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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비유창실어증 환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보인다 비유.

창실어증 환자의 언어 치료 자료로 일상생활과 연관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좋

지만 이러한 어휘를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특히 중증 비유창실어증 환자에, ,

게 필요한 어휘에 대한 연구가 없다 한편 실어증 환자의 보호자들은 환자가 겪. ,

는 일상적 의사소통상황에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

연구에서는 중증 비유창실어증 환자의 보호자를 통해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어

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각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산출해야 하는 어

휘 이하 필수 산출 어휘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 . ,

과 독립 보행 여부에 따라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각 상황의

필수 산출 어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입원중이고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 상 유창성 점수 점5

이하의 비유창실어증 환자의 보호자 명에게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시한28 .

설문지는 식사 및 먹기 옷 입고 벗기 목욕 및 몸단장 화장실 사용 대 소‘ ’, ‘ ’, ‘ ’, ‘ ’, ‘ /

변 조절 이동 실내에서의 보행 감정 및 애정 표현 병원 관련 증상 서술’, ‘ / ’, ‘ ’, ‘ / ’,

휴식 의 총 가지 일상생활 상황과 각 상황의 필수 산출 어휘 목록으로 구성하‘ ’ 9

였다 보호자에게 각 상황에 대한 환자의 독립적 수행 여부와 독립적 수행이 불.

가능한 상황에서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고 각 상황,

에서 필수 산출 어휘 목록에 대하여 각각 말함 칸과 필요 칸을 제시하여 산출‘ ’ ‘ ’

가능성과 필요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최소 명에서 최대 명의 환자에게 각 상황이 구어적 의사소통의, 13 19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나타났다 가장 많은 환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옷.

입고 벗기 화장실 사용 그리고 병원 관련 증상 서술 상황이었으며 식사 및 먹, , / ,

기 목욕 및 몸단장 대 소변 조절 이동 실내에서의 보행 감정 및 애정 표현 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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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상황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타났다 필수 산출 어휘에 대해 물 소변. ‘ , ,

대변 많이 목말라 조금 배고파 뜨거워 차가워 맛있어 밥 추워 더워 괜찮, , , , , , , , , , ,

아 싫어 좋아 힘들어 피곤해 아파를 산출이 불가능한 환자의 보호자 이, , , , , ’ 90%

상이 구어적으로 산출해주기를 바랬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서는 수행 능력이 낮을수록 옷 입고 벗기 목욕 및,

몸단장 휴식 상황에서 환자가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더 겪었다 그리고, .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과자 빵 가려워에 대한 구어적 산출을 더 필‘ , , ’

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독립 보행 여부에 따라.

서는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각 상황의 필수 산출 어휘에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대상 환자가 모두 입원 중으로 활동 범위에 차이,

가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편마비와 의식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의존적이고 입원

중인 중증 비유창실어증 환자가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각 상

황에서 산출을 필요로 하는 어휘가 무엇인지 환자의 보호자를 통해 알아보았고,

이는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증 비유창실어증 환자의 언어 치료를 위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치

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핵심되는 말 실어증 보호자 보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필요 어휘 수집: , , ,

http://www.skypdf.com


- 1 -

지도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제 장 서론1

1.1. 이론적 배경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욕구를 표현하고 사회적 친밀감을 쌓으며 정보를, ,

교환하고 사회적 규칙을 따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은 인간의 삶에 필수, .

적이며 한 사회의 사람들을 융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

이 있는 사람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사회로부,

터 고립되기도 한다.1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는 실어증은 신경계 손상으로 인하

여 후천적으로 생기는 언어장애이다 뇌졸중 뇌 외상 등. (stroke), (head trauma)

의 원인으로 실어증 증세를 보이게 되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네 가지 언, , ,

어영역에서 관찰된다. 실어증을 분류할 때 이분법을 사용하여 유창성 대 비유창

성 실어증 등으로 나눌 수 있다.2 이 중 비유창실어증은 유창성의 상실을 가장,

두드러진 언어 특징으로 보인다 또한 기능어가 많이 생략된 전보문 형식의 사. ,

용과 어순이 문법에 맞지 않은 탈문법성을 들 수 있으며 청각적 이해력은 상대,

적으로 유지되는 편이다.3 이러한 언어 특징을 가지는 비유창실어증에 속하는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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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 실어증 환자들은 말하는 모습이 매우 힘들어 보이고 말이 끊기고 말의 막,

힘이 잦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다.
4 한편 실어증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적절한 이름대기의 어려움이 관찰될 수 있다 대부분의 실어증환자에.

있어 사용 어휘의 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어휘라도 산출 시간

이 오래 걸리며 일부는 말하고자 하는 어휘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이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5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들은 일상

생활과 연관성이 있는 치료 자료를 치료에 도입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치료에

사용하였다.6-8 에 의하면 실어증 치료 자료는 가능하면 추상적Van Riper(1995) ,

인 것은 피하고 환자가 관심 있어 하거나 환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9 한편 일상생활에서의 사용빈도,

에 따른 실어증 환자의 어휘 이해력과 표현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에

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사용빈도에 따라 어휘 표현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즉 실어증 환자들은 비교적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들을 더욱. ,

더 정확하게 명명하였다.10

어휘 선택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보완 대체의사소통· (Augmentative and

이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 AAC

구 개발에 있어 어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11 어휘 수집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일반인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수집해,

서 출현 빈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12,13 어휘 수집에 대한 또 다른 방법으로 대

상자의 가족이나 친구 교사 등과의 인터뷰나 설문지 및 체크리스트 보고를 통한,

방법이 있다 여러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용 어휘와 인지 및 말 운동성의 제한으.

