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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tients with incomplete glottic closure have an important feature decreasing the maximum phonation time (MPT) 
because airflow rate or air leakage is greater than people without voice disorders. Also they can appear a problem in the 
intensity regulation. This study analyzed MPT difference based on the comfortable intensity and louder intensity and the 
correlation between MPT and respiration volume of unilateral vocal fold palsy (UVFP) and sulcus vocalis (SV) group. The 
twenty with UVFP, the 21 with SV, the 21 normal subjects measured MPT in /a/ vowel prolongation task with comfortable 
intensity and louder intensity and compared analysis by measuring FVC, FEV1, FEV1/FVC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MPT and respiration volume. First, a comparison of MPT according to the intensity between groups is that MPT of the 
normal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long compared to the patient group in comfortable intensity, but MPT between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ouder intensity. Second,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MPT 
and respiration volume is that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PT in comfortable intensity and MPT in 
louder intensity. But this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intensity and respiration volume. This 
study can be supported the preceding study results deduced that shorting MPT of the patient group compared to the normal 
group was originated in the problem of laryngeal valving mechanism at the level of vocal folds rather than a problem of 
respiratory function. Also at the phonation by varying the intensity, the result can deduce that in the case of patient group, 
the length of MPT had been improved by increasing the glottal closure ratio in the louder intensity. These results can 
support the theoretical basis that should be applied to the clinicians by varying the intensity at the voice evaluation and 
voice therapy for the patients with the glottis in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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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성대마비(vocal fold palsy)는 음성장애 중 신경학적 원인으

로 발생되는 질환으로 성대의 전장에 걸쳐 불완전한 폐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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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성대근이 수축하지 않아 층 구조가 무너져 비주기

적, 비대칭적 파동의 형태가 나타나고 점막 진폭과 점막 파동

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1]. 일측성 성대마비는 성대마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한쪽 회귀성 후두신경이 손상 받아 발

생하게 되는데[2]-[4], 최근 이비인후과를 비롯한 흉부외과 및 

내분비내과 등에서 수술 후 환자들이 흡인 및 음성문제를 호

소하며 음성요구정도가 높아져 흔히 볼 수 있는 질환 중의 하

나이다[5]. 성대마비의 원인으로는 후두의 외상이나 수술, 경

우에 따라서는 종양, 바이러스, 원인 미상 등의 이유로 인해 

마비현상을 보이게 된다. 마비된 성대의 위치는 대부분 일정

한 양상을 보이지 않으며 환자 및 마비의 종류에 따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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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정중위(median) 혹은 부정중위

(paramedian) 마비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일측성 성대마비는 

마비된 성대가 내전되지 않으므로 성문폐쇄부전이 일어나 심

한 애성과 흡인, 성대 긴장도 감소, 한 번의 호흡으로 낼 수 

있는 소리 길이가 줄어들어 발성 시 쉽게 숨이 차게 된다. 따

라서 공기역학검사에서는 최대발성지속시간(maximum 

phonation time, MPT)이 감소하며 평균호기류율(mean flow 

rate)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6]. 

성대구증(sulcus vocalis)은 성대의 유리연을 따라 평행하게 

나있는 홈을 말하는 것으로 양측성 또는 일측성으로 올 수 있

으며, 그 길이 및 깊이는 다양하다[7]. 성대구증은 선천적 혹

은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며, 특발성(unknown etiology)인 경

우도 있다. 성대구증은 내전 시에 성문이 둥근 모양으로 열려

져 있거나 한쪽 혹은 양쪽 성대에 성문과 평행되게 세로로 홈

이 형성되어 있어 성대 내연의 진동이 감소하고, 성문폐쇄부

전이 일어난다. 성문 폐쇄기에 폐쇄 부전을 보이며, 진동 진폭

이 감소하고 성대구 부위에서 점막 파동이 단절되는 소견을 

보인다. 이런 경우 말하기가 힘들고, 기식성 음성과 탁한 소리

가 나며 애성과 노력성 애성을 보인다[7]. 또한 심한 기류 유

출로 MPT가 짧아진다[8].

