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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에는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이 

속한다. 그중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우리나라 인구 1

만 명당 4.82명이 해당되며, 단일 장기 질환으로는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뇌혈관 질환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

혈증, 흡연, 비만,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70대에서 발병률이 가

장 크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6).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13%가 노인으로, 2030년에는 유엔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화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노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뇌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와 

예후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

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언어적으로 표현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답답함, 좌절감 등의 심

리적인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실어증 진단을 받은 대부분의 성인들은 뇌출혈, 뇌경색, 교통

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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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인 영역에 손상을 받은 경우가 많다. 즉, 실어증은 후천적인 

대뇌 손상으로 인해 유창성(fluency), 이해능력(comprehen-
sion), 따라 말하기(repetition), 이름 대기(naming) 과제에서 수

행 저하를 보여, 언어(language)와 말(speech) 기전에 손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McNeil, 1984).

한편, 브로카 실어증(Broca’s aphasia)은 피질하백질의 뇌실 

주변을 포함한 전두엽 측면, 실비우스열 위쪽, 중심구 앞쪽에 

손상을 입게 되어 언어능력이 손상되는 유형으로, 상대적으로 

표현 언어에서 어려움을 보인다(Kim, 2012). 브로카 실어증 환

자는 이해능력은 잘 보존되어 있는 반면 비유창한 구어와 부

족한 조음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성 혹은 운동성 언어

장애로 잘 알려져 있다(McNeil, 1984). 또한 자음과 모음의 왜

곡과 같은 조음 오류가 빈번한 조음 붕괴 현상이 잘 일어난다. 

아울러 브로카 실어증 환자들은 자신이 말하거나 쓰는 것보다 

듣거나 이해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

으로 듣고 이해하는 능력도 모두 약간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브로카 실어증 환자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조음에 관여하

는 말 운동기관에 제한을 받게 되어 비일관적인 조음 오류로 

인해 조음장애를 동반한다(Banich & Compton, 2014). 이러한 

이유로 말 산출 시 발화의 길이가 짧고, 단어를 표현하는 데 의

의를 두어(Davis, 2000), 문장 구조가 단순화된 ‘전보식 구어’를 

주로 사용한다. 복잡한 음운 구조는 단어 내 분절음의 산출을 

어렵게 하여 전반적인 조음 산출에 영향을 준다(Kim et al., 

2002). 말장애를 동반한 환자들은 음운, 음성학적으로 복잡한 

단어를 산출할 경우, 말 운동 프로그래밍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음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실어증 환자의 음운 오류 패턴을 살펴보면 생략, 대치, 첨가

를 주로 보이고, 그중에서도 대치 현상을 가장 많이 보인다

(Popovici & Voinescu, 1991). 브로카 실어증 환자들의 오류를 

살펴보면 동사보다 명사 산출 시 착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

나며(Bae, 2005; Magnúsdóttir & Thráinsson, 1990; Stark & 

Dressler, 1990), 의미 착어보다 음소 착어가 빈번히 발생한다

(Bae, 2005; Huber et al., 1997). 

말소리는 변별 자질에 의해 구분되는데, 실어증 환자들은 말

소리의 음소표상장애를 가지므로 음소의 변별적 자질들을 지

각하거나 산출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들이 말 산

출 오류와 언어 이해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iceli et al., 1980). 예를 들면, 한국어의 경우 발성 유형에 따

라 평음, 경음, 격음으로 구분되는데 /바/, /빠/, /파/는 조음 위

치와 방법은 같고, 발성 유형만 서로 다른 음소로 이루어진 최

소대립쌍을 이룬다. 국내에서는 조음음운 장애아동과 일반아

동을 비교하여 음운표상의 질과 음운표상 부호화 능력을 비교

한 연구가 있었으나(Kim & Ha, 2014), 아직까지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음운표상능력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한편, 유창성 실어증 환자군과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군을 대

상으로 한 국외 발성개시시작시간(Voice Onset Time, VOT)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군에서 VOT가 대조

군과 비교했을 때 길게 나타났다고 한다(Baum et al., 1990; 

Ryalls et al., 1995; Shewan et al., 1984). 유창성 실어증 환자의 

VOT는 느리게 말할 때보다 빠르게 말할 때 짧게 나타났으며

(Baum & Ryan, 1993),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VOT는 베르니케 실

어증 환자와 비교했을 때 더 길게 나타났다(Gndour & Dar-
darananda, 1984). 

