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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실어증 환자의 단어 정의하기

실어증은 뇌 손상으로 인하여 후천 으로 생기는 언어 장애로서

손상 부 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의미와 련된

역이 손상되는 경우 이름 기나 단어 정의하기 같은 과제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단어 정의하기 과제는 정의하려는 상에 한 의미

지식과 더불어 단어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련된 단어들을 언어 인 용

법에 맞게 하게 표 하는 능력 등 다양한 인지 언어 능력이 요

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어증 환자 10명과 성별 연령 를 일치시킨

정상 성인 10명을 상으로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 정의하기 과제를 실

시하 다. 상자들이 산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의 수와 정의 유형

을 분석하고, 실어증 환자의 정의 수에 향을 수 있는 요인에

해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단어 정의하기 과제에서 실어증 환자군은 정상

성인군에 비해 총 정의 수가 유의하게 낮았고,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

의 핵심 의미 수 한 유의하게 낮았다. 한, PK-WAB-R의 실어증

지수(AQ)는 실어증 환자군의 정의 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두 집단에서 나타난 정의 유형을 비교했을 때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 모두 출 빈도에 있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셋째, 실어증 환자군에서 나타난 기타 반응 유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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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단어에서는 단어에 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유형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어증 환자들이 이름 기 과제가 아닌 보다 다양한

의미 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는 단어 정의하기 과제에서도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로 구분하여 수행력의 차이를 분

석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1)

핵심되는 말 : 실어증, 단어 정의하기, 구체 단어, 추상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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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 환자의 단어 정의하기

<지도교수 김 향 희>

연세 학교 학원 언어병리학 동과정

백 진 주

Ⅰ. 서 론

1. 이론 배경

실어증은 뇌 손상으로 인하여 후천 으로 생기는 언어 장애로서 실어

증 환자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모든 언어 양식에서 어려움을 보이며,

언어 이해나 표 능력이 하되면서 의사소통의 제한을 받는다.1 실어증은 손

상 부 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특히 의미와 련된 역이 손상

되면 단어 이름 기나 단어 정의하기와 같은 과제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데, 이는 단어의 개념들이 의미 지식(semantic knowledge)으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이다.2

실어증 환자들이 보이는 단어 인출의 어려움의 과정은 Dell GS et

al.,(1997)이 제시한 어휘 근의 상호 2단계 모델(The interactive two-step

model of lexical access)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모델은 어휘 네트워크

(lexical network)는 의미 자질, 단어, 그리고 음소들로 구성되어 있다.3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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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어 인출 시도가 일어났을 때 1단계로 목표 단어에 한 여러 가지

의미 인 자질들이 활성화되고 수차례의 탐색을 거쳐 가장 활성화되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며, 2단계는 선택된 단어가 문법 인 형태로 갖추어지면서 음운

부호화를 유도한다. 를 들어 ‘고양이(cat)’ 이라는 목표 단어를 산출하고자

했을 때 우선 으로 고양이와 련된 여러 가지 의미 인 자질을 떠올리는데,

이 에는 목표 어휘와 의미 인 자질을 공유하는 개(dog)나 쥐(rat)와 같은

어휘들이 함께 포함된다. 여기서 가장 활성화되는 의미 자질이 선택되면 해

당 단어를 이루고 있는 음소들이 순서에 맞게 부호화된 후에 산출이 된다. 만

약 의미 인 자질을 활성화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는 의미 인 자질은

목표 단어에 맞게 활성화 되었지만 음운 부호화가 잘못 되었을 경우 어휘

인출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어 인출 과정의 문제는 단어 정의하기 과제에서도 보일 수

있는데, 단어가 가진 개념들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 처리

과정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먼 의미망 조직(semantic network)에 따르면

부분의 어휘는 몇 단계의 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계의 간 단계에는

다른 단어와 구별되는 특징에 한 의미 자질들이 치하고 있는데 이를 기

본 수 용어(Basic level term)라고 한다. 이 기본 수 용어라는 것은 아동

들이 가장 먼 배우게 되는 것으로 성인에게 어떤 단어에 한 개념의 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것이며, 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본 수 용어에 해당하

는 속성들을 많이 열거할 수 있다고 하 다.4 를 들어 ‘상어(Shark)’에 한

설명을 할 때 가장 낮은 계에 있는 의미 자질에는 ‘is dangerous( 험하

다)’, ‘can bite(물 수 있다)’등이 있고, 간 단계에서는 범주 개념인 ‘물고기

(Fish)’에 한 특징이 담긴 ‘has gills(아가미가 있다)’, ‘can swim(헤엄칠 수

있다)’, ‘has fins(지느러미가 있다)’ 등의 내용이 있으며, 가장 높은 단계에는

‘동물(animal)’에 한 특징들이 자리 잡고 있다. 각 계에 장된 고유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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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질들은 인지 효율성(cognitive economy) 원리에 따라 다른 계에는

장되지 않으며, 단어에 한 개념을 설명할 때에는 각 계에 있는 고유한

정보들이 상호 교차 탐색(intersection search)을 통해 서로 하게 통합되

어야 한다.5

다른 모델은 활성화 확산 모형(Spreading activation model)으로,

단어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 자질들은 활성화 확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선택

으로 인출된다. 이러한 의미 활성화 정도는 그 거리에 따라 달라지게 되

는데 목표 단어와 가까운 치에 있는 개념들은 상 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들보다 활성화되기 쉽다고 하 다.6

일반 으로 단어를 정의하기 해서는 정의될 단어가 반드시 심성 어

휘집(mental lexicon)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정의하려는 상에 한 지식

과 더불어 정의하기가 무엇인지에 한 지식인 상 언어 능력이 요구된다.7

한, 단어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다른 단어들이 머릿속의 어휘 목록에 있

어야 하고, 이를 언어 용법에 맞게 표 하는 능력도 요구된다.8

단어의 정의 내용에는 목표 단어에 하여 가장 자주 사용되는 의미

를 표 하는 일반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단어의 의미와 련된 다른 개념들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9

단어를 정의하는 형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하는데, 어린 아동들은

사물을 정의할 때 주로 개인 인 정보를 담고 있지만, 고학년이나 성인이 될

수록 좀 더 보편 인 내용을 담고 있다.10 체로 성인들은 단어를 정의할 때

서술 이고 보다 구체 인 용어를 사용하며, 그 개념을 수식하는 데 사용되는

구체 인 를 드는 경향이 있다. 한 목표 단어의 동의어나 상 어를 포함

하고 단어의 핵심 인 특징이 분명해진다.11 이와 같이 단어를 정의할 수 있다

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12

단어 정의하기에 한 국내 연구는 주로 언어장애를 가진 학령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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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그리고 정상 노년층, 경도 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상으로

이루어졌다.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연령이나 장애 군에 따른 정

의하기 능력의 발달을 살펴보거나13, 품사별로 정의 반응을 살펴보고 정의

수와 정의 유형을 분석하 다.14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로는, 정상 청년층과

노년층을 상으로 두 집단의 단어 정의하기 수와 정의 유형을 비교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15,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치매의

증도에 따른 정의 수 정의 유형을 비교 분석하 다.16 한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단어의 구체성에 따른 단어 정의하기 수행력

을 비교하 는데,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은 정상 성인군에 비해 반 인 정의

수가 낮았고, 구체 단어보다 추상 단어를 정의하는데 더 어려움을 보 으며

핵심 인 의미의 산출도 정상 성인군에 비해 더 게 나타났다.17

앞선 연구들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와 아동을

상으로 한 일부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 부분 구체 인 의미를 지닌 보통명

사만을 가지고 정의하기 능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단어에 한 개념을 설명

하는 정의하기 과제에서는 정의되는 단어가 지닌 구체성, 추상성, 이미지성과

같은 속성에 따라 그 수행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단어의 구체성에 따른 의미 처리과정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

Crutch(2006)의 QDR 이론(Qualitatively Different Representations, QDR)

