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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글글글글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

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논문을 지면에 내어 놓았습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 동안 무엇보다도 ‘인내’와 ‘겸손’을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을 통해 이 논문을 완성하였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찾으라고 인준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졸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고 첫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명감 가지고 

헌신하려고 기도하고 ‘언어병리학’이란 학문의 길에 들어선 지 어언 10년이 되

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첫 시작의 마음보다는 학문에 대한 욕심과 열정만 쌓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합니다.      

  이 논문의 실험부터 이 논문을 마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를 늘 배려해주시고, 언제나 부족한 저를 믿어

주시며, 저의 논문 주제와 저의‘음성학’학문의 지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최홍식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의 실험 과

정을 처음부터 도와주시고, 연구실에서 저에게 항상 조언해 주시고, 늘 음으로 양

으로 도와주신 남도현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음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진로를 인도해주셨고, 이 논문의 큰 틀을 마련해주

신 심현섭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어병리학 박사과정 중에 학문과 인생의 

상담자이자 이 논문의 과정 중에 저를 걱정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긴 글을 꼼

꼼히 읽어주시고 조언해 주신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지도교수님이신 김향희 교수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논문을 잘 끝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재활병원장 박은숙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논문의 연구 설계와 통계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친히 이 

논문의 자료의 결과를 해석해 주시고 교정해 주신 남정모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또한 이 논문의 실험 기기의 개발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의공학과 김덕원 교수님과 이 기기의 개발과 수정을 위해 동고동락한 생체



공학협동과정 이승훈 선생님과 정원혁 선생님, 기기의 시제품을 개발한 남기창 선

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의 설계에 대해 조언해주시고 늘 격려해 

주셨던 김병욱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 때마다 전화로 안부를 물

어보시고 기도해 주신 노혜성 목사님, 임덕규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늘 바쁜 딸을 위해 따

뜻한 아침밥을 챙겨 주시며 격려해 주신 고마우신 어머니, 공부하는 딸의 책상을 

손수 만들어 주셨고 공부하는 딸을 기뻐하셨던 돌아가신 그리운 아버지, 바쁜 엄

마 자리를 대신 해 주시고 며느리의 부족한 점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딸처럼 챙겨주신 고마우신 어머님,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준 동생들에게 감사의 마

음을 전합니다. 누구보다도 공부하는 아내를 이해해 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

해 주고 희생을 사랑으로 여기며 멀리 미국에서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힘이 되어 

준 사랑하는 남편과 누구보다도 바쁘고 힘들어 하는 엄마를 이해해 주고 응원해 

준 사랑하는 아들 재우와 이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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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정상인과 정상인과 정상인과 정상인과 음성질환자의 음성질환자의 음성질환자의 음성질환자의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동적 동적 동적 동적 기능 기능 기능 기능 및 및 및 및 호흡호흡호흡호흡----발성 발성 발성 발성 협응협응협응협응

                                기능 기능 기능 기능 평가평가평가평가: : : : 음성음성음성음성, , , , 성문 성문 성문 성문 및 및 및 및 호흡 호흡 호흡 호흡 통합검사장치 통합검사장치 통합검사장치 통합검사장치 활용활용활용활용

      정상적인 소리 산출은 호흡 기관과 후두 기관 간의 빠르고 정확한 협응과 상

호작용을 거친다. 음성질환자가 보이는 불완전한 성문폐쇄나 성대진동의 불규칙성

은 음성 산출에 있어서 호흡 기관과 후두 기관 간의 효율적인 호기류의 사용에 

방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호흡과 발성은 구분되어 평가하기 보다는 협응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기에 의한 

호흡 및 음성 평가들은 정량적 수치를 제공하나 이러한 측정치들은 호흡 또는 발

성에 대한 각각의 정보만 제공하며, 그 결과를 어떻게 치료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

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

상적인 발성 중에 호흡의 신호를 측정할 수 있으며, 발성 시 공명, 조음기관에 영

향을 주지 않고 호흡과 성문 및 발성의 기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음성, 성문 

및 호흡 통합검사장치를 이용하여 정상 성인 집단 55명, 성문의 불완전한 폐쇄를 

보이는 양성성대질환자 20명 및 성대마비환자 15명을 포함한 총 90명을 대상으

로 /아/모음연장발성 시 호흡의 동적인 기능과 호흡의 패턴을 비교하였다. 또한 

발성 시 타이밍과 관련하여, 호흡-발성 간 시간적 조절 관계 기능 및 발성 시 호

기 소모에 따른 발성 개시 1초 후, 중간, 발성 종료 1초 전의 성대진동패턴과 음

향학적 특징을 비교하였고, 호흡 ․ 발성 기능에 대한 동시적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호흡의 동적 기능은 정상군과 음성질환군에서 흡기와 호기 시 흉곽의 두드러진 

움직임이 관찰되었으며, 모든 집단에서 복부에 비해 흉식 호흡의 비율이 더 높았

다. 호흡의 패턴은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 성대마비군에서 모두 흉식 호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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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성대마비군은 상대적으로 정상군이나 양성성대질환

군에 비해 흉식 호흡의 비율이 높았으며, 정상군은 복식 호흡의 비율이 높았고, 

양성성대질환군은 모순된 역행(paradoxical)의 호흡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성

별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호흡 패턴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 > .05). 호흡의 동적 기능 중  최대흡기량과 흡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흉식 호흡의 비율은 성대마비군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p > .05). 또한, 최대호기량은 성대마비군에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으며(p > .05), 호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흉식 호홉의 비율은 

성대마비군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하게 높았다(p < .05). 

2. 후두와 흉벽 움직임 조절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흉곽, 복부, 후두 간 조

절 시간은 조절 움직임 시간부터 발성 개시 전까지의 기간을 측정하였다.  정상군

의 복부 조절시간은 평균 2.0초, 흉곽 조절시간은 평균 1.8초로 복부 움직임이 흉

곽 움직임보다 선행하였다. 양성성대질환군과 성대마비군의 복부 조절 시간은 각

각 평균 1.5초, 1.5초이었고, 흉곽 조절 시간은 각각 1.7초, 평균 2.5초였다. 정상

군과 달리 두 음성질환군에서는 흉곽움직임이 복부 움직임보다 선행하였으며 특

히, 성대마비군에서는 이른 흉곽움직임과 가장 늦은 복부움직임을 보였다.  

3. 호흡-발성 간 시간적 협응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 흡기가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호기부터 발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 및 최대연장발성지속시

간을 측정하였다. 흡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은 정상군은 평균 1.4초, 

양성성대질환군은 평균 1.9초, 성대마비군은 평균 2.0초로 정상군에서 유의하게 

짧았으며 성대마비군에서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다(p < .001). 또한, 호기부터 발

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은 정상군은 0.6초, 양성성대질환군 0.2초, 성대마비군은 

1.8초로 성대마비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길었다(p < .001). 최대연장발

성지속시간은 정상군은 18.8초, 양성성대질환군 12.6초, 성대마비군 7.1초로 정상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길었고, 성대마비군에서 가장 짧았다(p < 

.001).

4. 발성 개시 1초 후, 발성 중간, 발성 종료 1초 전의 성문폐쇄율, 성문접촉속도

율,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 주기간 진폭 변동률 및 잡음 대 배음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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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호기류가 소모되는 동안,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에서는 성문폐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성대마비군에서는 발성중간지점까지는 증가하다

가 발성 종료 1초 전 지점에서는 감소하였다. 성문접촉속도율은 호기가 소모됨에 

따라 모든 집단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 및 주기간 

진폭 변동률은 점점 증가하였으나, 잡음 대 배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 호흡 ․ 발성 기능에 대한 동시적 평가 결과,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해 음향

학적 측정치인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 주기간 진폭 변동률, 잡음 대 배음 비와 호

흡과 발성 간의 시간적 조절 관계 중 호기부터 발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 최대연

장발성지속시간 및 호흡의 동적 기능 중 호기 시 복식호흡의 비율, 성대진동패턴

인 성문폐쇄율, 성문접촉속도율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또한 호흡과 발성 

시작 간의 시간적 조절 관계 중 후두와 흉벽 간의 전체 조절 시간과 후두와 흉벽 

간의 조절 시간 및 흡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가지의 시간은 정상군과 양성성대질

환군에 비해 길었다. 한편, 양성성대질환군은 정상군에 비해 음향학적 측정치인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 주기간 진폭 변동률, 잡음 대 배음비가 가장 큰 차이를 보

였으나, 호기 시 흉식 및 복식 호흡의 비율은 정상군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흡

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은 정상군에 비해 길었으며 최대연장발성지속

시간은 짧았다.       

   이와 같이 음성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후두와 흉벽 움직임 조절 패턴 및 호흡-

발성 간 서로 다른 시간적 조절 관계는 불충분한 후두 밸브 기능을 보상하기 위

하여 초래되는 것임을 시사해 주었다. 결론적으로 말 산출 하부 기제인 호흡과 발

성 기관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하나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거나 불

충분할 때 다른 말 산출 기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성 

평가 시에 이러한 상호 작용 기제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음성 질환

의 발생 기전 및 보상 패턴을 이해하고 이를 치료에 적용하는데 매우 유용하리라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음성질환, 호흡의 동적 기능, 호흡-발성 협응 기능, 호흡-발성 동

시적 평가, 음성, 성문 및 호흡 통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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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최최최 홍홍홍 식식식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최  최  최  최  성  성  성  성  희희희희

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정상적인 소리 산출은 뇌와 소리 산출 기제의 세 가지 하부체계인 호흡 기관

에 의해 공급되는 공기흐름, 발성기관의 후두 근육의 긴장도와 균형 그리고 이들 

기관과 성문 상 공명 기관들(인두, 구강, 비강)이 상호 밀접하게 조합되어 복잡한 

협응(coordination) 과정을 거친다.
1
 효율적인 소리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호흡 기

관과 후두 기관 간의 빠르고 정확한 협응이 요구되지만,
2-3 

아직까지 이 두 기관 

간에 협응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말소리의 생성 과정은 먼저, 뇌에서 화자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생각하고, 어떤 유의미한 소리의 결합을 만들기 위해, 말소리와 관련된 근

육 움직임의 언어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복부 및 흉부에서는 발화를 위한 

기류를 생성하기 위해 흡기와 호기 운동이 일어난다. 흡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횡격 신경(phrenic nerve)에 의해 횡경막이 수축하기에 충분한 신경자

극이 일어나면 횡경막이 낮아지고 평평하게 된다. 그 결과 복부의 내용물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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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복부의 벽이 바깥쪽으로 확장되고 흉부 체적(thoracic volume)이 증가하여 

외부의 공기가 흡입된다. 횡경막이 하강함과 동시에 흉부신경(thoracic nerve)은 

외늑간근(external intercostal muscles)이 수축하도록 신경자극을 전달하여 흉

곽(rib cage)과 흉골(sternum)을 들어 올리게 된다. 이러한 작용의 결과로 흉곽

은 전면과 후면 뿐 아니라 측면으로도 확장된다. 후두에서는 폐의 압력이 대기압

과 같아질 때까지 폐 안으로 공기를 유입하기 위해 성대가 열려 있게 된다. 성대

의 열린 틈을 성문(glottis)이라 하며, 발성을 할 때에는 두 성대를 접근시켜 완전

히 닫고 폐에서 올라오는 기류의 힘으로 이를 진동시켜야 한다. 폐에서 올라오는 

압축된 기류는 닫힌 성대 사이를 성대의 아랫부분부터 뚫고 올라가면서 열어놓은 

다음 성대의 탄력 및 베르니에 효과(Bernoullie effect)에 의해 다시 닫히게 된

다. 그 결과 성문이 수동적으로 개폐운동을 시작하고, 호기류를 단속하여 후두원

음이 생성된다. 이 후두원음인‘소리’가 ‘말소리’로 되기 위해서 성대를 지나

간 호기류가 구강이나 인두를 등의 성도(vocal tract)를 거쳐 가면서 특정 주파수

로 세분화되고 증폭되는 공명(resonance)현상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혀와 입

술, 연구개의 움직임으로 조음(articulation)이 이루어져 말소리가 된다.
4-6

   
호흡과 발성 간의 관계는 발성을 위하여 성대의 진동이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

의 압력을 생성하는 것이며
7
 호흡의 지지와 후두 근육 간의 균형이 없이는 성대 

진동이 유지될 수 없다. 후두는 발성할 때 성대가 부드럽게 접촉하는 동안 호기를 

연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음성 질환의 음성 산출에 있어서 성대 진동의 불규칙성

이나 불완전한 성문폐쇄는 호흡 기관과 후두 기관 간의 효율적인 호기류의 사용

에 방해를 받게 된다.
8

   
최근까지

 
음성 질환의 성대 진동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음성 산출의 객관

적 분석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Hillman 등
9
은 음성 질환자의 호기류, 성문하압, 

성대 진동과 관련된 타이밍을 측정하였으며, 성대 과기능(hyperfunctional)환자들

은 높은 성문 하압, 높은 호기류율 및 빠른 성문 폐쇄 주기 속도를 보고 하였다. 

높은 호기류율은 후두 밸브 기능의 문제를 나타내며 높은 성문하압은 증가된 노

력성 호흡의 지표가 된다. 성대마비는 성대의 내전(adductory)움직임이나 외전

(abductory)움직임 혹은 피열연골(arytenoid cartilage) 움직임이 부재하거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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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며 피열연골의 움직임은 마비된 위치에 따라 정중위(median), 중간위

(intermediate), 부정위(paramedian), 혹은 외전위(abducted)의 위치를 보인다. 

가장 흔한 성대마비는 성문 중앙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 한쪽 성대가 마

비된 편측성 마비이며 성문폐쇄 부전(glottal closure insufficiency)의 원인이 된

다.
10 

이러한 불완전한 성문 폐쇄는 성문폐쇄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장 발성 시간의 감소 및 증가된 평균호기류율, 감소된 성문하압, 발화 중 호기 

소모의 특징을 보이며
11,12

성문 폐쇄 정도가 작아서 정상 음성의 범위 이내에 있는 

성대마비 환자라도 노력성 발성 및 음성 피로, 음성 사용 시의 목의 통증 등을 호

소하며
12 
불완전한 성문폐쇄를 보상하기 위해 가성대(false vocal folds)와 같은 

성문상부(supraglottic structure)활동 증가를 보인다.
13 

또한 성대결절, 폴립과 

같이 양성성대질환은 부가적인 상해가 성대 진동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종물의 

크기에 따라 성대접촉을 방해한다. 양측성 성대 결절이 심한 경우에 성대 결절의 

양쪽에 성대의 간극이 종종 관찰되며 열려진 틈을 통해 호기류가 빠져 나가는 기

식성 음성이 관찰된다.
9
 Gordon 등

14
은 기능적 음성질환에서 환자 중 거의 80%

가 호기류를 유지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음성 질환자 중

에는 증가된 노력성 호흡이 관찰되고 있지만, 최근까지 음성질환자의 호흡 기능에 

대한 평가나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임상적으로 음성 질환자의 호흡 기능의 평가의 중요성이 많이 논의되어져 왔

다.
 
Aronson

15
은 호흡 질환은 음성 질환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후두와 성문상 

근육의 지나친 수축이나 약화된 수축에 기인한 음성 질환에 의해서도 호흡 질환

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Wilson
16

도 호흡은 음성 질환에 기여하는 요소로서 호흡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음성 질환자들은 음성 산출동

안 호흡의 부족을 느끼거나 호흡의 피로를 호소하기도 한다. Sapienza
17
등은 양측

성 성대결절을 가진 성인 여성 환자에서는 성문사이로 많은 기류의 낭비를 보상

하기 위해 발화 시작 시 폐와 흉곽의 용적이 더 많이 증가됨을 보고하였다.
 

Greene
18

은 과기능의 발생과 관련된 음성장애는 얕은 호흡이나 호기와 발성 간의 

불협응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Lablance

19
등은 음성장애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호흡 조절의 문제는 잔여 공기(residual air)에서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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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전형적인 특징은 발성 개시 이전에 폐용적(lung volume)의 대부분을 호

기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잔여 공기에서 말을 하게 되면 후두의 긴장 증가, 발성 

시간 감소, 강도의 변이, 음도의 증가, 증가된 주기간 주파수 변동(jitter)과 주기

간 진폭 변동(shimmer)과 같은 음질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Boone
20

은 음성장

애 환자들에서 관찰되어지는 호흡상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타이밍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호기에서 발성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Bless
21
등은 정상인들은 말

하고자 하는 구두 표현의 길이에 자신의 호기 길이를 연장시켜 조절한다고 하였

으나, 성대 과기능을 가진 환자들은 종종 자신의 발화와 호기 시간을 일치시키지 

못하며, 발성할 때 호흡 곤란의 증후를 보인다. 단축된 발성 시간은 쇄골 호흡과 

같은 호흡 패턴, 감소된 폐활량과 같은 호흡 근육의 신경학적 문제, 흉부와 복부 

간의 협응 부족 등이 원인이 된다.
20 

Gordon
14
등은 과기능적 음성장애는 조용한 

호흡 시 비정상적인 흡기와 호기 시간 및 감소된 발성 시간을 보인다고 하였다.
 

Hixon & Putamen
22

은 음성장애에 있어서 호흡의 지지는 중요하며 특히, 호흡의 

동적(kinematics)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호흡 기능의 일반적인 평가는 폐용적, 호기류, 압력 등에 대한 것을 평가한

다.
23-27

 말은 개인 간 사용되는 호기량은 다양하지만, 보통 전체 폐용량 중 10 ~ 

20%의 매우 적은 량을 필요로 한다.
28

 LaBlance등
19

은 호흡 기관은 말 산출에 

필요한 폐용적이나 압력, 호기류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호흡
 
기능 검사는 음성 질환자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호흡 패턴, 호흡

과 발성의 적절한 조절과 같은 호흡의 동적 평가가 말 산출을 위한 호흡기관의 

능력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호흡 패턴은 호흡 동안 

가장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신체의 부위에 의해 결정된다. 호흡의 기본적인 패

턴은 일반적으로 쇄골호흡, 흉식호흡, 횡경막-복식호흡으로 나누어지며, 흉식호흡

과 횡경막-복식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 말산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패턴으로 보

았다.
14 
쇄골호흡은 후두의 긴장을 주는 원인이 되며, 폐활량을 감소시킨다. 또한 

후두를 조이는 발성을 하게 되고, 호흡의 지지를 감소시키며 주로 과기능적 음성

장애 환자들에게 빈번히 관찰된다.
19,20

 비동시적인 혹은 역행(paradoxical)의 호

흡 패턴은 흡기 동안에 흉곽은 확장하는 한편, 복부는 수축하는 호흡 패턴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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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29,30 

이러한 흉부와 복부의 비동시적 호흡 패턴은 결과적으로 빠르고 얕

은 호흡, 잔여 공기에서 말하기, 호흡근육과 후두근육의 긴장 및 거칠고 조여지는 

발성이 된다.
19 

   많은 음성 치료 기법들은 호흡 운동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31-33

 Greene & 

Mathieson
34

은 이완과 잘못된 호흡 패턴의 교정에 초점을 두었고, Prater
35

는 잔

여 공기에서 말하는 것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흡기와 호기를 잘 조절하고 리드믹

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쇄골호흡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최근 많은 음성 치료 기

법 중 호흡의 지지와 음성 산출의 하부 체계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총체적인 음

성치료(holistic voice therapy)가 강조되고 있는 데, Stemple
36

은 vocal 

function exercises, 액센트 기법(accent method), 공명 음성치료(resonant 

voice therapy) 및 리실버만 음성치료(Lee Silverman Voice Treatment, 

LSVT) 등 4가지 음성 치료를 이 범주로 분류하였다.
 
총체적인 음성 치료란 종합

적인 치료를 의미하며 음성 산출에 관여된 호흡, 발성, 공명 모두를 통합하여 음

성 전반에 걸친 치료를 목표로 한다.
37,38 

호흡 훈련이 음성 치료 절차에 중요한 

근거로는 호흡 훈련을 받지 않은 정상인과 일반적인 음성질환자의 호흡 기능과 

패턴이 다른지 혹은 같더라도 발성 기관의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 호흡 운동이 강

화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발성에 관여하는 기관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볼 때, 

발성의 강도에 따른 호흡 기능의 변화를 측정한 것으로 Hixon 등
29,39

의 경우는 

발성기능에 대한 측정 없이 호흡의 기능만을 관찰하였으며, 반면에 Holmberg
40 

등과 Dromey 등
41

은 호흡 기능의 평가 없이 발성 기제만을 관찰함으로써, 두 기

관 간에 상호작용에 대한 협응 기제는 평가하지 못하였다. 상호작용의 기제에 대

한 동시적인 기능 평가는 Russell 등
42

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데, 각각의 독립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Morrison 등
43

과 Hillman 등
10

 은 양측성 성대 

결절 환자의 두드러진 음질 중 하나는 후성문틈(posterior glottal chink)과 관련

된 기식성(breathiness)이며 이것을 결정하는 큰 역할은 발성 동안 후두 근육의 

보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적인 발성 패턴은 후두내시경 검사 동안에 

폐쇄되지 않는 성문의 크기보다는 성문저항(glottal resistance)이 더 중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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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될 수 있으며, 평균호기류율, 성대진동의 특성 및 음향학적 특성 간의 복잡

한 동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임상에

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기에 의한 호흡 및 음성 평가들은 정량적 수치를 제공함

으로써 환자의 호흡이나 발성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만 그러한 측정치들을 

어떻게 음성치료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성 평가 기기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발성 시 

호흡 패턴이 음성 훈련이나 음성 치료에서 중요시하는 복식 호흡인지 혹은 흉식 

호흡인지 알 수 없으며, 음성 산출 과정에 대한 말 산출 하부 기제 간의 흡기와 

발성 개시와 호기의 타이밍과 같은 시간적 협응 관계에 대한 동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 둘째, 임상에서 널리 상용화된 통합 음성 분석 기기는 음성의 에너지원

이 되는 호흡을 배제한 채 음향학적 분석과 성대를 관찰하는 발성 분석만으로 이

루어져 있으므로, 호흡-발성-공명 간 측정의 동시성이 배제되어, 하나의 하부 기

제가 다른 하부 기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상호관계를 평가하기 어렵다. 

