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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성대결절 아동의 음성장애 정도에 따른 호흡양상에 관한

연구 : 문장 읽기 동안의 흡기 빈도 , 최대발성지속시간 및

평균호기류율을 중심으로

성대결절은 음성 남용이나 오용으로 생기는 것으로 아동들에서 보편적인 음

성장애를 유발한다. 성대결절로 인한 성대의 불완전 폐쇄는 성문호기류율의 소실

로 효율적인 후두 밸빙(v alv in g )을 방해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의 성대결절 아

동과 정상 음성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 시 흡기의 빈도와 최대발성지속시간의 차

이를 살펴 호기류의 소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대결절

아동들에서 음성장애 정도에 따라 흡기의 빈도와 최대발성지속시간, 평균호기류율

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성문 틈 (g lott al g ap )의 크기에 따른 차이도 관찰하고

자 하였다. 대상은 성대결절 아동 27명 (평균 9세 4개월)과 정상 음성 아동 25명(평

균 9세 2개월)이었고 초등학교 2, 3, 4학년으로 집단간 연령별 차이는 없었다. 결

과는 성대결절 아동들이 정상 음성 아동에 비해 읽기 시 흡기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최대발성지속시간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성대결절 아동에서는 음성

장애 정도에 따라 흡기 빈도, 최대발성지속시간의 차이를 보였고 평균호기류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문 틈의 크기에 따라 평균호기류율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최대발성지속시간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대결절로 인한 후두의

불완전 폐쇄는 정상 음성에 비해 더 잦은 호흡을 요구하여 말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것으로 보였고 음성장애 정도는 공기역학적인 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대결절 아동들의 직접적인 호흡 기능에 대한 연구가 더 첨

가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성대결절, 음성장애 정도, 흡기 빈도, 최대발성지속시간, 평균호기

류율, 성문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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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결절 아동의 음성장애 정도에 따른

호흡양상에 관한 연구 : 문장 읽기 동안의 흡기

빈도 , 최대발성지속시간 및 성문호기류율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최홍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이 은 경

제 1 장 서 론

성대결절은 음성남용이나 오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가장 보편적인 음성장애로

아동이나 성인에서 목쉰 소리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 . 성대결절은 여성이

나 아동들처럼 음도 (pit ch )가 높은 경우에 주로 나타나 지속적인 성대의 충돌

(collision ) 횟수가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고 임상적으로도

확인되어져 왔다. 또한 크게 발성하는 사람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성대점막의 가운

데 부분, 즉, 진폭이 가장 큰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여 성대진동의 진폭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양 성대가 서로 대칭적인 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측성

이 대부분이다2 ) . 성대결절이 있는 경우, 주로 기식성의 음성으로 감지되는데 이

것은 성대가 진동하는 가장자리가 결절로 인하여 완전히 닫히지 못하여 호기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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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또한 계속적인 음성 남용으로 피열연골 주변

의 자극으로 약간의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발성 시 피열연골의 강한 접촉

을 피하기 위해서 약하게 발성하면서 호기량을 많이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

만 성대의 불완전한 닫힘을 보상하기 위하여 힘을 주는 긴장된 발성이 나타나기

도 하고 양측 성대결절의 크기가 다르면 각 성대의 진동 주기가 달라지면서 비주

기적인 음성의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1 ) .

성대 닫힘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음성 평가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성시 성대

의 완전한 닫힘은 정상음성의 한 특성으로 여겨진다3 ) . 기본적으로 성대 닫힘의 기

본적인 유형은 완전히 닫히는 경우 (com plet e glot t al closure ), 성대 앞뒤로 길게

틈이 있는 경우 (lon gitudin al g ap ), 뒤쪽만 틈이 있는 경우 (poster ior g ap ), 앞쪽만

틈이 있는 경우(ant er ior gap ), 불규칙하게 틈이 있는 경우 (irr egular closure), 성대

가 휜 모양으로 틈이 있는 경우 (b ow ing ), 앞쪽과 뒤쪽으로 크게 틈이 있는 경우

(double gap ) 등으로 나누어진다4 ) . 성대 닫힘의 정도는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간단하게는 완전한 닫힘과 불완전한 닫힘으로 나누어지지만 연구 목적에 따라 그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된다3 ) . 성대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성대

닫힘을 방해하여 발성할 때 성대진동의 진폭이 감소하고 성문폐쇄 시 주로 모래

시계(hourglass ) 모양을 보이며 성대 결절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틈의 크기가 다

르다5 ) . 불규칙적인 진동양상이나 성대의 불완전 폐쇄는 호흡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호기를 효과적으로 밸빙 (v alv ing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발성

시의 호흡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6 )7 ) .

호흡은 성대 진동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다. 성문 아래에서부터

호기류가 보내지면 성문하압(subglot t al pres sure ), 성대의 탄성장력 및 베르누이

효과(Bern oulli effect )가 작용하여 성대가 수동적으로 진동을 반복하게 되고 성문

을 통과하는 호기류는 이 개폐에 따라 거의 규칙적으로 단속되면서 음성을 만들

어낸다8 ) . 음성문제가 있는 아동들에게서는 호흡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호

흡과 발성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9 ) .

