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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음성 성문 및 호흡의 통합검사 장치

언어구사는 의사 전달내용의 계획으로부터 호흡, 발성 및 공명과 조음 등의 일

련 된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좋은 발성의 조건을 위해 호흡, 발성, 공명과 조음기

관이 유기적으로 기능을 잘 해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장비들과 분석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통합 검사 

장비들은 음성과 EGG, 음성과 스트로보스코프, 음성과 호흡 등 두 개의 기관을 

동시에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발성 중 3개 기관을 동시에 측정 

분석하지는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발성 시 마이크 입력을 통해 음성의 음향학적 분석, 4전극 방식

의 EGG를 이용한 성대의 분석, 2 채널 인덕턴스 호흡측정기 (RIP : respiratory 

inductive plethysmography) 이용하여 음성의 공기역학적 검사가 동시에 가능한 

4 채널 통합 검사 장치를 개발하였다.

EGG는 스트로보스코피나 후두근전도에 비해 성대의 검사에 있어서 비관혈적

이며 검사방법이 간단하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와의 접촉 

임피던스 영향을 줄이고 감도가 좋은 4 전극 방식을 사용하였다. 

호흡은 발성의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하다. 대부분의 호흡측정기는 측정방법이 

복잡하거나 고가이다. 또한, 마스크나 마우스피스를 입에 대는 경우는 음성 신호

의 왜곡이나 측정 자세가 제한되기 때문에 정상 발성 중의 호흡 기능에 대한 정

보를 얻기 힘들다. 좋은 발성을 위해서는 복근 훈련 및 여러 가지 호흡 훈련을 통

해 효율적인 복식 호흡 훈련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강을 통해 배출되는 

흡기와 호기만으로 호흡을 측정하기 때문에 흉식과 복식 호흡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없다. 2 채널 RIP는 흉부와 복부에 각각 밴드를 착용함으로써 자세 변화나 음

성의 왜곡 없이 호흡을 측정할 수 있었다.

측정된 데이터는 음성분석의 기본 파라미터가 되는 피치(pitch), 주파수 변동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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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tter), 진폭 변동율(shimmer), 신호대 잡음 비율(HNR : harmonics to noise 

ratio), 포만트(formant),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 등, EGG의 기본 파라미터가 

되는 피치(pith), 주파수 변동율(jitter), 진폭 변동율(shimmer), 신호대 잡음 비율

(HNR), CQ(close quotient), SQ(speed quotient) 등, 호흡에서는 흡기 및 호기 

시간, 변동율 및 빈도, 흉부와 복부의 호흡 비율 등의 분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데

이터의 수집 화면에서는 개인의 최대 흉식 호흡 범위와 최대 복식 호흡 범위에 

대하여 호흡 시 흉식과 복식 호흡의 비율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복식 호흡 

훈련에 대한 피드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자기 상관법을 사용하여 피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치 계산을 위한 윈

도우의 크기와 윈도우 이동에 대한 설정이 필요 없이 모든 피치 프레임을 검출하

는 방법과 HNR 계산에 있어서 피치 변화에 대한 정규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DWT(dynamic warping transform)와 음성의 진폭 변화가 심한 구간에서도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도록 진폭을 정규화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시스템으로 발성 시 피검자의 자세나 조음기관에 영향을 주

지 않으면서 음성, EGG, RIP를 통한 흉식과 복식 호흡의 동시 관찰이 가능해 졌다. 

앞으로 호흡량의 물리적인 값과의 보정 및 분석 프로그램의 보완을 통해 좀 더 유용

한 수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음성의 통합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면 음성장

애 연구와 음성치료 및 음성훈련에 긴요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음성분석, 성대검사, 전기성문파형검사, 호흡, 인덕턴스 호흡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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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언어구사는 성대의 진동과 성도의 공명으로 이루어지며 신체의 여러 기관이 

관여하고, 의사 전달내용의 계획, 호흡, 발성, 공명, 조음 등의 일련 된 과정을 거

친 결과이다[1-6]. 음성신호는 호흡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원을 성대의 진동으로

써 음원을 만들어 낸 뒤, 성도를 거쳐 변화되면서 만들어지는 음파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관계되는 호흡기관, 발성기관 및 공명, 조음기관의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음성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다양하

게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후두를 중심으로 한 병력 청취, 이학적 검사 등을 통

하여 체계적인 음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질환을 해석할 수 있다.

각종 음성 장애 및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법

에는 신경생리학적 검사, 공기역학적 검사, 성대의 진동검사, 음향학적 검사 및 청

각심리 검사 등이 있다[2,7]. 신경생리학적 검사는 주로 후두 근육의 근전도 검사

를 통해 후두 생리학의 기초 검사로 매우 중요하다. 성대음의 생성은 흡기에 의해 

폐에 유입된 공기가 호기 시 기관지와 기관을 거쳐 후두를 통과해 나오는 과정에

서 폐쇄된 성문의 하부에 호기가 압력을 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성문 하압과 성대

의 탄력에 의한 수동적인 개폐운동으로 만들어 진다. 따라서 발성의 에너지원이 

되는 호흡에 의한 공기역학적 검사와 성대의 진동 검사는 발성의 조건에 대한 검

사로서 중요하다. 또한 성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발성된 음성의 음향학적 분석을 

통해서 음성의 음향학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컴퓨

터를 이용한 음성분석 및 음성검사,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전기성문파형

검사기(EGG : electroglottography), 후두근전도 등을 이용한 후두의 생리를 조사

함으로써, 적합한 치료계획을 세우며 치료를 이행할 수 있다[7,8]. 

따라서 좋은 발성을 위해서는 위에 설명한 호흡, 발성 및 공명, 조음기관의 유

기 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도 세 가지 기관을 복합적으로 

관찰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임상에서 음성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은 대부분 

발성 기관인 성대의 진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스트로보스코프, EGG,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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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전도 중의 한 방법과 음성 분석을 위한 분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

두근전도는 실제 성대근이나 후두내근을 관찰하기 위해서 바늘 전극(needle 

electrode)을 해당 근육에 찔러야 하는 침습성과 복잡함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성대마비 환자에 대해서 신경마비인지 기계적 장애인지를 직접적으로 감별할 수 

있다. 스트로보스코피는 성대의 영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가격

이 고가이며 전문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EGG는 성대의 

접촉 양상을 비관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1980년대 이후 저렴한 가격

으로 상품화되면서 현재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성 분석에 있

어서 성대를 관찰 할 수 있는 방법과 음성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2채널 분석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으나, 음성의 에너지원이 되는 호흡을 배제한 채, 음향학적 

분석이나 발성기관의 분석으로만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호흡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특수폐기능검사기(body 

plethysmography), 공기역학검사기(aerophone), 스파이로미터(spirometer)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호흡측정기는 측정방법이 복잡하거나 고가이며, 마스크나 

마우스피스를 입에 대는 경우는 발성에 필요한 호흡의 기능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발성 중 호흡 기능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또한, 좋은 발성을 위해서는 

복근 훈련 및 여러 가지 호흡 훈련을 통해 효율적인 복식 호흡 훈련을 유지하도

록 한다. 그러나, 구강을 통해 배출되는 흡기와 호기만으로 호흡을 측정하기 때문

에 흉식과 복식 호흡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발성기관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호흡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흉부와 복

부에 밴드를 착용하여 호흡으로 인한 밴드의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에는 스트레인

게이지, 임피던스, 인덕턴스 방식이 있다. 이러한 간접 측정 방식은 실제 호흡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상대적인 변화량으로 비교가 가능하

며, 발성 중 공명, 조음기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음성 신호의 왜곡을 주지 

않으며, 흉식과 복식의 호흡 변화 양상을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성 시 마이크 입력을 통해 음성의 음향학적 분석, 

EGG를 이용한 성대의 분석, 인덕턴스 호흡측정기 (RIP : respiratory inductive 

plethysmography) 이용하여 음성의 에너지원이 되는 호흡을 흉부와 복부에 대하

여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음성분석의 기본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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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가 되는 피치(pitch), 주파수 변동율(jitter), 진폭 변동율(shimmer), 신호대 잡

음 비율(HNR : harmonics to noise ratio), 포만트(formant), 스펙트로그램

(spectrogram) 등, EGG의 기본 파라미터가 되는 피치(pith), 주파수 변동율

(jitter), 진폭 변동율(shimmer), 신호대 잡음 비율(HNR), CQ(close quotient), 

SQ(speed quotient) 등, 호흡에서는 흡기 및 호기 시간 및 변동율, 흉부와 복부의 

호흡 비율 등의 분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음성 신호 분석에 있어서 모든 파라미터 계산의 기본이 되는 피치 검출

에 있어서 자기상관법을 이용하여 좀더 정확한 피치 검출 과정을 제시하였다. 

