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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구개열에서 비인두강의 생리해부학적 구조와 

과비음과의 연관성 연구

  비인강폐쇄란 연구개, 인두측벽 그리고 인두후벽간의 움직임이 서로 조화되

어 구강과 비강을 나누어주는 괄약근 기전으로서 연하, 호흡, 발음 등의 생리

적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비인강폐쇄부전

이라하며 그 원인으로는 (1) 연구개의 길이 및 움직임이상 (2) 비인두강의 해

부학적 공간문제 (3) 인두 후벽과 측벽의 기능이상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구개열 환자의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을 통해 비인두강을 생리

해부학적으로 분석하 으며, 산출된 말소리의 과비음정도를 Nasometer로 평가

하 다. 이로부터 얻은 정상군과 구개열환자군의 결과를 각각 비교하 으며, 

비인강폐쇄부전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Anatomic VPI와 Nasalance 

score의 값을 비교분석하 다.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 결과, 연구개 길이, 연구개 두께, 비인강 깊이, 비인  

  강 면적, Adequate ratio에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Nasometer 결과, 모음/오/와 구강공명음문장, 구강장해음문장에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3. 구개열환자군에서 비인두강의 폐쇄부전 정도를 표현해주는 Anatomic VPI  

  와 Nasalance score는 전반적으로 연관성이 없었다. 다만, 모음/이/와 일부   

  구강자음으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다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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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과 Nasometer 각각의 검사결과에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구개열환자군내에서 비인강폐쇄부

전을 표현하는 Anatomic VPI와 Nasalance score는 모음/이/와 구강자음을 포

함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연관성이 없었다.

                                                                         

핵심되는 말 : 비인강폐쇄부전,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 Nasometer, 과비음, 

             구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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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열에서 비인두강의 생리해부학적 구조와 

과비음과의 연관성 연구

〈지도교수 이 충 국〉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조  준  희

Ⅰ. 서  론

  구강악안면에 발생되는 기형 중 구개열은 악안면의 골격계, 신경근육계, 치

아, 교합계등 악구강계에 장애를 동반한 선천성 기형으로서, 태생 7주말 이차구개 

형성시 양측 palatal shelves의 융합부전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발생빈도에 대해서는 백인은 700-1000명에 한명, 흑인은 2000명에 한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0-700명당 한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여러 환경요인들에 의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
1)

 구개열 환자의 문제점으로는 안모비대칭등 심미적 문제, 수유시 문제, 중이염 

및 청력저하, 결손치 부정교합등 치과적 문제, 그리고 언어 발달 지연 및 특징적 

언어장애를 들 수 있다.
2)
 이중 구개열 언어(cleft palate speech)는 구개열환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언어장애로서 크게 조음장애(articulation disorder)와 공명장애

(resonance disorder)로 나누어 설명하며, 과비음(hypernasality)은 공명장애의 대

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과비음이란 일종의 공명장애로서 과도한 비강 공명에 의해 

구강소리가 비강소리로 나오는 것을 말하며 청각적으로는 코로 내는 부드러운 소

리를 뜻한다.3,4) 이러한 과비음을 포함한 구개열 언어를 치료 및 평가하기 위해서

는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의사와 언어치료사간의 협진이 필수적이다.

 구개열 환자의 언어치료를 담당하는 언어치료사는 과비음을 가진 환자의 치

료를 위해 언어치료 또는 외과적 수술을 생각하게 되며, 어떠한 치료에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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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결정하기 위해 또는 치료 전후 환자 평가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비인강폐쇄부전을 보일 때 수술을 고려해야 할지 그

리고 술후 비인강폐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외과의사의 회신에 전적으로 의

존할 뿐이다. 간단한 검사를 통해 직접 알 수 있다면 치료사 개인의 청지각적 검

사에서 올 수 있는 오류를 보완해 줄 수 있으며, 비인두강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

할 수 있다면 이후 언어치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인강폐쇄부전의 평가방법으로는 구개근육이나 목젖의 움직임을 직접 눈으

로 확인하는 육안 검사와 빨대, 비식경, 두루마리피리등을 이용한 불기 검사, 그리

고 언어치료사에 의해 직접 듣고 판단되는 청지각적 판정 검사등의 간단한 검사

에서부터 cephalometry, multiview videofluoroscopy, flexible fiberoptic 

nasoendoscopy, nasometer등의 기계를 이용한 특수한 검사방법들도 소개되어 왔

다.5,6) 

 이중 Broadbent
7)
에 의해 1931년에 처음 도입된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은 초

기 두개안면 복합체의 성장 연구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으며 최근에는 치과 역에

서 부정교합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비인두강 역

을 관찰하는 가장 고전적이며 명확한 방법으로서, 1950년대에는 비인두강 역의 

해부학적 구조를 밝히는데 널리 사용되었으며 실제로 비인강폐쇄에 아데노이드가 

미치는 향을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측면만을 촬 하므로 인두측벽의 움직임

은 볼 수 없다는 단점과 초기 낮은 해상도가 문제 다. 그리고, 연조직 역인 비

인두공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방법 및 정확한 표준치가 보고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병적소견을 가진 환자에게 이를 응용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다. 최근 디지털화에 의한 해상도의 개선으로 그 응용 역이 넓혀졌으며, 무

엇보다 대부분의 구개열환자에게 시행되는 치열교정에서 일반적으로 촬 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검사가 아니라는 장점이 있다.