안정 호흡시에는 호흡 운동이 자율적이고 리듬 있게 이루어지고 1회 환기량

(t idal v olum e)이 거의 일정하지만 발성 시에는 음성의 지속 정도에 따라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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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호기압의 조절이 필요하다. 흡기에 의해 폐와 흉곽이 확대되면 그 복원력에 의

한 호기압이 생기는데 이 압력이 발성에 필요한 호기압보다 높을 때는 발성시에

흡기근을 수축시켜서 적당한 수치까지 낮춘다. 또 복원력에 의한 호기압이 발성에

필요한 압력보다 낮을 때는 호기근의 작용에 의해 호기압을 상승시키는 등의 발

성시의 특징적인 호기의 조절이 이루어진다8 ) .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기압 (air

pres sure )과 중간 정도의 폐 용량 (lun g v olum e )이 효율적이고 좋은 음질의 음성을

만들어낸다. 기압과 폐 용량이 지나치게 낮으면 이것을 보상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근육이 긴장되어 후두를 지나치게 수축하게 되어 음성이 나빠진다. 반대로 기압과

폐 용량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것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좋은 음성이 만들

어지지 않는다. 정상적인 말에서는 언어학적 단위에 맞게 호기와 흡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한다. 흡기가 매우 빨리 일어나고 나서 수동적으로 호기가 시작되는데

환기량 (t idal v olum e)과 호기예비량 (expir at ory reserv e)으로 호기를 유지하게 된다

10 ) .

호흡의 문제가 음성장애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음성장애로 인하여 성대나 성

문 상부를 과대하게 수축하거나 과소 수축하여 호흡의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11) .

성대결절이 있는 환자들이 발성 시 부적절한 호흡 지지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

데 발성이 충분히 숨을 들이마시기 전에 시작되고 호기가 많이 진행된 후에야 발

성을 시작하기도 하며 호기와 흡기 시 관여된 근육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음성장애 환자들에게 발성할 때 효율적인 호흡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1 ) 10 ) . 성대결절이 있는 아동들에게서 비효율적

인 호기 조절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빠르고 얕은 흡기, 흡기 시 발성

하거나 잔여공기로 말하는 것, 숨을 충분히 다시 쉬지 않는 것, 발화의 끝부분까지

공기를 다 쓰거나 발화 시작 시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숨을 내쉬는 것 등이 있다

12 ) . 읽기 시 부적절한 휴지는 지속적인 발성을 할 때 호흡의 지지가 부족하기 때

문일 수 있다7 )8 ) . 경도의 음성장애가 있는 성대결절 여성에서 문장을 읽을 때 정상

음성 여성에 비해 성문 호기류율이 더 높았고 음절과 숨쉬는 단위 (breath group )

당 공기량이 더 많다고 보고되었다. 말 속도나 한 번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의 음

절수의 차이는 없었고 흡기의 위치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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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애의 정도에 따라 말 할 때 호흡의 양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

구가 더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6 ) .

음성의 질(quality )은 기본적으로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청지각적인 평가가 필

수적이고 전반적인 장애의 정도, 의사소통에의 영향 등을 평가하는데 기본이 된다.

하지만 평가자간의 신뢰성이 낮아 음성평가에서 논란이 많은 주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 여러가지의 청지각적 평가 척도들이 나와 있지만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척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GRBA S 척도는 일본 음성언어의학회에 의해 발표된 방

법으로 비교적 평가자간과 내의 신뢰도가 높고 간편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13 ) 14 ) . 이것은 전반적인 목쉰소리(hoar sen ess )를 G (Grade),

거친소리를 R (Rou ghnes s ), 바람 새는 소리를 B (Breath in ess ), 약하게 나는 소리를

A (A sthenic ), 긴장된 소리를 S (Str ained )로 표시하였고 각 척도에 대한 등급을 정

상을 ' 0 '으로 하고 ' 1, 2, 3 '을 각각 경도, 중도, 심도로 나누고 있다. 청지각적 음

성장애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어져 왔고 음

향학적인 분석의 방법으로 CSL (Kay Elem etr ics Co., M odel 4300B ) 중

MDVP (M odel 4305)를 이용하여 음성장애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변인들에 대

한 연구들이 많다. 표화영 등에 의하면 성대 폴립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GRBA S

척도와 MDVP 측정치 간의 상관 연구에서 MDVP의 분석 변인 29개와 G 척도와

의 상관 관계 비교에서 22개의 변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고 G,

R, S 척도는 강도 변이 관련 변인의 상관 정도가 더 높았고 B 척도는 음도 변이

관련 변인의 상관 정도가 더 높았다고 하였다15 ) . 음성의 양적인 측정을 위하여 음

향학적인 수치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에서 기본 주파수 (F un dam ent al

frequ en cy )나 주파수 변동율 (jit ter ), 강도 변동율 (shim m er ), 정상음과 소음의 비율

(h arm onic/ noise rat io) 등이 유용한 변인으로 사용된다
16 ) . 성대결절 아동을 대상으

로 한 청지각적인 평가와 음향학적 평가에서 음도(pitch )와 강도 (am plitude)의

perturbation이 W ilson 척도에 기준하여 음성 장애 정도를 평가한 것과 상관이 매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 ) . 하지만 음성 장애의 정도를 어느 한 음향학적 변인만

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만성적인 쉰목소리를 가진 아동들에서 성대결절의 발생률은 38%에서 7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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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매우 넓지만 학령기 아동에서 가장 보편적인 음성 장애이고 남자 아동에

서 더 많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된다18 ) . 성대결절은 주로 음성치료가 권고되며

긴장이완 (t en sion redu ction ), 음성남용의 확인 및 제거 (abu se identificat ion &

elim in at ion ), 음성 위생 (v ocal hy gien e) 등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19 ) .