로 자발화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어휘를 조사하거나 대상자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많이 사용할 것이

라고 예상되는 어휘를 조사하였다.14,15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뇌성마비 아동에 대한 연구가 많다.

한편 한국 아동의 낱말 발달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한, MacArthur

이하 는 아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Korean version( MCD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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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이해하는 어휘와 산출하는 어휘를 부모가 어휘 목록을 보고 각각 표시하도

록 하고 있다 이러한 는 구조화된 상황에서의 표준화된 검사나 언어표. MCDI-K

본을 통한 언어 평가보다 더 많은 양의 어휘발달 자료를 제공해 준다.
16 뿐만 아

니라 를 사용한 연구에서 어머니들에게 낱말리스트를 제공하여 의미발, MCDI-K

달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 방법이었음을 입증하였다.17

실어증 환자의 보호자도 아동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가

장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대상자이며 환자의 재활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실어증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혈관성 질환인 뇌졸중이다. .2

뇌졸중의 증상으로 언어장애인 실어증뿐만 아니라 병변을 가진 뇌반구의 반대쪽

에 편마비가 나타나고 의식장애를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뇌졸중 환자는 일상생,

활의 수행능력이 결여되고 의존적이 된다 즉 가족이 환자를 간호해야 할 필요. ,

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18 또한 뇌졸중 환자의 낮은 동기 부여는 종종 우울증으,

로 나타나게 되며 우울증의 정도가 높을수록 재활에 대한 동기와 신념이 낮아지,

고 신념이 부족하면 능력도 저하되어 재활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조하지 않게 된

다 이 때 가족이 환자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 재활의 효. ,

과도 달라질 수 있다.19-21 실어증 치료에 있어서도 보호자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

으로 강조하여 이를 이용해 실어증 환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2,23 보호자와 재활 전문가를 통해 실어증 환자에게 일상

적으로 중요한 의사소통상황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에서는 실어증 환자의 보호자

에 의해서 보고되는 기능적 의사소통상황들이 재활 전문가에 의해서 보고되는

의사소통상황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유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24 또한 실어증 환,

자에게 의사소통상황의 어려움을 환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

한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실어증 환자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정확하

게 알고 이러한 인식은 치료를 받아본 경험의 여부와 관계없이 나타났다.25 즉,

실어증 환자의 가족들은 언어치료를 통해 실어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접하

지 못한 경우라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부딪히는 상황을 통해서 실어증 환자가 겪

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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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비유창실어증 환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답답해

한다 비유창실어증 환자의 언어 치료 시 일상생활과 연관 있는 어휘를 치료 자.

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어휘를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다 특, .

히 중증 비유창실어증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산출해야 하는 어휘에,

대한 연구가 없다 한편 선행 연구를 통해 실어증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가 일상. ,

적으로 겪는 의사소통상황에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언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언어평가를 통해 실어증 유무 및 장애 정도를

판단하고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정할뿐만 아니라,26 보호자

와의 상담을 통해 실어증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산출해야 하는 어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본다.

와 마찬가지로 실어증 환자의 보호자에게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어MCDI-K

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각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산출해야 어휘가

나열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보호자로부터 정확하고 구

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어증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문지를 제시하여 실어증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각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산출해야 하는 어휘 이하 필수 산(

출 어휘 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빈도가 높은 어휘를 알아보아 중증 비유) .

창실어증 환자의 언어 치료를 위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 한다.

한편 뇌졸중 환자의 실용 의사소통능력, (Communication Activities of Daily

이하 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성별 연령 도우미의Living, CADL) , ,

유형에 따라 실용 의사소통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27 한국의 실정에 맞

는 기본적 일상생활 이하 평가도구를 개(Basic Activity of Daily Living, BADL)

발하기 위해 뇌졸중 환자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입원환자와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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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각각에 대해 최종적으로 다른 일상생활 평가 항목이 선택되었다 즉 입. ,

원환자에게만 해당되는 항목들은 휠체어 의자 침대 변기로 옮겨 앉기 음식을‘ , , , ’, ‘

떠서 입으로 가져가기와 음료 마시기와 같이 주로 생존 혹은 위생에 관련된 것’

이었고 외래환자에게만 해당되는 항목은 자동차로 옮겨 앉기 신체 각 부위에, ‘ ’, ‘

대해 비누칠한 후 씻고 수건으로 닦기로 사회적 연계를 위해 기본적으로 좀 더’

요구되는 항목들이었다 이는 외래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이미 일상생활 훈련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입원 환자와 중요한 항목들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보

고 있으며,
28 곧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차이로

일상생활 평가 항목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환자의 기본적 일상.

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구어적 의사소통이 필요하게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

는 중증 비유창실어증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

려움을 겪는 상황과 각 상황의 필수 산출 어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또한 환자의 독립 보행 가능 여부에 따라서도 활동 범위의 차이로 일상적 사. ,

용 어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실어증 환자의 독립 보행 여부.

에 따라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각 상황의 필수 산출 어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 실어증 환자의 언어 치.

료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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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문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비유창실어증 환자가 주로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무엇인1.

가?

각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산출해야 어휘는 무엇인가2. ?

의 결과는 환자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가3. 1,2 ?

의 결과는 환자는 독립 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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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대상 및 방법2

2.1. 연구 대상

환자 선정 기준2.1.1.

본 연구에서는 유창성 점수가 점 이하이며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5 ,

이하 결과 점(Korean version-the Western Aphasia Battery, K-WAB) 36.2

이하의 중증 비유창실어증 환자 명을 선정하였다 이는 실어증환자 명에28 . 482

대한 상 비유창실어증인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평균 유창성 점수는K-WAB

점인데 반해 유창실어증인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의 평균 점수는2.40(±1.61)

점이므로 이를 참고로 하여 유창성 점수 점을 기준으로7.13(±1.25) , K-WAB 5

한 것이다.29 이 때 마비말장애 및 말실행증 동반 환자도 포함하였다, .

