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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뇌뇌뇌졸졸졸중중중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좌좌좌․․․우우우반반반구구구 병병병소소소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한한한글글글 실실실서서서증증증 특특특징징징

대부분의 뇌손상 환자들은 그 유형이나 중증도를 막론하고 쓰기 수행에서 어
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쓰기장애를 포함하여 언어장애를 유발하는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뇌졸중과 같은 혈관성 질환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쓰기장애의 특성을 고찰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쓰기 수행의 오류를 지칭하는 실서증이 각 나라에서 사용
되는 언어에 따라 문어 체계의 특징이 반영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인 한글은 표음 문자로서,언어적 관점에서는 홑소리와

닿소리를 포함하여 한 음절 당 최소 2자에서 최대 6자의 기본 자소로 이루어진다.
시공간적 관점에서는,각 자소가 사각의 형태 안에서 무리를 지어 조합되는 모아
쓰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각 글자는 쓰여지는 방향에 따라 세로(상하 방향)로만
배열되는 종단쓰기,자소가 가로(좌우 방향)로만 배열되는 횡단쓰기,앞에서 언급
한 두 방향이 모두 혼합되어 있는 종횡단 혼합쓰기로 분류할 수 있다.따라서 한
글은 시공간적 측면에서,각 자소가 가로로만 배열되어가는 영어와 같은 알파벳
체계와 구별되며,실서증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재료
가 된다.이와 같이 언어적 정보와 시공간적 특징을 뚜렷하게 가지는 우리나라 문
자의 경우,실서증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두 가지 측면을 모두 확인하는 과정
이 수반되어야 하며,이를 위해서 뇌반구를 좌,우로 나누고 병소의 위치와 실서증
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피검자는 좌․우반구에 병소가 있는 각 7명씩,총 14명의 오른손잡이 뇌졸중

환자와 연령 및 교육년수를 통제한 정상인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과제는 총 90
개의 글자를 1음절 씩 듣고,받아쓰도록 하였다.검사에서 측정한 자료를 통해 좌,
우반구 병소 부위에 따른 수행력을 확인하고,언어적 측면과 시공간적 측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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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여 오류 형태를 분석하였다.그리고 좌,우반구 병소 집단이 수행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맨 휘트니 검정(Mann-Whitneytest)으
로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병소 부위에 따른 환자군 간의 정반응 점수를 비교한 결과,우반구 병소

집단이 좌반구 병소집단보다 수행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3),이러한
결과는 언어중추의 손상 여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두 집단의 오류 형태에 따른 오류 횟수를 비교한 결과,좌반구 병소군의

경우 언어적 오류가,우반구 병소군의 경우는 시공간적 오류가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우반구는 일반적으로 시공간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에 병소가 위치한 경우 시공간적 오류를 많이 보인 것이고,좌반구의 경우는
언어 중추가 위치하므로,언어적 오류를 많이 보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두 집단의 오류 횟수를 쓰기의 하위 범주(예:종단쓰기,횡단쓰기,종횡단

혼합쓰기)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종횡단 혼합쓰기에서 두 집단 모두 가장 높은
오반응율을 보였다.이것은 종횡단 혼합쓰기의 언어적,시공간적 복잡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쓰기가 수행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각 반구의 역할이 서로 다

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고,그 역할이 사각 형태 안에 자소가 조합되는 한글이라
는 문자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또한 한글에 내재된 두 특
성인 언어적 기제와 시공간적인 기제는 서로 이분되어,각각의 반구에서 개별적으
로 처리된다는 가설을 지지해준다.

본 연구는 언어적으로는 표음 문자이면서 시공간적으로는 형상학적인,우리나
라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통해 쓰기에 관여하는 각 반구의 분화된 기능에 접근하
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핵심어:실서증,한글,뇌반구,뇌졸중,언어적 오류,시공간적 오류



-3-

뇌뇌뇌졸졸졸중중중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좌좌좌․․․우우우반반반구구구
병병병소소소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한한한글글글 실실실서서서증증증 특특특징징징

<<<지도교수 김 향 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윤윤윤 지지지 혜혜혜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실어증이란 신경계 중 구체적으로는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얻은
언어장애를 말하며 말하기,듣기,읽기,쓰기로 구현되는 네 가지 언어영역
(modalities)모두에서 오류가 관찰될 수 있다.즉,실어증 환자의 언어에서 관찰되
는 어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언어를 산출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데 있어 어려
움을 가질 수 있다.이러한 문제는 구어뿐만 아니라 문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나타난다.1-3문어와 관련된 언어장애로는 대표적으로 실서증과 실독증 등이 있다.
이 중 읽기 수행의 기능 장애인 실독증에 관한 연구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들과 병행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4-8그러나 쓰기 수행의 기능장애인 실
서증은 실독증과 함께 문어 체계를 공유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한 실정
이다.
실서증이란 중추신경계의 국소적이거나 광범위한 병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

사소통 장애의 한 유형으로 그 양상에 따라 중추실서증과 말초실서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3중추실서증은 쓰기를 수행하기 위해 언어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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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하위 유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음운실서증,어휘실서증,
심층실서증 등이 있다.이 중 음운실서증은 음소를 자소로 변환하는 통로
(phonologicalroute)에 손상을 입어,손상되지 않은 나머지 통로(lexicalroute)에
의존하여 쓰기 수행이 이루어지므로 불규칙 단어를 쓰는 것에는 어려움을 보이지
않지만 어휘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비단어를 쓰는 것에서 어려움을 보인다.어휘
실서증은 음운실서증과 반대로 의미 체계 통로에 손상을 입어 음소를 자소로 변
환하는 통로에만 의존하여 쓰기를 수행하므로 음소와 자소가 1:1대응이 되지
않는 불규칙 단어를 쓰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보인다.심층실서증은 음운실서증의
변이(variation)로서 의미적으로 유사한 다른 단어로 바꾸어 쓰는 의미 착서를 보
이는 것이 특징이다.말초실서증은 쓰기를 시행하는 단계에서의 장애를 가리키며
그 하위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은 공간(무시)실서증과 실행실서증 등이 있다.공간
실서증은 편측 공간 무시 증후군이 동반될 경우 한 쪽 공간을 무시하고 쓰는 오
류가 흔히 관찰된다.실행실서증은 글자를 형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
로 글씨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론적으로,쓰기가 수행되는 과정을 설명한 다양한 접근이 있지만,학계의 일

반적인 의견으로는 Ellis와 Young및 여러 학자들의 이론에서 수렴된 인지 모델
(cognitivemodel)이 있다.3이 이론에서는 쓰기가 수행되는 과정을 다음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먼저,단어의 철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자소1)어휘목록 단계
(graphemicoutputlexicon)가 있고,소리에 대한 정보가 있는 음소 단계(phoneme
level),소리를 글자로 바꾸어 주는 음소-자소 변환 단계(phoneme-grapheme
conversion),글자에 대한 표상이 있는 자소 단계(graphemelevel)등이,단어를
쓸 때 차례로,혹은 선택적으로 관여한다고 하였다.문자를 쓰는 과정은,언어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위의 이론에서 제시된 각 단계를 거치게 된다.여
기서 흥미로운 점은 쓰기의 오류를 지칭하는 실서증이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
어에 따라 문어 체계의 특징이 반영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1)영어 알파벳의 각 문자와 같이 어떤 언어 내에서 글자를 기록하는 체계의 최소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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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어 체계의 특징에 따른 쓰기 장애에 관한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영어나 이탈리아어 같은 알파벳 체계(alphabetsystem)를 쓰는,서양
의 연구9-12에서는 단어를 이루는 낱글자의 일부를 다른 글자로 바꾸어 쓰는 자소
의 대치(substitution)나 단어 내의 자소간의 위치를 바꾸어 쓰는 치환
(transposition),일부 자소를 생략(omission)시키는 오류 등이 관찰되었다.또한,
단어의 길이나 빈도,규칙성에 따라 수행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사례도 보고
하였다.표의문자(ideogram)인 간지(kanji)와 표음문자(phonogram)인 가나(kana),
두 문자 체계를 쓰는 일본의 경우13-15에는 각 문자를 쓰는 수행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거나,간지의 획 순서가 뒤바뀌는 오류 등도 관찰되었다.자소 자체가 의미를
직접 표현하는 표의 문자인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의 연구16에서는 글자를 이루는
부수간의 대치나 생략 등의 오류를 보고하였다.이렇듯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문
자 체계에 따라서 관찰된 실서증의 형태는 다양하지만,결과적으로는 대치나 생략
등의 공통적인 언어적인 오류가 관찰되었다는 것을 볼 때 앞서 언급한 문자 쓰기
에서의 인지 이론을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한글을 사용하는 우
리나라의 선행 연구17에서는 순수 한글 단어와 한자 파생어 수행 간의 해리
(dissociation)현상을 보이는 환자의 증례를 보고하였다.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에서 사용되는 어휘 체계가 순수 한글과 한자 파생어로 구성된다는 특성을 고려
하여,2음절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어 쓰기를 자극 과제로 사용하였다.그러나 한글
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실서증의 특징을 관찰하기 위해서는,선행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도 중요하므로,우선 우리나라 문자가 가진 특성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 고유의 문자인 한글은 표음 문자로서,언어적 관점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포함하여 최소 2자에서 최대 6자의 기본 자소로 이루어진다.이를 시공간적 관점
에서 보면,각 자소가 사각의 형태 안에서 무리를 지어 조합되는 모아쓰기의 형식
을 취하고,18자소가 배열되는 방향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먼저,자소가
세로(상하 방향)로만 배열되는 종단쓰기가 있고,자소가 가로(좌우 방향)로만 배열
되는 횡단쓰기,앞에서 언급한 두 방향이 모두 혼합되어 있는 종횡단 혼합쓰기가
있다.서양에서 사용되는 문자 체계와 비교해 보면,알파벳 역시 언어적 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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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자와 같이 글자 자체가 음을 표기하는 표음 문자이다.그러나 글자가
구성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각 자소가 가로 방향으로만,일렬로 배열되는 방식을
채택한다.이를 다시 정리해보면,한글은 언어적 측면에서는 영어와 유사하나 상대
적으로 음소와 자소의 대응이 더 규칙적이며,형태적 측면에서는 그 모양이 각 자
소들의 시공간적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따라서 언어적,시공간적 자질 모두에 있어
서 영어와 같은 알파벳 체계와 구별되며,실서증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특징을 관
찰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이러한 관점에서 형상적인 문자에 해당하는 한글
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환자의 경우,알파벳을 사용하는 서양 문화권 환자보다 글
자의 구성에 필요한 시공간적 능력,자소간의 크기 조절,획 간의 통합 등에 있어
유기적인 기술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므로 어떠한 조건의 단어를
잘 쓰고,못 쓰는지를 보여주는 실서증의 하위 유형 분류는 차치하고서라도,독특
한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실서증 환자가 보이는 음절 수준에서의 글자
의 구성,형태,조합 등의 오류 형태를 확인하는 것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위의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자 체계에서 나타나는 실서증 특징을 확

