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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아이들의 음성에 대한 소박한 관심으로 시작한 논문이었으나 부
족한 점이 너무 많아 부끄럽습니다.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마무리를 하면서 되돌아보니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항상 함께하셔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그

리고 언제나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꼼꼼하게 지도해 주신 이충국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부족한 논문을 세심하게 읽어주시고
조언해 주신 김향희 교수님과 심현섭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그 외에도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인하대 병원의 이비인후과 식구들과 간령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하
고 싶습니다.그리고 논문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해 준 이은경 선
생님,박경아 선생님,박소현 선생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사랑과 믿음으로 기다려 주신 부모님과 동

생들,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전경돈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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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성성성대대대결결결절절절 아아아동동동음음음성성성의의의 음음음향향향학학학적적적 평평평가가가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기기기준준준치치치 연연연구구구

아동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음성장애의 대부분은 성대결절에 기인한다.성대결
절은 성별 및 나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음성의 남용이나 오용이
원인이 될 수 있다.성대결절로 인한 음성장애를 평가하고자 할 때 비교적 객관적
인 평가가 가능한 음향학적 도구의 사용이 국내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으나,아동
기준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형편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성장애 아
동 평가에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아동의 정상 음성에 대
한 음향학적 기준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향학적 분석기기인 CSL(Computerized Speech Lab.)의

MDVP(Multi-DimensionalVoiceProgram)를 사용하여 7세와 10세의 정상 음성
을 지닌 남녀 아동 20명씩 총 80명을 대상으로 음성자료를 수집하였다.여러 음향
학적 지표 중에서 청지각적 평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음성장애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발화기본주파수,기본주파수,jitter,shimmer,vF0,vAm,NHR등의
7가지 요인을 분석하였다.발화기본주파수는 표준화문구의 읽기를 통하여 수집하
였고,기본주파수와 그 이외의 음향학적 지표들은 모음연장발성 과제를 통해 수집
하였다.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발화기본주파수와 기본주파수는 7세 아동이 10세 아동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반면,vF0와 vAm은 7세 아동이 10세 아동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다.이러
한 지표들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Jitter,shimmer및 NHR에서는 연령과 성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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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의 음향학적 측정치는 성대결절 등으로 인한 아동의 음성장애 평
가에 기준치를 제공하여 객관적인 평가 및 치료 전후의 비교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핵심어:성대결절,발화기본주파수,기본주파수,jitter,shimmer,vF0,vAm,N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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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성대대대결결결절절절 아아아동동동음음음성성성의의의 음음음향향향학학학적적적 평평평가가가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정정정상상상음음음성성성 기기기준준준치치치 연연연구구구

<<<지도교수 이이이 충충충 국국국>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하하하 현현현 령령령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음성은 감정과 언어 표현의 기본이 되는 수단이다.따라서 음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특히,음성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은 거친 음성(hoarseness)으로 인하여 정상
음성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또래 집단으로부터 놀림의 대상
이 될 수 있으며 말 명료도가 저하됨에 따라 의사소통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1

아동들에서 나타나는 음성장애의 문제는 주로 성대결절로 인한 것이다.특히,
유치원이나 학령기 아동의 경우,성대결절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와
치료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여성이나 아동과 같이 높은 음도의 목소
리를 가진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성대결절은 성대 움직임의 반복된 충돌(collision)
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며 음성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 또는 직업적인 요
구가 많은 경우에 흔히 나타난다.또한,결절의 호발부위는 성대의 진동 진폭이 가
장 큰 부분인 성대 점막의 가운데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며,양 성대가 대칭적인
운동을 이루기 때문에 양측성인 경우가 많다.2주요 증상으로는 결절이 성대의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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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방해하여 기식성(breathiness)의 음성을 유발하게 되는데,그 크기가 커질수
록 음도가 낮아지며 불규칙한 성대의 점막파동으로 거친 음성을 내게 된다.또한
기식성의 음성으로 적절한 공명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으며,목 안의 이물감을
느끼게 되어 자주 목을 가다듬는 행동을 하게 된다.
아동의 성대 결절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