불완전한 성대 접촉을 보이는 성문폐쇄부전 환자들 중 성

대마비와 성대구증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호기류율이나 공기 

유출이 정상인에 비해 크기 때문에 최대발성지속시간

(maximum phonation time, MPT)이 감소하는 중요한 특징을 

보인다. 또한 성문폐쇄부전 환자들은 발성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성대내전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도 조

절에도 문제를 보일 수 있다. 정상인의 발성 강도 변화에 따

른 MPT를 측정한 연구는 있으나 성문폐쇄부전 환자들의 강

도 변화에 따른 MPT 측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측성 성대마비와 성대구증 환자들에

게 강도를 변화시켜 발성하게 하여 정상인의 MPT와 비교함

으로써 집단 간 MPT의 차이 및 강도와 MPT의 관련성을 알

아보고자 한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들의 말 명료도 저하의 주

요 원인인 감소된 음성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호흡훈련과 

발성훈련을 시도하는 Lee Silverman Voice Treatment(LSVT) 

프로그램 사용 시 말 명료도 증가뿐만 아니라 MPT도 증가했

다는 선행연구[9], [10]에 따라 강도와 MPT의 연관성 외에 호

흡량이 MPT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음성 평가를 위해 MPT를 측정할 때에는 보통 편안

한 강도로 발성하게 하고 음성 치료 시에는 큰 강도로 발성하

게 한다. 이와 같이 음성 평가와 치료 시에 다른 강도를 사용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임상에서 성문폐

쇄부전 환자들의 음성 평가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성대마비, 성대구증으로 각각 진단받은 환자

군 41명과 정상군 21명의 음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환자

군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 흉부외과에 내원하여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후두정밀

내시경 검사로 진단받은 환자들이며, 장애별로 성대마비 20명

(평균연령 45.3세)과 성대구증 21명(평균연령 39.3세)으로 구

성되었다. 성대마비군은 양측성 성대마비 환자의 경우 호흡곤

란 증세 등으로 과제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제외되었고, 성대마비의 가장 일반적 형태인 일측성 성대

마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측성 성대마비일지라도 마

비가 가운데 위치해 있으면 음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후두내시경 검사를 통해 부정중위(paramedian 

position)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대구증군은 Ford 등

(1996)[11]이 분류한 3가지 유형 중 정상적인 성대인대로 분류

한 제 1형을 제외하고 전문의 진단 소견상 병적 성대구로 정

의한 제 2형과 제 3형에 속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상군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으로 한국인

의 평균 신장과 체중범위에 속하는 21명(평균연령 43.3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상군 역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진단하였

고, 음성 기능 선별검사지와 면담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상태

를 조사하여 정상범위만 포함하였다.

2.2 연구 방법

2.2.1 MPT 측정

강도 조건에 따른 MPT를 측정하기 위해 첫 번째로 대상자

가 편안한 상태에서 일정한 높이와 강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아/ 모음을 지속발성하게 하였다. 이 과정을 검사자가 1

회 시험보이고 피검자가 3회 연습 과정을 거친 후 MPT를 초

시계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로 최대 강도는 정상군에게 80dB 

정도의 크기를 들려주고 /아/ 모음을 최대한 길게 지속발성하

게 하여 발성지속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환자군은 발성의 

강도를 스스로 원하는 만큼 조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80dB 정도의 소리를 들려주되 대상자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아/ 모음을 최대한 길게 지속발성하게 하여 발성지속

시간을 측정하였다.

2.2.2 호흡기능 평가

MicroQuark를 이용하여 FVC, FEV1, FEV1/FVC를 측정하였

다. 대상자가 똑바로 선 자세에서 공기를 모두 내뱉은 후 마

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공기가 비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비

강을 막고 공기를 최대한 들이마시도록 하였다. 흡기에 공기

를 최대한 많이 들이마신 다음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가능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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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 공기를 모두 내뱉게 하는 방법으로 연속 3회 반복 실시

하여 그 중 최대치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12], [13].