인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병리학적인 관점에서 병소와 실서증 간의 연관성을 살
펴보는 것이다.지금까지 병소에 따른 쓰기 장애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특정
반구 위주로 이루어졌다.먼저 미국의 연구9에 따르면 음운실서증의 경우 오른손
잡이 환자에서 좌뇌의 전방 상위변이랑(leftanteriorsupramarginalgyrus)및 그
주위에 병소가 있거나 상위 측두이랑(superiortemporalgyrus)과 후방 상위변이
랑(posteriorsupramarginalgyrus)에 병소가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일본의 사
례13-15에서는 왼쪽 하위 측두엽의 뒷부분,전두엽,두정엽 등에서 병소가 관찰되었
다.한국17에서는 왼쪽 뇌섬(insula)부분과 기저핵(basalganglia)부분에 병소가
있는 환자에게서 음운실서증이 확인되었다.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증례 보
고였으며,이미 언급하였듯이 피험자의 병소가 모두 좌반구에 위치하였다.따라서
이에 따른 언어적 오류를 분석하고 실서증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는 것에만 연구
의 목적이 국한되어 있었고,우반구에 병소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러나 언어적 정보와 시공간적 특징을 뚜렷하게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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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자의 경우,실서증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확
인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왜냐하면,선행 연구와 같이 특정 반구의 병소군
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한글 실서증의 특징을 관찰하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정보
만을 확인하게 되는 제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대상이 특정 반구의 병소 집단으로만 편향되는 것을 조절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먼저 대부분의 뇌손상 환자들은 그 유형
이나 중증도를 막론하고 쓰기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3쓰기
장애를 포함하여 언어장애를 유발하는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뇌졸중
과 같은 혈관성 질환이 보고되고 있다.19따라서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쓰기장애
의 특성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그 다음으로는,실서증과 관련한 각 반
구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각 반구의 분화된 기능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를 살
펴볼 수 있다.좌뇌는 언어에 기초를 둔 사고를 주로 담당하며 명료하고 순차적,
분석적인 특성을 지니고,우뇌는 시각적이고 공간적이며 지각적 정보를 선호한다
고 하였다.20또한 좌반구와 우반구 손상에 따른 각각의 인지기능 장애 연구 중,
언어 기능과 관련된 것만을 정리하자면 좌뇌는 말하기,읽기,쓰기,언어적 기억과
관련이 있고,우뇌는 도형이나 도형과 유사한 문자 형태 등을 그리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2,20따라서 위의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병소가 위치한 대뇌 반구를 종
단 열구(longitudinalfissure)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우선 오른
손잡이의 대부분은 좌뇌에 언어 중추가 위치하므로 이곳에 병소가 위치하는 경우
수행력의 저하로 인한 음소 착서나 대치 등의 여러 언어학적 오류가 예상된다.우
뇌의 경우는 심리 언어적 기능 및 시공간적 지각과 처리를 담당하므로 자소의 조
합이나 구성의 오류 및 가장자리의 처리,글씨와 여백과의 비율 구성,획의 기울
기,자소의 외형 등,보다 시공간적 영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우
뇌에 병소가 관찰되는 경우,글자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영어와 같은 알파벳 체계
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오류양상들이,우리말과 같은 보다 시공간적 조합 능력이
요구되는 도상적인(iconic)문자에서 빈번히 관찰될 것으로 생각된다.결국,우리나
라 실서증 환자가 보이는 오류 양상은,좌․우반구의 병소 위치에 따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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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서증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은 글자 자체의 구성이나 형태를 확인하기보다는
단어 이상의 수준에서 어휘를 산출하는 통로(route,pathway)의 병리적 문제를 확
인하고 어휘나 음운실서증 등의 중추실서증의 하위 영역으로만 분류하는 작업에
국한되어 있었다.또한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소 위치에 따른 쓰기 연구도
대부분 알파벳 체계를 사용하는 서양 문화권에서 이루어졌으며,연구 대상이 1-2
명 정도의 소수 사례 연구였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고 우리나라 환자에게 적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그러므로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환자의 경우 임
상적인 적용의 관점과 이론 확립의 차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뇌졸중 환자의 좌,우반구 병소에 따라,한글이라

는 특정한 문자에서 나타나는 언어적,또는 시공간적 실서증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한 음절의 한글 쓰기 과제를 실시하여 수행력 및 글자의 조합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좌반구 병소 환자군과 우반구 병소 환자군 간에 과제 수행 상 정반응의 차
이가 있는가?

(2)좌반구 병소 환자군과 우반구 병소 환자군 간에 한글 조합에 따른 오류 형
태의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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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가가가...환환환자자자 피피피검검검자자자 선선선정정정 기기기준준준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초졸 학력 이상의 뇌졸중 환자
를 대상으로 하였으며,환자의 병소를 뇌의 종단 열구를 기준으로 좌반구 병소 집
단과 우반구 병소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성별과 연령의 경우에는 실어증 및 실서증과의 중증도가 서로 연관성이 없다

고 사료되어 통제하지 않았다.21-23그러나 자극으로 제시되는 과제가 빈도,길이,
추상성의 면에서 초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정상인의 경우 어렵지 않게 시행
가능한 난이도에 해당하므로 환자군 내에서 초졸 이상의 학력만을 배경 정보 수
집 단계에서 통제하였다.
또한,배경 정보 수집 단계에서 손잡이 변수를 통제하였다.지금까지의 연구에

서는 언어중추와 쓰기중추가 반드시 같은 곳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
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쓰기가 실현되는 단계를 보면,어휘 목록에서 단어를 인출
하여 자소를 통해 표현하는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는 언어 중추가 그 역할을 가담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언어중추와 쓰기중추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오른
손잡이의 약 99%는 좌반구에 언어중추가 위치하는 것24이 알려져 있으므로,결과
의 일반화 및 임상적인 적용을 위해서 오른손잡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선택하였
다.
환자의 동반장애 유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표본 선택 시 환자

의 병력을 검토하여 편마비의 중증도를 관찰하고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적어도
한 손의 마비가 동반되지 않아서 제시된 자극 글자를 쓸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
또한 좌반구 병소 환자 집단 내에서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의 언어중추가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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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실어증이 동반된 경우를 포함하였다.왜
냐하면 다른 언어 영역에서는 전혀 문제가 관찰되지 않고 쓰기 능력에서만 선택
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순수실서증 환자의 경우는 극히 드물며,2서론에서 인용
하였듯이 대부분의 실어증 환자는 쓰기 수행에서 어려움을 보이고,3문자 언어의
회복이 구어보다 느려 가장 마지막까지 실서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보
고 되고 있기 때문이다.25그러나 PARADISE․K-WAB(파라다이스․한국판-웨스
턴 실어증 검사)26에서 산출된 실어증 지수(AQ;aphasiaquotient)가 너무 낮아 전
실어증에 해당하거나 심한 수준의 베르니케 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행 자
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반대로 실어증이 너무 경미하여 정상 범주에 해당되는 경
우,각 집단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따라서 위와 같은 환자군을 배
제하기 위하여,검사 지침서27에 제시된 전실어증 유형의 AQ와 정상군의 절단점수
(cut-offscore)규준을 참조하여 AQ가 12.26～93.25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 피검자 선정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좌․우반구의 병소로 인한 뇌졸중 병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교육 정도가 초졸 학력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오른손잡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넷째,과제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어도 한 손은 마비가 없어야 한다.
다섯째,좌반구 병소 환자의 경우 K-WAB상의 실어증 지수가 전실어증 유형

혹은 정상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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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피피피검검검자자자 정정정보보보

검사 참가자는 총 2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뇌졸중 환자는 14명이었다.
환자의 병소 위치를 자기 공명 영상(MRI:magneticresonanceimaging)을 통해
확인한 결과 좌반구에 병소가 있는 환자가 7명,우반구에 병소가 있는 환자가 7명
이었다.연령 분포는 40세에서 77세로,환자의 평균 연령은 59.29세(±10.85)였으며
성별은 남자 10명,여자 4명이었다.학력은 초등 졸업 2명,고등 졸업 7명,대학 졸
업 이상 5명으로 평균 교육년수는 12.43년(±3.25)이었다.발병 후 경과 기간은 평
균 238.92일(±274.23)이었다.병소 위치가 좌반구인 환자들과 우반구인 환자들 간
에는 연령,교육년수,유병 기간의 차이가 없었다(p>.05).병소 위치가 좌반구로
확인된 피험자는 모두 실어증이 동반되었으며 AQ는 평균 71.34이었다.우반구로
확인된 피험자는 실어증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나,그 중 1명이 좌측 공간 무시 증
후군을 보였다.실험 과정 중 우반구 병소 환자 2명은 검사 시행 도중 심한 우울
증세를 보이거나 무의지증(abulia)의 성향을 보여 피험자에서 제외되었다.또한 좌
반구에 병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피험자 1명은,검사 직후에 우반구에도 병소가
있는 것이 추가로 발견되어 제외되었다.이 피험자 3명을 제외한 각 집단의 자세
한 환자별 개인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과제의 수행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모집한 정상 대조군은 모두 오른손잡이며,

뇌졸중 병력이 없는 12명으로 이루어졌다.또한,환자군과 연령 및 교육년수를 맞
추어 통제하였으며,이들의 연령 분포는 47세에서 73세로 평균 연령은 58.17세
(±6.75)였다.성별은 남자 8명,여자 4명이었으며 학력은 초등 졸업 1명,고등 졸업
8명,대학 졸업이상 3명으로 평균 교육년수는 12.50년(±2.7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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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환환환자자자 피피피검검검자자자 정정정보보보

대상자 성별
연령
(세)

교육
년수

POT
(일)

병소 AQ
동반
말장애

무시여부

L＃1 남 61 12 215 MCA inf. 24.8 - -

L2 남 40 12 154 SAH 69.8 AOS -

L3 여 58 6 184 BGinf. 84.0 Dys -

L4 남 62 14 4 MCA inf. 61.6 - -

L5 남 58 16 4 MCA,ACA inf. 87.0 - -

L6 남 66 12 845 MCA inf. 81.4 AOS,Dys -

L7 여 74 12 213  MCA inf. 90.8 - -

R†1 여 48 16 697 ICH n/a* - -

R2 남 67 16 395 BG inf. n/a* - -

R3 남 77 12 7 MCA inf. n/a* - -

R4 남 57 12 5 HI n/a* - -

R5 여 68 6 375 MCA inf. n/a* - +

R6 남 47 16 6 MCA inf. n/a* - -

R7 남 47 12 30 MCA inf. n/a* - -

L＃ :Lefthemispherelesion,R† :Righthemispherelesion
POT :PostOnsetTime,AQ:AphasiaQuotient,inf.:infarction
MCA :MiddleCerebralArtery,SAH : SubArachnoidHemorrahage,BG:BasalGanglia
ACA :AnteriorCerebralArtery,ICH :IntraCerebralHemorrhage,HI:HemorrahagicInfarction
AOS:ApraxiaofSpeech,Dys:Dysarthria,n/a*:AST검사 결과 실어증 소견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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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가가가...한한한글글글의의의 구구구성성성 원원원리리리

한글 문자는 닿소리에 해당하는 14개의 자음과 홀소리에 해당하는 10개의 모
음을 기본 글자로 하여,이것으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2개 이상의 기본 글자를
어울러서 쓴다.또한,이러한 자소들이 서로 규칙성을 가지고 사각형의 형태 안에
모아 쓰이는 형태를 취하게 되며,그 조합은 닿소리로 이루어진 초성과 홀소리로
이루어진 중성을 기본 형태로 하고,받침인 종성이 포함되기도 한다.따라서 조합
가능한 문자의 수가 무려 11,172자에 이르며,무한대에 가까운 표음의 능력을 가지
고 있다.이러한 특성을,인쇄체 문자의 전산 처리에 관한 연구18를 참조하여,분류
하고 그 형태를 구현해 보자면,먼저 모음 형태와 받침의 존재 유무에 따라 크게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표 2).