로 활동적이고 소리를 많이 지르는 남자 아동에서 더 많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
된다.Senuria와 Wilson등은 거친 음성의 음성문제를 보이는 학령기 아동 962명
중에서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은 338명의 남녀 비율은 2:1에 가까웠으며 86.7%에
해당하는 아동이 6～11세 사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3그리고,Silveman과 Zimmer
등은 162명의 23.4%에 해당하는 아동들에게서 거친 음성이 관찰되었고,그 중
70%의 아동이 성대결절로 진단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4

성대결절의 치료는 수술적 처치나 음성치료 혹은 수술과 음성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그러나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의사나
음성언어치료사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Allen등의 설문조사에서는 성대결
절 아동에 대해서 95%의 의사가 지속기간에 상관없이 음성치료를 우선한다고 보
고하였다.반면,음성언어치료사의 95%가 오래된 결절의 경우에는 아동이나 성인
에 상관없이 수술적 처치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으며,오래되지 않
은 결절의 경우에는 치료사들의 26%가 수술적 처치 후 음성치료를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보고하였다.5

음성치료의 일차적인 목표는 환자의 과기능적 음성을 제거하고 쉽고 힘들이지
않는 발성을 유도하여 음성의 호전과 결절의 소실을 유도하는 것이다.그러나 음
성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한 음성 남용이나 오용을 확인하고 음성문제를 보
이는 성대의 상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음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주관적인 검사와 객관적인 검사가 있다.주관적인

검사로는 청지각적인 평가가 있으며 객관적인 검사에는 음향학적 평가와 공기역
학적 평가,그리고 직접 후두내시경을 사용하여 성대를 관찰할 수 있는 평가방법
이 있다.
음성언어치료사의 청지각적인 판단에 의한 주관적인 검사로 가장 대표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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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법은 일본 음성 언어 의학회에 의해 제시된 GRBAS(grade,roughness,
breathy,asthenic,strained)평정법이 있다.6 이 방법은 비교적 사용이 간편하고
평가자내의 신뢰도가 높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7,8

그러나 Kane과 Wellen등은 청지각적 측면의 주관적 척도는 객관화하기가 어려우
므로 객관적인 음향학적 자료가 필요하며,이는 음성언어치료사와 이비인후과 의
사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라고 보고하였다.9

객관적인 검사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음향학적 평가를 들 수 있는데,복잡한
음향학적 현상인 음성은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 시스템의 상호작용으로 발성
이 되는데,이러한 음성의 특성과 정량화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을 시도하게 되
어 음성장애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었다.최
근 컴퓨터 분석을 통하여 성대의 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진보
하였는데,특히 음향학적 평가는 CSL(ComputerizedSpeechLab.,KayElemetrics
Co.),CSpeech(MegagraphicSoftwareCo.),Dr.SpeechScience(TigerElectronics
Inc.)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음향학적 특징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므
로 성대의 상태 및 기능을 평가하는 음성평가는 청지각적 평가가 기본을 이루지
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음향학적 지표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널리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10

음성평가에서 음향학적 분석은 규칙적인 성대 진동에 의해서 음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로써 음성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즉,성대의
부피나 길이,긴장도 등에 따라서 성대 진동이 달라지는데 성대 진동으로 만들어
진 음파를 대상으로 음향학적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예를 들어,사람이 듣기에 음
도로 판단되는 기본주파수는 초당 몇 회의 주기적인 성대진동이 있었는가에 따라
서 결정된다.또한 짧은 발성 구간에서 얼마나 규칙적인 주기를 보이는가를 jitter
(주파수 변화율)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강도의 규칙성에 대한 평가를
shimmer(진폭 변화율)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긴 구간에서는 주파수와 강도의 규
칙성이 각각 vF0(기본주파수의 상관계수,CoefficientofFundamentalFrequency
Variation),vAm(강도의 상관계수,CoefficientofAmplitudeVariation)으로 분석
된다.음성에 존재하는 소음과 배음의 비율에 대한 지표는 NHR(Noi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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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icRatio)로 분석한다.11