2.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은 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version 18.0, SPSS Inc.)을 이용하였다. 세 집

단 간 강도에 따른 MPT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 간, 집단 별 MPT와 호흡량

(FVC, FEV1, FEV1/FVC)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 대상자 연령, 신장, 체중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변수
정상군
(n=21)

성대마비
(n=20)

성대구증
(n=21) p-값

연령(세) 43.3±11.8 45.3±10.8 39.3±11.9 .239

신장(cm) 165.3±8.7 163.5±7.7 163.1±7.7 .642

체중(kg) 62.1±8.6 63.8±11.8 59.4±10.2 .385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평균±표준편차

3.2 집단 간 강도 조건에 따른 MPT와 호흡량 차이 

비교

집단 간 MPT와 호흡량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표 2>), 편

안한 강도에서 집단 간 MPT 평균은 정상군 집단의 경우 

21.3±5.7sec, 성대마비군 집단의 경우 13.2±5.3sec, 성대구증군 

14.7±7.1sec로, 정상군이 환자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길었다(p < .05). 그러나 최대 강도에서 정상군 집단의 경

우 13.5±3.6sec, 성대마비군 집단의 경우 9.7±5.9sec, 성대구증

군 집단의 경우 11.4±6.0sec로 집단 간 MPT 평균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호흡량 측면에서 FVC와 FEV1 평균은 정상군과 환자군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EV1/FVC 평균은 정상

군과 환자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성대구

증군이 성대마비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다(p < 

.05).

변수†
정상군
(n=21)

성대마비군
(n=20)

성대구증군
(n=21) p-값

MPT_com(sec) 21.3±5.7 13.2±5.31) 14.7±7.12) 0.001

MPT_loud(sec) 13.5±3.6 9.7±5.9 11.4±6.0 0.079

FVC(ℓ) 3.4±0.9 3.6±0.9 3.1±0.7 0.176

FEV1(ℓ) 2.7±0.7 2.9±0.8 2.6±0.6 0.642

FEV1/FVC(%) 80.5±4.6 78.5±8.1 83.9±6.33) 0.030

평균±표준편차

†MPT_com : maximum phonation time in comfortable intensity
MPT_loud : maximum phonation time in louder intensity
FVC : forced vital capacity
FEV1 : 1 second forced expiratory volume
FEV1/FVC : 1 second forced expiratory volume/forced vital capacity
1) 정상군과 성대마비군 간의 p < .05
2) 정상군과 성대구증군 간의 p < .05
3) 성대마비군과 성대구증군 간의 p < .05

표 2. 집단 간 MPT와 호흡량의 one-way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Table 2. Results of one-way ANOVA and Post-hoc of MPT 
and respiratory volume between groups

변수† height weight MPT_
com

MPT_
loud FVC FEV1

FEV1

/FVC

height 1 .439* .367 -.092 -.089 -.047 .298

weight 　 1 -.091 -.248 -.031 -.038 -.028

MPT_
com 　 　 1 .316 .034 .065 .187

MPT_
loud 　 　 　 1 .071 .132 .315

FVC 　 　 　 　 1 .981** -.098

FEV1 1 .094

FEV1

/FVC 　 　 　 　 　 　 1

†MPT_com : maximum phonation time in comfortable intensity
MPT_loud : maximum phonation time in louder intensity
FVC : forced vital capacity
FEV1 : 1 second forced expiratory volume
FEV1/FVC : 1 second forced expiratory volume/forced vital capacity
* p < .05, ** p < .01

표 3. 정상군 집단의 신체특성, MPT, 호흡량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n=21)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of physical characteristic, MPT, 
and respiratory volume of normal group

3.3 신체특성, MPT, 호흡량 간 상관관계 분석

3.3.1 정상군 집단의 신체특성, MPT, 호흡량 간 상관관계 

분석

정상군 집단의 신체특성, MPT, 그리고 호흡량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신장은 체중과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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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height weight MPT_
com

MPT_
loud FVC FEV1

FEV1

/FVC

height 1 .651** .313 .428 .098 .055 -.182

weight 　 1 -.113 -.057 -.071 -.105 -.179

MPT_
com 　 　 1 .808** -.103 -.187 -.395

MPT_
loud 　 　 　 1 -.143 -.218 -.346

FVC 　 　 　 　 1 .945** .085

FEV1 1 .399

FEV1

/FVC 　 　 　 　 　 　 1

†MPT_com : maximum phonation time in comfortable intensity
MPT_loud : maximum phonation time in louder intensity
FVC : forced vital capacity
FEV1 : 1 second forced expiratory volume
FEV1/FVC : 1 second forced expiratory volume/forced vital capacity
* p < .05, ** p < .01

표 5. 성대구증군 집단의 신체특성, MPT, 호흡량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n=21)
Table 5. Results of correlation of physical characteristic, MPT, 

and respiratory volume of SV group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r = .439, p < .05), FVC와 FEV1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 = .981, p < .01).