   셋째, 발성 시 호흡의 측정을 위해 기존의 공기역학검사기(Aerophone Ⅱ)나 

스파이로미터(spirometer)와 같은 호흡 측정기로는 발성 중에 구속을 주지 않고 

공기 역학 검사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발성 

중에 호흡의 신호를 측정할 수 있으며 발성 시 공명, 조음 기관에 영향을 주지 않

고 호흡과 성문 및 발성의 기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음성, 성문 및 호흡 통

합 검사 장치(남기창, 2004)
50

의 시제품을 수정 보완한 음성, 성문 및 호흡 통합 

검사 장치(이승훈, 정원혁, 김덕원, 최홍식, 2005)
51

를 이용하여, 정상군과 음성질

환군의 호흡의 동적 특징과 호흡-발성 간 협응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첫째, 발성 시 호흡의 동적 특징과 호흡 패턴을 비교하

였다. 둘째, 발성 시 호흡-발성 간 시간적 조절 관계 기능을 평가하였다. 셋째, 

발성 시 호기의 소모에 따른 발성 개시 점, 발성 중간 지점, 발성 종료 지점의 성

대 진동 특성과 음향학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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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ⅡⅡⅡ. . . .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1. 1. 1. 1.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동적동적동적동적(kinematics) (kinematics) (kinematics) (kinematics) 기능 기능 기능 기능 평가평가평가평가

가가가가. . . .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동적 동적 동적 동적 특성특성특성특성

        호흡의 기능은
 
구어 산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동력(driving force)을 만들기 

위해 적절한 성문하압을 제공하는 데 있으며 발성기관과 함께 리듬이나 강세와 

같은 운율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언어학적 의미를 가진다.
39,46

호흡계는 구조적

으로 폐(lung)와 흉벽(chest-wall)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9

호흡근은 폐용적을 확

장하기 위한 흡기근 및 폐용적을 수축하기 위한 호기근으로 구성된다. 흡기 근력

(inspiratory muscular force)은 폐가 확장할 때 보일의 법칙에 의해 성문하압이 

감소하게 되므로 폐용적을 확장 시키려는 근육의 힘이고, 호기 근력(expiratory 

muscular force)은 폐용적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축하려는 근육의 힘이다.
5,39

  폐는 계속적으로 수축하려는 탄성조직으로서 폐 안에 포함된 공기양에 의해 결

정된 힘으로 공기를 방출하며 이것은 폐가 전적으로 흡입된 공기의 양과 함께 증

가된 정적이완압력(static relaxation pressure)혹은 탄성적 반동력(elastic 

recoil force)을 가진다.  전체 수동적 탄성의 힘에 의해 생긴 압력은 최대 흡기 

후 30cmH20에서 최대 호기 후 -20cmH20에 도달하게 되는 데 수동적 흡기와 

호기의 힘의 합이 0인 지점의 폐용적(lung volume)을 기능적 잔여량(functional 

residual capacity; FRC, 이하 FRC)이라 하며 폐는 FRC보다 확장되거나 수축하

자마자 FRC로 되돌아오기 위해 수동적 힘을 사용하게 된다.
47 

  호흡의 흡기 시 능동적 움직임은 흡기근에 의한 직접적인 수축과정이다. 호흡의 

흡기근은 흉곽 휴식 시 안정된 위치로부터 흡기근에 의한 흉곽(rib cage)의 밖으

로의 확장 및 횡경막의 능동적 하강이 이에 해당한다(그림 1.1)(그림 1.2). 흡기

근은 횡경막(diaphragm), 외늑간근(external intercostals)이 있으며 내늑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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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intercostals)의 연골부분(inter-cartilaginous)이 흡기작용에 관여한

다.
5

   호흡의 호기 시 능동적 움직임은 휴식 시로부터 호기 근력에 의한 직접적 수

축과정이며 흉곽의 안쪽으로 능동적 수축, 복벽의 안으로의 능동적 움직임이 있다

(그림 2.1)(그림 2.2). 반면에, 호기 시 수동적 움직임은 탄성적 반동력에 의해 

제자리 위치로 돌아오려는 흉곽의 안쪽으로의 움직임, 횡경막의 위쪽으로의 움직

임, 복벽의 안으로의 움직임이다. 주요 호기근은 흉곽의 내늑간근(internal 

intercostals)과 복직근(rectus abdominis), 외사복근(external oblique), 내사복

근(external oblique), 복횡근(transversus abdominis)의 복부 근육이다.
48  

   발성을 위한 성문하압은 주로 폐의 수동적 탄성력(elastic recoil)에 의해 생성

되지만, 큰 소리나 긴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문하압이 요구되고 탄성력 외

에 추가적인 근육의 힘이 필요하다.
5,29,45 

폐의 탄성력이 성문하압보다 클 때에는  

흡기근이 보충하게 되고, 폐의 탄성이 성문하압보다 적을 때에는 호기근이 작용하

여 성문하압이 유지된다. 예컨대, /아/연장 발성 동안에는 성문하압을 일정하게 유

지하여야 하지만, 말할 때에는 운율적인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성문하압이 계속 

변하게 된다. 발성은 호기 시에 이루어지지만, 발성 동안 폐용적의 탄성력을 조정

하는 흡기적 검사(inspiratory checking)가 요구된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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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a)                         (b)                       (b)                       (b)                       (b)                       (c)  (c)  (c)  (c)  

  

(a)휴식 시 흉벽   (b)횡경막으로 인한 복부 움직임  (c)외늑간근으로 인한 흉곽 움직임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11-11-11-1. 흡기 시 서있는 자세에서 호흡패턴과 흡기근의 활동1) 

1) http://www.goessc.com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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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d)                        (d)                        (e)                       (e)                       (e)                       (e)                       (f)(f)(f)(f)

(d)횡경막과 외늑간근의 동시적 움직임 (e) 복부의 paradoxical2) 움직임 (f) 흉곽의 

paradoxical 움직임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21-21-21-2. 흡기 시 서있는 자세에서 흉벽 움직임과 흡기근의 활동 

2)paradoxicalmovement:호흡의 흡기와 호기 시 흉벽 움직임이 폐용적이 증가할 때 폐용적 증가와

는 반대로 움직이거나 폐용적이 감소할 때 폐용적 감소와 반대로 움직이는 모순된 흉벽의 움직임

(paradoxical movement)이 있다 예컨대, 호기 시 폐기량이 감소할 때, 반대로 복부가 밖으로 팽

창할 때 복부의 모순된 움직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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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a)                    (b)                     (b)                     (b)                     (b)                     (c)     (c)     (c)     (c)     

            

                                                                                                                                                                                                                                                                                                            

    

(a)휴식 시 흉벽  (b) 내늑간근으로 인한 흉곽 움직임  (c) 복근으로 인한 복부 움직임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12-12-12-1. 호기 시 서있는 자세에서 흉벽 움직임과 호기근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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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d)                         (d)                         (e)                       (e)                       (e)                       (e)                       (f)(f)(f)(f)

                        

                                    

(d)내늑간근과 복근의 동시적 움직임  (e) 흉곽의 내늑간근 수축과 횡경막근 수축에 의한 

복부의 paradoxical 움직임  (f) 흉곽의 paradoxical 움직임과 복근의 수축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2-22-22-2. 호기 시 서있는 자세에서 흉벽 움직임과 호기근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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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흉벽흉벽흉벽흉벽(chest (chest (chest (chest wall) wall) wall) wall) 움직임의 움직임의 움직임의 움직임의 동적동적동적동적(kinematic) (kinematic) (kinematic) (kinematic) 측정측정측정측정    

   말산출에 있어서 호흡과 관련된 폐용적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기도 개방 시에 

스파이로미터에 의한 측정
49

이나 공기유속기(flowmeter)에 의한 측정 및 호기그

래프(pneumograph)
50

, 다양한 동적 측정 기구인 mercury strain gages
51

가 사

용되었다. 복부 움직임과 흉곽 움직임 사이의 상대적인 협응을 연구하기 위해 

Hixon 등
39

은 복부와 흉곽 두 영역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부와 흉곽의 상

대적인 앞 뒤 직경(antero-posterior diameter: AP diameter)에 관한 자력계

(magnetometers)를 사용하였으며, 앞뒤 움직임 뿐 아니라 측면의 움직임의 변화 

측정이 가능한 반둘레 측정(hemicircumferences)
52

과 호흡 인덕티브 체적 변동 

기록계(respiratory inductive plethysmograph)가 사용되었다.
53

 

   이러한 기구를 이용한 호흡의 동적 측정은 발화 시 호흡에 있어서 흉곽과 복

부의 움직임이 조화로운지 결정할 수 있다. 작은 자석이 등과 가슴 앞쪽, 허리 및 

복부 위에 놓이게 된다. 이 때 흉곽 혹은 복부가 있는 자석 간의 거리는 변동하

며, 이 정보는 역전류검출관에 기록되거나 그래프로 보여 진다.

   호흡의 운동학적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정상인의 경우 비교적 비슷한 폐용적과  

흉벽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흉곽과 복부의 상대적인 폐용적에 기여하는 정도는 

개인 간, 과제 간, 자세(누워 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29

해부학적 관점에서 보면, 호흡기는 흉곽과 복부, 횡경막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것

은 다시 기능적 측면에 따라 흉벽(chest wall)을 다시 흉곽과 복부-횡경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가 움직임에 따라 폐용적을 변화할 수 있는 운동학적 

기전으로 정의된다. 흉벽은 흉곽(thorax)의 보여지는 겉 표면을 말하거나 혹은 폐

용적 변화에 기여하는 호흡기 이외의 다른 모든 부분을 지칭한다. 따라서 흉벽은 

폐와 기도를 제외한 호흡기계의 모든 부분을 일컫는 것으로 흉곽과 복부가 있으

며, 이들의 경계선에 위치한 횡경막이 있다. 두 개의 구조 모델(two-structure 

model)에 의하면 흉벽은 이것이 움직일 때 용적이 변화하는 기전으로서 흉곽과 

횡경막-복부의 두 개의 운동학적 체계로 나누어진다. 이들 중 하나의 표면만 밖

으로 움직이기도 하며, 반면에 동시에 확장되기도 한다. 신체 표면에 의해 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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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은 폐구조에 의해 변화된 것과 동일하므로 흉곽과 복부벽의 변화를 합한 것

이 결국 폐용적의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29,5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움직임

이 다른 나머지 하나의 움직임에 대해 독립적인지 혹은 하나의 움직임에 의해 나

머지 움직임이 결정되는 지는 상기도나 후두가 닫혀 있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 

즉, 후두나 상기도가 폐쇄 되어있는 경우는 개방된 경우와는 달리 폐용적이 일정

하기 때문에 비교적 상호의존적으로 나머지 하나가 동일하거나 반대로 작용하게 

된다. 즉, 일정한 폐용적을 유지하기 위해  나머지 하나의 부분이 하나의 부분과 

동일하거나 반대적인 움직임을 보이므로 하나의 부분에 의해 나머지 부분이 움직

일 수 있는 자유도는 1이 된다. 반면에, 후두나 상기도가 열려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움직이는 부분이 독립적인 움직임의 체계를 가지며 흉벽 중 하나의 부분이 

폐용적 변화에 기여하거나 혹은 두 개의 상대적인 변화가 평행한 통로로 작용하

여 모두 폐용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때의 자유도는 2이상이 된다.
54,55

   이 경우 흉벽이 기능적 잔여량(Functional Residual Capacity: FRC)까지 이

완하게 하고 이 상태에서 가능한 최대한 흉곽이 각각 안으로 밖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이 때 동반되는 흉벽의 움직임을 보게 되는 데 일정한 폐기량에서 두 부분 

사이의 용적의 변화를 ‘등량법(isovolume maneuver)’이라 하며 단, 수직적인 

확장의 정도가 일정할 때 등량선(isovolume line)에서 각각의 부분이 얼마나 이

탈되었는가에 따라 상대적인 폐용적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등

량법은 흉곽과 복부 표면의 전후 움직임에 의해 폐용적에 대한 흉곽과 복부의 변

화는 같거나 반대의 용량을 가지게 된다.
29,39

 등량법은 폐용적에 대한 복부와 흉

곽의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피검자는 측정 전 보

정(calibration)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등량법은 피검자가 의도적으로 흉곽과 복부 

간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상기도나 후두가 닫힌 상태에서 복부를 안으로 넣

었다 밖으로 이완했다를 반복하도록 하며 훈련이 안된 피험자의 경우에는 마우스

피스(mouthpiece)로 막음으로써 실행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Sharp
54
등, 

Hixon 
29,39
등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호흡 시 흉곽과 복부의 상대적 움직임을 측정

하였고, Konno & Mead, Hixon 등
55

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호흡 시 흉곽과 복부

에서 각각 분리된 폐용량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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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인덕티브 체적 변동 기록계(RIP)는 복부와 흉곽의 움직임이 독립적이라

는 것을 이론을 근거로 각각의 움직임을 측정하며 V = kaAB + KrRC(AB: 복

부 폐용적, RC: 흉부 폐용적, Ka, Kb: 회귀계수)의 회귀식에 의해 회귀계수를 산

출하고 흉곽과 복부의 합에 의해 전체 폐용적이 계산된다.
53

   최근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시간에 따른 폐용적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측정법은 마우스피스나 코마개, 얼굴 마스크(face mask), pheumo- 

tachograph와 같은 기구나 보정 방법이 따로 필요 없이 피검자에게 특별한 호흡 

보정 방법을 요구하지 않는 편리점이 있다.
56   

다다다다. . . . 말 말 말 말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동적 동적 동적 동적 연구연구연구연구

    

   호흡의 운동학적 연구로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남성,
29,39,57,58

여성,
59-61

 아동과 

사춘기의 청소년
62

, 노인층
58 

에 대해
 
보고된 바 있으며, 연구 결과는 표 1에 정리

하였다. 

   환자군에서는
 
천식환자,

63
 파킨슨씨병 환자

50 
및 여성과 아동 양측성대결절 환

자의 발화 시 호흡 운동 기능
17

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훈련받은 성악인

64,65
을 대

상으로 발화와 가창 시 호흡 운동 기능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그 결과를 표 2

에 제시하였다.  

   흉벽 움직임은 정상인 남성을 대상으로 체형(body type: 지방질, 근육형, 마른

형)에 따라 구분했을 때 발화 시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흉곽의 움직임 비율

이 높았으며, 지방질이 많은 체형은 호기 시에 더 많은 복부의 움직임을 보였다. 

같은 신체 형태일 때에는 호흡 수, 1회 호흡량(tidal volume)은 유사하였으나, 폐

용적에 대한 복부와 흉부의 상대적인 기여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57

 

   연령에 따른 일반적인 호흡의 동적 측정
58

에서는
 
조용한 일반적 호흡에서는 잔

기 용적(residual volume)을 제외하고는 연령(25세, 50세, 75세)에 따라 의미 

있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흡기 단계에서는 흉곽과 복부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흉곽의 기여도가 더 두드러졌고, 호기 단계에서 흉벽 이완 시 상대적인 움직임은 

적은 복부 변화량과 상대적으로 더 많은 흉곽 변화량을 보였다. 발화 호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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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의 노인 집단에서 더 많은 폐용적과 흉곽 용적의 시작, 더 많은 폐용적과 흉

곽 용적의 변화, 한 호흡 당 더 적은 음절수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

성에 비해 흉식 호흡이 많고, 폐용적 변화에 대한 복부 움직임의 기여도가 남성이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호흡 패턴은 성별과 관련된 차이라기보다는 신체 특

성과 더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흉벽 움직임은 자세(서있는, 누워있는)에 따라 중력(gravity)의 영향에 의해 

서로 다르게 흉벽 움직임을 조절 하게 된다.
29,39

 즉, 서 있는 자세에서 흉곽 만에 

의해서 조절되는 흉벽 조절 기전은 중력이 흉곽에서는 호기적으로, 횡경막과 복부

에서는 흡기적으로 작용하고, 반면에 누워 있는 자세에서 중력의 작용은 복벽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복부 내용물과 횡경막이 머리쪽으로 움직이게 하여 횡경

막과 복부가 호기의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흉벽 움직임은 개인 간, 과제 간에 다르게 나타났으나, 대부분 복부보다는 흉

곽(rib cage)의 기여도가 두드러졌음을 보고하였다.
29,39 

강도나 발화 속도는 개인 

간 흉곽과 복부의 상대적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29

 

   발성이나 말 산출 시 사용되는 폐용적은 과제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었다. 최대

연장발성은 폐활량의 90%에서 시작하여 폐활량의 10%에서 종료되어 80% 폐활

량 변화를 보였고,
29 
일반적인 대화는 폐활량의 60~65%에서 시작하여 40~45%

에서 종료되었고 20~25%의 폐활량 변화가 있었다. 큰 소리로 말할 때에는 폐활

량의 80%에서 시작하여 40%에서 종료되었으며 40%의 변화 폭을 보였

다.
29,59,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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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1.1.1. 정상인의 말 호흡의 동적 연구에 대한 요약

     연구   대상자        과제    측정변인  신체 자세            결과

Hixon et al.
29

 정상 남성

 (n=6)

모음/아/연장발성(3 

강도 수준)

음절반복/퍼/, /허/

(3강도,3속도 수준)

대화, 표준화문구 읽

기(강도 3 수준), 

노래하기 

폐용적( lung 

volume)

흉벽의 상대적 

움직임

 upright

 supine

 1. 대화, 읽기, 가창 시작 

시 폐용적:작게<보통<크게

{supine(50~30VC)<

upright(60~50VC)}

 종료 시 폐용적: FRC나 

그 이상 수준 

2. 상대적 흉벽 움직임:

대화, 읽기, 노래하기 시

supine: 흉부≦복부 

upright: 흉부>복부

모움 연장, 음절 반복 시

supine: 흉부=복부 

upright:발성 초: 흉부>복

부, 발성 끝: 훙부<복부

3. 강도와 발화 속도는 상

대적인 흉벽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Hixon et al.
39

 정상 남성

 (n=3)

모음/아/연장발성(3 

강도 수준)

/파/음절 반복(3강도

수준), 대화, 읽기

흉벽 상대적

움직임,

폐용적

upright, 

supine

흉벽의 상대적 움직임은 

대상자 간, 발화 과제 간, 

자세에 따라 달랐음.

 Hoit & Hixon
57

 젊은 정상

 남성

(n=12)

 대화, 큰 소리로 긴 

문구 읽기, 큰 소리로 

짧은 문구 읽기

흉벽 상대적

움직임  upright

.발화 호흡: 지방질 체형

 (복부 > 흉부). 마른 체형  

 (복부 < 흉부)

 Hoit & Hixon
58

 

 

 25세남성

(n=10)

 50세남성

(n=10)

 75세남성

 (n=10)

 

 말하기, 

 큰소리로 읽기

 

흉벽의 상대적 

움직임

 

seated 

upright

 

 1. 말하기 시 전체 폐용적 

변화(P <.05)

 25세 < 50세 < 75세

2. 말하기 시 흉곽 이완에 

대한 발화 시작 시 흉곽 

용적(P <.05)

 25세 < 50세 < 75세

3. 읽기 시 의미 있는 차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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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C; vital capacity(폐활량), ERV; expiratory reserve volume(호기예비량), RV: residual 

volume(잔기량)

4)발화 시작 시 폐용적 (ILV);발화 종료 시 폐용적(TLV);발화 중 폐용적(SLV)

5)흡기 시 흉곽의 폐용적(VTI); 호기 시 흉곽의 폐용적(VTE);흡기시간(TI), 호기시간(TE)

     연구   대상자        과제
   측정변인 및

    측정도구
 신체 자세            결과

Hodge &

Rochet 
59

 젊은 여성

 (n=10)

 대화하기

큰 소리로 읽기

폐용적(lung

 volume)

흉벽의 상대적 움

직임

magnenometer

A-P diameter 

seated

 1.흡기 종료 시 폐용적

  읽기 > 대화하기

 2.호기 종료 시 폐용적

  읽기 > 대화하기 

대화하기, 큰 소리로 읽기

 : 흉부 > 복부

 

Hoit et Hixon
60

25세 여성

(n=10)

50세 여성

(n=10)

75세 여성

(n=10)

 말하기

 읽기

흉벽 상대적

움직임,

폐용적

A-P diameter

seated

1.VC, ERV, RV3): 25 - 

75세 (p<.05),50-75세(p 

<.05)

2.읽기: 흉곽에 대한 상대

적 폐용적 변화량: 25세< 

50세 <75세 (p >.05)

한 호흡당 음절 수: 25 - 

75세(p <.05)

Hoit et al.
62

아동과

사춘기

청소년

(n=80)

  

 말하기

 읽기

흉벽 상대적

움직임,

폐용적

magnenometer

A-P diameter 

seated

 한 호흡당, 한 음절 당

 폐용적 변화, 흉곽 용적,

 복부 용적 시작과 종료:

 7세 > 10, 13, 16세

 16세가 제일 성인에 가까  

 운 패턴 보임 

Winkworth,

Davis, Adams

Ellis
61

  

젊은 여성

 (n=6)

 

 자발화말하기, 

 

 

흉벽 상대적 움직임

폐용적

RIP 

seated

 

1.ILV4):47.46%VC

2.TLV: 34.86%VC

3. SLV: 40.86%VC

4. 흉부>복부

Binazzi et al.
66

남성(n=8)

(29~59세)

여성(n=8)

(26~42세)

읽기, 노래하기

큰 소리로 속삭이기

호기 시 상대적 흉벽 

움직임

OEP(Optoelectronic

plethysmography)

seated

1.VTI 5): 노래하기>읽기>큰소

리로 속삭이기

2.VTE: 노래하기>읽기>큰소리

로 속삭이기

3.TI:읽기> 큰 소리로 속삭이

기> 노래하기

4.TE:노래하기> 읽기> 큰소리

로 속삭이기

5. 모든 과제에서 흉부>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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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2.2.2.2. 환자군과 성악가의 발화 호흡의 동적 연구에 대한 요약

6) rigidity: resistance to passive movement, 여기서는 흉곽의 강직성을 말하며, 흉곽의 수동적 탄

성 복원력 혹은 정적 이완 압력이 감소하려고 할 때의 저항을 의미함. 

     연구   대상자        과제
   측정변인

 및 측정 도구 
신체 자세            결과

Sapienza  &

Stathopoulos
17

 아동 성대결절  

 환자 (n=8)

 성인 여성

 성대결절환자

   (n=8)

  정상아동

   (n=8)

  성인여성

   (n=8) 

 /파/음절 반복

(보통 크기 소리,

큰 소리)

 폐용적(lung

 volume)

 흉벽의 상대적

 움직임

magnenometer

seated

1. 전체 폐용적 움직임:

성대결절 환자> 정상인

2. 발화 시작 시 폐용적:

성대결절 환자 > 정상인

3. 발화 종료 시 폐용적:

성대결절 환자 < 정상인

4. 발화 종료 시 흉곽의 용적: 

아동 < 성인 

Murdoch et al.
50

 말장애를

 보이는

 특발성

파킨슨씨병

  환자

 (n=19)

 stage Ⅲ

 (n=15)

 stage Ⅴ

  (n=4) 

 모음 연장발성

  (어, 이, 우)

 음절 반복

 (퍼, 터, 커, 

  퍼터커)

 읽기

 대화하기 

흉벽 상대적

움직임,

폐용적

strain-gauge

belt pneumo-

graph

seated

정상인에 비해 갑작스러운 흉

벽의 상대적 움직임.

모음, 음절 반복

: paradoxing 움직임

: 흉곽과 복부의 적은

페용량 변화(rigidity)6)

읽기, 대화하기

: 주로 흉부 > 복부 

 

 Loudon, Lee,
 
Holcomb

63

 천식환자

 (n=14)

 정상인

 (n=10)

 대화하기

 독백하기

 숫자세기 

발화 시 호기량

흡기시간

호기시간

발화시간

RIP(respiratory

inductance

plethysmography

supine에서

15도 수직 

1. 흡기시간

: 대화>독백> 숫자세기>큰

  소리로 숫자세기

2. 호기시간

  숫자세기>큰소리 숫자세기>

  대화>독백

3.발화시간

  숫자세기>큰소리 숫자세기>

  독백>대화

4. 천식환자:폐용량의 큰 변이

5. 발화 시작 시 적은 폐용량 

 Hoit  et al.
64

 

 

 남성

contury

singer

(n=6)

 

 읽기, 

 노래하기

 

흉벽의 상대적

 움직임

 

magnenometer

AP diameter

upright

standing

 

1. 읽기: 흉부 > 복부

2. 노래하기: 흉부 > 복부

 Watson &

 Hixon
 65

 남성

opera

singers

(n=6)

읽기

대화하기

노래하기

폐용적

흉벽의 상대적

움직임

AP diameter

 

upright

1. 읽기, 대화하기 시 흡기

와 호기의 폐용적 변화량

10~25% VC

2. 말하기: 흉부 > 복부

3. 노래하기:일관성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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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발화 발화 발화 발화 시 시 시 시 호흡 호흡 호흡 호흡 기관과 기관과 기관과 기관과 발성기관의 발성기관의 발성기관의 발성기관의 협응 협응 협응 협응 관계관계관계관계

   흉벽은 말 산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물학적 기전으로 흉벽 움직임이 작용하

며
67

 말을 하기 위한 기류 역학적인 준비로 흉곽은 안정화하기 위한 자세를 가진

다. 휴식 시 흉벽의 모습으로부터 흉벽 모양의 변형은 말하는 동안 환기 압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흉곽과 횡경막-복부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나타난다.
68

 발성 

전 흉벽의 움직임은 흉곽이 복부보다 먼저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정상인에 

있어서 횡경막에 비해 흉곽 근육의 빠른 수축을 나타낸다.
115

   발성 시에는 성대 진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류의 유출이 필요하며, 호기를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발성에 필요한 생리학적 호기량과 발화 시 요구되는 공기

량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성대 기관의 잘못된 사용을 유

발시킨다.
20

 발성 전 흡기는 성대의 수직적인 위치에 영향을 준다.
69,70

 과기능적 

음성장애에서는 습관적으로 높아진 후두의 위치가 관찰되며, 음성치료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20 

발성 시 후두의 위치는 음원 자체 뿐 아니라 공명강에 음향학적 

영향을 주어 공명강의 길이를 변화시키고, 모든 포만트를 변화시켜 음질을 변화시

키는 원인이 된다.
72  
후두를 내린다는 것은 성대의 운동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하인두강을 넓혀 공명을 이용하기 위한 것인데,
49 

흡기 시
 
폐용량이 클수록 성문

이 크게 열리고, 후두 위치가 낮아짐을 보고한 바 있다.
71

   좋은 발성을 하기 위해서는 성문사이로 최적의 호기를 유지하면서 성대가 최

적의 상태로 접촉되어 성대 내전과 호기 간에 최적의 타이밍이 이루어져야 한

다.
72 

많은 과기능 음성 문제는 호흡 시나 성문상 공명 시에 관련된 근육들을 지

나치게 힘을 주거나 수축시킴으로 인해서 발생하지만, 성대접촉이 불충분하거나 

지나칠 때 문제가 된다. 발성 형태 중 심한 성대 접촉(hard glottal attack)은 갑

자기 발성을 시도하는 것으로 성대가 불필요한 노력을 하는 증후이며
20 

양성성대

질환과 관련된 음성 오용의 발성 행위 중 하나이다.
74

 

   호기의 시작(onset of expiration)과 성대내전은 시간(timing)조절에 따라 음

질(voice quality)에 영향을 준다.
73 
즉, 가장 효율적인 발성 시작은 성대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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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내전할 때 호기가 동시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성대 내전이 완전히 일어나

기 전에 호기류가 시작되거나 성문이 호기 시작 전에 내전되어 발성 시작이 갑작

스럽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음질은 각각 기식성(breathiness)이나 힘을 주

어 산출한 음성(pressed voice)의 특징을 보인다.
 
