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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ABSTRACT

본 연구는 뇌졸증에 의한 좌반구 손상 실어증 환자의 언어능력향상에 따른 확산텐서영상의 변화를 분석하
여 실어증 환자를 위한 연구에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뇌졸증으로 인한 실어증 환자 5명을 대상으로 
K-WAB검사를 2회에 걸쳐 전반적인 언어기능을 평가하고 확산텐서영상도 2회에 걸쳐 촬영을 하여 비교 분석
을 하였다. 실어증 검사 시 AQ 결과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언어기능의 회복을 보이면서 확산텐서영상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diffusion tensor images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of 
language ability in patients with aphasia of the left hemisphere due to stroke. Five patients with aphasia due to 
stroke underwent K-WAB test two times to evaluate the overall language function. Diffusion tensor images were 
also taken two time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the AQ in the aphasia test. Changes in the diffusion 
tensor images were also observed with the recovery of speech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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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뇌졸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어증은 다중 양식적 언어기능의 저하, 즉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등

의 양식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언어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언어수행 

장애이다.(Kim et al, 2011). 또한 실어증 환자는 단어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올바른 단어를 말

하거나 통사적 순서에 맞는 단어들을 말하기가 어려우며 문법적으로 바르게 말하지 못하며 제스처를 

통해 표현하거나 남의 몸짓을 이해하데 어려움을 갖는다.(Kim et al, 2002) 

실어증의 원인으로는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 뇌손상, 뇌종양등과 같은 질환들로 그 위치, 정도에 따

라 실어증의 양상은 달라지며 언어의 하위기능, 즉 유창성, 청각적이해, 따라말하기, 이름대기등과 같

은 요소들에 따라 실어증 유형을 구분할 수 있고 그 결과 유창성 ,비유창성 실어증, 브로카, 베르니케, 

전도성, 전반실어증, 연결피질운동, 연결피질감각, 혼합 연결피질, 명칭실어증 등으로 구분된다.

실어증은 대부분 언어중추가 위치해 있는 좌반구 손상 환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유병비율

이 상당히 높다. 국내에서는 정확한 보고가 없지만 외국의 경우 10만명당 33~53명에서 발생한다고 보

고되는데 급성뇌졸증 환자에서는 21~38%의 실어증 환자가 발생하며 그 가운데 전실어증은 25~32%

로 가장 흔하다 (Yoo, 2010)

뇌손상 시 CT, MRI와 같은 영상진단기기들로 뇌손상을 확인하고 진단한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기

기들은 급성기 상황에서 회백질 병소부위의 위치, 크기, 상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지만 백

질 섬유의 상태까지는 진단 및 분석이 어렵다. 그래서 보다 더 발전된 영상 기술 중의 하나인 확산텐서

영상(Diffuse Tensor Imaging)을 통하여 CT, MRI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백질 섬유의 상태까지 분석

할 수 있게 되었다. 

확산 강조 공명영상의 개념은 1980년대 중반 도입되어 뇌허혈의 진단에 대한 유용성이 입증된 이래 

뇌졸증 진단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뇌의 백질 신경로는 축삭의 배열에 

따라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축삭세포 내 또는 세포간 질내에서 이동하는 물분자 역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LEE, 2002) 확산텐서영상은 이러한 신경섬유 내부에 있는 물 분자

의 확산을 정량화하고 3차원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백질 섬유의 이상을 알아볼 수 있으며 신

경섬유를 재구성해 낼수 있는 유용한 기법이다.(Ben et al.,2010) 

특히 DTI영상 분석에서 Fractional Anisotrophy(분할비등방도,이하 FA),Apparent Diffusion 

Doefficient(겉보기확산계수,이하 ADC) , Fibernumber값을 일반적인 파라미터로 사용하는

데(Brian et al, 2004; Kim et al ,2011) FA는 DTI 분석시 axons, myelin, micro tubules 같은 

microstructure의 방향성 정도를 나타내고 ADC는 수분확산의 정도를 나타낸다. FA는 백질구성이 

증가하면 FA값이 증가하고 ADC값이 감소하고 FA값이 감소되면 Neural tract의 붕괴 즉 뇌손상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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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것과 ADC값이 높아진다. (Kim et al., 2013; Charlotte R et al.,2015) 