3.3.2 성대마비군 집단의 신체특성, MPT, 호흡량 간 상관관

계 분석

성대마비군 집단의 신체특성, MPT, 그리고 호흡량 간 상관

관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상자의 신장은 체중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r = .716, p < .01), 체중

은 편안한 강도에서 MPT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 = -.448, p < .05). 또한 편안한 강도에서 MPT는 최

대 강도에서 MPT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r 

= .722, p < .01), FVC와 FEV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다(r = .931, p < .01).

변수† height weight MPT_
com

MPT_
loud FVC FEV1

FEV1

/FVC

height 1 .716** .003 -.071 -.112 -.044 .159

weight 　 1 -.448* -.425 .108 .096 .002

MPT_
com 　 　 1 .722** -.120 -.079 .052

MPT_
loud 　 　 　 1 .186 .169 -.003

FVC 　 　 　 　 1 .931** -.088

FEV1 1 .274

FEV1

/FVC 　 　 　 　 　 　 1

†MPT_com : maximum phonation time in comfortable intensity
MPT_loud : maximum phonation time in louder intensity
FVC : forced vital capacity
FEV1 : 1 second forced expiratory volume
FEV1/FVC : 1 second forced expiratory volume/forced vital capacity
* p < .05, ** p < .01

표 4. 성대마비군 집단의 신체특성, MPT, 호흡량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n=20)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of physical characteristic, MPT, 

and respiratory volume of UVFP group

3.3.3 성대구증군 집단의 신체특성, MPT, 호흡량 간 상관관

계 분석

성대구증군 집단의 신체특성, MPT, 그리고 호흡량 간 상관

관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상자의 신장은 체중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r = .651, p < .01), 편안

한 강도에서 MPT는 최대 강도에서 MPT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 = .808, p < .01). 또한 FVC는 FEV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 = .945, p < .01).

4. 논의 및 결론

성문폐쇄부전을 보이는 성대마비 환자나 성대구증 환자는 

MPT 감소, 증가된 평균호기류율, 발화 중 호기 소모의 특징

을 보인다[14], [15], [12]. 또한 성문폐쇄부전 환자들은 발성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성대내전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도 조절에도 문제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불완전한 성대 접촉으로 성문폐쇄부전을 보이는 성대

마비군과 성대구증군을 대상으로 편안한 강도와 최대 강도에 

따른 MPT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큰 음성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의 기류가 짧은 시간 

동안 성문을 빠져나가 성대가 크게 진동해야 한다[8]. 또한 강

도는 성대 내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성대 접촉의 정도에 

따라서 호기의 흐름이 조절되기 때문에 성대 내전에 의한 성

대 접촉의 정도가 중요하다[16]. 따라서 강도가 증가할수록 공

기량과 성문하압이 증가하며, 성대 내전을 통한 성문접촉률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강도 크기에 따라 성대의 진동주기의 비

율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강도가 증가할수록 성대 개방기에 비

해 폐쇄기의 비율이 커져 성문폐쇄율은 커지게 된다[16], [17], 

[18]. 

집단 간 강도 조건에 따른 MPT를 비교한 결과 편안한 강

도에서는 정상군이 환자군에 비하여 MPT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길었다. 그러나 최대 강도에서는 정상군, 환자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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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강도의 MPT에 비해 MPT가 감소했지만, 집단 간 MPT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발

성의 강도가 증가하게 되면 성문하압이 증가하게 되고, 짧은 

시간에 빠져나가는 공기의 양이 증가하면서 MPT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세 집단 모두 최대 강도에서 MPT가 편안한 강

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간 발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발성지속을 위한 공기의 양과 압력이 필요한데, 만

일 발성 시 성대가 닫혀야할 시점에서 성대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 성문 사이의 면적이 넓어지면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소

모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19], [20]. 본 연구에서 편안한 강도 

시에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MPT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은 것은 성문폐쇄부전 환자들의 경우 성대가 불완전하게 닫

히기 때문에 MPT 감소 및 평균호기류율 증가 등의 특징을 보

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14], [15], [12]. 또한 편안

한 강도에서는 성대 폐쇄기에 비해 성대 개방기가 상대적으로 

길며 강도가 증가할수록 폐쇄기의 비율이 커져 성문폐쇄율은 

증가하게 된다는 선행연구[17], [18]에 근거하여, 최대 강도에

서는 성문폐쇄부전을 보이는 환자군의 성문접촉률 증가로 인

해 MPT의 길이가 향상됐다고 추론할 수 있다. 