HNR 계산을 위해서 피치 변화에 대한 정규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WT(dynamic warpin transform)을 기본으로 사용하며, 음성의 진폭 변화가 심

한 구간에서도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도록 진폭을 정규화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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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발성 원리

2.1 음성의 생성

음성은 의사소통의 기본 수단으로서 호흡기관에서 공기를 압축해서 성대와 식

도, 후두개, 연구개를 거친 후 구강을 통해 배출시킴으로써 음성 신호를 만들어 

낸다[1-6]. 즉 음성은 호흡기관(폐, 흉곽, 호흡관력 근육)과 발성기관(성대)과 조

음, 공명기관(인두, 구강, 비강)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각 기관은 뇌의 

언어 중추 명령에 의해 제어 된다[9]. 호흡 과정은 흡기(inspiration)를 통하여 폐 

내에 공기를 받아들인 후에 호기(expiration) 근육들의 작용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후두 쪽으로 공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공기의 흐름이 음성의 에너지원이 된

다. 후두 쪽으로 보내진 공기는 성대 내전근(adductory intralaryngeal muscles)

의 수축에 의하여 성대가 닫히면서 성문하압(subglottic pressure)이 형성되며, 성

대의 점막 표층(cover of vocal folds)의 주기적인 개폐운동에 의하여 성문을 지

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주기적으로 차단하여 성대음(glottal sound)이 만들어 진다. 

만들어진 성대음은 성도(인두강과 구강 혹은 비강)를 지나면서 공명(resonance)이 

되고 조음기관(주로 혀, 연구개, 입술 등)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조음(articulation)

이 되어 입술 혹은 비강 밖으로 방출되는 것이다.

호흡을 통해 발생된 공기의 흐름은 백색잡음으로 볼 수 있으며, 성대음은 이것

을 주기적인 펄스로 만든 것이다. 음성은 성대의 진동 유무에 따라 유성음과 무성

음으로 구분된다. 유성음은 성대를 주기적으로 떨리게 함으로써 발생되며, 이러한 

성대의 기본 주기(T0 : fundamental period)를 피치(pitch)라고 하며, 피치의 역

수를 기본 주파수 (F0 : fundamental frequency)라 한다. 무성음은 성대의 진동 

없이 공진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공기를 압축하고 성도(vocal 

tract)의 일부를 좁히면서 난기류를 만들어 내는 소리이다. 무성음은 유성음 보다 

작은 진폭과 고주파를 나타내며 주기성을 보기 어렵다. 음성신호의 특성상 15 - 

25 ms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은 성도의 모양과 입력신호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

정할 수 있으므로 성도의 특징을 나타내는 디지털 필터는 시불변(time-invar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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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시스템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10-13]. 그러나 사람이 말을 할 때, 성도의 

모양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음성신호는 비정상적(non-stationary)인 특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시변(time-varying) 디지털 필터로 성도의 특성을 나타내고, 

유성음/무성음 여부에 따라 입력 신호를 주기적인 임펄스 또는 백색잡음(white 

noise)성분으로 여기(excitation)시켜 주는 음성 발생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발성기관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성도를 시변 선형 필터, 공기 압력 펄스를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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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호흡기관 및 조절

호흡에 의해 폐에서 보내지는 공기의 흐름은 음성신호의 에너지원이 된다. 따라

서 음성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호기 조절이 중요하다. 호흡

기관은 가스교환을 위한 폐, 기관, 기관지와 호기, 흡기 압력 조절을 위한 흉곽과 횡

경막이 있다(그림 1). 흉곽은 흉강을 후방으로 12개의 흉추, 측방으로 12개의 늑골, 

전방의 흉골로 둘러싸고 있다. 흉곽과 횡경막의 움직임에 따라 흉강의 용적이 변하

면서 폐의 환기가 이루어진다. 늑골이 올라가 척추와 이루는 각이 수평이 되면 흉곽

은 전방으로 확대되고, 늑골이 내려가면 흉곽은 축소가 된다. 늑골을 올리고 내리는 

움직임은 상하 늑골을 연결하는 근육, 흉추와 늑골을 연결하는 근육, 늑골과 흉골을 

연결하는 근육에 의하여 이뤄진다[2,3]. 이때 늑골을 올리는 근육을 흡기근, 내리는 

근육을 호기근이라고 한다. 횡경막은 흉강과 복강과의 돔(dome) 형태를 갖는 격벽

으로, 주변은 근육이고 중심부는 건으로 구성된다. 횡경막 근육이 수축되면 횡경막

이 내려가면서 돔(dome) 형태가 펴지면서 수평에 가까워지고, 횡경막 근육이 이완

되면 횡경막이 올라간다. 횡경막 상승을 위해 복강을 축소시키고 복압을 높이기 위

해 수축되는 복벽의 근육은 호기근이다. 그림 1과 같이 흡기는 흉곽의 확대, 횡경막 

하강에 의한 것이며, 호기는 흉곽의 축소, 횡경막 상승에 의한 것이다. 흉곽의 움직

임에 의한 것은 흉식 호흡, 횡경막에 의한 것을 복식 호흡이라 한다. 

그림 1. 흡기와 호기 

공 기 공 기

늑골이 내려 감늑골이 올라 감

폐

흉골

늑간근

늑골

(a) 흡 기 (b) 호 기

횡경막복강 복강

공 기 공 기

늑골이 내려 감늑골이 올라 감

폐

흉골

늑간근

늑골

(a) 흡 기 (b) 호 기

횡경막복강 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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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와 흉곽은 탄성체로서 용적이 변화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원력이 발

생한다. 따라서 안정시의 호흡은 흡기 시에만 흡기근에 의해 수축이 이루어지나 호

기근은 수축을 하지 않아도 복원력에 의해 호기가 이루어진다. 안정 시 호흡에 의한 

1회 환기량은 나이와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페활량의 약 10% 정도이며, 

일반적인 발성 시에는 20% 정도이다[2,3,14]. 

안정호흡시 호흡운동은 리드미컬하며, 1회 환기량이 거의 일정하다. 발성시는 음

성신호의 지속을 위해서 흡기에 비해 호기가 길어진다. 즉, 음성신호의 에너지 공급

을 적절히 하기 위해 호기압을 조절하는 것이다. 발성시의 호기압은 발성법에 따라 

다르나 보통 5-10 cmH2O로 알려져 있다[2]. 흡기 시 흉곽이 확대된 후 복원력에 

의해 생성된 호기압이 발성에 필요한 압력에 비해 높거나 낮을 때에는 호기근의 작

용으로 원하는 압력으로 조절한다. 또한 호기압은 소리의 강도를 조절한다. 이와 같

이 발성 시 폐와 흉곽의 확대, 축소의 상태에 따라 흡기근 호기근을 분별 있게 사용

하거나 또는 호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호기유지라고 한다. 정상 성인에 있

어서 지속적인 발성을 위하여 필요한 1초당 호기량은 100-200 ml이며, 최대흡기이

후에 발성을 지속하는 최대발성 지속시간은 남자는 약 30초, 여자는 약 20초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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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발성기관 및 조절

후두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성대가 위치하고 있는 장기로써, 폐에서 나온 호기류

를 음원으로 변환하여 소리의 높낮이와 음질을 조절한다. 후두는 목의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쪽으로는 혀가 있고, 아래로는 기관 (trachea)과 연결이 되어 있

으며 뒤쪽으로는 식도가 존재한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여섯 개의 연골과 하나의 뼈

로 구성되고 성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성대의 운동을 관장하는 작은 근육들이 

존재한다[2,3,6]. 후두의 내측에는 여섯 개의 작은 근육들이 있는데 성대를 구성하

고 있는 성대근육과 성대를 열어주는 후근이 목소리를 내는 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

다. 이러한 근육들이 마비가 되어 성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성대의 점막표

면에 물 혹, 암 등이 생기면 정상적인 음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다[2-4]. 

그림 2. 후두의 구조 (좌: 전면, 우 : 후면) [6]

성대는 진동부분은 변형이 자유로운 상피 및 그 아래에 점막 고유층과 물리적 성

질일 상이한 성대근의 층구조(layered structure)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두근의 조

절에 의해 진동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발성 시 성대는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

여 성문을 폐쇄한다. 호기에 의해 성대는 진동하고 그 주기에 맞추어 성문을 통과하

는 호기류를 단속하는데, 이와 같이 단속된 호기류가 음원이 된다. 성문은 호기압에 

의해서 넓어지고, 성문 사이로 호기가 순간적으로 유출되면서 근육의 복원력과 베르

누이 (Bernoulli) 효과에 의해 성문하압이 일시적으로 하강하면서 성문은 폐쇄된다

(myoelastic-aerodynamic theory, van den Berg, 1958)[6,14]. 후두조절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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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여 호기압을 변화시켜도 어느 정도 음의 높이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지만, 음

의 높이는 주로 윤상갑상근과 갑상피열근 등의 성대근에 의해 조절된 성대의 진동 

및 진동 부분의 질량에 의해 조절된다. 윤상갑상근은 성대를 이완시켜서 질량을 감

소시키며, 갑상피열근은 수축에 의해 성대를 두껍게 한다. 그림 3은 소리의 세기에 

따른 성문의 내전을 보여준다[14]. 좋은 성대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폐에서 보내지

는 공기의 양과 성대의 내전에 의해 적절한 성문하압이 형성되어야 하며, 성대가 정

상적인 층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성대음의 기본 주파수는 음의 높이를 나타내며, 성

인 남자의 경우 100 - 150 Hz, 성인 여자의 경우 200 - 250 Hz를 보인다.