에 따르면 구체 인 의미를 가진 단어와 추상 의미를 가진 단어는 질 으로

다른 표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18 즉, 구체

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처리할 때에는 상하 범주 체계와 같이 의미 으로

연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지만, 추상 개념을 지닌 단어를 처리할 때

에는 주제와 련된 통합 인 정보들과 의미 으로 련된 네트워크를 사용한

다. 한 추상 인 단어를 처리할 때에는 구체 인 단어를 처리할 때 보다 더

융통성 있는 표상 (representational)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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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edin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의 질 인

차이를 개념의 습득(concept acquisition), 표상 형식(representational format),

의미 인 명시성(specification of meaning)의 3가지 에서 설명하면서 구체

인 개념은 지각 특징과 일상 인 사물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지만 추상

인 개념은 언어 인 매개를 통해 문장 내 맥락 속에서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 다.19 한, Paivio(1991)가 제시한 이 부호화 이론(Dual

coding theory)에서도 구체 단어는 언어 (verbal)인 것과 비언어

(non-verbal) 인 이미지를 기반으로 활성화되지만 추상 단어는 오로지 언어

으로만 부호화된다고 하 다.20

실어증 환자들의 의미 정보 처리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Laura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fMRI를 통해 실어증 환자들이 구체 인 의미를 가

진 단어와 추상 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처리할 때 신경망(neural network)이

다르게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 다. 특히 좌측 측두두정피질(temporoparietal

cortex, TPC)에 병변을 가진 실어증 환자들은 추상 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처리하는 데 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1 Chaleece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실어증 환자와 연령을 맞춘 정상 성인을 상으로 신

경촬 법(neuroimaging)을 통해 단어의 구체성에 따른 신경 활성화 패턴을 알

아보았다. 그 결과 구체 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처리할 때에는 지각 네트

워크(perceptual network)가 활성화 되는 반면, 추상 의미를 가진 단어를 처

리할 때에는 주로 언어 네트워크(verbal network)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

인하고, 치료 근에 있어 좌반구 손상의 실어증 환자들은 구체 인 의미를

가진 단어보다 추상 인 단어를 학습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

다.22

그 동안 실어증 환자들의 의미 지식의 손상과 련된 연구들은 주

로 면이름 기 는 생성이름 기와 같은 과제들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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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단어 정의하기 과제를 통해 실어증 환자들의 정의하기 능력을 살

펴보고, 정의 반응에 따른 의미 지식의 손상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에 따라 정의하기 수행력에 차이가 있는지에 해서도

살펴 으로써, 실어증 환자의 단어 정의하기 능력에 한 고찰과 이를 임상

치료에 하게 용하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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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가. 실어증 환자군의 단어 정의하기 수행력은 정상군과 비교하여

1) 정의 수 상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2) 정의 유형 출 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나. 정의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반응 유형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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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실어증 환자 10명과 성별 연령 를 일

치시킨 정상 성인 10명을 포함한 총 20명으로 소재의 ○○○병원, 경남

소재의 ○○○○요양원, 라북도 소재의 ○○요양원과 서울 경기 지역을

포함한 총 5개 지역에서 모집하 다. 실어증 환자는 뇌손상으로 인해 실어증

으로 진단을 받았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장애와 같은 복 장애가 없는

사람을 상으로 하 다. 정상 성인은 본인 보호자 보고에 따라 (1)과거 뇌

손상, 신경학 질환으로 인한 수술 는 련 질환을 앓은 이 없고 (2)시력

청력에 이상이 없으며 (3)한국 몬트리올 인지평가(Korean-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이하 K-MoCA)23의 규 에 따라 연령 별 규 에서

정상 범주에 속하고 (4)한국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n version, 이하 GDSSF-K)24 검사에서 8 이상인 사

람을 상으로 선정하 다.

실어증 환자군은 남자 5명, 여자 5명으로 평균 연령은 51.6(±18.2)세,

평균 교육년수는 11.5(±4.4)년, 발병 후 경과 기간은 평균 45.0(±60.2)개월이며

실어증 유형으로 보면 명칭실어증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상 성인군은 남

자 5명, 여자 5명으로 평균 연령은 50.5(±17.7)세, 평균 교육년수는 11.5(±4.4)

년이었다. 두 집단 간 연령 교육년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p=.986)과 교육년수(p=1.0)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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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 성별 연령1 교육년수2 POT3 AQ4 유형

P1 남 41 12 4년 9개월 82.1 도실어증

P2 여 49 16 6개월 75.8 명칭실어증

P3 여 19 9 1년 1개월 73.9 로카실어증

P4 여 62 6 2개월 45.8
혼합연결피질

실어증

P5 여 76 12 9년 8개월 80.8 명칭실어증

P6 여 79 6 11개월 82.4 명칭실어증

P7 남 37 16 4년 10개월 91.9 명칭실어증

P8 남 48 16 3개월 38.1 베르니 실어증

P9 남 61 6 15년 1개월 75.4 명칭실어증

P10 남 44 16 6개월 80.1 도실어증

정상군 성별 연령1 교육년수2 K-MoCA5 GDSSF-K6

N1 남 41 16 26 12

N2 여 49 12 24 10

N3 여 22 12 29 13

N4 여 61 9 23 11

N5 여 73 12 26 12

N6 여 76 12 24 11

N7 남 31 16 30 13

N8 남 48 16 25 11

N9 남 64 16 24 9

N10 남 40 16 28 13

표 1. 상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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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의 단 는 ‘세’.

2 교육년수의 단 는 ‘년’.

3 POT는 Post Onset Time의 약자로 발증 후 경과 일수.

4 AQ는 Aphasia Quotient의 약자로 실어증 지수를 나타내며 총 은 100 .

5 K-MoCA는 한국 몬트리올 인지평가(Korean-Montreal Cognitive Assessment)의

약자로 총 은 30 .

6 GDSSF-K는 한국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검사의 약자로 총 은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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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두 집단의 연령 교육년수

집단 상자수 평균 표 편차 t p

연령
환자군

10
51.6 ±18.2 1.36 .986

정상군
10

50.5 ±17.7

교육년수
실험군

10
11.5 ±4.4 0 1.0

조군
10

11.5 ±4.4

*p<.05

1 상자수의 단 는 ‘명’.

2 연령의 단 는 ‘세’.

3 교육년수의 단 는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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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자료 수집

본 검사에 앞서 먼 연구자는 사례 면담지를 작성하여 상자의 나

이, 교육년수, 병력, 언어 사용 실태 등에 한 정보를 수집하 다. 사 검사

에서는 실어증 환자를 상으로 라다이스 한국 웨스턴 실어증 검사 개정

(Paradise Korean Western Aphasia Battery Revised, 이하 PK-WAB-R)25

을 실시하 고, 정상 성인을 상으로는 K-MoCA와 GDSSF-K를 실시하

다. 한 검사는 소음이 은 조용한 장소에서 연구자와 상자가 일 일로

진행하 으며 상자의 반응은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한 다음 검사가 끝난

후 녹음 자료를 듣고 정 사하여 분석하 다.

나. 검사 도구

본 검사에 사용한 단어는 선행연구(Kim et al., 2015)에서 단어 정의하

기 과제용으로 개발한 단어를 사용하 다. 단어 목록은 총 10개로 구체 인

의미를 지닌 명사 5개와 추상 인 의미를 지닌 명사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

체 의미를 지닌 단어는 The Florida Semantic Battery(Raymer et al, 1990)

목록을 바탕으로 11개 범주(욕실용품, 교통수단 가구, 동물, 채소, 과일, 식기,

의복, 신체부 , 가 제품, 학용품)를 바탕으로 의미 범주와 정의 범주, 생

물과 무생물 그리고 이미지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추상 의미를 지닌 단

어는 의미 범주와 의미 특징(semantic feature)의 명확성, 그리고 추상성

(abstractness)을 고려하여 감정(emotion), 특성(traits), 계(social relation),

상태(mental state), 행동(action)의 5개 범주로 구분한 다음 각 범주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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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어들로 선정되었다.