성대는 호흡 주기의 호기 단계

가 시작되면서 서로 접촉하기 시작하는데, 내전근 증 측윤상피열근(Lateral 

cricoarytenoid muscle)과 갑상피열근(thyroarytenoid muscle)은 매우 빨리 수

축이 일어난다.
20 

Zemlin(1968)
75

은
 
발성을 시작하기 위해서 공기 통로가 완전히 

폐쇄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성문 틈이 3mm정도까지 좁혀지면, 극소량의 기류

는 성대를 진동시킨다고 하였다. 기식화된 음성은 성대를 서로 느슨하게 접촉하면

서 지속되는 호기에 발성을 부가하여 산출하며, 심한 성대 접촉에서는 반대로 호

기가 시작되면서 갑작스럽게 성대가 진동한다.  Fairbanks
76

은 기식화된 소리, 거

친 소리, 쉰 목소리의 세 가지 음질상태를 발성 시 최적의 상태로 성대를 접촉하

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최적의 성대 내전을 방해하는 

것은 성대 결절과 폴립과 같은 양성 성대 종물 뿐 아니라 성대 마비가 이에 해당

한다고 하였다. 기식화된 음성은 성대음의 주기성이 감소하고 비주기성 또는 소음

이 증가한다. 현저한 비주기성은 발화를 시작할 때 자주 나타나며 성대가 진동하

기 시작하면서 감소한다. 

   또한 발성 초기 200msec동안 사용되어진 공기의 양은 부드러운 발성 시작

(soft attack)과 강한 발성 시작(hard attack)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며 말 합성과 

같은 말 산출 모델에 있어서 발성 개시를 위한 타이밍과 가장 관련이 있는 변수

는 성문하압(subglottal air pressure)이라고 하였다.
46

 Lieberman
77

은 3명의 정

상인 화자가 발화 시 첫 음절은 8 ~ 9cmH20 근처의 압력에서 가장 빈번하게 호

기 시작이 일어났으며 호기 시작 후 120 ~ 200ms에서 발성이 시작되었다고 하

였다.  Fant
78
등도 발성 개시를 위한 성문하압은 3 ~ 5cmH20이며 최초의 정점은 

6 ~ 8cmH20이고 이러한 성문하압에 도달하는 데 평균 120 ~ 180ms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한편, Bless 등

21
은 정상 화자는 말하고자 하는 언어학적 발화에 맞추어 흡기

와 호기를 조절한다고 하였다. 주기적 호기 시간은 흡기 시간보다 길고, 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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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래할 때 호기 시간은 흡기 시간에 비해 현저하게 길다. 노래할 때는 빠른 흡

기 후 수동적인 호기가 시작되는데, 의도하는 음성강도나 강세의 정도에 따라 호

기 변동은 호기근의 조절과 흉벽의 조절에 의해 적절한 성문하압을 유지하게 된

다.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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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양성성대질환과 양성성대질환과 양성성대질환과 양성성대질환과 성대마비의 성대마비의 성대마비의 성대마비의 특성특성특성특성

가가가가. . . . 양성성대질환양성성대질환양성성대질환양성성대질환

      정상적인 발성 동안 성대 진동 움직임의 대부분은 고유층(lamina propria)의 

표층(superficial layer)과 상피(epithelium)를 포함한 성대의 덮개(cover)에서 

일어나며, 성대 결절, 성대 폴립, 라인케부종과 같은 양성성대질환은 라인케 공간

(Reinke's space)인 성대 점막에서 발생한다.
82

 성대 결절(vocal nodule)은 지속

적인 음성의 과다 사용이나 잘못된 과기능적 습관,
74 

내후두근과 외후두근의 과긴

장에 의해 주로 기인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15 
후두의 양성 장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141

 가장 일반적인 음성 오용 형태는 낮은 수분 섭취, 쇄골 호흡과 같은 

얕은 호흡, 지나친 소리의 크기, 매우 빠른 말속도, 목청 가다듬기가 보고되고 있

다.
15,80 

직업적으로는 음성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에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81

   성대 결절은 성대 점막의 진동 부위 중 중간지점의 상피 고유층에 두껍게 섬

유질화된 형태로
82 

주로 양측성 성대 결절이 일반적이며, 주로 여성에서 흔히 발

생한다.
79,80 

대개 성대 양쪽에 확실하게 열린 틈을 수반하여 성대의 완전한 접촉

을 방해하여 기식화된 소리, 목쉰 소리, 정상인보다 더 높은 강도, 증가된 성문하

압, 비정상적인 성대접촉속도가 보고되었으며,
9,83

 고음과 작은 강도의 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84 
증가된 강도는 성대 결절과 관련된 무게 증가의 간접적인 

지표이며, 무거워진 성대를 진동시키기 위해서는 성문하압이 증가하며 강도 증가

의 주요인이 된다.
85 

Holmberg 등은
86

 성대 결절의 높은 성문하압은 기식화된 음

질을 보상하기 위한 성대진동패턴이라고 하였으며, 불완전한 성문폐쇄는 정상인보

다 더 낮은 성문폐쇄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불완전한 성문폐쇄는 큰 소리를 산출

할 때에도 관찰되며, 높아진 성문하압은 편안한 강도와 비교 했을 때 성대 접촉을 

증가시키지 않고, 결절 주위에 개방된 성문과 함께 증가된 성문폐쇄속도를 보인다

고 하였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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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산출하기 위해 증가된 노력은 근육 긴장을 증가시키며 증가된 성문

하압 및 성대끼리 부딪히는 충격이 증가하여 음성 외상을 더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9
 또한 목소리는 음성 프라이(vocal fry)뿐 아니라 거친 음성, 불안정성과 같

은 성대 진동의 불규칙성(irregularity) 특징을 갖는다. 양측성 성대 결절의 임상

적 진단은 기식성(breathiness)과 관련 있으며,
86-88

 높은 호기류율, 높은 성문하

압을 보인다.
83 

이와 관련하여, 성대 결절이 병인론적으로 후성문틈(posterior 

glottal chink)의 개방정도와 관련 있음이 보고되었다.
87,89

 후성문틈은 정상 여성

의 성대에서도 관찰되지만,
90

 성대 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특히 여성의 

경우 이 부분에 치료의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91

 Zemlin 등은
75 

성대 

결절 환자에서 후성문틈과 관련하여 정상인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호기류

율을 보고하였으며, 부전실성증은 후성문틈으로 인해 초래된다고 하였다.    

Morrison 등
92

은 기식성은 양측이나 편측에 관계없이 후성문틈을 가진 음성질환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청지각적 특징이라고 하였다. 특히, 성대 결절은 수

술적인 치료보다는 보존적인 음성치료를 우선하거나 수술과 병행해서 발성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93

 

  한편, 성대 폴립(vocal polyp)은 일반적으로 편측성이며 성대 결절과 같이 진

동 부위 중간 지점에 생긴다. 성대 폴립도 성대 결절과 같이 성대의 외상에 의해 

발생하며, 단 한 번의 지나친 음성 오용으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20,79

 성대 폴립은 일반적으로 성대 조직 내에 출혈이 선행되며, 편측성 성대 폴

립 환자의 음성은 부전실성증이 심한 데, 정상적인 성대는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

는데 반해, 성대의 부가적 상해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진동이 심하게 감소되어 쉰 

소리가 나고 기식성의 음성을 보인다. 

  양성 성대 질환 중 성대주름을 덮고 있는 점막과 안쪽의 성대 인대(vocal 

ligament), 성대 근육 사이의 잠재적 공간을 라인케 공간(Reinkes's space)이라 

부르며, 이 부위의 광범위한 부종으로 인해 진성대가 물주머니처럼 보이는 폴립양 

비대를 라인케부종(Reinke's edema)이라 한다. 라인케부종은 증가된 성문하압을 

보이며 이것은 지나친 흡연 뿐 아니라, 위식도 역류 및 성대의 지속적인 과기능으

로 진성대 상층에 부종이 발생한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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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케부종이나 성대 결절, 성대 폴립 등과 같은 과기능 음성질환에서는 비정상

적으로 높은 성문하압과 낮은 발성 효율이 관찰되는데, 과기능과 관련된 성대의 

병변을 제거하여도 성문하압은 여전히 높게 유지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것은 수

술 후에도 계속되는 발성습관과 관련이 있다.
9 

나나나나. . . . 성대마비   성대마비   성대마비   성대마비   

   성대마비의 주원인인 반회후두신경(recurrent laryngeal nerve)은 경부와 흉

부에 걸친 주행 경로를 가진다. 반회후두신경의 편측성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인두 

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연구개와 상후두신경(superior laryngeal nerve)의 외

지(external branch)에 의해 지배를 받는 윤상갑상근(cricothyroid muscle)은 

영향이 없으나, 동측의 성대근의 마비가 야기되어 부정위의 성대마비가 나타난

다.
96 

특히, 측윤상피열근(lateral  cricoarytenoid muscle: LCA)은 성대내전, 기

침, 발성, 연하 작용에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내전근으로 편측 성대마비의 주요 

인이 되며 성문폐쇄부전의 원인이 된다. 좌우 반회신경의 이환비율은 좌측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원인은 수술에 의한 외상이 수위를 차지하고, 특발성, 종

양에서 높은 빈도를 보고하고 있다. 후두내시경 상 감소된 점막 파동, 성대근의 

위축 및 피열 연골의 고정, 수직적 높이 차이 등의 소견을 보인다.
97 

   Harries
99

은 편측 성대마비환자 100명을 후두내시경을 이용해서 평가했을 때 

후두내시경은 성대의 운동성, 점막 파동, 성문폐쇄 부전의 공간적 차원의 평가에 

유용하나, 작은 성문 간극을 가진 환자에서만 믿을만한 성대점막 파동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Sercarz 등
100

은 20명의 편측 성대마비 환자의 후두

내시경 소견에서 건측 성대에서는 큰 강도 점막파동을 보인 반면, 마비 성대에서

는 모두 점막 파동의 비대칭성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Miller
101

는 가성대의 전후 

혹은 측면으로의 압축과 같은 보상적인 과기능성 패턴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편측 성대마비는 부적절한 성문폐쇄와 성대 진동의 비대칭성이 특징적으로 나

타나며 불완전한 성문폐쇄는 발성동안 성문을 통과하는 호기류를 증가시켜 기식

성 음성 및 감소된 강도와 음역의 제한이 두드러진다.
102

 쉰 목소리는 성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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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성 부족의 결과로 나타나며, Paseman 등
103

은 기식성과 쉰 목소리가 편측 성대

마비 환자들의 전형적인 음질이라고 보고하였다. 반면, Morsomme 등
104

은 28명

의 편측 성대마비 환자의 음질은 거칠거나 긴장된 음질보다는 기식성이나 약화된 

음질(asthenia)이 더 특징적임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성문폐쇄 부전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편측 성대마비 환자의 공기역학적, 음향학적 평가에 대한 연구
11

에서는 편측 

성대마비 환자들은 성대의 적절한 긴장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문저항을 증가시

킴으로써 성문폐쇄를 보상하려는 패턴이 보고되었으며, 정상적인 음의 크기를 유

지하기 위해 흉곽과 복부로부터 호기적인 공기의 힘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기 압력

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발성 동안  긴 발성을 유지하기 위해 흡기근의 지

나친 수축에 의한 흡기적 검사(inspiratory checking)를 사용하며, 이는 폐의 확

장을 유지하고 호기류 감소를 줄이기 위한 보상패턴이라고 하였다.
101 

성대마비는 

발성동안 크고 일정한 성문개방을 보이는데, Yanagihara 등
105

의 연구에 의하면, 

중간위(intermediate position)의 일측성 성대마비 환자의 경우 300cc/sec 이상

의 매우 높은 평균 호기류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Miller
101

는 편측 성대마비 환자

들이 발성 개시 전에 이용 가능한 공기를 방출하거나 문장의 첫 몇 초에 지나친 

공기의 소모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공기 소모 이후에도 말을 지속함으로써 발성 

시 긴장이나 노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Colton 등
88

은 두 성대 간의 수직적 높

이의 차이는 성대진동의 주기성 감소와 지나친 호기류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과

기능적 발성 패턴이 관찰되는데, 과기능적 보상 패턴은 거칠고 긴장된 음성, 지나

친 공기의 손실, 목의 통증 및 음성피로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성대마비의 치료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손상된 성대의 기능 회복을 기대

할 수 있고, 보존적 치료로서 음성치료는 술 전에 호기 발성의 최대 연장을 목표

로 하는 호흡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96,106

 호흡 훈련은 적절한 부분에서 발성 중

지 및 빠른 흡기법, 복식호흡으로 흡기 시에 폐용적을 늘려 보다 많은 공기를 흡

입하고, 호기 시에는 보다 더 오래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권고

되고 있다.
106

 가성구를 사용하는 성대마비 환자의 경우에 성대의 강한 폐쇄를 유

도하는 방법으로 밀기 접근법이나 심한 성대접촉(hard glottal attack)
107

,반 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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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half-swallow), 고개 위치 조절과 같은 방법
103

 사용이 보고되고 있다. 편측 

성대마비의 수술적 치료는 성문 간극을 줄이고 강도를 개선하기 위해  Isshiki의 

제 Ⅰ형 갑상성형술(thyroplasty)
108,109

이나 피열연골 내전술
110

, 자가지방 주입

술,
111

 콜라젠이나 테프론과 같은 주입법, 신경재식(reinnervation)
112

이 가장 많

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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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문제 문제 문제 문제 

  앞에서 살펴 본 음성질환군과 정상군의 호흡의 동적 기능과 호흡-발성 간 협응 

기능 및 호흡-발성 기능의 동시적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모음 연장 발성 시  

1.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과 성대마비군 간에 호흡의 동적 기능에 차이가 있는

가?

(1) 최대흡기량에 차이가 있는가?    

(2) 최대호기량에 차이가 있는가? 

(3) 흡기 시 전체 폐기량에 대한 흉부와 복부 호흡 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4) 호기 시 전체 폐기량에 대한 흉부와 복부 호흡 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5) 호흡 패턴에 차이가 있는가? 

2.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과 성대마비군 간에 호흡과 발성 협응 기능에 차이가 

있는가?

(1) 발성 전 전체 흉벽 움직임 조절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2) 발성 전 흉곽 움직임 조절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3) 발성 전 복부 움직임 조절 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4) 흡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5) 호기부터 발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6)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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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과 성대마비군 간에 호기 변화에 따른 발성 시작점, 

중간 부분, 발성 끝부분에서 발성 기능에 차이가 있는가?

(1) 성문폐쇄율 및 성문접촉속도율에 차이가 있는가? 

(2)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 주기간 진폭변동률, 잡음대 배음비에 차이가 있는가?

4.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과 성대마비군 간에 호흡과 발성 기능에 대한 동시적 

평가 시 차이가 있는가? 

(1) 호흡의 동적 기능에 대한 동시적 평가 시 차이가 있는가?

(2) 호흡과 발성 협응 기능에 대한 동시적 평가 시 차이가 있는가? 

(3) 발성 기능에 대한 동시적 평가 시 차이가 있는가?

(4) 호흡과 호흡-발성 협응 기능 및 발성 기능의 동시적 평가 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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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변수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가가가. . . .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동적 동적 동적 동적 기능 기능 기능 기능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변수변수변수변수

(1) 최대흡기량(maximum inspiratory volume, MIV) : 흡기 시작 시 상대적 폐

활량과 최대 흡기 지점의 폐활량의 차이를 말한다.

(2) 최대호기량(maximum expiratory volume, MEV): 최대 흡기 지점과 호기가 

끝나는 지점 구간 내에서 가장 낮은 부분의 상대적인 폐활량의 차이를 말한다.

(3) 흡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흉식호흡의 비율(% contribution rib cage in 

inspiration, RCI): 흡기 구간에서 흉식과 복식 호흡의 합에 대한 흉식호흡의 비

율을 말한다.  

(4) 흡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복식 호흡의 비율(% contribution abdomen in 

expiration, ABI): 흡기 구간에서 흉식과 복식 호흡의 합에 대한 복식 호흡의 비

율을 말한다.

(5) 호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흉식 호흡의 비율(% contribution rib cage in 

expiration, RCE): 호기 구간에서 흉식과 복식호흡의 합에 대한 흉식호흡의 비율

을 말한다.

(6) 호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복식 호흡의 비율(% contribution abdomen in 

expiration, ABE): 호기 구간에서 흉식과 복식호흡의 합에 대한 복식호흡의 비율

을 말한다.

나나나나. . . . 호흡과 호흡과 호흡과 호흡과 발성 발성 발성 발성 간 간 간 간 시간적 시간적 시간적 시간적 협응 협응 협응 협응 기능 기능 기능 기능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변수변수변수변수

(1)후두와 흉벽 간의 전체 조절 시간(chest wall adjustment time, ChAT): 발

성 전 전체 흉벽 움직임 시작부터 발성 개시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2)후두와 흉곽 간의 조절 시간(rib cage adjustment time, RCAT): 흉곽 움직

임 시작부터 발성 개시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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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후두와 복부 간의 조절 시간(abdomen adjustment time, ABAT): 복부 움직

임 시작부터 발성 개시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4)흡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maximum inspiratory time, MIT): 흉

벽 움직임 시작부터 흡기 최대 지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호기부터 발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Time between expiratory initiation and 

phonation onset time, EPT): 흡기 최대 지점부터 발성 시작 및 EGG파형이 시

작되는 시간을 말한다.

(6)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maximum phonation time, MPT): 음성 및 EGG파형

이 지속되는 시간을 말한다.

 

다다다다. . . . 호기 호기 호기 호기 변화에 변화에 변화에 변화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발성 발성 발성 발성 기능 기능 기능 기능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변수변수변수변수

(1) 성문폐쇄율(closed quotient, CQ): 성문폐쇄율이란 전기성문파형검사

(electroglottograph, EGG)에서 나타난 파형 중에서 전체 성대 진동 주기

(glottal cycle)에 대한 성대폐쇄구간(closing phase)의 길이의 비(%)를 말한다.

(2) 성문접촉속도율(speed quotient, SQ): 성문접촉속도율이란 전기성문파형검

사(electroglottograph, EGG)에서 나타난 파형 중에서 성문폐쇄기동안 성문접촉

면적 증가시간(폐쇄기, closing phase)에 대한 성문접촉면적 감소시간(개방기, 

opening phase)의 비(%)를 말한다.

(3)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jitter): 이웃한 피치의 기본 주기(T0)의 차이의 절대

치를 구한 절대 변동율 (absolute jitter)을 전체 피치의 기본 주기의 평균으로 

나눈 백분율로 구하며 연속적인 성대 진동 시 시간적 측면에서 주기간 길이의 변

동을 말한다. 값이 커질수록 비주기적인 성대의 진동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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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기간 진폭 변동률(shimmer): 이웃한 주기 진폭(P0) 차이의 절대치를 구한 

절대 변동율(absolute shimmer)을 전체 진폭의 평균으로 나눈 백분율로 구하며

연속적인 성대 진동 시 주기간 강도의 변동을 말한다. 값이 커질수록 비주기적인 

성대진동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 

(5) 잡음 대 배음비(noise-to-harmonic ratio, NHR): 음성신호에서 70∼

4,500 Hz 범위의 배음 성분의 에너지에 대한 1,500∼4,500 Hz 범위의 잡음 성

분의 에너지의 비율로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분석신호에서의 잡음성분의 존재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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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ⅢⅢⅢ.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본 연구에서는 정상대조군의 경우, 21세 ~ 66세의 정상 성인 총 55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환자군으로 성대마비환자 15명과 양성성대질환자 20명을 포함한 음

성질환자군 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정상군과 환자군을 합하여 총 90명

이었다.

가가가가. . . . 정상군정상군정상군정상군

  정상군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1세 ~ 66세 (평균 연령 38.1세), 

정상 성인 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의 정상 성인을 선정하기 위해, 첫째, 키와 몸무게가 호흡에 미치는 영향

을 통제하기 위하여 면담을 통해 한국인의 평균 신장과 체중 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와 흡연 유무 및 건강상태와 호흡 훈련 유무를 조사 하였다. 폐와 호흡기계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기 위해 spirometer (Model 370, Cosmed.)로 노력성 폐활

량(forced vital capacity:FVC)을 측정하였으며 호흡기능 선별 검사지에 답하도

록 하여 이상이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심장, 신경계, 후두, 말- 조음 기

관, 청력의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심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흡연을 한 경우, 주당 200g 이상의 음주를 하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

하였다.   

