) 

본 RHD 환자들의 병소를 검토해 보았다. 대상자 12명 중 3명은 전

두엽에 병변이 있었으며, 6명은 전두-피질하 회로(frontal-subcorti-

cal circuit)에 영향을 주는 피질하구조에 병변이 있었다. 따라서 우

반구 전두엽기능 부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본 연구결과를 해석

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두엽은 다양한 인지기능의 근간이 되지만 

특히 우반구 전두엽은 부적절한 반응을 중단하는 능력(Banich & 

Compton, 2014)인 ‘억제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반구 중전두피질, 우반구 하전두피질, 전 보조영역과 두정

엽을 포함하는 우반구 네트워크에 의해 통제되며(Aron, Fletcher, 

Bullmore, Sahakian, & Robbins, 2003; Banich & Compton, 2014; 

Li, Huang, Constable, & Sinha, 2006; Liddle, Kiehl, & Smith, 2001; 

Nee, Wager, & Jonides, 2007) 우반구의 손상 정도에 따라 억제능력

이 예측될 수 있다(Aron et al., 2003). 따라서 RHD 집단은 제한된 

억제능력으로 인해 대화 맥락과 관련 없이 계속 새로운 주제를 개

시하거나 변경하는 대화 양상을 보였을 수 있다. 또한 대화의 주제

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 발화에 대한 내용과 맥락을 기억하는 상태

에서 그 맥락에 맞는 발화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동시적 정보

처리 과정은 담화 내의 내용을 임시로 저장하고 통합하는 기억 체

계인 작업기억에 기반한다(Baddeley, 1993) 작업기억은 RHD 환자

의 화용언어 및 담화와 같은 의사소통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Martin & McDonald, 2003; Park & Kim, 2012; Shin & 

Choi, 2017). 이와 관련하여 우반구의 중전두피질과 하전두피질은 

작업기억의 처리 과정을 담당하며(Wager & Smith, 2003), RHD 환

자들이 언어적 정보를 저장하고 통합하는 과제에서 수행력이 저하

되었다는 결과(Blasko, 1999; Kazmerski, Blasko, & Dessalegn, 

2003; Park & Kim, 2012; Shin & Choi, 2017; Tompkins, Boada, & 

McGarry, 1992)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우반구 손상으로 인하여 양반구의 통합 처리에 기반

하는 정보처리 효율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각 반구는 특

정 기능에 대하여 편재화되어 있지만 뇌량으로 연결되어 각 뇌영역

에 들어온 정보들을 교환하고 통합함으로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

리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반구가 분명하게 다른 정보처리를 하도록 

특성화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산출되는 결과물은 통합된 대뇌 처리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Banich & Compton, 2014). 뇌

는 과제를 수행할 시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반구 간 시행(across-

hemisphere trials)과 반구 내 시행(within-hemisphere trials) 방법

을 통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Banich & Compton, 2014) 과제

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각 뇌반구 내에서 담당하

여 처리하면 보다 효율성 있게 처리할 수 있고, 난이도가 높은 과제

의 경우에는 양반구 전반에 걸쳐 정보들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보

다 효율적일 수 있다(Banich & Belger, 1990; Banich & Brown, 2000; 

Banich, Passarotti, & Janes, 2000; Belger & Banich, 1992, 1998; 

Reuter-Lorenz, Stanczak, & Miller,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대화의 

주제운용에는 다양한 의미적, 담화적, 화용적 처리 과정이 수반되

므로 단순 이해나 산출 과제보다 과제의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 따

라서 대화처리 및 주제운용을 위하여 양반구의 기능이 통합적으

로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본 RHD 환자는 양반구가 함께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좌반구에서 보다 편중하여 처리하게 되면서 정보 처리

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주제운용능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을 수 

있겠다. 

‘대화방해지표’의 중단과 중첩 모두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 이는 RHD 환자가 청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대화를 갑

자기 시작하거나 끝내기도 한다는 연구(Diggs & Basili, 1987; Jang 

& Choi, 2010; Rehak et al., 1992; Tompkins & Flowers, 1985)와 대

화 시 대화를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대화 순서를 지키거나 적

절한 대화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는 결과(Lee & Kim, 2011)

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비록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으나, 대화중첩률에서는 NA 집단보다 RHD 집단이 더 높

은 수치를 보였다. 대화중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대화

차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RHD 환자는 상대방

의 대화차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대화차례를 시작

하므로 대화중첩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일 수 있다. 이와 더불

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RHD 환자가 중첩이 많았던 결

과는 우반구의 주요기능에 해당되는 운율 처리능력의 결함에 기인

한 것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율은 언어의 해석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며, 어떠한 억양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을 더욱 명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맥락이나 정서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므로 화용 언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Lim 