보호자 선정 기준2.1.2.

위의 기준을 만족하는 비유창실어증 환자의 보호자로 보호자 선정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세 이상의 성인 남녀(1) 20 .

가족이나 돌보는 사람 중에서 실어증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2)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응해주기를 수락한 사람(3) .

환자와 보호자 정보2.1.3.

대상 중증 비유창실어증 환자 수는 총 명으로 남자가 명 여자가 명이28 19 , 9

었다 평균 연령은 세로 대가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경색. 58.00(±16.87) , 50 9 ,

환자가 명 뇌출혈 환자가 명이었다 이들 중 마비말장애 동반 환자가 명16 , 12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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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실행증 동반 환자가 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8 . Modified

이하Barthel Index( MBI)
30를 이용해 평가하여 점수에 따른 의존도 수준, MBI

중도 명 중등도 명으로 분류되었다 점수 체계와(severe) 18 , (moderate) 10 . MBI

점수에 따른 의존도 수준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또한 독립보행이 불가능한MBI . ,

환자는 명 가능한 환자는 명이었다25 , 3 .

보호자는 남자가 명 여자가 명으로 평균 연령은 세이며2 , 26 , 54.07(±8.46) ,

대가 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호자의 유형은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50 15 . ,

명 간병인이 명이었다1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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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자와 보호자 정보

분류 인원수

환자

정보

성별 남 19

여 9

연령 대10 2

대40 4

대50 9

대60 6

대70 5

대80 2

진단명 뇌경색 16

뇌출혈 12

마비말장애 여부 유 15

무 11

검사 실시 불가 2

말실행증 여부 유 8

무 15

검사 실시 불가 5

점수에 따른MBI 중도 18

의존도 수준 중등도 10

독립 보행 불가능 25

가능 3

보호자

정보

성별 남 2

여 26

연령 대30 1

대40 5

대50 15

대60 5

대70 2

유형 가족 15

간병인 13

단위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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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방법

2.2.1. 실험 자료

설문지는 크게 가지 일상생활 항목과 필수 산출 어휘 목록 개 그리고9 160 ,

배경정보로 구성하였다 배경정보에는 환자와 보호자 각각의 개인정보 및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가 하루에 환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기입하는 항목을 포,

함하였다.

일상생활 항목 선정에 있어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실용 의사소통상,

황 목록은 비록 외국의 표준화된 실용 의사소통상황 목록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지만27,31 중증 실어증 환자나 입원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많고 쓰기 읽기 능력이 요구되는 항목이 구어 산출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의 목,

적에 벗어나므로 연구자가 새롭게 일상생활 항목을 선정하였다 우선 에. , BADL

관한 문헌30,32을 참고하여 에 해당하는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먹BADL

고 마시기 옷 입고 벗기 목욕 및 몸단장하기 화장실 사용 대 소변 조절하기, , , , / ,

이동하기를 포함하였다 여기에 감정 및 애정 표현하기와 병원 관련 증상 말하기. / ,

그리고 휴식 항목을 더하였다 지체부자유와 정신지체 및 정서장애 아동의. AAC

적용을 위한 어휘목록을 개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에서 의사소통상

황별 적용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가정환경에서 상위 까지의 목록에AAC , 50%

식사하기 옷입기 용변보기 씻기 등뿐만 아니라 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기 텔, , / ,

레비전 시청하기가 포함되어 있었다.15 이를 참고하여 병원 관련 증상 말하기와/

텔레비전 시청하기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한 휴식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

도구 개발을 위해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어휘를 수집하고 그 중에서 고빈AAC

도 어휘를 찾아내고자 한 연구에서 총 개의 어휘를 분석하였는데 일상생, 11,092

활과 관련된 음식점 병원 가정 등의 가지 전체 대화 상황에서 회 이상 사용, , 9 10

된 고빈도 어휘에 싫다 괜찮다가 포함되었다‘ , ’ .13 그리고 초등 뇌성마비 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일반 아동의 부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빈번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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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어휘를 조사하였는데 싫다 좋다 사랑한다 힘들다 피곤하다가 빈도수가, ‘ , , , , ’

높은 어휘로 선정되었다.
14 마찬가지로 이를 참고하여 감정 및 애정 표현 항목을

추가하였다.

필수 산출 어휘의 선정을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33를 기초로 하여 한국어 기본어휘 개를 품사 및 의미 범주별1,020

로 제시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기본 어휘 가나다라‘ ’34에 있는 어휘와 지MBI

침서에서 제시한 어휘를 추출하였다 그 후에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 ‘ ’35와

한국어 교육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의 개발 사업 보고서‘ ’36를 참고하여 고빈

도의 최종 어휘 개를 선정하였다160 .

필수 산출 어휘 선정 각 단계별 내용은 그림 과 같다1 .

그림 1. 필수 산출 어휘 선정 단계

단계 일상생활 항목 선정1 : 6 30,32

식사 및 먹기 옷 입고 벗기 목욕 및 몸단장- , , ,

화장실 사용 대 소변 조절 이동 관련 항목, / ,

단계 일상생활 항목 추가2 : 3 13-15

감정 및 애정 표현 병원 관련 증상 서술 휴식 항목- , / ,

단계 상황별 필수 어휘 추출3 : 33,34

단계 고빈도의 최종 어휘 개 선정4 : 160 35,36

단계 설문지 작성 및 완성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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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2.2.2.