  둘째, 면담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

가가 인지, 청력, 후두 그리고, 음성 상태를 선별하였다. 인지는 Korean 

Versio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MMSE)를 사용하였으며, 절단 점

수는 한국판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Korean version-Boston Naming Test,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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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T)
113

의 표준화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적용하였다. 이비인후과 음성전문의가 

후두 정밀내시경이나 스트로보스코피를 통해 성대의 병리 유무를 확인하였고, 음

성치료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언어임상가 2인이 대상자의 음성을 청지각적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건강 상태는 휴식 시 수축기압, 확장기압, 비만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수축기혈압은 남자 115±30mmHg, 여자 102±30mmHg, 이완기혈압은 남자

69±18mmHg, 여자 63±19mmHg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114

 비만도는 남자의 

경우 평균 신장에 대한 체중이 남자 64.2±20.2kg, 여자 54.5±7.4kg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만 정상인 대조군으로 포함하였다.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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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표 3.3.3.3. 피검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특성

          † 빈도수(백분율) 

          ‡ 평균 ± 표준편차 

 특성
                   남                      여

   정상군  양성성대질환군  성대마비군    정상군  양성성대질환군   성대마비군

연령
†

 34.6±11.5    46.0±14.1   40.3±11.3  39.2±13.8     36.3±9.5   45.2±12.8

 20∼29   11(44.0)     1(20.0)    0(0.0)   10(33.3)      4(26.7)     2(18.2)

 30∼39    4(16.0)     0(0.0)    2(50.0)    5(16.7)      4(26.7)      0(0.0)

 40∼49    5(20.0)     2(40.0)    1(25.0)    7(23.3)      6(40.0)     5(45.4)

 50∼59     3(12.0)     1(20.0)    1(25.0)    3(10.0)       1(6.6)     2(18.2)

   60+     2(8.0)     1(20.0)    0(0.0)    5(16.7)       0(0.0)     2(18.2)

 신장(cm) 173.8±4.4    173.8±3.9   160.7±5.9  161.9±4.9    159.3±4.0    159.1±5.6

 체중(kg)  67.9±8.1     72.8±5.9   70.0±10.1   52.5±5.9     56.2±8.5     57.2±4.7

 폐활량(L)   4.3±0.5      3.7±0.7     3.6±0.5    3.0±0.4      3.1±0.6      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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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환자대조군 환자대조군 환자대조군 환자대조군 

   음성질환군은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후두정밀내시경 검사에서 편

측성 성대마비로 진단받은 환자 15명(남자 4명, 여자 11명)과 양성성대질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20명(남자 5명, 여자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대마비 위치는 

중간위(intermediate) 4명, 부정위(paramedian) 11명이었고, 양성성대질환군은 

라인케 부종 2명, 성대폴립 12명(일측성 11명, 양측성 1명), 양측성 성대결절 8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양성성대질환군은 21 ~ 60세로 평균 연령이 38.8세, 

편측성 성대마비는 21~ 63세로 평균 44.9세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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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분석기기분석기기분석기기분석기기

가가가가. . . . 음성음성음성음성, , , , 성문성문성문성문, , , , 호흡 호흡 호흡 호흡 통합검사장치 통합검사장치 통합검사장치 통합검사장치 

        통합 검사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음성, 전기성문파형검사(electroglottography, 

EGG), 흉부와 복부의 두 가지 호흡 채널인 모두 4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흡, 

성문, 발성 4채널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3은 음성, 성문, 호

흡 통합검사장치이며, 음성, EGG 및 호흡 밴드를 동시에 착용한 모습이다. 음성 

신호 수집을 위해 마이크로폰 사양은 콘덴서 마이크로폰으로 Model C420(AKG 

Acoustics, Austria)이 포함되어 있으며, 음성의 아날로그 신호는 DAQ 

Pad(National Instruments, 6020E, USA)를 통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 3. 3. 3. 음성, 성문, 호흡 통합 검사 장치의 구성도

  

  EGG 신호는 발성 시 성대 점막이 진동 시 공기의 흐름이 적어질 때와 성대 점

막이 떨어져 공기의 흐름이 많아질 때 두 성대 사이의 임피던스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얻어내며 검사시스템의 EGG는 탈부착이 가능한 2 전극 탄성 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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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은 Piezo Respiratory Belt Transducer(MLT 1132, USA)를 이용하여 

흉부와 복부의 2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채널에서 호흡의 변화에 따른 흉강

과 복강의 단면적 변화가 착용된 밴드의 코일에서 인덕턴스 변화로 측정된다.     

         

나나나나. . . . 음성음성음성음성, , , , 성문 성문 성문 성문 및 및 및 및 호흡 호흡 호흡 호흡 통합 통합 통합 통합 검사 검사 검사 검사 장치의 장치의 장치의 장치의 자료 자료 자료 자료 생성 생성 생성 생성 및 및 및 및 분석 분석 분석 분석 절차 절차 절차 절차 

        그림 4는 피검자 정보 생성 및 수집하고자 하는 채널을 설정하는 화면이다. 생

성된 파일은 ID별로 구분하고 검색이 가능하다. New User를 선택하면 ID를 적

고 Append를 선택하면 기존 ID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새로운 피검자 ID 생성을 

선택하면 환자 성명을 등록하고 성별 및 신장, 체중의 정보를 입력한다. 환자의 

측정채널은 음성, EGG 및 호흡 중 선택하거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측정가능하

다. Append를 선택하면 이전에 측정된 흉부 및 복식 호흡 채널의 최소 수치, 최

대 수치 리스트가 화면상에 나타난다. 호흡의 보정(calibration)여부 선택은 ON이

나 OFF 버튼장치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OFF를 누르면 보정 없이 이전에 측정

된 최소 수치, 최대 수치를 사용하게 된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 4. 4. 4. 피검자 정보 생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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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스템에서 데이터 수집 시 음성 신호는 샘플링 주파수 11025Hz, 

22050Hz, 44100Hz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림 5와 같이 프로그램 실행 전 

샘플링 주파수를 설정하고 전체 저장될 데이터의 시간은 10초단위로 최대 1분 

30초까지 가능한데 저장될 데이터 시간을 설정한 후 DAQ 시작 버튼을 누른다. 

(b)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시작되는데 저장하고자 하는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저

장을 정지하고 EGG 데이터는 10kHz로 호흡 데이터는 100Hz의 샘플링으로 이

진(binary)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게 된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5. 5. 5. 5. 데이터 수집 화면

(a) 데이터 수집 시작 버튼 (b) 데이터 저장 시작 버튼

(c) 데이터 저장 정지 버튼 (d) 데이터 수집 정지 버튼

(e) 입력된 음성 신호   (f) 입력된 EGG 신호

(g) 입력된 흉부 호흡 신호     (h) 입력된 복부 호흡 신호

(i) 흉부 호흡 변화율 (j) 복부 호흡 변화율

(k) 음성 샘플링 주파수 (l) 저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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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실행 후 저장된 자료를 불러오면 음성, 성문, 호흡의 분석이 모두 가

능하다. 먼저, 호흡 채널 분석은 그림 6과 같다. 전체 데이터에서 커서로 구간을 

설정하면  (1) 흉부 호흡 채널의 호기/흡기 타이밍 : 그래프 (c) (2) 복부 호흡 

채널의 호기/흡기 타이밍 : 그래프 (d) (3) 흉부 + 복부 전체 호흡에 대한 복부 

호흡의 비율 : 그래프 (f) (4) 흡기가 최대로 되는 시간: (c),(d)에서 두 개의 검

은색 커서로 구간을 선택하고 파란색 커서로 구간내의 최고점을 선택하면 각각 

(h), (i)에서 흡기가 최고점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볼 수 있다. (5) 각각 (h), (i)

에서 흡기 시 복부와 흉부의 흡기의 변화량(Iv), 호기 시 복부와 흉부의 변화량

(Ev)을 볼 수 있다. (6)(j)에서 두 개의 검은 색 커서로 구간을 선택하면  선택 

구간의 복식호흡의 비율을 알 수 있다. (7) Play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영역의 

음성 데이터가 DAQ board의 Analog output을 통해 스피커로 출력된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6666 . 호흡 분석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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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G 데이터 분석은  그림 7과 같이 성대 접촉 시 진폭이 상승하고, 개방 

시에 진폭이 감소하게 되는 데, 이것으로 성대 운동의 주기와 개폐에 대한 정보

인 성문폐쇄율(closed quotient; CQ)과 성문개폐속도비율(speed quotient; 

SQ)를 얻을 수 있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7. 7. 7. 7. 성대 진동에 대한 전기성문파형검사에서 성문폐쇄율과 성문접촉속도율7)

7)BakenRJ.Electroglottogaphy.JVoice6(2);9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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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문폐쇄율 (close quotien of glottal contact: CQ) 

                 


  

 

(2) 성문접촉속도율(speed quotient of glottal contack: SQ)  

           

                 




  

  음성과 EGG 동시 분석 화면은 그림 8과 같다. (a)창에서 음성신호의 안정된 

부분을 선택하면 (b)창의 EGG신호가 동시에 선택되고 이것을 각각 (c),(d)창에

서 선택한 구간을 확장하여 보여주게 된다. (e)는 선택된 음성 신호의 EGG 기본

주파수를 나타내며, (d)는 선택된 음성신호의 성문폐쇄율(CQ) 및 (g)성문접촉속

도율(SQ)의 trace를 보여준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8. 8. 8. 8. 음성과    EGG 동시 분석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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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음성 그래프 (b) EGG 그래프  (c) 선택구간의 음성 확대 그래프 

      (d) 선택구간의 EGG 확대 그래프 (e) 선택구간의 EGG 기본주파주

      (f) 선택구간의 성문폐쇄율 그래프  (g) 선택구간의 성문접촉속도율  그래프

  음성 데이터 분석은 그림 8과 같이 (a) 음성그래프에서 분석하고자하는 안정된 

부분을 설정하면 기본주파수(fo) 평균과 표준편차 및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

(jitter), 진폭 변동률(shimmer), 잡음 대 배음비(NHR : noise to harmonic 

ratio)를 계산할 수 있다. 

3. 3. 3. 3. 자료수집 자료수집 자료수집 자료수집 및 및 및 및 실험절차실험절차실험절차실험절차

음성 자료는 소음이 차단된 방에서 음성, 성문, 호흡 통합 검사 시스템을 이용

하여 호흡과 성문, 발성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였다. 

대상자는 서 있는 상태에서 EGG 전극을  갑상 연골의 각에서 측방으로 약 

1cm 위치에 착용하고, 자료 녹음 전 /아/발성 동안 EGG신호가 화면상에서 파형

이 관찰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발성 시 흉부와 복부의 움직임 변화를 측정하

기 위해 피검자는 가능한 옷을 가볍게 입고 흉부와 복부 밴드를 각각 유두와 배

꼽 바로 위 부분에 오도록 Piezo Respiratory Belt 측정기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 때, 호흡 밴드는 발성 시 흉부와 복부의 전후좌우 용적 변화에 따라 

oscilloscope상에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피검자의 목소리는 헤드셋 마

이크로폰 Model C420(AKG Acoustics, Austria)을 통해 입력되었고 입과의 거

리는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측면으로 5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놓았다(그림 9). 먼

저, 호흡 보정을 하기 위하여, 피검자로 하여금 휴식 시 상태로부터 흉식과 복식

으로 최대 호기와 흡기를 하도록 하여 환자의 흉부채널에서의 최대/최소, 복부채

널에서 최대/최소 호흡 수치를 구하였다. 소리의 크기는  편안한 보통 크기의 /아/

발성을 하도록 하였는데 피검자가 선 자세에서 보통크기(65±5dB)가 되도록 

digital sound level meter(model, 8925)로 모니터하도록 시각적 피드백을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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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음성질환군 중 성대마비군에서는 환자의 특성 상 65±5dB가 편안한 보통 크

기의 강도가 되지 않고 노력성 발성을 해야 하는 크기였으므로 피검자가 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보통 크기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였다. /아/ 발성은 22050Hz로 

샘플링 하였으며, /아/연장 발성은 Sawashima 등
116

, Bless 등
117

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세 번 실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검사자가 최대 수행을 보였다고 평가

된 경우에는 1회만 실시하였다. 발성 방법은 흡기 시간의 시작점을 확인하기 위하

여 “조용한 호흡을 1회 실시한 후 숨을 최대한 깊이 들여 마신 뒤 편안한 음 높

이로 중간에 끊지 말고 최대한 길게 내세요”로 지시 사항을 주었다.  검사 전 검

사자의 시범 뒤에 모음/아/를 발성하도록 하였고, 최대 수행을 보이지 못했거나 

검사자의 지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제 수행 방법을 다시 설명을 

한 뒤 검사를 재실시하였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9. 9. 9. 9. 실험 절차의 도식화된 그림

                                          

4. 4. 4. 4. 자료 자료 자료 자료 분석분석분석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이진파일로 저장된 자료를 불러 들였다. 최대연장발

성지속시간은 한번 폐에 흡입된 공기로 얼마나 오랫동안 발성이 가능한 가를 측

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 발성 시의 호흡 분석 화면에서 각각의 피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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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실행한 3회의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 중 가장 긴 것을 선택하였다.
154

 이 때 

/아/모음 연장발성 동안 호흡 패턴은 흡기 시 흉부와 복부 호흡의 비율에 따라 분

류하였다. 호흡 분석 파라미터는 그림 10과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흡기 시 용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부위를 호흡 변화 그래프에서 확인하여 복부와 흉부 움직

임 시작부터 발성 개시까지의 시간을 각각 측정하였고, 흉부와 복부를 합한 흉곽 

전체 움직임 시작부터 발성 개시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아/모음 연장 

발성 시 흡기 시작점에서 흡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호기부터 발성 시

작 전까지의 기간, 최대발성지속시간을 측정하였다. 흡기 시작점에서 최대 흡기치

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은 두 개의 검은색 커서로 구간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구간 내의 최고점이 계산되어 표시 되는데, 이 때의 수치를 흡기 최고점으로 보고 

흡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흡기가 최고점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얻어내었다. 호기

부터 발성 시작 간 시간은 흡기 최대 지점부터 발성 시작 시간 및 EGG파형이 시

작되는 시간을 선택하여 그 차이를 값으로 구하여 내었다.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

은 음성 및 EGG파형이 지속되는 구간을 선택하여 그 값을 구하여 내었다. 

  최대흡기량은 흡기 시작 시 상대적 폐활량과 최대 흡기 지점의 폐활량의 차이

로 구하여 내었고, 최대호기량은 최대 흡기 지점과 호기가 끝나는 지점 구간 내에

서 가장 낮은 부분의 상대적 폐활량을 구하여 차이를 계산해 내었다. 흡기 시 흉

식 및 복식 호흡의 비율과 호기 시 흉식 및 복식 호흡의 비율은 복부와 흉부의 

합한 채널에서 흡기 및 호기 구간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복식 호

흡의 비율을 측정하였고, 흉식 호흡의 비율은 100 - 복식호흡의 비율로 계산해 

내었다. 

        복식 호흡의 비율 




  

×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성대 진동 패턴 및 음향학적 측정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발성 개시 1초 후, 발성 중간, 발성 종료 1초 전 구간을 동일하게 선정하여 각각

의 시점으로부터 1초 동안의 구간에서 성문폐쇄율, 성문접촉속도율 및 주기간 주

파수 변동률, 주기간 진폭 변동률, 잡음 대 배음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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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0. 10. 10. 10. 동적 호흡 기능 및 호흡-발성 협응 기능에 대한 변수들의 측정 

                                        †MIV: 최대흡기량; MEV: 최대호기량; MIT: 흡기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MET: 호기부터 발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

                    ChAT: 후두와 흉벽 간의 전체조절시간; MPT: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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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1. 11. 11. 11. 호흡-발성 협응 기능 중 후두와 흉곽 및 복부 간의 조절 시간에 대한 변수들의 측정

              †RCAT: 후두와 흉곽 간의 조절시간; ABAT: 후두와 복부 간의 조절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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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통계분석통계분석통계분석통계분석

가가가가. . . . 통계분석 통계분석 통계분석 통계분석 절차절차절차절차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패키지인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2.0)로 분석하였다. 집단에 따른 동적 호흡 기능, 호흡-발성 

간 협응 기능에 대한 하위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각 종속 변

수들에 대하여 집단 요인에 대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검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가 집단 간 유의한 경우에는 각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Bonferroni)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비교 

분석(post-hoc comparis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검정

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들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집단 간 차이를 알고자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

다. 이 때 집단이 정상군, 양성성대질환군, 성대마비군인 세 집단이므로, 집단을 

가변수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호흡패턴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또는 피

셔의 정확도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고,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상

태에서 집단 간 차이를 알고자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상군을 

기준집단으로 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검정하였다. 

나나나나. . . . 신뢰도신뢰도신뢰도신뢰도

  전체 자료의 10%인 9명에 해당하는 자료를 임의로 선택한 뒤, 검사자 간 신뢰

도와 검사자 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검사자 간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이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생체공학협동과정의 대학원생 1명이 해당 자료를 측정하여 그 결과

에 대해 스피어만 상관분석(Spearma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유의

수준은 0.05로 검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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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표 4. 4. 4. 4. 평가-재평가 신뢰도

†MIV : 최대 흡기량; MEV: 최대호기량; RCIV: 흡기 시 전체폐활량에 대한 흉식호흡의 비율; 

ABIV: 흡기 시 전체폐활량에 대한 복식호흡의 비율; RCEV: 호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흉식호흡의 

비율; ABEV: 호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복식호흡의 비율; MIT: 흡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

간; EPT: 호기부터 발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 MPT: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 ChAT: 발성 전 전체 흉

벽 움직임 조절시간; RCAT: 발성 전 흉곽 조절시간; ABAT:발성 전 복부 조절시간; CQ1:발성 개시 

1초 후 성문폐쇄율; SQ1: 발성 개시 1초 후 성문접촉속도율; jitter1: 발성 개시 1초 후 주기간 주파

수 변동률; jitter2: 발성 중간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 jitter3: 발성 종료 1초 전 주기간 주파수 변동

률; shimmer1: 발성 개시 1초 후 주기간 진폭 변동률; shimmer2: 발성 중간 주기간 진폭 변동률; 

shimmer3: 발성 종료 1초 전 주기간 진폭 변동률; NHR1; 발성 개시 1초 후 잡음 대 배음 비; 

NHR2: 발성 중간 잡음 대 배음비; NHR3: 발성 종료 1초 전 잡음 대 배음비                                                                  

종속변수
†

검사자 내 신뢰도 검사자 간 신뢰도

MIV 0.960 0.833
MEV          0.997          0.850

RCI 0.997 0.843

RCE         0.997          0.833

ABI 0.923            0.829

ABE    0.960 0.833

MIT 0.997 0.762

EPT 0.997 0.767

 MPT  0.997 0.963

ChAT 0.997 0.867

RCAT 0.960 0.829

ABAT 0.978 0.843

CQ 1 0.867 0.833

SQ 1 0.833 0.833

 jitter1 0.963 0.767

 jitter2 0.960 0.833

jitter3 0.997 0.833

shimmer1 0.997 0.963

shimmer2 0.997 0.850

shimmer3 0.997 0.883

NHR1 0.988 0.896

NHR2 0.960 0.829

NHR3 0.99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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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ⅣⅣⅣ.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아아아아////모음 모음 모음 모음 연장 연장 연장 연장 발성 발성 발성 발성 시 시 시 시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동적 동적 동적 동적 기능기능기능기능

            /아/모음 연장 발성 시 호흡의 동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체폐활량에 대

한 최대흡기량, 최대호기량, 흡기 시 흉식 호흡 및 복식 호흡의 비율, 호기 시 흉

식 호흡 및 복식 호흡 비율을 측정하였으며, 각 종속 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

차는 표 5와 같다. 종속 변수들의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

시하였고, 이와 동시에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호흡의 동적 기능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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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표 5.5.5.5.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집단 간 호흡의 동적 기능에 대한 측정치

† MIV(Maximum Inspiratory Volume): 최대흡기량 ; MEV(Maximum Expiratory 

Volume): 최대호기량 ; RCI(% contribution Rib cage in Inspiration): 흡기 시  흉식호

흡의 비율 ; ABI(% contribution Abdomen in Inspiration): 흡기 시 복식호흡의 비율 ; 

RCE (% contribution Rib cage in Expiration): 호기 시  흉식호흡의 비율 ; ABE(% 

contribution Abdomen in Expiration): 호기 시 복식호흡의 비율

* p <.05 

* 모든 측정변수는 전체 폐활량에 대한 측정치로 표기되었음.  

  측정변수
†

     정상군  양성성대질환군    성대마비군  p -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MIV(%VC)  66.1    (19.7)   64.4   (15.7)  71.8   (19.1)   0.478

 MEV(%VC) 80.9 (12.2) 85.5 (12.8) 76.1 (19.9)   0.140

  RCI(%VC) 49.7 (31.5) 58.9 (27.0) 68.4 (16.5)   0.068

  ABI(%VC)  50.3    (31.5)   41.1   (27.0)  35.2    (29.5)   0.156

  RCE(%VC) 55.6 (24.9) 59.2 (17.4) 74.3 (20.0)   0.022*

 ABE(%VC) 43.8 (23.9) 40.8 (17.3)  25.7 (19.9)   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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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6. 6. 6. 6.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경우 집단에 따른 동적 호흡 기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기준집단 = 정상군)

† MIV(Maximum Inspiratory Volume): 최대흡기량 ; MEV(Maximum Expiratory Volume): 최대

호기량 ; RCI(% contribution Rib cage in Inspiration): 흡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흉식호흡의 비

율 ; ABI(% contribution Abdomen in Inspiration): 흡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복식호흡의 비율 ;  

RCE(% contribution Rib cage in Expiration): 호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흉식호흡의 비율 ; 

ABE(% contribution Abdomen in Expiration): 호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복식호흡의 비율

‡ 모든 측정변수는 전체 폐활량에 대한 측정치로 표기되었음.  

* p <.05 

종속변수
†

집단 회귀계수  t 값 p - 값

MIV        

     양성성대질환군    -0.996 -0.205 0.838
  

   성대마비군 8.573  1.562 0.122  

 MEV   

    양성성대질환군      5.168     1.422 0.159 

    성대마비군 -2.883  -0.701 0.485  

 RCI  

    양성성대질환군      7.732 1.019 0.311 

    성대마비군     18.958 2.210 0.030
* 

 ABI  

 양성성대질환군 -7.620 -0.986 0.327 

 성대마비군 -15.417 -1.763 0.082
 

 RCE

양성성대질환군 2.110 0.349 0.728

성대마비군 16.913 2.475  0.015
*

 ABE

양성성대질환군  -1.424 -0.244  0.808

성대마비군 -16.200 -2.451   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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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 . . . 최대흡기량 최대흡기량 최대흡기량 최대흡기량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최대흡기량은 정상군 66.1 VC%, 양성성대질환군 64.4 

VC%, 성대마비군 71.8 VC%로 성대마비군이 /아/모음 연장 발성 중 가장 흡기 

변화량이 컸으며, 양성성대질환군이 흡기 변화량이 가장 작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 >.05).(표 5) 또한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분석에서

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  

나나나나. . . . 최대호기량 최대호기량 최대호기량 최대호기량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최대호기량은 정상군 80.9VC%, 양성성대질환군 85.5 

VC%, 성대마비군 76.1VC%로 양성성대질환군이 /아/모음 연장 발성 중 가장 호

기 변화량이 컸으며, 성대마비군이 호기 변화량이 가장 작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 >.05).(표 5) 또한, 성별, 연령을 통제한 분석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

다다다다. . . . 흡기 흡기 흡기 흡기 시 시 시 시 흉식 흉식 흉식 흉식 호흡 호흡 호흡 호흡 및 및 및 및 복식 복식 복식 복식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비율비율비율비율

    /아/모음 연장 발성 동안 흡기 시 흉식 호흡의 비율은 정상군 49.7VC%, 양

성성대질환군 58.9VC%, 성대마비군이 68.4VC%로 성대마비 군이 흡기 시 가장 

흉식 호흡의 비율이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 >.05)

(표 5). 성별과 연령을 통제했을 때 흡기 시 흉식호흡 비율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

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로 7.732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성대마

비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8.958 낮았다.(표 6) 

    /아/모음 연장 발성 동안 흡기 시  복식 호흡의 비율은 정상군 50.3%, 양성

성대질환군 41.1%, 성대마비군이 35.2%로 성대마비군이 흡기 시 가장 복식 호흡

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05).(표 5) 또한, 

성별, 연령을 통제한 분석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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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호기 호기 호기 호기 시 시 시 시 흉식 흉식 흉식 흉식 호흡 호흡 호흡 호흡 및 및 및 및 복식 복식 복식 복식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비율비율비율비율

   /아/모음 연장 발성 동안 호기 시 흉식 호흡의 비율은 정상 군 55.6%, 양성성

대질환군 59.2%, 성대마비군이 74.3%로 성대마비군이 호기 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 <.05).(표 5)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

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대마비군은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

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호기 시 흉식 호흡의 비율이 높았다.(그림 12) 성별과 연

령을 통제했을 때 호기 시 흉식 호흡의 비율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로 2.110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성대마비군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16.913 높았다.(표 6)

    /아/모음 연장 발성 동안 호기 시 전체폐활량에 대한 복식 호흡의 비율은 정

상군 43.8%, 양성성대질환군 40.8%, 성대마비군이 25.7%로 성대마비군이 호기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복식 호흡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p <.05).(표 5)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대마비군은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호기 시 복식

호흡의 비율이 낮았다.(그림 13) 성별과 연령을 통제했을 때 호기 시 전체 폐활

량에 대한 복식 호흡의 비율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로 

1.424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성대마비군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16.200 높았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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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2. 12. 12. 12. /아/모음 연장발성 시 집단 간 호기 시 전체폐활량에 대한 흉식 호  

     흡의 상대적 비율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3. 13. 13. 13. /아/모음 연장발성 시 집단 간 호기 시 전체폐활량에 대한 복식     

     호흡의 상대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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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아아아아////모음 모음 모음 모음 연장 연장 연장 연장 발성 발성 발성 발성 시 시 시 시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패턴패턴패턴패턴

  

   호흡의 패턴 분류는 Hixon 등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폐용적이 일정하고, 수직

적인 움직임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흉벽 두 부분의 상대적인 움직임 

간에 기능적 관계에 따라 호흡의 형태를 크게 흉곽과 복부가 동일한 경우, 복부의 

움직임이 많은 경우, 흉곽의 움직임이 더 많은 경우, 하나의 부분이 다른 부분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 전체 폐용적에 변화를 주는 역행의 모순된(paradoxical)움

직임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Gorden
14

 등은 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크게 흉식 호

흡, 복식 호흡, 쇄골 호흡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군과 음성질환군을 

다 포함하였으나, 흉벽의 전후 움직임만 측정 가능하였으므로 Hixon(1973)
29

의 

분류에 따라 흉식 호흡, 복식 호흡, 역행의 모순된 호흡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집

단의 호흡패턴의 빈도수와 백분율은 표 7과 같다. 호흡 패턴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를 보기 위하여 카이제곱분석 또는 피셔의 정확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

에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호흡의 패턴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상군을 기준집단으로 하였다. 결

과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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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7. 7. 7. 7.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집단 간 호흡 패턴에 대한 빈도수와 백분율 

* p < .05

    정상군  양성성대질환군   성대마비군    p - 값

 흉식호흡  29(52.7)    10(50.0)    11(73.4)    0.044
*

 복식호흡  23(41.8)     5(25.0)     2(13.3)

 paradoxical호흡   3(5.5)     5(25.0)     2(13.3)

      계  55(100.0)   20(100.0)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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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8. 8. 8. 8.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집단 간 호흡 패턴

에 대한 다항로지스틱분석 결과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독립변수
     흉식 - 복식    흉식 - paradoxical

   OR    95% CI    OR     95% CI

성별

남  1.0   1.0

여  0.293 (0.108, 0.798)  1.362  (0.238, 7.798)

연령  1.036 (0.997, 1.077)  1.044  (0.984, 1.107)

집단

정상군  1.0  1.0

양성성대질환군  0.765  (0.209, 2.795)  1.200  (0.161, 8.919)

성대마비군  0.209  (0.039, 1.120)  4.830  (0.932, 2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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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 . . . 정상군의 정상군의 정상군의 정상군의 호흡 호흡 호흡 호흡 패턴패턴패턴패턴

            정상군의 호흡 패턴은 흉복식 호흡 패턴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 흡기 동안 흉

부와 복부비율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흉식 호흡은 총 55명 중 29명(52.7%), 복

식 호흡은 23명(41.8%), paradoxical 호흡은 3명(5.5%)로 흉식 호흡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14와 15는 남녀 흉식 호흡의 예이고, 그림 16과 17은 복식 

호흡의 예이다.

   paradoxical 호흡은 호기 동안 복부 paradoxical 호흡이 2례로 흉곽 용적이 

감소할 때, 역으로 복부는 호기와는 반대 방향으로 밖으로 팽창하는 형태였고 그

림 18과 같다. 호기 동안 흉부 paradoxical 호흡은 1례로 복부가 제자리로 들어

갈 때, 흉곽이 밖으로 팽창하는 형태였으며 그림 19와 같다.      

