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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성악인과 일반인 발성의 음향학적 및  

공기역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연구 배경 : 최근 들어 음성언어 진단 기기가 발달 함에 따라 가수, 성악인과 

같이 음성 전문인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성악인과 정

상인에게 동시에 음성역학적검사를 시행하여 그 차이를 비교해 보려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객관적인 음성역학적 검사 중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음성효율도와 전기성문파형검사를 이용하여 노래를 전공으로 하는 성악인

과  일반인들의 결과를 분석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고 발성 특징을 비교

해 보았다. 연구 방법 : 성악인과 일반인 남녀 각 10명에게 Nagashima 

phonatory function analyzer를 이용하여 기본주파수, 음강도, 평균호기류율, 성

문하압을 구하였고 , Lx speech studio로 성대접촉율, jitter, shimmer를 분석하

였다. 가곡 "그네"(김말봉시, 금수현곡)의 첫 부분인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물린 

저댕-기가"에 해당부분을 모음/아/로 바꾸어 부르면서, 첫 음인 /세/(D)와 이보

다 한 옥타브 위의 음인 /저/(D)에서 상기 두 검사를 진행하여 음성효율도와 성

대접촉율을 산출하였다. 각 피검자에게서 한 조건에서 3회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검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중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각 결과의 평균, 표준편차를 비교하

였고 유의 수준은 95%로 하였다. 결과: 남자 성악인의 경우 일반인 군에 

비해 고음에서 음의 강도(p < .001), 성대접촉율(p = .025)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며, 이의 영향으로 음성효율도도 크게 증가하였

다(p < .001). 반면 여자의 경우 두 군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결론: 

남자의 경우 성악인은 일반인에 비해 효율적인 발성을 하며 이는 공기역

학적으로 호기류율과 성문하압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성문의 접촉을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여자의 경우 다양한 결과

는 아마도 성구 변환 및 여성의 특이한 발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핵심 되는 말 : 성악인, 전기성문파형검사, 공기역학적검사, 음도, 강도, 
평균호기류율, 성문하압, 성문폐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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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인과 일반인 발성의 음향학적 및  

공기역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최홍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안  성  윤 

 

I. 서론 

발성의 과정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성대의 내전에 의해서 폐

쇄된 성문에 폐에서 발생한 호기가 도달하면 성문하압(subglottic 

pressure)과 성대의 탄력 및 베르누이 효과(Bernoulli effect)가 서로 

작용하여 성문은 수동적으로 개폐운동을 시작하게 되며 그 결과로 호기

류는 단속되어 소밀파(refraction and compression)인 후두원음(glottal 

sound)이 생성된다1. 이 후두원음이 성도(vocal tract)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주파수의 모임으로 변형이 되는 공명(resonance)이 일어나고, 혀와 

입술의 운동으로 최종적으로 조음(articulation)이 이루어져 우리가 귀

로 듣는 음성이 된다.2  

발성장애의 진단 및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호기가 얼마나 효율적

으로 음성의 음원생성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다. 발성시의 호기사용의 효율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Van den Berg3가 

1956년에 처음으로 정의한 음성효율(vocal efficiency 혹은 glottal 

efficiency)이다. 이 정의에 의하면 성문에 있어서의 효율은 생성된 목

소리의 힘과 성문하 호기의 힘의 비로 나타난다. 성문하의 힘은 성문하

압과 호기류율의 합으로 표현되는데, Carroll은 4 공기효율은 실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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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Vocal efficiency (VE) 

=  Acoustic power, watts      =   4×3.14×R2×Sound intensity 

    Aerodynamic power, watts      airflow rate×subglottic pressure 

(R은 측정시의 반지름, 통상 0.3m에 해당함) 

 

따라서 음성효율을 알기 위해서는 소리의 강도, 성문하압, 

호기류율을 동시에 측정할 필요가 있다. 가장 직접적이면서 신뢰성이 

높은 측정법은 기관내 천자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침습적이고 

환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또 성문을 통하여 소형의 압력 

변환기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으나 자연스러운 발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기기의 사용도 용이하지 않다5. 반면에 기류저지법(Airway interruption 

test)은 기관내 천자 법처럼 성문하압을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 발성중의 어떤 짧은 시점의 호기압을 측정하는 것이다. 