언어에 관련된 여러 백질 섬유들 중 특히 Arcuate Fasciculus(이하 궁상섬유속)는 보통 언어중추

가 위치한 좌반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을 연결하는 

단순한 섬유로 알려져 있었고 손상 시 따라말하기의 저하 등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확산텐서영상 분석

을 통하여 단순히 연결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연

구들이 있었다(Marco et al.,2004; Breier et al.,2008; Byron et al.,2009; Akiko et al.,2009; Sarah et 

al.,2011;Dorothee et al.,2013;Anthony et al.,2014; Sophia et al.,2014)

 본 연구에서는 뇌졸증에 의한 좌반구 손상 실어증 환자들에서 언어능력향상에 따른 확산텐서영상

의 변화를 분석하여, 확산텐서영상이 실어증 환자의 예후, 예측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을 확인

하고 실어증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뇌졸증으로 인한 실어증으로 진단받은 성인남녀 5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환자들의 연령은 평균 57±22.4세로 오른손이 우세손이며 교육연수는 평균 

10.2±2.68년 이상이고 뇌손상 이전 뇌질환 병력 및 신경학적 질환이 없었다. 

　
　
　

P1 P2 P3 P4 P5

성별 M M M M F
연령 57±22.4

손잡이 Rt
뇌손상
부위

Lt	temporal Lt	temporal Lt	temporal
Lt	frontral/
temporal

Lt	temporal

교육연수
(years)

10.2±2.68

발병후
실어증검사일(day)

21.8±12.5

실어증	
검사일간 차이(day)

76.8±37.3

발병후	
DTI검사일(day)

21±12.3

DTI	검사일간 차이
(day)

109.8±35.7

<표1>  환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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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방법

2.2.1 언어검사

발병 후 환자는 총 2회에 걸쳐 언어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 언어평가는 발병일부터 평균 21.8

±12.5일사이에 파라다이스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K-WAB)(Kim & NA,2001)로 실시하였고, 첫

번째와 두번째 실어증 평가 사이 기간은 평균 76.8±37.3일이 걸렸고, 두번째에도 동일한 평가도구로 

언어 검사를 실시하였다. DTI영상은 발병후 평균 21±12.3일에 첫 촬영을 하였고 첫 번째 촬영과 두 

번째 촬영 사이 기간은 평균 109.8±35.7일이 걸렸다. 두 번째 촬영도 첫 번째 촬영과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검사 결과에서는 AQ값과 DTI영상촬영결과에서는 환자의 좌,

우반구 궁상섬유속의 FA, ADC, Fibernumber를 분석하였다.

2.2.2 DTI 영상촬영

본 연구에서는 Siemens Verio 3-Tesla MRI scanner로 촬영하였다. DTI영상은 single-shot spin 

echo-planar imaging(EPI) sequence를 통해 촬영이 이루어졌고 에코시간(echo time)는 105ms으

로, 이완시간(repetition time)은 7,000ms, 30방향으로 영상범위(field of view)는 200mm²,화소크기

(matrix time)는 128*128mm로 조건을 설정하였다. 

2.2.3 영상분석도구

DTI studio software v.1.02를 이용, 섬유추적을 통해 양반구의 궁상섬유속을 재현

(reconstruction)하여 분석하였다. 섬유추적 파라미터는 fractional anisotropy thresholds는 0.20로, 

tract turning angle은 60도로 설정하였다, Flip Eigen vector는 Y-component이며 섬유추적 방법으

로는 Two ROI approach를 사용하였으며 관상면에서 시드 영역을 선택하여 이 영역이 지나는 신경

섬유다발을 불러온 뒤, 수평면에서 목표 영역을 선택하면 시드 영역과 목표영역을 지나면서 제외되지 

않는 부분의 신경섬유다발이 남게 된다.