   연령에 따라 구분했을 때, 분포도는 그림 20과 같다. 20대의 청년층에서는 흉

식 호흡은 21명 중 11명(52.4%), 복식 호흡은 8명(38.1%), paradoxical 호흡은 

1명(4.8%)이였다. 30~40대 중년층에서는 21명 중 흉식 호흡은 11명(52.4%), 

복식 호흡은 12명(57.1%)이었다. 50~60대 장노년층에서는 13명 중 흉식 호흡

은 9명(69.2%), 복식 호흡은 2명(15.4%), paradoxical 호흡은 2명(15.4%)으로 

각 연령층에서도 흉식 호흡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 구분했을 때, 분포도는 그림 21과 같다. 남성은 25명 중 흉식 호

흡이 12명(48.0%), 복식 호흡은 12명(48.0%), paradoxical 호흡이 1명(4.0%)

이었고, 여성은 총 31명 중 흉식 호흡이 17명(56.7%), 복식 호흡이 11명

(36.7%), paradoxical 호흡은 2명(6.5%)으로 남성은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이 

동일하였고, 여성은 흉식 호흡의 비율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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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14. 14. 14. 14.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정상 남성의 흉식호흡의 일례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5. 15. 15. 15.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정상 여성의 흉식 호흡의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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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16. 16. 16. 16.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정상 남성의 복식호흡의 일례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7. 17. 17. 17.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정상 여성의 복식 호흡의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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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18. 18. 18. 18. 흡기 시 복부의 paradoxical 움직임을 보이는 정상 남성의 일례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9.19.19.19. 호기 시 흉부의 paradoxical 움직임을 보이는 정상 여성의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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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1. 21. 21. 21. 성별에 따른 호흡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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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양성성대질환군의 양성성대질환군의 양성성대질환군의 양성성대질환군의 호흡 호흡 호흡 호흡 패턴패턴패턴패턴

        

            양성성대질환 군의 호흡 패턴은 주로 흉복식 호흡 패턴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 

호흡 주기 동안 흉부와 복부비율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흉식 호흡은 총 20명 중  

10명(50.0%), 복식 호흡은    5명(25.0%), paradoxical 호흡은 5명(25.0%)이었

다.

      paradoxical 호흡 중 2명은 흡기 중 복부 paradoxical 움직임과 호기 중 복부 

paradoxical이 모두 나타났으며, 흡기 중 복부 paradoxical 움직임의 예는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또한 나머지 3명은 호기 중 복부 paradoxical 움직임을 보였

고, 패턴은 그림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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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 22. 22. 22. 흡기 중 복부 paradoxical 움직임을 보이는 여성 성대결절 환자의 일례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3. 23. 23. 23. 호기 중 복부 paradoxical 움직임을 보이는 남성 폴립 환자의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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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성대마비환자군의 성대마비환자군의 성대마비환자군의 성대마비환자군의 호흡패턴호흡패턴호흡패턴호흡패턴

    

            성대마비환자 군의 호흡 패턴은 주로 흉복식 호흡 패턴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 

호흡 주기 동안 흉부와 복부비율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흉식 호흡은 총 15명 중  

11명(73.3%), 복식 호흡은    2명(13.3%), paradoxical 호흡은 2명(13.3%)로 주

로 흉식 호흡의 패턴을 보였다.

      흡기 중 복부 paradoxical 움직임을 보이는 패턴은 1례로 그림 24와 같고, 호

기 중 복부 paradoxical 움직임을 보이는 패턴은 1례로 그림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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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24. 24. 24. 24. 흡기 시 복부 paradoxical 음직임을 보이는 여성 성대마비의 일례 

: 발성 직전 흉곽 확장과 복부 축소가 나타남.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5. 25. 25. 25. 호기 시 복부 paradoxical 움직임을 보이는 여성 성대마비 환자의 일례

: 발성 개시 후 호기 방향에서 복부의 확장이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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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집단 집단 집단 집단 간 간 간 간 호흡패턴 호흡패턴 호흡패턴 호흡패턴 비교비교비교비교

  정상군, 양성성대질환군 및 성대마비군의 집단 간 호흡 패턴은 표 5, 그림 26과 

같다. 흉식호흡은 정상군이 52.7%, 양성성대질환군이 50.0%, 성대마비군이 

73.4%로, 성대마비군은 흉식호흡이 상대적으로 정상군이나 양성성대질환군에 비

해 높았다. 복식호흡은 정상군이 41.8%, 양성성대질환군이 25.0%, 성대마비군이 

13.3%로 정상군은 상대적으로 복식호흡의 비율이 높았다. paradoxical호흡은 정

상군이 5.5%, 양성성대질환군이 25.0%, 성대마비군이 13.3%로 양성성대질환군

은 상대적으로 paradoxical호흡이 높았다. 호흡패턴과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표 7)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집단 간 호흡 패턴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

질환군은 흉식호흡에 비해 복식호흡을 할 확률이 0.765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 >.05), 정상군에 비해 성대마비군은 흉식호흡에 비해 복식

호흡을 할 확률은 0.209배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p >.05).(표 8) 한편, 정

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은 흉식호흡에 비해 paradoxical호흡을 할 확률은 

1.200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p >.05), 정상군에 비해 성

대마비군은 흉식호흡에 비해 paradoxical호흡을 할 확률은 4.830배 높았으나, 유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 >.05).(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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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6. 26. 26. 26. /아/모음 연장발성 시 집단 간 호흡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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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아아아아////모음 모음 모음 모음 연장발성 연장발성 연장발성 연장발성 시 시 시 시 호흡과 호흡과 호흡과 호흡과 발성 발성 발성 발성 간 간 간 간 시간적 시간적 시간적 시간적 협응 협응 협응 협응 관계 관계 관계 관계 

         

   /아/모음 연장발성 시 정상 군과 양성성대질환 군, 성대마비 군 간에 호흡과 

발성 간 시간적 협응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한 변수는 발성 전 전체 흉벽 

움직임 시작부터 발성 개시까지의 전체 흉벽 움직임과 후두 간 조절시간, 흉곽 움

직임 시작부터 발성 개시까지의 흉곽과 후두 간의 조절 시간, 복부 움직임 시작부

터 발성 개시까지의 후두와 복부와의 조절 시간, 흡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호기부터 발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 호기 지속 시간,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

이며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9와 같다.

   종속 변수들의 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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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9.9.9.9. /아/모음 연장발성 시 호흡과 발성 간의 시간적 조절 관계 측정치

†ChAT(Chest wall adjustment time): 후두와 흉벽 간의 전체 조절 시간 ; RCAT(Rib cage 

adjustment time): 후두와 흉곽 간의 조절 시간 ; ABAT(Abdomen adjustment time): 후두와 복부 

간의 조절 시간 ; MIT(Maximum Inspiratory Time):흡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   

EPT(Time between Expiratory initiation and Phonation onset time): 호기부터 발성시작 전까    

지의 시간 ; MPT(Maximum Phonation Time):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

   

 측정변수
†

    정상군   양성성대질환군      성대마비군
  p -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ChAT 2.2 (0.8) 2.1 (0.8) 2.9 (0.9)  0.007
*

 RCAT 1.8 (0.9) 1.7 (0.8) 2.5 (1.1)  0.019
*

 ABAT 2.0 (1.3) 1.5 (1.1) 1.5 (1.6)  0.288

  MIT 1.4 (0.5) 1.9 (0.8) 2.0 (0.8)  0.000
*

  EPT 0.6 (0.5) 0.2 (0.7) 1.8 (1.0)  0.000*

  MPT 18.8 (5.4) 12.6 (3.3) 7.1 (3.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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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0. 10. 10. 10.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경우 집단에 따른 호흡과 발성 간 시간적 조절 관

계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기준집단 = 정상군)

†ChAT(Chest wall adjustment time): 후두와 흉벽 간의 전체 조절 시간 ; RCAT(Rib cage 

adjustment time): 후두와 흉곽 간의 조절 시간 ; ABAT(Abdomen adjustment time): 후두와 복부 

간의 조절 시간 ; MIT(Maximum Inspiratory Time): 흡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   

EPT(Time between Expiratory initiation and Phonation onset time): 호기부터 발성시작 전까    

지의 시간 ; MPT(Maximum Phonation Time):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

‡p <.05

종속변수
†

집단 회귀계수  t 값 p - 값

 ChAT        

     양성성대질환군    -0.210 -0.971  0.334  

   성대마비군 0.558   2.284  0.025
*
  

RCAT   

    양성성대질환군    -0.036   -0.144  0.886 

    성대마비군 0.690  2.436   0.017
*
  

 ABAT    

    양성성대질환군    -0.378 -1.076  0.285 

    성대마비군    -0.500 -1.257  0.212 

 MIT   

 양성성대질환군 0.572 3.502  0.001
*
 

 성대마비군 0.642 3.476  0.001
*
 

 EPT

양성성대질환군 -0.394 -2.432  0.017
*

성대마비군 1.108 6.054  0.000
*

 MPT

양성성대질환군 -5.807 -4.654  0.000
*

성대마비군 -11.542 -8.178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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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 . . . 발성 발성 발성 발성 전 전 전 전 전체 전체 전체 전체 흉벽 흉벽 흉벽 흉벽 움직임 움직임 움직임 움직임 조절 조절 조절 조절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아/모음 연장 발성 전 전체 흉벽 움직임의 시작부터 발성 개시까지의 평균 조

절 시간은 정상군 2.2초, 양성성대질환군 2.1초, 성대마비군 2.9초로 통계적으로 

성대마비군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p <.05).(표 9)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본페르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대마비군은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에 비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었다(그림 27). 성별과 연령

을 통제했을 때 발성 전 전체 흉벽 움직임 조절 시간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

질환군이 평균적으로 0.210초 짧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성대

마비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558초 길었다.(표 10)

 

나나나나. . . . 발성 발성 발성 발성 전 전 전 전 흉곽 흉곽 흉곽 흉곽 움직임 움직임 움직임 움직임 조절 조절 조절 조절 시간시간시간시간

      /아/모음 연장 발성 전 흉곽 움직임의 평균조절시간은 정상군 1.8초, 양성성대

질환군 1.7초, 성대마비군 2.5초로 성대마비군이 가장 길었고, 양성성대질환군이 

가장 짧았다(표 9). 성대마비군은 발성 전 흉벽 움직임 개시 시간이 가장 빨랐으

며, 다른 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5).(그림 28)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대

마비군이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었으나, 정상군

과 양성성대질환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과 연령

을 통제했을 때 발성 전 흉곽 움직임 조절 시간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

이 평균적으로 0.036초 짧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성대마비군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690초 길게 나타났다.(표 10)

 

다다다다. . . . 발성 발성 발성 발성 전 전 전 전 복부 복부 복부 복부 움직임 움직임 움직임 움직임 조절 조절 조절 조절 시간시간시간시간

            /아/모음 연장 발성 전 복부 움직임의 평균 조절 시간은 정상군 1.9초, 양성성

대질환군 1.5초, 성대마비군 1.5초로 정상군이 가장 길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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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5).(표 9) 성별과 연령을 통제했을 때 발성 전 복부 

움직임 조절 시간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로 0.378초 짧았

고, 성대마비군은 0.500초 짧았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5).(표 10).

             

라라라라. . . . 흡기 흡기 흡기 흡기 최대치에 최대치에 최대치에 최대치에 도달할 도달할 도달할 도달할 때까지의 때까지의 때까지의 때까지의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집단 간 흡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은 정상군

은 1.4초, 양성성대질환군은 1.9초, 성대마비군은 2.0초로 성대마비군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가장 길었고, 정상군이 가장 짧았다(p <.05).(표 9)(그림 29)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대마비군이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에 비해 유의하게 가장 길었으나, 정상군과 

양성질환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과 연령을 통제

했을 때 발성 전 흡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

질환군이 평균적으로 0.572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었고, 성대마비군은 0.642

초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다.(표 10)

마마마마. . . . 호기부터 호기부터 호기부터 호기부터 발성 발성 발성 발성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전까지의 전까지의 전까지의 전까지의 시간시간시간시간

   호기부터 발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은 정상군은 0.6초, 양성성대질환군은 0.2

초, 성대마비군은 1.8초로 성대마비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길었다(p < 

.05)(표 9)(그림 29).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

여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대마비군이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길었으나 정상군과 양성질환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과 연령을 통제했을 때 호기부터 발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로 0.394초 유의하게 짧았고, 

성대마비군이 유의하게 1.108초 길게 나타났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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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바. . . .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최대연장발성시간은 정상 군 18.8초, 양성성대질환군 

12.6초, 성대마비군 7.1초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상군에서 가장 길었다(p < 

.05).(표 9)(그림 29)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

여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상군이 양성성대질환군과 성대마비군에 비해 유의

하게 높았으며, 양성성대질환군도 성대마비군에 비해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다. 성

과 연령을 통제했을 때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로 5.807초 유의하게 짧았고,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11.542초 짧았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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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7. 27. 27. 27. 모음 연장 발성 시 집단 간 발성 전 전체 흉벽 움직임 조절 시간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8. 28. 28. 28. 모음 연장 발성 시 집단 간 발성 전 흉곽 움직임 조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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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정상군

양성성대질환군

성대마비군

최대흡기기간 호기 후 발성 시작 전 기간 최장발성지속시간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9. 29. 29. 29.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 성대마비군의 /아/모음 연장발성 시 흡기 최

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호기부터 발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 최대연장발성

지속시간(초)



-81-

4. 4. 4. 4. ////아아아아////모음 모음 모음 모음 연장발성 연장발성 연장발성 연장발성 시 시 시 시 호기 호기 호기 호기 변화에 변화에 변화에 변화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발성 발성 발성 발성 기능기능기능기능  

  

   /아/모음 연장발성 시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 성대마비군 간에 호기 변화에 

따른 발성 기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발성 시작 후 1초, 발성 중간 지점, 발성 종료 

1초 전 지점에서 성문폐쇄율(closed quotient: CQ), 성문접촉속도율(speed 

quotient: SQ),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jitter), 주기간 진폭 변동률(shimmer), 잡

음 대 배음비(noise-to-harmonic ratio: NHR)를 측정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

는 표 11과 같다.

   호기 변화에 따른 발성 기능의 각각의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1과 같다. 또한, 성과 연령을 통

제한 상태에서 호기 변화에 따른 성문폐쇄율, 성문접촉속도율 및 음향학적 측정치

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2, 

표 13에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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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1.11.11.11. /아/모음 연장발성 시 집단 간 발성 후 1초 지점, 발성 중간 지점, 발성 

종료 전 1초 지점에서의 성대진동 패턴과 음향학적 측정치

†CQ(Closed Quotient):성문폐쇄율 ; SQ(Speed Quotient):성문접촉속도율 ; jitter:주기간 주파수 

변동률; shimmer:주기간 진폭변동률 ; NHR(Noise-to-harmonic ratio):잡음 대 배음비 

측정변수
† 

정상군 양성성대질환군 성대마비군
p -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발성 

시작 후 

1초 

지점

CQ 49.3 (5.2) 39.9 (24.3) 23.4 26.0 0.030
*

SQ 223.9 (43.6) 189.9 (121.6) 60.0 72.5 0.000
*

jitter 0.9 (0.4) 2.4 (1.5) 3.6 1.9 0.000
*

shimmer 3.3 (1.1) 8.1 (6.8) 8.1 3.5 0.000
*

NHR 0.18 (0.08) 0.27 (0.13) 0.26 0.12 0.000
*

발성 

중간 

지점

CQ 52.1 (6.0) 43.3 (30.0) 23.8 (26.4) 0.000
*

SQ 208.2 (58.2) 168.8 (108.1) 60.0 (67.8) 0.000
*

jitter 1.4 (1.1) 2.5 (2.4) 3.6 (1.6) 0.000
*

shimmer 5.5 (2.4) 8.9 (5.7) 8.8 (3.1) 0.000
*

NHR 0.18 (0.09) 0.25 (0.13) 0.23 (0.11) 0.023
*

발성 

종료 전 

1초 

지점

CQ 54.9 (8.5) 47.9 (30.0) 20.7 (26.4) 0.000
*

SQ 196.7 (60.2) 162.6 (110.5) 52.5 (68.2) 0.000
*

jitter 1.9 (2.1) 3.7 (2.8) 4.1 (2.1) 0.001
*

shimmer 7.0 (4.0) 10.5 (7.0) 10.8 (5.2) 0.005
*

NHR 0.16 (0.10) 0.18 (0.13) 0.20 (0.09)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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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2. 12. 12. 12.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경우 집단 간 호기 변화에 따른 성문폐쇄율, 성문접

촉속도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기준집단 = 정상군)

†CQ1: 발성 시작 1초 후 성문폐쇄율 ; CQ2: 발성 중간 성문폐쇄율 ; CQ3: 발성 종료 1초 전 성문

폐쇄율 ; SQ1: 발성 시작 1초 후 성문접촉속도율 ; SQ2: 발성 중간 성문접촉속도율; SQ3: 발성 종료 

1초 전 성문접촉속도율 

종속변수
†

집단   회귀계수  t 값 p - 값

CQ1        

     양성성대질환군      -7.406 -1.833 0.070
*  

   성대마비군  -22.263 -4.871 0.000
*
  

CQ2   

    양성성대질환군      -7.463    -1.661 0.100 

    성대마비군  -25.334  -4.985  0.000
*
  

 CQ3  

    양성성대질환군      -6.812 -1.365 0.176 

    성대마비군     -32.582 -5.774 0.000 

 SQ1  

 양성성대질환군   -23.810 -1.346  0.182 

 성대마비군  -142.807 -7.135  0.000 

SQ2

양성성대질환군   -25.115 -1.470  0.145

성대마비군  -123.322 -6.379  0.000
*

 SQ3

양성성대질환군   -23.370 -1.264  0.210

성대마비군  -122.312 -5.856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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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3. 13. 13. 13.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경우 집단 간 호기 변화에 따른 음향학적 측정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기준집단 = 정상군)

†NHR1; 발성 개시 1초 후 잡음 대 배음비; NHR2: 발성 중간 잡음 대 배음비; NHR3: 발성 종료 1

초 전 잡음 대 배음비; jitter1: 발성 개시 1초 후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 jitter2: 발성 중간 주기간주

파수변동률; jitter3:발성 종료 1초전 주파수변동률; shimmer1:발성 개시 1초 후 주기간 진폭변동률; 

shimmer2: 발성 중간 주기간 진폭변동률; shimmer3: 발성 종료 1초 전 주기간 진폭변동률 

종속변수
†

집단 회귀계수  t 값 p - 값

NHR1        

     양성성대질환군       0.088 3.397 0.001  

   성대마비군 0.075  2.564  0.012
*

  

NHR2   

    양성성대질환군       0.064       2.358 0.021 

    성대마비군 0.036  1.160 0.249  

NHR3  

    양성성대질환군       0.003 0.100 0.0921 

    성대마비군       0.026 0.842 0.402 

 jitter1  

 양성성대질환군 1.374 4.764 0.000
*

 

 성대마비군 2.534 7.770 0.001
*

 

 jitter2

양성성대질환군 1.031 2.513 0.014
*

성대마비군 2.113 4.554 0.000
*

 jitter3

양성성대질환군 1.031 2.513 0.014
*

성대마비군 2.022 2.956 0.004
*

shimmer1

양성성대질환군 4.859 5.133 0.000
*

성대마비군 4.495 4.199 0.000
*

shimmer2

양성성대질환군 3.467 3.718 0.000
*

성대마비군 3.367 3.193 0.002
*

shimmer3

양성성대질환군 3.676 2.746 0.007
*

성대마비군 3.984 2.631 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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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 . . . 성문폐쇄율성문폐쇄율성문폐쇄율성문폐쇄율

   

   발성 개시 1초 후에 성문폐쇄율은 정상군은 49.3%, 양성성대질환군은 39.9%, 

성대마비군은 2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표 11)(그림

30)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

시한 결과, 정상군과 성대마비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성별과 연령

을 통제했을 때 발성개시 1초 후 성문폐쇄율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로 7.406%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성대마비군은 정상

군에 비해 유의하게 22.263% 낮았다.(표 12)

   발성 중간지점에서 성문폐쇄율은 정상군은 52.1%, 양성성대질환군은 43.3%, 

성대마비군은 2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표 11)(그림 

30)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

시한 결과, 정상군과 성대마비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양성성대질환군과 

성대마비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성별과 연령을 통제했을 때 발

성중간지점에서 성문폐쇄율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로 

7.463%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

의하게 25.334% 낮았다.(표 12)

   

  발성 종료 1초 전 성문폐쇄율은 정상군은 54.9%, 양성성대질환군은 47.9%, 성

대마비군은 2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표 11)(그림 

30)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

시한 결과, 정상군과 성대마비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양성성대질환군과 

성대마비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성별과 연령을 통제했을 때 성

문폐쇄율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로 6.812% 낮았으나 유의

한 차이는 없었고,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32.582% 낮았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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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성개시 1초 후>                        < 발성 중간 >                        < 발성종료 1초 전>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0. 30. 30. 30. 집단 간 발성 개시 1초 후, 발성 중간, 발성 종료 1초 전 성문폐쇄율 