문헌 연구를 통해 선정한 기본적 일상생활 상황과 필수 산출 어휘 항목이 기

입된 설문지를 실어증 환자의 보호자에게 제시하였다 보호자로 하여금 일상생활.

항목에 대해 환자의 독립적 수행 여부와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구

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어휘 목록.○ √

에 대해 구어적 산출이 가능한 경우 말함 칸에 구어적 산출이 필요한 경우 필‘ ’ , ‘

요 칸에 또는 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알아보기’ .○ √

위해서 지침서에 따라 보호자와 면담을 하여 지침서의 해당 항목에 표시하MBI

였으며 실어증 및 의학적 정보에 대해 환자의 담당 언어치료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에 대한 면담을 포함하여 각 보호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MBI

은 약 분이었다 수집 당시 본 연구의 대상 환자들은 서울 및 경기지역의20~30 .

병원에 있는 언어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으며 환자가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보호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차 자료 수집은 년 월. 1 2009 4 3

일부터 일까지 진행되었고 차 자료 수집은 년 월 일부터 일에 걸17 , 2 2009 5 14 22

쳐 진행되었다.

자료 입력 및 분석2.2.3.

먼저 비유창실어증 환자가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보,

호자가 표시한 것을 어려움이 있음으로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필수 산출 어휘에‘ ’ .

대해서는 보호자가 말함 칸에 표시한 것을 산출 가능으로 필요 칸에 표시한‘ ’ ‘ ’ , ‘ ’

것을 산출 불가능 필요함으로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 ’ .

의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총 점수를 산출하였고 그에 따른 의존MBI MBI ,

도 수준을 중도 중등도로 구분하여 입력하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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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2.2.4.

비유창실어증 환자가 주로 어려움을 겪는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과 각 상황의

필수 산출 어휘를 조사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유창실어증 환자의 일상.

생활 수행능력과 독립 보행 여부에 따라 구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본적 일상

의사소통상황과 각 상황의 필수 산출 어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

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2 을 실시하였다-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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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과3

3.1.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

명의 비유창실어증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문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28 ,

명에서 최대 명의 환자가 각 상황이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13 19

이라고 나타났다 가장 많은 환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옷 입고 벗기 화장실. ,

사용 그리고 병원 관련 증상 서술 상황이었으며 식사 및 먹기 목욕 및 몸단장, / , , ,

대 소변 조절 이동 실내에서의 보행 감정 및 애정 표현 휴식 상황 순으로 어려/ , / , ,

움을 겪는다고 나타났다 표.( 2).

표 2.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

항목 인원수

옷 입고 벗기 19(67.9)

화장실 사용 19(67.9)

병원 관련 증상 서술/ 19(67.9)

식사 및 먹기 18(64.3)

목욕 및 몸단장 18(64.3)

대 소변 조절/ 16(57.1)

이동 실내에서의 보행/ 15(53.6)

감정 및 애정 표현 14(50.0)

휴식 13(46.4)

단위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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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각 상황별 필수 산출 어휘

필수 산출 어휘에 대해 먼저 구어적 산출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밥. , ‘ ’

이 총 명의 환자 중 명에게 구어적 산출이 가능한 어휘임이 나타나 산출 가28 10

능성이 높은 어휘로 나타났고 좋아 물을 산출 가능한 환자가 각각 명 명, ‘ ’, ‘ ’ 9 , 8

으로 그 뒤를 따랐다 배불러 찌개 상했어 얇아 벨트 쌌어 휠체어 일으켜줘. ‘ , , , , , , , ,

체했어 등의 어휘를 구어적으로 산출 가능한 환자는 없었다’ .

필수 산출 어휘를 조사한 결과 물 소변 대변을 산출이 불가능한 환자의 보, ‘ , , ’

호자 가 구어적 산출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많이 목말라 조금 배고파100% . ‘ , , , ,

뜨거워 차가워 맛있어 밥 추워 더워 괜찮아 싫어 좋아 힘들어 피곤해 아, , , , , , , , , , ,

파 를 산출이 불가능한 환자의 이상이 구어적 산출을 필요로 했다 표’ 90% ( 3-11).

한편 설문지에 제시한 어휘는 명사를 포함하는 체언 동사와 형용사를 포함, ,

하는 용언 그리고 부사를 포함하는 수식언으로 구성하였다, .37 제시한 어휘의 반

정도 개 의 어휘 각각에 대해 보호자의 이상이 산출이 필요하다고 표시(84 ) 75%

하였는데 이들 어휘에는 체언이 전체 체언의 총 개중 개 용언이, 42.4%( 92 39 ),

전체 용언의 총 개중 개 수식언이 전체 수식언의 총 개중65.1%( 66 43 ), 100%( 2

개 가 포함되었다 제시 어휘의 수가 적은 수식언을 제외하고 체언과 용언의2 ) . ,

선택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용언이 더 높았다 가령 밥 옷에 대해 구어적 산. , ‘ ’, ‘ ’

출이 필요로 하는 보호자가 각각 이었고 목말라 배고파 벗어에90.0%, 85.2% , ‘ , , ’

대해서는 각각 의 보호자가 구어적 산출을 필요로 했다96.4%, 96.2%, 85.7% .

특히 감정이나 애정 표현 상황의 어휘에 대해서는 이상의 보호자가 사랑90% ‘

해 를 제외하고 환자가 구어적으로 산출하기를 바랬다’ .