표 3. 검사 단어 목록

유 형 범 주 검사 단어

구체 단어
교통수단, 과일, 가 제품,

동물, 장소
기차, 수박, 선풍기, 토끼, 약국

추상 단어 감정, 특성, 계, 상태, 행동 우정, 질투, 농담, 소풍, 음악

다. 검사 차

먼 연구자는 상자에게 검사 방법에 해 설명을 한 다음 비 문

항 1개(구체 단어: 사과)를 비하여 상자가 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검사에서는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가 무작 로 나열된 총 10개의 어휘

목록을 하나씩 제시하면서 상자에게 “◯◯에 해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

다. 각 단어에 한 반응 시간은 1분으로 제한하 으며 만약 상자가 반응

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반응이 불충분할 경우 “◯◯가 무엇이지요?” 는 “◯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는 “뭐가 더 있을까요?” 등

의 지시문을 추가 으로 제공하여 상자의 발화를 유도하 다.

라. 채 방법

(1) 정의 수

상자들이 산출한 내용은 핵심 의미(core meaning)와 부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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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meaning)로 분류하 는데, 이 분류 기 은 선행 연구(Kim et

al., 2015)에서 동일한 단어 목록으로 정상 성인 93명을 상으로 실시한 자료

를 사용하 다. 선행 연구에서는 상자들이 산출한 다양한 내용들을 출 빈

도순으로 분류한 후 체 인원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답한 내

용은 단어의 핵심 의미로,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답한 내용은 부수 의미로

구분하 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핵심 의미와 부수 의미라는 용어는

일반 으로 사 인 정의에서 명시된 내용을 기 으로 한 것이 아닌,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언 한 내용을 출 빈도순에 따라 임의

으로 분류한 것임을 미리 밝 두고자 한다.

기존의 단어 정의하기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의 수를 산정하는 방식

은 연구들마다 각각 다르지만, 체로 목표 단어에 한 의미 자질과 더불

어 범주 개념 는 상 어를 포함하는 경우 높은 수를 받는 방식을 사용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Kim et al., 2015)의 방식을 따라 다

수의 사람들이 공통 으로 많이 산출하는 내용을 심으로 핵심 의미와 부수

의미를 분류하 기 때문에 출 빈도가 상 으로 높은 핵심 의미의 경우 2

을, 출 빈도가 낮은 부수 의미는 1 을 부여하고 목표 단어와 련이 없

거나 애매한 내용, 는 내용을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0 으로 처

리하 다. 한, 각 단어에서 산출한 내용의 개수도 고려하여 이를 합산한

수로 총 을 산출하 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정상군의 경우 한 단어에서 산

출한 핵심 의미의 개수는 평균 3.5개 정도이고, 부수 의미의 개수는 평균 2개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한 단어에서 산출한 내용에 부여할 수 있는 수 범

는 최고 10 으로 제한하 는데, 만약 상자가 핵심 의미를 5개 이상 다양하

게 산출했을 경우에는 최 5개까지만 수를 부여하여 10 을 과하지 않도

록 하 으며, 핵심 의미만으로 10 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수 의미를

함께 산출했다 하더라도 추가 수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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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 산출 시>

제시어 산출 내용 분류 수 합 총

기차

길다 핵심 의미 2
2×2=4

6

속도가 빠르다 핵심 의미 2

철로/선로/ 일 부수 의미 1
1×2=2

칙칙폭폭 부수 의미 1

칸막이 - 0 0

<정상군 산출 시>

제시어 산출 내용 분류 수 합 총

선풍기

여름에 쓴다 핵심 의미 2

2×3=6

8

시원하다 핵심 의미 2

날개가 있다 핵심 의미 2

가 제품 부수 의미 1
1×2=2

기를 이용한다 부수 의미 1

표 4. 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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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유형

정의 반응을 질 으로 분석하기 한 정의 유형의 분류 체계는 연구

자들마다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의 반응을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

에 따라 각각 다른 유형으로 분석하 는데, 먼 구체 단어는 Norlin(1980)과26

Wehren et al.,(1891)이7 제시한 분류 체계를 수정·보완한 박경애·김 태(2000)

의 연구에서13 사용했던 정의 유형에 따라 기능 정의, 계 정의, 물리

정의, 분류 정의로 구분하 고, 각 정의 유형에 해당하는 시는 본 연구에

서 수집된 자료를 수록하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보통 명사 정의하기에서

정상 성인의 경우 청년층에서는 기능 정의, 물리 정의, 분류 정의가 유

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계 정의의 출 율이 낮은 반면, 노년층에서는 기능

정의와 계 정의의 출 율이 높고, 물리 정의와 분류 정의의 출

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5 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상으로 한 보통

명사 정의하기 연구에서는 환자군의 특성에 맞게 정의 유형을 물리 정의

신 지각 정의를 포함하여 분류하 는데, 증도가 심해질수록 기능 정의

와 계 정의의 출 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지각 정의의 출

율은 상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선행 연구에 따르면 추상 단어 정의하기는 구체 단어 정의하기에 비

해 비분석 이거나 혼합 인 내용들이 많다고 하 다.27 한 추상 단어가 가

진 속성들은 구체 단어가 지닌 속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구체 단어의 분류 체

계를 그 로 사용하지 않고 추상 단어의 속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이에 추상 단어의 정의 유형은 구체 단어에서 사용하 던 박경애·김 태

(2000)의 분류 체계와 McGhee-Bidlack(1991)의 분류 체계를 연구자가 수정·보

완하여 특징 정의, 계 정의, 분류 정의로 구분하 고, 각 정의 유형에

해당하는 시는 구체 단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수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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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cGhee-Bidlack(1991)의 분류에서 제시한 특징 정의는 지시물의 속

성인 특징을 언 하는 것으로, 하 유형으로는 기능( : 의자는 앉는 곳이다),

행 ( , 자 거가 굴러간다), 부분( : 책상에는 다리가 있다), 구성( : 의자

는 나무로 만들어진다), 자질( : 바나나는 달다), 시·공간( : 학교에서는 의자

에 앉는다), 근원(origin)( : 바 는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념(ideation)

( : 꽃은 아름답다)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에서 념(ideation) 부분은

추상 단어를 설명할 때 자주 언 되는 속성 의 하나이므로 추상 단어의 정

의 유형 분류 체계에 포함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어증 환자군과 정상 성인군을 상으로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 정의하기에서 산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정의 유형을

분석하고, 두 집단의 정의 유형 출 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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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하 유형 특 징

기

능
행 자 기능

목표 단어의 움직임

생물 뿐 아니라 무생물이 행 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됨.

토끼: 깡충깡충 뛴다

약국: 약을 는/사는/

제조하는 곳

도구 기능 목표 단어로 할 수 있는 기능 수박: 먹는다

계

배경

목표 단어의 존재나 기능에 선행되는

시간, 조건, 이유.

도구 인 기능이나 속성이 배경처럼

쓰인 경우는 배경에는 넣지 않고 도

구 기능이나 속성에만 포함시킴

선풍기: 더울 때/더워

서 사용하는 것

약국: 아 때 가는 곳

치 목표 단어와 련된 치
기차: 기찻길에서/철로

로 간다

비유/비교

목표 단어를 ‘-처럼,-같이’를 사용해

다른 단어로 비유하거나 ‘-보다’를 사

용하여 비교함.

선풍기: 에어컨 보다

덜 시원하다

부정
‘안’, ‘못’, ‘아니다‘ 등을 사용하여 다

른 유형을 부정함.