폐로부터 나온 호기는 하기도의 기류저항을 거쳐 성문하에 도달하게 

되므로 기류저지법에 의해 측정되는 호기압이 성문하압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Bonhuys 등의6. 보고에 의하면 정상인의 경우 

폐포부터 성문하까지의 저항은 무시하여도 좋을 만큼 작은 양이므로 

하기도의 기류저항에 변화가 없는 한 폐에서 방출되는 호기압으로 성문 

하압을 대치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기류저지법은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나 비침습적이며 동시에 여러 검사를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간편한 검사법으로 현재 많은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공기역학적검사에 널리 사용되는 Phonatory function analyzer 

(Nagashima Ltd., Model PS 77H, Tokyo, Japan)는 기류저지법을 이용한 

간접적인 검사방법으로 발성시의 성문하압(subglottic pressure, 

mmH2O)과 평균호기류율(Mean flow rate, MFR, ml/sec), 음압(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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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dB) 및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Hz)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Fig 1).  

 

 

Fig. 1. Phonatory function analyzer 

 

음성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소리의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는 호흡이고 다른 하나는 성대 접촉에 의한 

성대의 진동이다. 따라서 발성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성문하압, 호기류등을 알 수 있는 공기역학적검사 장치 외에도 

성대의 접촉 및 진동 양상을 볼 수 있는 성문파형검사 장치가 

필수적이다. 발성 시 성대의 진동 및 접촉 양상을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초고속영화촬영(ultra speed cinematography), 후두스트로스코피 

(Laryngeal stroboscopy), 전기성문파형검사(Electroglottography)등이 

있다 7 , 8 , 9 . 이 중 전기성문파형검사는 갑상연골 양측 피부에 부착시킨 

전극을 통해 전기의 저항(impedance)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성대가 

열려있을 때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 저항이 커지고, 성대가 닫히면 

저항이 작아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특정한 그래프(성문파형)를 얻어 이 

것을 통해 성대의 접촉 및 진동양상을 보는 방법이다10. 전기성문파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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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대진동의 폐쇄기의 상태를 특징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결국 성대접촉 면적의 변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9. 

이 때 얻어지는 정보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검사자가 주관적으로 

파형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진동 

파형의 각 부위에서 시간별, 진폭별 변화를 계수화 시키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11 . 전기성문파형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치로는 

성문폐쇄율(closed quotient, CQ, Qx), 성대접촉속도율(speed quotient, 

SQ), jitter, shimmer, HNR(Harmonic-Noise Ratio)등이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할 Lx Speech Studio(Laryngograph Ltd., London, UK)는 

2000 년 영국에서 개발된 제품으로 window 환경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와 기존의 전기성문파형검사기를 결합한 기기로 일정하게 

발성이 이루어진 특정 구간을 분석하여, 위에서 언급한 객관적인 

수치들을 비교적 쉽게 산출해 낸다(Fig. 2).  

 

Fig. 2. Lx Speech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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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음성검사를 위한 기기들이 발전함에 따라 성대결절, 

성대폴립과 같은 병변이 있는 경우나 암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수술 후 변화를 12  보거나 정상인 5 혹은 음성을 전문으로 사용하는 

가수나 성악인을13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성악인과 

일반인에게 동시에 음성검사를 시행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려는 연구가 

시도 되었는데, 국내의 경우, 정(1998)이 14  기류저지법을 이용하여 

성악인과 일반 정상인을 비교하여 성악인의 음의 높이와 음의 강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정상인에 비해 증가되어 있었고, 호기류율과 