& Yoo, 2015). 대화에서도 운율 및 억양은 대화의 시작과 끝을 암시

하므로 대화의 순서와 차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RHD 환자는 운율적인 정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단조

로운 억양을 사용하는 등 비언어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서 결

함을 보이기 때문에(Jang & Choi, 2010; Lim & Yoo, 2015) 대화 시 

상대방의 발화 개시나 종결 여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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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중첩이 빈번히 관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화의 주제 개시, 유지, 변경과 

같은 대화주제를 다루는 주제운용지표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이는 우반구 손상 환자가 새로운 주제를 개시하거나 변

경하는 빈도가 높아 정상 성인 집단보다 공통된 주제로 대화를 유

지하는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화의 주제운

용지표를 통하여 우반구 손상 환자가 보일 수 있는 의사소통적 결

함을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대화중첩 및 중단율

과 같은 대화방해지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집단 간 평균을 살펴보았을 때, 대화중첩률의 경우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추후 대단위 연구를 통해 대화 방해 특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임상적으로 RHD 환자는 화용적 측면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을 호소하나 좌반구 기능 중심의 언어 평가상에서 선별되지 않아, 

실제로는 의사소통 중재가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RHD 환자가 가진 대화와 주제운용능력에 대한 특성을 확인함으

로써 이와 같은 결함에 기반한 환자의 평가 및 중재의 기초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결과의 수치상 NA 집단보다 RHD 환자에서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뇌혈관장애의 종

류나 발병 후 경과일수는 통제하였으나 병변을 통제하지 않았으므

로 이러한 다양성이 환자군의 표준편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이 있다. 둘째, RHD 환자의 대상자 수가 충분치 않으므로 추후 대

단위 연구를 통해 RHD의 대화 특성을 일반화하고 확립하는 과정

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RHD 환자의 종합인지기능검

사를 통하여 하위 인지기능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지기능과 대화 특성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에 본 결과의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며 추후 신경심리학적 검사결

과를 포함한 연구를 통해 우반구 관련 인지기능과 대화기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병변의 위치에 따

른 뇌영상 분석을 통하여 병소와 각 지표와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면 대화능력 평가를 통해 뇌손상 여부나 손상된 병변을 예측하여 

진단할 수 있는 감별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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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우반구 손상 환자 정보

Gender Age (yr) POT (day) Lesion

M 55 1 Rt. BG infarction 

Subcortex

M 55 4 Rt. MCA infarction

Frontal lobe

M 61 4 Rt. thalamic infarction

Subcortex

M 63 7 Rt. MCA infarction

Temporal lobe

F 57 2 Rt. cerebral infarction

Subcortex

F 60 0 Rt. PCA infarction

Temporal, Occipital lobe

F 64 3 Rt. BG, CR infarction

Subcortex

M 66 4 Rt. MCA infarction

Frontal, Parietal lobe

F 77 3 Rt. BG infarction

Subcortex

F 82 6 Rt. MCA infarction

Frontal, Temporal, Parietal lobe

F 83 5 Rt. CR infarction

Subcortex

F 83 7 Rt. PCA infarction 

Temporal, Parietal, Occipital lobe

POT=post-onset time; BG=basal ganglia; MCA=middle cerebral artery; 
PCA=posterior cerebral artery; CR=corona radiata. 

Appendix 2. 발화 분석 기준

분석 기준 발화 내용

1. 1문장 1발화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줬지. 이거를”

   → 그래서 내가 줬지(발화1)

   → 이거를(발화2)

2. 시간이 경과되거나(약 5초 이상) 주제의 변화가 있거나 운율의 두드러진 변화를 보일 경우  

발화 수를 나눈다.

“아니 내가(5초 경과)” 내가 울었지

   → 아니 내가(발화1)

   → 내가 울었지(발화2)  

3. 같은 말이라도 다른 문맥이나 상황에서 표현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다른 

발화로 취급한다.

(핸드폰 보여주며) “이거 보세요” (발화1)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보세요” (발화2)

4.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의미의 첨가 없이 낱말이나 구를 반복할 때는  

한 문장 안에 넣되 ( )로 구분하고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어쨌든)내가 그러고서(어쨌든) 뭐 그렇게 됐지

5. 대상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간투어(샘플자료의 10% 이상 발화)는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어) 지금은 (어) 그걸 안 하고 있지. 