 과비음의 평가방법으로는 언어치료사에 의한 청지각적 판단과 Nasometer에 

의한 객관적 판단이 있다. 이 중 언어치료사에 의한 청지각적 판단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특히 검사자 수와 숙련여부에 의하여 많은 향을 받는

다. 이에 반하여 Nasometer에 의한 측정은 검사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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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수치로 표현해 준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Nasometer는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비강공명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평가 및 치료

에 사용되는 기기로써 코와 입의 앞에 놓인 소형마이크에 술자가 원하는 어음 재

료의 산출시 입력된 음향에너지의 비율을 표현해 준다. Headgear, seperation 

plate, oral/nasal microphones, nasometer unit, calibration stand와  PC 및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말소리 산출시 나오는 비강에너지와 구강 에너지의 합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강에너지를 비음치(nasalance score)라 하여 %로 표현해준

다.
8)
 청지각적 평가와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아 널리 쓰이고 있으며, 어의 경우 

Flecher 등9)이 개발한 ‘Zoo passage’, ‘Rainbow passage’, ‘Nasal sentences’이 있

고, 우리말의 경우 홍기환 등
10)
이 개발한 ‘토끼 문단’, ‘아가 문단’, ‘엄마 문단’과 최

홍식 등
11)
이 개발한 ‘아빠 문장’, ‘엄마 문장’이 있다.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

빠 문장’, ‘엄마 문장’의 경우, 비음비율은 각각 0%, 42%이며, 보고된 비음치 평균

은 9.0%, 60.7% 다. 이렇듯 사용된 어음재료에 따라 비음치는 각기 다른데, 이는 

비음이 문장에 사용된 비율과 모음의 종류 그리고, 이들의 비율에 따른 것으로 생

각된다.12)

 어음 재료에 포함된 자음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각기 다른 결과를 보고

하 다. Karnell은 구강공명음으로만 구성된 low pressure sentences와 파열음이나 

마찰음도 포함된 high pressure sentences를 개발 및 제안하 고13), Nellis등은 파

열음, 마찰음, 양순자음, 후설자음 등 자음의 조음 방법과 위치에 따른 다양한 문

장으로 비음치를 평가하 다.
14)

 비강공명음 (/ㅁ,ㄴ,ㅇ/)은 연구개가 축 늘어진 상태에서 비강의 공명만으로 

만들어지는 소리를 일컫는다. 이에 반하여 비인강폐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강

의 공명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리를 구강음이라 할 수 있으며, 자음은 구강공명음

과 구강장해음으로 나누어진다. 구강공명음(/ㄹ/)은 순수하게 구강의 공명만을 이

용하므로 말소리 산출시 큰 구강압력이 요구되지 않으나, 구강장해음은 말소리 산

출시 높은 구강압력을 요구하는 마찰, 파찰, 파열음을 일컫는 용어이다.
12,13)

 비음치 측정시 사용된 어음 재료의 길이 또한 다양하 다. 문장 단위의 경우, 

‘아빠 문장’과 같이 8음절 이상에서부터 ‘토끼 문단’과 같은 40음절 이상까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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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4음절 이하의 단어나 1음절 단모음의 연장 발성 등
12)
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비

음치 결과는 연구대상의 공명기관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이에 나이, 성별 등의 

변수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구개열 환자의 측면두부방사선 

계측사진을 통해 비인두강을 생리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산출된 말소리의 과비음

정도를 Nasometer로 평가하여 비인강폐쇄부전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정상인과 구개열 환자의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 비인두강 역의 경조  

     직과 연조직의 이동량 등을 계측하고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2. 정상인과 구개열 환자의 Nasometer 검사를 통해 비음치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3. 위에서 얻어진 구개열 환자의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과 Nasometer 검사결  

     과를 비교하여 비인두강의 생리해부학적 구조가 산출된 말소리의 과비음정  

     도와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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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재료

 2002년 8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한 성별과 

나이를 알고있는 구개열환자
1
 9명(남:여 = 4:5)과 정상인 14명(남:여 = 1:1)으로 구

성하 으며, 아래의 선별조건을 기준으로 선별하 다. 연구 대상 각각에게서 측면

두부방사선계측사진 두 장과 Nasometer 검사결과를 얻었으며, 다음에 언급된 연

구방법에 의해 각각 계측 및 분석하 다. 구개열 환자군의 평균 연령은 만 17.8세

(범위: 13-21세)2, 정상군의 평균 연령은 만 25.1세(범위: 21-30세) 다.