호기압도 통계적인 의의는 없었지만 평균적으로 정상인들의 검사치에 

비해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성악인과 일반인을 비교함에 있어서, 

공기역학적 검사나 전기성문파형검사 중 하나만을 주로 사용하였고 검사 

조건도 평서문 형태의 모음 위주로 되어있어 실제 노래를 부르는 

환경에서 성악인의 발성이 일반인과 비교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음성역학적 

검사 중 최근에 대두 되고 있는 음성효율도와 전기성문파형검사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성악인과 일반 정상인의 결과를 분석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고 발성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음악 교육 및 발성 치료와 

같은 임상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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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성악인 군은 서양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10 대에서 30 대 

사이의 남/여 성악인 각 10 명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성악과에 

재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전문 성악인들로 구성하였으며, 

후두 질환의 병력이 없으며 간접후두내시경 상 특이 소견이 없고 현재 

음성장애를 호소하지 않는 자들로 하였다. 일반인 군은 성악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과거력 상 음성장애가 없고 간접후두내시경상 

정상성대를 가진 남/여 각 10 명으로 성악인 군과 비슷한 연령대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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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전기성문파형검사 (Electroglottography)  

Lx Speech Studio(Laryngograph Ltd., London, UK)의 

SPEAD(Speech Pattern Element Acquisition and Display)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공기역학적 검사의 기류저지셔터가 눌러지기 직전의 

안정된 발성구간 중 약 200ms 를 분석구간으로 지정한 후, Voice 

Profile Analysis 를 하여 기본주파수(Fx), 성문폐쇄율(Qx), Jitter, 

Shimmer 을 측정하였다(Fig. 3). 

 

 

Fig. 3. Lx Speech Studio 를 이용한 음성분석검사. SPEAD 는 4 개의 

채널에서 Speech pattern element display, speech spectogram, 

fundamental frequency contours, Lx contact quotient contours 의 

analoque waveform 을 실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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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역학적 검사  

Phonatory function analyzer(Nagashima Ltd.. Model PS 77H, 

Tokyo, Japan)를 이용하였다. 호흡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마스크를 

사용하였으며 가곡 "그네"(김말봉시, 금수현곡)의 첫 소절인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물린 저댕-기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음/아/로 바꾸어 

부르게 하였다(Fig 4). 

 

 

Fig. 4 “그네”(김말봉 시, 금수현 곡) 의 첫 소절 

 

이 중 첫 음인 /세/와 이보다 한 옥타브 위의 음인 /저/에서 

길게 끌도록 한 후 기류 저지 셔터를 눌러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necy), 성문하압(subglottic pressure), 평균호기류율(mean 

flow rate), 음의 강도(intensity)를 측정하였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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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발성지속시간(maximal phonation time, MPT) 은 초시계를 

이용하여 편안한 자세에서 충분히 흡기한 후 편안한 발성으로 “아’ 

모음을 가능한 길게 지속하게 하여 이를 3 회 측정한 후 가장 큰 

값을 채택하였다. 

 

 

 

Fig. 5. 기류저지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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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각 피검자에서 3 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나온 개인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기본주파수의 분석에는 전기성문파형 검사에서 측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검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중 independent t-test 를 이용하여 각 결과의 

평균, 표준편차를 비교하였고 유의 수준은 9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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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평균 연령은 일반인 남자 28.7 세(24-31 세), 일반인 여자 

24.4 세(20-29 세), 성악인 남자 23.1 세(19-29 세), 성악인 여자 

21 세(19-23 세)였다. 경력은 성악인 남자는 평균 6.1 년(1-10 년)으로 

성악과 대학생 3 명, 대학원생 이상 7 명 이였고, 음역은 테너가 4 명, 

바리톤이 4 명, 베이스가 2 명이었다. 성악인 여자는 평균 5.9 년(1-

10 년)으로 대학생 5 명 대학원생 이상 5 명으로 음역은 모두 

소프라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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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역학적 검사 

 

 

가. 음도 (기본주파수, Fundamental frequency) 

 

phonatory function analyzer 에서 측정되는 음도는 정수로 

표시되며 지속발성 중 기류저지를 시행한 때의 변화기 출력의 

간접적인 아날로그 기록이다. 따라서 이 번 연구에서는 좀더 정확한 

전기성문파형검사인 Lx Speech Studio 에서 측정되는 음도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나, 두 검사 기기에서 측정된 음도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Table 1). 