현재까지 브로카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를 살

펴보면, 이해 영역과 구어 유창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Hwang, 2002; Kim et al., 2004), 청각적으로 들어온 정보를 

산출하는 음소지각능력이나 조음산출 특성이나 음운처리능력

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브로카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음소 

변별력, 음소 대치나 착어와 같은 음소표상능력을 살펴봄으로

써 비유창성 브로카 실어증 환자들의 말 처리 과정 기전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의미음절 수준에서 청각적 

음소변별능력과 무의미음절 따라 말하기나 단어 수준에서 이

름 대기 시 나타나는 조음 오류 특성을 통해 음소표상 부호화 

능력을 정상군과 비교하여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조음음운 특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조음과 관련된 성대 진동 움직임

에 대한 음향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vowel-consonant-

vowel (VCV) 음절 수준에서 VOT를 측정하여 정상군과 차이

를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진행되었다(CUIRB-2015-0070).

본 연구는 정상 성인 10명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 1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브로카 실어증 환자는 부산 소재 종합병원 및 

재활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입원 또는 내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

서 모집하였으며, 정상 성인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

으로 모집하였다. 대상자의 각 집단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실어증 환자는 1) 후천적인 좌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장애를 보

이는 자, 2)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Korean Western Apha-
sia Battery-Revised, K-WAB-R) (Kim & Na, 2012) 결과, 브

로카 실어증으로 분류된 자(심한 말실행증을 동반한 브로카 실

어증 환자 제외), 3) 발병 이전에 뇌 손상 및 기타 신경학적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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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다고 보고된 환자, 4) 발병 후 최소 1개월이 경과한 환자

(Yorkston & Beukelman, 1980), 5) 이름 대기 수행이 전혀 불

가능한 환자는 제외하기 위해 K-WAB-R의 이름 대기 점수가 2

점 이상(10점 만점)인 환자, 6) 연령과 교육 수준 차이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75세 이하이면서 최소한 초등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Kang 

et al., 2000; Tomer & Levin, 1993) 

정상 성인은 1) 실어증 환자 집단과 평균 연령 및 평균 교육 

연수가 일치하는 자, 2) 언어 및 신경학적 손상, 병력이 보고되

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과제 수행을 위해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없는 

자로 선정하였으며, 모두 오른손잡이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자 정보는 Table 1과 2에 제시하였다.

실험 도구 및 절차

음소 변별 과제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청각적 음소 변별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Kwon(2004)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자음 

변별 검사지를 이용하였으며, 검사 문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Appendix 1). 녹음은 연구자가 소음이 통제된 조용한 

방에서 단일 지향성 마이크(SURE MX183-X; Woollim Sound 

Inc., Seoul, Korea)와 디지털레코더(EDI-ROL R-05HR)를 이

용하여 녹음하였다. 이후 소음이 통제된 조용한 방에서 두 가

지의 말소리를 듣고, 대상자에게 정/오 판정을 하도록 유도하였

다. 수행력은 전체 40개 문항 중 정반응한 문항의 정반응률을 

%로 계산하였다. 

무의미음절 수준에서의 따라 말하기 과제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무의미음절 수준에서 음

소표상 부호화 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음소 변별 과제에서 사

용된 음절 목록을 이용하여 무의미음절 수준에서 따라 말하기

를 실시하였다. 브로카 실어증 환자이므로 음절 길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절은 최대 2개 음절로 제한하였다. 40개 

문항 내 2개의 음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 80개의 음절로 이

루어져 있으며, 발성 유형에 따라 평음, 경음, 격음,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설측음,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으로 이루어져 있

다. CV 형태로 이루어진 두 소리를 대상자에게 들려준 후, 그대

로 따라 말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 말하기 과제 시 기록지에 

Table 1. Information of normal adults

Age Gender EY Group POT (month) K-WAB naming score AQ
N1 56 M 12 Normal - - -
N2 73 M 6 Normal - - -
N3 55 M 14 Normal - - -
N4 49 M 6 Normal - - -
N5 53 M 16 Normal - - -
N6 54 M 12 Normal - - -
N7 61 M 9 Normal - - -
N8 52 M 18 Normal - - -
N9 52 F 14 Normal - - -
N10 66 M 12 Normal - - -

EY: education year, POT: post-onset time, K-WAB: Korean Western Aphasia Battery, AQ: Aphasia Quotient, N: normal