그림 3. 성문의 내전과 외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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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명, 조음기관 및 조절

공명, 조음 기관은 성대에서 만들어진 음원을 최종적으로 방출하기 위해 음성을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4의 성문 바로 위에서부터 인두, 구강, 구순 또는 인두, 

비강으로 이어지는 관을 성도(vocal tract)라도 한다. 사람의 성도는 ‘ㄱ' 자 모양의  

폐튜브 공명강(closed tube resonance cavity)이다[2-6]. 원하는 음을 만들기 위

해서는 폐에서 적당한 양의 공기를 압축하고 기존에 기억하고 있던 성도의 모양을 

만들며, 공명강의 모양에 따라서 공명에너지 주파수대가 달라진다. 음성의 생성은 

그림 5와 같이 Fant의 음원여과이론(source and filter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

[15]. 즉, 성대에서 만들어진 임펄스 형식의 음원이 성도의 전달함수를 통해 필터링 

된 후 음성으로 만들어 진다. 

그림 4. 성도의 해부학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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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ource and filter theory (Fant, 1960) [15] 

P(s) : output spectrum

U(s) : laryngeal source spectrum

T(s) : vocal tract transfer function

R(s) : radiation characteristic

 s : frequency

최종 생성된 음성 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보면 그림 6과 같이 성대에서 만들어 진 

임펄스 음원(U(s))이 성도(T(s))를 거쳐 특정 주파수에서 공명이 되는 결과(P(s))를 

나타낸다. 이때, 성대 음원의 기본 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F0)를 피치(pitch)

라고 하며, 공명 주파수 F1, F2, F3 등을 각각 제1포만트 (1st formant), 제2포만트

(2nd formant), 제3포만트(3rd formant)라 한다. 

발성 시에는 혀와 입술, 다른 조음기관 등을 움직여서 성도의 모양을 바꿈으로써 

다른 음성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다른 음성을 생성하기 위해 성도의 모양

을 조정하는 과정을 조음 또는 구음이라고 한다. 이 과정을 거쳐서 모음이나 자음의 

말소리를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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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피치(pitch)와 포만트(form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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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음성분석방법

3.1 신경생리학적 검사

음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뇌의 언어 중추 명령에 의해 발성에 관계된 각 기관

의 근육을 제어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신경계, 근육계의 전기적 활동성을 측정하

여 각 기관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중추신경에서 운동신경, 근섬유의 각 단계에 

걸쳐서 유발전위(evoked potentioal)나 근전도(EMG : electromyography) 검사 등

이 있다. 이러한 검사 중 내 후두근의 근전도의 직접 측정은 성대의 장애가 운동 신

경마비에 기인한 것인가 기계적 장애인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다[2,7]. 그러나 후두

근전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육에 관혈적인 바늘 전극(needle 

electrode) 등을 사용해야하는 어려움과 한계가 따른다.

3.2 공기역학적 검사

공기역학적 검사는 성대 진동의 구동 에너지가 되는 공기의 흐름을 측정한다. 그

러나 실제 후두 아래 부분의 호기류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재 발성

기능의 검사를 위한 기록법으로는 환기기능측정법, 성문하압측정법, 호기류율측정법 

등이 있으나 실제 발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연관짓기에는 완전한 검사법이 없다. 

그러나 이 검사는 간접적으로 발성 시 성문폐쇄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1) 환기기능측정법

환기기능 중에서 발성에 관여하는 폐활량 측정을 위해서 호흡계(spirometer), 공

기역학검사기(aerophone), 특수폐기능검사(body plethysmography) 등을 사용한

다. 폐활량의 수치는 성별, 신장, 연령과 관계가 있으므로 측정치와 각 피검자의 정

상 폐활량을 예측하여 비교한다[2,7]. 그러나 호흡계의 마우스피스를 사용해 측정하

는 폐활량은 환기 능력 중의 지표로 쓰일 뿐, 일반적인 발성 중의 호기 능력을 나타

내지는 못한다.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 운동방식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흉부와 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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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를 착용하여 호흡 패턴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  

전기적 임피던스(electrical impedance)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비관혈적이며, 

발성 시 무구속적이어서 편리하나, 센서나 밴드의 부착위치에 따라 개인차가 크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2) 성문하압측정법

성문하압은 발성 시 후두의 기류저항이나, 기류를 음향으로 변환하는 효율을 알

아보기에 적합하다. 초소형 압력 측정 센서를 경피적으로 기관 내에 삽입하는 기관

천자법(tracheal puncture), 성문열을 거쳐 성문하강에 삽입하는 경성문 변환기 삽

입법(transglottal transducer insertion), 식도내압측정법(intraesophageal 

pressure measurement)과 기류저지법 등이 있다[2]. 

(3) 호기류율측정법

발성 시 호기류율은 성문하압과 기류저항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를 통해 성문의 

상태를 추측한다. 호기류율은 호흡계, 열선유량계, 뉴모타코그래프

(pneumotachograph), 공기역학검사기(aerophone) 등으로 측정한다[2,16,17]. 그

러나 호흡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음성과의 동시 측정이 불가능하고, 마우스피스나 마

스크 착용으로 인해 음성 신호의 왜곡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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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발성의 검사

3.3.1 성대의 검사

(1) 후두 스트로보스코프(laryngo stroboscopy) 

성대의 움직임은 초당 수 백 번의 개폐가 이루어지므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

다. 성대진동의 기본 주파수와 같은 빈도로 같은 위상에서 발광하는 섬광을 사용하

여 성대를 비추면 성대 모양의 한 위상이 정지해 보인다. 그러나 빛의 주파수를 조

금 바꾸면 위상차가 생기면서 성대의 움직임이 느리게 관찰된다. 현재 임상에서 많

이 쓰이고 있으며, 비디오 녹화를 통해서 성대의 개폐 등에 대한 정량적 측정이 가

능하다[2,3,7]. 성대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장점이 있으나 장비가 고가이

고, 내시경을 삽입하여야 하므로 제한된 발성의 검사만 가능하며 불편함이 있다. 또

한 전문의에 의해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2) 초고속 영상기(ultra high speed photography) 

발성 중인 성대를 기본주파수의 20 - 30배의 속도로 촬영한다. 촬영된 화면을 

초당 24프레임으로 재생하여 성대진동을 느리게 볼 수 있다. 장비가 크고 고가이므

로 연구와 교육 용도로만 사용된다[2].

(3) 포토 키모그래프(photo-kymograph) 

성대진동의 사진기록법으로서 성대진동의 진폭, 위상의 좌우차가 늘 존재, 사진

의 선명도 문제로 실용화 되지 못하였다.

(4) X선 스트로스코프 

성대의 모양을 관측하기 좋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임상에서 사용되지 못 하였다.

(5) 전기성문파형검사기(EGG : electroglottography) 

구강내 후두경이나 기구를 삽입하지 않고  비침습적으로 성대진동 측정, 가격이 

저렴하고 측정이 간편하며, 성대 진동의 유무, 진동의 주기가 바로 전기신호로 기록

되어 시간적 분해 능력이 우수하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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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성문파형검사(PGG : photoelectriclal-glottography) 

후두 아래의 피부에 광센서(photosensor)를 부착시키고 내시경으로 후두 직상방

에 광원을 위치시킨 상태에서 발성을 시켜서 성문 반대편에서 측정한 광량으로 성

문면적의 변화를 측정한다. 성대 개방 시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주로 실험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성문면적의 상대적 변화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면

적의 절대치를 알 수 없으며, 광원이나 광센서와 성문과의 위치에 따라서 출력의 변

동이 심하다[2].

(7) 역여과성문파형검사(inverse filtering glottography) 

성도의 영향에 의한 공명에너지를 역여과 시킴으로써 성대 부위에서의 공기의 

흐름 정도를 파형으로 표시하는 장치이나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2]. 

(8) 초음파성문파형검사(ultrasonic-glottography)

후두를 사이에 두고 좌우 양측에 탐촉자를 놓아 양측 성대의 접촉 면적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성대의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의 운동을 검사할 수 있으

나 반사되는 파가 성대의 어느 부위의 운동인지 알 수 없으며, 신호대 잡음비가 낮

으므로 임상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2].