음성 평가 시, 학령기의 성대 결절 아동들이 말을 길게 하면 숨이 차다는 호소

를 하고 학교에서 책 읽기를 할 때 주로 느낀다고 보고되며 음성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인상을 주지만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대결절로 인한 호기류의 소실이 숨을 더 자주 쉬게 하는지를 정상 음성 아동들

과 읽기 시의 흡기 빈도를 비교함으로써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최대로 발성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하여 성대결절 아동들에서 감소된다는 연구들과 비교

하고자 한다. 성대결절 아동 내에서는 음성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 보고 평균호기류율과 성대결절로 인한 성문 틈(glot t al gap )의 크기와의 관련성

도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성대결절 아동 집단과 정상음성 아동 집단 간에 읽기 시 흡기 빈도의 차이가

있는가

2. 성대결절 아동 집단과 정상 음성 아동 집단 간에 최대발성지속시간의 차이가

있는가

3. 성대결절 아동 집단에서는 음성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발성지속시간, 평균호기류

율, 흡기 빈도의 차이가 있는가

4. 성대결절 아동 집단에서는 성문 틈의 크기에 따라 최대발성지속시간과 평균호

기류율의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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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료 및 방법

2 .1 . 연구 대상

성대결절 아동은 이비인후과 의사에 의해 양측성 성대결절로 진단 받고 음성

치료 받은 경험이 없는 초등학교 2, 3, 4학년 아동 27명(남자 23명, 여자 4명)이었

고 평균연령은 9세 4개월 (범위 7세 4개월에서 10세 5개월)이었다. 정상음성 아동

은 남자 25명으로 평균연령은 9세 2개월 (범위 7세 8개월에서 10세 5개월)로 집단

간 연령 차이는 없었다. 두 집단 모두 읽기, 조음, 공명, 언어적인 문제나 청력, 호

흡기 등의 문제가 없다고 부모나 교사로부터 보고되고 관찰되었다. 특히 읽기는

검사어 연습을 통해 비유창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2 .2 . 검사어

읽기 자료는 어절 수와 문장 수를 다르게 하여 4종류로 만들었다. 이어진 문장

을 많이 사용하였고 겹받침을 배제하여 읽기 시 부담을 줄였다. 강한 성대접촉이

나 발성일탈 등이 잘 관찰될 수 있게 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절을 많이 포함

시켰다12 ) .

·4어절 1문장

아침에 일어나면 우유를 마십니다

·9어절 1문장

어제 우리반 아이들과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18어절 2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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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이 오면 외할머니댁에 가기로 엄마랑 약속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오래된

나무아래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얼음같은 시냇물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물놀이도

합니다

·53어절 5문장

우리나라는 일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 피

어있는 봄에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소풍을 많이 갑니다. 여름이 되면 매미를 잡

으러 돌아다니고 날씨가 더워서 아이스크림과 수박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하늘이 매우 푸르고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예쁜 색으로 변합니다. 겨울

에는 흰 눈이 많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아이들과 눈싸움도 하고 썰

매도 탑니다.

2 .3 . 자료수집

성대결절 아동 집단은 대학병원의 음성검사실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최대발

성지속은 초시계를 이용하여 편안한 크기로 최대로 / 아/ 모음을 지속하게 하여 2

회 측정 시 긴 값을 선택하였다.

평균호기류율은 Kay Elem etr ics 사의 A eroph on e II v oice fun ct ion analy zer를

이용하여 공기 밀폐형 마스크를 쓰고 / 아/ 발성을 약 65dB의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읽기 과제는 4종류의 검사어를 눈으로 먼저 읽게 한 다음 작은 소리로 읽는

것을 1회 연습한 후 편안한 크기로 읽게 하였다. 헤드셋 (h eadset ) 마이크로폰을 입

에서 3 cm 떨어지게 착용한 후, 각 검사어를 30초씩 간격을 두어 읽게 하여 S ony

사의 Digit al au dio t ape (59ESJ )에 녹음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이 읽는 것을 측면에

서 관찰하여 어깨와 가슴의 움직임, 청각적으로 들리는 흡기 등으로 흡기의 위치

를 읽기 검사지에 표시하였다.

발성 시 성대의 닫힘은 Kay Elem etr ics 사의 Rhin o- Laryn geal Strob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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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S 9100)를 이용하였고 구토 반사가 심하거나 성대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Olympu s사의 laryn gofibroscope (ENF P3)를 이용하였고 모두 S - VH S 테이프에

녹화하였다. 정상음성 집단은 소음이 차단된 학교 방송실에서 이루어졌고 S ony사

의 Minidisc Recorder (MZ- R91)로 녹음하였으며 최대발성지속시간과 읽기 과제는

성대결절 집단과 동일하게 하였다.

성문의 틈은 후두스트로보스코피나 연성형 후두내시경으로 녹화된 비디오 테

이프를 보면서 성대가 완전히 닫히거나 뒤쪽의 틈새 (poster ior chink )만 있는 경우

를 '약간 틈이 있는 정도 '로 판정하였고 비교적 성대 결절이 완만하여 성대 접촉

면이 넓으면서 모래시계 모양을 보이는 경우를 '중간 정도의 틈 '으로, 성대결절이

돌출형으로 결절 부분만 접촉하면서 앞뒤로 틈이 넓은 경우를 '심한 정도의 틈 '으

로 판정하였다. 아동은 보통 발성에서 편안한 강도로 / 이/ 소리를 내게 하였고 진

동주기 중 가장 많이 닫히는 주기에서 화면을 정지시켜 판정하였다20 ) . 다음 그림

1, 2, 3은 발성 시 성문 틈의 크기가 다른 세 종류의 후두 스트로보스크피 사진이

다.