표표표 222...한한한글글글의의의 유유유형형형

유형 조합 대표형태

(1) 초성+중성

(2) 초성+중성

(3) 초성+중성+중성

(4) 초성+중성+종성

(5) 초성+중성+종성

(6) 초성+중성+중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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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론적인 관점에서,우리나라 말소리의 자음 음소는 19개이며,단모음의 경우
에는 학자나 시대에 따라 그 개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28,29따라서 특정 모음
의 경우 단모음으로 분류되어 하나의 음소가 되기도 하고,이중모음으로 분류되어
활음과 단모음으로 이루어진 모음이 되기도 한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연구의
대상이 말소리가 아닌 글자 자체이므로,구어체계에서 나타나는 음소보다는 문어
체계에서 나타나는 자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한글 조합에 따른 실서증의 특징
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다.따라서 기존의 음운론적 음소체계 대신 시공간적 측면
을 고려한 새로운 자소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인쇄체 한글의 외형에 대
한 자동 인식 연구18에 따르면,앞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한글의 자소 체계를 초
성,중성,종성의 조합에 따라 여섯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고 중성의 모음을 긴
세로 형태,긴 가로 형태,짧은 가로 형태로 세분화하였다.그러나 연구의 목적이
인쇄체로 쓰이는 글자를 퍼지 추론에 의해 인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류 형태를 본 연구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글자의 시공간인 측면인 외형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음운론적인 입장 대신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조합 규칙은 위의 여섯 가지 유형을
따르되,/ㄲ,ㄸ,ㅃ,ㅆ,ㅉ/와 같은 경음과 /ㅐ,ㅔ/와 같은 단모음의 일부,그리고
/ㅘ,ㅟ,ㅝ,ㅞ,ㅙ,ㅚ,ㅢ,ㅑ,ㅕ,ㅖ,ㅒ,ㅛ,ㅠ/와 같은 이중모음 등은 자소들은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각각 개별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 두 개의 자소로 간
주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였다.왜냐하면 위에서 제시된 자소들을 하나의 단위
보다 두 개의 자소로 분류할 경우,시공간적 오류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ㄲ,ㄸ,ㅃ,ㅆ,ㅉ,ㅐ,
ㅔ,ㅘ,ㅟ,ㅝ,ㅞ,ㅙ,ㅚ,ㅢ,ㅖ,ㅒ/는 자소를 둘로 나누었을 때 각각 독립적으
로 쓰일 수 있으므로 두 개의 자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고,/ㅑ,ㅕ,ㅛ,ㅠ/
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므로 하나의 자소로 분류하였다.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
법에 따라 위에서 제시된 6개의 대표 유형을 기준으로 초성,중성,종성 위치에 쓰
일 수 있는 한글 자소를 모두 산정하여 나오는 경우의 수를 산출해보면 총 27개
의 변형된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변형된 각각의 형태 중 첫 번째 유형에 포함되는 세부 형태는 (1)초성과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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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으로만 이루어지며,중성 모음이 초성 자음의 오른쪽에 위치하여 글자가 왼쪽
과 오른쪽으로 분리되는 구조,(2)초성 자음이 두 개인 경음으로 이루어지고 중
성 모음이 글자의 오른쪽을 이루는 구조 혹은 하나의 초성 자음에 두 개의 중성
모음이 초성의 오른쪽에 놓여지는 구조,(3)초성 자음이 두 개인 경음으로 이루
어지고 두 개의 모음이 글자의 오른쪽을 이루는 구조가 있다.
두 번째 형태에는 (4)초성 자음과 중성 모음으로만 이루어지며,중성 모음이

초성 자음의 아래쪽에 위치하여 글자가 위쪽과 아래쪽으로 분리되는 구조,(5)두
개의 초성 자음과 중성 모음으로 이루어지며,중성 모음이 초성 자음의 아래쪽에
위치하여 글자가 위쪽과 아래쪽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포함된다.
세 번째 형태에는 (6)초성 자음과 두 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지고,하나의 모음

이 초성 자음 아래쪽에 위치하여 글자의 왼쪽을 이루고 나머지 모음은 글자의 오
른쪽을 이루는 구조,(7)초성 자음이 두 개인 경음으로 이루어지고 하나의 모음
이 초성 자음 아래쪽에 위치하여 글자의 왼쪽을 이루고 나머지 모음은 글자의 오
른쪽을 이루는 구조,(8)초성 자음의 아래에 모음이 위치하여 글자의 왼쪽을 이
루고 오른쪽으로는 두 개의 모음이 위치하는 구조,(9)초성 자음이 두 개인 경음
으로 이루어지고 그 아래에 모음이 위치하여 글자의 왼쪽을 이루고 오른쪽으로는
두 개의 모음이 위치하는 구조가 포함된다.
네 번째 형태에는 (10)초성 자음과 중성 모음,종성 자음으로 이루어지며,중

성 모음이 초성 자음 오른쪽에 위치하여 글자의 위쪽 부분을 이루고 종성 자음이
그 아래쪽의 중앙에 위치하는 구조,(11)초성 자음이 두 개인 경음으로 이루어지
고 중성 모음이 글자의 오른쪽을 이루며 그 아래쪽 중앙에 종성 자음이 위치하는
구조 혹은 하나의 초성 자음에 두 개의 중성 모음이 초성의 오른쪽에 놓여지고
그 아래쪽 중앙에 종성 자음이 위치하는 구조,(12)초성 자음이 두 개인 경음으
로 이루어지고 두 개의 모음이 초성 자음의 오른쪽에 놓여져 글자의 위쪽을 이루
고 그 아래쪽에 종성 자음이 놓여지는 구조,(13)초성 자음과 중성 모음,두 개의
종성 자음으로 이루어지며,중성 모음이 초성 자음의 오른쪽에 위치하여 글자의
위쪽 부분을 이루고 그 아래에 각각 두 종성 자음이 위치하는 구조,(14)초성 자
음이 두 개인 경음으로 이루어지고 중성 모음이 글자의 오른쪽을 이루며 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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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두 개의 종성 자음이 위치하는 구조 혹은 하나의 초성 자음에 두 개의 중성
모음이 초성의 오른쪽에 놓여지고 그 아래쪽에 두 개의 종성 자음이 위치하는 구
조,(15)초성 자음이 두 개인 경음으로 이루어지고 두 개의 모음이 초성 자음의
오른 쪽에 놓여져 글자의 위쪽을 이루고 그 아래쪽에 두 개의 종성 자음이 놓여
지는 구조가 포함된다.
다섯 번째 형태에는 (16)초성 자음과 중성 모음,종성 자음으로 이루어지며,

중성 모음이 초성 자음 아래쪽에 위치하고 그 아래에 종성 자음이 위치하는 구조,
(17)초성 자음이 두 개인 경음과 중성 모음,종성 자음으로 이루어지며,중성 모
음이 초성 자음 아래쪽에 위치하고 그 아래에 종성 자음이 위치하는 구조,(18)
초성 자음과 중성 모음,두 개의 종성 자음으로 이루어지며,중성 모음이 초성 자
음 아래쪽에 위치하고 그 아래에 두 개의 종성 자음이 위치하는 구조,(19)초성
자음이 두 개인 경음과 중성 모음,두 개의 종성 자음으로 이루어지며,중성 모음
이 두 개의 초성 자음 아래쪽 중앙에 위치하고 그 아래에 두 개의 종성 자음이
위치하는 구조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형태에는 (20)초성의 아래와 오른쪽에 모음이 놓여져

글자의 위쪽을 이루고 그 아래에 종성 자음이 위치하는 구조,(21)초성 자음이
두개인 경음으로 이루어지고 아래에 모음이 위치하여 글자의 왼쪽을 이루고 오른
쪽으로는 하나의 모음이 위치하여 글자의 위쪽을 이루고 그 아래쪽에 종성 자음
이 위치하는 구조,(22)초성 자음의 아래에 모음이 위치하여 글자의 왼쪽을 이루
고 오른쪽으로는 두 개의 모음이 위치하여 글자의 위쪽을 이루고 그 아래에 종성
자음이 위치하는 구조는 구조,(23)초성 자음이 두 개인 경음으로 이루어지고 그
아래에 모음이 위치하여 글자의 왼쪽을 이루고 오른쪽으로는 두 개의 모음이 위
치하여 글자의 위쪽을 이루며 그 아래쪽 중앙에 종성 자음이 위치하는 구조,(24)
초성 자음과 두 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모음이 초성 자음 아래쪽에 위
치하여 글자의 왼쪽을 이루고 나머지 모음은 오른쪽에 놓여져 글자의 위쪽을 이
루고 그 아래에 두 개의 종성 자음이 위치하는 구조,(25)초성 자음이 두 개인
경음으로 이루어지고 두 개의 모음이 각각 자음의 아래와 오른쪽에 놓여져 글자
의 위쪽을 이루고 그 아래쪽에 두 개의 종성 자음이 위치하는 구조,(26)초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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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아래에 모음이 위치하여 글자의 왼쪽을 이루고 오른쪽으로는 두 개의 모음
이 위치하여 글자의 위쪽을 이루고 그 아래쪽에 두 개의 종성 자음이 위치하는
구조,(27)초성 자음이 두 개인 경음으로 이루어지고 그 아래에 모음이 위치하여
글자의 왼쪽을 이루고 오른쪽으로는 두 개의 모음이 위치하여 글자의 위쪽을 이
루며 그 아래쪽에 두 개의 종성 자음이 위치하는 구조로 분류된다(표 3).

표표표 333...한한한글글글의의의 음음음절절절 형형형태태태 목목목록록록 및및및 글글글자자자의의의 예예예

유형 대표형태 변형된 형태 및 글자의 예

(1)
가 개

까 깨

(2)
구 꾸

(3)
과 꽈 괘 꽤

(4)
각 깍

객 깩 갉 깎
갞 깪

(5)
국 꾹 굵 꿇

(6)
곽 꽉 괙 꽥 괅 꽊 괧 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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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검검검사사사 과과과제제제

(표 3)에서 제시된 27가지의 변형된 형태 목록 중 검사에 사용할 형태는 다음
의 세 단계의 확인 작업을 통해 선정되었다.첫 번째 단계는 변형 형태를 선정하
는 것으로,글자 형태를 만족하면서 1음절 단어가 되거나 2음절 이상의 단어의 일
부로 사용될 수 있는 글자를 선별하여 각 변형 형태의 목록 당 10자 씩 배정하였
다.이 과정에서 형태적인 조건 상 조합은 가능하지만 우리말 단어가 아닌 비단어
(pseudoword)의 경우,또는 단어나 단어의 일부로 쓰이지만 성상 부사 중 저빈도
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극의 내적 신뢰도(item-judgement)를 획득하기 위하여
목록 선택에서 제외시켰다.따라서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11개의 글자의 형태 및
글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표 4).

표표표 444...글글글자자자의의의 형형형태태태 목목목록록록
목록 형태 글자의 예
(1) 가 나 차 파 이 비 너 키 혀 서

(2) 꺼 따 뼈 싸 짜 띠 까 씨 써 삐

(3) 토 소 초 코 구 누 주 수 교 추

(4) 놔 회 봐 쉬 와 줘 화 좌 과 귀

(5) 강 밤 밥 상 방 장 탕 박 탁 학

(6) 짝 딱 싹 싼 딸 땅 쌍 빵 뻥 짠

(7) 땡 뺑 깰 땔 뺄 쨀 깹 땝 뺍 쨉

(8) 값 삶 닭 칡 없 밝 넓 굶 몫 닮

(9) 눈 문 술 물 불 굴 둘 줄 골 돌

(10) 꼭 꿈 똥 쑥 쭉 뜸 꾹 뚝 쏙 뜻

(11) 왕 월 뭘 궐 광 쾅 콱 황 확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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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형태를 선정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표 4)에서 제시된 조건을 모
두 만족하면서 해당 글자의 예가 형태 당 15개 이상으로 충분하여 자극으로서 통
제 가능한 것을 선택하였다.그리고 피험자의 수행이 용이하도록 비교적 조합의
형태가 복잡하지 않은,3개 이하의 자소로 이루어진 형태를 선택하였다.또한,결
과 분석 시 오류의 전반적인 패턴을 관찰하기 용이하도록,선정된 글자의 형태가
서로 유사한 두 가지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한 범주 당 30개의 글자를 포함하
는 다음의 3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각 범주는 글자가 쓰이는 방향성,다시 말하면 초성 자음 다음에 쓰이는 중성

모음 및 종성의 위치에 따라 자소가 세로 방향으로만 배열되는 (1)종단쓰기,자
소가 가로 방향으로만 배열되는 (2)횡단쓰기,자소가 쓰이는 방향이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이 함께 있는 (3)종횡단 혼합쓰기로 이루어진다.제시된 한글 자극의
조합 형태에 따른 범주는 다음과 같다(표 5).