3.3.2 후두 및 성도의 검사

조음 운동을 관측하기 위한 특수 검사로는 X선 촬영, CT scan 등이 있는데 방사

선 피폭 등의 문제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하지 않는다. 또한 검사

시설, 검사시간, 비용 등이 최대 단점이다. 구순에 대한 관측을 위해서 초음파, 전기

적 인공구개법, 자기계측법, 광학적 촬영법, PSD(photo sensitive diode)계측법 등

이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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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음향학적 검사

구강을 통해 밖으로 방출된 음성은 음원과 성도의 전달특성 및 방사특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음향 분석에 의한 결과는 질환의 정도나 치료 효과를 객관적

으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이크, 사운드 스펙트로미터, 사운드레

벨미터 등을 이용한 관측된 음성의 시간적, 주파수적 분석을 통해 병적음성에 대한 

연구가 이미 많이 발표되어 왔다. 음성의 녹음과 디지타이저 과정에서의 왜곡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기록된 데

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신호처리 방법 개발되어 오고 있다. 

성문에서 발생되는 음원의 기본 주기(T0)를 피치(pitch)라고 하며, 이것의 역수

가 음의 높이를 나타내는 기본 주파수(F0)이다. 피치를 구하기 위한 신호처리기법이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피치를 통해 음성의 주파수 변동율(jitter), 진폭 변동율

(shimmer) 등을 구할 수 있다. 또한 검출된 피치 주기에 따라서 신호와 잡음 성분을 

분리하여 신호대 잡음비를 계산한다[10-13]. 주파수 영역에서는 성도의 필터 특성

을 관찰할 수 있는데, 성도의 공명주파수를 구함으로써 포만트를 구한다. 스펙트로

그램은 시간영역에서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를 나타냄으로써 시간의 변화에 

따른 성도의 변화와 포만트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다. 다음은 음성분석을 위해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분석 프로그램의 일부를 소개한다.

① Praat : 음성분석용 공개 소프트웨어. 스펙트로그램, 피치 등 기본적인 음성

분석 기능을 망라하고 있으며, LPC(linear predicted coefficient)분석 및 재

합성, PSOLA(pitch synchronous overlap and add)분석 및 재합성, 피치변

경 등의 기능이 있다[18,19] 

② Colea : MATLAB을 이용한 음성분석도구로써, 피치, 스펙트로그램, 포만트 

분석, 레이블링 기능 등이 있다. MATLAB m-file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소스

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인터프리터 상에서 수행되므로 속도가 느

린 단점이 있다. 

⑥ SpeechViewer III : IBM에서 개발한 언어 및 청각 장애자들을 위한 상용 

프로그램, 훈련/치료용 모듈과 피훈련자 관리용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시각

적인 피드백 뿐만 아니라 무발성을 하는 자폐아동, 음운 및 조음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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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아동 등 언어치료 도구로서 유용하다[7].

⑦ Dr. Speech : 윈도우용 음성분석 도구로써 현재 의학용, 언어재활훈련용 기

능으로 많이 쓰인다[7,20,21].

⑧ CSL (computerized speech lab.) : Kay Elemetrics사에서 판매중인 음성

분석용 상용 프로그램으로써, 현재까지 음성학 실험실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다[7,22,23].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MDVP 

(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가 개발되어 장애음성의 진단에 이용된

다[7,23].

⑨ Speech Studio : 영국 Laryngograph Ltd.에서 개발한 윈도우용 음성분석 

상용 프로그램이다. 성대 신호를 얻기 위해 Laryngograph 하드웨어를 필요

로 하며, 음성과 함께 EGG신호의 획득, 저장, 분석기능이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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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존의 다채널 음성분석 도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음성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 호흡, 발성, 공명․조음 기관이 

종합적으로 관여를 하며, 각 기관별로 검사를 위한 기기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발성 시 모든 기관을 유기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두개 이상의 기

관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아래 소개하는 바와 같이 

주로 음성을 기본 데이터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EGG나 스트로보스코피와의 관계를 

동시에 측정하여 분석한다. 또한 분석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동시에 갖추기에는 비

용이 많이 든다. 

(1) EG2-PC (Tiger DRS, Inc., USA)

PC 기반으로서, 그림 7과 같이 사운드 카드의 입력을 통해 음성과 EGG 2채

널을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음성 분석 프로그램 지원 (Dr. Speech)으로 음성 및 

EGG 데이터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7,20].

 

그림 7. EG2-PC (Tiger DRS, Inc., USA)

(2) LxStrobe2 (Laryngograph Ltd., UK)

그림 8과 같이 스트로보스코프와 EGG 신호와 통합하여 성문의 움직임과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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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맞추어 보여 준다. 음성 분석 프로그램 지원 (Speech studio)으로 음성 및 

EGG 데이터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7, 24].

그림 8. Laryngograph (Laryngograph Ltd., UK) 

(3) Visi-Pitch (Kay. USA)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시각적 피드백을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 통합

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 회사의 EGG와 스트로보스코프를 CSL을 통해 연결하여 사

용할 수 있다. MDVP은 그림 9와 같이 33개 이상의 파라미터 분석을 통해 장애 음

성을 판단하고 음성의 질을 평가한다[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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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DVP 분석 화면 예 

(4) Dr. Fluency (STS Speech Therapy Systems Ltd., USA) 

말더듬이 환자의 치료와 훈련을 위한 호흡과 음성 신호 측정 및 분석기 이다. 흉

곽과 복부에 센서가 부착된 두 개의 밴드를 착용하여 호흡 비율을 보여 준다. 사운

드 카드를 통한 음성 입력으로 음성 분석을 할 수 있으나, 호흡 채널과 동시에 볼 수 

없으며, 성대의 접촉 양상에 대해 알 수 없다[25]. 

그림 10. Dr. Fluency 측정화면 (STS Ltd.,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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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채널 음성분석 방법의 필요성 

기존의 다채널 음성분석기기들이 음향학적 분석과 발성기관의 분석으로만 구

성되어 있어서 에너지원이 되는 호흡과의 관계를 동시에 관찰할 수 없다. 그러나 

음성의 에너지원으로서 호흡의 기능을 동시에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26-31]. 호흡

의 문제가 음성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음성장애로 인하여 호흡의 이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28]. 또한, 호흡기능의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성 시 부적절한 호흡

지지를 하거나 충분히 흡기를 한 뒤 발성을 위해 호기를 유지하는 지에 대한 관

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29]. 이은경(2001)의 연구에서는 성대결절 아동의 음성장

애와 호흡의 관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문장 읽기 동안에 흡기 빈도, 최대발성지

속시간 및 성문 호기류율을 측정하 다. 그 결과 성대결절의 아동 집단이 읽기 시 

흡기 빈도가 증가하고 최대발성지속시간 감소하는 등의 결과를 보 다[2]. 측정 방

법으로는 최대발성지속시간은 측정 시 초시계를 이용하 으며, 공기 폐형 마스

크를 사용하여 평균 호기류율 측정하고, 어깨와 가슴의 움직임으로 흡기 빈도를 

측정하 다. 이러한 연구에서도 발성 시 호흡에 관련된 시간과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간편하지만 객관적이지 못한 측정을 하 다. 

발성 시 호흡에 대한 기능은 성악가와 같은 전문가 집단에서 중요시 하며, 좋

은 발성을 위해 복근 훈련 및 여러 가지 호흡 운동을 통해 효율적인 복식 호흡 

훈련을 한다. 성악가를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는 이미 활발히 진행 된 반면, 국내

에서는 최근에 남도현 등에 의해 성악가와 정상인[30], 성악가와 성대 질환자[31]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연구에서도 공기역학적 검사 방법 중 일반적

인 폐기능 검사는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는 호흡측정기를 사용하 거나, 장비가 크

고 고가인 특수폐기능검사기(body plethysmography)를 이용하 고, 발성 중의 검

사의 지표로서 측정한 최대발성지속시간은 초시계로 측정하 다. 또한 훈련이 잘

된 성악가의 경우, 복식 호흡에 의한 발성의 효율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의 검사장비로 흉식과 복식 호흡의 비율을 검사하지는 못했다.  

음성치료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 한 방

법으로 흉식 호흡 보다 복식 호흡을 유도한다. 또한 빠른 흡기와 지속적인 호기의 

연습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 개발된 인덕턴스 호흡측정기로서, 흉식과 복식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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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형을 시각적으로 관찰하여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이 도움이 되며, 

시간에 대한 흡기율과 호기율 등을 산출하여 음성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성의 평가를 위하여 음향학적 분석, EGG를 통한 발성기관의 분석

을 기본으로 호흡에 대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다양하고 고가

의 분석 장비와 분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왔으나, 발성 중의 호흡기능을 동시에 

측정하는 장비가 통합되어 있지는 않다. 기본적인 호흡기능이 발성에 중요한 기능

을 하나, 발성 중에 흡기와 호기의 유지를 관찰하는 것과 흉식과 복식 호흡을 비

교하여 관찰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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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4채널 통합검사장치 하드웨어

4.1 음성 데이터 수집

4.1.1 개요 

음성 데이터 수집을 위한 마이크로폰은 원리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다이나믹형과 콘덴서형이다.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음압에 의해 진

동판이 진동을 하면, 그 진동이 자석의 표면을 감은 음성코일을  왕복운동하게 하여 

자석의 자기장 가운데서의 코일에 전류를 만들어 냄으로써 소리를 전류로 변환한다. 