이러한 음향학적 지표들은 청지각적으로 판단되는 음성의 문제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Wuyts등은 jitter,shimmer,NHR이 음질의 청지각적
요소인 G척도,R척도,B척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2또한 표화
영 등은 GRBAS척도와 MDVP(Multi-dimensionalVoiceProgram)측정치 간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G,R,S척도의 경우 강도 변이 관련 변인과 상관정도가 더 높
고,B 척도의 경우는 음도 변이 관련 변인과 상관정도가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
다.13그리고 Wolfe등은 GRBAS척도 평정과 음향학적인 수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fundamentalfrequency(F0),jitter,shimmer,NHR등의 변인 중에서
shimmer와 가장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14,15그러나 기존의 음향학적
분석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최근 들어 아동들의 음향학적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아동 음
성 평가의 기초 자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Campisi등은 MDVP를 이용하여 4～18세의 남녀 아동 각각 50명씩,100명의

정상 음성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과 나이에 따라 음성의 음향학적 정상수치를 연
구하였다.16Sussman과 Sapienza등은 6;11～9;2세의 남자 17명,여자 14명을 대상
으로 성별과 나이에 따라 기본주파수와 jitter를 연구하였다.17두 선행 연구를 통
하여 변성기 이전의 아동에 대한 음성 평가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또한,음성장애 아동과 정상아동의 음향학적 평가를
비교한 연구로 Souaid등은 3～17세의 음성장애아동 52명을 대상으로 MDVP를
이용하여 음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대 결절이 있는 아동과 정상 아동 간에
jitter,shimmer,vF0,vAm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18

국내에서는 임상현장에서 아동의 음성 장애를 다루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아동의 음성 평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우리나라 아
동의 음성장애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임상 보고에서 정상과 음성장애를 비교하기
위해 소수의 대조군을 실험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상 기준
치 없이 음성치료 전후의 비교 연구인 경우가 많다.19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정
상 음성에 대하여 청지각적 평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발화기본주파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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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파수,jitter,shimmer,vF0,vAm,NHR등을 포함한 음향학적 기준치를 제시하
고,이를 음성장애 아동의 평가에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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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경인 지역의 학령기 아동 중 저학년에서는 만 7세 아동을 고학년에
서는 만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이는 음성치료 대상 중에서 유치원생이나
저학년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만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변성기에 의한
급격한 음도 변화의 가능성을 배재하기 위하여 만 10세의 아동을 선택하여 선별
하였다.대상 수는 연령별로 남녀 각각 20명씩 총 80명이었고,피험자들은 모두 변
성기 이전의 아동으로 읽기에 문제가 없고,면담을 통해 음성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상기도염,알레르기,청력문제 등의 병력이 없어야 하며,음성 평가 경력 9년인
1명의 음성언어치료사가 청지각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조음이나 음성 문제가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222...측측측정정정 자자자료료료

가가가...발발발화화화 문문문장장장

읽기 자료는 일상 발화와 가장 유사하도록 음소 빈도수를 고려하여 만든 표준
화 문구 ‘가을’(김향희,2001)의 처음 두 문장을 평상시 발화와 같은 음도와 강도로
몇 차례 연습한 뒤 측정하였다.분석에 사용된 문장은,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땐 더욱더 그 빼어

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이었다.

나나나...모모모음음음 연연연장장장발발발성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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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강도로 /아/모음을 약 5초 정도 지속하게 하여 초기효과와 후기효과를
고려하여 시작점(phonation onset)과 끝부분(phonation offset)의 25ms를 제거한
뒤,나머지 발성 중 3초 동안의 가장 안정적인 구간을 선택하여 jitter,shimmer,
vF0,vAm,NHR을 분석하였다.