표표표 555...조조조합합합 형형형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범범범주주주

범주 형태

(1)
종단쓰기

(verticalwriting)

(2)
횡단쓰기

(horizontalwriting)

(3)
종횡단 혼합쓰기

(mixed-orientation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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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자극 글자를 선정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각의 길이와 빈도 및
난이도를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근거와 기준이 반영되었다.먼저 길이의 측
면에서는 검사 진행 및 분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소와 자소가 1:1로 대응이 되는 한 음절을 선정하였다.빈도의 측면에
서는,음소 빈도와 어휘 빈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전자에서는,우리나라 정
상 성인의 일반적인 발화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자음 음소가 치경 비음이라
는 연구30가 있지만,발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음소가 반드시 쓰기를 통한 언어사용
과 직접적으로 연관관계를 가진다고 연구된 바가 없고,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과
제는 글자의 구성 및 형태적인 관점에 준거하여 하위 범주를 나누었으므로 음소
의 수에 관한 통제는 실시하지 않았다.어휘 빈도 및 난이도의 측면에서는,과제의
인지적 부담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
습사전31을 참조하여 고빈도 단어에서 선정하였다.이것의 근거로는,만약 이 검사
의 목적이 특정 집단 구성원의 수행력의 서열화에 있다면 그 문항의 난이도가 가
장 어려운 것부터 가장 쉬운 것까지 포함하여야 하지만,32본 연구의 목적이 단순
서열화가 아니며,검사의 대상이 언어장애 환자들이므로 수행력의 저하를 감안하
였다.또한 검사의 난이도가 중간 정도일 때 신뢰도가 높아지는 원리를 차용하여
고빈도 어휘에서 자극 음절을 추출하였다.따라서 제시된 한글 자극의 조합 형태
에 따른 범주 및 자극 글자 목록은 다음과 같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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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666...검검검사사사 글글글자자자 목목목록록록

범주 형태 자극 글자

(1)
종단
쓰기

노 수 조 그 호 토 두 고 유 구 누 주 크 교 추

눈 술 궁 숟 춥 솔 국 눕 손 귤 북 중 목 등 금

(2)
횡단
쓰기

차 비 더 혀 파 키 머 여 저 야 커 벼 너 거 서

꺼 애 뼈 싸 배 띠 까 채 써 해 매 짜 개 따 태

(3)
종횡단
혼합
쓰기

놔 의 뭐 봐 위 줘 과 외 화 귀 와 뒤 회 쥐 괴

강 밤 먹 상 입 방 칸 집 남 학 병 산 길 벽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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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검검검사사사 절절절차차차

자료 수집은 서울 및 경기 지역 종합병원의 신경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시행되
었다.본 검사 시행에 앞서 사례 면담을 통해 환자의 뇌졸중 병력,손잡이 정보와
학력을 확인하고 진단 시 병소의 위치가 좌뇌로 확인된 경우 실어증 중증도 분류
를 위하여 K-WAB중 AQ 산출에 해당하는 하위 영역만을 시행하여 그 검사 결
과가 연구에 적합한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선별검사를 실시하였다.병소의
위치가 우뇌로 확인된 경우에는 표준화 검사도구는 아니지만 실어증의 유무를 감
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검사인 실어증 선별 검사(AST:Aphasia Screening
Test)33를 실시한 후 다음 검사를 실시하였다.먼저,두정엽 손상 환자의 일부가
편측 공간 무시 증후군(hemispatialneglect)을 보일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흰 종
이에 길이 235mm,두께 1.5mm의 실선을 이용한 Albert34의 선 이등분 검사(line
bisection)를 2회 반복 실시하여 편측 공간 무시 증후군을 확인하고,그 결과의 정
당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추가로 서울신경심리 검사(SeoulNeuropsychological
ScreeningBattery)35의 하부 항목 중 ‘ㄱ'글자만을 찾는 검사가 선 지우기 검사
(linecancellation)를 대신하여 시행되었다.위의 두 선별 검사가 모두 끝나고 잠시
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본 검사가 시행되었다.
환자가 1회 내원 시 모든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환자 R5의

경우에는 피곤을 호소하여 모든 검사를 하루에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첫
검사가 시행된 이틀 후 나머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론적으로 초보적인 낱글자 받아쓰기는 쓰여진 기호를 회상해내는 가장 쉬운

수준에 해당하므로 의미 이해의 중재 없이 가능하다는 연구36도 있지만,좌반구 측
두엽 손상 환자의 경우 결과에 영향을 주는 통제 변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었다.따라서 단어의 입력 단계에서 청각적 인지가 떨어져 어려움을 가지는 환자
에게 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등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하여,모든 자극은 검사
자에 의해 청각적으로 3회까지 제시되었다.또한,환자는 쓰기를 수행하기 전에 자
극 단어를 따라 말하도록 하여 청각적 단어 인식 여부를 확인하였다.그러나 한
음절이 문맥 없이 제시되는 경우 환자가 비단어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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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과제가 청각적으로만 제시되므로,혼동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자극을 제시할
때 의미 단서와 함께 제시하였다.
자극어의 제시 순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슈퍼 랩(SuperLab Pro,version

2.0.4)37을 사용하여 무작위로 배열하고 임의적으로 배열된 자료의 순서에 따라 환
자마다 다르게 제시하였다.이러한 과정은,피험자에 따라 모두 다른 순서의 자극
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내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순서에
영향 때문이 아니라는 결과를 반증해 주기 위해 필요하였다.
본 검사 시행의 준비 단계에서 5cm X 5cm 크기의 네모 칸이 가로로 2개씩,

세로로 4열,각각 8개씩 그려진 A4검사지가 환자의 몸을 기준으로 정중앙에 제
시되었으며,검은 싸인펜을 사용하여 제시된 자극어를 정자로 받아쓰도록 하였다.
검사자는 자극을 제시하기 전에 “빈 칸에 맞추어 불러드리는 글자를 똑바로 정자
로 써보십시오.”라고 지시사항을 들려주었다.모든 환자는 검사 전에 오른손잡이로
확인되었으나 병소에 따라 손의 마비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검사 시 사용하는
손은 환자가 글씨를 쓰기에 편한 손으로 시행하였다.검사 시 왼손과 오른손 모두
를 허락한 이유는 첫째,쓰기를 수행하는 손이 달라진다고 해서 언어 중추가 다른
반구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며,둘째,일반적으로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을 사용하
면 글씨의 형태는 약간 일그러질 수 있으나 중추적인 실서증 형태의 착서가 나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서 병소가 좌반구에 있는 경우 오른손잡이
환자는 오른손에 약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 관찰되므로 오른손 수행이 불가
능한 경우에 왼손으로 바꾸어 쓰게 하였고,병소가 우반구에 있는 환자는 왼손에
약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관찰되므로 그대로 오른손으로 쓰게 하였다.정상 대조군
역시 환자군과 동일한 순서 및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하였다.
자극이 제시된 후 10초가 지나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혹은 모른다고 하는 경

우는 선행 연구38에서 제시하였듯이 오반응으로 간주하고 무반응(NR:noresponse)
으로 표기하였다.또한 환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쓴 것
을 최종 반응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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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채점 방법은 우선,피검자의 검사 시행과 더불어 연구자가 현장에서 정반응 여
부를 기록하였다.그 후 피검자가 작성한 결과지를 수집하고,반응을 검토하여 관
찰된 오류를 언어학적 관점과 시공간적 관점으로 분류하여 채점하였다.
먼저 정반응의 점수 산정 시에는 언어학적 관점만을 적용하였다.따라서 피검

자가 한 항목 당 음절을 이루는 모든 경우의 자소를 정반응한 경우,척도상의 의
미있는 반응으로 보아 1점을 주고,음절을 이루는 자소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언
어학적 오류를 보이는 경우 0점으로 산정하였다.무반응의 경우에도 검사지에 NR
로 표기하고 0점으로 산정하였다.그러나 정반응 여부는 언어학적 관점에서만 채
점하는 것이므로,손의 마비로 인한 미세한 떨림 등이 글씨에 반영되어 형상적 오
류를 보이더라도,언어적으로 의미있게 반응한 경우에는 정반응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총 정반응의 최고 점수는 90점이며 최하점은 0점으로 산정하였다.
오류 분석 시에는 언어학적 관점과 더불어 시공간적 관점을 모두 고려해 국내

외의 선행연구14,16,38,39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를 한글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이러한 분류 척도에 따라 오류 횟수를 산정하였다.환자에 따라 한 자극 글자 내
에서 언어적 오류와 시공간적 오류를 동시에 보일 수 있고,같은 오류 형태 내에
서도 한 가지 이상의 오류를 중복해서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류 횟수는 한
글자 당 1회 이상이 될 수가 있다.따라서 정반응의 역이 반드시 오류 횟수와 같
다고 할 수 없다.먼저,오류 분석 시 사용된 언어적 척도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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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777...언언언어어어적적적 오오오류류류 척척척도도도의의의 분분분류류류

제시된 언어적 분류를 자세히 살펴보자면,환자가 쓰는 음절의 전체가 탈락되
거나,피검자가 10초 이상 가만히 있거나 잘 모르겠다고 행동이나 구어로 의사표
시를 하여 전혀 쓰지 못하는 경우는 무반응으로 간주하고 ‘음절 생략’오류라고 하
였다.한 음절 내의 모든 음소가 대치되어 자극 글자와 전혀 상관없는 글자가 되
는 경우에는 ‘음절 대치’오류라고 하였다.자극 음절에서 존재하지 않는 음절이
첨가되는 것은 ‘음절 첨가’오류,자극 내의 일부 자소가 탈락되어 자극의 자소 개
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자소 생략’오류,자극의 자소 개수를 만족시키나
음절 내의 일부 자소가 다른 자소로 대치된 것은 ‘자소 대치’오류,자극 음절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소가 첨가되는 것은 ‘자소 첨가’오류라고 하였다.또한 오류 분
석 시 사용된 시공간적 척도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표 8).