Table 2. Information of patients in Broca’s aphasia

Age Gender EY Group POT K-WAB naming score AQ
B1 50 M 9 Broca 18 6.3 59.4
B2 61 M 12 Broca 8 6.8 51.6
B3 48 M 16 Broca 12 6.5 68.0
B4 64 M 18 Broca 30 7.7 58.8
B5 59 M 12 Broca 37 3.9 31.3
B6 49 M 9 Broca 10 5.4 43.6
B7 52 F 9 Broca 12 5.7 53.2
B8 73 M 6 Broca 6 5.4 29.0
B9 61 M 6 Broca 8 6.6 62.7
B10 66 M 12 Broca 12 2.4 22.1

EY: education year, POT: post-onset time, K-WAB: Korean Western Aphasia Battery, AQ: Aphasia Quotient, B: Br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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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반응을 기록하였으며, 동시에 녹음하였다. 검사 종료 

후, 대상자의 오류 특성과 정반응률을 분석하였으며, 수행력은 

전체 음소 중 정확히 산출한 음소의 정반응률을 %로 계산하

였다. 자료의 20%에 해당하는 자료를 1급 언어재활사가 평정하

였으며 검사자 간 신뢰도는 100%였다.

단어 수준에서 이름 대기 과제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음소표상 수행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

름 대기 과제로 K-WAB 검사도구 내 사물 이름 대기 항목을 

사용하였다(Appendix 2). 사물 이름 대기 20문항을 실시하면

서 검사 기록지에 연구대상자의 반응을 기록하였으며, 동시에 

녹음하였다. 검사 종료 후 대상자의 오류 특성과 정반응률을 

분석하였다. 이름 대기 과제 시 음운 단위는 자음과 모음의 수

행력, 음운 위치는 어두초성, 어중초성, 어말종성 위치에서의 

수행력을 측정하였다. 자음 목록은 58개, 모음 목록은 48개이

며, 음운 위치는 어두초성 21개, 어중초성 10개, 어말종성은 23

개였다. 수행력은 해당 목표 음소 중 정조음한 음소의 정반응

률을 %로 계산하였다. 총 자료의 20%에 해당하는 자료를 1급 

언어재활사가 평정하였으며 검사자 간 신뢰도는 100%였다.

VOT 측정 과제

발성 개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 자료는 VOT는 파열음

의 조음 위치(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와 발성 유형(평음, 경

음, 격음)에 따라 총 9개(3개의 조음 위치 × 3개의 발성 유형)의 

VCV (모음 + 자음 + 모음) 음절로 구성하였다. VCV 음절 문맥

에서 파열음을 /아바/, /아빠/, /아파/, /아다/, /아따/, /아타/, /아

가/, /아까/, /아카/ 산출 시 발성개시시작시간(VOT)을 측정하

여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녹음은 조용한 방에서 실시

하였으며, 비유창성 브로카 실어증은 말 속도가 발성개시시작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자연스러운 속도로 읽도록 하였다(Baum & Ryan, 1993). 녹음 

시 표본 추출률은 44,100 Hz, 양자화는 16 bit였다. 발성개시시

작시간 측정은 Praat (ver. 6017, http://www.fon.hum.uva.nl/

praat/)를 이용하여 VCV 음절에서 파열이 시작되는 곳부터 모

음 발성이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Figure 1은 /아다/ 

산출 시 VOT를 분석하는 Praat 에디터 창의 화면 캡쳐 내용이

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VCV 음절인 /아다/ 산출 시 /ㄷ/ 

음소의 파열이 시작되는 곳부터 모음 /a/ 발성이 시작하기까지

의 시간을 나타내며, 단위는 초(second)로 표시하였다. 음절별

로 3회씩 산출하게 한 뒤 가운데 3개 음절의 VOT를 측정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총 자료의 20%에 해당하는 자료를 1급 언

어재활사가 평정하였으며 검사자 간 신뢰도는 발성 유형 및 조

음 위치에 따른 VOT는 각각 87%, 92%였다.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19.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기술 통계량으로는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사분위수를 측정하였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통계인 Mann-Whitney 

U-test를 사용하였다. 따라 말하기 과제에서 브로카 실어증 환

자군 내에서 발성 유형별(평음, 경음, 격음), 조음 방법별(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조음 위치별(양순음, 치조음, 경구

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수행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rus-
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어증 환자군 내에서 이름 