다음 표에는 각 어휘에 대해 구어적 산출이 가능한 환자를 제외하고 산출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구어적 산출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비율을 각 상황별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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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식사 및 먹기 상황에서 필수 산출 어휘

표 4. 옷 입고 벗기 상황에서 필수 산출 어휘

표 5. 목욕 및 몸단장 상황에서 필수 산출 어휘

항목

이상90% 물 밥 목말라 배고파 뜨거워 차가워 맛있어 많이 조금, , , , , , , ,

80~89% 과일 국 빵 숟가락 고기 우유 먹어 마셔 배불러 매워, , , , , , , , ,

70~79% 과자 김치 생선 주스 찌개 젓가락 짜 맛없어 달아 싱거워, , , , , , , , ,

60~69% 컵 커피 가위 떡 그릇 포크 사탕 잘라 상했어 식었어, , , , , , , , ,

50~59% 접시 칼 술, ,

이하50% 이쑤시개

항목

이상90% 추워 더워,

80~89% 옷 양말 벗어 입어, , ,

70~79% 바지 신발 팬티 신어 커 작아 얇아, , , , , ,

60~69% 모자 윗도리 잠바 써 두꺼워, , , ,

50~59% 안경 단추 주머니, ,

이하50% 벨트 틀니 옷장 치마, , ,

항목

이상90% 

80~89% 로션 수건 휴지 칫솔 치약 비누 씻어 닦아, , , , , , ,

70~79% 거울 빗 세수해 더러워 깨끗해, , , ,

60~69% 손톱깎이 샴푸 예뻐, ,

50~59% 핸드폰 면도기 말려, ,

이하50% 시계 때수건 지갑 목걸이 반지 드라이기 파우더 머리끈, , , , , , , ,

립스틱 생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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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화장실 사용 상황에서 필수 산출 어휘

표 7. 대변 소변 조절 상황에서 필수 산출 어휘,

표 8. 이동 실내에서의 보행 상황에서 필수 산출 어휘/

항목

이상90% 

80~89% 화장실

70~79% 불 켜 꺼( ) ,

60~69% 

50~59% 

이하50% 

항목

이상90% 소변 대변,

80~89% 쌌어

70~79% 젖었어

60~69% 

50~59% 기저귀

이하50% 변비약

항목

이상90% 

80~89% 휠체어 문 문 열어 닫아 일으켜줘, , ( ) , ,

70~79% 침대 의자 잡아줘, ,

60~69% 위 아래 옆, ,

50~59% 

이하50%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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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감정 및 애정 표현 상황에서 필수 산출 어휘

표 10. 병원 관련 증상 서술 상황에서 필수 산출 어휘/

표 11. 휴식 상황에서 필수 산출 어휘

항목

이상90% 괜찮아 싫어 좋아 힘들어 피곤해, , , ,

80~89% 

70~79% 사랑해

60~69% 

50~59% 

이하50% 

항목

이상90% 아파

80~89% 무릎 어깨 다리 팔 허리 배 머리 저려 가려워, , , , , , , ,

70~79% 약 열나 쑤셔, ,

60~69% 병원 병실 체했어 삐었어, , ,

50~59% 

이하50% 주사 치료,

항목

이상90% 

80~89% 안들려TV,

70~79% 이불 베개 누워 봐 잠 자 재미있어 시끄러워, , , (TV) , ( ) , ,

60~69% 리모컨 재미없어,

50~59% 요 뉴스 신문 들어, , ,

이하50% 드라마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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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른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3.3.

움을 겪는 상황과 각 상황의 필수 산출 어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을 때 식사 및 먹기 상황에서 일상생활 의존도 수준 중도 환자,

의 중등도 환자의 가 어려움을 보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낮을수83.3%, 30.0% ,

록 식사 및 먹기 상황에서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더 보였다,  2(2 N =͵
30) = 10.833͵ = .004 표 또한 옷 입고 벗기 상황에서 중도 환자의( 12). ,

중등도 환자의 목욕 및 몸단장 상황에서 중도 환자의 중83.3%, 40.0%, 77.8%,

등도 환자의 휴식 상황에서도 중도 환자의 중등도 환자의40.0%, 61.1%, 20.0%

가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상생활 수행 능.

력이 낮을수록 옷 입고 벗기 상황,  2(2 N =͵ 30) = 8.900͵ .012, 목욕 및

몸단장 상황,  2(2 N =͵ 30) = 7.037͵ = .030, 휴식 상황,  2(2 N =͵ 30) =

6.063͵ = .048에서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더 보였다 표( 12).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필수 산출 어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과자‘ 
2(2 N =͵ 30) = 7.643͵ = .022 빵, , 

2(2 N =͵ 30) = 6.720͵ = .035, 가려워,  2(2 N =͵ 30) = 6.728͵ = .035’

에 대해 구어적 산출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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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른 구어적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점수에 따른 의존도 수준MBI
2

severe moderate

옷 입고 벗기 83.3(15) 40.0(4) 8.900*

화장실 사용 72.2(13) 60.0(6) 4.115

병원 증상서술/ 66.7(12) 50.0(5) 2.010

식사 먹기 관련/ 83.3(15) 30.0(3) 10.833*

목욕 몸단장/ 77.8(14) 40.0(4) 7.037*

대소변 조절, 66.7(12) 40.0(4) 4.286

이동 실내보행/ 66.7(12) 30.0(3) 5.600

감정 애정표현, 55.6(10) 40.0(4) 2.500

휴식 61.1(11) 20.0(2) 6.063*

*p 0.05.＜

단위는 명%( )

표 13.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른 어휘 필요 정도

점수에 따른 의존도 수준MBI
2

severe moderate

과자 82.4(14) 87.5(7) 7.643*

빵 80.0(12) 100.0(8) 6.720*

가려워 76.5(13) 100.0(9) 6.728*

*p 0.05.＜

단위는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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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보행 여부에 따른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3.4.