언어적 오류

음절 수준 오류

음절 생략 (syllabicommission,NR)

음절 대치 (syllabicsubstitution)

음절 첨가 (syllabicaddition)

자소 수준 오류

자소 생략 (graphemicommission)

자소 대치 (graphemicsubstitution)

자소 첨가 (graphemic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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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888...시시시공공공간간간적적적 오오오류류류 척척척도도도의의의 분분분류류류

제시된 시공간적 분류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무시 현상 등으로 인해 검사지의
칸의 공간을 균등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시공간적 생략’오류,앞서 제시된
한글의 4각형 조합 표에 따른 모습으로 글자가 쓰이지 않은 경우,다시 말해서 우
리나라 글자의 조합에서 나타날 수 없는 구성을 보인 경우는 ‘조합 구성’오류,
U.S NationalInstitutes ofHealth(NIH)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NIH Image
program인 ImageJ40를 사용하여 글자의 기울기를 구하고,그 기울기가 정상 대조
군이 보인 기울기 범주에서 -2표준편차 이상 벗어난 경우는 ‘음절의 기울기’오
류,반드시 있어야 할 획이 생략되어 한글 자소의 형상을 이룰 수 없는 경우는 ‘획의
생략’오류,불필요한 획이 더해지는 것으로 인해 한글의 형상이 정상 범주에서 벗어
나는 경우는 ‘획의 첨가’오류,음절의 기울기와 마찬가지로 획의 기울기가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 한글 자소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획의 기울기’오류로
분류하였다.또한 질적 분석의 차원에서 각 피험자에게서 나타나는 유의미한 특징
을 별도로 자세히 기술하였으며,경미한 손의 약화로 인한 미세한 오류와 공간 무
시 증후군으로 인한 오류 등의 경우 또한 환자의 개개의 특성에 따라 동반 장애
유무와 함께 기술하였다.

시공간적 오류

음절 수준 오류

시공간적 생략 (visuospatialomission)

시공간적 조합 구성 (visuospatialconstruction)

음절 기울기 (syllabictilting)

자소 수준 오류

획의 생략 (strokeomission)

획의 첨가 (strokeaddition)

획의 기울기 (stroketi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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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신신신뢰뢰뢰도도도 분분분석석석

수집된 자료의 평가 채점자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전체 자료의 약 10%에
해당하는 3명의 자료를 임의로 선택하여,언어병리학 전공자이며 언어치료 경험이
있는 1명의 2차 검사자에게 제시된 점수척도에 따른 산정 및 분석 방법을 훈련시
킨 후,결과지를 재분석하도록 하였다.정반응 점수와 언어적,시공간적 오류 횟수
를 측정한 결과,각각 100%,98.3%,96.2%의 일치율을 보였다.

바바바...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PackagefortheSocialScience,version12.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증을 하였다.먼저 정상 대조군,좌반구,우반구
병소 집단간에 한글 쓰기의 수행력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비모수
통계 분석 방법의 하나인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Kruskal-Wallistest)을 실시하였
다.또한 좌,우반구 병소 부위에 따른 두 집단 간의 한글 쓰기 수행력 및 한글 조
합에 따른 오류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맨 휘트니 검정
(Mann-Whitneytest)을 실시하였다.통계학적 검정에 대한 모든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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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정정정상상상 대대대조조조군군군과과과 각각각 환환환자자자군군군의의의 정정정반반반응응응 점점점수수수 비비비교교교

정상군의 경우 총 정반응 점수의 평균은 89.9(±.2)점이었다.좌반구 병소 환자
군의 경우 68.5(±12.4)점,우반구 병소 환자군은 87.0(±3.0)점으로 과제 수행에 있
어 정상군의 정반응 점수가 가장 높았고,좌반구 병소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최고
점 90.0점에 대한 각 집단의 정반응율은 아래(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세 집단의 수행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검정을 실시한 결

과 p<.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각 집단의 평균 순위가 20.3,4.1,11.7로 좌반
구 병소 집단에서 가장 낮고 정상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96.7%99.9%

76.2%

0%

20%

40%

60%

80%

100%

정상군 좌반구 우반구

정반응(%)

그그그림림림 111...정정정상상상군군군과과과 각각각 환환환자자자군군군의의의 정정정반반반응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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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환환환자자자군군군 간간간 정정정반반반응응응 점점점수수수 비비비교교교

병소 부위에 따른 두 환자군 간의 전체 정반응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Mann-Whitney검정을 실시한 결과,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또한,두 집단 간의
한글 형태의 하위 범주에 따른 정반응 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모든 범주에서
좌반구 병소 집단이 우반구 병소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표표 999...환환환자자자군군군 간간간의의의 정정정반반반응응응 점점점수수수 비비비교교교

a 각 하위 범주의 정반응 최고 점수: 30.0점

b 전체 정반응 최고 점수: 90.0점

c 각 집단의 정반응 점수: 평균±표준편차

d 중위수(사분위수 범위)

좌반구 우반구 p-value

종단쓰기a 24.2±4.1c

25.0(8)d
28.2±1.2
29.0(3)

.023

횡단쓰기
23.4±4.9
25.0(6)

29.5±.7
30.0(1)

.003

종횡단쓰기
20.8±4.2
21.0(7)

29.1±1.0
29.0(1)

.002

전체b 68.5±12.4
72.0(26)

87.0±3.0
88.0(4)

.003



-30-

333...환환환자자자군군군 간간간 오오오류류류 형형형태태태 비비비교교교

먼저 앞서 제시된 언어적,시공간적 척도에 따라 오류 횟수를 분석한 결과,좌
반구 집단에서는 언어적 오류는 평균 23.0회,시공간적 오류는 평균 1.2회로 관찰
되었으며,우반구 집단의 경우 언어적 오류가 평균 3.0회,시공간적 오류는 평균
24.1회로 나타났다.두 집단의 오류 횟수 비교 검정 결과 언어적 오류에서는 좌반
구 집단의 중위수가 높았고,시공간적 오류에서는 우반구 집단의 중위수가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언어적 오류와 시공간적 오류 횟수 모두 두 집단 사이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표표표 111000...환환환자자자군군군 간간간의의의 언언언어어어적적적 오오오류류류 및및및 시시시공공공간간간적적적 오오오류류류 횟횟횟수수수 비비비교교교

a 각 집단의 오류 수: 평균±표준편차

b 중위수(사분위수 범위)

11.1%

94.8%

88.9%

5.2%

0% 20% 40% 60% 80% 100%

우반구

좌반구

언어적 오류

시공간적 오류

그그그림림림 222...환환환자자자군군군 간간간의의의 오오오류류류 형형형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오오오류류류율율율(((%%%)))

좌반구 우반구 p-value

언어적 오류
23.0±14.8a

19.0(30)b
3.0±3.0
2.0(4)

.003

시공간적 오류
1.2±2.6
0(1)

24.1±26.4
8.0(43)

.006

전체
24.2±16.2
19.0(33)

27.1±27.1
13.0(51)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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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소 부위에 따른 두 환자군 간에서 언어적 관점과 시공간적 관점 모두를 고
려한 전체 오류 횟수를 비교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또한,두 집
단의 한글 형태의 하위 범주에 따른 오류 횟수도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표표표 111111...환환환자자자군군군 간간간의의의 한한한글글글 형형형태태태의의의 하하하위위위 범범범주주주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전전전체체체 오오오류류류 횟횟횟수수수 비비비교교교

a 각 집단의 오류 수: 평균±표준편차

b 중위수(사분위수 범위)

좌반구 우반구 p-value

종단쓰기
7.0±6.4a

5.0(11)b
9.5±10.9
5.0(16)

.948

횡단쓰기
7.2±5.8
5.0(10)

6.0±7.9
2.0(17)

.305

종횡단쓰기
10.0±4.4
10.00(9)

11.5±10.7
6.0(20)

.848

전체
24.2±16.2
19.0(33)

27.1±27.1
13.0(51)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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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언언언어어어적적적 오오오류류류 비비비교교교

두 집단 사이의 언어적 오류 횟수는 한글 형태의 하위 범주인 종단쓰기,횡단
쓰기,종횡단 혼합쓰기 모두에서 좌반구 병소 집단이 우반구 병소 집단보다 유의
하게 많이 나타났으며,하위 범주에 따른 오류율은 다음(그림 3)과 같다.

표표표 111222...환환환자자자군군군 간간간의의의 한한한글글글 형형형태태태의의의 하하하위위위 범범범주주주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언언언어어어적적적 오오오류류류 횟횟횟수수수 비비비교교교

a 각 집단의 언어적 오류 수: 평균±표준편차

b 중위수(사분위수 범위)

57.0%

27.5%

14.3%

30.5%

28.7%

42.1%

0% 20% 40% 60% 80% 100%

우반구

좌반구

종단쓰기

횡단쓰기

종횡단쓰기

그그그림림림 333...환환환자자자군군군 간간간의의의 한한한글글글 형형형태태태의의의 하하하위위위 범범범주주주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언언언어어어적적적 오오오류류류율율율(((%%%)))

좌반구 우반구 p-value

종단쓰기
6.2±5.1a

5.0(10)b
1.7±1.2
1.0(2)

.023

횡단쓰기
7.0±5.5
5.0(8)

.4±.7
0(1)

.003

종횡단쓰기
9.7±4.6
10.0(9)

.8±1.0
1.0(1)

.002

전체
23.0±14.8
19.0(30)

3.0±3.0
2.0(4)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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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언어적 오류를 자소 변동에 따라 분류해보면 좌반구 집단에서는 모든 언
어적 오류가 관찰되었고,우반구 집단에서는 대치 오류만 관찰되었다.두 집단간의
자소 변동에 따른 오류 횟수를 비교한 결과,좌반구 병소 집단이 우반구 병소 집
단보다 모든 자소변동에서의 오류 횟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표표표 111333...환환환자자자군군군 간간간의의의 자자자소소소 변변변동동동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언언언어어어적적적 오오오류류류 횟횟횟수수수 비비비교교교

a 각 집단의 언어적 오류 수: 평균±표준편차

b 중위수(사분위수 범위)

좌반구 우반구 p-value

생략
3.2±3.1a

5.0(6)b
- .025

대치
17.7±9.9
15.0(17)

3.0±3.0
2.0(4)

.003

첨가
2.0±2.8
1.0(5)

- .025

전체
23.0±14.8
19.0(30)

3.0±3.0
2.0(4)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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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분류를 위하여 자료 분석 시 제시된 세부 유형에 따라 음절 생략,
음절 대치,음절 첨가,자소 생략,자소 대치,자소 첨가로 나누어 본 결과 좌반구
는 오류 횟수가 모든 세부 유형에서 관찰되었으나,우반구는 음절 수준에서는 오
류가 관찰되지 않고 자소 대치에서만 오류가 관찰되었다.따라서 두 집단 간에 음
절 수준에서는 생략과 대치가,자소 수준에서는 생략,대치,첨가 모두에서 좌반구
병소 집단의 오류 횟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좌반구 병소 집단에서 관찰된
언어적 오류의 예 중 음절 대치와 자소 생략,대치,첨가 및 L3가 보인 역서
(mirrorwriting)의 예는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표표표 111444...환환환자자자군군군 간간간의의의 언언언어어어적적적 척척척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오오오류류류 횟횟횟수수수 비비비교교교

a 각 집단의 언어적 오류 수: 평균±표준편차

b 중위수(사분위수 범위)

좌반구 우반구 p-value

음절
수준

생략
1.2±1.3a

1.0(3)b
- .025

대치
4.7±5.1
2.0(8)

- .009

첨가
.14±.37
0(0)

- .317

자소
수준

생략
2.0±2.0
2.0(4)

- .024

대치
13.0±6.6
11.0(4)

3.0±3.0
2.0(4)

.003

첨가
1.8±2.6
1.0(4)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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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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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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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환환환자자자군군군 간간간의의의 언언언어어어적적적 척척척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오오오류류류율율율(((%%%)))



-36-

aaa...음음음절절절 대대대치치치 오오오류류류의의의 예예예

bbb...자자자소소소 생생생략략략 오오오류류류의의의 예예예

ccc...자자자소소소 대대대치치치 오오오류류류의의의 예예예

그그그림림림 555...좌좌좌반반반구구구 병병병소소소 환환환자자자군군군의의의 언언언어어어적적적 오오오류류류의의의 예예예

야야야 →→→

→→→

→→→

먹먹먹

숟숟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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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자자자소소소 첨첨첨가가가 오오오류류류의의의 예예예

eee...역역역서서서(((mmmiiirrrrrrooorrrwwwrrriiitttiiinnnggg)))의의의 예예예 111

eee...역역역서서서(((mmmiiirrrrrrooorrrwwwrrriiitttiiinnnggg)))의의의 예예예 222

그그그림림림 555(((계계계속속속)))...좌좌좌반반반구구구 병병병소소소 환환환자자자군군군의의의 언언언어어어적적적 오오오류류류의의의 예예예

→→→

→→→

→→→

짜짜짜

뒤뒤뒤

너너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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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시시시공공공간간간적적적 오오오류류류 비비비교교교

두 집단 사이의 시공간적 오류 횟수는 우반구 병소 집단이 좌반구 병소 집단
보다 한글 형태의 하위 범주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오류율은 다음
(그림 6)과 같다.