〈선별조건〉

1) 만성 상기도 질환의 기왕력이 없는 경우

2) 청력 저하 등의 이비인후과적 질환이 없는 경우

2) 비인강 관련 구조물의 성장이 끌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아데노이드 적출술, 인두성형술등의 수술기왕력이 없는 경우

 

                                     

1 구개열에 관련된 수술은 각기 다른 병원에서 받았으며, 그 방법과 술자의 차이 있음. 또  

  한 구개열 환자간 type은 특별히 구분하지 않음. 

2 King EW 및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비인두가 1-2세때 거의 전후방 폭경 성장이 완료되  

  며 고경도 5세경에 활발한 성장을 하여 여성의 경우 12세 이후에는 그 크기가 비교적 안  

  정된다고 보고한 바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역의 성장이 안정화되는 12세 이후를 대상으  

  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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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방법

가.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을 이용한 비인두강의 생리해부학적 평가

 측면두부방사선 규격사진 촬 장치 CRANEX 3+ (Soredex, Orion Co., 

Helsingki. Finland)를 사용(그림 1)하여 target film distance는 5feet, 관전류는 

10mA, 관전압은 75 Kvp, 노출 시간은 0.8-1.0초의 조건으로 자연스러운 흡기시

(그림 2)와 /i/ 모음의 발음시(그림 3)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을 촬 하 다. 이에

서 얻은 두 장의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 위에 0.003 inch두께의 아세테이트 투사

지를 부착하여 투사도를 작성하고, 다음의 계측항목들을  0.1mm단위로 계측하

다. 

    

그림 1. Schematic diagram of  Cephalogram (P = head positioning device,   

           F = image recording film, Z = center of x-ray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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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ference Points

S      Sella (the center of sella turcica)

N      Nasion (the most anterior point of the junction between the frontal and  

       nasal bones)

ANS    anterior nasal plane

PNS    posterior nasal plane

Ptm     pterygomaxillary fissure

PW1    point where intersects the posterior pharyngeal wall with the PNS -S  

        line

PW2    point where palatal plane(a line connecting ANS with PNS) extension  

        intersects the posterior pharyngeal wall

U       the tip of the uvula

SSP     superior surface of soft palate at its greatest thickness

ISP      inferior surface of soft palate at its greatest thickness

At       most anterior point of the anterior tubercle of the atlas

Ba       Basion, (정중평면상에서 대후두공 전연의 최하방점)  

CV2     most antero-inferior point of the second cervical vertebrae

CV3     most antero-inferior point of the third cervical vertebrae

CV4     most antero-inferior point of the fourth cervical vertebrae

(2) Reference data

Hard palate length (경구개길이)  ANS-PNS

Soft palate length (연구개길이)   PNS-U    

Soft palate depth (연구개두께)   SSP-ISP     

Nasopharyngeal depth (비인강깊이)    PNS-PW2  

Area of the nasopharynx (비인강면적)    PW1-PW2-PNS

Adequate Ratio (soft palate length/nasopharyngeal depth)  PNS-U / PNS-PW2 

Anatomic VPI Direct distance between posterior pharyngeal wall and 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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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te during articulation

Location of VPI (VPI 위치) location of contact point over the palatal plane

upper is inscribed as (+) and lower is inscribed as (-)

FMPW(인두벽이동)  forward movement of pharyngeal wall  on the palatal 

plane 

그림 2. Cephalometric landmarks at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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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ephalometric landmarks articulating vowe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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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Nasometer를 이용한 말소리의 음향학적 평가

 본 실험에서 이용한 Nasometer는 Model 6200(Kay Elemetrics Corp., Lincoln 

Park, NJ, USA)이었다(그림 5). 먼저 Nasometer에 연결된 헤드셋(Headgear 및 

Separation plate)을 피험자의 머리에 착용시킨다. 이때 헤드기어는 머리에 쓴 상

태에서 머리 둘레에 맞추어 느슨하지 않도록 조정하며, Separation plate는 인중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여 입술이나 코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머리

는 정면을 바라보도록 하여 앞서 촬 한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의 자세와 

다르지 않도록 유도하 다. 사용된 어음 재료는 문자자료로서 A4용지에 한 개의 

어음재료가 나타나도록 하 고 이를 검사자가 피험자에게 직접 제시하 다. 사전

에 검사자가 어음 재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피험자에게 설명하 고, 피험자는 검사

시 이를 평상시 말하는 높이와 크기로 편안하게 읽도록 하 다(그림 4). 