3. 연구 결과 

3.1 언어검사결과

실어증 환자들에 대한 언어평가 결과는 표2에서 보듯이,P1 환자의 첫 번째 언어평가에서 

AQ(Aphasia Quotient)점수는 41.4점 (27%ile)으로 실어증유형은 초피질운동실어증이었다.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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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평가에서 AQ점수는 98.8점(99%ile)으로 증가 하였고 실어증 유형으로는 명칭 실어증으로 나타

나 언어기능이 향상되는 변화를 보였다. P2환자의 첫 번째 언어평가에서 AQ점수는 80.6점(71%ile)

으로 실어증 유형으로는 명칭실어증이었고, 두 번째 언어평가에서 AQ점수는 81.2점(71%ile)으로 증

가하였으며 실어증 유형으로는 명칭실어증이었다. P3환자의 첫 번째 언어평가에서 AQ점수는 24.4

점(14%ile)으로 실어증 유형으로는 혼합초피질실어증이었다. 두 번째 언어평가에서 AQ점수는 49점

(34%ile)으로 실어증 유형으로는 초피질운동실어증을 보였다. P4 환자의 첫 번째 언어평가에서 AQ

점수는 14.4점(8%ile)으로 실어증 유형으로는 전반실어증을 보였고 두 번째 언어평가에서 AQ점수는 

56.2점(38%ile)으로 실어증 유형으로는 베르니케 실어증을 보였다.  P5환자의 첫 번째 언어평가에서 

AQ점수는 6점(5%ile)으로 실어증 유형으로는 전반실어증을 보였고 두 번째 언어평가에서 AQ점수는 

6.2점(5%ile)으로 전반 실어증을 보였다.

patient	1 patient	2	 patient	3	 patient4 patient	5

	 First Second First Second First Second First Second First Second

AQ
(%ile)

41.4
(27)

98.8
(99)

80.6
(71)

81.2
(71)

24.4
(14)

49
(34)

14.4
(8)

56.2
(38)

6
(5)

6.2
(5)

aphasia-
type TMA ANA ANA ANA MTA TMA GA WA GA GA

<표2>  환자 언어능력평가

※TMA:초피질운동실어증,ANA:명칭실어증,MTA:혼합초피질실어증,GA:전반실어증,WA:베르니케실어증

3.2 DTI영상 분석 결과

DTI 영상분석은 <표3>에서 보듯이 P1 환자의 경우 첫 번째 분석시 좌뇌 궁상섬유속의 FA값은 0.36

이고 우뇌의 궁상섬유속의 FA값은 0.49였다. 두 번째 촬영영상 분석 시 좌뇌의 궁상섬유속의 FA값

은 0.45, 우뇌 궁상섬유속의 FA값은 0.47을 보여 좌뇌 궁상섬유속의 FA값은 증가하고 우뇌의 궁상섬

유속의 FA값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ADC는 좌뇌의 궁상속섬유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서 하락

하는 양상을 보였고, 우뇌에서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Fibernumber는 좌뇌,우뇌 모두 첫 번째

보다 두 번째에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P2 환자의 경우 첫 번째 분석시 좌뇌 궁상섬유속의 FA값

은 0.33이고 우뇌의 궁상섬유속의 FA값은 0.47였다. 그리고 두 번째 촬영영상 분석 시 좌뇌의 궁상섬

유속의 FA값은 0.37, 우뇌 궁상섬유속의 FA값은 0.47을 보여 좌뇌 궁상섬유속의 FA값은 증가하고 우

뇌의 궁상섬유속의 FA값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ADC는 좌뇌의 경우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우뇌는 첫 번째, 두번째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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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number는 좌뇌,우뇌 모두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P3 환자의 경우 

첫 번째 분석시 좌뇌 궁상섬유속의 FA값은 0.37이고 우뇌의 궁상섬유속의 FA값은 0.41였다. 두 번째 

촬영영상 분석 시 좌뇌의 궁상섬유속의 FA값은 0.39, 우뇌 궁상섬유속의 FA값은 0.44을 보여 좌뇌,우

놔 궁상섬유속의 FA값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ADC는 좌뇌,우뇌의 모두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Fibernumber는 좌뇌,우뇌 모두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P4 환자의 경우 첫 번째 분석시 좌뇌 궁상섬유속의 FA값은 0.37이고 우뇌의 궁상섬유속의 FA