             ( 집단 1: 정상 군   집단 2: 양성성대마비 군   집단 3: 성대마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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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성문접촉속도율성문접촉속도율성문접촉속도율성문접촉속도율 

   발성 개시 1초 후 성문접촉속도율은 정상군은 223.9%, 양성성대질환군은 

189.9%, 성대마비군은 6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표 

11)(그림 31)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상군과 성대마비군 간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성별과 연령을 통제했을 때 성문접촉속도율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로 23.810%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

해 유의하게 142.807% 낮았다.(표 12)

   발성 중간에서 성문접촉속도율은 정상군은 208.2%, 양성성대질환군은 168.8 

%, 성대마비군은 6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표 11)

(그림 31)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정

을 실시한 결과, 정상군과 성대마비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양성성대질환

군과 성대마비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6). 성별과 연령을 통제했을 

때 성문접촉속도율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로 25.115% 낮았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123.322% 낮

았다.(표 12)

   

   발성 종료 1초 전 성문접촉속도율은 정상군은 196.7%, 양성성대질환군은 

162.6%, 성대마비군은 5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표 

11)(그림 31)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상군과 성대마비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양성성대

질환군과 성대마비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성별과 연령을 통제했

을 때 성문접촉속도율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로 23.370%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122.312 

% 낮았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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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성개시 1초 후>                                                                                            < 발성 중간 >                         <발성종료 1초 전>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1. 31. 31. 31. 집단 간 발성 개시 1초 후, 발성 중간, 발성 종료 1초 전 성문접촉속도율 

            ( 집단 1: 정상 군   집단 2: 양성성대마비 군   집단 3: 성대마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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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주기간 주기간 주기간 주기간 주파수 주파수 주파수 주파수 변동률변동률변동률변동률

   발성 개시 1초 후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은 정상군은 0.9%, 양성성대질환군은 

2.4%, 성대마비군은 3.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표 11)

(그림 32)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정

을 실시한 결과, 성대마비군과 정상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양성성대질환

군과 성대마비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 성별과 연령을 

통제했을 때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

로 1.374%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2.534% 

유의하게 높았다.(표 13) 

   발성 중간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은 정상군은 1.4%, 양성성대질환군은 2.5%, 

성대마비군은 3.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표 11)(그림 

32)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

시한 결과, 정상군과 성대마비군 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 성과 연

령을 통제했을 때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

적으로 1.031%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2.113% 유의하게 높았다.(표 13) 

   발성 종료 1초 전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은 정상군은 1.9%, 양성성대질환군은 

3.7%, 성대마비군은 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표 11)

(그림 32).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검정

을 실시한 결과, 정상군과 성대마비군 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 성

과 연령을 통제했을 때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로 1.636%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2.022% 유의하게 높았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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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성 개시 1초 후>                             <발성 중간>                                                    <발성 종료 1초 전>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2. 32. 32. 32. 집단 간 발성 개시 1초 후, 발성 중간, 발성 종료 1초 전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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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주기간 주기간 주기간 주기간 진폭 진폭 진폭 진폭 변동률변동률변동률변동률

   발성 개시 1초 후 주기간 진폭 변동률은 정상군은 3.3%, 양성성대질환군은 

8.1%, 성대마비군은 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표 11)

(그림 33).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

정을 실시한 결과 성대마비군과 정상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대마비군과 양성성대질환군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 성별과 연

령을 통제했을 때 주기간 진폭 변동률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

으로 4.859%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4.495% 

유의하게 높았다(p <.05).(표 13) 

   발성 중간 주기간 진폭 변동률은 정상군은 5.5%, 양성성대질환군은 8.9%, 성

대마비군은 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표 11)(그림 33)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상군

과 성대마비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성과 연령을 통제했을 때 

주기간 진폭 변동률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로 3.467% 유의

하게 높았으며,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3.367% 유의하게 높았다

(p <.05).(표 13) 

   발성 종료 1초 전 주기간 진폭 변동률은 정상군은 7.0%, 양성성대질환군은 

10.5%, 성대마비군은 1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표 

11)(그림 33)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05). 성과 연령을 통

제했을 때 주기간 진폭 변동률은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로 

3.676%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3.984% 유의

하게 높았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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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성 개시 1초 후>                         <발성 중간>                            <발성 종료 1초 전>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 33. 33. 33. 집단 간 발성 개시 1초 후, 발성 중간, 발성 종료 1초 전 주기간 진폭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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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 . . 잡음 잡음 잡음 잡음 대 대 대 대 배음비배음비배음비배음비

  발성개시 1초 후 잡음 대 배음비는 정상군은 0.18, 양성성대집단은 0.27, 성대

마비군은 0.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표 11)(그림 34)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상군과 양성 성대질환군 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 성별과 연령을 통제했을 때 잡음 대 배음비는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

군이 평균적으로 0.088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

게 0.075% 유의하게 높았다.(표 13) 

   발성중간  잡음 대 배음비는 정상군은 0.18, 양성성대집단은 0.25, 성대마비군

은 0.2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표 11)(그림 34) 집단 간

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

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5). 성별과 연령을 통제했을 때 잡음 

대 배음비는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로 0.064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0.036 유의하게 높았다(p <.05).(표 13)

   발성종료 1초 전  잡음 대 배음비는 정상군은 0.16, 양성성대집단은 0.18, 성

대마비군은 0.2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5).(표 11)(그림 34) 

성별과 연령을 통제했을 때 잡음 대 배음비는 정상군에 비해 양성성대질환군이 

평균적으로 0.003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해 

0.026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05).(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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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 개시 1초 후>                              <발성 중간> <발성 종료 1초 전>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4. 34. 34. 34. 집단 간 발성 개시 1초 후, 발성 중간, 발성 종료 1초 전 잡음 대 배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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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바. . . . 시간적 시간적 시간적 시간적 순서에 순서에 순서에 순서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집단 집단 집단 집단 간 간 간 간 흉벽 흉벽 흉벽 흉벽 및 및 및 및 후두움직임후두움직임후두움직임후두움직임, , , , 성대진동패턴 성대진동패턴 성대진동패턴 성대진동패턴 및 및 및 및 음향학적 음향학적 음향학적 음향학적 

측정치의 측정치의 측정치의 측정치의 변화 변화 변화 변화 추이추이추이추이

        발성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집단 간 흉벽과 후두 움직임과 성대진동패턴 및 음

향학적 측정치의 변화 추이는 그림 35와 같다. 정상군은 복부 움직임이 흉곽움직

임보다 선행하였고, 복부 움직임은 양성성대질환군이나 성대마비군보다 가장 먼저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 후에 흉곽움직임이 뒤따랐다. 발성 시작은 호기 직후에  

일어났으나, 양성성대질환군보다는 좀 더 늦게 시작되었다. 발성 시작 1초 후, 발

성 중간, 발성 종료 1초 전으로 갈수록 성문폐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으며, 성문접촉속도율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주기간 주파수변동률

과 주기간 진폭변동률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잡음 대 배음비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양성성대질환군은 흉곽움직임이 복부 움직임보다 선행하였으며, 흉곽움직임은 

정상군이나 성대마비군에 비해 제일 늦게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발성시작은 호기

와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발성 시작 1초 후, 발성 중간, 발성 종료 1초 전으로 

갈수록 성문폐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성문접촉속도율은 점점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주기간 주파수변동률과 주기간 진폭변동률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잡음 대 배음비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대마비군은 흉곽움직임이 복부 움직임보다 선행하였으나, 정상군이나 양성성

대질환군보다 더 먼저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복부 움직임은 정상군이나 양성성대

질환군에 비해 제일 늦게 움직였다. 발성은 호기 시작 후 정상군이나 양성성대질

환군에 비해 제일 늦게 시작하였다. 성문폐쇄율은 발성 시작 1초 후, 발성 중간까

지 증가하다가  발성 종료 1초 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문접촉속도율

은 발성 시작 1초 후, 발성 중간, 발성 종료 1초 전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주기간 주파수변동률과 주기간 진폭변동률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잡음 대 배음비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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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시작                                                         발성시작 1초 후                                                        발성 중간                                                        발성종료 1초 전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5353535.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시간적 순서에 따른 흉벽 및 후두움직임, 성대 진동 패턴의 변화 추이

                                                ◎◎◎◎    : 흉곽 움직임 시작, ++++ : 복부 움직임 시작, □□□□ : 발성 시작, 

            A : 성대마비군 ( ○ ), B : 정상군( × ), C : 양성성대질환군 ( ▲ )

            † 측정치는 log값으로 환산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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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아아아아////모음 모음 모음 모음 연장발성 연장발성 연장발성 연장발성 시 시 시 시 호흡 호흡 호흡 호흡 ․․․․    발성 발성 발성 발성 기능에 기능에 기능에 기능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동시적 동시적 동시적 동시적 평가평가평가평가

  

   /아/모음 연장발성 시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 성대마비군 간에 호흡 ․ 발성 

기능의 동시적 평가를 위해 정상군의 평균에 대한 비율(%)로 각각의 측정치를 환

산하였다. 정상군을 기준집단으로 하였을 때, 호흡의 동적 기능에 대한 측정치, 호

흡과 발성 간의 시간적 조절 관계에 대한 측정치 및 성대진동패턴과 음향학적 측

정치에 대한 환산치는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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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4. 14. 14. 14. /아/모음 연장 발성 시 호흡과 발성 변수 측정치의 정상군의 평균에 대한 

비율(%) 환산치

† MIV(Maximum Inspiratory Volume): 최대흡기량 ; MEV(Maximum Expiratory Volume): 최대

호기량 ; RCI(% contribution Rib cage in Inspiration): 흡기 시 흉식호흡의 비율 ; ABI(% 

contribution Abdomen in Inspiration): 흡기 시 복식호흡의 비율 ; RCE (% contribution Rib cage 

in Expiration): 호기 시  흉식호흡의 비율 ; ABE(% contribution Abdomen in Expiration): 호기 

시 복식호흡의 비율; ChAT(Chest wall adjustment time): 후두와 흉벽 간의 전체 조절 시간 ; 

RCAT(Rib cage adjustment time): 후두와 흉곽 간의 조절 시간 ; ABAT(Abdomen adjustment 

time): 후두와 복부 간의 조절 시간 ; MIT(Maximum Inspiratory Time):흡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

지의 시간 ; EPT(Time between Expiratory initiation and Phonation onset time): 호기부터 발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 ; MPT(Maximum Phonation Time):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 ; CQ1(Closed 

Quotient):성문폐쇄율;SQ1(Speed Quotient):성문접촉속도율; jitter1:주기간 주파수변동률; shimmer 

1: 주기간 진폭 변동률; NHR(noise-to-harmonic ratio):잡음 대 배음비   

‡ 정상군의 평균에 대한 비율(%): M1 정상군의 평균, M2 양성성대질환군의 평균, M3 성대마비군의 

평균; M1/M1; M2/M1; M3/M1

     차원    측정변수
†

    정상군 양성성대질환군  성대마비군

  호흡 기능      MIV        1     0.97     1.09

      MEV        1     1.06     0.94

     RCI        1     0.85     1.38

     ABI        1     0.82     0.70

     RCE        1     1.06     1.34

     ABE        1     0.93     0.59

호흡-발성기능     ChAT        1     0.95     1.32 

    RCAT        1     0.94     1.39

    ABAT        1     0.75     0.75

     MIT        1     1.36     1.43

     EPT        1     0.33     3.00

     MPT        1     0.67     0.38

  발성 기능      CQ1        1     0.81     0.47

     SQ1        1     0.85     0.27

    jitter1        1     2.67     4.00

   shimmer1        1     2.45     2.45

    NHR1        1     1.5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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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 . . . ////아아아아////모음 모음 모음 모음 연장 연장 연장 연장 발성 발성 발성 발성 시 시 시 시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동적 동적 동적 동적 기능에 기능에 기능에 기능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집단 집단 집단 집단 간 간 간 간 동시적 동시적 동시적 동시적 평가평가평가평가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집단 간 호흡의 동적 기능은 그림 36과 같다.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성대마비군은 흡기 시 흉식호흡의 비

율과 호기 시 흉식호흡의 비율이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0

0.5

1

1.5
MIV

MEV

RCI

ABI

RCE

ABE

정상군

양성성대질환군

성대마비군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6.36.36.36.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집단 간 호흡의 동적 기능에 대한 동시적 평가

(정상군의 평균에 대한 %)      

† MIV(Maximum Inspiratory Volume): 최대흡기량 ; MEV(Maximum Expiratory Volume): 최대

호기량 ; RCI(% contribution Rib cage in Inspiration): 흡기 시  흉식호흡의 비율 ; ABI(% 

contribution Abdomen in Inspiration): 흡기 시 복식호흡의 비율 ; RCE (% contribution Rib cage 

in Expiration): 호기 시  흉식호흡의 비율 ; ABE(% contribution Abdomen in Expiration): 호기 

시 복식호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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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아아아아////모음 모음 모음 모음 연장 연장 연장 연장 발성 발성 발성 발성 시 시 시 시 집단 집단 집단 집단 간 간 간 간 호흡과 호흡과 호흡과 호흡과 발성 발성 발성 발성 협응 협응 협응 협응 기능에 기능에 기능에 기능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동시적 동시적 동시적 동시적 평가평가평가평가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집단 간 호흡과 발성 간의 시간적 조절 관계의 동시적 

평가는 그림 37과 같다. 양성성대질환군은 후두와 흉벽 움직임 조절 시간 및 후

두와 흉곽 움직임 조절 시간은 정상군과 유사하였으나, 흡기최대치에 도달할 때까

지의 시간은 정상군에 비해 길게 나타났으며, 호기부터 발성 전까지의 시간 및 최

대연장발성지속시간은 짧게 나타났다.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해 호기부터 발성 

전까지의 시간, 후두와 흉벽 움직임 조절 시간 및 후두와 흉곽 움직임 조절 시간

이 길게 나타났으나,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은 짧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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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7. 37. 37. 37.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집단 간 호흡과 발성 간의 시간적 조절 관계에 

대한 동시적 평가(정상군의 평균에 대한 %)  

†ChAT(Chest wall adjustment time): 후두와 흉벽 간의 전체 조절 시간 ; RCAT(Rib cage 

adjustment time): 후두와 흉곽 간의 조절 시간 ; ABAT(Abdomen adjustment time): 후두와 복부 

간의 조절 시간 ; MIT(Maximum Inspiratory Time):흡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   

EPT(Time between Expiratory initiation and Phonation onset time): 호기부터 발성시작 전까    

지의 시간 ; MPT(Maximum Phonation Time):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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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아아아아////모음 모음 모음 모음 연장 연장 연장 연장 발성 발성 발성 발성 시 시 시 시 집단 집단 집단 집단 간 간 간 간 성대진동패턴과 성대진동패턴과 성대진동패턴과 성대진동패턴과 음향학적 음향학적 음향학적 음향학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동시적 동시적 동시적 동시적 

평가평가평가평가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집단 간 성대진동패턴과 음향학적 측정치에 대한 동시

적 평가는 그림 38과 같다. 양성성대질환군은 성문폐쇄율 및 성문접촉속도율이 

정상군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음향학적 측정치인 주기간 주파수변동률, 주기

간 진폭 변동률 및 잡음 대 배음비는 정상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대마비군은 성문폐쇄율과 성문접촉속도율이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음향학적 측정치는 양성성대질환군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음향학적 측정치 중 주기간 주파수변동률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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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8. 38. 38. 38.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집단 간 발성 후 1초 지점에서의 성대진동패턴과 

음향학적 특성에 대한 동시적 평가(정상군의 평균에 대한 %) 

†CQ1(Closed Quotient):성문폐쇄율; SQ1(Speed Quotient):성문접촉속도율; jitter1:주기간 주파수

변동률; shimmer1:주기간 진폭 변동률; NHR(noise-to-harmonic ratio):잡음 대 배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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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아아아아////모음 모음 모음 모음 연장 연장 연장 연장 발성 발성 발성 발성 시 시 시 시 집단 집단 집단 집단 간 간 간 간 호흡과 호흡과 호흡과 호흡과 발성 발성 발성 발성 기능의 기능의 기능의 기능의 동시적 동시적 동시적 동시적 평가평가평가평가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집단 간 호흡과 발성 변수들의 측정치에 대한 동시적 

평가는 그림 39와 같다. 양성성대질환군은 정상군에 비해 음향학적 측정치인 주

기간 주파수변동률, 주기간 진폭변동률, 잡음 대 배음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호흡의 동적 기능 중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인 호기 시 흉식호흡

의 비율, 복식호흡의 비율은 정상군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흡기최대치에 도

달할 때까지의 시간은 정상군에 비해 길었고,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은 짧았다.   

  성대마비군은 정상군에 비해 음향학적 측정치인 주기간 주파수변동률, 주기간 

진폭변동률, 잡음 대 배음비와 호흡과 발성 간의 시간적 조절 관계 중 호기부터 

발성시작 전까지의 시간,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 및 호흡의 동적 기능 중 호기 시 

복식호흡의 비율, 성대진동패턴인 성문폐쇄율, 성문접촉속도율에서 두드러진 차이

를 보였다. 또한 호흡과 발성 간의 시간적 조절 관계에 대한 변수 중 후두와 흉벽 

간의 전체 조절 시간과 후두와 흉벽 간의 조절 시간 및 흡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

까지의 시간은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에 비해 길었다.   

     양성성대질환군과 성대마비군은 음향학적 측정치인 주기간 주파수변동률, 주기

간 진폭변동률, 잡음 대 배음비과 호흡의 동적 기능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호기부터 발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은 두 집단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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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9. 39. 39. 39.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흡과 발성 변수들

의 동시적 평가(정상군의 평균에 대한 %) 

† RCE (% contribution Rib cage in Expiration): 호기 시 흉식호흡의 비율 ; ABE(% 

contribution Abdomen in Expiration): 호기 시 복식호흡의 비율; ChAT(Chest wall adjustment 

time): 후두와 흉벽 간의 전체 조절 시간 ; RCAT(Rib cage adjustment time): 후두와 흉곽 간의 조

절 시간 ; MIT(Maximum Inspiratory Time):흡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 EPT(Time 

between Expiratory initiation and Phonation onset time): 호기부터 발성시작 전까지의 시간 ; 

MPT(Maximum Phonation Time):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 CQ1(Closed Quotient):발성 시작 1초 

후 성문폐쇄율; SQ1(Speed Quotient):발성 시작 1초 후 성문접촉속도율; jitter1: 발성 시작 1초 후

주기간 주파수변동률; shimmer1: 발성 시작 1초 후 주기간 진폭변동률; NHR(noise-to-harmonic 

ratio): 발성 시작 1초 후 잡음 대 배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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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ⅤⅤⅤ. . . . 고 고 고 고 찰찰찰찰  

    ////아아아아////모음 모음 모음 모음 연장 연장 연장 연장 발성 발성 발성 발성 시 시 시 시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호흡의 동적 동적 동적 동적 기능기능기능기능

   발성 시 흉벽 움직임은 이용 가능한 폐용적과 서로 다른 탄성 압력에서 일정

한 폐포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근의 압력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9, 

58,118,119
이는 ‘흉벽 움직임의 경제성 원리’에 의한 것으로 훈련받지 않은 일반

인은 복부보다는 흉곽이 작고 더 빠른 근육 움직임과 세밀한 조절이 가능하기 때

문에 말 산출동안 폐용적의 변화와 폐용적의 수축의 주작용은 주로 흉곽의 호기

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23

 본 연구에서 모음 연장 발성 동안 흡기 시 전체 폐활

량에 대한 흉식 호흡 비율은 정상군은 49.70%, 양성성대질환군은 58.9%, 성대마

비군은 68.4%였으며, 호기 시 흉식 호흡의 비율은 정상군은 55.60%, 양성성대질

환군은59.2%, 성대마비군은 74.3%로 복부보다 상대적으로 흉곽을 더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 패턴을 보면, 정상군은 흉식 호흡이 52.7%로 약간 

더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각 연령층에서도 흉식 호흡이 더 두드러

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59-62 

한편
 
양성성

대질환군은 흉식 호흡이 50.0%, 성대마비군은 73.4%로 모든 집단에서 흉식 호흡

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성대마비군은 흉식호흡의 비율이 정상군이

나 양성성대질환군에 비해 높았으며, 양성성대질환군은 paradoxical 호흡이 높았

고, 정상군은 복식 호흡의 비율이 높았다. 서있는 자세에서 횡경막보다는 흉곽을 

더 많이 사용하는 원인에 대하여 Watson 등
65

은 흉곽은 흉벽의 약 3/4을 차지하

므로 흉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횡경막은 흉벽의 약1/4정도만 차지하므로 

폐포 압력에 있어서 횡경막의 움직임보다는 흉곽의 움직임이 동일한 변화를 일으

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확장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흉곽의 

흡기근은 횡경막에 비하여 크기가 더 작고, 숫자적으로 더 많으며, 빠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흡기적 노력에 있어서 더 세밀한 조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복근은 일반적으로 조용한 호흡 동안에는 잘 관찰되지 않으나 운동이나 호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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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시에 관찰된다.
120 

또한 자세는 복근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48 

Hoit등
121

은 정상 성인 남성과 여성의 말 산출동안 근전도 검사에 의한 복

부 근육의 움직임 패턴을 보고하였는데, 복부 근육의 활동은 신체 자세, 폐용량, 

말과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서 

있는 자세에서 읽기와 대화 시 일반적으로 복부의 내복사근(internal oblique 

abdominis), 외복사근(external oblique abdominis), 복횡근(transverse 

abdominis)을 포함한 측면 움직임이 많고, 이 중에서도 복부의 윗부분 보다는 아

랫부분의 활동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Leanderson등
153

은 복직근은 능동적 호기

동안에는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자세 조절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복사근이나 복횡근이 능동적인 호기 과정에 더 관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Hoit 등
121

은 큰 소리를 산출할 때와 적은 폐용량에서 말을 산출할 때 복근 활동

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한편, 양성성대질환군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역

행의 모순된(paradoxical) 호흡패턴 비율이 높았는데, 흡기 시 복부가 축소하는 

패턴은 어깨를 지나치게 들어 올릴 때 상대적으로 복부가 축소하였으며, 이는 쇄

골호흡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호기 중에 흉벽 움직임의 모순된 비동시적 움직임

이 정상군 및 음성질환자군에서 관찰되었는데, 호기 동안 흉곽 용적이 감소할 때, 

역으로 복부는 호기와는 반대방향으로 밖으로 나오는 형태를 보였다. 이는 복근은 

흡기근이 아닌 호기근으로서 호기 시 복부를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호기 동

안 복부의 팽창을 보인 것은 /아/ 연장 발성 동안 호기근인 복근을 사용한다기보

다 폐의 탄성력이 감소함에 따라 호기의 소모를 적게 하기 위하여 흡기적 검사가 

과도하게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Melissinos 등
122

은 정상인의 노력성 폐활량

(FVC)에 대한 흉벽 움직임에 대한 연구에서 호기 동안 우선적으로 폐의 상엽

(upper lobe)부터 호기류가 빠져 나감을 보고하였으며, 호기 초기에 복부의 모순

된 움직임으로 인해 폐용량 변화가 지연되었으며, 흉곽 하부(lower rib cage)의 

변화는 단순히 흉부의 흡기근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횡경막 활동에 의한 것이며 이

것은 복부의 형태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흡기 동안 흉곽의 용적 증가와 

함께 복부 수축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Hoit 등
121

은 흡기 동안 순

간적인 복근 활동의 감소는 낮은 폐용적에서 빠른 흡기를 할 때 복부에 의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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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는 저항을 감소시킴으로써 흡기를 하기 위한 횡경막의 수축을 도와주고 상대

적으로 흉곽이 상승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한편, 양성성대질환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최대흡기량은 

64.40%VC로 정상군 66.12%VC, 성대마비군 71.81%VC에 비해 제일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피검자에게 동일하게 과제 시작 전 심호흡을 하고 /아/연장 