그림 4. Subject measuring Nas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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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어음재료는 다음과 같다.

☞  Vowels & Sentences for Nasometer Assessment

 (1) 단모음 

  /아/,  /에/,  /이/,  /오/,  /우/

 (2) 비강공명음 문장

  ① 나무에 매미가 너무 많아요 /나무에 매미가 너무 마나요/

  ② 누나랑 이모랑 마음을 나누어요 /누나랑 이모랑 마으믈 나누어요/

 (3) 구강공명음 문장

  ① 오월오일이 월요일이에요 /오워로이리 워료이리에요/

  ② 일요일에 이리로 오래요 / 이료이레 이리로 오래요/

 (4) 구강장해음 문장

  ①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웠어요 /바다까에서 조개를 주워써요/

  ②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해요 /토끼와 거부기가 시아블 해요/

그림 5. Schematic diagram of Nas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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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뢰도 분석

 자료의 측정은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의 계측 및 판독에 익숙한 교정과와 

소아치과 전공의에 의해 실시되었다.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의 투사도 분석에 대

한 검사자간 신뢰도(interjudge reliability)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α계수를 

측정하 으며, 각 계측치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비인두강의 연조

직 역으로 계측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연구개길이, 비인두강깊이, Anatomic 

VPI에서 각각 0.989, 0.999, 0.998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 다.

 4. 통계 분석

 자료의 분석은 정상군과 구개열환자군의 결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t-test와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 으며, 통계

적 검정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실시하 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AS(version 8.0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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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측면두부방사선사진에서 나타난 정상인과 구개열환자의 비인두강 역 비교

 정상인과 구개열환자에서 비인두강의 생리해부학적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휴지시와 /이/모음 발성시 각각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을 촬 하고 각 계측치를 

비교하 다. 표 1에서 모든 연구대상 각각의 계측치를 보여주었으며, 표 2에서는 

각 그룹간 유의차를 통계학적으로 알아보았다.

 표 2에서 연구개 길이, 연구개 두께, 비인강 깊이, 비인강 면적, Adequate 

ratio에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p〈0.05) 경구개길이와 

Anatomic VPI에서도 평균값의 차이를 보 으나, 통계학적 유의차는 없었다.(표 2) 

2.  Nasometer 검사결과 나타난 정상인과 구개열환자의 비음치 비교

 정상인과 구개열환자에서 비음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준비된 어음재료를 

읽게 한 후 이를 Nasometer로 평가하여 비교하 다. 표 3에서 연구대상 각각의 

비음치를 보여주었으며, 표 4에서는 두 그룹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통계학적 

유의차에 대해 나타냈다. 

 표 4를 보면 /오/ 모음, 구강공명음문장①②, 구강장해음문장②에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p<0.05) 구강장해음문장①에서도 통계학

적 유의차는 없었으나 다소의 차이를 보 다.

3. 정상군의 생리해부학적 구조와 비음치의 상관성 비교

 정상군의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 비인강폐쇄기능의 차이를 알아보기위

하여Anatomic VPI 값과 각 어음재료에서의 비음치를 비교하여 그 상관성을 알아

보았으며,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이/모음(그림 6)과 /우/모음(그림 7)에서 각각 

0.76, 0.65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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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eference data from Cephal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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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Nasalance score from nas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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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ean and p value of reference data in two groups

정상군 환자군 p value

경구개길이1 56.74  ± 3.41 53.24 ± 5.13 0.0618

연구개길이
1 

36.83  ± 2.75 25.21 ± 5.36 0.0001

연구개두께
1 

10.74  ± 0.98 8.92  ± 0.77 0.0001

비인강깊이1 27.77  ± 2.68 23.68 ± 4.29 0.0100

비인강면적
2

302.75  ± 39.95 172.92 ± 82.07 0.0012

Ade.ratio  1.33  ± 0.13 1.07  ± 0.12 0.0001

Ana. VPI1  0.43  ± 0.63 1.26  ± 1.17 0.0777

VPI위치
1 

-3.16  ± 2.84 -5.14 ± 4.25 0.1933

인두벽이동
1 

 0.26  ± 1.05 1.00  ± 1.07 0.1161

1 단위는 mm 이며 평균 ±표준편차로 나타냄. 
2 
단위는 ㎟ 이며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냄.

