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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phasia in a dextral after right hemisphere injury is called crossed aphasia (CA). 
We are reporting a first case of transformation of motor aphasia to conduction aphasia af-
ter right hemisphere intracerebral hemorrhage (ICH) associated with arteriovenous malfor-
mation (AVM) with literature reviews. Methods: A case of a man in his 30s with CA follow-
ing right hemisphere ICH in the temporal-parietal lobe associated with AVM was reviewed. 
We analyzed his brain images, initial linguistic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aphasia for 8 
weeks of follow-up. Results: The initial Paradise Korean Western Aphasia Battery Revised 
(PK-WAB-R) was evaluated as aphasia quotient (AQ) 72, 64%ile; post evaluation was evalu-
ated AQ 95, 98.9%ile after 8 weeks. The post-test repetition score was the patient score 
range, which can be attributed to impairment in 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The 
patient is diagnosed anomalous CA based on Alexander et al., and we could predict that 
the language ability originates from both hemispheres based on Nagaraja et al. Consider-
ing the appearance of Gerstmann syndrome at the beginning of the onset, we could ex-
pect that the function of the dominant parietal lobe is partially crossed as well. Conclusion: 
Changes in aphasia were reported throughout the initial stage to the end of speech ther-
apy.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literature review of Korean studies was analyzed in this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a cognitive test in the early stage of onset to under-
stand the language problems of crossed conduction aphasia t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gnitive process.

Keywords: Conduction Aphasia, Crossed Aphasia, Cerebral Hemorrhage, Right H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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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aphasia)은 보편적인 언어 습득 시기인 6세에서 9세가 지

난 후에 뇌손상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생기는 언어장애를 말하

며 뇌혈관 질환(cerebrovascular accident, CVA)이 가장 흔한 원인

이다. 실어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손잡이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손잡이 정보는 언어중추가 어느 쪽 뇌의 반구에 위치하는지를 간

접적으로 시사하기 때문이다. 언어중추는 오른손잡이의 경우 대

부분 좌반구에 위치한다. 그런데 오른손잡이 환자가 우반구 손상

으로 인해 실어증의 증상을 보인다면 그 환자의 언어중추는 우반

구에 있을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실어증을 교차 실어증(crossed 

aphasia, CA)이라고 한다. CA는 우세한 손(dominant hand)과 같

은 쪽의(ipsilateral) 대뇌 반구 병변으로 실어증이 발생하는 것을 의

미하며, Bramwell (1899)이 처음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왼손잡이

에서도 좌반구에 언어중추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밝혀지

면서 오른손잡이에서 우반구의 병변으로 발생하는 실어증에 한해

서만 CA의 정의가 사용되어 왔다(Mastronardi et al., 1994). 현재까

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출현율이 .38%에서 3% 사이이며 그 빈도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Yang, & Paik, 2013).

국내에서 발표된 CA의 증례 보고는 총 9편, 기타 연구 논문은 총 

3편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상기 12편의 논문에서 보고된 CA 

환자수는 모두 19명으로 CA의 양상은 전체 실어증(global apha-

sia) 8명, 베르니케 실어증(wernicke’s aphasia) 2명, 전도성 실어증

(conduction aphasia) 1명, 연결피질운동실어증(transcortical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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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 aphasia) 4명, 명칭 실어증(anomic aphasia) 1명으로 확인하였

다. 논문에서 비유창성 실어증(nonfluent aphasia)으로 보고된 증

례는 모두 운동성 실어증(motor aphasia)에 포함하여 총 3명으로 

확인하였다. 이 중 17명은 CA의 원인이 허혈성 뇌졸중(ischemic 

stroke)이고, 2명은 출혈성 뇌졸중(cerebral hemorrhage)이었다. 각 

논문에서의 환자 특징은 Appendix 1에 요약하였다. 

지금까지 보고된 국내의 CA 증례는 대부분 뇌혈관 폐색의 원인

으로 CA가 발생하였고, CA의 언어적 특징에 대한 기술보다 의학

적인 임상 정보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두 편의 연구에서 뇌내출

혈(intracerebral hemorrhage, ICH) 후 발생한 CA를 보고하였는

데, CA의 유형은 전체 실어증에서 브로카 실어증으로 변한 유형과 

전도성 실어증 유형이었다. 그러나 상기 두 연구의 목적이 CA 중심

의 보고가 아니었고, 환자의 언어적 특징을 자세히 파악하기에 한

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30대 남자 

환자가 뇌동정맥기형(arteriovenous malformation, AVM)으로 인

해 ICH가 발생하여 발병 초기에 운동성 실어증의 양상을 보였으나 

전도성 실어증으로 그 유형이 변한 증례를 CA의 언어적 특징, 실어

증의 변화를 중심으로 약 8주간 추적 관찰하여 MRI, Brain CT 소

견 및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생명윤리심사위원회(IRB No. 

B-2106-693-701)의 승인 및 연구 대상자의 사전 동의 면제를 받았다. 

연구방법

환자는 35세 남자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게임 관련 회사에서 

업무를 해왔으며 과거에 기저 질환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였다고 한

다. 에딘버러 손잡이 목록(Edinburgh Handedness Inventory) 문

항을 상세하게 확인하지 않았지만 환자와 보호자에게 환자가 왼손

으로 수행하는 동작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없다고 하였

으므로 오른손잡이일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 중에 어머니가 왼손

으로 젓가락질을 할 수는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오른손잡

이나 다름없다고 보고하였다.