표표표 111555...환환환자자자군군군 간간간의의의 한한한글글글 형형형태태태의의의 하하하위위위범범범주주주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시시시공공공간간간적적적 오오오류류류 횟횟횟수수수 비비비교교교

a 각 집단의 시공간적 오류 수: 평균±표준편차

b 중위수(사분위수 범위)

32.5%

55.7%

23.0%

22.1%

44.3%

22.1%

0% 20% 40% 60% 80% 100%

우반구

좌반구

종단쓰기

횡단쓰기

종횡단쓰기

그그그림림림 666...환환환자자자군군군 간간간의의의 한한한글글글 형형형태태태의의의 하하하위위위 범범범주주주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시시시공공공간간간적적적 오오오류류류율율율(((%%%)))

좌반구 우반구 p-value

종단쓰기
.7±1.8a

0(0)b
7.8±11.2
2.0(16)

.047

횡단쓰기
.2±.7
0(0)

5.5±7.5
2.0(16)

.034

종횡단쓰기
.2±.4
0(1)

10.7±10.1
5.0(20)

.002

전체
1.2±2.5
0(1)

24.1±26.4
8.0(43)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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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적 오류의 자세한 분류를 위하여 자료 분석 시 제시된 세부 유형에 따
라 시공간적 생략 오류,조합 구성 오류,음절의 기울기 오류,획의 생략 오류,획
의 기울기 오류,획의 첨가 오류로 나누어 본 결과 좌반구는 음절 수준에서는 조
합 구성,자소 수준에서는 획의 생략과 획의 첨가에서만 오류가 나타났고,우반구
는 모든 세부 유형에서 오류가 관찰되었다.따라서 각 결과를 비교해보면 두 집단
간에 음절 수준에서는 시공간적 생략과 기울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우반구
병소 집단에서 관찰된 시공간적 오류의 예는 (그림8)에 제시되어 있다.

표표표 111666...환환환자자자군군군 간간간의의의 시시시공공공간간간적적적 척척척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오오오류류류 횟횟횟수수수 비비비교교교

a 각 집단의 시공간적 오류 수: 평균±표준편차

b 중위수(사분위수 범위)

좌반구 우반구 p-value

음절
수준

시공간적
생략

-
14.2±20.7a

1.0(42)b
.025

시공간적
조합구성

.2±.4
0(1)

.1±.3
0(0)

.530

음절의
기울기 -

7.4±11.7
0(23)

.047

자소
수준

획의
생략

.8±1.8
0(1)

.2±.4
0(1)

.872

획의
첨가

.1±.3
0(0)

.8±1.0
0(2)

.171

획의
기울기

-
1.1±2.2
0(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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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777...환환환자자자군군군 간간간의의의 시시시공공공간간간적적적 척척척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오오오류류류율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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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CCC

aaa...시시시공공공간간간적적적 생생생략략략 오오오류류류의의의 예예예

AAA BBB CCC
bbb...시시시공공공간간간적적적 조조조합합합 구구구성성성 오오오류류류의의의 예예예

AAA BBB CCC
ccc...음음음절절절의의의 기기기울울울기기기 오오오류류류의의의 예예예

그그그림림림 888...우우우반반반구구구 병병병소소소 환환환자자자군군군의의의 시시시공공공간간간적적적 오오오류류류의의의 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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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CCC
ddd...획획획의의의 생생생략략략 오오오류류류의의의 예예예

AAA BBB CCC
eee...획획획의의의 첨첨첨가가가 오오오류류류의의의 예예예

AAA BBB CCC
fff...획획획의의의 기기기울울울기기기 오오오류류류의의의 예예예

그그그림림림 888(((계계계속속속)))...우우우반반반구구구 병병병소소소 환환환자자자군군군의의의 시시시공공공간간간적적적 오오오류류류의의의 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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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좌,우반구 병소에 따른 한글 쓰기의 특징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먼저,과제의 수행력을 비교하기 위해 모집된 정상 대조군과 두
환자군 간의 정반응 점수 비교에서 정상군,우반구 병소군,좌반구 병소군 순으로
점차적으로 저하되는 수행력을 보인 것은 뇌손상 환자들이 손상 유형이나 중증도
를 막론하고,대부분 쓰기장애를 동반한다는 연구 결과3를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결과 고찰에 앞서 환자의 오류를 실서증으로 지칭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이 정의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McNeil과 Tseng2은 실서증을 ‘후천적인 뇌손상에 기인한 쓰기의 기능장애’라고

하였고,Nadeau,GonzalezRothi,Crosson3은 언어적 통로의 손상으로 인한 철자
오류를 중추실서증으로,글자의 선택이나 산출과정에서 관찰되는 글자 구성의 장
애등을 말초실서증으로 설명하였다.그러므로 여러 학자의 정의에 따라서 본 연구
에서 관찰된 환자 피검자의 반응을 실서증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
일 수도 있다.그러나 진단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많은 제약과 논란이
따를 수 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자군이 보인 쓰기 오류의 양상에 대하여
‘실서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위에서 제시한 여러 학자의 정의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규준을 적용하였다.첫째,정상 대조군에게도 같은 과제를 시행한 결
과,그 수행이 만점인 최고점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었고,두 환자군에서는 관찰되
는 오류를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기능장애’를 언어병리학적인 관점
에서 정상 집단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특수한 오류라고 가정한다면 환자군의 이러
한 수행은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둘째,실험 과제에 있어서 환자 피검자들
의 병력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교육년수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과제이므로 정상군
에서 관찰되지 않는 오류를 보인다면 이는 쓰기의 기능장애인 실서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셋째,실서증에 관한 여러 선행 논문에서 본 연구 결과
와 유사한 오류를 이미 중추실서증과 말초실서증의 여러 하위 유형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을 차용하는 것과 함께 본 연구에서 도입된 언어적,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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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오류의 분류에 따른 쓰기 오류 양상은 실서증의 또 다른 특색으로 간주하고자
하였다.

연구 과제에 따라 좌,우반구 병소에 따른 두 환자군의 정반응 점수를 비교한
결과,우반구 집단에서의 수행력이 좌반구 집단에서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채점 기준과 피검자의 조건을 연관시켜 설명함으로써 명확해질 수
있다.우선 모든 피검자가 오른손잡이로 확인되었고,우반구 병소군은 실어증 소견
이 없었으며,좌반구 병소군은 모두 실어증이 동반된 상태였다.채점 기준에서 각
환자의 정반응 점수 산출 시,시공간적 측면을 배제하고 언어적 측면에서만 환자
의 반응을 고려하기로 정하였으므로,오른손잡이의 언어중추에 관한 이론23에 따라
좌반구 병소군의 저하된 언어 능력이 쓰기 수행에 반영된,예상 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그러나 이것으로 언어중추와 쓰기중추가 같은 곳에 위치한다고 말
할 수 없고,지금까지의 선행 연구9-15를 통해서도 쓰기 중추의 정확한 위치를 직
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언어 중추와 관련한 브로카영역,베르니케영역과 각이랑
(angulargyrus)이나 상위변이랑(supramarginalgyrus)을 비롯한 부위들이 실서증
의 병소로 언급되어왔을 뿐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피검자의 결과만으로
쓰기중추의 정확한 기제를 논하는 것에는 미흡함이 있다.그러나 쓰기 역시 언어
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므로,구어에 관련하는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을 비롯
한 여러 보조적 언어 영역들이,쓰기가 수행되는 과정상에서도 관여할 것이며,쓰
기 영역에서만 기능장애를 보이는 순수실서증 환자가 드물다는 전제3하에서는,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도 언어와 쓰기,두 중추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두 환자군 간의 정반응 점수 차이 이상의 흥미로운 특성이 오류 형태 별

오류 횟수에서 관찰되었으며,그 결과가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제기하였던 가설에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시 말해서,좌반구 병소군의 경우 언어적 오류가 많
으나 상대적으로,시공간적 오류는 적고,우반구 병소군의 경우는 좌반구와는 반대
의 결과를 보였다.이는 뇌의 병소 부위가 담당하는 특정 영역이 그 기능에 따라
분화되어 있다는 것과 통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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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반구 병소군의 경우,언어중추의 침범으로 인해 언어적 오류 횟수의 비율이
높았고,언어적 척도에서 제시한 자소 변동 오류의 모든 세부 종류가 관찰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소 대치 오류로서,이러한 결과는 피검
자의 평균 교육정도가 고졸 이상이므로,피검자가 목표 글자의 자소의 개수는 인
지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선 알고 있는 자소
를 쓴 경우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또한 목표 글자의 자소와 단 한 개의 자소도
같지 않은,즉 글자를 이루는 전체의 자소가 달라지는 음절 대치가 관찰되기도 하
였으나 모든 대치 오류에서 모음과 자음의 상태는 보존되는 것이 관찰되었다.다
시 말해서 모음은 반드시 다른 모음으로 대치되고,자음은 다른 자음으로 대치되
는 것이다.이것은 Miozzo41나 Buchwald,Rapp42의 연구 결과와는 유사하지만,단
어 내에서 글자의 치환이 이루어져 자음과 모음의 상태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보고한 또 다른 서양연구9,39결과와는 상이하다.그러나 영어와 달리,한글의 경우
는 자음과 모음의 위치를 형태적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쉬운 문자에 속한다.따라
서 자,모음의 자질이 그대로 보존되는 대치는,서양의 문자보다 우리나라의 글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괄적으로 관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자소변동을 제외하고 좌반구 병소 환자에 따른 다양한 언어적 오류 양상

을 살펴보자면,먼저,환자 L1의 경우 자음 ‘ㅂ’이나 ‘ㅁ’의 경우 다른 자소와 달리
반응 시간이 길어져 쓰기를 주저하거나,모음을 먼저 쓰고 자음을 쓰는 순서의 오
류,자소 내의 획의 순서가 바뀌는 오류도 빈번히 관찰되었다.이는 한글과 유사한
문자 형태를 가지는 일본의 선행연구14에서 좌뇌 손상 환자의 가나(kana)와 간지
(kanji)쓰기를 통해,수행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획이 쓰여지는 순서가 뒤
바뀌거나 획의 구성이 무너지는 실행실서증의 증례를 보고한 것과 그 결과가 유
사하다.말실행증이 동반된 L2의 경우 말장애의 특징이 반영되는 오류를 보였다.
피험자 L2는 쓰기 과제 시행 전 입력 단계인 따라 말하기에서 특히 이중 모음을
어려워하였으며,쓰기 오류 역시 이중모음에서만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문헌20에
따라 말실행증을 야기시키는 병소가 브로카 영역을 포함한 주변의 언어와 관련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으므로,환자의 이러한 오류는 쓰기 단계에서 관여하는 언어
중추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마비말장애를 동반한 L3의