대기 과제 시 오류 형태 간(대치, 첨가, 생략), 음운 위치 간(어두

초성, 어중초성, 어말종성) 수행력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Krus-
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95%였다. 정상군

과 브로카 실어증 집단 간 경음 VOT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

하여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하였으며,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한국어 자음의 조음 방법, 조음 위치 및 발성 유형에 따

른 파열음의 발성개시시작시간(VOT)을 분석하기 위하여, VOT

의 발성 유형별, 조음 위치별 수행력의 차이도 반복측정분산분

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개체 간 반복측

정분석에 대한 통계검정은 Mauchly의 구형성 검정에 의해 구형

Figure 1. Voice onset time of /ata/ in a 
patient with Broca’s aphasia.



112

Consonant Discrimination and Articulation in Broca’s AphasiaASR
성이 가정된 경우는 구형성 가정값을 사용하였으며, 구형성 가

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Greenhouse-Geisser로 수정된 자

유도와 F 값을 보고하였다. 또한 개체 내 효과 검정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경우, 개체 내 대비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성 검정

을 실시하였다. 

RESULTS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의 음소 변별 특성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의 평균, 표준 편차는 Table 3 

과 같다. 두 집단 간 청각적 음소 변별 점수의 유의성을 살펴보

기 위해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한 결과, 정상군과 브로

카 실어증 환자군의 청각적 음소 변별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U = 38.5, p ＞ 0.05).

무의미음절 수준에서 따라 말하기 시 발성 유형별 음소표상 

부호화 능력

무의미음절 수준에서 따라 말하기 시 발성 유형별 음소표상 

부호화 능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는 Table 4와 같다. 브로

카 실어증 환자군의 경우, 격음(M = 74.11, SD = 32.83)이 가장 

높았으며, 격음, 평음, 경음 순이었다. 

두 집단 간 평음, 경음, 격음 수행력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한 결과,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격음 수행력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U = 15.0, 

p ＜ 0.001). 
또한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발성 유형별 음소표상 수행력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Krusckal-Wallis 검정을 실시한 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에서는 발성 유형 간 수행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χ2(2) = 1.654, p = 0.437].

무의미음절 수준에서 따라 말하기 시 조음 방법별 음소표상 

부호화 능력

무의미음절 수준에서 따라 말하기 시 조음 방법별 음소표상 

부호화 능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는 Table 5와 같다.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조음 방법별 수행력의 유

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U = 5.0, p ＜ 0.001; U = 5.0, p ＜ 0.001; U = 20.0, p＜ 
0.01; U = 10.0, p ＜ 0.01; U = 18.5, p ＜ 0.05).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내에서 조음 방법별로 볼 때 브로카 실

어증 환자군은 파열음 69.7 ± 29.3%, 마찰음 70.0 ± 26.3%, 파

찰음 73.7 ± 30.7%, 유음 60.0 ± 34.0%, 비음 76.4 ± 25.9%로 

음소표상 부호화 능력은 비음이 가장 수행력이 높았으며, 유음

에서 가장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그러나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조음 방법별 수행력의 유의성

을 살펴보기 위해 Krusckal-Wallis 검정을 실시한 결과, 브로

카 실어증 환자군에서는 조음 방법 간 수행력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χ2(4) = 2.469, p = 0.650].

무의미음절 수준에서 따라 말하기 시 조음 위치별 음소표상 

부호화 능력

무의미음절 수준에서 따라 말하기 시 조음 위치별 음소표상 

부호화 능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6과 같다. 브로

카 실어증 환자군의 조음 위치별 수행력에서는 성문음의 수행

력이 가장 높았으며, 치조음의 수행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3. Means and SD of phonemic descrimination score between 
normal and Broca’s aphasia

 Group Mean SD
Normal 95.5 4.83
Broca 90.5 11.89

SD: standard deviation

Table 4.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phonetic representation 
score between normal and Broca’s aphasia in the repetition per-
formance according to phonation types of consonants

Normal Broca’s χ2 p
Lenis 100.0 (± 0) 71.67 (± 26.53) 1.654 0.437
Fortis 100.0 (± 0) 62.23 (± 26.31)
Aspirated 100.0 (± 0) 74.11 (± 32.83)

Table 5. Means and SD of phonetic representation score between 
normal and Broca’s aphasia in the repetition performance accord-
ing to all articulation manners