환자는 내원 5일 전부터(2020년 9월 24일) 두통, 실어증이 발생

하였고 기운 없음을 호소하였다. 보호자는 실어증이 발생한 당시

에 환자가 단어도 전혀 표현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타병원에 

먼저 방문하였으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되어 본원 응급실에 내

원하였고(2020년 9월 29일), 당시 검진상 운동성 실어증 이외의 신

경학적 증상은 없었으며 의식 상태는 명료하였다. 내원 1일 차에 시

행한 Brain CT 검사상, 우측 측두엽에 많은 양의 뇌출혈(a large 

ICH in the right temporal lobe), 정맥 동맥류의 확장(venous aneu-

rysmal dilatation), AVM과 연관된 뇌출혈이 발견되었고(Figure 1), 

두개강내 동맥에서의(intracranial arteries) 협착(stenosis)은 없었

다. 이에 환자는 신경외과로 입원하였고 이후의 입원 경과는 다음

과 같다. 내원 2일차에 시행한 경대퇴뇌동맥 혈관조영술(Trans 

Femoral Cerebral Angiography, TFCA)에서 AVM이 우측 전두엽-

측두엽-두정엽에서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AVM rupture, ICH on 

Rt. Frontal-Temporal-Parietal)이 관찰되었고, 병소의 크기는 25.2 

×19.6× 20.6 mm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 3일차에 좌측 팔 저림 

증상, 좌측 다리 감각 저하 및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호전 중이

라고 보고하였고, 내원 4일차에 말하는 것은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하였다. 내원 8일차에 평가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Kang, 2006)에서 

27/30점을 획득하였는데, 오반응한 문항은 지남력의 ‘일, 요일’, 언

어능력의 ‘따라 말하기’ 문항이었다. 이름대기 문항에서 오류가 있

었지만 스스로 수정하였고, 계산 문항에서 응답을 구어로 하면 오

반응이지만 쓰기로 하면 정반응이었다.

언어치료는 내원일 기준 2주차부터 시행하여 7주 동안 총 12회 

진행하였다. 환자는 일주일간 입원 후 자택으로 퇴원하였고, 이후 

통원치료로 진행하였다. 실어증적 양상을 일관적으로 기술하기위

해 본원 응급실 내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언어치료의 목표는 

산출 측면에서 담화 전달, 문장 수준의 따라 말하기, 단어 인출, 담

화 쓰기였고, 이해 측면에서 담화 듣기 및 읽기였다. 쓰기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로 대부분 가정 과제를 통해 연습을 병행하

였으며, 치료 시간에는 말 산출과 단어 인출 증진을 중심으로 진행

하였다. 설명 담화, 절차 담화, 이야기 담화 등의 여러 가지 담화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과제를 구성하였다. 초기 평가 결과를 바탕으

Figure 1. Brain CT. Acute ICH at right temporoparietal lobe with midline shift-
ing to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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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료의 기초선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나 빠르게 회복되는 급성

기 단계의 환자였으므로 언어의 기능이 변하는 것을 중심으로 변

화의 정도를 기록하였다(Kim, 2021). 초기 평가의 결과는 Appen-

dix 2에 제시하였고, 치료의 목표, 내용, 환자의 특징 등은 Appen-

dix 3에 요약하였다. 

내원일 기준 9주차에 초기 평가와 동일한 언어검사로 사후 평가

를 실시하였고, 전반적인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환자의 연령과 교육년수를 고려하였을 때 알아듣기, 이름대

기, 읽기, 쓰기는 정상군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말하기는 표준편차에서 .03의(교육년수 7년 이상, 연령 15-64세 기

준 정상군의 평균 점수 19.68, 표준편차 .65) 차이로 표준편차 이하

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따라 말하기의 경우 원점수 85점, 백분위수 

66.43%ile로 여전히 환자군에 속하였다. 사후 평가의 각 영역별 원

점수, 백분위수, 언어 특징은 Appendix 4에 요약하였다.

연구결과

본 증례는 오른손잡이 환자가 우측 대뇌 반구의 출혈 후에 운동

성 실어증 유형의 CA가 발생한 보고이다. 응급실 내원 5일전부터 

시작된 실어증 양상에 대한 보호자의 보고와 초기 응급실 내원 당

시 의료진의 선별적인 판단 하에 운동성 실어증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초기 언어평가를 실시하였을 때는 전도성 실어증으로 진단

되었으며, 추측하건데 초기 언어평가를 시행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언어기능은 일부 자연회복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총 치료 기간

은 7주였고, 치료 목표는 산출 측면에서 담화 전달, 문장 수준의 따

라 말하기, 단어 인출, 담화 쓰기였으며, 이해 측면에서 담화 듣기 및 

읽기였다. 초기에도 청각적 이해력은 거의 보존된 수준이었으나 평

가 과제보다 더 상위 난이도의 담화 수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목

표로 진행하였다. 내원일 기준 3주차까지는 따라 말하기가 매우 어

렵고, 스스로 말하기에서도 발화는 유창하게 하는 듯하지만 음소

착어, 대용어, 간투사 등의 사용이 반복되는 등 완성형의 문장 발

화는 적었다. 그러나 4주차 이후부터 완성형의 문장 산출이 증가하

기 시작하였고, 어떤 발화에서는 착어가 없는 문장을 산출하기도 

하였다. 

내원일 기준 9주차에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고, 환자의 연령과 교

육년수를 고려하였을 때 알아듣기, 이름대기, 읽기, 쓰기는 정상군

의 범주에 속하였다. 스스로 말하기는 표준편차에서 .03의(교육년

수 7년 이상, 연령 15-64세 기준 정상군의 평균 점수 19.68, 표준편

차 .65) 차이로 표준편차 이하에 포함되었으나 전반적인 과제 수행

의 정도를 질적으로 평가하면 거의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그러나 따라 말하기의 경우 원점수 85점, 백분위수 