333...측측측정정정 도도도구구구

수집된 음성 자료의 음향학적인 분석을 하기 위하여 CSL(ModelNo.4500)의
MDVP(Multi-DimensionalVoiceProgram,Advancedversion)를 사용하였다.음
성 녹음에 사용된 마이크로폰은 AKGAcoustics의 C410model로,귀에 거는 타입
의 헤드셋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였다.분석 시의 표본 추출률(sampling rate)은
50,000Hz로 지정하였다.

444...실실실험험험 절절절차차차

측정은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내 음성언어치료실과 초음이 차단된 초등학교 방
송실에서 진행하였다.검사기기는 CSL에 연결되어 있는 MDVP을 이용하였다.이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를 소음이 차단된 조용한 방에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평
가하였다.아동에게 헤드셋 마이크로폰을 착용하게 하여 구강에서 측면으로 45도
구부려 입과 마이크로폰과의 거리가 6cm정도 유지되도록 하였다.
모음 연장 발성은 편안한 자세에서 평상시 발화 음도와 강도에 유사하게 발성

하도록 유도하였다.보통 목소리로 /아/발성을 약 5초간 지속하게 한 뒤 적절한
음도와 강도로 발성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의 샘플을 저장하였다.문장 발화의 수
집은 읽기 자료인 표준화 문구 ‘가을’을 읽도록 하되,아동으로 하여금 1～2회의
연습기회를 주어 읽기오류를 방지하고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였고,측정 중에
기침이나 숨 쉬는 소리 등이 없는 약10～15초 정도의 첫 두 문장을 선택하여 저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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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통계적 검증을 위해 SPSS통계 프로그램(version12.0)을 이용하였다.측정된
아동 음성의 음향학적 지표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analysisofvariance,AN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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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결결결 과과과

111...발발발화화화기기기본본본주주주파파파수수수(((ssspppeeeaaakkkiiinnngggfffuuunnndddaaammmeeennntttaaalllfffrrreeeqqquuueeennncccyyy)))

발화기본주파수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 1은 7세 아동의 최고치가 358.8Hz,최
저치는 234.9Hz이었고,10세 아동의 최고치는 322.5Hz,최저치는 230.3Hz로 나타났
다.발화기본주파수의 평균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7세 남자 아동에서는
278.7Hz,여자 아동에서는 291.6Hz이었으며,10세 남자 아동에서는 270.0Hz,여자
아동에서는 275.8Hz이었다.표 2의 변량분석표에서 7세 아동의 발화기본주파수 평
균은 285.1Hz로,272.9Hz의 결과를 나타낸 10세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
(1,76)=4.99,p=.03).그러나 성별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고,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그그림림림 111.발화기본주파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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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연령 및 성별에 따른 발화기본주파수의 측정치*

(단위: Hz)
연령

성별 7세 10세

남자 278.7±22.6 270.0±24.6

여자 291.6±27.4 275.8±23.3

전체 285.1±25.6 272.9±23.8

*평균±표준편차

표표표 222.발화기본주파수의 변량분석표

*p<0.05

222...기기기본본본주주주파파파수수수(((fffuuunnndddaaammmeeennntttaaalllfffrrreeeqqquuueeennncccyyy)))

그림 2의 기본주파수 분포에서는 7세 아동의 최고치가 325.8Hz,최저치는
240.4Hz이었고 10세 아동의 최고치는 317.7Hz,최저치는 213.5Hz로 나타났다.기
본주파수의 평균은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7세 남자 아동에서는 283.6Hz,여
자 아동에서는 289.6Hz이었으며,10세 남자 아동에서는 255.1Hz,여자 아동에서는
267.2Hz이었다.표 4의 변량분석표에서 연령에서는 7세 아동의 기본주파수 평균이
286.6Hz로,261.2Hz의 결과를 나타낸 10세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 (1,76)

=28.44,p=.00).그러나 성별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고,연령과 성

연령

성별

연령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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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그그림림림 222.기본주파수의 분포