Normal Broca’s χ2 p
Plosives 100.0 (± 0) 69.7 (± 29.3) 2.469 0.650
Fricatives 100.0 (± 0) 70.0 (± 26.3)
Affricates 100.0 (± 0) 73.7 (± 30.7)
Nasals 100.0 (± 0) 76.4 (± 25.9)
Liquids 100.0 (± 0) 60.0 (± 34.0)
Mean (± SD). SD: standard deviation

Table 6. Means and SD of phonetic representation score between 
normal and Broca’s aphasia in the repetition performance accord-
ing to all articulation places

Normal Broca’s χ2 p
Bilabials 100.0 (± 0) 73.88 (± 25.13) 3.667 0.453
Alveolars 100.0 (± 0) 62.20 (± 29.25)
Palatals 100.0 (± 0) 72.74 (± 31.76)
Velars 100.0 (± 0) 72.00 (± 33.27)
Glottals 100.0 (± 0) 83.32 (± 30.43)
Mean (± SD).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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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간 조음 위치별 수행력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한 결과,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

증 환자군 간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수행

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U = 5.0, p ＜ 0.01; U = 0.0, 
p ＜ 0.001; U = 20.0, p ＜ 0.01; U = 15.0, p ＜ 0.01; U = 25.0, 
p ＜ 0.05).
그러나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내 조음 위치별 수행력의 유의

성을 살펴보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한 결과, 브로

카 실어증 환자군은 조음 위치 간 수행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χ2(4) = 3.667, p = 0.453].

단어 수준에서 이름 대기 과제 시 조음 특성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의 음운 오류 특성

단어 수준에서 이름 대기 시 음운 오류 특성(대치, 첨가, 생

략)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는 Table 7과 같다. 두 집단 간 대

치 오류 수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한 결과,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대치, 

첨가, 생략 오류 수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U = 10.0, p 
＜ 0.01, U = 20.0, p ＜ 0.05, U = 10.0, p ＜ 0.01). 하지만, 브로
카 실어증 환자의 착어 오류 형태 간 수행력의 유의성을 살펴

보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한 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은 대치가 가장 많았으나, 착어 오류 형태 간 수행력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χ2(2) = 2.500, p = 0.287].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의 음운 단위(모음 vs. 자음)에 따른 

수행력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내 음운 단위에 따른 수행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8과 같다. 두 집단 간 자음, 모음 산출 수행

력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Mann-Whitney U-test를 실

시한 결과,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자음, 모음 산출 

수행력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U = 5.0, p ＜ 0.001).
하지만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내 음운 단위에 따른 수행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음

과 자음 간 수행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U = 33.000, 

p = 0.197).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의 음운 위치에 따른 수행력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의 음운 위치에 따른 평균과 

표준 편차는 Table 9와 같다.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음운 위치에 따른 산출 수행력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어두초성, 

어중초성, 어말종성 산출 수행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U = 25.0, p ＜ 0.05; U = 30.0, p ＜ 0.05; U = 10.0, p ＜ 0.01).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내에서는 어말종성, 어중초성, 어두초

성 순으로 어말종성의 수행력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음운 위치별 수행력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한 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은 

음운 위치 간 수행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χ2(2) = 

1.001, p = 0.606].

발성개시시작시간(VOT)

발성 유형별 VOT 비교

평음에서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평음 VOT의 

중위수는 정상군은 0.1000 ms,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은 0.1290 

ms로 각각 나타났고,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평음 

VOT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U = 44.0, p ＞ 0.05).
한편, 경음에서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경음 

VOT의 중위수는 정상군은 0.0485 ms,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은 0.0664 ms였으며,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이 정상군보다 경음

의 VOT가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U = 22.0, p ＜ 0.05).
격음의 경우,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격음 VOT의 

중위수는 정상군은 0.2925 ms,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은 0.2685 

ms로 나타났으며,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격음 

VOT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U = 45.0, p ＜ 0.05).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의 발성 유형별 VOT의 평균과 표준 편

Table 7. Means of paraphasia score (substitution vs. addition vs. 
omission) between normal and Broca’s aphasia in the naming

Normal Broca’s χ2 p
Substitution 0 (± 0) 5.4 (± 5.90) 2.500 0.287
Addition 0 (± 0) 1.5 (± 1.64)
Omission 0 (± 0) 2.3 (± 2.26)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8. Articulation performances of vowels vs. consonants based 
on phoneme unit in Broca’s aphasia