66.43%ile로 환자군에 속하였다. Ha, Hwang과 Pyun (2012)은 따

라 말하기의 결함이 구어 단기기억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

만 구어 단기기억 처리과정을 다차원 구어 단기기억의 측면에서 세

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차원 구어 단기기억 

처리과정에서 보면 따라 말하기는 음운적 통로(phonological short 

term memory, 음운단기기억)와 어휘-의미적 통로(lexico-semantic 

short term memory, 의미단기기억)로 구분하고, 음운적 통로는 음

운입력완충기(phonological input buffer)와 음운출력완충기(pho-

nological output buffer)로 나눌 수 있다. 본 환자는 초기부터 언어 

이해력에는 거의 문제가 없고, K-MMSE (Kang, 2006) 검사상으로

도 이해를 요구하는 과제에서의 오류는 없었기 때문에 의미단기기

억은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 심각한 

따라 말하기의 오류가 있었고, 중재 후에도 오류가 지속된 점을 고

려하면 음운단기기억상의 손상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Joanette, Puel, Nespoulos, Rascol과 Lecours (1982)는 CA의 진단 

기준으로 환자 및 가족력에서 왼손잡이나 양손잡이가 없을 것, 우

측 대뇌 반구에만 병변이 있을 것, 과거에 신경학적 병력이 없을 것, 

실어증의 증상이 뚜렷할 것, 뇌의 기능적인 구조형성에 영향을 미치

는 환경적 요소가 없을 것 등 상기 5가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Jo & 

Park, 1997; Joanette et al., 1982; Primavera & Bandini, 1993). 환자

는 오른손잡이이고, 가족력 중 어머니가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할 

수는 있으나 오른손잡이나 다름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양손잡이

로 보기 어려워 상기 기준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환

자는 발병일에 AVM을 진단받았지만 이전까지 기타 신경학적 병력

이나 AVM으로 인한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한다고 보

았다. 이하 3가지의 기준도 모두 충족하여 CA로 진단하였다.

현재까지도 CA의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바가 없고, 

많은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Al-

exander, Fischette와 Fischer (1989)의 가설이다. Alexander 등

(1989)은 CA의 발생에 대해 병변의 위치와 실어증의 증상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거울상

(mirror image)은 좌반구의 언어중추에 대칭되는 우반구의 병소에 

따라 좌반구의 병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어증 양상과 동일한 양

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울상은 모든 언어기능이 우뇌에 

편측화되어 있다고 본다(Primavera & Bandini, 1993). 모든 언어기

능이 우뇌에 편측화되어 있어 초기 실어증의 중증도가 심하고, 문

해능력이 저하되며, 회복 속도가 느려 비교적 심한 실어증적 증상

이 남게 된다. 때로는 우성 두정엽의 기능도 완전히 교차되어 거스

트만 증후군(Gerstmann syndrome)이 나타나기도 한다(Ma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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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di et al., 1994). 거스트만 증후군은 우성 두정엽의 손상으로 실

산증(dyscalculia), 실서증(dysgraphia), 좌우지남력장애(right-left 

disorientation), 손가락 실인증(finger agnosia)의 증상이 발생하는 

증후군을 뜻한다. 둘째, 비정형(anomalous)은 좌반구의 언어중추 

위치로 유추하기 어려운, 정확한 원인을 예측할 수 없는 유형이다. 

비정형은 실어증의 중증도가 경하고, 때로는 일시적이기도 하며 문

해능력은 스스로 말하기, 청각적 이해력보다 상대적으로 덜 손상

되고, 우성 측두엽의 기능도 보존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Nagaraja 등(1989)도 두 가지 유형의 CA를 제시하였다. 첫

째, 언어능력이 양측 반구 모두에 존재하며 이때의 실어증 증상은 

경미하거나 일시적이고, 말과 쓰기의 손상 정도에도 차이가 있는 

유형이다. Zangwill (1979)은 쓰기 능력이 보존된 반면 언어 표현은 

심하게 손상된 증례를 발표하였고, Assal, Perentes와 Deruaz 

(1981)는 우반구 손상 후에 전체 실어증이 발생하였으나 좌반구 손

상 후에 발생한 전체 실어증과는 대조적으로 회복이 빠르고, 회복

후에도 심한 쓰기 장애가 남아있는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들은 CA

의 회복이 빠른 이유가 언어 산출(language production) 측면에서 

말하기와 쓰기의 기능이 각기 다른 대뇌 반구의 명령을 받을 가능

성과 양쪽 대뇌 반구가 모두 언어 활동에 개입할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Jason과 Henry (1976)는 이를 언어의 양측 편측화(bilateral 

representation of language)라고 설명하였다. 언어의 양측 편측화

란 언어의 구성요소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좌뇌와 우뇌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Alexander & 

Annett, 1996; Jason & Henry, 1976). 따라서 CA의 증상이 경하고 

회복이 빠른 원인은 양측 대뇌 반구가 모두 언어 활동에 관여하기 

때문인 것이다(James, 1986). 둘째, 언어능력이 우반구에만 존재하

며 이때의 실어증 증상은 매우 심하고, 회복도 불완전하며 읽기 및 

쓰기능력도 같은 정도로 손상되는 유형이다. Cappa 등(1993)은 교

차 뇌량의 기능해리(cross-callosal diaschisis)에 의한 기능적 신경

학적 분리 현상 때문에 실어증의 증상이 매우 심하고 회복도 불완

전하다고 하였다.