 

Table 1. 공기역학적검사 및 전기성문파형검사에서 측정된 음도의 

비교(/세/음)1 

 

  Fundamental frequency 

  
Phonatory Function 

Analyzer 
Lx Speech studio* 

NS 123.53± 6.12 124.71± 6.18 
Male 

S 136.83±14.93 138.17±16.38 

NS 248.53±24.83 257.10±41.68 
Female 

S 285.70±18.94 286.84±19.35 

1.단위는 Hz 이고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2.* : 두 검사기기에서 측정된 수치 간의 비교, p > .05 

즉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Lx Speech Studio 의 검사 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해도 됨을 알 수 있다. 

N-S: Non singers, S: Si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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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도 (Intensity, dB) 

 

강도 변화를 보면 고음 발성 시 성악인의 강도 증가가 의미 

있게 일반인에 비해 컸으며, 저강도 조건에서 고강도 조건으로의 

변화량을 볼 때, 남자의 경우 일반인은 2.9dB, 성악인은 

10.56dB 으로 성악인에서 그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p 

< .001), 여자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었다.(Table 2). 

  

Table 2. 발성음에 따른 강도의 변화 1 

 

  Intensity 

  /세/ /저/ 

NS 75.00±2.78 77.90±4.43 
Male 

S 74.36±2.78 84.93±3.03*† 

NS 68.86±2.50 75.66±4.03 
Female 

S 71.00±3.63 79.66±3.80‡ 

1.단위는 dB 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 : /저/음에서 남자군 내에서의 비교, P < .001 

†: /세/음과 /저/음 사이의 남자군 내에서의 변화량의 비교, 

 p < .001  

‡: /저/음에서 여자군 내에서의 비교, P = .035 

N-S: Non singers, S: Singers. 

 



 15

다. 평균호기류율 (Mean flow rate) 

 

남자의 경우 /세/음에서 성악인 군이 일반인 군보다 

평균호기류율이 작으나 한 옥타브 상승한 /저/음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여자의 경우 성악인 군이 

모든 음에서 일반인 군에 비해 평균호기류율이 컸으며, /세/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Table 3. 발성음에 따른 평균호기류율의 변화 1 

 

  MFR 

  /세/ /저/ 

NS 225.46±74.15 230.60±72.51 
Male 

S 195.80±65.50 242.06±94.27 

NS 143.63±30.91 186.46±36.85 
Female 

S 177.76±39.89* 215.16±57.51 

1.단위는 ml/sec 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 : /세/음에서 여자군 내에서의 비교, P = .046 

MFR: Mean Flow Rate.  

N-S: Non singers, S: Si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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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문하압 (Subglottic pressure, Psub) 

 

성문하압을 보면 남자군의 경우 성악인이 일반인에 비해 

/세/음에서는 낮았으나 /저/음에선 같은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여자군의 경우 일반인과 성악인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같은 음 

하에서 두 비교군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Table 4). 

 

Table 4. 발성음에 따른 성문하압의 변화 1 

 

  Psub 

  /세/ /저/ 

NS 78.10±23.89 111.60±31.60 
Male 

S 69.10±24.09 111.00±38.73 

NS 75.76±28.96 104.43±30.06 
Female 

S 74.36±20.50 107.13±28.78 

1.단위는 mmH2O 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Psub: Subglottic pressure. 

N-S: Non singers, S: Si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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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대발성지속시간  (Maximal phonation time, sec) 

 

최대발성지속시간은 성악인 군에서 일반인 군에 비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Table 5). 

 

Table 5. 최대발성지속시간 1 

 

  MPT 

NS 21.59±2.05 
Male 

S 33.27±10.41* 

NS 15.71±2.57 
Female 

S 25.90±6.25† 

1.단위는 sec 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 : 남자군내에서의 비교, p = .003 

†: 여자군내에서의 비교  p < .001  

MPT: Maximal phonation time. 