약국: 자주 안가는 것

이 좋다

련실체
목표 단어와 특히 련된 사물이나

사람
약국: 약사가 있다

작동원리 목표 단어를 작동시키는 원리
선풍기: 기로 작동한

다

물

리

부분 목표 단어의 실물 특징 인 부분 수박: 씨가 있다

재료
목표 단어가 무생물일 때 그의 구성

성분

약국: 다양한 약이 많

다

속성

소리

모양

크기/길이

양/색/맛

온도

세기

목표 단어 특유의 여러 가지 속성들

기차: 칙칙폭폭, 길다,

선풍기: 시원하다

토끼: 귀가 길다, 털이

하얗다

수박: 달다, 둥 다, 무

겁다, 안이 빨갛다, 물

이 많다

분

류
상 어 목표 단어가 속하는 범주 토끼: 동물

하 어 목표 단어의 종류 기차: KTX, 새마을호

표 5. 구체 단어 정의 유형의 종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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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하 유형 특 징

특징 속성 목표 단어 특유의 핵심 자질들
질투: 다른 사람을 부

러워/미워하는 것

계

배경
목표 단어의 존재나 기능에 선행

되는 시간, 조건, 이유

질투: 남이 더 잘하거

나 더 많이 가지고 있

을 때 한다

치 목표 단어와 련된 치
소풍: 밖/자연/놀이공

원 등에 가는 것

비유/비교

목표 단어를 ‘-처럼,-같이’를 사용

해 다른 단어로 비유하거나 ‘-보

다’를 사용하여 비교함.

우정: 남녀 사이보다

주로 친구 사이에 있

는 것

부정
‘안’, ‘못’, ‘아니다‘ 등을 사용하여

다른 유형을 부정함.

농담: 무 지나치면

좋지 않다

련실체
목표 단어와 특히 련된 사물이

나 사람

소풍: 도시락을 싸서

놀러간다

분류

상 어 목표 단어가 속하는 범주 음악: 술의 종류

하 어 목표 단어의 종류
음악: 스, 힙합, 째즈

등

표 6. 추상 단어 정의 유형의 종류, 특징



- 22 -

(3) 기타 반응 유형

단어 정의하기 과제에서 산출된 내용 정의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

은 나머지 반응 유형에 해서는 연구자가 사한 내용을 귀납 으로 분석한

다음 아래 표 7과 같이 구분하 고, 각 분류에 해당하는 시는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 다.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1)목표 단어에 해 개인

인 경험과 련지어 설명하는 경험 반응 (2)목표 단어에 한 느낌이나 감

정을 나타내는 정서 반응 (3)목표 단어와 련된 사실이나 정보를 말하는

지식 반응 (4)목표 단어와 련은 있지만 핵심 의미 는 부수 의미에 해당

되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5)목표 단어와 련이 없는 내용을 말하는

경우 (6)목표 단어에 한 설명 신 동의어를 말하는 경우 (7)목표 단어에

해 설명하지 못하거나 모른다 라고 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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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 용

경험 반응
목표 단어와 련된 개인 인 경험

을 말하는 경우

농담: 에 자주

하던 것

정서 반응
목표 단어에 한 정서 인 느낌이

나 감정을 말하는 경우
토끼: 귀엽다

지식 반응
목표 단어와 련이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말하는 경우

수박: 이뇨작용을 한

다

불충분한 내용

목표 단어와 련은 있지만 단어의

핵심 의미 는 부수 의미에 해당하

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기차: 칸막이

농담: 농담따먹기 하

는거

련없는 내용

목표 단어에서 연상된 다른 것에

한 설명을 하는 경우 는 목표 단

어와 무 한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

음악: 음악의 성경책

선풍기: 수박같이 연

기가 나요

동의어
목표 단어에 한 설명이 아닌 동의

계의 단어를 말하는 경우
토끼: 어로 래빗

모른다
목표 단어에 한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모른다고 하는 경우

질투: 잘 모르겠어,

생각이 안나

표 7. 기타 반응 유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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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

상자들이 산출한 정의 반응에 한 정의 수와 정의 유형 평가에

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평가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 다. 제 1평가자는

연구자이며 제 2평가자는 학부에서 언어병리학을 공하고 재 학원에서

언어병리학을 공하고 있는 학원생 1명으로 하 다. 신뢰도 평가에 앞서

제 2평가자에게 정의 수 채 기 과 정의 유형 분류에 한 지침을 제공하

으며, 체 상자의 30%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작 로 추출하 다. SPSS

23.0을 사용하여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의 정의 수에 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계수는 .809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유무를 별하는 기 수

치인 0.4~0.75 범 이상이므로 채 자간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실어

증 환자군과 정상 성인군이 산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에

서 정의 수 정의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먼 정

규성 검증을 실시하 다. 정규성 검증에서 유의하다고 나타난 변수들에 해

서는 모수 검정 방법으로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 고, 정규성 검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에 해서는 비모수 검정 방법으로

Mann-Whitney의 U 검정을 실시하 다. 한, 정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

타 반응에 해서는 각 유형별로 출 빈도를 살펴보고 이에 한 질 분석

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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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정의 수

단어 정의하기 과제에 한 두 집단 간 정의 수를 비교하기에 앞서

각각의 수들에 한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 다. 정규성 검정 결과 구체 단

어의 경우 핵심 의미 수와 부수 의미 수에서, 추상 단어의 경우 핵심 의

미는 정규성을 띄는 반면, 구체 단어의 합산 수와 추상 단어의 부수 수

합한 수는 정규성을 띄고 있지 않아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를 사

용하여 분석하 다.

두 집단의 정의 수는 아래 표 8, 9, 10과 같이 나타났으며, 각 단어

별 평균 정의 수는 그림 1, 2에 제시하 다. 두 집단 간 정의 수는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실어증 환자군

(32.90±15.21 )은 정상 성인군(60.70±17.24 )에 비해 체 정의 수가 낮았

으며(p=.001), 구체 단어의 핵심 의미 수(15.40±7.42 )도 정상 성인군

(28.60±8.79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2) 그러나 구체 단어의 부수 의미

수에 한 두 집단 간 평균 순 값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5). 추상

단어의 경우, 실어증 환자군(13.00±6.61 )은 정상 성인군(22.00±4.00 )에 비해

핵심 의미 수가 낮았고(p=.002), 부수 의미 수에 한 평균 순 값도 유의

하게 낮았다(p=.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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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 정상군 t p

총 32.90(±15.21) 60.70(±17.24) -3.823 .001***

평균 표 편차 t p

핵심의미
환자군

15.40 7.427 -3.626 .002***

정상군
28.60 8.796

합 환자군 18.10 8.913 -3.385 .003***

정상군 32.60 10.200

평균 순 순 합

Mann-

Whitney의 U

정확유의확률

[2*(단측

유의확률)]

부수의미
환자군

8.60 86.00 31.000 .165

정상군 12.40 124.00

집단
평균 표 편차 t p

핵심의미 환자군 13.00 6.616

정상군 22.00 4.000 -3.681 .002***

평균 순 순 합

Mann-

Whitney의 U

정확유의확률

[2*(단측

유의확률)]

부수의미 환자군 7.40 74.00 19.000 .019*

정상군 13.60 136.00

합 환자군 6.75 67.50 12.500 .003***

정상군 14.25 142.50

표 8. 두 집단의 단어 정의하기 총 (평균±표 편차)

***p<.005

표 9. 구체 단어의 두 집단 평균 정의 수

***p<.005

표 10. 추상 단어의 두 집단 평균 정의 수

*p<.0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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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체 단어의 두 집단 평균 정의 수 (단 : )

그림 2. 추상 단어의 두 집단 평균 정의 수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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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화 계수
표 화계수

t p VIF
B 표 오차 β

정의
수

(상수)
-22.436 18.232

　 -1.231
.265 　

POT1 -.064 .070 -.252 -.911 .398 1.275

교육년수 .547 .893 .160 .612 .563 1.137

AQ2 .715 .238
.800

3.003
.024*

1.182

가. 정의 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

실어증 환자군 내에서 정의 수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자는 정의 수에 향을 미칠 것이라

고 상되는 실어증 환자군의 교육년수, 발병 후 기간(POT), PK-WAB-R의

실어증 지수(AQ)를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 다. 통계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을

보면 독립 변수인 AQ의 값은 종속 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24).