값은 0.39였다. 두 번째 촬영영상 분석 시 좌뇌의 궁상섬유속의 FA값은 0.38, 우뇌 궁상섬유속의 FA값

은 0.40을 보여 좌뇌,우놔 궁상섬유속의 FA값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ADC는 좌뇌,우뇌의 모두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Fibernumber는 좌뇌,우뇌 모두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에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P5 환자의 경우 첫 번째 분석시 좌뇌 궁상섬유속의 FA값은 0.37이고 우

뇌의 궁상섬유속의 FA값은 0.39였다. 두 번째 촬영영상 분석 시 좌뇌의 궁상섬유속의 FA값은 0.34, 우

뇌 궁상섬유속의 FA값은 0.39을 보여 좌뇌 궁상섬유속의 FA값은 감소하는 양상이고 우뇌궁삼섬유속

은 상태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ADC는 좌뇌의 경우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patient	1 patient	2 patient	3	 patient4 patient5

	 First Second First Second First Second First Second First Second

FA	
Lt

Rt

0.36

0.49

0.45

0.47

0.33

0.47

0.37

0.47

0.37

0.41

0.39

0.44

0.37

0.39

0.38

0.40

0.37

0.39

0.34

0.39

ADC
Lt

Rt

0.89

0.74

0.77

0.78

0.91

0.73

0.90

0.73

0.85

0.78

0.83

0.75

0.84

0.83

0.83

0.82

0.86

0.84

0.89

0.83

Fiber	
-number

Lt

Rt

1843

2237

4080

2797

634

1753

882

1769

1742

847

1788

953

1424

601

1461

845

341

350

500

395

<표3>  궁상섬유속 FA, ADC,Fibernumber 값

＜그림 1> P1 환자의 좌뇌 궁삼섬유속 DTI tractgraphy
1: Onset time, 2: First evaluation, 3: Seco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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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뇌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분석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Fibernumber는 좌뇌,우뇌 모두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한 좌반구 손상 실어증 환자의 궁상섬유속 회복에 따른 실어증 지수 , 

DTI영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궁상섬유속은 언어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은 담당하는데 최근에는 브

로카영역과 베르나케 영역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연결통로와 브로카영역과 하부두정엽, 베르니케 영

역과 하부 두정엽을 잇는 간접적 연결통로의 2개의 부분(Marco et al,2004; Stephanie.J et al,2014)

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조는 뇌의 언어적 처리에 있어서 병렬적 처리에 대한 구조적 뒷받침이 가능

하며 다양한 양상의 실어증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Park, 2013) 특히 과거에는 언

어기능의 하부영역 중 오직 따라말하기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고 알려졌지만 DTI 영상기술의 변화

에 따른 연구결과 궁상섬유속이 언어의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밝혀졌다.(Marco et al.,2004; 

Angela.,2009; Marcelo. L et al.,2012) 

언어에 관련된 백질섬유는 크게 Dorsal ,Ventral 방향으로 통사적인, 의미적인 기능등을 담당하는 

섬유들로 보고되고 있는데 Dorsal pathway는 통사적으로 복잡한 문장을 처리하고 Ventral pathway

는 문장에서 의미론적인 부분을 처리한다.(Angela, 2009) Dorsal pathway에 해당되는 언어관련 

백질섬유로는 궁상섬유속, Superior Longitudinal Fasciculus(이하 SLF)이고 , Ventral pathway

에 속하는 백질섬유로는 Inferior Longitudinal Fasciculus(이하 ILF), Inferior Fronto-Occipital 

Fasciculus(이하 IFOF), Uncinate Fasciculus(이하 UF) 그리고 extreme capsule이다. 그 중에서 

Dorsal pathway에서 중요한 주도적인 섬유는 궁상섬유속이고 Ventral pathway에서 주도적인 섬유

는 IFOF이다.(Jang, 2013) Dorsal pathway는 temporoparietal 과 frontal premotor에서 AF, SLF

와 연결하여 sensorimotor processing을 통합하고 Ventral pathway는 temporal과 prefrontal 

regions을 경유하여 extreme capsule에 연결하며 의미 , 즉 청각적 이해력등과 같은 영역과 관계가 

깊다(Jang, 2013)

언어이해 처리과정을 음운론, 의미론, 통사론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Dorsal pathway는 주

로 음운론, 의미론,통사론적 이해, Ventral pathway는 의미론적, 통사론적 이해에 관여한다. 그런

데 Dorsal pathway에 속하는 궁상섬유속은 음운, 의미, 통사론적인 언어처리에 전부 관련되어 있다

(Lee, 2015) 