6. 문장을 이어가기 위한 무의미 소리나(예: 음, 어 등의 말이음) 감탄하는 소리는(예:‘아’, ‘오’)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오!) 너무 좋은거야”

7. 외워진 자동구어는(예: 노래하기, 숫자세기) 발화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그

러나 자동구어가 발화 속에 내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낱말로 보고 분석에 포함시킨다.

“ 일, 이, 삼 ,사 오, 육, 칠”

   → 발화로 취급하지 않음. 

8. ‘그리고’나 연결어미 ‘-고’를 사용하여 계속 연결한 문장은 발화에 ‘그리고’ 또는 ‘-고’가 하나만 

포함되도록 발화를 나눈다.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케익 촛불 끄고 케이크 자르고 먹고 했지.”

   →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케익 촛불 끄고

   → 케이크 자르고 먹고 했지  

Kim (1997), Owens (2010)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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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대화 차례 구분 기준

구분 예

1. 대화차례는 화자가 말을 시작하여 대화상대자가 말을 시작하기 전까지 동일한 화자가 이어간 

모든 발화를 의미한다(Adams & Bishop, 1989; Bishop, Chan, Adams, Hartley, & Weir, 

2000; Bryan, Donahue, Pearl, & Sturm, 1981; Kim & Lee, 2007).

검: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어떻게 지내세요?

피: 토요일 날엔 놀러도 많이 가고 친척도 보러 가요.  

(대화차례 1)

2. 대상자가 자신이 말 차례에 대화 주제를 변경하는 경우 대화차례를 나눈다(Kim & Lee, 

2007; Schober-Peterson & Johnson, 1989).

검: “생일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피: “가족들이랑 밥 먹으면서 놀구요.”  

(대화차례 1)

피: “그런데 이거 언제 끝나요?” (대화차례 2)

3. 동일한 주제로 대화차례를 이어갈 때, 발화 중에 3초 이상 쉼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대화차례로 구분한다(Kim & Lee, 2007; Lee & Kim, 2001).

피: “좋아하는 거는 등산 가는 거 좋아하고요  

(3”) (대화차례 1)

피: “그 다음 산책 가는 거 좋아해요”  

(대화차례 2)

4. 대상자가 자신의 대화차례에서 맞장구(back channel responses) 등의 낱말이나 구로 말한 

경우에도 하나의 대화차례로 인정한다(Crystal, Fletcher, & Garman, 1976).

피: “주로 게임을 하죠.” (대화차례 1)

검: “주로 게임을 하세요?”

피: “맞아요” (대화차례 2)

5.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는 추임새로서 대상자가 단순히 고개 젓기, 머리 끄덕이기, 가리키기 

등의 비구어적 행동은 대화차례로 보지 않으나, 대화 상대방의 질문이나 지시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대화차례를 넘기는 기능(turn passing-move function)을 가지는 발성 및 행동의 

경우에는 하나의 대화차례로 간주한다(Adams & Bishop, 1989; Bishop et al., 2000; 

Weiner & Goodenough, 1977).

피: “일 갔다가 한 숨 자고.” (대화차례 1)

검: “한 숨 주무세요?. (3초 후) 그리고요?”

피: (고개를 가로로 저음) (대화차례 2)

검: “네 알겠습니다.”

피=피험자; 검=검사자; 3”=3초의 시간이 지남; (    )=반복 발화. 
Heo & Lee (2012) 재수정.

Appendix 4. 주제정의 및 세부원칙

주제란 화자가 발화를 통해 제공하는 주요 정보(Owens, 2004)로, 하나의 발화 또는 동일한 어휘, 주제어(theme), 개념(concept), 구성요소로 서로 연관된 일련의 발

화로 제공될 수 있다(Schober-Peterson & Johnson, 1993).

기준 예

1. 새롭게 주제가 개시된 후 새로운 주제로 변경되기 전까지 이어진 발화는 하나의 

주제로 측정한다.

2. 이미 언급된 주제에 대해 내용을 첨가하거나 정교화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제

로 측정하지 않는다.

3. 하나의 주제가 종료되고 다른 주제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이전 주제로 언급한 경

우에도 새로운 주제로 측정하지 않는다.

피: “지금은 핵가족화 되어서 가족들이 서로 남남처럼 산다고” 

(주제1: 핵가족) → 주제 수 포함

검: “남남처럼 사세요?”

피: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예전만큼 끈끈하지 않고 우애가 없어” 

(정교화 및 내용 첨가) → 주제 수 포함 안 함.