표 4. Mean and p value of nasalance score in two groups

어음재료 정상군 환자군 p value

아 17.32  ± 9.12 12.60  ±12.44 0.6172

에 18.1   ± 9.83  19.25  ± 14.47 0.8217

이 24.99   ± 15.84  32.96  ± 21.51 0.3173

오 4.95   ± 5.78  19.02  ± 15.51 0.0273

우 5.92   ± 7.17  17.98  ± 20.47 0.1220

비강공명① 36.70  ± 5.61 40.57  ± 9.39 0.2273

비강공명② 37.83  ± 5.69 41.88  ± 7.98 0.1692

비강공명M. 37.27  ± 5.43 41.23  ± 8.40 0.1823

구강공명① 10.13  ± 5.39 23.15  ±14.46 0.0282

구강공명② 10.86  ± 5.55 22.79  ±15.27 0.0496

구강공명M. 10.50  ± 5.11 22.97  ±14.75 0.0364

구강장해①  6.99  ± 2.98 14.77  ±12.24 0.0958

구강장해② 7.89  ± 3.70  17.45  ±12.13 0.0474

구강장해M. 7.44  ± 3.24 16.11  ±11.90 0.0625

평균 ±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M.은 각 문장의 평균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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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orrelation between Anatomic VPI and Nasalance score 

       in Vowel /i/ of normal group 

그림 7. Correlation between Anatomic VPI and Nasalance score

       in Vowel /u/ of norm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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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개열환자의 생리해부학적 구조와 비음치의 상관성 비교

 구개열환자군의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 비인강폐쇄부전정도를 가장 대

표적으로 표현하는 Anatomic VPI 값과 각 어음재료에 따른 비음치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이/모음(그림 8)과 구강장해음문장(그림 9)에서 각각 0.87, 0.67의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구강공명음문장(그림 10)에서는 다소의 관련성을 보

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림 8. Correlation between Anatomic VPI and Nasalance score

       in Vowel /i/ of cleft palat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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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orrelation between Anatomic VPI and Nasalance score

       in High Pressure Sentences1 of cleft palate group

그림 10. Correlation between Anatomic VPI and Nasalance score 

        in Low Pressure Sentences2 of cleft palate group

                                               

1 구강 장해음으로 이루어진 문장

2 구강 공명음으로 이루어진 문장

0

1

2

3

4

0 20 40 60

Nasalance score

A
n
a
to

m
ic

 V
P

0

1

2

3

4

0 20 40 60

Nasalance score

A
n
a
to

m
ic

 V
P



- 22 -

Ⅳ. 고  찰

 비인강폐쇄(velopharyngeal closure)란 연구개와 인두측벽 그리고 인두후벽간

의 작용에 의한 적절한 폐쇄기능을 일컫는 말로서, 이들의 움직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구강과 비강을 나누어주는 일종의 괄약근 기전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연구개의 후상방으로의 거상과 인두측벽의 중앙으로의 움직임 그리고 인두후

벽의 앞으로의 움직임이 서로 조화되어 구강과 비강을 분리해주는 것이다. 이 기

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비인강폐쇄부전(velopharyngeal dysfunction; VPD)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구개열환자에서 나타나는 구개열 언어(cleft palate speech)의 대

표적 원인이 된다. 비인강폐쇄부전은 그 다양한 원인에 따라 여러 정의로 달리 불

리워 지는데,  Velopharyngeal Insufficiency는 연구개길이가 짧거나 비인두강 깊

이가 깊은 원인등의 해부학적 구조원인(anatomical cause)을 표현한 것이며, 

Velopharyngeal Incompetence는 연구개 거상이 어렵거나 인두측벽의 중앙으로의 

움직임이 힘들어서 이루어지는 생리, 기능적(physiological cause) 비인강폐쇄부전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방향의 원인을 모두 알아보고자 휴지

시와 /이/모음시 각각의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을 촬 하 다. 즉,  휴지시 측면

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는 Velopharyngeal Insufficiency의 개념에서 본 해부학적 

비인강폐쇄부전을 그리고 /이/조음시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는 Velo 

pharyngeal Incompetence의 개념에 근거한 생리적 비인강폐쇄부전을 각각 알아보

고자 하 다
15)
. 이러한 비인강폐쇄부전의 대표적인 원인을 든다면 (1) 연구개 길이 

및 움직임이상 (2) 비인두강의 해부학적 공간 문제 (3) 인두 후벽과 측벽의 기능 

이상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을 통한 구개열환자군과 정상군의     

                                       생리해부학적 구조 분석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 확인가능한 수치로는 연구개 길이, 비인두강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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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학적 공간 문제 그리고 인두 후벽의 움직임이다. 단, 인두후벽과 연구개의 움직

임은 명확히 알 수 있으나, 인두측벽의 움직임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

에 비인강 역의 모든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다음은 구

개열환자군과 정상군의 계측치를 각각 비교, 분석한 것이다.