-46-

경우,거울에 비추어진 형태와 같은 역서(mirrorwriting)가 관찰되었다.좌반구 병
소 집단의 경우 대부분 오른손에 경미한 마비가 동반된 것으로 진단되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왼손으로 실험과제를 수행하였는데 L3에서만 이러한 특징이 관찰
되어 나머지 좌반구 환자들과 구별되는 양상의 오류를 보였다.위와 같이 각 환자
에 따라 다양한 언어적 오류가 관찰되었지만,좌반구 병소군 모두 공통적으로는
실어증이 동반되었으므로 이들이 보이는 양상은 문헌2에 따라 실어실서증(aphasic
agraphia)으로 분류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서론에서 언급하였던 중추실서증 중
에서는 다음과 같은 하위 유형도 관찰되었다.어휘실서증의 경우 우리나라의 문자
체계 특성 상 관찰되기 힘들뿐만 아니라,자극에서 음소와 자소가 1:1대응이
되는 규칙 단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오류의 관찰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운실서증은 자극 글자가 포함되는 의미단서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단어로 인식하는 환자의 경우 쓰기 통로의 병변에 따라 오류 발생이 가능
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심층실서증은 L4환자가 보인 오류와 결과적으로 유
사한 면이 있다.이 환자의 경우 글자의 청각적 입력 단계에서의 따라말하기는 오
류 없이 가능하였으나 쓰기 시행에서는 같은 범주 내의 의미가 유사한 단어로 대
치하는 오류가 관찰되었다.그러나 자극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자소
저장 기억장애(graphemicbufferimpairment)는 본 과제의 자극이 한 글자인 이유
에서,의미실서증의 경우는 한자 과제가 아닌 이유에서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생
각된다.
우반구 병소군의 경우 역시 뇌의 기능 분화에 따라 설명할 수 있겠다.우반구

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물들을 다른 것과 관계 지어 보고,그 부분들이 어떻게
전체를 이루는가를 보는 기능을 담당하므로,20이러한 기능과 연관 지어 우반구 환
자군이 보인 오류를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하다.글자 구성에 있어서,전체 글자를
형성하기 위해 획들을 조합하거나,획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기능이 저하되었으므
로 한글 쓰기에서 가능하지 않은 형태로 조합을 구성하거나 획의 기울기를 부적
절하게 전환시킨 오류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주목할만한 특징으로는 언어적 오
류에서 좌반구 병소군이 보인 결과처럼,우반구 병소군에서는 시공간적 척도에서
제시한 모든 종류의 세부 오류가 관찰되었다는 것이다.글자의 원래 형태에서 전



-47-

체적으로 기울기가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음절의 기울기’오류나 ‘시공간적
생략’오류 등은 전체 시공간적 오류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그러나 자,모음
의 위치가 바뀌거나 우리나라 글자 조합에서 불가능한 형태를 보이는 ‘시공간적
조합 구성’오류는 그 빈도가 낮았다.이는 우리나라의 글자가 사각의 형태 안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자음과 모음이 쓰여지는 독특한 특성이 강한 문자이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부분의 서양 선행 연구9-12,39,42-45들은 알파벳 체계를 쓰
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글자의 구성 등에서 보이는 시공간적 측면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왜냐하면 알파벳은 낱글자가 가로로만 배열되는 형식으
로 쓰여지므로,한글과 같은 문자 체계에서 보여지는 시공간적 오류인 글자 자체
의 구성이나 조합의 오류의 관찰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이것보다는 낱글자의
배열 순서가 뒤바뀌는 치환 오류나 대치 등의 언어적 오류를 관찰하는 것이 해당
문자의 특징을 대변하는데 있어 더 의미있는 작업일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서증 연구의 경우,한글이라는 문자가 가진 독특한 특성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적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중국의 경우에는 우
뇌 손상 환자의 증례보고16를 통해 획의 생략이나 구성이 바뀌는 오류를 보고하였
다.이것은 본 연구의 우뇌 병소 집단의 시공간적 오류 결과와 유사하게 닮아 있
으므로 한글과 같은 형상적인 문자체계에서 나타난 시공간적 오류를 보여준 선행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그리고 실험 진행 시 관찰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좌
반구 집단의 경우 대부분의 피검자가 오른손에 마비가 동반되므로 평소에 쓰지
않았던 왼손으로 검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적 오류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우반구 병소 집단의 경우는 왼손에 마비가 동반되어 원래 글씨를 쓰는
손인 오른 손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대부분이 시공간적 오류를 보였다는 점이다.이
러한 특징은 결과분석 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손의 마비로 인한 오류와
실서증의 시공간적 오류를 구별시켜주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언급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또한,우반구 병소 환자에서 관찰된 다양한 시공간적 오류 중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자면,피험자 R4에게서 나타난 ‘음절의 기울기’오류가 있다.오른손에 마비
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기울여서 쓰는 형태를 보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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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습관과 구별하기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된 예시 글자를 제시하고 칸 안에
쓰도록 유도하였으나 계속해서 글자 전체가 기울어진 형태로 반응하였다.피험자
R2의 경우에는 자소를 이루는 한 획의 기울기가 부적절하여 한글 자소에 없는 형
태의 오류를 보이기도 하였다.환자 병력 수집 단계에서 파킨슨씨병(parkinson's
disease)이 동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문헌3에서 나타난 미서증(micrographia)의
특징이 관찰되지는 않았다.음절의 ‘시공간적 생략’오류는 좌측 공간 무시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 R5환자에게서 관찰되었다.시각적 또는 고유 감각의 정보
혼돈에 기인하는 공간실서증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 R5의 경우 과제 수행 시 검
사지의 왼쪽 칸을 모두 무시한 채 오른쪽 칸에만 쓰기를 하였으며,각 칸 내에서
도 위쪽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글자를 칸 아래로 내려 쓰는 것이 관찰되었다.또
한 겹자음의 경우 두 자음의 획이 겹쳐지는 형태의 획 첨가 오류가 관찰되었고,
획의 일부분을 생략하는 획 생략 오류가 관찰되었다.이러한 오류가 나타난 이유
로는 환자의 편측 공간 무시 현상 중에서 환자의 시야 중앙에 놓여진 검사지의
일부분 무시하는 관찰자중심 무시(viewer-centeredneglect)뿐만 아니라 각 글자
내에서도 특정 부분을 무시하는 물체중심 무시(object-centeredneglect)현상도 반
영된 것으로도 추측해볼 수 있겠다.그러나 편측 공간 무시에 대해 심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단정할 수는 없겠다.
지금까지 오류 형태를 언어적 측면과 시공간적 측면으로만 나누어 살펴본 것

에 더하여 오류 횟수를 쓰기의 하위 범주(예:종단쓰기,횡단쓰기,종횡단 혼합쓰
기)로 분류한 경우 역시 좌반구 병소군과 우반구 병소군에서 그 차이가 관찰되었
다.즉,하위 범주 중 종횡단 혼합쓰기에서 가장 높은 오반응율을 보였으나 병소에
따라 오류의 형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서,좌반구 병소군의 경우 언어적 오류에
서,우반구 병소군은 시공간적 오류에서 각각 종횡단 혼합쓰기가 가장 많은 오반
응율을 차지하였다.이는 언어적 측면에서 종횡단 혼합쓰기는 다른 하위 범주보다
자소의 개수가 많고,음운적으로는 이중 모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좌반구 병소군
에서 오류가 많이 관찰된 것이고,시공간적 측면에서는 종단과 횡단의 두 방향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그 형태나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반구 병소군에서 어려
움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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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어 체계의 특성에 따른 실서증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한글
을 사용하는 한국인 뇌졸중 환자에게 쓰기 검사를 시행하였다.그 결과,쓰기가 수
행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각 반구의 역할이 서로 다르며,분화된 반구의 역할은,사
각형의 형태 안에 각 자소들이 일정한 공간을 지키며 모아쓰는 형식을 가진 한글
이라는 문자에서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뿐만 아니라,한글이라는 문자에
내재된 두 특성인 언어적 기저와 시공간적 기저는 서로 이분되어,각각의 반구에
서 개별적으로 처리된다는 가설을 지지해준다.한글은 언어적으로는 표음성이 강
한 문자이면서,시공간적으로는 형상학적인,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문자이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자체계의 특성을 이용하여,쓰기에 관여하
는 각 반구의 분화된 기능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첫 번
째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임상적 적용의 관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쓰기는 보통 음운

적 통로와 어휘적 통로를 통해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2정상인들
은 흔히 두 개의 통로를 동시에 사용하며,이것은 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한다.그러나 실어증이 동반된 좌뇌 손상 환자는 이러한 과
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쓰기 수행에서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이러
한 맥락에서 좌반구에 손상을 입은 환자의 언어 기능 회복 시 우반구의 언어에
대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46그 예로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경우 말 산출 유도에
서 비우세 반구의 보존되는 능력을 사용하여,멜로디 억양치료 기법(MIT:melodic
intonationtherapy)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바 있다.47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호 보완적 접근의 측면에서,우반구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보존된
좌반구 병소 환자에게 우리나라 문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간적 측면으로 쓰기
를 유도할 경우 그 수행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는,병소에 관한 비교 연구로서,오류 분석을 통해 각 반구가 쓰기에

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글씨 쓰기는 언어적,운동
적,시공간적,지각적 능력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매우 복잡한 인지적 활동이다.20

이러한 ‘쓰기’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 반구의 능력이 기여하는 바를 검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그리고 글자의 외형과 자소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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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뇌 안에서 서로 융화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이러한 차이로 발생하
게 되는 한글 실서증의 다양한 모습들을,본 연구에서는 오류의 특징과 병소 부위
를 연관 지어보는 작업을 통해,극복 가능한 장애로 근접할 수 있었다.다시 말해
서,쓰기 검사를 통해 산출된 결과 하나만을 분석하기 보다는,수렴적인 접근의 측
면에서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하고 뇌의 병소 위치와 오류의 비교를 통해 분화된
뇌의 기능에 접근하였으므로 객관화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이유에서 제한점을 가진

다.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인 한글은 조합의 공식만 충족된다면 무수히 많은 글자
로 변형이 가능하다.따라서 이러한 한글의 특성에 걸맞게 자모조합의 다양성 및
자소변동 등을 고려한 조건의 자극어를 더 개발하여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자
료 분석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언어적 측면과 시공간적 측면,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였으나,신뢰도 산출 시,그 분류가 애매한 경우도 있어 채점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따라서 체계적인 오류 분석 척도의 개발도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피험자의 수에 관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뇌졸중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자료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미약함이 있다.물론,뇌손상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중증도 및 병소의 변이가 다양하여 환자의 동질성을 가
정하기 어려우며,때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상실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의 자료를 평균화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정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48에서 표준화된 기준의 제시 보다는 증례보고 식의 연구가 더 유
용할 수도 있다.그러나 모든 변수가 통제 되는 수준 하에서 다수의 피험자를 대
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면,이것 역시 가치 있는 작업이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
므로,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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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좌,우 반구에 병소가 있는 뇌졸중 환자 14명을 대상으로,한글
쓰기를 실시하고,정반응 및 오류 형태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두 집단의 오류 회수를 오류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에서,좌반구
병소 집단의 경우 언어적 오류가,우반구 병소 집단의 경우 시공간적 오류가 가장
두르러지게 관찰되었다.이러한 결과는,우반구는 일반적으로 시공간적 기능을 담
당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여기에 병소가 위치한 경우 시공간적 오류를 많이 보
인 것이고,좌반구의 경우는 언어 중추가 위치하므로 언어적 오류를 많이 보인 것
으로 생각된다.또한 오류 회수를 쓰기의 하위 범주로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종횡단 쓰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오류가 관찰되었다.이것은 쓰기가 수행되는 과
정에서 관여하는 각 반구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분
화된 반구의 역할은,사각형의 형태 안에 각 자소들이 일정한 공간을 지키며 모아
쓰는 형식을 가진 한글이라는 문자에서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또한,한글
이라는 문자에 내재된 두 특성인 언어적 기제와 시공간적 기제는 서로 이분되어,
각각의 반구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자체계의 특성을 이용하
여 뇌졸중 환자에서 나타나는 실서증의 경향을 제시하고,임상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또한 뇌의 병소 위치
와 오류의 비교를 통해 분화된 뇌의 기능에 접근하였으므로 객관화된 시사점을
제공한다.앞으로는,한글 자모조합의 다양성 및 자소변동 등을 고려한 조건의 자
극어를 더 개발하고,모든 변수가 통제 되는 수준 하에서 다수의 피험자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52-