표표표 333.연령 및 성별에 따른 기본주파수의 측정치*

(단위: Hz)
연령

성별 세 세

남자 ± ±

여자 ± ±

전체 ± ±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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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기본주파수의 변량분석표

*p<0.01

333...jjjiiitttttteeerrr(((주주주파파파수수수 변변변화화화율율율)))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7세 아동의 jitter의 평균을 살펴보면,남자 아동은
0.96%,여자 아동에서는 1.05%이었다.10세 남자 아동의 jitter평균은 0.79%,여자
아동은 0.85%로 나타났다.7세와 10세 아동간의 jitter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으며,성별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또한,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도 jitter의 평균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표표 555.연령 및 성별에 따른 jitter측정치*

(단위: %)
연령

성별 세 세

남자 ± ±

여자 ± ±

전체 ± ±

*평균±표준편차

연령

성별

연령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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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ssshhhiiimmmmmmeeerrr(((진진진폭폭폭 변변변화화화율율율)))

표 6에서 제시한 대로 shimmer의 평균은 7세 남자 아동에서는 4.16%,여자 아
동에서는 4.31%이었다.10세 남자 아동의 shimmer평균은 3.85%,여자 아동은
4.06%로 나타났다.7세와 10세 아동 전체의 shimmer평균은 각각 4.23%와 3.96%
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각각의 남녀 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았다.또한,연령과 성별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평균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표표표 666.연령 및 성별에 따른 shimmer측정치*

(단위: %)
연령

성별 세 세

남자 ± ±

여자 ± ±

전체 ± ±

*평균±표준편차

555...vvvFFF000(((기기기본본본주주주파파파수수수의의의 상상상관관관계계계수수수)))

vF0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 3에서는 7세 아동의 최고치가 3.02%,최저치는
0.74%이었고,10세 아동의 최고치는 2.62%,최저치는 0.70%로 나타났다.각각의
평균값을 살펴보면,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7세 남자 아동은 1.75%,여자 아
동에서는 1.64%이었고,10세 남자아동에서는 1.43%,여자아동에서는 1.22%이었다.
표 8의 변량분석표에서 vF0는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7세 아동에서는
평균이 1.70%로 1.33%의 10세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 (1,76)=9.12,p=
.003).그러나,vF0평균의 성별 간 비교에서는 7세와 10세 모두 유의한 차이가 관



-14-

찰되지 않았다.또한,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의한 vF0평균의 차이도 관찰되
지 않았다.

그그그림림림 333.vF0의 분포

표표표 777.연령 및 성별에 따른 vF0측정치*

(단위: %)
연령

성별 세 세

남자 ± ±

여자 ± ±

전체 ± ±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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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888.vF0의 변량분석표

*p<0.05

666...vvvAAAmmm(((강강강도도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계계계수수수)))

그림 4의 vAm 분포에서 7세 아동의 최고치는 25.56%,최저치는 4.49%이었고,
10세 아동의 최고치는 25.06%,최저치는 1.05%로 나타났다.각각의 평균을 살펴보
면,표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7세 아동의 vAm 평균은 16.71%,여자 아동은
14.39%이었고,10세 아동에서는 남자아동이 10.85%,여자아동이 9.79%로 나타났
다.표 10의 변량분석표에서 vAm의 평균은 연령 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7세 아동의 평균은 15.55%로 10.32%의 10세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 (1,

76)=20.10,p=.00).그러나,성별에서는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
으며,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별

연령 성별



-16-

그그그림림림 444.vAm의 분포

표표표 999...연령 및 성별에 따른 vAm 측정치*

(단위: %)
연령

성별 세 세

남자 ± ±

여자 ± ±

전체 ± ±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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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000.vAm의 변량분석표

*p<0.05

777...NNNHHHRRR(((소소소음음음대대대 배배배음음음의의의 비비비율율율)))