 첫째, 구개열 환자군의 연구개 길이(U - PNS)는 평균 25.21㎜(SD=5.36)정도

로 정상군의 36.83㎜(SD=2.75) 보다 현저히 짧았으며, 연구개 두께(SSP - ISP) 역

시 평균 8.92㎜(SD=0.77)로서 정상군의 10.74㎜(SD=0.98) 보다 얇았다. 이는 기존

에 보고된 정상인 대상의 연구
16,17,19)

 에서도 그러하 다. 가능한 원인으로는 구개 

수술 후 조직수축과 술후 반흔조직을 들 수 있으며, 비인강폐쇄부전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경구개 길이의 평균값은 53.24㎜(SD=5.13)로 정상군의 56.74㎜(SD=3.41)

보다 짧았으나, 통계학적 유의차는 없었다. 또한 비인두강 깊이(PW2 - PNS)는 

평균 23.68㎜(SD=4.29)로 정상군 평균인 27.77㎜(SD=2.68)에 비해 좁게 나타났다. 

구개열 환자를 대상으로한  기존 연구
20,21)
를 보면 상악골의 열성장과 함께 전방성

장장애 양상을 보고하 는데, 이는 구개열 환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제3급 부정

교합이 상악골의 열성장뿐만 아니라 전방성장장애로 인한 후방으로의 위치가 함

께 기여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상악골의 후방위치는 비인두강

의 깊이를 상대적으로 줄여주어 비인강폐쇄에 다소의 도움을 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비인두강의 면적(NPA)은 평균 172.92㎟(SD=82.07) 으며, 정상군의 

302.75㎟(SD=39.95)에 비하여 현저히 작았다. 이는 인두후벽이 두터워짐에 의한 것

으로 생각된다.  

 넷째, adequate ratio는 비인두강 깊이와 연구개 길이와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

는 비인강폐쇄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비율이다. 1.3 - 1.44,18)정도라면 

조음시 적절한 비인강폐쇄를 가능케 하는데 본 연구에서 구개열 환자군은 이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인두강 깊이보다는 연구개 길이가 짧음에 기인

하며 따라서 구개열 환자들의 비인강폐쇄부전은 짧아진 연구개길이가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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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조음시 인두후벽의 전방이동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palatal plane상 

PW2의 전방이동량(FMPW) 측정하 다. 평균적으로 구개열 환자군에서 다소 많은 

전방이동을 보이기는 하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

한 비인두강 폐쇄 위치를 palatal plane 상에서 알아본 바, 모든 연구대상에서 낮

게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후상방으로 거상된 연구개는 어린시기에는 비인

두강윗벽이나 아데노이드에, 성인기에는 비인두강뒷벽에 닿아 이루어지며23,24) 

Musgrave
25)
는 이러한 비인강폐쇄높이로 palatal plane의 연장선을 제안하 으나, 

본 연구에서 비인강폐쇄높이를 palatal plane과 비교하여 측정하여 본 결과 palatal 

plane에서 평균 4.15㎜정도 낮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anatomic VPI는 조음시 전방이동된 인두후벽과 후상방으로 거상된 

연구개사이의 최단거리로서 구개열 환자에 있어 비인강 폐쇄부전정도를 표현한다. 

구개열 환자군에서 평균 1.26㎜(SD=1.17) 정도를 보 으며, 이를 개개 환자의 비음

치와 비교하여 그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2) Nasometer를 통한 구개열환자군과 정상군의 과비음정도 분석

 구개열 환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언어장애를 구개열 언어(cleft palate 

speech)라 부른다. 구개열 언어는 크게 조음장애와 공명장애로 나누어지며 본 연

구에서는 대표적인 공명장애인 과비음(hypernasality)을 평가대상으로 하 다. 과

비음은 모음과 구강공명음에서 나타나는 과잉 비강 공명으로 청각적으로는 코로 

나오는 과한 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비음의 평가방법으로는 언어치료사에 의

한 청지각적 판단과 Nasometer에 의한 객관적 판단이 있다. 이 중 언어치료사에 

의한 청지각적 판단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특히 검사자 수와 숙

련여부에 의하여 많은 향을 받는다. 이에 반하여 Nasometer에 의한 측정은 검

사자의 숙련도와 상관 없이 객관적인 결과를 수치로 표현해 준다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 비음치를 산출되는 과비음의 평가치로 사용하 으며, 비음치와 

숙련된 언어치료사의 청지각 판단이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은 앞선 연구에서 이

미 밝혀졌다
26,27,28,29)

. 다만, 비음치 정도와 청지각 판단의 정도가 정비례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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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또는 감소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하는 점이다.

 다음은 Nasometer에 의한 결과이다.