N-S: Non singers, S: Si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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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성문파형검사 

 

가. 음도 (Fundamental Frequency) 

 

정확한 발성을 위해 피치파이프(pitch pipe)로 /D/음을 들려주어 

청각적 피드백을 주었으며 전기성문파형 검사에서 나온 기본주파수는 

다음과 같다(Table 6). 여자군의 경우 일반인과 성악인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나 남자군의 경우 일반인의 발성 음도가 성악인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은 음을 발성 하였다. 

 

Table 6. 발성음에 따른 음도의 변화 

 

  Fundamental frequency1 

  /세/ /저/ 

NS 124.71± 6.18 246.72±12.45 
Male 

S 138.17±16.38* 285.01±47.72† 

NS 257.10±41.68 496.19±50.18 
Female 

S 286.84±19.35 533.69±95.19 

1.단위는 Hz 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 : 일반인 남자군과 성악인 남자군의 /세/음 발성 시 비교, P = .026 

†: 일반인 남자군과 성악인 남자군의 /저/음 발성 시 비교, P = .025 

N-S: Non singers, S: Si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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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문폐쇄율 (Closed Quotient, Qx) 

 

남자의 경우 성악인 군이 /세/음에서 /저/음으로 변화 시 

성문폐쇄율이 일반인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했으나, 

여자의 경우 반대로 성악가군에서 /저/음에서 오히려 성문폐쇄율이 

감소하였다(Table 7). 

 

Table 7. 발성음에 따른 성문폐쇄율의 변화 1 

 

  Closed Quotient (Qx) 

  /세/ /저/ 

NS 51.31±4.28 50.47 ±5.90 
Male 

S 52.28±6.72 56.96 ±5.91* 

NS 46.01±6.27 39.60 ±5.55 
Female 

S 42.48±9.41 33.64 ±6.91† 

1.단위는 %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 : /저/음에서 성악인 남자군과 일반인 남자군의 비교, p = .025 

†: /저/음에서 성악인 여자군과 일반인 여자군의 비교, p = .048 

N-S: Non singers, S: Si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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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Jitter/Shimmer 

음성의 안정도를 나타내는 jitter, shimmer 의 값은 다음과 

같았다(Table 3). Jitter 는 성악인 군에서 /세/음에서 일반인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되었으며, shimmer 는 /저/음에서 의미 

있게 감소되었다(Tabel. 8). 

 

Table 8. 발성음에 따른 Jitter 및 shimmer1 

 

  Jitter Shimmer 

  /세/ /저/ /세/ /저/ 

NS .314±.12 .283±.12 11.45 ±5.27 6.88 ±1.93 
Male 

S .852±.49* .409±.24 9.37 ±6.81 3.23 ±2.51* 

NS .285±.10 .796±.57 9.13 ±3.83 8.17 ±6.47 
Female 

S .581±.40* .706±.72 8.31 ±5.40 5.36 ±2.66* 

1.단위는 %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 : /저/음에서 각 군간의 비교, p < 0.05  

N-S: Non singers, S: Si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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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성효율도(Vocal efficiency) 

음성효율도는 공기역학적 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의 

수식에 넣어 계산을 하였다. 여자군에서는 성악인과 일반인 사이에 차이

가 없었으나, 남자의 경우 성악인의 음성효율도가 일반인에 비해 약 10

배 가량 높아졌다. 

 

Vocal efficiency (VE) 

=  Acoustic power, watts      =   4×3.14×R2×Sound intensity 

    Aerodynamic power, watts     airflow rate×subglottic pressure 

(R은 측정시의 반지름, 통상 0.3m에 해당함) 

 

Table 9. 발성음에 따른 음성효율도 1 

 

  Vocal efficiency 

  /세/ /저/ 

NS 2.63±1.17 3.96±3.17 
Male 

S 3.05±1.40 16.1±4.82* 

NS 1.30±1.26 6.07±1.26 
Female 

S 1.53±1.10 6.41±5.64 

1.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며 각 값에 10-3을 곱해야 함. 