참 참 참 참 고 고 고 고 문 문 문 문 헌헌헌헌

1)김향희.제 6장 신경 말 언어장애.의사소통 장애개론.서울:하나의학사;2001
2)McNeilMR,Tseng CH.Acquired neurogenic dysgraphias.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language disorders. New York: Thieme Medical
Publishers,Inc;1990

3)NadeauSE,GonzalezRothiLJ,CrossonB.Aphasiaandlanguage:theoryto
practice.New York:TheGuilfordPress;2000

4)TanLH,SpinksJA,GaoJH,LiuHL,PerfettiCA,XiongJ,etal.Brain
activationintheprocessingofChinesecharactersandwords:afunctional
MRIstudy.HumanBrainMapp2000;10:16-27

5)DruksJ,FroudK.Thesyntax ofsinglewords:evidencefrom apatient
with a selective function word reading deficit. Cogn Neuropsychol
2002;19:207-244

6)백여정,박은숙,신지철,김향희.실독증 환자들의 한자어와 고유어 소리내어 읽
기 비교.언어청각장애연구 2006:11(1):95-107

7)이홍재,김미라,남기춘.난독증의 이해:난독증의 분류와 평가.한국심리학회지
1998;17:1-24

8)Beeson PM,Magloire JG,Robey RR.Letter-by-letter reading:natural
recoveryandresponsetotreatment.BehavNeurol2005;16:191-202

9)AlexanderMP,Friedman RB,LoversoF,FischerRS.Lesion location of
phonologicalagraphia.BrainLang1992;43:83-95

10)RapcsakS,BeesonPM.Theroleofleftposteriorinferiortemporalcortex
inspelling.Neurology2004;62(12):2221-2229

11)HillisAE,Chang S,BreeseE,HeidlerJ.Thecrucialroleofposterior
frontalregionsin modality specificcomponentsofthespelling process.
Neurocase2004;10(2):175-187

12)CantagalloA,BonazziS.Acquireddysgraphiawithselectivedamagetothe



-53-

graphemic buffer: a single case report. Ital J Neurol Sci 1996;
17(3):249-254

13)TohgiH,SaitohK,TakahashiS,TakahashiH,UtsugisawaK,Yonezawa
H,etal.Agraphiaandacalculiaafteraleftprefrontal(F1,F2)infarction.J
NeurolNeurosurgPsychiatry1995;58(5):629-632

14)MaeshimaS,SekiguchiE,KakishitaK,OkadaH,OkitaR,OzakiF,et
al.Agraphia with abnormalwriting stroke sequences due to cerebral
infarction.BrainInj2003;17(4):339-345

15)OtsukiM,SomaY,AraiT,OtsukaA,TsujiS.Pureapraxicagraphia
withabnormalwritingstrokesequences:reportofaJapanesepatientwith
aleftsuperiorparietalhaemorrhage.JNeurolNeurosurgPsychiatry1999;
66(2):233-237

16) Law SP.Writing error of a cantonese dysgaphic patient and their
theoreticalimplications.Neurocase2004;10(2):132-140

17)Kim H,NaDL.DissociationofpureKoreanwordsandChinese-derivative
wordsinphonologicaldysgraphia.BrainLang2000;74:134-137

18)이근수.퍼지 추론을 이용한 인쇄체 한글 인식.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93

19)KerteszA,PooleE.Theaphasiaquotient:thetaxonomicapproachto
measurementofaphasicdisability.CanJNeurolSci1974;1:7-16

20)RamachandranVS.Encyclopediaofthehumanbrain.SanDiego:Academic
Press;2002

21)LiangCL,ChangHW,LuK,LeeTC,LiliangPC,LuCH,etal.Early
prediction ofaphasia outcome in leftbasalganglia hemorrhage.Acta
NeurolScand2001;103:148-152

22) Kertesz A,McCabe P.Recovery patterns and prognosis in aphasia.
Brain1977;100:1-18

23)Pedersen PM,Jorgensen HS,Nakayama H,Raaschou HO,Olsen TS.



-54-

Aphasiainacutestroke:incidence,determinants,andrecovery.AnnNeurol
1995;38:659-666

24)RobertsL.Aphasia,apraxiaandagnosiain abnormalstatesofcerebral
dominance.Handbookofclinicalneurology.Amsterdam:ElsevierScience
Publishers;1969

25)AgranowitzA,MckeownMR,NielsenJM.Aphasiahandbookforadults
andchildren(7thed).Illinois:CharlesCThomasPublisher;1975

26)김향희,나덕렬.파라다이스․한국판-웨스턴 실어증검사.서울:재단법인 파라
다이스복지재단;2001

27)Kim H,NaDL.NormativedataontheKoreanversionoftheWestern
AphasiaBattery.JClinExpNeuropsychol2004;26(8):1011-1020

28)신지영.말소리의 이해.서울:한국 문화사;2000
29)신지영.우리말 소리의 체계.서울:한국문화사;2003
30)박서린.성인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타나는 말소리 출현빈도 연구.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9
31)서상규,백봉자,강현화,김홍범,남길임,유현경,외.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

습 사전.문화관광부:한국어 세계화 재단;2004
32)성태제.문항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개정판.서울:학지사;2004
33)김향희,이현정,김덕용,허지회,김용욱.실어증 선별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음성과학.2006;13:7-18
34)AlbertML.A simpletestofvisualneglect.Neurology1973;23:658-664
35)강연욱,나덕렬.서울 신경 심리 검사(Seoulneuropsychologicalscreening

battery).서울:휴브알엔씨;2003
36)GoodglassH,KaplanE.Theassessmentofaphasiaandrelateddisorder.

Philadelphia:Lea& Febiger;1972
37)SuperLabPro.ByCedrus.http://www.cedrus.com.(c)CopyrightCedrus

Corporation.1996-2003
38)KwonJC,LeeHJ,ChinJ,LeeYM,Kim H,NaDL.Hanjaalexiawith



-55-

agraphiaafterleftposteriorinferiortemporallobeinfartion:acasestudy.
JKoreanMedSci2002;17:91-95

39)CipolottiL,Bird CM,GlasspoolDW,Shallice T.The impactofdeep
dysgraphiaongrapemicbufferdisorder.Neurocase2004;10(6):405-419

40)NIH Image program:ImageJ.U.S NationalInstitutes ofHealth(NIH).
http://rsb.info.nih.gov/nih-image/

41)MiozzoM,DeBastianiP.Theorganizationofletter-form representations
inwrittenspelling:evidencefrom acquireddysgraphia.BrainLang2002;
80:366-392

42)BuchwaldA,RappB.Theorthographicrepresentationofconsonant-vowel
status;evidencefrom twocasesofacquireddysgraphia.BrainLang2003;
87:120-121

43)LaiaconaM,ZoncaG,ScolaI,CapitaniE,SalettaP,LuzzattiC.Integration
oflexicalandsublexicalprocessing in thespelling ofregularwords:a
multiplesingle-casestudyofdysgrasphiainItalianpatients.BrainLang
2004;91:90-91

44)MeneghelloF,FincoC,DenesG.Discoveringsurfacedysgraphiainwriters
ofshallow languages:the use ofloan words.Amsterdam:The 43rd
annnualmeetingoftheAcademyofAphasia;2005

45) McCloskey M,Macaruso P.Position-specific or position-independent
grapheme representations in the spelling system: evidence from
dysgraphia.BrainLang2003;87:118-119

46)나덕렬.어른 실어증의 진단 도구.언어장애의 이해와 치료:실어증 환자의 말
-언어 치료 2.서울:군자출판사;1994

47)김향희.특정 실어증 치료 기법의 임상적 적용(Ⅰ):브로카 실어증을 위한 멜
로디 억양 치료 기법(MelodicIntonationTherapy,MIT).말,언어 임상 전문
요원 교육.서울:한학문화;2000:70-86

48)남기춘.읽기획득과 발달성 난독증.언어청능치료 겨울 연수회 2001:209-225



- 56 -

Abstract    

Korean Agraphia in Unilateral Hemispheric Lesion : Left versus Right 

Ji Hye Yoon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angHee Kim) 

 

   Patients with brain injury may show some degree of writing disorder, and  

one of the most common causes of neurogenic language disorders is a stroke. 

Therefore,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writing errors in Korean stroke 

patients is important. Interestingly, agraphia is manifested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the specific graphemic system of a written language. 

   The Korean alphabet, Hangul, is a phonogram with each syllable containing 

at least one consonant and one vowel. From the visuospatial point of view, 

each syllable is organized in vertical(or ‘top to bottom'), horizontal(or ‘left to 

right'), or mixed-orientation(or ‘horizontal & vertical') with two-to-six 

graphemes. Such linguistic and visuospatial features of Hangul differ from 

those of other languages(i.e., English) which are written only in a horizontal 

orien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any language-specific error 

patterns in terms of a linguistic or visuospatial point of view. We compared 

two stroke patient-groups: one with left hemisphere(LH) lesions and the other 

with right hemisphere(RH) lesions. Of the 26 subjects, 14 were right-handed 

patients with either LH or RH lesion, and 12 were normal subjects who were 

matched by age and years of education. The subjects were asked to 

write-to-dictation a total of 90 syllables. We examined the number of correct 

responses and analyzed the writing errors according to criteria based on 

linguistic and the visuospati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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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the overall number of correct responses 

was the lowest in the LH group and the highest in the normal control. Second, 

linguistic errors such as paragraphia were significantly dominant in the LH 

group whereas visuospatial errors such as abnormal graphemic configuration 

were more prominent in the RH group. Third, writing errors in 

mixed-orientation were most prominent in both groups, but the LH group 

showed more linguistic errors while the RH group showed more visuospatial 

errors. 

Traditionally, it has been known that language is processed by LH, 

whereas imagery, visuospatial and perceptual functions are processed in RH. 

The former is related to the ability to spell a word and the latter to drawing 

the configuration of a character. From the results, therefore, the prominent 

visuospatial errors in the RH group could be explained by the ability of RH to 

control visuospatial functions. One of the interesting findings was that our 

patients manifested visuospatial errors which are not commonly observed in 

English-writing patients due to a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syllabic 

organizations in Korean writing. That is, in Korean syllabic writing, each 

graphemic position of the consonant(s) and the single vowel within a syllable 

needs to be maintained within a square pattern. This unique characteristic 

might be susceptible to an RH lesion due to the visuospatial feature of syllabic 

writing. 

In summary, error patterns of Korean writing are dominantly linguistic and 

visuospatial in LH and RH lesion groups, respectively. The respective role of 

each hemisphere in writing may differ and is far more prominent in Hangul due 

to the unique, syllabic orientation of this writing form. These findings support 

the notion that the Korean writing system(Hangul) is bi-dimensional in nature 

in both linguistic and visuospatial processes and thus operated by both 

hemispheres.   

Key words: agraphia, Hangul, hemisphere, stroke, linguistic error, 

visuospatial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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