본 증례의 환자에서 나타난 언어적 특징은 Alexander 등(1989)

의 제안에서 보면 비정형 교차실어증의 유형으로 판단된다. 발병 

초기에 거스트만 증후군 중 손가락실인증을 제외하고 실산증, 좌

우지남력장애, 실서증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우성 두정엽의 기능

도 부분적으로 교차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른

손잡이에서 우반구는 시공간능력, 주의력 등에서 더 우세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본 환자의 경우 우반구 손상 후에 실어증과 거스트

만 증후군의 일부가 확인되었고, 시공간능력 및 주의력 등에는 문

제가 없었으므로 언어기능과 시공간능력이 다른 반구에서 그 기능

이 분리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좌측 무시, 운율, 감정, 정

서기능 등의 기타 인지적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다. Nagaraja 등

(1989)의 제안에서 보면 본 환자는 언어능력이 양측 반구 모두에 존

재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병소의 크기에 반해 환자의 실어증 

중증도가 초기에는 중등도의 운동성 실어증이었으나 실어증 증상

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약 8일 만에 경도의 유창성 실어증으로 

변하였고, 발병 초기부터 언어이해와 읽기는 거의 보존되었으나 쓰

기와 말하기에서는 뚜렷한 실어증 증상이 있었으며, 7주간의 언어

치료 후에 실어증 증상은 거의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어

증 발병 후 2개월 만에 빠르게 회복된 것은 시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뇌손상의 초기인 급성기(acute phase) 단계에서 기능적으로 손상

된 부분이 정상화되면서 해리(diaschisis)로부터 회복되어 뇌기능

이 자연적으로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Kim, 2021). 자연회복은 

발병 후 초기 6개월까지 그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경

재활이 활발히 일어나는 이 시기에 언어치료를 함으로써 언어장애

의 호전이 더욱 촉진되었을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의 첫 보고로 30대 남성이 AVM으로 우반구에 

ICH가 발생하여 거스트만 증후군의 일부를 동반한 CA가 발생하

였는데 초기에는 운동성 실어증의 양상이었으나 회복하면서 전도

성 실어증으로 변한 증례이다. 7주간의 언어치료 후에 스스로 말하

기, 알아듣기, 이름대기, 읽기, 쓰기는 정상군의 범주에 속하는 수준

으로 호전되었으나 따라 말하기는 환자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ICH에 의한 CA의 사례를 보고한 적은 

있으나 발병 초기부터 언어치료를 종결하는 시점까지의 전반적인 

과정, 거스트만 증후군의 유무, CA의 운동성 실어증 유형에서 전

도성 실어증 유형으로 변화된 환자에 대한 보고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병리학의 측면에서 CA의 실어증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관찰 및 보고한 점, 국내의 CA 보고에 대한 문헌 고찰

을 함께 제시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본 환자의 따라 말하기 수행력과 다차원 구어 단기기억과

의 관계를 초기부터 평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초기에 기타 

인지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부분은 제한점으로 불 수 있다. 이러

한 과정을 거쳤다면 CA에서 나타난 언어적 문제와 기저의 인지 처

리과정의 특성도 함께 파악하여 교차 전도성 실어증(crossed con-

duction aphasia; Atsushi & Takashi, 1992)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

를 수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급성

기 환자가 내원하여 집중적이지만 단기적인 재활을 시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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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종합적인 언어검사를 통해 치료의 호전 정도를 파악하기보다 

간단하고 체계적인 표준화 검사가 개발되어 중재 과정에서의 주기

적인 평가를 진행해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근거기반치료의 근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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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Literature studies about crossed aphasia

Author (year)
Lesion of the brain 
(Right hemisphere)

Purpos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 age (yrs)/gender, education (yrs)
B: Initial AQ score, Initial aphasia type
C: summary

  1.  Lee, Kim, & Ha 
(1992)

Subcortical infarction in 
the inferior F-T-P

Case report A: 49/M, 6
B: NI, Global aphasia
C:  알아듣기 거의 불가, 짧고 무의미한 단음절 발화 반복, 발병 5개월 후에도 심한 실어증이 지속되었으

며, 발병 전후의 AQ점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2. Jo & Park (1997) Subcortical infarction in 
the F-T-P

Case report A: 61/F, NI
B: NI, Global aphasia
C:  모든 영역에서 무반응, 단음절의 모음 산출 가능, 발병 42일 후에도 심한 실어증이 지속되었으며, 발

병 전후의 AQ점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3.  Lee, Kim, Kwon, Na, 
& Son (1999)

Infarction in the T-P Case report A: 60/M, 16
B: NI, Wernicke’s aphasia
C:  실산증, 좌우지남력장애, 신체지남력장애, 시공간 기능 저하, 심한 좌측 편무시가 동반되었다. 입원 

7일째부터 호전된 양상으로 말은 유창하나 단어 찾기의 어려움이 있었고, 발병 전후의 AQ점수는 제
시되지 않았다.

  4. Han (2001) Infarction in the MCA Case report A: 70/M, NI
B: NI, Wernicke’s aphasia
C:  입원 7일째부터 언어 증상의 호전이 관찰되었고, 입원 10일째 K-MMSE 검사상 23/30점을 획득하

였으나 발병 전후의 AQ점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5.  Rho, Kim, Park,  
Park, & Jang (2007)

Infarction in the MCA Case report A: 49/M, 16
B: AQ 50.4, LQ 49.8, Nonfluent aphasia
C:  거르스트만 증후군이 동반되었지만 실행증, 무시증후군은 관찰되지 않았고, 발병 후 19주째의 평가

에서 AQ 84.6, LQ 76.6으로 호전된 양상이었다.

  6.  Lee, Na, Yum, Kim,  
& Kim (2007)

Infarction in the MCA and 
ACA

Case report A: 82/M, NI
B: NI, 해리성교차언어상실증(dissociate crossed aphasia)
C:  문장을 듣고 읽는 데는 비교적 문제없이 수행이 가능하나 언어의 산출 및 쓰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은 운동성 상실증의 양상이었으며 발병 전후의 AQ점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해리성교차언어상실증 
용어를 처음 제시하였다.