< 그림 1> 성대 닫힘 시 뒤쪽의 틈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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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성대 닫힘 시 앞뒤로 약간 틈이 있는 경우

< 그림 3> 성대 닫힘 시 앞뒤로 틈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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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 분석방법

SP S S 통계 프로그램(v er sion 10.0)을 이용하였다. 성대결절 아동집단과 정상음

성 아동집단의 최대발성지속시간, 읽기 시 호흡 회수의 차이는 t 검정을 이용하였

다. 성대결절아동집단에서 음성장애 정도에 따른 최대발성지속시간과 평균 호기류

율, 문장별 호흡 회수, 성문 틈의 크기에 따른 평균 호기류율과 최대발성지속시간

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 (AN OVA )을 이용하였다. 각 요인별 상관은 피어슨

(P ear son ) 상관 분석을 이용하였다.

2 .5 . 검사자간 신뢰도

음성장애 정도(sev erity )는 검사 시 아동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4년 8개월 경

력의 한 명의 음성언어치료사가 음성장애정도를 GRBA S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G

를 기준으로 ' 1 '은 약한 정도의 음성장애, ' 2 '는 중간 정도의 음성장애, ' 3 '은 심

한 정도의 음성장애 집단으로 나누었다. 음향학적 평가를 위해 Kay Elem etr ics사

의 Multi - Dim en sion al V oice Program으로 편안한 크기로 / 아/ 모음을 지속하게

하여 분석하였다. 같은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다른 한 명

의 음성언어치료사가 DA T 에 녹음된 자료를 Kay Elem etr ics사의 Com puterized

Speech Lab (CSL ) M odel 4300을 통해서 재생하여 GRBA S 척도로 판정하였다.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검사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전반적인 목쉰소

리 (hoar sen ess )의 정도를 나타내는 Grade에서 피어슨 상관계수가 0.968로

p< 0.01 수준에서 두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대상의 성대결절 아동들의 음성장애 정도는 연구자가 판정한 기준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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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성대결절 아동에서 음성장애의 청지각적 정도와 음향학적 측정치 중 주로 사

용되는 j it ter , shim m er , noise t o harm onic rat io 값을 표 1에 나열하였다11 ) 12 ) . 경

도의 음성장애 아동이 5명, 중도가 10명, 심도가 12명이었다. 음향학적 측정에서는

측정된 아동 23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jit t er는 기준치 1.04%보다 높게 나타났다.

Shim m er는 23명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3.81%보다 높게 나타났다. NHR

은 23명 중 심도의 음성장애 아동 2명을 제외하고는 기준치 0.19%보다 감소한 수

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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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대결절 아동과 정상 음성 아동의 음성장애 정도와 음향학적 측정치

No 나이 음성장애정도 Jit ter (% ) Shim m er (% ) NHR (% )

1 7세 4개월 심도 4.12 6.12 0.1445

2 7세 6개월 심도 2.50 4.43 0.1042

3 7세 9개월 심도 1.86 7.99 0.1401

4 8세 1개월 경도 2.26 4.91 0.1165

5 8세 1개월 중도 1.94 4.90 0.1569

6 8세 1개월 심도 3.55 4.60 0.0900

7 8세 4개월 심도 8.28 13.70 0.7686

8 8세 4개월 심도 3.23 3.38 0.1270

9 9세 1개월 중도 3.67 7.08 0.1473

10 9세 1개월 심도 2.43 5.61 0.1559

11 9세 2개월 경도 - - -

12 9세 3개월 경도 2.17 6.48 0.1570

13 9세 7개월 중도 2.24 8.56 0.1487

14 9세 8개월 경도 - - -

15 9세 9개월 심도 2.44 7.38 0.1298

16 9세 9개월 심도 3.46 4.90 0.1421

17 9세 9개월 중도 6.75 9.16 0.1499

18 10세 1개월 경도 - - -

19 10세 1개월 중도 1.26 2.64 0.1153

20 10세 3개월 중도 3.40 5.06 0.1163

21 10세 3개월 중도 2.29 6.09 0.1267

22 10세 3개월 중도 - - -

23 10세 3개월 심도 6.64 11.40 0.3603

24 10세 4개월 중도 3.45 5.10 0.1382

25 10세 5개월 심도 2.86 6.16 0.1156

26 10세 5개월 중도 0.60 2.26 0.1032

27 10세 6개월 심도 1.78 9.42 0.1690

(- )는 자료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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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대결절 아동과 정상 음성 아동 집단의 읽기 시 흡기

빈도 비교

4어절 1문장의 짧은 문장에서는 두 집단 모두 문장 시작 시에 한 번 숨을 들

이마시는 것으로 같았다. 나머지 점점 길어지는 문장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9어절 1문장에서는 성대결절 아동에서는 평균 2.33회

를 보인 반면 정상 음성 아동 집단에서는 1.32회였고 18어절 2문장 검사어에서는

성대결절 아동 집단이 5.26회, 정상 음성 아동 집단이 3.08회, 53어절 5문장에서는

성대결절 아동 집단이 13.67회, 정상 음성 아동 집단이 8.48회의 흡기 빈도를 보였

다. 문장의 길이가 조금만 길어져도 성대결절 아동들이 정상 음성 아동에 비해서

숨을 더 자주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1

2 . 성대결절 아동과 정상 음성 아동 집단의 최대발성지속

시간 비교

성대결절 아동집단의 최대발성지속시간은 6.6초이고 정상 음성 아동집단은

11.93초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성대결절 아동과 정상 음성 아동의 문장 길이별 흡기 빈도수

성대결절 아동 정상 음성 아동
F t

M SD M SD

4어절 1문장 1 1

9어절 1문장 2.33 0.83 1.32 0.48 7.343 - 5.332* *

18어절 2문장 5.26 1.81 3.08 0.57 30.382 - 5.756* *

53어절 5문장 13.67 3.80 8.48 1.92 - 5.756 - 6.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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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1

3 . 음성장애 정도에 따른 흡기 빈도 비교

성대결절 아동 집단에서 음성장애 정도에 따라서 흡기 회수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4어절 1문장으로 구성된 검사어에서는 음성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문장 읽기 시작 시 한 번의 흡기를 보였으나 9어절 1문장에서는 경도는 1.6회, 중

도는 2회, 심도는 2.92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8어절 2문장으로

구성된 검사어에서는 경도가 3.8회, 중도가 4.8회, 심도가 6.25회를 보여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3어절 5문장으로 구성된 검사어에서는 경도가 9.8회,

중도가 13.4회, 심도가 15.5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문장의 길이가

다소 길어지면 음성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더 많은 흡기 회수를 보이는 양상이었

다.