발성을 시작하도록 지시사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간 평균적인 차이를 보

인 것은 호흡의 패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양성성대질환군

은 성대결절, 폴립, 라인케 부종을 포함하였는데 성대 결절 환자 중 4례에서 어깨

가 상승하는 쇄골 호흡과 같은 호흡의 패턴을 보였다. 호흡 패턴 중 쇄골 호흡은 

최대 호흡 시 어깨를 들어 올려 목 보조 근육을 과긴장 시키며, 머리를 앞으로 내

밀어 숨을 깊이 들이 쉬면 공기의 양은 증가하지만, 지속적인 발성을 위해 들여 

마신 공기가 효과적으로 호기로 분배될 수 없다. 쇄골 호흡은 가장 비효과적인 호

흡 형태로서 환자는 호기를 할 때, 어깨가 올라가며, 목 보조 근육을 호기의 주요 

근육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호흡법은 좋은 발성에 불충분한데 그 이유는 첫째, 폐

의 가장 위쪽 끝이 확장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흡기를 할 수 없으며 둘째, 호흡

에서 목 보조 근육들을 사용할 때 목 주변의 근육들이 현저히 긴장하므로 적은 

양의 공기 흡입을 위해 많은 힘이 들어간다. 대부분의 음성질환자들은 쇄골 호흡

과 횡경막-복부 호흡의 중간 형태의 호흡 패턴을 보이며, 호기 시 상흉곽이 현저

하게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20

 

   또한 Hixon
29

 등의 연구에 의하면, 보통 크기의 /아/연장 모음 발성 동안 폐활

량 근처에서 거의 잔여량 부분 근처까지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정

상군에서는 최대호기량이 전체 폐활량의 80.90%를 사용하여 선행 연구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최대호기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양성성대질환군이 

85.50%로 정상군 80.90%, 성대마비군 76.06%보다 컸으며, 성대마비군이 가장 

작았다. Makiyama
123

 등은 정상군이 성대마비환자나 라인케 부종 환자에 비해 큰 

소리로 발성했을 때, 평균 호기류율과 성문하압은 조금 증가하고 성문저항의 변화

가 큰 반면, 양성성대질환의 일종인 라인케부종 환자는 평균호기류율에 비해 호기

적 폐의 압력 증가와 함께 성문저항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성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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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두드러진 호기적 노력으로 인한 호기적 폐 압력이 크게 증가하여, 성문을 

통과하는 호기류로 인해 소음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편측 성대마비 환자들은 성문

의 불완전 폐쇄로 인해 성문에 공기 역학적 저항이 결핍되고, 반대로 라인케 부종 

환자는 성문저항이 지나치게 된다. 따라서 큰 소리를 산출할 때 호기적 조절은 정

상군은 주로 후두의 조절에 의해 이루어지고 호기적 노력은 적은 반면, 라인케 부

종 환자는 후두 조절과 호기적 노력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며, 성대마비 환자들은 

후두 조절을 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음성 산출을 위해 주로 근육에 의한 호

기적 조절이 요구된다. Koizumi
124 

등에 의하면 폐용적의 증가와 호기압의 증가는 

측윤상피열근(LCA)의 활동에 영향을 주며 성대 내전을 향상 시킨다고 하였다. 측

윤상피열근은 성대 내전근으로서 성대를 꽉 닫는 역할을 하는 데 후두 내전근의 

활동은 증가된 호기압에 의해 증가됨을 관찰하였다. Hoit와 Hixon,
57 

Titze
155

등

은 호기 조절의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호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폐

와 흉곽의 탄성력(elastic recoil)에 의해 적절한 폐압력이 형성되고 이 때 압력은 

횡격막을 유지함으로써 조절될 수 있다. 호기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탄성 외에 내

늑간근이 작용하게 되는데, 탄성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을 때 폐에 압력을 줌으로

써 흉곽이 감소하게 된다. 호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복근이 폐압력을 조절하는 

주요 구성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대마비 환자군은 발성 시 후두 조

절을 하지 못하고 근육에 의한 호기적 노력에 의해 /아/모음 연장 발성을 유지해

야 하는 데, 최대흡기량이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에 비해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

고 성대마비 환자가 낮은 최대호기량을 보인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즉, 성대마비군은 불완전한 성문폐쇄로 인해 최대 호기압이 낮거나 혹은 

정상군이나 양성성대질환군에 비해 흡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흉식호흡의 비율

이 가장 높고, 호기 시에도 전체 폐활량에 대한 흉식 호흡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

아 복식 호흡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호기를 길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불완전한 성문폐쇄의 영향 이외에 최대연장발성시간의 단축과도 

연관 지을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양성성대질환 군의 흉식 및 복식 호흡 비율이 정상인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방법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정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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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 흡기근과 호기근의 능동적인 수축을 통하여 흉벽의 변화가 측정되었으나, 

양성성대질환군은 쇄골 호흡의 패턴을 많이 보였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기기는 

전후 움직임만이 측정 가능하므로 수직적인 움직임의 변화는 측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양성성대질환군에서 흡기 동안 복부의 약간의 움직임을 동반한 쇄골 호흡

을 하는 경우에는 흉부의 변화 없이 복부 변화량만을 측정하게 되므로 상대적으

로 복부 호흡의 비율이 커지게 된다. 

    

////아아아아////모음 모음 모음 모음 연장 연장 연장 연장 발성 발성 발성 발성 시 시 시 시 호흡과 호흡과 호흡과 호흡과 발성 발성 발성 발성 간 간 간 간 시간적 시간적 시간적 시간적 협응 협응 협응 협응 관계관계관계관계

   조용한 호흡 시 흡기의 마지막 약 90% 동안에 피열 연골(arytenoid 

cartilage)은 가운데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고, 호기의 약 95%가 경과할 때까

지 성문은 좁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125 
좋은 호흡의 형태는 흡기동안에 흉부

와 복부가 모두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횡경막-복부와 흉식 호흡의 결합이 

가장 효과적인 호흡 방법이라고 하였으나,
19 

본 연구에 의하면 흉벽 움직임의 시

간적 관계나 상대적인 흉부와 복부의 움직임의 정도는 집단에 따라 달랐다. 흡기 

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공기가 흡입되기 위해서는 횡경막의 수축에 의해 

복부가 밖으로 나오고 흉곽의 아랫부분이 확장되며 흉곽은 외늑간근의 수축에 의

해 상방으로 들어 올림과 동시에 바깥쪽으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흡기 시에는 횡

경막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복부의 확장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횡경막의 

수축에 의한 흡기압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

    Baken 등
67,68

은 발성 전 후두와 흉곽, 복부의 시간 조절에 대한 연구에서 /아

/모음 산출 시 정상인 대부분이 발성 전 복부가 축소하고, 흉곽이 확장하는 패턴

을 보인다고 하여 이전의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와 다

소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보정 시 'isovolume maneuver'에 근거한 것으

로 한쪽이 팽창하면 다른 쪽은 동일한 폐기량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나머지 한 

쪽이 같거나 축소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 데, 본 연구에 사용된 기기는 보정 시 

흉부와 복부를 모두 사용해서 그 흉부와 복부의 합이 전체 폐기량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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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xon의 보정 방식 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븅부와 복부를 모두 사용해

서 최대 흡기를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의 경우에 /아/발성 전 

흉벽의 움직임은 대부분 흉부와 복부가 모두 확장하는 패턴을 보였다. Cavallo등

126
은  /아/와 /하/를 산출했을 때 호흡기관과 발성기관과의 시간적 타이밍 관계를 

비교하였으며 발성 전 흉곽의 특성은 변경되어지는 성문 모양에 의해 영향을 받

지 않아 발성 전 흉벽의 움직임과 후두의 조절이 독립적인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후두의 조절은 발성 시작 전에 나타났으나, 흉벽 조절의 시작 시간은 발화의 형태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ᄒ/소리를 산출하기 위하여 성대가 외전하

는 동안, 흉곽의 확장이 나타나 흉곽의 확장이 복부의 수축으로 인한 수동적 반응

의 결과는 아님을 보고하였다. 또한 /아/와 /하/를 산출할 때 흉벽의 시간적 움직

임을 측정하였는데, 흉곽의 움직임이 복부의 움직임보다 선행한다고 하여 본 연구

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정상군의 발성 전 흉벽 움직임의 시간적 순서는 

그림 40과 같이 복부와 흉곽이 동시적으로 움직임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복부와 흉곽이 시간적 차이를 보였다. 정상군에서는 발성 전까지 흉곽의 

움직임은 평균 1.76초 소요된 반면, 복부는 평균 1.94초가 소요되어 흡기 시 상

대적으로 복부의 근육보다는 흉곽의 근육이 더 빨리 수축함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와 흉벽 움직임의 시간적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방법론적인 

면에서 차이를 들 수 있겠다. 이전의 연구는 귀에 헤드폰을 통해 소리를 들려주고 

피검자로 하여금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산출해 내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때의 

순간적인 흉벽 움직임의 시간적 조절 차이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을 통해 소리 산출을 위한 흉벽 조절 기전은 흉곽이 더 먼저 빠르게 반응

함으로써 흉곽이 복부에 비해 성문 하압의 형성을 위하여 안정화 상태를 유지하

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심호흡 후 /아/연장 

발성을 하도록 지시 사항을 주었는데, 이 때의 흉벽 움직임 조절은 정상군에서는 

그림 41과 같이 대부분 복부의 움직임이 더 먼저 일어나는 패턴을 보였으며, 이

는 연장 발성을 위하여 횡경막의 수축의 결과로 생각된다. 이와는 반대로 양성성

대질환군과 성대마비군의 흉곽 움직임 시작부터 발성 개시 전까지 걸린 시간은 

각각 평균 1.71초, 2.45초였고, 복부 움직임 시작부터 발성 개시 전까지 걸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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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1.52초. 1.45초 였다. 따라서 양성성대질환군은 흉곽 움직임이 정상군이나 

성대마비군보다 가장 나중에 나타났으며 흉곽 움직임 후에 바로 복부 움직임이 

나타났고, 성대마비군은 그림 42와 같이 이른 흉곽 움직임과 가장 늦은 복부 움

직임을 나타내었으며 음성질환자의 흉벽 움직임 패턴은 모두 흉부 움직임이 선행

하였으며 정상군과 다른 패턴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발성 전 호흡의 형태는 정상 군과 음성 질환 군

이 모두 흉곽의 비율이 더 높은 흉복부 확장을 보였으나, 시간적 순서는 음성질환

자 군 중 성대 결절이나 폴립과 같은 과기능적 음성장애 호흡의 패턴은 흉복식 

호흡을 하더라도 대부분 흉곽의 확장이 복부의 확장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이는 

횡경막이 수축하는 복부의 확장이 선행하는 경우보다 효율적으로 빠른 흡기를 할 

수 없으므로 복부의 확장이 선행하는 경우보다 흡입하는 공기의 양이 적을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흉식 호흡이 비율이 복식 호흡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흉곽 

확장이 먼저 일어나므로 발성 전 가슴과 어깨 및 후두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호흡 형태는 성대의 양성 종물이나 마비로 인해 성대의 불완전폐쇄가 나

타나는 경우에는 큰 소리를 내기 위하여 횡경막을 수축하여 높은 호기류와 성문

하압을 생성할 수 없으므로 환자는 후두와 목 주변에 힘을 가하게 되고 성대를 

쥐어짜는 잘못된 발성을 산출하게 된다.
20 

복식-횡경막 호흡은 음성 치료나
31-33, 

36-38 
음성 훈련에서

127-129
 사용되는 중요한 촉진적 절차로 강조되고 있다. 그 이

유는 복식-횡경막 호흡은 흉식 호흡이나 쇄골 호흡에서 사용되는 부가적인 호흡 

근육사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목과 어깨 근육의 지나친 긴장을 줄일 수 있

으며 호흡 주기 동안에 좀 더 많은 공기가 교환됨으로써 호흡 속도가 감소되고 

호기류가 더 길게 산출되는 효과를 지닌다.
130

 이와 동시에 호기를 더 잘 조정함

으로써 성대의 진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음성의 초점을 후두 부위에

서 호흡기로 이동시켜 좋은 공명을 유도하고 음성 산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호기와 발성 시작 간의 타이밍을 좀 더 적절하게 조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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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40.40.40.40. 복부와 흉곽 움직임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정상군 남자의 흉벽 움직

임 일례.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1414141....    복부의 움직임이 더 먼저 일어나는 정상군 남자의 흉벽 움직임 일례. : 

호기 시 흉곽의 기울기가 잘 유지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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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42. 42. 42. 42. 흉곽의 움직임이 더 먼저 일어나는 여성 성대마비 환자의 일례.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3.43.43.43. 긴 최대 흡기 시간과 호기 후 발성 시작 간 길이가 긴 남성 성대마비
 

환자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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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 호기 호기 호기 소모에 소모에 소모에 소모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성대진동 성대진동 성대진동 성대진동 및 및 및 및 음향학적 음향학적 음향학적 음향학적 특성 특성 특성 특성 

            

            좋은 발성을 위하여 발성 기관인 성대는 수직적인 면과 측면 차원에서 성대 

전체가 진동해야 하며 성대 길이, 부피, 긴장도 등을 조절하는 후두 내부 근육과 

후두 외부 근육이 최적의 상태로 조율되어 음도와 강도가 적절해야 하고 상피와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의 표층(superficial layer)이 유연해야 하며, 성문사

이로 최적의 호기를 유지하면서 성대가 최적의 상태로 접촉되어 성대 내전과 호

기 간에 최적의 타이밍이 이루어져야 한다.
131 

발성 과정은 크게 발성 전단계

(prephonation)와 발성단계로 나눌 수 있는 데, 발성 전 중요한 조절은 발성을 

위한 성대의 내전과 호기류의 시작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 간의 정확한 협응이

다.
73

 본 연구에서 양성 성대 질환인 성대 결절이나 폴립 및 라인케 부종은 그림  

21과 같이 심한 성대접촉(hard glottal attack)을 보였는데, Casper
88

는 심한 성

대접촉을  발성 개시 전 성대가 갑작스럽고 완전히 내전하는 모음 시작 방법으로 

정의하였으며, 심한 성대 접촉의 산출은 근육 긴장과 관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성대 결절은 음성 과용 및 오용에 의한 양성 종물로서 빈번한 성대 가장자리의 

심한 성대접촉으로 기인한 조직의 일정한 압력에 대한 반응이며, 만성적 음성외상

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가진다. 성대 폴립은 병리학적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

으나, 많은 경우 성대폴립과 같이 성대 외상에 기인하며 성대 출혈이 선행된다고 

보고되었다.
79

 성대폴립은 일반적으로 편측성이지만, 반대편 성대의 반응성 부종

(reactive swelling)의 원인이 될 수 있다. Andrade
74

는 심한 성대접촉이 음성장

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지 혹은 심한 성대접촉이 종물로 인한 성대의 불완전

한 폐쇄를 보상하기 위한 기전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성대 심한 접촉 횟

수는 정상 군에 비해 양성 성대 질환 군에서 높았으며, 양측성 성대결절 집단이 

편측성 다른 양성 성대 질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74 

불완전한 성문 폐쇄는 음성 산출을 위한 적절한 성문하압을 형성할 수 없으며, 넓

은 성문 간극은 베르니에 효과에 의한 성대 진동을 유발할 수 없다.
132

   본 연구에서
 
후두와 호흡기관 사이에 시간적 협응 기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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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최대로 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과 호기 시작부터 발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

을 측정한 결과, 흡기가 최대로 되는 데 걸린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상 

군이 가장 짧았으며, 성대마비군이 가장 길었다. 호기 시작부터 발성 시작 간 타

이밍은 양성성대질환군이 0.43초로 가장 짧았고, 정상군이 0.60초, 성대마비 군이 

1.77초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양성성대질환 군 중에서도 성대 폴립 환자는 호기 

시작과 발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이 정상군에 비해 좀 길었다. 하지만, 라인케 부

종이나 성대 결절 환자는 호기 시작 전 발성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음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두 환자 군을 동일한 양성성대질환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평균적

으로 이 집단의 호기 시작부터 발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이 가장 짧게 나타난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대 결절 환자나 라인케 부종 환자들은 호기와 발성 시작

이 정상군처럼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보다 호기 시작 전 후두의 내전이 일어나 힘

을 주어 산출하는 음질(pressed voice)을 보였으며, 반면에 성대 마비 군에서는 

그림 43과 같이 긴 호기 시작부터 발성 시작 간 시간을 나타내어서 기식화된 음

성을 보였다. 흡기부터 발성 전까지의 걸린 전체 흉벽 움직임 조절 시간은 정상 

군이 가장 짧았으며, 성대마비군이 가장 길었다. 성대마비군의 발성 전 흡기와 호

기를 포함한 호흡의 시간이 긴 것은 성문폐쇄부전으로 인한 공기 낭비를 최대한 

보상하기 위하여 흉곽을 더 많이 확장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성대 마비 환자 군에서는 호기 중 흉곽 축소 시에 복부확장이 일어나는 경우

가 많았는데, 이러한 복부의 확장은 불완전성문폐쇄로 인한 급격한 호기의 소모를 

보상하기 위한 흡기근의 노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maximum phonation time: MPT)은 음성생성의 양적 

표현으로 임상에서 음성 산출 기전의 호흡, 발성 요소를 평가하는 과제로 흔히 사

용된다.
133,134 

최대연장발성은 3가지 주요한 생리학적 요인인 음성 산출동안 이용 

가능한 총 공기량인 발성량(phonation volume), 호기의 노력인 성문하의 힘, 효

과적인 공기 소모를 위한 후두의 조절인 성문저항(glottal resistance)에 의해 조

절된다.
23 

Miller
101

는 감소된 호흡의 길이는 폐의 문제라기보다는 후두의 밸브 기

능과 관련된 음성의 기능장애라고 하였으며, Treole등
152

도 성대의 적절한 밸브 

기능이 성문을 통과하는 호기류를 조절함으로써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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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하였다. 국외에서는 Hirano
136

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최장발성지속시간

이 각각 34.6초, 25.7초로 보고되었으며, Yoshioka
26

에 의해서는 각각 29.7초, 

20.3초로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는 김 등의 연구
137

에서 청년층의 남성, 여성의 최

장발성지속시간이 각각 30.5초, 19.1초로 보고되었으며 김 등의 연구
138

에서는 

50대 장년층에서 21.21초, 16.42초, 60대 장노년층은 남자 17.53초, 여자 

15.98초, 70대 노년층에서는 17.45초, 14.41초로 보고한 바 있다. 최장발성지속

시간은 특히 성대마비가 있는 경우에 성대의 기능을 평가하는 가장 간단한 임상

검사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다양한 성대 질환이 있는 경우에 감소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136,139

  성대질환이 있는 환자의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에 대해 김 등
137

은 남자에서 이

것이 14.8초 이하로 나오거나 여자에서 12.1초 이하로 나오면 병적인 것으로 보

고하였고, Hirano
136

는 남자에서 15초 이하이거나 여자에서 14.3초 이하로 나오

면 병적이라고 보고하였다.

   Yanagihara
140

는 폐활량 크기와 발성지속시간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Bless
141

등은 개인의 차를 고려하여 연령과 신장을 토대로 예측한 

폐활량을 최대연장발성과 연관시켜 기준값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남
 
등의 연구

135
에서 최대연장발

성지속시간과 최대흡기압 혹은 최대호기압과의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최

대흡기압과 최대호기압은 성별, 체중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서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은 정상군에서 18.58초, 양성성대질환 군에서 12.24초, 

성대 마비 군에서 7.28초로 정상군에서 가장 길게 나타났다. 또한 Hixon등
29,39

은 

정상 성인의 보통 크기의 목소리에서 /아/연장발성 동안 흉벽 움직임은 이완선

(relaxation line)을 향한 기울기가 흉곽에서 더 적었으며, 복부에서는 더 크게 나

타났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 호기 시 복부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른 

반면, 흉곽 곡선의 기울기가 잘 유지되고 완만한 경향을 보여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정상 군에서 /아/모음 연장 발성 시 짧은 흡기와 호기 시작부터 

거의 동시적인 시작 및  긴 발성 시간을 보인 것은 정상군에서 발성 전 다른 음

성질환 군과 같이 흉곽 확장이 더 많은 흉복부 확장 패턴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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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폐쇄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성대의 밸브 기능이 

이러한 호기를 잘 조절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도의 공명을 고려한 좋은 발성의 조건으로는 크고 효율적인 성대음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성문폐쇄율을 높이기 위해 성대를 적절히 강하게 

닫아서 성문 접촉 시간을 길게 하여 배음(harmonics)의 에너지 감소를 덜하게 

해야 한다.
142 

성문폐쇄율(closed quotient)은 전체 성대 진동 주기 중 성대가 닫

혀 있는 시간의 비로서 음질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143

 성문폐쇄는 스펙트럼의 기

울기와 관련이 있으며, 불완전한 성문폐쇄일수록 기식성의 음질을 보였고, 첫 번

째 배음(h1)이 비교적 높은 강도를 보인 반면, 누르는 듯한 음질은 첫 번째 배음

이 낮은 강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Hillman
9
등은 여성 성대 결절 환자에서 호기류

율이 감소하고, 높은 성대폐쇄 속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성

문폐쇄 속도는 과기능적인 음성장애 환자들에게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아/

연장 발성 시 호기가 시작되면서 발성이 시작되고 발성이 지속될 때, 시간에 따른 

발성 후 1초 지점과 발성 중간 지점, 발성 종료 1초 전 지점의 성문폐쇄율과 성

문폐쇄율을 분석한 결과, 호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성대가 진동하는 발성 시작 

후 1초 지점에서는 정상군의 성문폐쇄율과 성문접촉속도율이 각각 49.3%, 

223.8%를 보였고, 양성성대질환군은 39.94%, 189.9%, 성대마비 군은 23.40%, 

59.97%를 나타내었다. 성문폐쇄율은 성문폐쇄: 성문개방 = 52:48 로 거의 1:1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144

 또한 성문접촉속도비율은 성대가 얼마나 빨리 접촉하고 

얼마나 천천히 열리게 되는 지를 살펴 보는 것으로 성대접촉 속도의 지표이다. 따

라서 성문접촉속도율이 크다는 것은 발성 시에 폐쇄기(closing phase)는 짧고, 

개방기(opening phase)를 길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145

 또한 개방기를 길게 하고 

성대 닫히는 시간(폐쇄기)은 빠르게 하게 되면, 성문사이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공

기의 흐름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끊어 줄 수 있어 보다 선명한 성대음을 생성할 

수 있다.
38

 한편 성문접촉속도율은 정상 성인 남자에서 2.65, 정상 성인 여자에서 

2.28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보통 높이의‘에’발성 시에 성대 진동의 파형 중, 성

대의 접촉이 있는 기간 중에서, 성대 접촉 면적이 커지는 시간에 비해서 성대접촉 

면적이 작아지는 시간이 남녀 각각 2.65배, 2.28배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144,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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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에 폴립이나 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성문폐쇄율이 정상에 비하여 증가되며, 성

문접촉속도율도 정상에 비하여 증가된다. 성대 폴립이나 결절 환자에서는 성대접

촉 면적이 감소되어 성문개방으로 이행되는 시기에 특징적인 편평파(flat 

segment of wave)가 관찰되며 이 편평파로 인해 성문폐쇄율과 성문접촉속도율

이 증가된다.
144

 본 연구에서 양성성대질환군 중 성대결절과 라이케부종 환자의 

성문폐쇄율과 성문접촉속도율은 환자 군 대부분이 60% 이상의 성문폐쇄율과 

300%이상의 성문접촉속도율을 보였으나, 환자 군 중 성문폐쇄가 이루어지지 않

은 환자에서는 성문폐쇄율과 성문접촉속도율이 모두 0%로 나타나므로 이들의 평

균값으로 인해 낮아진 값을 나타내었다. 전기성문파형측정치에 관한 대부분의 연

구에서는 성대결절이나 폴립의 경우에 성문폐쇄율이 정상치보다 높다고 보고되었

으나,
147,148

 여성으로만 국한한 Kelly
149

 등의 연구에서는 성문폐쇄율이 정상인보

다 낮게 보고되었다. 한편 성문폐쇄율은 성대결절의 크기나 성대접촉양상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호기가 점점 소모됨

에 따라 발성 시작 1초 후, 발성 중간 지점과 발성 종료 전 1초 지점으로 갈수록 

성문폐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성대마비군에서는 발성 시작 1초 후, 발

성 중간지점까지는 성문폐쇄율이 증가하다가 발성 종료 1초 전 지점에서는 성문

폐쇄율이 감소하였다. 호기가 소모됨에 따라 성문폐쇄율이 증가한 이유는 호기를 

더 길게 유지하기 위하여 성대를 강하게 닫아 기류의 낭비를 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대마비군에서는 성문간극이 정상군이나 양성성대질환군에 비해 

넓기 때문에 발성 초기 단계에서 호기의 소모가 많고 성문하압이 급격히 낮아지

므로 발성 종료까지 성문폐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성문접촉속

도율은 발성 지속이 됨에 따라 점점 낮아 졌는데, 이는 호기류의 부족으로 성대 

사이의 기류의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베르누이 효과에 의한 성대의 진동이 이루

어지지 않으므로 성대는 천천히 닫아 폐쇄기를 길게 하고 개방기를 짧게 하여 공

기의 소모를 최대한 방지하려는 후두의 작용으로 여겨진다. 