  7. Cho et al. (2009) ICH in the STC and IPC Analyzing 
neuroimage

A: 54/F, 12
B: AQ 63.2, Conduction aphasia

  8. Baek et al. (2011) Infarction in the MCA Case report A: 76/M, 16
B: NI, Global aphasia
C:  발병 전에 무증상의 좌뇌 병변이 있었고, 좌측 무시가 동반되었으며 발병 후 10일째까지도 전체 실

어증이 지속되었다. 발병 전후의 AQ점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9.  Kim, Shin, & Kim 
(2011)

Infarction in the ACA Case report A: 70/F, NI
B: AQ 25.8, Transcortical motor aphasia
C:  Left hand magnetic apraxia와 사지관념운동실행증을 동반하였고, 발병 7주 후의 평가에서 AQ 

48.6으로 호전되었다.

10.  Ha, Pyun, Hwang,  
& Sim (2012).

ICH in the BG

Infarction in the ACA

Comparing 
3cases about 
cognitive 
functions

A: 45/F, 12
B: AQ 3.4, Global aphasia
C:  스스로 말하기, 따라 말하기, 이름대기는 거의 못하였다. 10개월 후의 평가에서 AQ 25.6, Broca’s 

aphasia로 실어증 유형이 바뀌었다.
A: 68/M, 12
B: AQ 38.6, Global aphasia
C:  가족 중에 왼손잡이가 있고, AQ점수가 높음에도 global aphasia라고 기록 되어있다. 세부 점수를 보

면 유창성 3.5/10, 이름대기 5.7/10, 청각적 이해력 1.9/10이다. 두 세개의 단어 전체 또는 일부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였다. 1개월 후의 평가에서 AQ 46.6, Broca’s aphasia로 실어증 유형이 바뀌었
다.

11. Kim et al. (2013) Ischemic lesion in the P-T
Ischemic lesion in the F 

and BG
Ischemic lesion in the P

Ischemic lesion in the 
thalamus

Ischemic lesion in the BG
Ischemic lesion in the BG  

and thalamus
Ischemic lesion in the 

F-T-P

Lesion mapping A: 76/M, 6
B: AQ 19, Global aphasia
A: 52/F, 9
B: AQ 48, Transcortical motor aphasia
A: 51/F, 9
B: AQ 23, Motor aphasia
A: 81/M, 0
B; AQ 14, Global aphasia
A: 70/F, 0
B: AQ 58, Transcortical motor aphasia
A: 70/M, 0
B: AQ 78, Anomic aphasia
A: 74/M, 6
B: AQ 37, Transcortical motor aphasia

12. Yoo & Kim (2019) Infarction in the CC Case report A: 74/F, NI
B: AQ 2.5, Global aphasia
C: CA발병 전에 right thalamus infarction이 있었고 2차 뇌경색으로 CA가 발생하였다.

AQ=Aphasia quotient; LQ=Language quotient; CA=Crossed aphasia; K-MMSE=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ang, 2006); F=Frontal lobe; T=Temporal 
lobe; P=Parietal lobe; CC=Corpus callosum; MCA=Middle cerebral artery; BG=Basal ganglia; ICH=Intracerebral hemorrhage; STC=Superior temporal cortex; 
IPC=Inferior parietal cortex; NI=No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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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The results of Initial PK-WAB-R

Category of PK-WAB-R Initial score

1. Spontaneous speech (20) 13 (51.82%ile)

     Information content (10) 8

     Fluency (10) 5

Linguistic characteristics
문법 오류가 없고, 정상적인 운율로 표현하였다. 음소착어, 의미착어 오류가 반복되며 스스로 오류를 지각하여 수정을 시도하지만 적절한 수정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4음절 이상의 단어는 단어의 일부를 반복할 뿐, 완전한 단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어절 간 쉼, 각 어절의 첫 음절, 음절의 일부를 3번 이상 
   반복 하는 등의 말더듬과 같은 오류가 있었다. 
발화 예시:
오늘이요? 오냥 오냐 그냥 나쁘지 않고요. 지금…그…어…아버지 아버지랑 어 그 어머니랑…어…여여동생이 한 명있고 네 네명이요. 어…그…해벼…해 해 해벼…
   해변…해변에서 어…휴서? 휴시? 휴스…어 휴식하는 것 같은데. 어…뭐지…생각이 안나네. 여 여 여자…여자분이 선 선 선…선베드에 어…누워 있고 책 책을 
   보고서  노 노 노는…노는… 쓰…쓰…산…산책…어…산책… 사람들… 비치불? 비치… 비치부? 비치불?

2. Auditory Comprehension (200) 196 (98.02%ile)

     Yes/no questions (60) 60

     Auditory word recognition (60) 56

     Sequential commands (80) 80

Linguistic characteristics
예/아니오 문항에서 ‘망치가 나무 자르는데 쓰여집니까, 구두를 신은 다음에 양말을 신습니까, 코끼리가 쥐보다 큽니까, 새가 벌레한테 잡아먹힙니까’ 질문은 두 번  
   제시 후에 정반응 하였다. 그 외 알아듣기 과제는 즉각 수행하였고, 낱말 인지의 숫자(1867, 5000), 좌우 지각(오른쪽 귀, 왼쪽 눈) 문항에서 오반응 하였다.

3. Repetition (100) 54 (39.83%ile)

Linguistic characteristics
3음절 단어부터 음소착어가 있지만 스스로 수정이 가능하였다. 문장 수준이더라도 한 어절의 단어가 3음절 이내이면 정확하게 따라 말하거나 스스로 수정할 수 
   있지만 4음절 이상부터는 오류 수정에 실패하거나 일부 음절도 전혀 따라 말하지 못하였다. 문장 수준에서는 어절 생략 오류가 있었고,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오류를 지각하는 정확도도 낮아졌다. 이때 환자는 자주 ‘안 들린다, 뭔가 빠져서 들린다.’고 호소하였다.
발화 예시:
‘다람쥐’ → ‘다람기, 다람지, 다람쥐’
‘다람쥐’ → ‘다람기, 다람지, 다람쥐’
‘겨우 잠이 들었다’ → ‘겨우 어…즈 잠이 달아다’
‘칼날같이 날카로운 바위’ → ‘칼…날…같이 날까 날카로운 바 바 바리’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 ‘어…안…아나… (생략) 분뚜…어… (생략)’
‘그러나 혹은 그런데 중에 택하시오’ → ‘어…그…어… 모르겠어요’
‘스물일곱 개의 찬 맥주병이 냉장고에 있다’ → ‘어…서물…서물일곱 거…거…개의 (생략) 매… 매구…맥주…맥주병… 내 내 냉장 냉장기…냉장고에 어 어 이…있…
   있디...있다’