공급 전압 없이도 작동이 가능하고 온도와 습도 등 환경변화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

으며 특히 큰소리에 대해 왜곡이 작다. 그러나 주파수 대역폭은 콘덴서형에 비해 떨

어지므로 고음성분을 녹음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일정한 거

리를 둔 두 극 사이에 전원을 연결하고 진동판에 연결하면, 소리에 의해 진동판이 

진동하여 두 극 사이의 거리가 변함에 따라 전압이 변화된다. 주파수 특성이 모든 

대역에 걸쳐 평탄하고 감도가 가장 좋지만 충격과 진동, 습기 등의 외부 환경에 약

하고 외부 전원이 꼭 필요하다는 등의 단점도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음성신호

를 수집하기 위해 넓은 대역에 걸쳐 평탄한 특성을 갖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큰 콘

덴서형을 선택하였다. 또한 음성신호 수집을 위한 환경이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취약

점이 될 만큼 열악한 조건이 아니므로 환경에 의한 단점은 무시할 수 있다. 

4.1.2 음성신호 수집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

본 논문에서 사용된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사양은 다음과 같으며, 주파수 특성은 

그림 11과 같다[32]. 

Model : C535EB (AKG Acoustics, Austria)

Transducer : condensor

Polar pattern : cardioid

Frequency range : 20 - 20,000Hz 

Sensitivity at 1,000Hz : 7mV/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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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impedance : 200Ω

Recommended load impedance >= 600Ω

Maximum sound pressure : 130dBSPL

Supply voltage : 9 - 52V

그림 11. 콘덴서 마이크로폰(C535EB, AKG)의 주파수 특성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콘덴서 마이크로폰을 구동하기위해서는 전원 공급이 필

요한데, 이를 일반적으로 팬텀 파워(phantom power)라고 한다. 그림 12는 본 시스

템에서 콘덴서 마이크로폰을 구동하기 위한 팬텀 파워이다.

그림 12. 콘덴서 마이크로폰용 팬텀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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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팬텀파워에 의해 구동된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출력에 대한 앰프의 회

로이다. Hi-Fi AUDIO AMPLIFIER인 TDA2030(ST microelctronics)는 낮은 배음 

왜곡(low harmonic distortion) 특성이 있으며. 음성 신호 대역이 약 100 Hz 에서 

수 kHz 까지 이므로 10 Hz - 14 kHz 까지 대역을 갖는 오디오 앰프로 적합하다. 

오디오 출력은 74HC4051에 의해 마이크로폰 입력과 PC에서 데이터를 재생할 경

우 아날로그 출력을 스위칭 한다. 74HC4051의 pin11에 디지털 출력을 연결하여, 0

일 때 마이크 출력, 1일 때 오디오 아날로그 재생이 출력되도록 하였다. 그림 14는 

마이크로폰 구동용 팬텀파워, 오디오 앰프, 시스템 전원부의 PCB이다. 

그림 13. 오디오 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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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콘덴서 마이크 구동용 팬텀파워, 

오디오 앰프, 시스템 전원 부의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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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기성문파형검사기 (EGG : electroglottography)

4.2.1 EGG 개요

EGG는 발성 시 성대의 떨림에 관련된 후두 기능을 간접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양측 성대의 접촉양상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한다. 1957년 Fabre가 EGG를 

처음 고안한 이래로 1968년이 되어서 Frokjaer-Jensen과 Fourcin의 연구를 거쳐 

상품화가 되었다[33,34]. 갑상연골 양쪽에 전극을 부착하여 전류를 흘려주면, 성문

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성문의 열린 공간을 통해 전류 통로가 방해되므로 두 전

극 간의 임피던스가 변화한다. 성문이 서로 붙게 되면 전류 통로가 형성되므로 임

피던스가 작아지고, 성문이 열리면 임피던스가 커진다. 전극 페이스트를 안 바르

더라도 전극과 피부와의 접촉 임피던스를 줄이기 위해 수 MHz 까지의 RF(radio 

frequency)의 교류 전류를 사용한다[35]. 또한 정전류원을 사용하여 접촉 저항에 

따른 출력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한다[33]. EGG 검사를 통해서 음성 신호 분석 시 

녹음이나 디지털화 할 때 음성의 왜곡을 피하고 성문에서 발생된 음원의 이상 유

무를 평가할 수 있다. 

EGG는 개발되어온 이후로 음성신호처리 연구자들과 음성병리학자들에 의해 활

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성대와 음성의 기능을 검사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인 

광성문파형검사기[36,37], 초고속 촬영 방법[37-39], 스트로보스코피[40-42], 성

문호기류나 성문하압 등의 공기역학적인 특성 [43,44], 역여과 필터 (inverse 

flitering) [45] 등과 EGG와 관계를 비교 연구한 결과 성문의 주기적인 개폐 양상 

연구에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Askenfelt 등은 접촉식 마이크로폰과 EGG를 통해 

기본 주파수를 측정하여 그 관계를 증명하였다[46]. 또한 정상 및 병적 음성에 대한 

분석의 임상적인 연구에 EGG 파형의 분석을 이용하였다[47-54]. 

EGG 파형의 분석과 모델링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면

서 성도의 움직임에 대해서 one mass 모델과 two mass 모델로 설명된다. 

Rothenberg는 성문이 급격히 닫히면서 완전 폐쇄기 이후에 서서히 열리면서 완전

히 열리는 구간으로 EGG 파형을 one mass 모델로 설명하였다[43]. 그러나 

Childers 는 이후 그림 15 에서와 같이 성문의 상부와 하부가 지퍼처럼 열리고 닫히

는 two mass 모델을 제시하였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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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성문 운동의 two mass 모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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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GG 하드웨어 구성

기존의 EGG는 일반적으로 임피던스 측정방법에서 사용하는 2전극 방식을 사용

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4전극 방식을 적용하여, 전류 자극 전극과 전압 감지 전

극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56,57]. 전압 감지 전극이 전류 자극 전극과 거리가 멀수

록 전압 감지 전극의 위치에서 전류 밀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신호의 감도가 좋으며, 

움직임에 의한 잡음에 덜 민감하다. 4전극 방식 EGG의 구성은 그림 16과 같다. RF 

정전류원을 갑상연골 양쪽에서 흘려주고, 그 사이의 전압감지전극을 통해 변조된 신

호를 얻은 다음, 이를 AM(amplitude modulation) 검출 방식으로 복조한 뒤, 필터링

과 증폭을 거쳐서 성대 진동에 대한 신호를 얻어낸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EGG 신호

는 음성 신호를 얻는 DAQ(data acquisition) 보드의 입력으로 연결되어 음성신호와 

동기 되어 기록된다. 

그림 16. 4전극 방식 EGG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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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전류원 

윈브리지(wien-bridge) 발진기를 이용하여 70 kHz의 정현파를 정전류 회로를 

통해 2 mAp-p가 전극에 전달되도록 하였다[그림 17]. 전기적 안전을 위해 전달되는 

전류는 트랜스포머를 통해 분리(isolation)시켰으며, 자극 전류도 2 mAp-p로 제한하

였다. 인체에 가해지는 전류에 대한 평균 감지 임계전류는 남성 1.1 mA, 여성 

0.7mA이며, 감지 임계 전류와 자발 탈출 전류의 강도는 접촉 표면의 면적과 주파수

에 따라 달라진다. 자발 탈출 전류는 10 Hz 이하일 수록 최소 10 mA에서 18 mA로 

증가하며, 10 Hz에서 100 Hz 는 10 mA, 100 Hz에서 1 kHz 증가할 수록 15 mA 

까지 증가한다[59,60]. 1 kHz 이상에서는 더욱 증가하여 5 kHz 이상은 35 mA로 

급격히 증가하므로, 2mAp-p 는 충분히 낮은 전류이다. 

 

그림 17. 4전극 방식 EGG 정전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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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파 동기 신호 발생 및 검파회로

다음 그림 18은 검파 동기 신호 발생을 위해 LM393으로 구성된 비교기

(non-inverting comparator with hysteresis)이다. 전압감지 전극에서 얻어진 신

호를 전파정류하기 위해 그림 18과 같이 검파 회로를 이용하였다. 자극 전류 파형

과 동일 위상의 신호와 이를 180° 전환한 신호로써 자극 전류의 두 배에 해당되

는 주파수로 검파신호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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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검파 동기 신호 발생 및 검파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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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폭기 및 필터 

전단에서 전압감지 전극에 의해 얻어진 성문의 진동에 의해 발생된 미세신호를  

약 10,000 배 이상 증폭하였으며, butterworth 형 2차 VCVS (voltage controlled 

voltage source) 액티브 필터를 사용하여 각각 저역 및 고역 통과 필터링을 하였다. 