겪는 상황과 각 상황의 필수 산출 어휘

독립 보행 여부에 따라서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각 상황의

필수 산출 어휘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4).

표 14. 독립 보행 여부에 따른 구어적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독립 보행 여부
2

불가능 가능

옷 입고 벗기 72.0(18) 20.0(1) 2.871

화장실 사용 68.0(17) 40.0(2) 0.459

병원 증상서술/ 60.0(15) 80.0(4) 0.115

식사 먹기 관련/ 68.0(17) 20.0(1) 2.250

목욕 몸단장/ 68.0(17) 20.0(1) 2.250

대 소변 조절, 56.0(14) 40.0(2) 0.027

이동 실내보행/ 52.0(12) 40.0(2) 0.000

감정 애정표현, 52.0(12) 40.0(2) 0.000

휴식 48.0(12) 20.0(1) 0.434

*p 0.05.＜

단위는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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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고찰4

비유창실어증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보인다.4

비유창실어증 환자의 언어 치료 자료로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있는 어휘를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9 이러한 어휘를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다 특히 중증. ,

비유창실어증 환자에게 구어적 산출이 필요한 어휘에 대한 연구가 없다 한편. ,

여러 선행 연구들이 실어증 환자의 언어 치료에 있어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22,23 환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보호자의 보고는 유용하다고 밝혔

다.24,25 본 연구에서는 중증 비유창실어증 환자 명의 보호자를 통해 환자가 일28

상생활에서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각 상황에서 구어적 산출

이 필요한 어휘를 살펴보았다 또한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독립 보행 여. ,

부에 따라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그 상황의 필수 산출 어휘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편마비와 의식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의존적인 뇌

졸중 환자에 대해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

과 이 상황에서 구어적으로 산출이 필요한 어휘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실어증.

환자의 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 훈련 어휘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실어증

정도별로 중도 중등도 경도 실어증 환자를 포함하고 실어증 유형별로 유창군과, ,

비유창군을 포함하여 총 명을 대상으로 필요 어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28 .8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입원중인 중증 비유창실어증 환자만을 28

명 선정하여 이들의 보호자에게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호자를, . ,

통해 최소 명에서 최대 명의 환자에게 각 상황이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13 19

을 겪는 상황이라고 나타났다 가장 많은 환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옷 입고.

벗기 화장실 사용 그리고 병원 관련 증상 서술 상황이었으며 식사 및 먹기 목, , / , ,

욕 및 몸단장 대 소변 조절 이동 실내에서의 보행 감정 및 애정 표현 휴식 상, / , / , ,

황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타났다 각 상황의 필수 산출 어휘에 대해 물. ‘ ,

소변 대변 을 산출이 불가능한 환자의 보호자 가 구어적으로 산출해주기를,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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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랬고 많이 목말라 조금 배고파 뜨거워 차가워 맛있어 밥 추워 더워 괜, ‘ , , , , , , , , , ,

찮아 싫어 좋아 힘들어 피곤해 아파를 산출이 불가능한 환자의 보호자, , , , , ’ 90%

이상이 구어적으로 산출해주기를 바랬다.

필수 산출 어휘 중 보호자의 이상이 구어적 산출을 필요로 하는 어휘를90%

살펴보면 보호자의 이하가 구어적 산출을 필요로 하는 어휘인 커피 식었, 70% ‘ ,

어 벨트 반지 등에 비해 환자의 생명 유지 및 생리적 욕구와 관련된 어휘임을, , ’

알 수 있다 이러한 생명 유지 및 생리적 욕구와 관련된 고빈도 어휘인 밥의 경. ‘ ’

우 산출이 가능한 환자의 보호자 명을 제외한 명 중에서 가 환자의10 18 90.0%

구어적 산출을 바랬는데 그렇지 않은 보호자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시간에 맞춰,

밥을 잘 챙겨주기 때문에 환자가 굳이 밥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옷 칫솔 휴지와 같은 어휘에 대해서도 각각 산출이 가. ‘ , , ’

능한 환자의 보호자를 제외한 의 보호자가 환자의 구어적85.2%, 80.0%, 81.5%

산출을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은 보호자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는 물품들로 항상 제자리에 준비해 놓기 때문에 환자가 해당 물품이

필요하다고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브로카 실어증 환자는 명사보다 동사의 인출에 더 어려움이 있다는 선,

행연구가 있다.
38 제시한 어휘의 반 정도 개 의 어휘 각각에 대해 보호자의(84 )

이상이 환자의 구어적 산출을 필요로 하였는데 이들 어휘에는 체언이 전체75% ,

체언의 총 개중 개 용언이 전체 용언의 총 개중 개 로42.4%( 92 39 ), 65.1%( 66 43 )

용언의 선택 비율이 더 높았다 세에서 세의 실어증 환자 명과 이들과 성. 25 72 10

별 나이 교육 수준 손잡이 방언 등을 통제한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가족사항, , , , ,

취미 일상생활 등의 대화를 통해 자발적 발화 수집을 실시한 연구에서 환자 집, ,

단의 경우 전체 자발적 발화에서 산출한 명사의 비율이 형용사와 동사32.51%,

를 합한 비율이 이었다 반면 정상인 집단의 경우에는 자발적 발화에서16.86% . ,

산출한 명사의 비율이 형용사와 동사를 합한 비율이 로 환자 집27.54%, 26.39%

단보다 용언의 산출 비율이 더 높았다.39 체계 수립을 위해 가 필요한AAC AAC

장애아동 및 같은 연령대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어휘를 조사한 연구에서

도 일반아동의 어휘에서 장애아동의 어휘보다 동사의 비율이 휠씬 높았다.1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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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애아동이 의사 전달을 하고자 할 때 명사를 사용하여 짧은 시간에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조사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다고 보고 있다 즉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이 많. ,