* : /저/음에서 성악인 남자군과 일반인 남자군의 비교, p < .001 

N-S: Non singers, S: Si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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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유명한 가곡을 부르면서 한 

옥타브의 음도 증가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고자 하였기에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검자들로 하여금 검사 대상이 된 가곡과 

친숙해져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검사 전에 

기존에 녹음된 노래를 들려 주면서 수 차례 따라 부르게 하여 

익숙하도록 하였으며 검사 시에도 피치파이프로 청각적 단서를 

제공하였다. 남자의 경우 저음도인 /세/음은 /D4/에 해당하는 

144Hz 부근을, 고음도인 /저/음은 /D5/에 해당하는 288Hz 부근을 

발성해야 하며 여자의 경우 한 옥타브씩 상승된, /D5/, /D6/(576 Hz)를 

발성해야 하나 일반인 군의 경우 목표음보다 상당히 낮은 음을 내었으며, 

특히 남자 일반인의 경우 거의 한음이 낮은 /C/음에 해당하는 음을 

발성하였다. 이는 아마도 검사 방법 때문으로 생각된다. 기류저지검사를 

위해 마스크를 사용하였는데 마스크로 인하여 자신이 발성하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음악적 청음 능력이 떨어지는 일반인의 

경우 플랫(flat)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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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발성음에 따른 음도 변화. 일반인의 발성음이 성악인의 그 

것보다 다소 낮으나 비슷한 범위 내에서 발성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남자군의 고음이 여자군의 저음과 같은 범위에 있다. N-S-M: Non singer 

male, S-M: Singer male, N-S-F: Non singer female, S-F: Singer 

female, LI: Low tone,/세/, HI: High tone,/저/. 

 

 

그러나 비록 목표음도를 발성하지는 못 했지만 일반인의 경우 

모두 한 옥타브를 증가시키는 조건은 만족하였고(남자:124Hz→246Hz, 

여자: 257Hz→496Hz), 손(1997)의15 연구에서 한 조건 내에서 목표음의 

변동 허용 기준을 ± 2 semitone(반음), ±5dB 이내로 정한 것을 고려 

할 때 일반인과 성악인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문하압을 보면 남자군의 경우 성악인이 일반인에 비해 /세/음에

서는 낮았으나 /저/음에선 더 많이 증가하여 같은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여자군의 경우 일반인과 성악인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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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호기류율은 남자의 경우 /세/음에서 성악인 군이 일반인 

군보다 평균호기류율이 작으나 한 옥타브 상승한 /저/음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여자의 경우 성악인 군이 

모든 음에서 일반인 군에 비해 평균호기류율이 컸으며, /세/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46). 

강도 변화도 비슷한데, 일반인 남자의 경우 /세/음에서 

75.00±2.78dB, /저/음에서 77.90±4.43dB로 평균 증가량은 

2.90±3.12dB 이였으며, 성악인 남자는 /세/음에서 74.36±2.78dB, 

/저/음에서84.93±3.03dB로 평균 증가량은 10.56±2.61dB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악인 군에서의 변화량이 컸다(p < .001). 여자의 경우에는 

/저/음에서 성악인 군의 음강도가 일반인 군에 의미있게 높았으나 

증가량에서는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서양음악을 전공한 성악인은 호흡 및 공명 

방법에 대해 훈련을 받게 되고 호흡조절에 의해 성문하압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강도 및 음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6 . Sundberg, 

Titze등의 연구에서 17 . 성악가들은 약 한 옥타브 정도 기본 주파수가 

증가할 때 성문하압은 두 배가되며 성문하압이 두 배가 되면, 보통의 

발성 보다 음의 강도가 약 8-9db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다. 이 번 

연구 결과에서도 저강도 조건에서는 일반인 군이 성문하압은 더 높으나 

평균호기류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고강도 조건에서는 성악인 군에서 

성문하압 및 평균호기류율의 상승폭이 더 커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성악인은 음의 강도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균호기류율 및 성문하압이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아마도 

개인의 차이, 좋은 공명, 우수한 성대 조절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어진다.  