따라서 신호의 통과대역은 5 에서 1,125 Hz로써, EGG의 기본 진동 주파수 영역을 

포함한다. 

(4) 60 Hz 노치 필터(notch filter)

60 Hz 잡음은 전원, 전극과 전극을 연결하는 와이어에 걸쳐 혼입될 수 있는 잡

음이다. 이러한 잡음을 줄이기 위해 가드 전극 (guard electrode)를 사용하였으나 

증폭율이 크기 때문에 전원 잡음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UAF42(universal active filter IC, BurrBrown)를 이용하여 그림 19와 같이 노치

필터를 구성하였다[61].  그림 20은 신체에 유도된 60 Hz 잡음이 본 노치필터를 통

과하여 제거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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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otch [Hz] = 1/ (RF*C*2*π) = 60 : 

RF = R33 = R35, C = 1000pF 

BW-3dB = Fnotch  / Q  = 2 ; BW-3dB = FH - FL (주파수 소거 구간)

RQ = 25kΩ / (Q-1) ≒ 900Ω

그림 19. 60Hz notch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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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60Hz notch filtering 전(좌) 후(우) 신호 측정 결과

(5) 가드 전극 (guard electrode)

그림 21의 가드 전극(guard electrode)을 사용하여 가운데 원을 전류 자극 전극

이나 전압 감지 전극으로 활용하고, 테두리 원을 접지시켰다. 액티브 전극(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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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de)과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이 가까이 있으면 주변 잡음에 강해

진다. 전류가 표면을 흐르지 않고 피부 내부로 통하게 전류의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

써 누설 전류를 차단시켜서 신호대 잡음비를 높인다. 그림 22는 가드 전극의 테두리

에 해당되는 기준전극을 접지 시켰을 때와 접지 시키지 않았을 때의 EGG 출력에 혼

입된 잡음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21. 가드 전극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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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가드 전극의 접지 유(하)무(상)에 따른 잡음 혼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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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전극 방식

일반적으로 상용화 된 EGG 시스템의 전극은 2전극 방식을 사용한다. 2전극 

방식은 임피던스 측정을 위한 자극 전류 전극과 전압 감지 전극이 동일하다. 그러

나 본 논문에서는 성대의 진동에 의한 임피던스 변화가 매우 미세하므로, 2전극 

방식보다 미세 변화에 대한 감도가 우수한 4전극 방식을 사용하였다[62]. 4전극 

방식을 이용하면 적은 양의 전류 분포를 균일하게 하며, 접촉 저항과 분극화를 줄

일 수 있기 때문이다[62]. 전극 사용 시 전극과 피부 접촉 간에 분극화가 발생하

기 때문에 직류원 대신 교류원을 사용하게 된다. 교류원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 접

촉에 의한 리액턴스 성분을 줄이고, 피부 내부에 대한 임피던스 변화에 민감하게 

된다. 그림 23은 탄성 밴드에 탈부착이 가능한 4전극 밴드이며, 그림 24는 완성

된 EGG의 PCB(printed circuit board)이다.

그림 23. 4전극 EGG 밴드 

그림 24. 4전극 방식 EGG의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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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덕턴스 호흡측정기 (RIP : respiratory inductive 

plethysmography) 

4.3.1 RIP개요

발성 시 호흡 측정은 일반적으로 피검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스파이

로미터 등 을 이용한 마스크법은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발성 시 공명, 조음 기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간접적인 호흡 측정법이 요구 된다. 흉부와 복부에 센서나 밴드를 

착용하여 흉식, 복식 호흡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

하는 방법,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과 인덕턴스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밴드를 부착되는 스트레인 게이지의 가격이 비

싸며, 센서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회로 구성과 출력 결과의 선형성을 보정하여야 한

다. 임피던스 뉴모그래피 (impedance pneumography)는 고주파(50 - 500 kHz) 미

세 전류를 두 전극 간에 흘려주어 호흡시 흉부와 복부에서 변화량을 측정한다[63]. 

그러나 임피던스 뉴모그래피는 흉부 조직의 임피던스가 흉강내 공기보다 작기 때문

에 측정되는 임피던스 변화가 조직의 임피던스 변화에 더 민감하다. 따라서 흉강의 

공기량의 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 어렵고, 신체의 자세변화와 심근 신호에 따

른 신호가 호흡신호 보다 더 큰 잡음이 될 수도 있다[64]. 또한 중추신경 마비에 의

한 무호흡 감지에는 효과적이나 기도의 폐쇄에 의한 무호흡 감지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65]. 

반면에 RIP는 흉부와 복부에 감은 코일에 의해 유도되는 인덕턴스가 호흡에 의

해 흉부나 복부의 단면적에 비례하는 원리를 이용한다[66,67,68,69]. Upton 등은 

조산아를 대상으로 무호흡을 감시한 실험에서 임피던스 방법보다 인덕턴스 방법이 

무호흡 감시율이 높다고 보고 하였으며[70], Brouillette 등은 인덕턴스 방법이 임

피던스 방법보다 심근 신호의 잡음과 동작에 의한 잡음에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65]. 인덕턴스 호흡측정기에서 측정된 흉식과 복식 호흡의 결과를 합하여 최종 호

흡량으로 보정하는 결과들[71,72,73]에 의해, 폐활량에 대한 측정을 뉴모타코그래

프와 비교하여 유용성을 입증하였다[74,75,76,77]. 최근에는 셔츠형식으로 밴드가 

착용되는 응급형 인덕턴스 호흡 감시 장치가 개발되기도 하였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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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RIP 하드웨어 구성

RIP는 흉부와 복부의 2 채널로 측정이 된다. 각각의 채널에서 호흡에 따른 흉강

과 복강의 단면적 변화가 착용된 밴드의 코일에서 인덕턴스 변화로 측정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체 둘레에 대해서 코일을 감지 않고 용수철을 이용함으로써 착용의 

용이함을 더했다. 전체적인 회로의 구성은 그림 25와 같다. 밴드에 있는 코일의 인

덕턴스 값에 따라 콜핏츠 발진기(colpitts oscillator)의 발진 주파수 결정되며, 발진 

주파수에 따른 전압변환기를 이용하여 호흡변화를 감지한다.

그림 25. 2채널 인덕턴스 호흡 감시 장치 (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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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진기와 신호 분리 회로 

그림 26은 콜핏츠 발진기와 신호 분리 회로이다. 그림 26의 L2는 흉부나 복부에 

부착되는 인덕턴스이며, 호흡에 의한 인덕턴스에 따라 발진 주파수가 변하는 정현파

가 발생된다. 피검자의 전기적 안전을 위해 신호는 광학분리 IC인 6N137 (optical 

coupled isolator, ISOCOM, UK)을 이용해 분리 하였으며, 전원 또한 분리 전원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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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인덕턴스 호흡 감시 장치의 발진기와 신호 분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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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핏츠 발진기의 출력 주파수는 다음 식 (1)과 같다[79]. 식(1)에서 출력주파수

는 밴드의 인덕턴스 값의 제곱에 반비례하지만, 인덕턴스 변화량이 작을 경우 발진 

주파수(f)는 1차 테일러급수에 의해 식 (2)와 같이 표현되어 밴드 인덕턴스 변화량

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67]. 

f0 =
1

2Π
(
C1 + C3

C1 C3 L2
)

1
2                     식 (1)

f =  f0  = (1 −
  L
2L0

)

 band    inductance =  L0 +  L

              식 (2)

흉부와 복부에 인덕턴스 밴드를 동시에 부착할 경우 각각의 발진 주파수가 충분

히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주파수 고정(locking)이나 변조가 발생하게 되므로,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흉부와 복부에 대하여 500 kHz 부근, 

1 MHz 부근에서 발진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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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L을 이용한 발진 주파수 측정 

그림 27은 인덕턴스 변화로 인한 주파수 변화 측정을 PLL(phase locked loop)

을 이용하는 회로이다. 발진 주파수에 비례하는 직류전압을 얻어 이를 흉부나 복부

의 단면적의 변화로 보았다. PLL은 주로 통신 분야에서 송신되는 신호의 위상 차이

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위상을 보정한다는 것은 주파수를 고정한다는 것이

다. 주파수 고정을 위해서 고정된 주파수와 입력 신호의 주파수와의 위상 차이에 해

당되는 보정 신호를 다시 피드백 하게 된다. 따라서 본 회로에서는 밴드의 인덕턴스

에 의해 변화되는 신호의 주파수와 고정 주파수와의 위상차에 비례하는 출력 신호

를 이용하였다. 흉부와 복부에 대한 2 채널로 구성된다.