폐기능 평가에 이용되는 여러 지표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항목인[21], [22] FVC, FEV1, FEV1/FVC를 측정하여 호흡량을 

분석한 결과, FVC와 FEV1은 정상군과 환자군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EV1/FVC는 성대구증군이 성대마

비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지만 정상군과 환자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선행연구[23]에서 발

성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된 MPT 측정치가 짧았을 때, 과

연 호흡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성대 진동의 

비효율성 때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FEV1/FVC가 성대구증군이 성대마비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지만 FVC, FEV1, FEV1/FVC가 정상군

과 환자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

아 집단 간 강도 조건에 따라 MPT에 차이가 나는 것은 호흡

량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집단 별 신체특성, MPT, 호흡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성대

마비군 집단에서 체중이 편안한 강도에서 MPT와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지만 그 외의 집단에서 신장과 체중은 강도에 

따른 MPT 및 호흡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MPT는 폐활량, 성별, 연령, 신장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는 연구결과[24], [25], [26]가 있으나 강도에 따른 MPT 및 호

흡량에는 신장과 체중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강도에 따른 MPT 상관관계 분석 결과 두 환자군 집

단에서 편안한 강도에서 MPT는 최대 강도에서 MPT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정상군 집단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성대 내전에 의한 성대 접촉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상군 집단의 경우 성대가 정상이기 때문에 성대의 움직임이 

편안한 강도와 최대 강도 모두 발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만, 환자군 집단의 경우 편안한 강도에서 MPT가 길었던 환자

들이 최대 강도에서도 성문접촉률이 높아져 MPT가 길어졌다

고 추론할 수 있겠다. 호흡량은 집단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FVC는 FEV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집단 

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두 강도 조건과 호흡량 간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음성 문제가 

호흡 단계의 문제인지 발성 단계의 문제인지 연구한 최예린

(2009)[12]의 연구에서 성대마비군과 성대구증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MPT가 짧은 것은 호흡의 문제

라기보다 성대 수준에서 성대 밸브의 문제에 기인된 것이라고 

추론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임상에서 시행되는 음성 평가와 음성 치료 측면에서 강도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 연구 결과에서 MPT는 편

안한 강도에서 정상군과 환자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 최대 강도에서는 정상군과 환자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7]에서 

LSVT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과 호흡치료를 실시한 집단의 

음성 강도 평가 결과, LSVT를 제공받은 집단이 음성 강도가 

더 높았고, 뿐만 아니라 성대 내전과 음질, 말 명료도 등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문폐쇄부전을 보이

는 환자의 음성 치료 시에 편안한 강도로 발성하게 하는 것은 

성대 접촉을 강화해주지 못하여 음성 개선에 효과가 없으므로 

치료 시에는 크게 발성하게 하여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을 평가할 때 큰 강도로 발성하는 것

은 정상군과 환자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편

안한 강도로 발성하게 하여 환자를 감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문폐쇄부전을 보이는 환자들의 강도 변화에 

따른 MPT 비교와 MPT와 호흡량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강

도가 크게 변화할 때 환자군의 MPT가 향상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MPT와 호흡량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에서 성문폐쇄부전 환자들의 

음성을 평가할 때와 음성 치료에 사용하는 여러 치료 기법들 

중 강도와 관련된 치료 기법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는 대상 환자의 연령과 

성별을 구분하여 연구하지 않았으나 연령, 성별에 따라 발성 

및 호흡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강도 변화에 따른 MPT와 호흡량만을 측정하여 분

석하였으나 강도와 관련된 성문접촉률, 성문하압과 같은 다른 

변수들도 측정하여 비교한다면 더 신뢰성을 갖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대상자가 낼 수 있는 최대 강도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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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기 때문에 대상자 간 강도에 차이가 발생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자간 강도를 

동일하게 측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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