성문폐쇄율을 보면 남자의 경우 성악인 군이 /세/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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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음으로 변화 시 일반인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했으나, 

여자의 경우 반대로 성악인 군에서 /저/음에서 오히려 성문폐쇄율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일까? 성문폐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성 강도로, 발성 

강도와 성문폐쇄율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강도의 크기에 따라 성대의 진동주기의 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강도가 낮은 음일 때는 페쇄기에 비해 개방기가 상대적으로 길며 강도가 

증가할수록 페쇄기의 비율이 커져 성문폐쇄율은 커지게 된다18,19. 또한 

음도(주파수)의 증가도 성문폐쇄율을 증가시키나 음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강도 변화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9.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남성 성악인의 경우 음도 증가 시 모두 성문폐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Table 2). 그러나, 여성 성악인의 경우 성문폐쇄율의 

변화는 다양하며 많은 피검자에서 고음도 조건에서 오히려 성문폐쇄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Howard등(1995)의 20 , 21  연구에 의하면 

피검자들의 음성 전공/훈련 기간과 성문폐쇄율 사이에는 특수한 함수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남성 성악인의 경우 기본주파수에 

상관없이 성악 훈련의 기간이 증가 할수록 성문폐쇄율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으나, 여성 성악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낮은 

음도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높은 음도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경계가 되는 음도의 결정은 

성구(vocal register)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구란 

일반적으로 음이 점차로 변함에 따라 같은 기전 하에서 낼 수 있는 

연속된 음렬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의 성구(speaking 

register)는 진성구(modal register)와 가성구(falsetto register)로 

구분하고, 노래할 때의 성구(singing register)는 흉성구(c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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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두성구(head register), 가성구(falsetto register)로 구분하며 혹은 

흉성구와 두성구 사이에 중성구(middle register)를 두기도 한다 22 . 따라서 한 

성구에서 다른 성구로 바뀔 때는 현저한 이행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위를 

‘성구변환’(voice transition, 혹은 register break points)이라고 한다23.  

성악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노래를 좋아하는 일반인 모두에게 고

음을 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훈련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고음을 내려고 할 때 어는 정도 음역이 올라가면 소리가 갈라지거나 더 

이상 같은 음색으로는 올라갈 수 없게 되고 급격히 가성으로 바뀌게 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훈련된 성악인은 고음을 내는 경우 에는 

passagio(vocal register transition)라 불리는 성악적 테크닉을 사용하

여 고음을 내는데 passagio를 하면 흉성과 두성 사이에 음색의 큰 변화 

없이 매끄럽게 고음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보다 높

은 음역을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passagio를 한 소리는 전혀 부담스럽

지 않고 시원스러우며 잘 공명된 소리를 내게 된다22. passagio를 하는 

음역은 사람마다 다르고 소리의 질, 모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흉성구나 중성구에서 두성구로 바뀌는 음역에서 

passagio를 한다. 여자의 경우 흉성에서 두성으로의 passagio는 약 

400Hz - 500Hz 정도에서 나타나게 되며 이 음을 경계로 어떤 성구로 발

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문폐쇄율의 값은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된다21. 따

라서 이 음역대가 아닌 다른 음을 기준음으로 사용하거나, 경력이 풍부

한 여성 성악가를 대상으로 했다면 남성 성악가의 결과와 동일하게 강도 

증가 시 성문폐쇄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발성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jitter와 shimmer를 보면 /세

/음에서는 성악인의 jitter가 더 컸으나 /저/음에서는 오히려 shimmer만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일반적으로 한 피검자에서도 발성

의 조건에 따라 발성의 안정성은 일정치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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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tter, vF0(fundamental frequency variation), shimmer, vAm(peak 

amplitude variation)는 일반적으로 강도 및 음도가 크고 높은 경우에 

안정적이라고 한다. 또 음도 및 강도가 모두 발성의 안정도에 영향을 주

지만, 음도보다는 강도의 변화 정도가 발성의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15. 본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세/음에서는 음도와 강