*P < 0.05, * *P < 0.01

표 3. 성대결절 아동과 정상 음성 아동의 최대발성지속시간 (단위: 초)

N M SD t

성대결절 아동 27 6.6 2.42
7.801* *

정상음성 아동 25 11.93 2.50

표 4. 성대결절 아동 집단에서 음성장애 정도에 따른 흡기 빈도수

경도(N =5) 중도(N =10) 심도 (N =12)
F

M SD M SD M SD

4어절 1문장 1 1 1

9어절 1문장 1.60 0.55 2.60 0.47 2.93 0.79 9.351* *

18어절 2문장 3.80 0.45 4.80 1.62 6.25 1.82 4.854*

53어절 5문장 9.80 0.84 13.40 3.86 15.50 3.34 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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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음성 장애 정도에 따른 최대발성지속시간 비교

음성 장애 정도에 따라서 최대발성지속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도의

음성 장애 아동들은 평균 8.3초를 보인 반면 중도의 음성 장애 아동들은 평균

7.32초, 심도의 음성 장애 아동들은 5.29초를 보여 음성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최

대발성지속시간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P < 0.05

5 . 음성 장애 정도에 따른 평균호기류율 비교

성대결절 아동 집단에서 음성 장애 정도에 따른 평균호기율은 P < 0.0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경도에서는 평균

131.50m l/ sec , 중도에서는 222.89m l/ sec, 심도에서는 279.50ml/ sec로 음성 장애 정

도가 심할수록 평균호기류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p < 0.05

표 5. 성대결절 아동 집단에서 음성장애 정도에 따른 최대발성지속시간

경도 (N =5) 중도 (N =10) 심도 (N =12)
F

M SD M SD M SD

최대발성지속시간 8.3 2.065 7.32 2.898 5.29 1.354 4.263*

표 6. 성대결절 아동 집단에서 음성장애 정도에 따른 평균호기류율

(단위: ml/ sec)

경도 (N =2) 중도 (N =9) 심도 (N =12)
F

M SD M SD M SD

평균호기류율 131.50 2.12 222.89 55.24 279.50 106.82 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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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성문 틈의 크기에 따른 최대발성지속시간 , 평균호기류

율 비교

성대결절 아동 집단에서 성문 틈의 크기에 따라 평균호기류율과는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나 최대발성지속시간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문 틈의 크

기는 성대가 완전히 닫히거나 뒤쪽의 틈새 (posterior chink )만 있는 경우로 정의한

'약간 틈이 있는 정도 '가 5명, 비교적 성대 결절이 완만하여 성대 접촉면이 넓으

면서 모래시계 모양을 보이는 경우로 정의한 '중간 정도의 틈 ' 정도가 11명, 성대

결절이 돌출형으로 결절부분만 접촉하면서 앞뒤로 틈이 넓은 경우로 정의한 '심한

정도의 틈 ' 정도가 7명이었다. 약간 틈이 있는 정도 집단의 평균호기류율은

125m l/ sec, 중간 정도의 틈 집단은 230.36m l/ sec , '심한 정도의 틈 집단은

352m l/ sec로 성문 틈의 크기가 커질수록 평균호기류율이 뚜렷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대발성지속시간은 약간 틈이 있는 정도 집단에서는 7.04초, 중간 정도

의 틈 집단은 6.82초, '심한 정도의 틈 집단은 4.99초로 틈이 커질수록 감소하기

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 *P < 0.01

7 . 변인간 상관 관계

각 변인별로 상관 관계를 보았을 때 음성장애의 정도, 최대발성지속시간, 평균

호기류율과 4어절 1문장을 제외한 세 종류의 문장이 서로 상관을 보였으며 성문

틈은 최대발성지속시간을 제외한 다른 측정치와 모두 상관을 보였다. 음성 장애의

표 7. 성문 틈의 크기에 따른 평균호기류율(단위: m l/ sec)과 최대발성지속시간

(단위: 초)

경도 (N =5) 중도 (N =11) 심도 (N =7)
F

M SD M SD M SD

평균호기류율 125 32.78 230.36 52.14 352 37.45 1.945

최대발성지속시간 7.040 1.923 6.822 2.744 4.900 1.286 38.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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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최대발성지속시간과 부적 상관 관계를 보여 음성 장애 정도에 심할수록

최대발성지속시간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균호기류율과는 양적 상관 관

계를 보여 음성 장애 정도에 따라 평균호기류율이 증가하였고 문장별 흡기 빈도

에서는 4어절 1문장을 제외한 어절수가 점점 길어지는 검사어에서 모두 양적 상

관 관계를 보여 음성 장애 정도가 커질수록 흡기 빈도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음성 장애 정도는 성문 틈의 크기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최대발성지속

시간은 평균호기류율과는 부적 상관 관계로 지속시간이 길어지면 평균호기류율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었고 흡기 빈도와도 부적 상관 관계로 지속시간이 길어지면

흡기 빈도가 줄어들었고 성문 틈과는 양적 상관 관계로 길어지면 성문 틈의 크기

도 커지는 관계를 나타내었다. 성문 틈은 흡기 빈도와 최대발성지속시간과는 상관

을 보이지 않았다.