이 사용할 것 같은 어휘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학

교 생활에서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장애아동의 부모 및 교사가 명사를 많이 적,

었지만 실제로는 일반아동들의 대화에서 명사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대상 환자에게 구어적 산출을 필요로 하는 체언 및 용언의

비율과 이들과 성별 나이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한 정상인 통제 집단에게 실제적, ,

으로 사용되는 체언 및 용언의 비율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비유창,

실어증 환자가 체언보다 용언의 인출에 더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들은 체언만큼 용언의 구어적 산출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한 선행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도우,

미 유형에 따라 실용의사소통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27 본 연구에

서는 실어증 환자가 편마비와 의식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의존적이

며 환자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과

그에 따른 구어적 의사소통이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환자의 독립 보행 여부에 따라서도 활동 범위에 차이가. ,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어증 환자의 독립 보행 여부에 따라 구어적 의

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일상생활. ,

수행 능력이 낮을수록 식사 및 먹기 옷 입고 벗기 목욕 및 몸단장 휴식 상황에, , ,

서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더 보였다 이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높은 환.

자보다는 낮은 환자가 이 상황에서 보호자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여 그런 상황

에서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

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필수 산출 어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

과자 빵 가려워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구어적 산출을 더 필요로‘ , , ’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가 접하는 정도와 마찬가지로 도움을 필요로 하.

는 정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환자의 독립 보행 여부에 따라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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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황에서 구어적 의사소통 어려움과 각 상황의 필수 산출 어휘의 차이를 보

이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 환자가 조사 당시 모두 입원 중으로 활동,

범위에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입원 중인 중증 비유창실어증 환자 명의 보호자를 통한 설문지28

조사로 환자가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각 상황에서 구어적으

로 산출이 필요한 어휘를 조사하였다 설문지에 제시한 상황과 어휘는 비록 문헌.

연구를 통해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타당성이 부족하

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밝힌다 그리고 입원 중인 환자는 대부분 일상생활 의존도.

수준이 중도나 중등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도의 환자가 포함되지 않았

으며 독립 보행이 가능한 환자도 총 명 중 명으로 그 수가 적었다 또한 본, 28 3 . ,

연구에서는 환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간병인과 같이 환자와 하루에 가장 많은 시

간을 보내는 보호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명의 보호자 중 명. 28 13

이 간병인으로 가족과 간병인에 따라 필요로 하는 어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환자를 관찰하여 환자에게 구어적 산출이 필. ,

요한 어휘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조사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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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5

본 연구에서는 중증 비유창실어증 환자 명의 보호자를 통해 환자가 일상생28

활에서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각 상황에서 구어적 산출이 필

요한 어휘를 살펴보았다 또한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독립 보행 여부에. ,

따라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그 상황의 필수 산출 어휘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상 중증 비유창실어증 환자 명 중 가장 많은 수인 명이 구어, 28 19

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옷 입고 벗기 화장실 사용 그리고 병원 관, ,

련 증상 서술 상황으로 나타났고 식사 및 먹기 목욕 및 몸단장 대 소변 조절/ , , , / ,

이동 실내에서의 보행 감정 및 애정 표현 휴식 상황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 ,

나타났다 각 상황의 필수 산출 어휘에 대해 물 소변 대변을 산출이 불가능한. ‘ , , ’

환자의 보호자 가 구어적으로 산출해주기를 바랬고 많이 목말라 조금100% , ‘ , , ,

배고파 뜨거워 차가워 맛있어 밥 추워 더워 괜찮아 싫어 좋아 힘들어 피, , , , , , , , , , ,

곤해 아파 를 산출이 불가능한 환자의 보호자 이상이 구어적으로 산출해주, ’ 90%

기를 바랬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서는 수행 능력이 낮을수록 환자가 옷 입고 벗기,

목욕 및 몸단장 휴식 상황에서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더 겪었으며 수행, ,

능력이 높을수록 과자 빵 가려워에 대한 구어적 산출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 , , ’

로 나타났다 독립 보행 여부에 따라서는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

과 각 상황의 필수 산출 어휘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증 비유창실어증 환자의 언어 치료를 위한 정보를 얻

음으로써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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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1.

설문지- -

본 설문지는 환자분이 일상생활 중 어떠한 상황에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아 어

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말해주었으면 하는 어휘를 조사하고자 작,

성되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칸에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연구 자료로만 쓰일 것이며 개인 신원에 관한 기.

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연구자 정세은:

( 011-9121-1678 )

No.

조사일 년 월 일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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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 제시된 상황에 대해*

환자분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에 표시 또는 해 주세요( O) .① √

에서 표시한 상황 중에서 환자분 스스로 할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② ①

표시 또는 해 주세요( O) .√

에서 표시한 상황 중에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아 의사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③ ②

있었던 상황에 표시 또는 해 주세요( O) .√

다음 각 상황에 필요한 어휘에 대해*

환자분이 말할 수 있는 어휘를 첫 번째 말함 칸에 표시 또는 해 주세요‘ ’ ( O) .√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어휘 중에서 말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 어휘를

두 번째 필요 칸에 표시 또는 해 주세요‘ ’ ( O) .√

① ② ③

식사 및 먹기1.

옷 입고 벗기2.

목욕 및 몸단장3.

화장실 사용4.

대 소변 조절5. /

이동 실내에서의 보행6. /

감정 및 애정표현7.

병원 관련 증상 서술8. /

휴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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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및 먹기1.