4. Naming (100) 78 (79.55%ile)

  Confrontation naming (60) 49

  Generative naming (20) 11

  Sentence completion (10) 8

  Responsive speech (10) 10

Linguistic characteristics

물건이름대기에서 오반응 3개, 음소착어를 동반한 정반응 2개(‘젓가락’ → ‘젓기락’, ‘주사기’ → ‘주시기’), 음소착어가 있었지만 스스로 수정한 문항이 4개 있었다. 
   통제 단어연상에서 3음절 이상의 단어를 인출할 때 음소착어 오류가 있었지만 스스로 수정하였고, 4음절 단어는 착어가 반복되다가 결국 단어인출에 실패하여 
   다른 단어로 인출하였다.
발화 예시:
‘코끼리’ → ‘코…코끄리 코끼리’
‘오랑우탄’ → ‘오…오루…오 오 오…오랑…오랑…아…다…다람쥐’

5. AQ (100) 72 (64%ile)

6. Reading (100) 100 (>99%ile)

Linguistic characteristics
글 명령의 음독을 수행할 때 철자 오류가 각 어절마다 연속적으로 있었지만 모두 스스로 수정을 거듭하여 적절하게 읽었다.
발화 예시:
‘손을 들어보세요’ → ‘소…손을… 드…들어 들이 들어보…세요’
‘발로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 ‘발리 발…발로 시 스 습…십자가…를… 그 거 려…어…그려보…세요’

7. Writing (100) 83.5 (72.3%ile)

Linguistic characteristics
스스로 쓰기(이름, 주소, 그림묘사, 숫자 등)에서는 철자오류가 주된 오류였고, 그림묘사에서는 철자오류와 문법오류가 함께 있었다. 받아쓰기(문장 받아쓰기, 
   단어 받아쓰기 등) 에서는 음소착어, 의미착어, 생략 오류 등의 오류가 있었다.
문장 예시:
스스로 쓰기: ‘오포읍’ → ‘오표읍’, ‘금’ → ‘급’, ‘세 명이 비치볼를 한다’, ‘아빠가 아이들과 모래놀이를 한다’, ‘여자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노 부부가 산책을 간다’
받아쓰기: ‘호루라기’ → ‘호루’, ‘1867’ → ‘1896’, ‘맥주병이’ → ‘맥주’, ‘일곱 개의 찬 맥주병이’ → ‘아홉 개의 찬 맥주’

8. LQ (100) 84.5 (85.13%ile)

PK-WAB-R=Paradise Korean Western Aphasia Battery Revised (Kim & Na, 2012); AQ=Aphasia quotient; LQ=Language 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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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Speech therapy for 7 weeks

Date Goal Linguistic characteristics

2주차 1. 따라 말하기 1) 4음절 단어 따라 말하기: 평가와 유사한 따라 말하기의 오류 특징이 지속되었다. 매 단어마다 음소착어, 의미착어, 보속착어가 나타났다.
    - 발화 예시: ‘설상가상’ → ‘설 설상 실상…설상 설상가…설상가상’
    ‘우유부단’ → ‘유 유언…유언비언…아니 그 우유…우유단 우유단 우유부 우유…부단 우유부단’

2. 담화 전달 2) 담화 전달: 그림 설명, 언어적 추론 과제로 진행하였다. 어절 간 머뭇거림, 간투사 사용이 대부분의 각 어절마다 있고, 음소착어, 
     의미착어 오류가 연속적이었다.
     - 발화 예시: 중국/미국의 차이점 설명하기 → 차차이점요? 차차이점. 그 남에 남 나람 나람 나라 나라에 으…어… 부 분포 분포된 
       그 그 인…인종 이 인종이 다르다. 주 중 중국인 배 배 배 백인. 그 백인이 인종이 다르다.

3. 단어 인출 3) 단어 유창성: 상위범주어에 포함되는 단어를 인출하는 과제로 하였다. 1분 동안 평균 6-8개를 인출하였고, 1개의 단어를 인출한 후,
     다음 단어를 인출하기까지 평균 9-12초 정도 소요되었다.
     - 발화 예시: 오지 오이 오이 (9초) 양 양 양 양파 양파 (9초) 어 양 쓰양 아 바 양 양태 양 양배추. 양 양 양파했고 (12초) 깬 깬 깬 깨…
        깬 깻잎 아 깻잎

4. 문장 쓰기 4) 문장 쓰기: 구어로 담화 전달 후에 동일한 내용을 글로 썼고, 구어표현 보다 어휘는 더 많이 인출하였으나 철자 오류가 있고 스스로 
     수정하지 못하였다.
     - 쓰기 예시: ‘닦음’ → ‘닫음’
5) 환자의 보고: 앞에 한 글자, 두 글자는 들리는데 뒤에는 안 들린다, 글자가 빠졌는데 몇 글자가 빠진 것인지 모르겠다, 음악을 들으면 
     음이 자꾸 빠지는 것 같다.

3주차 1. 따라 말하기 1) 4음절 단어 따라 말하기: 2주차와 동일한 단어 및 새로운 단어를 함께 진행하였다. 2주차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2. 담화 전달 2) 담화 전달: 설명문을 음독한 후 내용을 전달하였다. 어절 단위의 반복이 있고, 다양한 간투사(이렇게, 뭐, 또, 어, 막 등)를 삽입하여 
    문장을 완성하였다.
     - 발화 예시: 음 뭐 동수 뭐지 동… 동물들이 뭐 어 사람들보다 먼저… 어 강저, 재앙? 어 그 재앙? 재앙을 예측한다? 재앙을 예측
        한다는 뭐 그런 내용… 내용을 봤습니다.