S ev erity (음성장애정도), MPT (최대발성지속시간), MAF R (평균호기류율), 검사

어1(9어절 1문장), 검사어2(18어절 2문장), 검사어3 (53어절 5문장)

*P < 0.05, * *P < 0.01

표 8. 변인간 피어슨 상관계수

S ev erity MPT MAF R 검사어1 검사어2 검사어3 성문 틈

S ev erity - 0.502* * 0.472* * 0.645* * 0.533* * 0.547* * 0.480*

MPT - 0.502* * - 0.509* - 0.580* * - 0.523* * - 0.481* * 0.890* *

MAF R 0.472* - 0.509* 0.568* * 0.642* * 0.559* * 0.890* *

검사어1 0.645* * - 0.580* * 0.568* 0.681* * 0.741* * 0.553* *

검사어2 0.533* * - 0.523* * 0.642* * 0.681* * 0.762* * 0.506* *

검사어3 0.547* * - 0.481* 0.559* * 0.741* * 0.762* * 0.521*

성문 틈 0.480* - 0.358 0.890* * 0.553 0.50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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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본 연구는 성대결절 아동들의 읽기 시 흡기의 빈도와 최대발성지속시간을 정

상음성 아동과 비교해 보고자 하였고 성대결절 아동에서 음성장애 정도에 따른

흡기 빈도와 최대발성지속시간, 성문호기류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

으며 성대결절로 인한 성문 틈의 크기에 따른 차이도 살펴 보았다.

첫째, 읽기 시 흡기의 빈도는 각 문장 길이가 다른 네 종류의 검사어 중 4어절

1문장으로 구성된 짧은 문장에서는 모두 한번 숨을 쉬는 것으로 동일하였으나 점

점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성대결절 아동들이 정상 음성 아동들에 비해 흡기의 빈

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은 길이와 음소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의 사람들

은 구 등의 언어학적 경계에서 숨을 쉬는데 개인마다 또는 읽기나 대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문장이 길어질수록 호흡의 기능에 대한 요구도 증가

하는데 만일 아동이 매번 두세 낱말 전에 숨을 쉰다면 말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발화를 시작할 때 숨을 깊이 들이 마셔서 충분한 양의

공기를 확보하고 나서 구나 절에서는 좀더 적은 양을 들이마시는 것으로 관찰된

다2 1) . 본 연구에서 성대결절 아동들이 정상 음성 아동에 비해 문장 당 흡기 빈도

가 많았으며 이것은 호기량의 소실로 인하여 잦은 호흡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였

다. 4어절 정도의 문장은 한 번 숨을 쉬고 문장 끝가지 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

도로 호기량의 소실이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9어절 문장부터는 정상 음성 아동에

비해 더 자주 숨을 들이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3어절로 구성된 가장 긴

문장에서는 성대결절 아동 중 흡기 빈도가 19번으로 가장 많은 경우에 조사 앞에

서 숨을 쉬거나 흡기 시 발성을 하는 등 정상 음성 아동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비

효율적인 호흡 양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성대결절 아동들은 어절

단위에서 흡기를 보여 언어학적 단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주 숨을 들이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검사어 읽기가 끝나고 나서는 숨이 차다는

호소를 하고 말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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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 apienza 등은 성대결절 여성들이 읽기 시에 성

문호기류율이 정상 음성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한 번의 호흡 단위의 지

속시간이나 음절 수의 차이는 없었고 문장이나 구의 끝부분에서 숨을 쉬는 양상

이 두 집단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6 ) . 하지만 이 연구의 대상은 음성장애 정

도가 경미한 경우였고 성인이었다. 본 연구에서 중도와 심도의 음성장애 정도인

아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이라는 특성 상 성인에

비해 호기량의 소실을 보상하는 전략이 부족한지 등이 더 연구되어야 할 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대결절 아동들은 정상음성 아동들보다 최대발성지속시간이 감소하였

다. 최대발성지속시간은 발성의 조절과 호흡의 지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여겨져 왔고 음성장애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침습적이고 쉽게 측정 가능한 방

법이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성 선별검사에 주로 이용된다9 )22 ) . Yanagihara

등은 폐활량과 폐포 압력 (alv eolar pressure ), 기류의 후두 밸빙이 최대발성지속시

간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기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9 ) . 정상음성 아동과 음성장애 아동의 비교 연구에서 H arden 등은 평균 연

령 7세 6개월의 정상 음성 아동 28명이 평균 12.8초를 보인 것에 비해 평균 연령

8세 6개월의 성대결절 아동 7명에서는 10.1초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고 보고하였다2 2 ) . 본 연구에서는 정상음성 아동들이 평균 11.93초인 것에 비해 성

대결절 아동들은 6.5초로 현저하게 감소하여 성대결절로 인한 호기량의 소실이 지

속적인 성대의 밸빙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대결절

아동 집단에서 중도나 심도의 음성장애 정도 아동이 많이 포함된 것도 영향을 미

쳤을 수도 있겠다.

음성치료 전후로 치료의 효과를 비교할 때 최대발성지속시간을 측정할 수 있

는데 T reole 등은 성대 결절 성인 여성 13명을 대상으로 치료 전후의 연구에서 치

료 전이 평균 17.15초 (표준편차 8.58)였고 치료 후가 14.03초(표준편차 6.12)로 나

타나 전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3 ) . 하지만 표화영 등의 연구에서는

16명의 성대결절 환자에서 최대발성 지속시간이 치료 전에 비해 5.04초 증가하여

유의하게 개선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2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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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음성장애의 정도는 GRBA S 척도에서 전반적인 목쉰소리 (h oar senes s )의

정도인 Grade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음성장애를 아동이 인식하기가 어렵고 병원을

찾아 진단과 치료를 원하는 경우는 보호자가 뚜렷하게 음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음성장애 정도가 전

체 27명 중에서 심도인 아동이 12명, 중도인 아동이 10명인 것에 비해 경미한 경

우는 5명으로 나누어진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일 수 있겠다.