표 11. 정의 수와 실어증 지수(AQ)간의 상 계

*p<.05

1 POT는 Post Onset Time의 약자로 발증 후 경과 일수.

2 AQ는 Aphasia Quotient의 약자로 실어증 지수를 나타내며 총 은 100 .



- 29 -

2. 정의 유형

정의 유형은 상자들이 산출한 내용을 사하여 의미 단 별로 정의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 출 빈도를 분석하 다. 만약 상자가 한 단어에

하여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정의 유형 빈도 산출

시 한 번만 포함시켰다.( : 선풍기–여름에 요하다, 여름철 필수품)

정의 수와 마찬가지로 정의 유형의 출 빈도에 해서도 먼 정

규성 검증을 실시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에 해서는 비모

수 검정 방법으로 Mann-Whitney를 실시하 다. 구체 단어의 정의 유형에서

실어증 환자군의 평균 순 값은 물리 정의(9.30), 기능 정의(9.05), 계

정의(8.55), 분류 정의(8.20) 순서로 나타났고, 정상 성인군에서는 분류 정

의(12.80), 계 정의(12.45), 기능 정의(11.95), 물리 정의(11.70) 순으로

나타났다. 추상 단어의 경우, 실어증 환자군의 평균 순 값은 분류 정의

(9.50), 특징 정의(8.25), 계 정의(7.95) 순으로 나타났고, 정상 성인군에

서는 계 정의(13.05), 특징 정의(12.75), 분류 정의(11.50) 순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통계 검정 결과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정

의 유형 출 빈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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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순 순 합

Mann-

Whitney의 U

정확유의확률

[2*(단측

유의확률)]

기능
환자군

9.05 90.50 35.500 .280

정상군
11.95

119.50

계 환자군 8.55 85.50 30.500 .143

정상군 12.45 124.50

물리 환자군
9.30

93.00 38.000 .393

정상군
11.70　

117.00　

분류 환자군
8.20

82.00 27.000 .089

정상군
12.80

128.00

기타 환자군 8.65 86.50 31.500 .165

정상군 12.35 123.50

평균 순 순 합

Mann-

Whitney의 U

정확유의확률

[2*(단측

유의확률)]

특징
환자군

8.25 82.50 24.500 .089

정상군 12.75 127.50

계
환자군

7.95 79.50
24.500

.052

정상군
13.05 130.50

분류 환자군
9.50 95.00 40.000

.481

정상군
11.50 115.00

기타 환자군 8.05 80.50 25.500 .063

정상군 12.95 129.50

표 12. 구체 단어의 두 집단 정의 유형 출 빈도

*p<.05

표 13. 추상 단어의 두 집단 정의 유형 출 빈도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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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체 단어의 두 집단 정의 유형별 평균 순 값

그림 4. 추상 단어의 두 집단 정의 유형별 평균 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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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반응 유형

기타 반응 유형은 두 집단에서 산출한 정의하기 내용 앞에서 제시

한 정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반응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세부 인 유형

출 율은 아래 표 14 그림 5, 6과 같다. 구체 단어에서 실어증 환자군은

불충분한 내용(37%), 경험 반응(22.2%), 정서 반응(16.7%), 련없는 내용

(14.8%), 무반응(5.6%), 지식 반응(1.9%) 동의어(1.9%) 순으로 나타난 반

면, 정상 성인군은 경험 반응(55.5%), 정서 반응(27%), 불충분한 내용

(11%), 지식 반응(6%), 련없는 내용(1%) 순으로 나타났다. 추상 단어의

경우, 실어증 환자군은 경험 반응(36.1%), 불충분한 내용(32.8%), 정서 반

응(18%), 무반응(3.3%), 동의어(1.6%) 순으로 나타났고, 정상 성인군은 경험

반응(64.4%), 정서 반응(22.1%), 불충분한 내용(9.6%), 지식 반응(2.9%),

련없는 내용(1%)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경험 반응’에 한 산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실어증 환자군에서는 구체 단어와 추상 단

어 모두에서 정상 성인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동의어’ 유형과 단어에 해

설명하지 못하거나 ‘모른다’와 같은 무반응 유형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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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단어 추상 단어

환자군 정상군 환자군 정상군

빈도

(%)
순

빈도

(%)
순

빈도

(%)
순

빈도

(%)
순

경험 반응
12

(22.2)
2

55

(55.0)
1

22

(36.1)
1

67

(64.4)
1

정서 반응
9

(16.7)
3

27

(27.0)
2

11

(18)
3

23

(22.1)
2

지식 반응
1

(1.9)
6

6

(6.0)
4 0 7

3

(2.9)
4

불충분한 내용
20

(37)
1

11

(11.0)
3

20

(32.8)
2

10

(9.6)
3

련없는 내용
8

(14.8)
4

1

(1.0)
5

5

(8.2)
4

1

(1.0)
5

동의어
1

(1.9)
6 0 6

1

(1.6)
6 0 6

무반응
3

(5.6)
5 0 6

2

(3.3)
5 0 6

표 14.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에서 두 집단의 기타 반응 유형 출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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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구체 단어의 두 집단 기타 반응 유형별 출 율 (단 : %)

그림 6. 추상 단어의 두 집단 기타 반응 유형별 출 율 (단 : %)



- 35 -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실어증 환자와 정상 성인을 상으로 구체 단어와 추

상 단어 정의하기 수행력에 해 살펴보았다. 단어 정의하기 과제에 한 두

집단의 정의 수와 정의 유형을 분석하고, 실어증 환자군에서 정의 수에

향을 미치는 변인에 해서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첫째,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 정의하기 과제에서 실어증 환

자군은 정상 성인군에 비해 총 정의 수가 유의하게 낮았고, 각 단어의 핵심

의미 수 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휘와 의미 측면에

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도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상으로 한 선

행 연구의 결과와도 부분 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를 정의하기

해서는 정의해야 하는 단어가 반드시 심성 어휘집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단어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련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 다.7,8

의미망 조직(semantic network)에 따르면 부분의 성인들은 단어에 한 정

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계가 지닌 고유한 의미 자질들을 활성화

시키면서 목표 단어에 합한 다양한 내용들을 산출하게 된다.4 그러나 실어증

환자들은 목표 단어에 해당하는 의미 계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계가 지닌 고유한 의미 자질들을 인출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반 으로 정상 성인군에 비해 낮은 수행력을 보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두 집단에서 나타난 정의 유형을 비교했을 때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 모두 출 빈도에 있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정상 청년층과 노년층을 상으로 한 보통 명사 정의하기 과제에

서는 연령에 따라 정의 수 정의 유형 출 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고 하 다. 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상으로 한 보통 명사 정의하

기 연구에서는 증도에 따라 정의 유형 출 에 차이를 나타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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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가설에서는 실어증 환자들이 단어 인출이나 의미 정보 처리의 어려

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어를 설명할 때 물리 인 속성이나 기능 , 는

분류 속성들이 정상 성인군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해 알아보

고자 하 다. 그러나 실어증 환자를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정의 유형별

로 출 빈도를 비교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체

단어의 경우 실어증 환자군에서는 물리 정의 유형의 출 율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의미 처리에 어려움을 보이는 실어증 환자라 하더라도 구체

단어가 지닌 구체성(concreteness)이나 심상성(imageability)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사물의 지각 인 특성에 기반한 단어 설명하기는 목표 단어의 용도나 기

능 등을 설명하는 기능 정의나 목표 단어에 한 범주 개념을 포함하는

분류 정의에 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 보다는 상 으로 수월했던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셋째, 구체 단어에서 나타난 기타 반응 유형 에 실어증 환자군에서

는 단어에 한 ‘불충분한 설명’을 나타내는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알츠

하이머 치매 환자를 상으로 한 단어 정의하기 연구에서 오류 유형으로 ‘불

충분한 내용’의 산출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

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단어를 정의하는 내용에는 목표 단어에 하여 자주

사용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일반 인 내용과 더불어 목표 단어가 다른 개념들

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 다.9 그런데 본 연구에서 실어증 환

자들은 목표 단어에 해 지나치게 일반 인 내용을 산출하거나( : 소풍–

가는 것 등) 목표 단어와 구별되는 특징에 한 내용을 하게 산출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불충분한 설명의 출 빈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앞서 의미망 조직에서 언 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