NHR의 평균은 표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7세 남자 아동에서는 0.12,여자
아동에서는 0.13이었으며,10세 남자아동에서는 0.11,여자아동에서는 0.11로 연령
과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또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의
한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표표표 111111.연령 및 성별에 따른 NHR측정치*

*평균±표준편차

연령

성별

연령 성별

연령

성별 세 세

남자 ± ±

여자 ± ±

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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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에서는 정상 음성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음성 평가 방법
인 음향학적 평가의 기준치를 제시하여 향후 성대결절 아동들의 음성평가에 적용
하고자 하였다.7세와 10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발화기본주파수,기본주파수,jitter,
shimmer,vF0,vAm,NHR등을 측정한 후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발화기본주파수,기본주파수,vF0,vAm 등의 네 가지 측정치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반면,jitter,shimmer,NHR에서는 연령과 성별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발화기본주파수는 표준화 문단의 읽기를 통하여 측정하였는데,

Russell등에 의하면 자발화시의 같은 언어학적 문맥을 가진 문장을 14초간 낭독
했을 때 측정되는 발화기본주파수가 과제를 통한 자연스러운 자발화 기본주파수
에 근접할 수 있다고 하였다.20이에,본 연구에서도 발화기본주파수를 측정함으로
써 기본주파수의 결과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발화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어 ‘자
발화’상황을 대치할 수 있는 동시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발화기본주파수
결과는 7세 아동이 285.1Hz로 272.9Hz의 10세 아동에 비해 12Hz정도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후두의 발달 경로를 살
펴보았을 때 7세와 10세간 성대의 해부학적 차이가 기능적인 차이로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음성은 성대의 길이,무게,긴장도에 따라 변화하는데,성대
근의 접촉으로 긴장도에 변화를 가져와 성대의 길이는 줄어들거나 늘어난다.그
결과 성대의 무게와 긴장도가 변화되어 음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21성
대의 길이가 길고 두께가 두껍고 긴장도가 떨어질수록 음도는 낮아지는 반면,성
대의 길이가 짧고 얇으며 긴장될수록 음도는 높아진다.영유아기의 가늘고 높은
음성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낮아지는데 이는 성대의 길이가 늘어나고 무게가 증
가함에 따른 결과이다.Baken등의 발화기본주파수 연구에서도 8세 아동에서는
287.5Hz,10세 아동에서는 269.7Hz를 보고함으로써 수치상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
를 보여주었다.22한편,발화기본주파수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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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남자 아동이 변성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음도가 낮아짐으로 여자아동과
의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춘기 이전의 남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16

본 연구에서 기본주파수는 지속 모음 /아/의 연장 발성으로 측정하였다.편안
한 강도로 /아/모음을 약 5초 정도 지속하게 하여 초기효과와 후기효과를 고려하
여 시작점과 끝부분을 제거한 뒤,나머지 발성 중 3초 동안의 가장 안정적인 구간
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23그 결과 기본주파수 역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 7세
아동의 평균이 286.6Hz로 261.2Hz의 10세 아동에 비해 25.4Hz정도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윤선영 등은 5～11세 아동 174명을 대상으로 Visi-Pitch를 이용하여
대상아동의 연령별 기본주파수를 연구한 결과,7세 아동 29명의 평균이 274.5Hz로
245.9Hz의 10세 아동 26명의 평균에 비해 28.6Hz정도 유의하게 높았으며,남녀 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24따라서,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별간의 차이가 없었던 점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Sussman과 Sapienza등
의 연구결과에서도 6;11～9;2세 아동의 평균 기본주파수가 남자아동에서 272Hz,
여자아동에서는 262Hz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7