Normal Broca’s p 
Consonants 100.0 (± 0) 84.8 (± 17.22) 0.197
Vowels 100.0 (± 0) 93.0 (± 6.57)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9. Alticulation performances of phoneme position, WI, WMI, 
WF consonant in Broca’s aphasia

Normal Broca’s χ2 p
WI 100.0 (± 0) 84.8 (± 22.7) 1.001 0.606
WMI 100.0 (± 0) 86.1 (± 30.9)
WF 100.0 (± 0) 90.9 (± 7.7)
Mean (± standard deviation). WI: word initial, WMI: word medial 
initial, WF: word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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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Table 10과 같다.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의 평음, 경음, 격

음 수행력은 각각 0.1277(± 0.0435) ms, 0.0712(± 0.0201) ms, 

0.3031(± 0.1123) ms로 나타났으며, 격음 ＞ 평음 ＞ 경음 순으

로 나타났다. 또한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에서 VOT는 발성 유형 

간 수행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2, 18) = 30.363, p = 
0.000], 대응별 비교 결과, 경음은 격음과 평음 모두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 = 0.000).

조음 위치별 VOT 비교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양순음 VOT의 중위수를 

살펴본 결과, 중위수는 정상군은 0.1370 ms, 브로카 실어증 환

자군은 0.1155 ms로 나타났으며,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

군 간 양순음 VOT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U = 40.5, p ＞ 
0.05).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치조음 VOT의 중위수는 

정상군은 0.1305 ms,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은 0.1405 ms로 나

타났으며,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치조음 VOT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U = 36.0, p ＞ 0.05).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연구개음 VOT의 중위수

는 정상군은 0.1770 ms,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은 0.2310 ms로 

나타났으며,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연구개음 VOT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U = 30.0, p ＞ 0.05).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의 조음 위치별 VOT 평균과 표준 편

차는 양순음 0.0469(± 0.0379) ms, 치조음 0.0431(± 0.0308) 

ms, 연구개음 0.0605(± 0.0412) ms로 나타났으며, 연구개음, 

양순음, 치조음 순으로 치조음의 VOT가 가장 짧았으며, 브로

카 실어증 환자군에서 VOT는 조음 위치 간 수행력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F(2, 58) =15.10, p = 0.000]. 대응별 비교 결
과, 연구개음의 VOT는 양순음의 VOT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p = 0.002), 치조음의 VOT와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00) (Table 11).

DISCUSSIONS 

본 연구는 정상 성인 10명, 브로카 실어증 환자 10명, 총 20명

을 대상으로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말소리 지각변

별능력과 말 산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말지각 변별검사와 

무의미음절 수준, 단어 수준에서 말 산출능력을 조사하여 어

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청각적 변별 특성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청각적 음소 변별 수행력

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 95.5(± 4.83)%,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90.5(± 11.8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 ＞ 0.05). Miceli et al.(1980)은 실어증 환자들이 
음소 산출뿐만 아니라 음소 지각에도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Miceli et al.의 연구에서는 CCVC 음절로 이루어진 단

어를 이용하여 발성 유형별과 조음 위치별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그러나 한국어의 음절 구조 특성상 한 음절 내에서 연속된 

자음군을 허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CV 음

절 2개를 들려주었으며, 분석 시 발성 유형별, 조음 위치별로 

나누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청각적 음소 변별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은 청각적 음소변별능력은 정상적으로 

유지됨을 시사하였다.

무의미음절 수준에서 따라 말하기 과제 시 조음 특성

무의미음절 수준에서의 따라 말하기 수행 결과, 발성 유형별

로 나누었을 때 정상군은 모두 100%로 높은 수행력을 보였으

며,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의 수행력은 평음 71.1(± 26.5)%, 경

음 62.2(± 26.3)%, 격음 74.1(± 32.8)%로 나타났다. 경음, 평음, 

격음 순으로 어려움을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p ＜ 0.001). 하지만,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내에서
는 발성 유형 간 음소표상 부호화 수행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조음 방법별 수행력에서는 정상군은 모두 100%로 높은 수

행력을 보였다. 하지만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의 수행력은 파열

음 69.7(± 29.3)%, 마찰음 70.0(± 29.6)%, 파찰음 73.7(± 

30.7)%, 비음 76.4(± 25.9)%, 설측음 60.0(± 34.0)%로 나타났

다. 조음 방법별 수행력 차이에서는 비음의 산출 정확도가 가장 

높았으며, 파찰음, 마찰음, 파열음, 설측음 순으로 설측음이 가

장 낮은 산출 정확도를 보였으며, 표준편차 또한 설측음에서 가

장 컸다. 조음 방법별 수행력에서는 모두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

Table 10. Mean and SD of voice onset time according to phonation 
type in Broca’s aphasia group