는데, 부분의 정상 성인들은 목표 단어가 지닌 각각의 계 간 고유한 의미

자질들을 다른 단어와 구별될 수 있도록 히 통합하여 산출할 수 있다



- 37 -

고 하 다.5 그러나 실어증 환자들은 각 계에 해당하는 의미 자질들을 가

지고 있다 하더라도 각 계 간 정보들을 목표 단어가 가진 고유한 자질 는

다른 단어와 구별되는 특징 내용에 맞게 히 통합하는데 있어 정상 성인

군에 비해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불충분한 내용’에 한 산출 빈도가 높았

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정상 성인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어증 환자군에서만 나

타난 ‘동의어 산출’에 유형에 해 살펴보면, 국어학 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단어에 해 동의어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은 그 단어에 한 정확한 개념을 알

고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목표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지식

인 반응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치료 인 근에서는 과제의 유

형에 따라 동의어 산출을 유의미한 반응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 지 않은

경우도 있다. 를 들어, 단어 유창성을 알아보는 생성이름 기 검사인 통제

단어 연상 검사(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이하 COWAT)에서

서 범주 유창성을 알아보는 과제의 경우, 가게에 있는 물건에 한 이름 기

를 할 때 과자를 스낵 는 쿠키라고 해서 오반응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진행한 단어 정의하기 과제는 단어가 지닌 의미를 설명하는

과제로 단어 이름 기 과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한 본 연구에서는 단어

정의하기 과제에서 산출된 내용들을 언어 치료 인 근에서 분석하 기 때문

에 동의어를 산출한 내용에 해서는 정의 유형이 아닌 기타 반응 유형으로

분류하 다.

이에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 로카 실어증, 베르니 실어증, 도 실어증, 명칭 실어

증, 혼합연결실어증 등 다양한 유형의 실어증 환자들이 참여하 지만 체 표

본수가 10명으로 었고, 각 환자들의 증도나 실어증 유형이 고르게 분포하

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실어증 환자 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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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해서는 단어 정의하기 과제의

수행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실어증 유형별로 충분한 수

의 상자를 모집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상자 수가 충분

하다면 실어증 유형별로 는 실어증 유형 내에서 증도에 따른 단어 정의하

기 수행력을 살펴보는 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실어증 환자들을 상으로 사 검사에서

PK-WAB-R을 실시하여 실어증 지수(AQ)와 정의 수와의 련성 알아보았

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이름 기 검사(Korean-Boston Naming Test, 이

하 K-BNT) 는 K-MoCA, K-MMSE와 같은 인지 검사 등 실어증 환자들

의 단어 정의하기 수행력과 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한 분석이 뒷받침 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단어 정의하기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단어 정

의하기에 합한 단어를 선정하는 기 이나 채 방식 는 정의 유형을 분류

하는 방식 등에 해서는 공식 으로 리 통용되는 일정한 기 이 없는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부분 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단어 정

의하기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방법 인 측면에서 보다 객 으로 보완된

체계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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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실어증 환자의 단어 정의하기 수행력을 알아보고자 한 연

구로써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 정의하기 과제를 통해 정의 수와 정의 유형

을 분석하고, 실어증 환자의 정의하기 수행력에 련된 요인에 해서 알아보

았다.

연구 결과 첫째,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 정의하기 과제에서 실어증 환

자군은 정상 성인군에 비해 총 정의 수가 유의하게 낮았고, 각 단어의 핵심

의미 수 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미망 조직에 의하면

실어증 환자들은 정상 성인에 비해 단어가 지닌 각각의 계 단계에 해당하는

고유한 의미 자질들을 인출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 실어증 환자들의 단어 정의하기 수와 련된 요인들에 해

분석한 결과 사 검사에서 실시한 PK-WAB-R의 실어증 지수(AQ)는 실어

증 환자군의 정의 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집단에서 나타난 정의 유형을 비교한 결과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 모두 출 빈도에 있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상

청년층과 노년층,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와 정상군을 상으로 정의 유형을 분

석한 선행 연구에서는 각 집단별로 정의 유형 출 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하 으나, 실어증 환자를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실어증 환자들은 구체 단어에서 물리 정의 유형의 출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물의 지각 인 특성에 기반한 단어 설명하기는

다른 기능 정의, 분류 정의 유형으로 설명하는 것 보다는 상 으로 수

월했던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셋째, 실어증 환자군에서 나타난 기타 반응 유형 에 구체 단어에서

는 단어에 한 ‘불충분한 설명’을 나타내는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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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과정에서 실어증 환자들이 단어의 각 계에 해당되는 고유한 의미

자질들을 목표 단어의 특성에 맞게 히 통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불충분한 내용의 산출이 많았던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미 처리에 어려움을 보이는 실어증 환자들이 면 이

름 기나 생성 이름 기와 같은 과제가 아닌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 처

리 과정을 필요로 하는 단어 정의하기 과제에서도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구

체 단어와 추상 단어로 구분하여 수행력의 차이를 분석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임상에서는 단어 정의하기 과제를 실어증 환자들의 의미 지식

손상 정도를 알아보는 과제로서 활용하거나, 환자의 증도에 따라 구체 단어

와 추상 단어를 하게 활용하여 의미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재 방안

으로도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어증 치료 기법 의 하나인 의미 자

질(Semantic Feature Analysis, SFA) 재 기법에 따르면, 실어증 환자들은 목

표 단어와 련된 의미 자질들을 산출함으로써 목표 단어 주변에 있는 의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손상된 의미 체계의 회복을 유도하고, 목표 단어 인출

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목표를 둔다.28 단어를 정의하기 해서는 의 치료

법과 마찬가지로 목표 단어와 련된 의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어증 환자의 손상된 의미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의미 처

리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29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충분한 표본수를 상으로 실어증 유형별 는

실어증 유형 내에서 증도에 따른 단어 정의하기 수행력을 살펴보고, 실어증

환자들의 단어 정의하기 수행력과 련된 보다 다양한 요인들에 한 분석이

뒷받침 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단어 정의하기 과제에 한 보

다 체계 인 방법과 기 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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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p5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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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터 제시되는 단어에 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시어는 총 10개이

며, 한 단어 당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진행 방식에 한 이해를 돕기

해 먼 시 하나를 제시해드리고 연습한 후에 본 과제를 진행하겠습니다.

( 시문항: 사과)

단어 반 응
핵심

의미

부수

의미
총

정의

유형

기차

음악

토끼

소풍

수박

농담

선풍기

질투

약국

우정

부록 1. 단어 정의하기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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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어 : 토끼>

P1

<text>

<u who=P1><s n=00001>토끼<pause>귀엽구요 이빨이 앞 앞니가 길죠</s>

<s n=00002> 이 빨갛죠</s>

<s n=00003>토끼는 먹을 수는 있지만 귀여워가지고 먹지는 못할 것 같구요</s>

<s n=00004>그리고 음~ <trunc>귀가</trunc> 아~ 음~ 뭐야 뭐야 뭐야 귀가 길고

<pause>빨리 달리고</s></u>

<u who=P2><s n=00001>그쵸 네 빨리 달리죠 토끼는</s></u>

<u who=P1><s n=00005>거북이와 토끼 이야기</s></u>

<u who=P2><s n=00002>그쵸 그 이야기</s></u>

</text>

P2

<text>

<u who=P1><s n=00001>동물</s></u>

<u who=P2><s n=00001>동물이고 <pause> 여? <pause> 끝? <vocal desc=웃음,

하하>내가 이만큼 설명해주라고 했는데 어머니 이만큼~ 수박은 수박이고<vocal

desc=웃음,흐흐> 토끼는 뭐죠? 어떻게 생긴 걸 토끼라 해요?</s></u>

<note>계속 생각하는 모습이나 내용을 산출하지 못함</note>

<u who=P2><s n=00002>오잉? 고민하시면 안되요 어머니 어때요 토끼는?</s></u>

</text>

P3

<text>

<u who=P1><s n=00001>토끼 하<pause>똥그랗고</s></u>

<u who=P2><s n=00001>똥그랗고</s></u>

<u who=P1><s n=00002><vocal desc=’웃음,흐흐’>귀가 귀가 이 게</s></u>

<u who=P2><s n=00002>어떻게? 이 게?<pause> 똥그랗고 귀가?</s></u>

<u who=P1><s n=00003>길쭉해요</s></u>

<u who=P2><s n=00003>길쭉해요 ?</s></u>

<u who=P1><s n=00004>아~ <pause> 음~ <pause> 발이 세 개<vocal desc=’웃음,

흐흐’></s></u>

<u who=P2><s n=00004>혼자 웃지마 혼자 웃지마</s></u>

</text>

P4

<text>

<u who=P1><s n=00001>토끼가 어갖고</s></u>

<u who=P2><s n=00001>토끼가 어갖고? 토끼가?</s></u>

부록 2. 구체 단어 정의 반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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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who=P1><s n=00002>토끼가 어갖고 날아갔어요</s></u>