말함 필요

밥

국

김치

찌개

고기

생선

과일

과자

빵

사탕

떡

물

우유

주스

커피

술

많이

조금

숟가락

젓가락

포크

그릇

접시

컵

칼

가위

이쑤시개

말함 필요

먹어

마셔

고기( )

잘라

배고파

배불러

목말라

맛있어

맛없어

뜨거워

차가워

식었어

상했어

달아

매워

짜

싱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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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입고 벗기2.

말함 필요

옷

바지

치마

윗도리

잠바

팬티

주머니

옷 장( )

신발

양말

모자

벨트

단추

안경

틀니

입어

벗어

신어

모자 써( )

추워

더워

옷이( )

얇아

두꺼워

커

작아

목욕 및 몸단장3.

말함 필요

칫솔

치약

빗

수건

비누

샴푸

면도기

거울

휴지

생리대

때수건

드라이기

손톱깎이

로션

립스틱

파우더

목걸이

반지

머리끈

시계

지갑

핸드폰

세수해

이 닦아( )

씻어

말려

더러워

깨끗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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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사용4.

말함 필요

화장실

불 켜( )

꺼

대 소변 조절5. /

말함 필요

소변

대변

기저귀

변비약

쌌어

기저귀( )

젖었어

이동 실내에서의 보행6. /

말함 필요

지팡이

휠체어

침대

의자

잡아줘

일으켜줘

위

아래

옆

문

문 열어( )

문 닫아( )

감정 및 애정 표현7.

말함 필요

좋아

싫어

사랑해

힘들어

피곤해

괜찮아

병원 관련 증상 서술8. /

말함 필요

병원

병실

약

주사

치료

머리

어깨

무릎

허리

다리

팔

배

아파

열나

쑤셔

저려

가려워

체했어

삐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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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9.

말함 필요

베개

요

이불

TV

라디오

신문

드라마

뉴스

리모컨

잠 자( )

누워

봐(TV)

라디오( )

들어

시끄러워

안들려

재미있어

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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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성함1.

성별2. 남 여/

생년월일3. 년 월 일 만 세( )

직업4.

학력5.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 / /

손잡이6. 주로 사용하는 손은 오른손 왼손 양손/ /

발병 시기7. 년 월 일

입원 여부8. 현재 입원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

거동 가능 여부9. 혼자 거동이 가능하십니까 예 아니오? /

보호자 정보*

성함1.

성별2. 남 여/

생년월일3. 년 월 일 만 세( )

직업4.

환자와의 관계6.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간병인 기타/ / / / / ( )

환자와7.

보내는 시간
하루 시간 이상 하루 시간 하루 시간 이하12 / 5-12 / 5

연락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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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점수 체계와 점수에 따른 의존도 수준2. MBI MBI

1 2 3 4 5

항목 수행불가 최대보조 중간보조 최소보조 독립수행

개인위생 0 1 3 4 5

목욕하기 0 1 3 4 5

식사하기 0 2 5 8 10

용변처리 0 2 5 8 10

계단 오르고

내리기
0 2 5 8 10

옷 입고 벗기 0 2 5 8 10

대변조절 0 2 5 8 10

소변조절 0 2 5 8 10

보행 0 3 8 12 15

의자차* 0 1 3 4 5

의자 침대 이동/ 0 3 8 12 15

Total Score(100)

MBI score 의존도 수준(Dependency level)

0-49 Severe

50-74 Moderate

75-99 M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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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e Words for Patients with Severe Non-fluent Aphasia

Jung, Se Eun

The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Non-fluent aphasia patients have difficulty in daily living because they

can't speak well. Words that are closely related with daily living are

efficient for use when these patients undergo language training. But there

are few studies about this, and particularly there are few such studies

concerned with severe non-fluent aphasia patients. It is known that the

aphasia patient's caregiver knows the basic communicative difficulty of

these patients. Therefore, we conducted a survey on severe non-fluent

aphasia patients who have severe communicative difficulty and we

assessed the words that they should verbally produce through their

caregivers. Also, this study assessed if the situation and the words change

according to the patients’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whether or not they

can independently ambulate.

The severe non-fluent patients who had a score below 5 on the fluency

test of the K-WAB (Korean version-the Western Aphasia Battery) and who

were in the hospital were selected. The patient's caregiver responded to a

check list that contained a total of 9 situations that severe non-fluent

aphasia patients have communicative difficulty with 'eating', 'dres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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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and lower body', 'bath and grooming', 'going to the toilet', 'bladder

and bowel incontinence', 'transfer and movement', 'expressing one's

feeling', 'speaking on ones condition' and 'resting', and the 160 words that

they should verbally produc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13~19 patients have had communicative difficulty in each situation. 19

patients had communicative difficulty for 'dressing the upper and lower

body', 'going to the toilet', 'speaking about ones condition', and orderly

'eating', 'bath and grooming', 'bladder and bowel incontinence', 'transfer and

movement', 'expressing one's feeling' and 'resting'. The words that they

should verbally produce are 'cookie, bladder, bowel, much, thirsty, a little,

hungry, hot, icy, tasty, a meal, heat, never mind, unpleasant, good, hard,

be tired and painful'. More than 90% of the caregivers wanted the patient

to speak these words easily.

The patients had difficulty in situations like 'dressing the upper and

lower body', 'bath and grooming' and 'resting' when their activities of daily

living were low. The caregiver wanted the patients to verbally produce the

words 'cookie, bread, itchy' and these patients had high activities of daily

living. Both situations were not changed, regardless of the independent

ambulation of the patients.

We conducted a survey about severe non-fluent aphasia patients who

have severe communicative difficulty and the words that they should

verbally produce through their caregiver. The results changed according to

their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se results may help the language training

of severe non-fluent aphasia patients.

Key words : aphasia, the caregiver's report,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the collection of core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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