   Wolfe
150

 등은 음성장애의 정도를 나타내는 음향 변수로 기본주파수, jitter, 

shimmer, NHR을 선택하였고, Fex 등
151

은 기능성 애성 환자를 대상으로 음성 

치료 후 기본주파수, jitter, shimmer 등의 개선을 보고하였다. 음성 변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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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tter와 shimmer는 주로 성대 간 비대칭성, 공기흐름의 장애, 성대 내 점액질의 

작용, 모세 혈관의 분포 등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성대 간의 비대칭성, 공기 흐름

의 장애, 성대 내 점액질의 작용, 모세 혈관의 분포 등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추

정되며, 병적인 상태에서 값이 증가된다.
82

 본 연구에서 발성이 지속됨에 따라 초

기의 발성에 비해 호흡이 모자라는 발성지속 끝부분에 갈수록 주기간 주파수 변

동률과 주기간 강도 변화율이 증가하였으나, 잡음 대 배음비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아/모음 연장 발성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성문상압과 성

문하압의 변화, 성문을 지나가는 호기량 감소, 호기류 속도 감소로 인하여 베르니

에 효과에 의한 성대 진동이 잘 이루어 질 수 없고, 발성 종료 부분에서는 거의 

폐의 잔기량 근처까지 소모되므로 적은 량의 호기류 및 일정하지 않은 성문으로

의 호기 공급은 성대의 비주기적인 진동 패턴을 보이고 주기간 주파수 및 강도의 

변화도 커지게 된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호기류가 감소하며 적은 호기류를 보상

하기 위하여 성대는 점점 더 강하게 닫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성문을 

통과하는 소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잡음 대 배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임상적 시사점은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이나 

음성질환자들은 호기를 유지할 때 주로 호기를 조절하는 주 근육이 흉곽의 내늑

간근을 사용하므로 복근에 비해 호기를 잘 조절하기 어려운데, 적은 폐용량이나 

잔여량으로 말을 시작하게 되면 성대를 지나치게 닫아서 조이게 되고, 호기류의 

부족은 성대 점막 진동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결국 높은 성문하압과 낮은 호기율, 

낮은 강도로 발성 효율(vocal efficiency)이 떨어지게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정상군에서 최대연장발성시간과 호흡의 동적기능 변수들 간

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최대연장발성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인 것은 표 15와 같았다. 즉, 폐활량이 클수록(p = 0.269), 최대 흡기

시간이 짧을수록(p = -0.217), 호기 시작부터 발성 개시 전까지 걸린 시간이 짧

을수록(p = -0.257), 흡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흉식 호흡의 비율이 낮을수록

(p = -0.243), 흡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복식 호흡의 비율( p = 0.224)이 

클수록, 호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흉식 호흡의 비율이 낮을수록(p = 

-0.247), 호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복식 호흡의 비율이 높을수록(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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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4)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상군에서 최대

연장발성시간과 발성기능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문접촉속도율이 

높을수록(p = 452), 성문폐쇄율이 높을수록(p = 0.387), 잡음 대 소음비가 적

을수록(p = -0.230),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이 작을수록(p = -0.534), 주기간 

진폭 변동률이 작을수록(p = -0.390)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정상인 및 음성질환자의 호흡기능과 발성기능은 말 산출 기제 

간에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음성질환자의 정상인과 다른 호흡

-발성 협응 패턴은 불완전한 성문폐쇄에 기인한 것으로 음성치료 시에 먼저 성대

를 적절히 내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이와 더불어 음성질환자는 호흡

의 기능인 폐활량은 정상군과 차이가 없었으며, 흉식 호흡의 비율이 더 높은 점도 

정상군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음성질환군의 흉부의 과도한 

확장과 흉곽의 복부보다 선행하는 움직임은 불완전한 성문폐쇄를 보상하기 위하

여 기류를 최대한 흡입하고자 하는 호흡 패턴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복근에 의한 

성문하압과 호기류를 증가시켜 성대 진동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호흡 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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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5.15.15.15. 정상군에서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과 호흡기능 및 발성기능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 VC:폐활량; MIT: 흡기가 최대로 되는 시간; EPT: 호기부터 발성 시작 간 시간; RCIV: 흡기 시 전체폐활량에 대한 흉식호흡의 비율; ABIV: 흡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복식호흡의 비율; RCEV: 호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흉식호흡의 비율; ABEV: 호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복식호흡의 비

율; NHR: 잡음 대 배음비; jitter: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 shimmer: 주기간 진폭 변동률; CQ: 성문폐쇄율; SQ: 성문접촉속도율

** p <.01

*  p <.05

                                                  respiratory & phonatory
 
 

  MPT      VC      MIT     EPT   RCIV   ABIV    RCEV   ABEV    NHR   jitter   shimmer     CQ    SQ

   0.269*   -0.217*   -0.257*  -0.243*   0.224*   -0.247*   0.264*  -0.230* -0.534*  -0.390*   0.387*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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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본 본 본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의의 의의 의의 의의 및 및 및 및 앞으로의 앞으로의 앞으로의 앞으로의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과제과제과제과제

   본 연구는 발성 시 호흡의 동적 기능을 평가하고 호흡과 발성 기제 간이 협응 

기능을 호흡, 성문, 음성을 동시에 평가한 연구로서, 임상에서 환자를 평가할 때, 

발성에 관여하는 하부 기제들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함께 평가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집단의 성

별, 연령별 분포도에 있어서 성대결절이나 성대마비 환자들은 주로 여성이 대부분

이었으므로 남녀 표본수를 일정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연령이 호흡 기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 의하면, 후두의 밸브기능과 관련이 있는 성문저

항은 만 70세 이후부터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7

, 호흡의 기능도 

만 70세 이후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8,60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70세 이상의 노인층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성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집단에 의한 독립적인 효과를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일원분

산분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성과 연령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기는 흉벽의 전후 

움직임의 변화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쇄골호흡과 같이 수직적인 움직임에 대한 변

화를 전체 폐용적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수직적인 움

직임의 변화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한다면, 음성질환자의 동적 호

흡 패턴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호흡-발성 간 협응 기능

을 좀 더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 최대연장발성기간이 다르므로, 동일

한 발성 길이의 조건에서 흉벽 움직임 조절 시간 및 흡기 최대시간, 호기 발성 간 

시간을 측정하면 좀 더 신뢰로운 집단 간 호흡-발성 협응 관계를 측정할 수 있으

리라 생각된다. 넷째, 호흡의 동적 기능 및 패턴은 다양한 말 과제에 따라 다르며, 

개인 간, 자세, 다양한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아/모음 연장 발성의 결

과를 말 호흡의 동적 패턴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조건의 크기 및 읽기, 말하기, 노래하기와 같은 과제로 확대해서 검

사할 필요가 있다.   



-124-

                                                                        ⅥⅥⅥⅥ. . . .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본 연구는 음성, 성문 및 호흡통합검사 장치를 이용하여 /아/모음 연장 발성 

동안 호흡의 동적 기능 및 패턴과 호흡-발성 간 협응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정상인과 음성질환군은 흉식 호흡이 더 두드러진 패턴을 보여 호흡의 패

턴은 유사하였으나, 흡기와 호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흉식 호흡의 비율과 전체 

폐활량에 대한 흡기 변화량은 성대마비군이 가장 높았으며 호기 변화량은 가장 

적었다. 둘째, 호흡-발성 협응 기능에서 흉벽움직임과 후두 조절 간의 시간적 관

계는 정상군은 복부 움직임이 흉부 움직임보다 선행하였으나, 양성성대질환군과 

성대마비군은 흉부 움직임이 선행하여 정상군과 다른 패턴을 보였다. 특히, 양성

성대질환군은 흉곽 움직임이 정상군이나 성대마비군보다 제일 나중에 나타났으며 

흉곽 움직임 후에 바로 복부 움직임이 나타났고, 성대마비군은 이른 흉부 움직임

과 제일 늦은 복부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정상군은 가장 빠른 흡기 시간 및 최대

연장발성 지속시간을 보였으며, 양성성대질환군은 호기부터 발성 전까지의 시간이 

가장 짧았고, 성대마비군은 가장 긴 흡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 호기부

터 발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보였고 가장 짧은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을 나타내

었다. 셋째, 발성 후 1초 지점, 발성 중간, 발성 종료 1초 전의 성문폐쇄율과 성문

접촉속도율,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 주기간 진폭 변동률, 잡음 대 배음비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과 양성성대질환군에서 호기가 소모됨에 따라 성문폐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성대마비군에서는 발성 중간지점까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발성 종료 1초 전 지점에서는 감소하였다. 또한 성문접촉속도율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고,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 및 주기간 진폭 변동률은 증가하였으며, 잡음 

대 배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호흡기능과 발성기능은 말 산출 기제 간에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음성 평가 시에 이러한 기전들의 상호 작용 기제

를 동시에 평가한다면, 음성 질환의 발생 기전 및 보상 패턴을 이해하고 이를 치

료에 적용하는데 매우 유용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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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호흡 호흡 호흡 호흡 기능 기능 기능 기능 평가를 평가를 평가를 평가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선별 선별 선별 선별 검사지검사지검사지검사지

작성일시: 2006년    월   일

이름:

1. 1. 1. 1. 배경정보배경정보배경정보배경정보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체중: __________kg

신장: __________cm

폐활량:___________L

수축기압/이완기압: ___________ mmHg  호흡훈련 유무 : 유  /  무

2. 2. 2. 2. 호흡량과 호흡량과 호흡량과 호흡량과 호흡패턴호흡패턴호흡패턴호흡패턴

1)심호흡 후 호기가 다할 때까지 숫자 세기____________

(주의사항: 숫자 세는 동안 숨 들여 마시지 않기 

           숫자를 건너뛰지 않기

           숨을 멈추고 세지 않기)

2)가능한 깊게 숨 들여 마실 때 호흡 패턴

  ① 어깨가 올라갑니까?

  ② 흉곽(가슴)이 올라갑니까?

  ③ 목 주변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까? 

  

3. 조용한 호흡 시 호흡패턴

  일어서서 왼 손은 가슴에 오른 손은 배에 올려놓고 편안하게 흡기 시 어느 손  

  이 올라갑니까? 

3. 3. 3. 3. 호흡과 호흡과 호흡과 호흡과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신체적 신체적 신체적 신체적 제약제약제약제약

아래의 사항 중 평상 시 하나 이상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호흡이 짧거나 숨이 찹니까?

  ② 얕은 호흡을 하십니까?

  ③ 숨을 쉴 때 소리가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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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까?

  ⑤ 숨쉴 때 가슴이 유연하게 잘 움직입니까?

  ⑥ 한숨이나 하품이 자주 나십니까?

4. 4. 4. 4. 신체 신체 신체 신체 상태 상태 상태 상태 

  ① 만성적 기침이 있습니까?

  ② 과도하게 숨을 쉽니까?

  ③ 큰 소리로 읽으면 피곤합니까?

  ④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습니까?

  ⑤ 목 안에 이물감이 있습니까?

  ⑥ 알러지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까?

  ⑦ 입으로 숨을 쉽니까?

  ⑧ 비정상적인 척추 만곡이나 경화증이 있습니까?

5. 5. 5. 5. 호흡과 호흡과 호흡과 호흡과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과제수행력과제수행력과제수행력과제수행력

  ① 말하기, 노래하기, 악기 불기를 잘 할 수 있습니까?

  ② 당신의 목소리는 이상이 있습니까?

  ③ 걷기와 같은 운동을 잘 할 수 있습니까?

  ④ 걸으면서 동시에 누군가와 이야기 할 때 숨이 차지 않습니까?

6. 6. 6. 6. 생활 생활 생활 생활 습관습관습관습관

1) 흡연을 합니까? 아니오

                  예     ① 하루에 반 갑 미만

                         ② 하루에 한 갑 미만

                         ③ 하루에 한 갑 이상

2) 술을 마십니까? 아니오

                  예     ① 일주일에 200g 미만

                          ② 일주일에 200 ~ 400g 

                          ③ 일주일에 400g 이상 

(환산단위: 1L 맥주: 40g, 1L 소주 : 250g, 1L 양주 L 400g, 1L 와인: 120g)

3) 운동을 규칙적으로 합니까? 아니요

                             예  ① 주 1 ~ 5회

                                 ② 주 5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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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부록 부록 부록 2.2.2.2. 정상군과 음성질환군에서 측정된 호흡기능과 발성기능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MIV : 최대 흡기량; MEV: 최대호기량; RCIV: 흡기 시 전체폐활량에 대한 흉식호흡의 비율; ABIV: 흡기 시 전체폐활량에 대한 복식호흡의 비율; RCEV: 호기 시 전  체폐활량에 대한 흉식

호흡의 비율; ABEV: 호기 시 전체 폐활량에 대한 복식호흡의 비율; MIT: 흡기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EPT: 호기부터 발성 시작 전까지의 시간; MPT: 최대연장발성지속시간; 

ChAT: 발성 전 전체 흉벽 움직임 조절시간; RCAT: 발성 전 흉곽 조절시간; ABAT:발성 전 복부 조절시간; CQ1:발성 개시 1초 후 성문폐쇄율; SQ1: 발성 개시 1초 후 성문접촉속도율; 

jitter1: 발성 개시 1초 후 주기간 주파수 변동률; shimmer1: 발성 개시 1초 후 주기간 진폭 변동률;  NHR1; 발성 개시 1초 후 잡음 대 배음 비

‡ * p <.05, ** p <.01

MIV MEV RCI ABI RCE ABE VC ChAT RCAT ABAT IMT EPT MPT NHR1jitter1 shim1 CQ1 SQ1
MIV - .288** -.061 .034 -.029 .032 .094 .041 -.038 .033 .040 .055 .043 -.052 -.045 -.016 -.038 .014
MEV .288** - .009 -.059 -.059 .083 .089 -.009 .118 -.008 .044 -.231* .031 .074 -.091 -.120 .292** .249*
RCI -.061 .009 - -.991** .693** -.682**-.243* -.023 .128 -.421** -.016 .113 -.243* -.016 .200 .120 -.111 -.161
ABI .034 -.059 -.991** - -.659** .648** .240* .006 -.122 .388** .044 -.092* .224* .029 -.166 -.095 .088 .127
RCE -.029 -.059 .693** -.659** - -.989**-.241* .096 .271** -.340** .063 .176 -.247* .035 .204 .022 -.083 -.152
ABE .032 .083 -.682** .648** -.989** - .266* -.095 -.250* .345** -.056 -.172 .264* -.039 -.204 -.014 .082 .157
VC .094 .089 -.243* .240* -.241* .266* - -.233* -.048 .074 -.044 -.086 .269* -.256* -.190 -.161 .337** .479**
ChAT .041 -.009 -.023 .006 .096 -.095 -.233* - .546** .492** .237* .407** -.057 .055 .102 -.066 -.028 -.133
RCAT -.038 .118 .128 -.122 .271* .250* .048 .546** - .176 .123 .292** -.128 .029 .062 -.055 .097 -.029
ABAT .033 -.008 -.421** .388** -.340** .345** .074 .492** .176 - .237* .040 .236* -.062 -.159 -.061 .107 .169
IMT .040 .044 -.016 .044 .063 -.056 -.044 .237* .123 .237* - -.161 -.217* .144 .236* .202 -.076 -.063
EPT .055 -.231* .113 -.092 .176 -.172 -.086 .407** .292** .040 -.161 - -.257* .028 .232* -.014 -.268* -.338**
MPT .043 .031 -.243* .224* -.247* .264* .269* -.057 -.128 .236* -.217* -.257* - -.230* -.534** -.390** .387** .452**
NHR1 -.052 .074 -.016 .029 .035 -.039 -.256* .055 .029 -.062 .144 .028 -.230* - .420** .361** -.182 -.291**
jitter1 -.045 -.091 .200 -.166 .204 -.204 -.190 .102 .062 -.159 .236* .232* -.534** .420** - .624** -.477** -.534**

shimmer1-.016 -.120 .120 -.095 .022 -.014 -.161 -.066 -.055 -.061 .202 -.014 -.390** .361** .624** - -.278** -.316**
CQ1 -.038 .292** -.111 .088 -.083 .082 .337** -.028 .097 .107 -.076 -.268* .387**-.182 -.477** -.278** - .829**
SQ1 .014 .249** -.161 .127 -.152 .157 .479** -.133 -.029 .169 -.063 -.338** .452**-.291** -.534** -.316** .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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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RRReeessspppiiirrraaatttooorrryyy kkkiiinnneeemmmaaatttiiicccsssaaannnddd cccoooooorrrdddiiinnnaaatttiiiooonnn ooofffrrreeessspppiiirrraaatttiiiooonnn aaannnddd
ppphhhooonnnaaatttiiiooonnniiinnnnnnooorrrmmmaaalllsssuuubbbjjjeeeccctttsssaaannnddddddyyysssppphhhooonnniiicccpppaaatttiiieeennntttsss:::uuusssiiinnnggg
aaannniiinnnttteeegggrrraaattteeedddaaannnaaalllyyysssiiissssssyyysssttteeemmm ooofffrrreeessspppiiirrraaatttiiiooonnn,,,EEEGGGGGG,,,aaannndddvvvoooiiiccceee

SSSeeeooonnngggHHHeeeeeeCCChhhoooiii

GraduateProgram inSpeechandLanguagePathology,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Hong-ShikChoi)

Normal voice is produced by rapid and precise coordination and
interrelationship between respiratory and laryngealstructures.Patients with
dysphoniashow incompleteglottalclosureandirregularvocalfoldsvibration,
whichinterrupttheairflow forefficientvoiceproduction.Therefore,clinicians
should evaluate the coordination evaluation of respiratory function and
phonatoryfunctionduringassessingthepatientswithvoiceproblem.Currently
used clinicalinstrumentsin theclinicalsetting providequantitativedataof
respiratoryandphonatoryfunctionseparately.Further,thosegivethelimited
historical,etiologic,andevaluativeinformationthatcanbeutilizedforeffective
voicetherapy.Therefore,thisstudy aimed to evaluatekinematicbreathing,
Electroglottography(EGG),andacousticanalysissimultaneously toobtain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coordination ofrespiration and phonation in two
dysphonicgroupswith20benignvoicedisorder(8vocalnodules,2Reinke's
edemas,10vocalpolyps)and15unilateralvocalfoldpalsy(UVFP)aswellas
55 normalcontrolgroup using a integrated analysissystem ofre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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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andvoice.Dynamicbreathing function andpattern aswellastiming
relationship between chest wall movement and larynx control during
/a/sustainedvowelphonationwereevaluatedamongthesegroup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rib cage movements were observed

predominantlyinbothnormalanddysphonicgroups.Inrespirationpattern, rib
cagerespirationwasrelativelyobservedinUVFPgroupmuchmorethanother
groups and paradoxicalrespiration pattern in benign voice disorders group
muchmorebutthereisnosignificantlydifferent.Thusitcanconcludethat
respirationpatternsweresimilarinthreegroups.However,relativeinspiratory
lungvolumeexcursionin%VC(p=.48),relativevolumecontributionoftherib
cageininspiration(p=.07)werenotsignificantlydifferentbutexpiration(p=
.02)weresignificanatlydifferent.Thosein UFVPgroupwerehigherthantwo
othergroups.Relativeexpiratorylungvolumeexcursionwasnotstatistically
significant(p= .14),however,UVFP grouphadlowervalueofitthan two
othergroups.
Chestwallmovementandlaryngealcontrolwerealsodifferentamongthe

groups.In normalgroup,rib cage,abdominaland laryngealadjustment
times(ATs)weremeasuredfrom theonsetofadjustmenttothemomentof
phonatory onsetshowed thatmean abdominalAT was 2.0sec(SD = 1.3),
whereasthecorresponding meanribcageAT was1.8sec(SD = 0.9),which
meanstheabdomenadjustment precededtheribcagemovementbeforethe
phonatoryonsetinnormalgroup.Onthecontrary,inbenignvoicedisorders
group and UVFP group,mean abdominalATs were 1.5sec(SD =1.1)and
1.5sec(SD =1.6)respectivelyaswellasmeanribcageATswere1.7sec(SD =
0.8),2.5sec(SD = 1.1),respectively.Itrepresents thatrib cage adjustment
precededthemovementoftheabdomenadjustmentinbenignvoicedisorder
groupandUVFPgroup.Particularly,UVFPgroupdemonstratedtheearliestrib
cageadjustmentandthelatestabdomenadjustmentamongthree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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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inspiratorytime(MIT),timebetweeninspirationinitiationandthe
momentofmaximum inspiration,timebetweenexpiratoryinitiationtimeand
phonation onset time(EPT), and Maximum phonation time(MPT) were
measuredfrom thecombinedabdomenandribcagechannel.ThemeanMIT
wassignificantlydifferentamongthethreegroups(p< .001).ThemeanMIT
was 1.4sec(SD = 0.5)in normalgroup,1.9sec(SD = 0.8)in benign voice
disordersgroup,and2.0sec(SD=0.8)inUVFPgroupinthatorder.
ThemeanEPT wasalsosignificantlydifferent(p< .001).UVFPgrouphad

thelongestEPT with1.8sec(SD =1.0).EPT innormalgroupandinbenign
voice disorders group were 0.6(SD = 0.5)and 0.2(SD = 0.7),respectively.
Further,threegroupdemonstratedsignificantdifferentmeanMPTs.Themean
MPT was18.8sec(SD =5.4)innormalgroup,12.6sec(SD =3.3)inbenignvoice
disorders group,and 7.1sec(SD = 3.4) in UVFP.The mean MPT was
18.79sec(SD = 5.41)in normal,12.63sec(SD = 3.25)in benign voicedisorder,
7.09sec(SD = 3.40)inUVFP.ThusMPT wassignificantly longestinnormal
subjectsandshortestinUVFP(p<.001).
Duringphonation,ClosedQuotient(CQ)andSpeedQuotient(SQ)from EGG

andjitter,shimmerandNHR at1secpointafterphonationonset,midpointof
phonationand1secpointbeforephonationoffsetfrom acousticanalysiswere
obtained.Asairflow ratepassingthroughtheglottisdecreased,CQ increased
innormalandbenignviocedisordersgroups.However,inUVFP group,CQ
increasedfrom 1secpointafterphonationtomidpointofphonationwhereas
CQ decreasedat1secpointafterphonationoffset.SQ andNHR decreased,
butjitterandshimmerincreasedfrom phonationonsettooffsetinallgroup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insufficientlaryngealvalving function in

patientswithdysphoniacontributestotheabnormalcontrolofchestwalland
larynx as wellto the differenttiming regulation between respiration and
phonation.Itcan bethatrespiration and phonation interacteach othe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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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ormalfunctioninanysubsystem duringvoiceproductionaffectsanother.
Thu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respiratoroy mechanism, phonatory
mechanism,andtheinteractivemechanism oftwosimultaneously.Thatwill
give the insightto understand the underlying etiology and compensatory
patternofdysphonia,whichhelpsclinicianapplytovoicetherapy.

KKKeeeyyyWWWooorrrdddsss:respiratorykinematics,coordinationofrespirationandphonation,
dysphonia,simultaneousanalysis,integrated analysissystem of
respiration,EGG,and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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