<u who=P2><s n=00002>날아갔어요</s></u>

<u who=P1><s n=00003>그런데요 우리<pause> 토끼는요 잡으면요 그 XXXX 이걸

알아야 해요</s></u>

<u who=P2><s n=00003>뭐를 알아야 될까요?</s></u>

<u who=P1><s n=00004><unclear>우와와우와우우와우</unclear></s></u>

<u who=P2><s n=00004><vocal desc=’웃음,하하’>그게 뭐여 안돼 안돼 딴데 샜

다 자 어머니 토끼는 어떻게 생겼어?</s></u>

<u who=P1><s n=00005>귀가 쫑 해요</s></u>

</text>

P5

<text>

<u who=P1><s n=00001>토끼 풀만 먹고 살아</s></u>

<u who=P2><s n=00002>풀만 먹고 살아요? <vocal desc=’웃음,흐흐’></s></u>

<u who=P1><s n=00002>토끼는 뛰어다니고<phon>댕기고</phon> 그것이 토끼지

</s><pause>사람을 무서워 안해 토끼는</s></u>

<u who=P2><s n=00003>응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죠 한가지만 더 말 해보실까

요 토끼하면 생각나는거</s></u>

<u who=P1><s n=00003>토끼도 산으로 뛰어가고 그래</s></u>

<u who=P2><s n=00004>네 산으로 막 뛰어가고 그러죠</s></u>

</text>

P6

<text>

<u who=P1><s n=00001>귀가 쫑끗<s></u>

<u who=P2><s n=00001>귀가 쫑 하고<s></u>

<u who=P1><s n=00002>깡총<s></u>

<u who=P2><s n=00002>깡총하고 응 우리가 어떤걸 보고 토끼라 하죠?

<pause> 토끼<pause> 토끼에 해서 설명해주세요<s></u>

<u who=P1><s n=00003>토끼는 <pause> 깡 깡총 잘 뛰어<s></u>

<u who=P2><s n=00003>아 토끼는 깡총 잘 뛰던데 응 토끼 하면 뭐가 생각

나요 그냥 막 말해주세요<s></u>

<u who=P1><s n=00004>아는 게 있어야지<phon>있어야제</phon><s></u>

</text>

P7

<text>

<u who=P1><s n=00001>토끼는 어로 래빗이고<pause>귀가 큰 동물인데

<pause> 희 딸이 좋아해요<s></u>

<u who=P3><s n=00001>아~ <vocal desc=웃음,흐흐> 그 구나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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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who=P1><s n=00002>토끼 엄청 좋아하는데 <pause> 집에 인형이 있어요 토끼

인형 귀가 긴 이 게 <pause> 산토끼랑 틀린건가? <s></u>

<u who=P2><s n=00002>산토끼도 있고 </s></u>

<u who=P2><s n=00003>산에 사는 토끼가 산토끼고<pause>토끼<pause>토끼 뭐먹

고 살지? 생각이 안나네</s></u>

<u who=P2><s n=00003>아 토끼가 좋아하는거</s></u>

</text>

P8

<text>

<u who=P1><s n=00001>독독독 토끼 토키 음~ 우리 그거그 뭐죠 토 토 토 토

토</s></u>

<u who=P2><s n=00001>토끼 아 그런거 아니구요 토끼 토끼가 뭔지</s></u>

<u who=P1><s n=00002>토끼 토끼 토끼 아 토끼 아 토끼 <unclear>농승맞아

</unclear>아니 아 토끼 토끼 토끼</s></u>

<note>제시한 단어를 계속 읽으려고 하는데 읽기 오류를 나타내고 단어 설명은

하지 못함</note>

</text>

P9

<text>

<u who=P1><s n=00001> 토끼하면 산에 있죠</s></u>

<u who=P2><s n=00001>그쵸 산에 있죠 그리고?</s></u>

<u who=P1><s n=00002>다리가 짧아요</s></u>

<u who=P2><s n=00002>음~ 다리가 짧아요 그쵸 말 잘하시는데 더 말 해주세요

</s></u>

<note> 상자가 고개를 가로 음</note>

<u who=P2><s n=00003>생각 안나요? 에이 더 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vocal desc=웃음,흐흐> 토끼하면 생각나는거 더 없으시구요?</s></u>

</text>

P10

<text>

<u who=P1><s n=00001>토끼<pause> 아~ 네 발을 네발이면 발은 네발이면서 음~

귀가 길고 <pause> 귀가 길고.<s></u>

<u who=P2><s n=00001>귀가 길고 <s></u>

<u who=P1><s n=00002>앞니가<pause>앞니가<pause> 툭 튀어나와있습니다

<s></u>

<u who=P2><s n=00002>앞니가 툭 튀어나와있죠<s></u>

<u who=P1><s n=00003>앞니가 툭 튀어나와 있는 동물<s></u>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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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어 : 음악>

P1

<text>

<u who=P1><s n=00001>음악은 음~ 어~ 편안한 감을 주고</s>

<s n=00002>음~ 집사람 아니 <trunc>집</trunc>가족들이 다 좋은 편이구요

</s></u>

<u who=P2><s n=00001>좋아하시는 거에요? 가족들이?</s></u>

<u who=P1><s n=00003>네 공을 했어가지고</s></u>

<u who=P2><s n=00002>어 어느 분이 공하셨어요?</s></u>

<u who=P1><s n=00004>피아노 네 집사람이 그리고 음~ <pause> 매일 매일 듣는게

음악이구요 아침에 음악을 들으면 편안함 감 네~ 스트 스를 풀 수 있고<trunc>시끄

</trunc>시끄럽고 가끔씩</s></u>

</text>

P2

<text>

<u who=P1><s n=00001>음악이 뭐냐구요? 우리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감정을 바깥

으로 끌어내는 XXXXXXX </s></u>

<u who=P2><s n=00001>그 죠</s></u>

<u who=P1><s n=00002>신나면 춤을 추고 슬 면 울고 </s></u>

<u who=P2><s n=00002>신나면 춤을 추고 슬 면 울고 </s></u>

<u who=P1><s n=00003>아 면 아 면 같이<pause>같이 쓰러지기도 하고

</s></u>

<u who=P2><s n=00003>음악하면 생각나는 단어나 다른 말 같은거 있어요? 음악

하면 생각나는거?</s></u>

</text>

P3

<text>

<u who=P1><s n=00001>단소 리 리코더 기타 등등 피아노 치고 있어요</s></u>

<u who=P2><s n=00001>피아노 치고 있어요 음악이 뭐야 그래서</s></u>

<u who=P1><s n=00002>아~ 음악~ <pause> 뭘까요</s></u>

<u who=P1><s n=00002>아~ 그~ </s></u>

<u who=P2><s n=00003>날 그 게 쳐다본다 해서 뭔가 나올거 같지 않아 음악

<pause> 맞아 <name>이가 한거 맞는거 같아 쌤은 음악이 뭘까?</s></u>

</text>

P4
<text>

<u who=P1><s n=00001><vocal desc=’마시는 숨, 스흡’></s></u>

부록 3. 추상 단어 정의 반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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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who=P2><s n=00001>아니 어 선풍기 이제 끝났어 음악이 뭐에요?</s></u>