피: “아, 안타깝구나.”

피: “내가 지난 번에는 성묘를 갔어요” (주제2: 성묘로 변경)  

→ 주제 수 포함

검: “성묘를 가셨어요?”

피: “네 근데 성묘도 우리 식구만 가고 다들 남남처럼 안 온다고.”   

(주제1을 다시 언급)→주제 수 포함 안 함.

피=피험자; 검=검사자.
Park, Choi, & Lee (2017)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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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6. 대화방해 지표에 따른 유형 및 정의

구분 정의 예

대화 중첩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상대방의 말에 끼어들어 방해한 대화차례를 말한다(Craig & 

Evans, 1989; Kim & Lee, 2007; Lee & Kim, 2011; Prutting & Kirchner, 1987).

검: 식사를 * 하셨어요?

피: *내가 거기에 가서 기다렸지

대화 중단 대화 중 상대방의 말에 반응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거나 3초  

이상의 시간지연, 비정상적인 쉼 혹은 무반응한 대화차례를 말한다(Prutting & 

Kirchner, 1987).

검: 가족 분들과 생일에는 주로 어떻게 지내세요?

피: (3”) 

검: 생일에 어떻게 지내시죠? 

피: 무반응

피=피험자; 검=검사자; *=중첩; 3”=3초의 시간이 지남; (    )=반복 발화.
Choi & Lee (2013) 재수정.

Appendix 5. 주제운용 기술의 유형별(주제 개시, 주제 유지, 주제 변경) 정의 및 예시

구분 정의 예

주제 개시 주제 개시는 이전 주제가 종료된 후, 제시된 사진자료와 관련한 주제로 대화차

례를 자발적으로 먼저 도입한 경우 또는 이전에 개시된 주제를 다시 말한 경

우이다(Brinton & Fujiki, 1984; Prutting & Kirchner, 1987; Mentis, 1994).

검: 이제 대화를 시작해볼까요? 

피: 전에 나도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봤는데 

주제 유지 주제유지는 이전 대화차례에서 개시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반복하거나, 세밀

한 의미 또는 간단한 정보를 추가하면서 대화차례를 이어나가는 경우이다

(Brinton& Fujiki, 1984; Prutting & Kirchner, 1987; Mentis, 1994).

① 어휘로 연결된 경우

② 주제(theme)로 연결된 경우

③ 개념(concept)이나 구성요소로 연결된 경우

① 검:“요즘에 어르신 분들과 뭐하시면서 지내세요?

피: “나이드니까 그냥 모여서 화투 치는거지.”

검: “화투를 치셨어요?”

피:“화투 치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라.”

② 검:“즐겨보시는 TV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피:“그냥 드라마랑 뉴스 그런 거 자주 봐요.”

③ 검:“좋아하시는 TV 프로그램은 뭔가요?”

피: “저는 뉴스를 좋아해요.”

피: “뉴스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많아요”

주제 변경 주제변경은 대화를 이어나가는 도중 이전 대화차례의 주제와 연결되지 않거나 

자신의 이전 발화에서 새로운 주제로 대화 주제가 바뀌는 경우이다(Brinton 

& Fujiki, 1984; Mentis, 1994; Prutting & Kirchner, 1987).

피: 이거는 가족이네요. 

피: 저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은 효를 중요시하잖아요. 

피: 그 어느 나라보다도(3”)

피: 저도 애들이 둘이 있는데 입양을 한번 해 보고 싶었거든요.  

(주제 변경)

피=피험자; 검=검사자; 3”=3초의 시간이 지남; (    )=반복 발화. 
Choi & Lee (2013)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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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우반구는 언어의 사용 및 활용을 관장하는 화용적 측면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반구 손상 

환자의 대화 및 주제운용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자는 우반구 뇌경색 환자 12명과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을 대응

시킨 정상 성인 12명으로 총 24명이었다. 구조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수집된 대화자료는 대화참여지표(대화차례빈도, 대화차례당

발화수), 주제운용지표(전체주제수, 주제당 대화차례빈도, 전체주제개시율, 전체주제유지율, 전체주제변경률), 대화방해지표(대화중

단율, 대화중첩률)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대화참여지표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제운용지표에서는 

우반구 손상 집단이 정상 성인 집단에 보다 더 저하된 주제운용능력을 보였다. 대화방해지표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화용언어에 어려움을 보이는 우반구 손상 환자의 대화와 주제운용능력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고 

우반구 환자의 평가 및 중재의 기초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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