 첫째, 구개열 환자군에서 고모음과 후설모음(/이/,/우/,/오/)의 비음치가 평균값

에 있어 높게 나타났다. 구개열 환자의 모음산출시 고모음의 비음치가 높은 이유

22)
에 대하여 Kummer

30)
는 모음 조음시 연인두 폐쇄가 이루어지는 위치가 저모음

에 비하여 고모음이 높기 때문으로 설명하 으며, 서경식 등31)은 단어 수준에서 

연구개 운동을 관찰한 결과 연구개 상승 정도가 모음의 높이와 관련있음을 밝혀 

이를 뒷받침하 다. 정상인에서는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에 비하여 비음치가 낮았는

데, 이는 연구개와 인두후벽간의 접촉길이와 관련지어 설명되고 있다. 서경식 등31) 

은 모음 조음시 연구개와 인두후벽간의 접촉길이를 측정한 결과 후설모음에서 그 

길이가 유의하게 길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후설모음에서는 주변 근육과 혀의 

위치가 비인두강 폐쇄를 이루기 용이하게 위치하여 그 폐쇄시간 역시 길게 측정

될 수 있었으며,  비음치가 낮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구개열 환자의 경

우 주변 근육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비인강 폐쇄시간이 짧게 이루어져 비

음치가 높게 나오는 것이다.

 둘째, 비강공명음으로 이루어진 문장단위 비음치 분석결과, 구개열 환자군에서 

같거나 약간 높은 비음치가 나타났다. 비강공명음은 연구개가 이완된 상태에서 비

강의 공명만으로 만들어지는 소리이므로 정상인과 구개열 환자군에서 동일하게 

높은 비음치가 나타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연구개의 운동력

이 떨어지는 구개열 환자군에서 약간은 높게 나타나기도 한 것이다. 

 셋째, 구강공명음과 구강장해음으로 이루어진 문장단위 비음치 분석결과, 구개

열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비음치가 나타났다. 정상인에 있어 비인강 폐쇄가 적

절히 이루어져 구강의 공명만으로 만들어지는 소리인 구강공명음은 비음치가 낮

게 나타나며, 구개열 환자의 경우 비인강폐쇄부전으로 비강으로의 공기유출에 의

해 높은 비음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결과에서도 이는 명확히 나타

났으며, 이 결과수치를 앞의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 분석한 비인두강의 생리

해부학적 구조와 연관지어 비교해 보려한다. 구강장해음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음

치의 차이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에서는 그 차이가 명확했다. 이는 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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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환자의 경우, 구강장해음문장에 함께 포함된 모음이 비음치를 높 으며, 비누출

에 의한 비음치 상승 향도 유추해 볼 수 있다.

3) 구개열환자군에서 비인두강의 생리해부학적 구조와            

                                        과비음과의 연관성 고찰

 이제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 알아본 비인두강의 생리해부학적 구조와 

Nasometer를 통해 산출한 비음치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 

논리로 생각하자면 비례적인 상호 연관성이 있으리라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1960년대 이후 이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Morris32)는 이의 연관성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본 결과 상관계수 0.50 정도의 낮은 상관관계를 확인하 는

데, 이는 검사자의 신뢰도나 검사기구 등의 문제 등 여러 연구방법에 있어서 나타

난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 다. McWilliams 등33)은 비인강 폐쇄 정도를 평가

하는 여러방법들을 비교하여 실제 산출되는 말소리와의 높은 상관성을 보고하

으며, 이중 multiview videofluoroscopy를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추천하 다. 

Warren 등34)은 비인강과 구인강의 압력차이를 이용하여 비인강폐쇄부전 정도를 

예측하는 pressure-flow technique으로 nasal emission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는

데, 비인강폐쇄부전 정도가 20㎟이하라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상관계수 

0.93), 그 이상에서는 넓게 분산된 결과를 얻었다고 하 다(상관계수 0.43). 아울러 

이에 미치는 여러 향인자에 관해 언급하 는데, oral port constriction, nasal 

pathway resistance, respiratory effort등이 그것이다. 최근 Warren 등
35)
은 적절한 

비인강폐쇄를 보이는데도 과비음을 나타내는 구개열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원

인을 생각해 본 결과, 50ms정도의 timing gap이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냈다. 

즉, 구개열 환자들은 연구개의 닫힘 시간(in achieving closure)이 정상인에 비하여 

지연되는 현상이 있어 이로 인해 실제 닫혀 있는 시간(actual closure time)이 짧

아짐으로 과비음이 나타난다는 주장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개열 환자의 비인강 폐쇄부전 정도를 표현하는 Anatomic 

VPI와 비음치에 의해 표현되는 과비음 정도의 상관성을 알아보았으며,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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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듯이 명확한 상관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이/모음과 일부 구강음

으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다소의 상관성을 보 다. 

일반적으로 /이/모음은 구강 주위 근육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발성

되는 가장 생리적인 모음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하악각의 움직임이 작기 때문에 

산출되는 말소리에의 향이 적다. 이러한 이유로 비음치 측정에 관한 여러 연구

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고모음의 경우 구강용적을 줄여주어 상대적으

로 비음치 결과가 산출되는 말소리에 직접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아울

러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 촬 시 /이/모음을 발성시켰다는 점도 상관성을 보인

다는 본 연구결과와 연관이 있었을 듯하다.