Mean (msec) SD F
Lenis 0.1277 0.0435 30.363*
Fortis 0.0712 0.0201
Aspirated 0.3031 0.1123
*p < 0.001.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1. Mean and SD of voice onset time according to place of 
articulation in Broca’s aphasia group

Mean (msec) SD F
Bilabials 0.0469 0.0379 15.10*
Alveolars 0.0431 0.0308
Velars 0.0605 0.0412
*p < 0.001.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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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환자군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p ＜ 0.05). 하
지만,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내에서는 조음 방법 간 음소표상 

부호화 수행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음 위치별 수행력에서는 정상군은 모두 100%로 높은 수

행력을 보였으나,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에서는 양순음 73.9 

(± 25.1)%, 치조음 67.2(± 29.8)%, 경구개음 72.7(± 31.8)%, 연

구개음 72.0(± 33.3)%, 성문음 83.3(± 30.4)%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성문음이 
가장 수행력이 높았으며, 양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치조음 

순으로 치조음에서 가장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하지만,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내에서는 조음 위치 간 음소표상 부호화 수행력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브

로카 실어증 환자군이 청각적 변별능력은 보존되어 있는 반면, 

말 산출운동능력과 관련된 조음 산출에 결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준에서의 이름 대기 과제 시 조음 특성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단어 수준에서 음운표상

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PK-WAB-R 검사도구 내 이름 대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먼저 단어 수준에서의 음운 오류 특성을 살

펴본 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에서 대치, 첨가, 생략 순으로 

많은 오류를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이는 Popovici & Voinescu(1991)의 연구에서 실어증 환자

들에게 주로 보이는 음운 오류인 생략, 대치, 첨가 중에서 대치

를 가장 많이 보인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음운 단위에 따른 수행력을 비교해 본 결과, 정상군에서는 

100%의 수행력을 보였다. 하지만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에서는 

자음 84.8(± 17.2)%, 모음 93.0(± 6.57)%로 나타났으며, 모음보

다 자음에서 오류를 더 많이 보였다. 하지만 실어증 환자군 내

에서는 모음과 자음의 수행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아, 정상인에 비해 브로카 실어증 환자들은 모음과 자음 

간 음소표상 부호화 능력에 차이가 없이 음소표상의 결함을 보

였다.

음운 위치에 따른 수행력에서는 정상군은 모두 100%의 수

행력을 보였고,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에서는 어두초성 84.8(± 

22.7)%, 어중초성 86.1(± 30.9)%, 어말종성 90.9(± 7.7)%로 나

타났다. 어두초성, 어중초성, 어말종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으며, 어말종성, 어중초성, 어두초성 순으로 높

은 수행력을 보였고, 어두초성에서 가장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브로카 실어증 환자 군 내에서 음운 위

치 간 음소표상 수행력을 살펴본 결과, 어두초성에서 가장 수

행력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브로카 실어증 환자들이 말 산출 시 단어의 첫 음절뿐 아

니라 중간, 끝부분의 음절 위치에 상관없이 조음점을 찾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발성개시시작시간 특성 

VOT는 말 산출에 있어서 조음과 발성 간 상호 작용을 측정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발성 유형

별로 나누어 볼 때, 발성 유형 간 발성개시시작시간은 정상군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발성 유형별로는 평음, 경음, 격음 모두 

정상군에 비해 길게 나타났으나, 경음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즉, 평음과 격음에서는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이 길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p ＞ 
0.05) 경음에서는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이 유의미하게 긴 VOT

를 보였다(p ＜ 0.05). 따라서 브로카 실어증 환자는 평음이나 
격음에 비해 경음 산출에 더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 간 조음 위치별 VOT를 살펴

보았을 때, 연구개음에서만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이 긴 VOT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마찬가지로 양순음과 치조음에서는 정상군에서 약간 높은 VOT 

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어증 환자군의 VOT 값을 연구한 Gandour & Dardda-
rananda(1984)와 Baum & Rayn(1993)에 의하면, 브로카 실어

증과 전반 실어증 환자들이 베르니케 실어증, 전도 실어증, 연결

피질운동 실어증 환자보다 긴 VOT 값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브로카 실어증 환자들의 말소리를 발성 유형