3. 단어 인출 3) 단어 유창성: 2주차와 동일한 주제 및 새 주제를 함께 진행하였다. 2주차와 동일한 주제는 12-13개, 새 주제는 11-12개 인출이 
     가능하였다.

4. 문장 쓰기 4) 문장 쓰기: 제한 시간 3분 동안 담화 전달과 동일한 내용을 글로 쓰는 과제를 진행하였다. 어휘는 더 다양하게 사용하나 철자오류는 
     지속되었다.
      - 쓰기 예시: ‘골칫거리’ → ‘골차거리’, ‘많이’ → ‘만이’

4주차 1. 따라 말하기 1) 4음절 단어 따라 말하기: 3주차와 동일한 단어 및 새로운 단어를 함께 진행하였다. 연습한 단어는 정확히 따라 말할 수 있지만, 새로운 
     단어에서는 의미착어 오류가 있었다.
      - 발화 예시: ‘인과응보’ → ‘인과응보’, ‘차일피일’ → ‘차일피일’, ‘유유자적’ → ‘유유자작 유유자적, ‘좌지우지’ → ‘좌…지…우지 좌우 
         좌지우지’, ‘호시탐탐’ → ‘호시탐정 탐탐 호시탐탐’

2. 담화 전달 2) 담화 전달: 설명문을 음독한 후에 내용 전달하기, 그림 설명하기, 대화 등의 과제를 진행하였다. 대화에서의 내용전달과 유창성은 
     구조화된 과제보다 노력성이 적은 편이지만 반복적인 간투사의 사용이 나타났다.
     - 발화 예시: 어…딱히 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건 없고 뭐 이렇게 자막이 있는 그런 뭐 그 되 되 되…되새김을 좀 하면서 뭐 
       그런거는 조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그런거는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게 엄청 느렸는데 이제 뭐 어느정도 그 뭐 이해가 나오는
       대로 이해가 되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백프로는 아니고요. 그 구십에서 구십 어 구십오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단어 인출 3) 단어 유창성: 3주차와 동일한 주제 및 새 주제를 함께 진행하였다. 주제의 친숙도에 상관없이 1분 동안 평균 11-13개를 인출하였다.

5주차 1. 담화 전달 1) 담화 전달: 2분 길이의 뉴스를(TV로 방송된 저녁 뉴스 발췌) 듣고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과제를 하였다. 문장 길이 증가, 대용어 및 
     간투사 사용 감소에 중점을 두었다. 
      - 발화 예시: 거…리두기가 그 1단계 행사를 한다고 했어요. 덕수 그 덕…수궁 덕수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축제를 하고, 또…또
      그 꽃…국 국화 국화 그 전시를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조심하지만 마스크를 끼고 잘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축제를 연다고 했어요.

2. 단어 인출 2) 단어 인출: 유의어, 반의어를 찾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하였다. 반응시간은 지연되지만 반의어 인출은 모두 정반응, 유의어 인출은 
     음절 단서가 필요하기도 하였다. 음절 단서 후에는 정반응하였다.

6주차 1. 담화 전달 1) 담화 전달: 2분 길이의 뉴스를(TV로 방송된 저녁 뉴스 발췌) 듣고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과제를 하였다. 5주차와 동일하게 문장 길이 
     증가, 대용어 사용 감소에 중점을 두었다. 매 문장에서의 착어 오류, 대용어 사용이 거의 없지만 간투사(어, 그리고, 뭐였지, 또 등)는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2. 단어 인출 2) 단어 유창성: 4주차와 동일한 주제 및 새 주제를 함께 진행하였다. 4주차에 진행하였던 주제(직업, 생선, 색깔 등)에서는 1분 동안 
     15개 이상의 단어를 인출하였고, 새 주제인 제한된 주제에서도(매운 것, 네모난 것 등) 1분 동안 10개 이상의 단어를 인출하였다.
3) 환자의 보고: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말이 좀 빨리 되는 것 같고, 책 읽는 것도 빨라졌고, 단어를 다양하게 쓰는 것 같다.

7주차 1. 담화 전달 1) 담화 전달: 2분 길이의 뉴스를(TV로 방송된 저녁 뉴스 발췌) 듣고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과제를 하였다. 과제의 내용에 대한 친숙도가 
    낮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평소에는 뉴스를 1회만 들으면 대부분 내용이해가 가능하였는데 본 회기에서는 3회를 들은 후 
    내용이해가 가능하였다. 

2. 문장 쓰기 2) 문장 쓰기: 동일한 뉴스를 30초만 듣고 내용을 도식화하며 요약하는 연습을 하였는데 핵심단어의 생략이 빈번하였다. 
3) 환자의 보고: 저기압, 북부지방 이런 단어는 잘 안 들린다. 집중하면 겨우 한 두 글자 들리는 기분이다. 내용을 쓰는 것은 할 수 있는데
     한 문장을 쓰는 중에 다음의 내용을 계속 잊는 것 같다.

8주차 1. 담화 전달 1) 담화 전달: 2분 길이의 뉴스를(TV로 방송된 저녁 뉴스 발췌) 듣고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과제를 하였다. 뉴스 도입부에서 앵커가 보도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부분을 80% 이상 정확하게 다시 말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유창성 측면에서 대부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으로 산출할 수 있었다.
     - 발화 예시: 그냥 친구들 좀 만나고 집에서 쉬고 그러고 있어요. 그… 뉴스나 영화 자막보는거 그런 연습하고 있고요. 이제는 거의 뭐 
       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어머니가 걱정하시니까 그게 좀 저도 마음이 그렇죠.