또한, 문장단위에서 상관성을 알아본 결과 비강공명음을 제외한 자음 즉, 구강

공명음과 구강장해음을 포함한 경우 다소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연구개가 이완된 

상태에서 산출되는 비강공명음은 정상인과 구개열환자 모두에서 동일한 상태로 

말소리가 산출되므로 차이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연구개의 움직임이 필수

적인 구강자음의 경우 문장단위에서 다소의 상관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으로는 구개열에 관련된 수술이 진행된 

시기, 방법, 술자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각기 다른 술자에 의해, 다양한 수술방법

으로, 다른 시기에 수술을 받은 구개열 환자 개개인에게 일률적인 결과를 바랄 수

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환자마다의 성장유형과 정도, 관련 조직간 다른 성장양상

을 함께 고려한다면 결과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구개열환자이어야 한다는 점과 여러 가지 선별조건을 고려해야함에 의해 

그 수가 적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연구대상을 구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다양

성에 의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어음재료 역시 보다 다양한 

문장과 나아가 문단양식까지 포함한다면 정확한 결과 산출에 도움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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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비인강폐쇄란 연구개, 인두측벽 그리고 인두후벽간의 움직임이 서로 조화되어 

구강과 비강을 나누어주는 괄약근 기전으로서 연하, 호흡, 발음 등의 생리적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비인강폐쇄부전이라하며 구개

열환자 대부분이 그러하다. 특히 이에 의한 공명기능이상으로 과비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비인두강의 생리해부학적구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본 연구는 구개열 환자의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을 통해 비인두강을 생리해

부학적으로 분석하고 산출된 말소리의 과비음정도를 Nasometer로 평가하 다. 이

로부터 얻은 정상군과 구개열 환자군의 결과를 각각 비교하 으며, 비인강폐쇄부

전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Anatomic VPI와 Nasalance score의 값을 비교

분석하 다.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 결과, 연구개 길이, 연구개 두께, 비인강 깊이, 비인  

    강 면적, Adequate ratio에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Nasometer 결과, 모음/오/와 구강공명음문장, 구강장해음문장에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3. 구개열 환자군에서 비인두강의 폐쇄부전 정도를 표현해주는 Anatomic VPI  

    와 Nasalance score는 전반적으로 연관성이 없었다. 다만, 모음/이/와 일부 구  

    강자음으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다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비인강폐쇄부전은 짧은 연구개, 연구개의 비정상적 움직임, 깊은 비인두강등 여

러 요인들이 각각 또는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며,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기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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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이에 맞는 치료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환자마다의 성장유형과 정도, 수술

이 성장에 미치는 향, 관련 조직간 다른 성장양상으로 인해 일률적인 치료는 불

가하다. 이에 위의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고려한 체계적인 진단만이 치료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 측면두부방사선계측사진과 

Nasometer 각각의 검사결과에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으

나, 구개열환자군내에서 비인강폐쇄부전을 표현하는 Anatomic VPI와 

Nasalance score는 모음/이/와 구강자음을 포함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

로 연관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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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SIOANATOMY OF NASOPHARYNGEAL SPACE 

AND HYPERNASALITY IN CLEFT PALATE

Joon - Hui  Cho 

Graduate Program in Speech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ong-Kook Yi) 

  Velopharyngeal closure is a sphincter mechanism between the activities of 

the soft palate, lateral pharyngeal wall and the posterior pharyngeal wall, 

which divides the oral and nasal cavity. It participates in physiological 

activities such as swallowing, breathing and speech. It is called a 

velopharyngeal dysfunction when this mechanism malfunctions. The causes 

of this dysfunction are defects in (1) length, function, posture of the soft 

palate, (2) depth and width of the nasopharynx and (3) activity of the 

posterior and lateral pharyngeal wall.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nasopharynx of cleft palate 

patients using cephalometry and to evaluate the degree of hypernasality 

using nasometry to find its relationship with velopharyngeal dysfunct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

1. In cephalometr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ft palate          

length, soft palate thickness, nasopharyngeal depth, nasopharyngeal         

area, and adequate ratio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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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nasometr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vowel /o/ and sentences including oral consonants. 

3. In cleft palate patients, though no general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Anatomic VPI and nasalance scores, vowel /i/ and sentences including oral 

consonants were slightly correlated.

  In conclusion, cephalometry and nasometer resul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Though in the cleft palate group, 

Anatomic VPI and nasalance scores, which are indices for velopharyngeal 

closure, excluding the vowel /i/ and sentences including oral consonants 

show generally no significance. 

                                                                           

Key words : Velopharyngeal Dysfunction, Cephalometry, Nasometer, 

Hypernasality, Cleft p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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