별로 평음, 경음, 격음에서 모두 평균 VOT가 길게 나타났으나, 

경음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조음 위

치별로 살펴보았을 때, 연구개음에서 유의미하게 긴 VOT를 보

였다. 따라서, 브로카 실어증 환자는 발성과 조음 협응능력이 

정상군에 비해 저하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Kim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5명의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파열음과 

파찰음을 이용하여 VOT를 측정하였으며, 파열음에서는 의미 

있는 단음절(/벌/, /닭/, /곰/)에서 조음 위치에 따른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군과 정상군의 VOT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양순음

과 연구개음의 VOT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으

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는 경도에서 중도의 실어증 환자로서 말 자극어를 

파열음으로 VOT를 살펴보는 것이 파열 이후 성대가 진동하기 

시작하는 구간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Ozsancak et al., 2001), 파열음만을 대상으로 VOT를 측정하

였으며 문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의미음절(/아바/, /아

빠/, /아파/, /아다/, /아따/, /아타/, /아가/, /아까/, /아카/)에서 측

정하였기 때문에 위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비유창성 브로카 실어증 환자는 무의미음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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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음소 지각에는 별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으나 음소 산출

에 어려움을 보였다. 즉, 발성 유형이나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변별은 정상 화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발성 유

형이나 조음 위치, 조음 방법에 따른 조음 오류를 보였다. 또한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파열음의 조음 위치와 발성 유형에 따른 

VOT는 정상 화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발성 유형에 있어

서는 정상 화자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브로카 실어증 

환자들이 정상 화자에 비하여 후두의 조절능력 저하 및 후두

와 조음기관의 협응능력의 저하와 같은 말 통제조절능력의 저

하와 관련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비를 균등하게 하거나 여성으로 이루어진 

정상군과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는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에 어려

움이 컸다. 후속연구에서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의 실어증 지수(Aphasia Quotient)를 중증도별로 나누

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환자군의 중증도를 세분화하여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브로카 실어증

과 성과 연령을 일치시킨 정상군을 비교하였으나, 추후의 연구

에서는 다른 유형의 실어증과 비교하여 조음능력을 살펴볼 것

을 제안한다. 

중심 단어0:0�브로카 실어증·말 통제조절능력·자음 변별·

음소표상·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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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음소 변별 과제 검사지

1. 생년월일:                                  2. 생활연령:                      3. 이름(성별):

*정반응: 1점, 오반응: 0점

문항 변별 자음 반응 정/오 문항 변별 자음 반응 정/오

1 마 나 21 사 사

2 라 라 22 가 가

3 다 라 23 바 다

4 다 가 24 바 빠

5 빠 빠 25 바 바

6 짜 짜 26 하 하

7 다 타 27 자 마

8 가 바 28 차 짜

9 하 자 29 하 하

10 나 나 30 파 파

11 마 라 31 바 마

12 바 사 32 타 타

13 차 차 33 가 나

14 싸 싸 34 다 다

15 라 나 35 가 가

16 자 자 36 마 마

17 카 카 37 사 싸

18 다 사 38 사 하

19 사 나 39 자 자

20 다 다 40 가 카

총점

 Ap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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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Korean Western Aphasia Battery 이름 대기 과제 검사지

1. 생년월일:                                  2. 생활연령:                      3. 이름(성별):

자극물 반  응 의미 단서 (15초 경과 후 제시) 반  응 1음절 단서 후 반응

1 책 도서관에 있는 것

2 공 축구, 야구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것

3 가위 종이를 자를 때 사용하는 것

4 컵 물을 따라마실 때 사용하는 것

5 손톱깎이 신체의 일부를 정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

6 망치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것

7 숟가락 밥이나 국을 먹을 때 사용하는 것

8 안경 눈이 나쁘면 써야 하는 것

9 자물쇠 물건을 보관하고 잠글 때 사용하는 것

10 연필 필기할 때 쓰는 것

11 거울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12 열쇠 문이 잠겼을 때 열 수 있는 것

13 꽃 열매가 열리기 전에 피는 것

14 시계 시간을 알 수 있는 것

15 빗 머리카락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것

16 고무줄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것

17 칫솔 양치할 때 필요한 것

18 딸기 과일의 일종

19 젓가락 반찬 집을 때 사용하는 것

20 호두 견과류의 일종

총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