그림 27. PLL을 이용한 발진 주파수 측정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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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밴드 특성

기존의 RIP는 탄성밴드 전체에 코일을 부착하여 사용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그림 28과 같이 밴드의 일부만 인덕턴스 값을 갖는 용수철로 대체하였다. 흉부와 

복부에 착용되는 밴드는 각각의 인덕턴스 변화에 의한 출력 주파수의 범위가 다

르기 때문에, 두 밴드의 출력 특성을 동일하게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29는 흉부와 복부 두 채널에서 용수철을 이용한 밴드의 길이 변화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30은 주파수 변화에 의한 출력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밴드의 길이 변화가 7 cm 범위에서 PLL을 통해 얻은 전압 변화와 선

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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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용수철을 이용한 인덕턴스 밴드 

그림 29. 용수철의 길이 변화에 따른 출력 주파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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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용수철의 길이 변화에 따른 출력 전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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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밴드의 길이 변화에 따른 출력의 선형성을 보다 정확히 보정하기 위해

서는 그림 30의 결과를 선형적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표 1은 그림 30의 결과 값

인데,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DAQ 보드를 PC와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사

용한 프로그램인 LabVIEW에서는 입력신호에 대한 변환테이블을 활용할 수 있으

므로, 본 테이블을 길이나 다른 선형 데이터로 변환 시킬 수 있다.

 

표 1. 용수철 길이 변화에 따른 출력의 선형성을 위한 변환 테이블 

길이(cm)
출력전압 (V)

채널 1 채널 2

5 0.22 0.69

6 0.82 1.31

7 1.54 1.96

8 2.19 2.50

9 2.78 2.99

10 3.30 3.40

11 3.72 3.75

12 4.11 4.06

실제 인덕턴스 밴드를 흉부와 복부에 착용하여 호흡을 간접적으로 착용할 때

에는 호흡에 의한 단면적의 변화가 밴드에 잘 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Dr. 

Fluency의 경우 밴드 전체를 탄성체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경우 피검자의 옷이나 

다른 이유로 단면적의 변화가 밴드의 변화만 주게 되고 중간에 연결된 센서에 전

달이 되지 못하면 호흡 측정의 정확성을 떨어 드린다. 그림 28의 밴드는 인덕턴스 

역할을 하는 용수철만 탄성이 있기 때문에 단면적의 변화량 감지에 유리하다. 그

러나 용수철이 신체나 옷에 의해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림 31과 같이 용수

철의 길이 변화량에 해당되는 가이드를 고안하였다. 용수철은 가이드 중앙에 고정

되어 있으며 호흡에 따라 길이가 변하므로 신체나 옷에 걸리지 않게 된다. 그림 

31은 완성된 2채널 RIP의 PCB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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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개선된 인덕턴스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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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채널 RIP의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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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통합 장치 구성

4.4.1 통합 장치 구성

그림 33 은 음성, EGG, 호흡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한 통합 측정기이다. 음성을 

받기 위한 마이크, EGG 측정을 위한 전극, 흉부와 복부의 호흡 패턴을 측정하기 

위한 밴드의 입력이 측정기에 연결된다. 

260 mm

2
0
0
 m

m

그림 33. 음성, EGG, 호흡 통합 측정기의 하드웨어

그림 34는 EGG 전극과 RIP 측정 밴드를 착용한 모습이다. 4채널로 출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는 쉴드 블록을 통해 PC 내부에 장착된 DAQ 보드

(PCI-MIO-16E-4, National Instruments, USA)에 연결되어 디지털 신호로 변환

된다. 본 보드는 채널 당 250kS/s 의 속도로 12bit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를 할 수 있다.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 중 음성신호의 샘플링이 

22,050Hz 로 최대이며, 다른 EGG와 호흡 채널의 신호를 수집하기에 충분하다. 

PC의 사운드 카드를 통해서 음성신호의 재생음을 들을 수 있지만 그림에서 보듯

이 측정기 내부에도 내장형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어서 사운드카드 없이도 재생음

을 들을 수 있다. 전체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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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EGG와 RIP 측정 밴드를 착용한 모습 

그림 35. 통합 측정 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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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데이터 수집 

하드웨와 PC와의 연결 및 신호 저장을 위해서 LabVIEW 6.1 (National 

Instruments, USA)을 사용하였다. 그림 36은 제작된 프로그램의 실행화면이다. 

샘플링 주파수 설정 및 저장될 데이터의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저장 버튼 ⑤

를 누르면 저장할 파일의 이름을 묻는 다이얼로그가 나오고 파일명을 입력하면 

설정된 시간만큼 이진(binary) 형식으로 저장된다. 측정화면의 우측에 있는 바그

래프(bar graph) ⑫와 ⑬은 각각 흉부와 복부의 호흡 양상을 보여준다. 4분할된 

화면의 세 번째(흉부, ⑨), 네 번째(복부, ⑩)의 데이터를 개인의 흉부와 복부에 대

한 최대, 최소 값에 대한 비율로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의 비율을 보여준다. 안정 

시 호흡에서 보정버튼 ⑩을 누른 뒤, 흉식과 복식으로 각각 최대 호기와 흡기를 

한 뒤 보정버튼 ⑩을 비활성화 시킨다. 보정 과정을 거친 뒤에 바 그래프의 출력

은 식 (3)과 (4)와 같이 출력된다.

흉식 호흡 비율 = (현재 흉부 값 - 흉부 최소) *100 / (흉부변화량) [%]  식 (3)

* 흉부 변화량 = 흉부 최대 - 흉부 최소

복식 호흡 비율 = (복부 호흡 값 - 복부 최소) *100 / (복부변화량) [%]  식 (4)

* 복부 변화량 = 복부 최대 - 복부 최소

따라서, 본 측정기를 통해서 발성 시,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에 대한 변화 양상 

및 의존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시각적인 피드백으로 복식 호흡에 대한 훈련을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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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4채널 통합 검사 장치의 신호 저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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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data acquisition stop button 

 ② data acquisition sampling rate

 ③ documentation 

 ④ recording time (5초 단위로 최대 1분간 설정)

 ⑤ data save button (binary format으로 저장)

 ⑥ saving stop button

 ⑦ voice channel

 ⑧ EGG channel

 ⑨ chest respiration channel

 ⑩ abdominal respiration channel 

 ⑪ respiration data calibration mode button

 ⑫ percentage of chest respiration

 ⑬ percentage of abdominal re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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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4채널 통합검사장치 분석 프로그램

5.1 음성 분석 

5.1.1 음성 분석 파라미터

음성을 평가하기 위한 파라미터 들에는 기본 주파수(F0) 혹는 피치(pitch), 기

본 주파수의 주파수 변동율(jitter)과 진폭 변동율(shimmer), 신호의 배음과 잡음의 

비율(HNR : harmonics to noise ratio) 등이 사용된다. CSL의 MDVP은 기본 주

파수, 주파수 변동율, 진폭 변동율, 잡음 비율, 유무성음 비율 등 33개의 파라미터

를 이용하여 음성의 질을 평가한다[7,22,23,80]. 피치정보는 음의 높이뿐만 아니라, 

음성 신호의 유성음과 무성음을 판단하는 파라미터로도 사용되며, 음성 분석 및 

합성 시스템에 널리 쓰이고 있다. 성대음이 성도를 통해 공명과 조음이 되면서 선

택적 주파수 통과를 함으로써 포만트라는 공진 주파수가 생기는데, 포만트 중 

F1~F3는 음성신호에 포함된 정보를 나타내고, F4~F5는 화자의 음색에 관한 정

보를 나타낸다[6].

본 시스템에서 수집된 음성, EGG 및 호흡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Matlab 

version 6.5 (The MathWorks Inc., USA)를 사용하였다[81,82].

 

5.1.2 피치 (Pitch)

음성의 피치를 구하는 방법에는 시간 역 분석, 주파수 역 분석, 이 두가지를 

조합한 분석 방식이 있다. 시간 역에서의 분석은 교차법(zero crossing), 피크측

정법(peak detect), 자기상관법(autocorrelation), AMDF(average magnitude 

difference function), LPC(linear predicted coefficient), 병렬처리법 등이 있으며

[83-95]. 주파수 역에서는 FFT(fast fourier transform), 캡스트럼법(cepstrum), 

SIFT(simplified inverse filtering tracking), Comb 변환 등이 있다[83-86,92,96]. 

조합된 방식으로는 시간 역에서의 자기상관법과 주파수 역에서 기본주파수를 

조합하여 검출하는 방법으로 LPC 역필터 방식이나 웨이블렛 방식 등이 있다

[83-86,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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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검출은 음성의 준주기적 신호 특성과 성별, 나이, 억양 등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정확

한 피치검출이 어려운 이유는 음성의 준주기성, 성도에 의한 성대음의 변화, 피치

의 시작점과 끝점의 모호함, 유성음 구간 판별의 어려움 때문이다[86]. 다양한 피

치검출법 중에서 시간 역에서의 알고리즘은 다른 역으로의 변환이 불필요하므

로 그 만큼 계산양이 적으며, 시간 역에서의 분해능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 중 

자기상관법은 기존의 음성분석도구인 Praat와 MDVP 등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으

며[18,19], 본 논문에서도 자기상관법을 이용하여 피치 검출을 수행하 다. 