 K-WAB검사에서 실어증 지수는 기본적으로 실어증 환자에 대한 총괄적인 점수를 나타내고 실어증 

유형과는 상관없이 실어증의 중증도에 비례한다. 또한 뇌졸중에서 예후적인 가치를 지닌다.(Kerte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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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Cabe,1977) AQ점수가 향상될수록 궁상섬유속의 FA도 높아지는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궁상

섬유속이 언어기능의 향상에 따른 예후적인 가치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선행 연

구들과도(Kim et al ,2013; Jang et al ,2013;Kwon et al2011;Kim et al ,2013)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

다. 

본 연구 대상 P1 환자의 경우 FA값의 변화에 따라 AQ점수 회복을 보였다. 하지만 선행연구(Park 

,2013)에서 보이는 정상적인 10대 연령에서 보이는 궁상섬유속의 FA 값 0.552±0.019에 비해서는 낮

은 수치인 0.4557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언어기능의 전반적인 회복을 보였지만 AQ점

수가 100점이 아니라 두 번째 실어증 평가결과 98.8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궁상섬유속의 빠

른 재조직화를 보였지만 정상에 비해 FA값이 낮고 그에 따라 언어평가 결과에서도 정상에 비해 낮

은 결과를 보였다. P1부터 P5까지 환자들 중 DTI 검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P1 환자를 제외하

고 나머지 환자들의 경우 첫 번째 평가결과와 두 번째 결과에서 차이는 P1만큼은 아니지만 약간의 향

상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백질섬유 FA값의 향상에 따라 언어기능의 향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AQ점

수는 큰 폭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 점은 전반적인 언어와 관련된 백질섬유중 궁상섬유속이 많은 영

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관련된 신경섬유, 즉 Ventral 

pathway의 IFOF, ILF, UF도 언어기능과 관련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IFOF, ILF, UF도 의미론, 통사론과 관계가 깊다. 그래서 언어기능의 회복에서도 궁상섬유속뿐만 아

니라 Ventral pathway의 섬유들도 언어기능 회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Brian J.J et 

al.,2004;Angela D.F et al ,2009; Dorothee Kuemmerer et al ,2014)

본 연구 대상 환자들 중  P1의 경우에는 언어기능 회복 중에 반대측인 우뇌의 궁상섬유속의 FA값은 

좌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다가 좌뇌 손상부위의 회복에 따라 FA값이 저하되는 양상

을 보이고 P2, P5의 경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태가 동일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3, P4에서는 우뇌 궁상섬유속도 FA값의 소폭향상됨을 알 수 있다. P1경우에는 급성기 뇌손상 

초기에 좌반구 손상이 있어도 우반구에서 좌반구의 백질섬유의 회복을 촉진하고 신경생리학적 활동

을 도운다는 선행연구 (Joshua et al ,2013)와도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측 궁상섬유속 FA값의 

하락폭이 너무 적고 백질섬유의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고 우뇌가 기능적으로 재조직화가 이루어졌는

지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그 외의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로 뇌졸중후 회복기전에서 손상부위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ADC는 신경세포안의 물확산의 정도를 알 수 있고, 

FA와 반비례하는 개념이며 좌,우측 궁상속섬유속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볼 수 있었다. Fibernumber

도 두 번의 평가에서 향상을 보이며 이것은 언어기능에 따른 백질섬유 파라미터값의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분석대상 환자수가 적었고 환자들의 연령이 다른점이다. 그리고 환자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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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시한 첫 번째 두 번째 실어증 평가일에 비해 DTI 영상 촬영기간의 차이가 실어증 평가일간의 차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뇌손상 실어증 환자들의 언어기능 향상을 실어증 평가뿐만 아니라 DTI영상 분

석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DTI 영상과 뇌손상의 관계를 보고한 (Marion et 

al.,2014)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특히 손상된 섬유에 따라 관찰된 실어증 양상과 언어기능의 하

부영역과 관련된 분석도 함께 가능하며 특히 궁상섬유속의 변화를 통하여 언어기능 향상 및 그 예후

도 시각적으로 확인,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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