한편,성대에 결절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 주파수가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성대결절의 무게로 인해 성대 점막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이다.그러나,
Hufnagle의 연구에서 평균 연령이 6;8세인 성대결절 아동 13명을 대상으로 기본주
파수를 측정한 결과,성대결절이 있는 아동의 평균 기본주파수는 301.4Hz로
246.4Hz의 정상 아동 13명의 평균 기본주파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25이에 대
해 이은경 등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기본주파수에는 성대의 무게뿐만 아니
라 긴장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성대결절이 있을 경우에도 발성 시 근 긴장이
동반되면 가성과 같은 발성이 되거나 성대의 일부분만으로 발성이 되면서 기본주
파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19그러므로,성대결절 아동의 음성을 평가할
경우 본 연구를 통한 발화기본주파수나 기본주파수의 정상치와 비교함으로써 성
대 기능의 저하를 예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Jitter와 shimmer는 짧은 구간에서 주파수와 강도의 안정도를 보는 지표로서,

성대 질환으로 인해 음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주파수와 강도로 주기



-20-

를 유지하지 못하여 perturbation이 증가하게 되므로,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연령이나 성별에 의해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7세 아동들에서 jitter는 1.01%,
shimmer는 4.23%이었고,10세 아동들에서 jitter는 0.82%,shimmer는 3.96%로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perturbation이 감소하여 조금 더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다.또
한 Sussman등의 선행연구에서도 jitter의 측정치는 남자 성인과 6;11～9;2의 아동
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남녀 아동 간 비교에서는 본 연
구결과에서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7한편,Neidzielska등은 4～
14세 성대결절 아동 46명과 정상아동 31명을 음향학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정상아동의 jitter가 0.43%,shimmer가 4.07%로 jitter는 1.55%,shimmer
는 9.30%였던 성대결절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20또한 Campisi등
의 연구에서도 7～12세의 성대결절 남자 아동 12명을 7～9세,10～12세 두 그룹으
로 나누어 분석한 음향학적 평가를 비교한 결과,jitter를 비롯한 주파수 관련 지표
들의 측정치가 정상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즉,성대결절
아동 두 그룹 모두에서 jitter가 3.40%,2.84%로 정상아동의 jitter1.13%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26

한편,긴 구간에서 주파수와 강도의 안정성을 보는 vF0,vAm는 연령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vF0의 경우 7세 아동이 1.70%로 1.33%인 10세 아동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고,vAm은 7세 아동의 경우 15.55%로 10.32%를 나타낸 10세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이것은 일정한 주파수와 강도로 소리를 유지
하는 것이 어린 연령대일수록 좀 더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Campisi등의
연구에서도 성대결절 아동의 음향학적 평가는 주파수관련 변동률에서 정상아동과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특히,성대결절 아동의 vF0가 7～9세는 3.02%,
10～12세가 2.36%로 같은 연령대의 정상아동 vF0인 1.63%,1.53%에 비해 유의하
게 높은 결과를 보고하였다.26그러므로 우리나라 성대결절 아동의 음성 평가에서
도 본 연구를 통한 정상음성 아동의 vF0와 vAm의 측정치와 비교함으로써 적용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NHR은 음성의 질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지표로서 사용되는데,특히 음성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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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변인으로 많이 사용된다.본 연구에서 NHR은 정상아동
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7세 아동에서는 0.12,10세 아동에서는 0.11로 연령이
나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ampisi등의 연구에서는 4～18세의
정상 음성 아동 100명의 NHR이 0.11로 나타났으며,7～12세 정상아동의 NHR은
0.12로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16,26또한,청소년기의 발달적 음성변화를 음
향학적으로 분석한 Boltezar등의 연구에서는 10～17세 아동 51명 NHR의 평균이
0.13으로 보고되어 음향학적 지표 중에서 연령에 따른 변화가 가장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7한편,성대결절 아동의 음향학적 측정치를 비교한 이은경의 연구에 의
하면 7～10세 성대 결절 아동 23명의 NHR의 평균이 1.17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
였다.28Neidzielska등은 4～14세의 평균 연령이 10세인 성대결절 아동 46명을 대
상으로 음향학적 평가를 실시하여 31명의 정상음성 아동과 비교하였다.그 결과
음성신호의 불규칙성을 dB로 나타내는 HNR이 성대결절 아동에서 16.12dB로
23.70dB의 정상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그러므로 NHR은 jitter,
shimmer등과 더불어 아동의 성대결절로 인한 음성기관의 변화에 있어서 민감한
지표가 된다고 보고하였다.29이와 같이 음향학적 기준치는 성대결절 등으로 인한
음성문제의 평가에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청지각적 판단과 함
께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동의 음향학적 측정치가 신장 및 체중 등의 신체지표와 관련이 없었다는 보