도가 모두 낮으므로 iitter, shimmer 가 두 군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가 

/저/음에서 음도, 강도 가 높아짐에 따라서 좀 더 안정적인 발성이 가능

한 성악인 군에서 유의하게 수치의 호전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음성효율도는 여자군에서는 성악인과 일반인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나, 남자의 경우 성악인의 음성효율도가 일반인에 비해 약 10 배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차이는 위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성 강도의 

증가 때문이다. 발성의 강도는 성문하압 외에도 성대내전, 기본주파수, 

음형대주파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가운데 

성대내전에 의한 성대접촉의 정도가 중요한데 접촉의 정도에 따라서 

호기의 흐름이 조절되기 때문이다. 즉 성악인들은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pressed phonation’과는 달리 ‘flow phonation’구사하여 

성문의 폐쇄기를 길게 함으로써(성문폐쇄율의 증가) 성문하압을 

증가시키고 음압을 크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7. 실제로 본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남자 성악인에서는 한 옥타브 고음인 /저/에서 

일반인에 비해 성문폐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음의 강도 변화에는 성문하압의 변화 뿐 아니라 성문의 

내전을 통한 성대 접촉과 같은 다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성악인의 경우 공기역학적으로 큰 변화가 없이 성대 접촉을 증가 

시킴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발성을 한다고 추론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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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실제 음악 연주에서 성악인의 발성이 일반인과 다른 점을 알아

보기 위해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남녀 성악인 각 10명과 일반인 각 10명

을 대상으로 가곡 ‘그네’ 중 한 옥타브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음도에서 

전기성문파형검사와 공기역학적검사 시행하였으며 음성효율도를 계산하

였다. 남자 성악인의 경우 일반인 군에 비해 고음에서 음의 강도, 성대

접촉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며, 이의 영향으로 음성효율

도도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여자의 경우 두 군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

다. 아마도 이는 성구 변환 및 여성의 특이한 발성(고음 발성 시 성대를 

약간 열어주면 발성하는 것) 양상 때문으로 생각된다.  

남자 성악인의 결과를 볼 때 성악인은 일반인에 비해 효율적인 

발성을 하며 이는 공기역학적으로 호기류율과 성문하압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성문의 접촉을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성구변환을 고려하여 다양한 음도에서 강도 변화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가 성악인의 발성을 이해하며 나아가서 발성치료, 

성악치료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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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tive evaluation of elelctroglottography and 

aerodynamic study in trained singers and  

untrained controls under different two pitch 

 

Sung Yoon Ah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ong-Shik Choi) 

 

Background and Objectives: Aerodynamic study is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e vocal efficiency in translating air flow to 

acoustic sign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rained singers and untrained controls under 

different two pitch by simultaneous using the airway interruption 

method and electroglottography(EGG).  

Materials and Methods: Under singing a Korean lied ‘Gene’, 

20(male 10, female 10) trained singers were studied on two one-

octave different tone. Mean flow rate(MFR), subglottic 

pressure(Psub) and intensity were measured with aerodynamic test 

using the Phonatory function analyzer. Closed quotients(Qx), jitter 

and shimmer were also investigated by EGG using Lx speech studio. 

These data were compared with that of normal controls.  

Results: MFR and Psub were increased on high pitch tone in all 

subject group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ing of Qx and 

intensity were observed in male trained singers on high pitch 

tone(p < .05). Beacasue of increasing of Qx and intensity, vocal 

efficiency w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in male singers(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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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e trained singers’ phonation was more efficient than 

untrained singers. The result means that the trained singers can 

increase the loudness with little changing of mean flow rate, 

subglottic pressure but more increasing of glottic closed quotients.  

------------------------------------------------------------------- 

Key words: trained singers, EGG, aerodynamic study, frequency, 

intensity, MFR, subglottic pressure, closed quo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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