2. 단어 인출 2) 단어 인출: 유의어, 반의어를 찾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하였다. 반의어는 질문과 동시에 즉각 단어 인출이 가능하였고, 유의어는 반응
     시간이 필요하지만 치료사의 단서는 필요하지 않았다.
3) 환자의 보고: 컨디션 좋은 날에는 발병 전과 비슷하다. 음악도 이제 거의 잘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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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The results of 8 weeks after onset of PK-WAB-R

Category of PK-WAB-R Initial Score

1. Spontaneous speech (20) 19 (96.86%ile)

     Information content (10) 10

     Fluency (10) 9

Linguistic characteristics

가끔 발화의 시작에서 머뭇거림이 있고, 발화 간의 간격도 있지만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간헐적인 낱말 찾기의 어려움, 음소착어의 오류가 있었다.

발화 예시:

어… 기분은 그냥 안…안별로 별로에요. 음…지금 여기는 하항…해…해변같고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휴…휴가를 좀 즐기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각자 다 
    설명을 할까요? 이쪽 오른쪽 아래에 아래에 있는 여기는 지금 썬비치에 앉아서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아래쪽에는 아빠와 두…자식이 그 모래성 같은걸 
    모래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노년 부부들…부부는 매우 여유롭게 산…책을 강아지와 함께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호텔…로 보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쪽에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2. Auditory comprehension (200) 200 (>99%ile)

     Yes/no questions (60) 60

     Auditory word recognition (60) 60

     Sequential commands (80) 80

3. Repetition (100) 85 (66.43%ile)

Linguistic characteristics

4어절 이상의 문장에서 의미착어, 음소착어, 어절 생략의 오류가 있었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은 음소착어가 현저히 줄었고, 의미착어 오류가 증가한 점이다. 또한 
    4음절 이상의 단어에서도 유창하게 따라 말하는 정확도가 증가하였다.

발화 예시:

‘그가 내 뒤를 몰래 밟았다’ → ‘그가 내 뒤를 몰래 따라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 ‘아니 땐 굴뚝에 연가나랴’

‘그러나 혹은 그런데 중에 택하시오’ → ‘그러나 혹은 어…그…어…네… (생략)’

‘스물일곱 개의 찬 맥주병이 냉장고에 있다’ → ‘스물…한 개 병의 차가운… 찬 맥주가 냉장고 안에 들어있다’

4. Naming (100) 100 (>99%ile)

     Confrontation naming (60) 60

     Generative naming (20) 20

     Sentence completion (10) 10

     Responsive speech (10) 10

Linguistic characteristics

통제단어연상에서 ‘맷돼지’ 단어인출에 실패하여 ‘맷’ 표현 후에 ‘사슴’으로 바꾸어 인출하였다.

5. AQ (100) 95 (98.9%ile)

6. Reading (100) 100 (>99%ile)

Linguistic characteristics

글 명령의 음독을 수행할 때 오류가 2회 있었지만 스스로 즉각 수정하였다. 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발화 예시:

‘발로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 ‘발리 발로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연필을 잡은 다음에 연필로 책상을 세 번 두드리고 다시 제자리에 놓으세요’ → ‘연필을 잡은… 다음에 연필로 책상을 세 번 두드러…두드리고 다시 제자리에 놓으세요’

7. Writing (100) 99 (>99%ile)

Linguistic characteristics

문장 받아쓰기에서 ‘찬 맥주병’을 ‘차가운 맥주병’으로 쓰는 의미착어 오류가 있었다. 그림묘사는 8어절 이상의 복문을 다양한 단어로 구성하여 쓸 수 있었다.

그림묘사의 문장 예시: 호텔이 있는 한 해변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세 명의 사람들이 비치 발리볼을 즐기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한 노부부가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으며, 반려견도 함께 따라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쪽에서는 아빠와 두 아이가 모래를 이용해 놀(시간 종료).

8. LQ (100) 97.3 (>99%ile)

PK-WAB-R=Paradise Korean Western Aphasia Battery Revised (Kim & Na, 2012); AQ=Aphasia quotient; LQ=Language 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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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측 측두-두정엽 뇌출혈 후 발생한 교차 실어증 1예

김주연1·장원기1,2·김원석1,2

1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배경 및 목적: 오른손잡이에서 우반구 손상 후 실어증이 나타나는 것을 교차 실어증이라 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뇌동정맥기형으

로 우반구 뇌출혈 후 운동성 실어증이 나타났으나 전도성 실어증으로 실어증 유형이 변한 증례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방법: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해 우반구 측두-두정엽의 뇌출혈 후 교차 전도성 실어증이 발생한 30대 남성 1명의 뇌영상, 초기 언어적 특징, 

실어증의 변화 양상을 8주간 추적 관찰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초기 PK-WAB-R에서 AQ 72, 백분위수 64%ile, 8주 후의 평가에서 AQ 

95, 백분위수 98.9%ile로 평가되었다. 사후 평가에서의 따라 말하기 점수는 환자군에 속하였는데 따라 말하기의 오류는 음운단기기억 

상의 손상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본 환자는 Alexander 등의 제안에서 비정형 교차 실어증으로 진단할 수 있고, Nagaraja 등의 제안에

서는 언어능력이 양측 반구 모두에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발병 초기에 거스트만 증후군의 일부가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우

성 두정엽의 기능도 부분 교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차 실어증의 실어증적 변화를 초기부터 치료를 

종결하는 시점까지 보고한 점, 국내의 선행연구를 문헌 고찰과 함께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에는 발병 초기에 종합적인 인지 검

사를 시행하여 교차 실어증의 언어적 문제와 인지 처리과정 간의 특성을 파악해 CA의 임상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핵심어: 교차 실어증, 전도성 실어증, 우반구 손상,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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