고가 있었다.16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참가한 대상 아동들의 신체 발
달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신체 지표를 고려하여 각 연령별 집단
의 음성기능을 다양하게 측정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성대결절 아동들과의 비교 연
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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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성대결절 등으로 인한 아동 음성장애의 음향학적 평가를 위하
여 정상 음성 아동을 대상으로 음향학적 기준치를 알아보았다.7세와 10세 남녀
아동 80명을 대상으로 발화기본주파수,기본주파수,jitter,shimmer,vF0,vAm,
NHR를 측정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발화기본주파수는 7세 아동이 285.1Hz,10세 아동이 272.9Hz로 7세 아동이 유

의하게 높았다.기본주파수도 7세 아동이 286.6Hz,10세 아동이 261.1Hz로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또한,vF0,vAm은 10세 아동이 7세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그 이외의 지표인 jitter,shimmer,NHR 등은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에 따른 후두의 성장과 발성
의 안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상 아동의 음향학적 기준치를 제공함으로써 음성장애 아동에 대
한 객관적인 평가로서 청지각적인 평가와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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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SSSccchhhoooooolll---aaagggeeeccchhhiiillldddrrreeennn'''sssNNNooorrrmmmaaatttiiivvveeeDDDaaatttaaaooofffAAAcccooouuussstttiiiccc
IIInnndddiiiccceeesssfffooorrrVVVoooiiiccceeeEEEvvvaaallluuuaaatttiiiooonnnooofffCCChhhiiillldddrrreeennnwwwiiittthhhVVVooocccaaalll

NNNoooddduuullleee

Mostofthevoicedisordersin children areduetovocalnodule.Vocal
nodule can be generated variously in accordance with sex and age.The
causesareknown tobeabuseormisuseofvoice.When evaluating voice
disordersduetovocalnodule,theuseofacousticdevicesprevails,butstudies
on the standard ofKorean children have been insufficient.Therefore,the
purposeofthisstudy wasto investigatetheacousticstandard ofnormal
children'snormalvoicewiththeaim ofapplyingtheresultstotheevaluation
ofchildrenwithvoicedisordersasanobjectivedata.
Normalvoicedata werecollected using CSL(Computerized Speech Lab)

from 80children,aged7yearsand10yearswith20boysand20girlsin
eachagegroup.Speakingfundamentalfrequency,fundamentalfrequency,jitter,
shimmer,vF0,vAm and NHR,which show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erceptualvoiceevaluationandareusedasanindexofvoicedisorder,were
analyzed.The speaking fundamental frequency was collected using the
standardized reading materials,while the fundamentalfrequency and other
acousticvaluesweresampledusingthevowelprolongationtask.
Theresultswereasfollows.

1.Thespeakingfundamentalfrequencyandfundamentalfrequencyofthe
7-year-oldchildrenweresignificantlyhigherthanthoseofthe10-year-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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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vF0 andvAm ofthe7-year-oldchildrenweresignificantlylower
thanthoseof10-year-olds.Therewerenosignificantdifferencesbetweensex
inspeakingfundamentalfrequency,fundamentalfrequency,vF0andvAm.

2.Therewerenosignificantdifferencesbetweenage,sexonjitter,shimmer
andNHR.

The acoustic values in this study offerstandard values forevaluating
children'svoicedisorderduetovocalnoduleandareexpectedtobeappliedin
theobjectiveevaluationandcomparisonbetweenbeforeandaftertreatment.

Key words: Vocal nodule, speaking fundamental frequency, fundamental
frequency,jitter,shimmer,vF0,vAm,N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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