비교적 음성 장애의 정도를 예측하는데 효율적인 음향학적 변인은 음도 변이

율을 나타내는 Jit ter , 강도 변이율을 나타내는 shim m er , 정상음과 잡음의 비율을

나타내는 NHR등을 들 수 있다11) . 본 연구에서는 각 아동들의 음향학적 평가에서

대부분 j it ter와 shim m er는 증가하였으나 NHR은 23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기준

치의 범위에 들어 있어서 음성장애 정도를 어떤 한 가지의 음향학적 변인으로 나

누기는 어려웠다. 음성장애의 정도가 특정한 음질 예를 들어 거친소리(rou ghnes s )

나 기식성의 소리 (breath in ess ) 또는 긴장된 소리(st r ain ed ) 등으로 하나의 특징으

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W olfe 등도 성대결절과 성대마비, 기능적 음

성 장애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him m er와 NHR이 음성장애 정도와

상관이 있었으나 매우 정도가 약하였고 jit t er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합시켜서 음성장애 정도를 예측하기도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25 )26 ) .

음성장애 정도에 따라서 최대발성지속시간과 흡기 빈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음성장애 정도가 경도로 판정된 집단에서는 8.3초, 중도로 판정된 집단에서는

7.32초, 심도로 판정된 집단에서는 5.29초로 나타났다. 흡기 빈도도 4어절 1문장으

로 된 짧은 문장에서는 모두 한 번 숨을 쉬는 것이 정상음성 집단과 성대결절 아

동 음성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음성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정도

가 심한 집단에서는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세 종류의 검사어에서 흡기 빈도가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음성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후두 밸빙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면서 잦은 호흡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것은 평균호기류

율의 증가와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는데 발성 시 호기류율의 측정은 음성장애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임상적인 방법이고 구강 안에서 비침습적으로 측정이 가능하

다
27 ) . 본 연구에서는 평균호기류율은 음성장애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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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평균값이 경도에서는 131.50ml/ sec였고 중도에서는

222.89m l/ sec , 심도에서는 279.50m l/ sec로 음성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줄어드는 양

상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음성장애가 심할수록 호기류율의 소실이 더 많아져서

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잦은 호흡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였다.

넷째, 후두 스트로보스코피를 통하여 성대의 진동수와 주기성, 진폭, 성문 폐쇄,

대칭성, 점막 파동, 성문상부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28 ) 이를 통해 관찰한 성문 틈

의 크기는 호기류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최대발성지속시간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상에서 성문호기류율은 100ml/ sec에서 150m l/ sec였고 후

두의 병리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성대마비인 경우 발성 시 과도하게 기류가 빠져

나가 300m l/ sec에서 400m l/ sec로 증가되었다고 보고되었다6 ) . 임상적으로

200m l/ sec 이상이거나 40m l/ sec 이하인 경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3 0 ) . 성대

가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호기류율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연축성 발성장애

(spasm odic dy sph onia )와 같이 쥐어짜는 발성을 할 때는 호기류율이 매우 줄어드

는 양상을 보인다. 과도한 기류의 방출은 청지각적으로는 기식성 (breath in ess )으로

감지된다1) . 성대결절에 따른 성문폐쇄의 모양은 모래시계 (h ourgla ss ) 모양과 뒤쪽

의 틈 (poster ior chink )이 대부분을 차지한다6 ) . 성대 닫힘의 정도는 완전 닫힘과

불완전 닫힘, 불규칙함 등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각 연구자마다 등급을 달리하여

판정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대결절이 양측으로 봉오리 모양이며 성대 전체 크

기에 비해 크고 딱딱한 (fibrou s ) 인상인 경우에는 성대결절 부분만 부딪히면서 성

대 앞뒤로 틈이 커져 있고 크기가 작고 말랑말랑해 (soft ) 보이는 인상인 경우에는

그 틈이 작게 나타났으며 모양이 완만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경우에는 주로 뒤쪽

의 틈이 나타나는 양상을 기준으로 성문 틈의 크기를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성문

의 틈이 뒤쪽의 틈 (posterior chink ) 정도를 보이는 경도 집단에서 평균호기류율이

158.33m l/ sec이었고 모래시계 모양을 보이지만 비교적 성대의 접촉면적이 넓은 경

우로 정의한 중도 집단에서는 219.80m l/ sec , 성대결절 부분만 접촉하면서 앞뒤로

비교적 넓은 틈을 만드는 경우로 정의한 심도 집단은 352m l/ sec로 측정되었다.