<u who=P1><s n=00002>귀에<pause>들어와</s>

<u who=P2><s n=00002>응 귀에 들어와요 음악은 뭐에요</s></u>

</text>

P5

<text>

<u who=P1><s n=00001>음악 뭣을 설명해</s></u>

<u who=P2><s n=00001>음악 하면 떠오르는 거 음악하면 딱 생각나는 거 설명해주

세요</s></u>

<u who=P1><s n=00002>뭐 텔 비 을 도 맨날 텔 비 을 도 뭣이

<unclear>XXXX</unclear>지를 몰라</s></u>

<u who=P2><s n=00002>평소에 노래 같은거 안들으세요?</s></u>

<u who=P1><s n=00003>음악을 안<dia>좋아하니까</dia> 좋아항께</s></u>

<u who=P2><s n=00003>아 음악 안 좋아하세요?</s></u>

<u who=P1><s n=00004> 도 맨날<phon>만날</phon>잊어버려</s></u>

<u who=P2><s n=00004> 도 잊어버리시고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s></u>

<u who=P1><s n=00005>좋아해요</s></u>

<u who=P2><s n=00005>좋아해도 별로 다</s></u>

<u who=P1><s n=00006>네</s></u>

</text>

P6

<text>

<u who=P1><s n=00001>음악<pause>노래</s></u>

<u who=P2><s n=00001>노래 음악에 해서 설명해주세요<s></u>

<u who=P1><s n=00002>음악 들으면</s></u>

<u who=P2><s n=00002>음악 들으면?</s></u>

<u who=P1><s n=00003>신나</s></u>

<u who=P2><s n=00003>신난다 음악이 뭐에요</s></u>

<u who=P1><s n=00004>사람 기분을<pause>높여주고</s></u>

<u who=P2><s n=00004>사람 기분을 높여 다? 음악하면 생각나는거 뭐있어요

</s></u>

<u who=P1><s n=00005>피아노</s></u>

<u who=P2><s n=00005>피아노 뭐있을까요</s></u>

<u who=P1><s n=00006>기타</s></u>

<u who=P2><s n=00006>기타 오 생각나는거 있어요?</s></u>

</text>

P7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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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who=P1><s n=00001> 어로 뮤직이라고 하는데 음~ 요즘에 음악은 mp3라고 해

서 핸드폰으로 듣고 그냥 컴퓨터에 깔고 들을수가 있어요 음~ 요즘에 노래방 안 가보

셨죠?</s></u>

<u who=P2><s n=00001>요즘엔 안가봤어요</s></u>

<u who=P1><s n=00002> 에는 만원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2만원이 넘어요 비싸졌

어요</s></u>

<u who=P2><s n=00002>아 되게 비싸네요</s></u>

<u who=P1><s n=00003>그때 노래방 가서 부르는게 음악</s></u>

<u who=P2><s n=00003>네 그쵸<s></u>

<u who=P1><s n=00004>음악은 요즘 음악은 텔 비 속에서 많이 나오고 오

스트라도 있고 <pause> 좀 조용하고 큰 소리 큰 분 기 좋고 큰 음악을 듣는게 오

스트라 </s></u>

</text>

P8

<text>

<u who=P1><s n=00001>음악 음악 어~ <pause>여러 표 이 지 푹<pause>음악

음악 음악<pause>음악이니까 <pause> 음악시 음악시간<pause>에 오기도 하고

</s></u>

<u who=P2><s n=00001>네 더 자세히 많이 설명할수록 좋아요</s></u>

<u who=P1><s n=00002>아~ 그 죠 <pause> 음 음 그<pause> 이게 표 이 아까는

했다가 왔다갔다 하네요 돔 여 낙 아 갑자기 표 이 왜 그러지 아까는 했었는데

</s></u>

</text>

P9

<text>

<u who=P1><s n=00001>음악은 부르는거지 </s></u>

<u who=P2><s n=00001>부르는거? 네 부르는거</s></u>

<u who=P1><s n=00002> 뭐가 있을까요 음악하면 생각나는거</s></u>

<u who=P2><s n=00002>잘 생각이 잘 안나</s></u>

</text>

P10

<text>

<u who=P1><s n=00001>음악 음악 음~ 음악 음악 음악은<pause>음악은 소리를

<pause>소리를<pause>잠깐만요 여러 가지 악기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pause>

음~ 사람들이 노래를 노래로 할 수도 있고<pause>음~ 만 아~ </s></u>

<u who=P2><s n=00001>아니면 음악하면 떠오르는 것들 연상해서 설명해주셔도 되

요</s></u>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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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병력

① 진단명

② 진단기

③ 발병일자

④ 치료기간

⑤ 동반장애

직업

학력
□문맹 □무학 □ 졸 □ 졸 □고졸 □ 졸 □ 문 졸

□ 학원이상 ( ) □기타 ( )

손잡이 주로 사용하는 손은 □오른손 □ 왼손 □양손

언어 사용 □표 어 □경기 □경상 □충청 □ 라 □강원 □제주

이상의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본 면담지 내

용은 연구 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

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연세 학교 학원 언어병리학 동과정

석사과정 백 진 주

부록 4. 환자군 사례 면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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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병력

① 없음

②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학 손상

③ 알콜 약물 과용

④ 정신과 질환

⑤ 동반장애

직업

학력
□문맹 □무학 □ 졸 □ 졸 □고졸 □ 졸 □ 문 졸

□ 학원이상 ( ) □기타 ( )

손잡이 주로 사용하는 손은 □오른손 □ 왼손 □양손

언어 사용 □표 어 □경기 □경상 □충청 □ 라 □강원 □제주

이상의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본 면담지 내

용은 연구 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

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연세 학교 학원 언어병리학 동과정

석사과정 백 진 주

부록 5. 조군 사례 면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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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 참여자 동의서

연 구 참 여 자 동 의 서

연 구 제 목 : 실어증 환자의 단어 정의하기

아래 내용을 읽으시고 내용을 완 히 이해하시면 네모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본인은 본 연구에 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들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본인은 설명을 듣고 궁 한 사항에 해 질문을 하 고 한 답변을 들었습니

다.

□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를 요청하 으며, 이에 자발 으로 본 연

구에 참여합니다.

□ 본인은 연구기간 언제라도 도에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단할 수 있습니

다. 본인은 이 연구 참여를 단하더라도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

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본 검사 면담 내용이 검사자의 연구 목 으로만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

니다.

연구 참여자의 성명 서명 날짜 (년/월/일)

설명한 연구자의 성명 서명 날짜 (년/월/일)

연구기간 : 2016.8.1. - 2016.11.30

연세 학교 학원 언어병리학 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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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rd definition in Aphasia

Ginju Baek

The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angHee Kim)

Aphasia is a primary language disorder resulting from an

acquired brain damage without other cognitive, motor or sensory

impairments. If lesions are found near areas that are responsible

semantics, these individuals show difficulties in performing

confrontation naming tasks or word-defining tasks. In comparison to

confrontation naming tasks, word-defining tasks require not only

semantic knowledges of given lexicons but also abilities to express

elements or concepts related to that given lexicons using

comprehensive cognitive and linguistic knowledge.

In the current study, 10 patients with aphasia and 10

age-matched normal adults performed word defining tasks consisted

of 5 concrete words and 5 abstract words. Task performanc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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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based on total scores(obtained by adding scores of core and

supplementary meanings), categories of discourse and possible

factors that may influence on total scores.

Results showed that total scores and total core meaning

scores obtained by patients with aphasia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scores obtained by age-matched normal adults. Aphasia

Quotient(AQ) from the PK-WAB-R is the only factor that had an

influence on the total scor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tegories of discourse of both concrete and abstract words

between two groups. However, subjects with aphasia used more

lexicons in physical categories when defining concrete words.

Among different categories of discourse, patients with aphasia used

words that were categorized in a 'Not enough information' category

the most.

An important implication of our study derives from our

attempt to administer a word-defining task consisted of both

concrete and abstract words patients with aphasia and analyze their

performances. Given that patients with aphasia showed poor

performance on word defining tasks regardless of ‘concreteness’ of

words, future research is warranted on how performances on

word-defining tasks can be facilitated.2)

Key Words : Aphasia, Word definition, Concrete word, Abstract w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