Om ori 등은 20명의 성대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제 1형 갑상성형술을 실시하여 수

술 전후 비교에서 성문 틈이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성문 틈의 크기와 음향학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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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역학적, 청지각적 측정과의 관계에서 평균호기류율과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

였다고 하였다2 9 ) . Colton 등은 성대의 양성 질환과 관련된 후두 스트로보스코피

관찰에서 환자의 44%가 뒤쪽의 틈새를 보였고 43%에서 결절이 있는 부분의 진폭

이 감소하였고 42%에서 점막파동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였다20 ) . 본 연구

에서도 성대결절 아동에서 성대가 완전히 닫히는 경우는 없었으며 주관적으로 판

정된 성문 틈의 크기가 평균호기류율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간접적인 호기율 측

정이 성문 틈의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의의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다섯째, 각 측정치별 상관 관계에서는 성문 틈의 크기가 최대발성지속시간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측정치들 즉 음성장애정도와 최대발

성지속시간, 평균호기류율, 어절 수가 많은 검사어, 성문 틈이 서로 높은 상관 관

계를 나타내었다. 음성장애 정도는 최대발성지속시간과 부적 상관 관계를 보여 장

애 정도가 심할수록 최대발성지속시간이 감소하였고 평균호기류율과는 양적 상

관관계로 음성장애정도가 심할수록 평균호기류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음성

장애 정도에 따라 문장별 흡기 빈도도 증가하였고 성문의 틈도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적으로 성대결절 아동에서 음성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성문의 틈이 커

져 있고 그로 인한 호기류율의 소실이 많으며 읽기 시 후두 밸빙의 효율성이 떨

어져 잦은 흡기를 요구하고 최대발성지속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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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성대결절 아동 27명과 정상 음성 아동 25명을 대상으로 최대발성지속시간과

읽기 시의 흡기 빈도와 최대발성지속시간을 비교하였고 성대결절 아동에서는 음

성장애 정도에 따라서 흡기 빈도, 최대발성지속시간, 평균호기류율의 차이를 보았

고 성문 틈의 크기에 따른 최대발성지속시간과 평균호기류율도 비교하여 보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대결절 아동과 정상음성 아동 집단 간에 읽기 시 흡기 빈도와 최대발

성지속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대결절 아동 집단이 길이가 다른 검사어별

로 흡기 빈도가 증가하였고 최대발성지속시간은 감소하였다.

둘째, 성대결절 아동 집단에서 음성장애 정도 별로 흡기 빈도는 유의하게 차이

를 보였다. 음성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흡기 빈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성대결절 아동 집단에서 음성장애 정도 별로 최대발성지속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평균호기류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성장애 정도가 심

할수록 최대발성지속시간은 감소하였다. 음성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평균호기류율

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성문 틈의 크기에 따라서 평균호기류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최대발

성지속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문 틈이 커질수록 평균호기류율은

증가하였다.

넷째, 음성장애 정도와 평균호기류율, 최대발성지속시간과 문장 길이별 흡기 빈

도, 성문 틈의 크기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성대결절로 인하여 발성

시 성대가 완전히 닫히지 못하면 효율적인 후두 밸빙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호기

량이 소실된다. 따라서 아동에서 읽기 시 문장의 길이가 다소 길어지면 숨을 자주

쉬는 양상이 나타나고 최대로 발성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도 정상 음성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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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음성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이러한 양상은 더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음성장애의 정도와 최대발성지속시간, 평균호기류율, 성문 틈의

크기, 흡기의 빈도는 서로 높은 상관을 보여 성대결절로 인한 목쉰소리

(h oar senes s )가 발성의 공기역학적인 부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

였고 학령기라는 특성 상 읽기 과제가 많은 아동들에서 성대결절로 인한 발성과

호흡의 비효율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성대결절 아동과 정상음성 아동에서 직접적

인 호흡 기능의 차이가 있는지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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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S pe ech bre athin g in chi ldren w ith v o c al n o du le s

ac c ordin g t o dy s ph onic s e v erity : th e fre qu en cy of

in s pirat ion du rin g re adin g , M ax im um ph on ation t im e ,

M e an airf low rat e

Lee Eun - Kyung

Dept . of speech Speech P ath ology ,

T he Graduate school

Yon sei Univ er sity

V ocal nodules w as a fr equ ent ly occurr ing type of v oice disorder in children .

T h ey are cau sed by cont inuou s abu se of th e larynx and m isu se of the v oice.

Incom plet e closure of the glot t is due t o the v ocal nodules in terfer es w ith the

efficient v alv in g of airflow .

T he purpose of this stu dy w as t o ev aluat e th e differ ence in th e fr equency

of in spir at ion durin g readin g an d m ax im um ph on ation tim e b etw een children

w ith v ocal nodules an d children w ith out v ocal nodules . An d the differ en ce in

the fr equen cy of in spir at ion during readin g , m ax im um phonat ion t im e and m ean

airflow rate w ere ev aluat ed accordin g to the degree of dy sphonic sev erity of

children w ith v ocal n odules . T h e as ses sm ent s w ere com plet ed on 27 children

w ith v ocal n odules (m ean 9 y ear s 4 m onth s ) an d 25 children w ithout v ocal

nodules (m ean 9 y ear s 2 m onth s )

T he result s of th e curr ent study in dicat ed that the fr equ ency of in spir at ion

durin g readin g an d m ax im um ph on at ion tim e significant ly differ ed bet w een t w o

group s . T h e frequ en cy of in spir at ion w as higher and m axim um ph on at ion t im e

w as redu ced for the children w ith v ocal nodules . T h e fr equen cy of in 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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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d m axim um phon at ion tim e significant ly differed w ith the degree of the

dy sph onic sev erity . T he children w ith sev ere hoar sen ess show ed th e high er

frequ en cy of in spir at ion and redu ced m ax im um ph on at ion tim e. M ean airflow

rat e did n ot significant ly differ w ith th e degree of the dy sph onic sev erity , but

in creased in proport ion t o glot tal gap .

In complet e closure of glot t is du e t o v ocal n odules result ed in fr equ ent

in spir at ion an d can int erfer en ce in the flow of speech . T h e degree of v oice

disorder m ay be relat ed aerodynam ic features

Key W ords : V ocal n odules , dy sph onic sev erity , fr equen cy of in spir at ion ,

m ax im um ph on at ion t im e, m ean airflow rat e, glot t al g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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