음성의 기본 주파수 범위는 75 Hz에서 600 Hz이며, 정상 남성의 경우 75 Hz

에서 300 Hz, 정상 여성의 경우 100 Hz에서 600 Hz 범위를 갖는다[18]. 병적인 음

성인 경우를 고려하여 범위를 50 Hz에서 600 Hz까지 본다면, 피치는 20 ms에서 

1.67 ms의 주기를 갖는다. 따라서 기존의 음성분석 프로그램에서는 피치를 검출하

기 위하여 피치의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윈도우를 설정하여, 그 윈도우 마다 하

나의 피치를 구하 다. 즉, 최대 주기가 20 ms 이 되는 피치를 구하기 위해서 60 

ms의 윈도우마다 하나의 피치를 계산하고, 최대 주기가 2 ms이면 6 ms 마다 계

산한다. 음성의 주기보다 윈도우를 크게 설정하면 계산 속도는 빠르지만 구간 내

에 존재하는 여러 피치를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정해

진 윈도우 마다 구해지므로 프레임 간격이 떨어지는 것을 줄이고자 다음 윈도우

를 중첩시키면서 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60 ms의 윈도우를 40 ms 씩 중첩시

키면 20 ms 마다 피치가 계산된다. 윈도우를 작게 잡으면 계산량이 많아지고 윈

도우 크기보다 큰 피치를 검출하기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피치 검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 주기와 최대 주기를 설정하여 윈도우 크기를 지정해 주어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Sondi의 자기상관법을 이용한 피치 검출을 기본으로 하며[87], 

Rabiner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치를 구하는 윈도우의 크기와 윈도우 이동을 가변 

하여 연속적인 음성 데이터의 피치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윈도우 크기와 중

첩율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도록 하 다.  

일반적으로 자기상관법을 이용한 피치 검출법에서는 신호의 주기성을 뚜렷이 

하기 위해 신호의 중간 값 제거 과정(center clipping)을 거치게 되는데[10,87,104], 

본 논문에서는 식 (5)와 같이 Dubnowski의 방법을 사용하 다. 자기상관함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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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신호의 주기 지점에서 최대 값을 갖기 때문에 자기상관함수를 계산한 뒤, 

최대 값이 위치하는 래그(lag)가 곧 주기이다. 

그림 37은 기저선 변동이 있는 음성 신호 진폭의 30% 이내 중간 값을 제거하

고, 40 ms 의 윈도우 크기로 50 % 씩 중첩시키며(40ms 의 50% = 20ms) 자기

상관법에 의한 피치 검출을 한 결과이다. 정해진 윈도우 크기마다 피치를 검출하

기 때문에 실제 피치 프레임 보다 검출된 수는 적다. 또한 전체 데이터에서 후반

부 피치 검출이 안 되는 이유는 피치 검출을 위한 윈도우 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계산되지 않았다. 그림 38은 동일한 신호의 피치 검출에 있어서 중간 값 제거 레

벨을 70%로 올렸을 때이다. 그 결과 중간 값 제거 레벨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피

치 검출의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원리로 중간 값 제거 레벨이 적절히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음성의 발화가 시작되는 지점과 같이 진폭이 작은 경우에는 

피치 검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전체 음성 신호의 진폭에 대하여 모든 피치 분석 

윈도우에 동일한 중간 값 제거 레벨을 적용하는 것은 오류를 나타낼 수 있다. 따

라서 각각의 윈도우 마다 신호 최대 값의 30%가 되는 중간 값 레벨을 가변 하여 

적용하면 진폭이 작은 경우도 피치를 검출 할 수 있다. 그림 39는 기저선 변동이 

심한 본 데이터를 50 - 600 Hz 대역의 4차 butterworth 대역통과(bandpass) 필

터를 통과시킨 후 피치 검출을 한 결과이다. 그림 39의 (b)와 같이 필터를 통과한 

데이터는  주기성이 명확해 진다. 그림 39의 (c)와 같이 중간 값 제거 레벨을 각 

윈도우 마다 최대 진폭의 30%로 가변 하여 적용한 결과, 음성 발화 지점과 같이 

진폭이 작은 경우도 피치 검출이 가능해진다. 

Y (n)  =   C [s (n)]     식 (5)

          C [s (n)]  =





s (n)  ,
0,

s (n ) > C +

C − S (n ) C +

s (n) ,                        s (n )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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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기저선 변동이 있는 음성 신호(a)의 30% 이내 중간 값 

제거(b)와 자기상관법에 의한 피치 검출 결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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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기저선 변동이 있는 음성 신호(a)의 70% 이내 중간 값 

제거(b)와 자기상관법에 의한 피치 검출 결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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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기저선 변동이 있는 음성 신호(a)를 필터링 한 후(b) 중간 

값 제거 레벨 가변으로 자기상관법에 의한 피치 검출 결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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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은 대역통과 필터, 가변 중간 값 제거를 거친 뒤 피치를 구하기 위한 

윈도우 프레임의 크기가 각각 (b) 10, (c) 20, (d) 40 ms 이고 각각 윈도우 중첩을 

50 %로 하 을 때의 피치 검출 결과이다. 본 신호의 평균 피치는 8.8 ms (113 

Hz) 이다. 신호의 주기와 크기가 비슷한 (b)의 경우 윈도우 프레임 내에서도 미 

검출 오류가 나타나며, 신호의 주기보다 큰 윈도우의 경우는 피치 검출 결과가 실

제 피치 수 보다 작다. 따라서 자기상관법을 이용하는 경우 신호 주기의 약 2배의 

윈도우를 설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정된 윈도우 프레임에서의 피치 

검출은 피치 검출 결과의 수가 윈도우 프레임과 윈도우 중첩율에 의존하게 되며, 

정확한 피치의 수와 일치 하지 않는다. 또한 음성 신호의 특성에 맞게 사전에 대

략적인 윈도우 크기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피치 검

출 시 윈도우 프레임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되게 하 다. 

그림 41은 앞서 설명된 신호의 필터링, 윈도우 내의 신호 값의 진폭에 따른 중

간 값 제거 레벨의 가변을 적용한 뒤 자기상관법으로 피치를 검출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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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윈도우 사용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자동으로 윈도우 사이즈와 윈도우 이동

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이다. 초기 윈도우의 크기는 음성의 예상되는 최대 피치 주

기가 20 ms이므로 이것의 2배가 되는 40 ms 으로 설정한다. 피치를 구하기 전 일

반적으로 유, 무성음의 판단을 위해 교차율이나 에너지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나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계산 없이 피치의 결과를 주파수로 환산하여 50 - 600 Hz

이며 동시에 윈도우 내의 최대 진폭이 0.1 V 이상이면 유성음으로 결정하 다. 40 

ms 의 윈도우에서 무성음으로 판단되면, 윈도우를 중첩시킬 필요 없이 40 ms 마

다 윈도우를 이동하여 계산 량을 줄이도록 하 다. 계산 도중 유성음 구간이 나타

나면, 그 다음 루프에서의 윈도우 크기는 이전에 계산된 피치의 2배에 해당되는 

윈도우로 크기를 조정하며 윈도우의 이동은 이전에 계산된 피치의 크기만큼 이동

하도록 하 다. 그림 42는 제안하는 방법에 의해 사전에 설정된 윈도우 크기와 중

첩율에 대한 설정 없이 음성의 피치 프레임 수와 동일한 수의 피치가 검출된 결

과를 보여준다.  

그림 40. 피치 검출 윈도우 크기에 따른 피치 검출 결과 

((b),(c),(d) : 10, 20, 4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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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윈도우 크기와 이동을 가변으로 하는 피치검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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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제안하는 방법에 의한 피치 검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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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주파수 변동율 (jitter)

일반적으로 주파수 변동율(Jitter)은 식 (6)과 같이 이웃한 피치의 기본 주기(T0)

의 절대 차이를 구한 절대 변동율 (absolute jitter)을 전체 피치의 기본 주기의 평균

으로 나눈 백분율로 구한다. 즉 피치의 변화량을 뜻한다. MDVP에서는 1.040 % 이

상일 때 병적 음성으로 평가한다[18,23]. 단모음을 지속적으로 발성했을 때, 주기가 

규칙적이든 불규칙적이든 변동이 생겼다는 것은 병적음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Jitter  =

1
N− 1

  Σ
i = 0

N− 1

 | T0   −   T0 (i + 1 )  |
1
N

 Σ
i =  0

N

  T0 (i )

            식 (6)

5.1.3 진폭 변동율 (shimmer)

음성의 주기마다 진폭의 최대치(P0)는 성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완전히 

닫히는 폐쇄기가 되는 구간에 나타난다. 진폭 변동율(shimmer)은 식 (7)과 같이 이

웃한 주기의 최대 진폭의 절대 차이를 구한 절대 변동율(absolute shimmer)을 전체 

최대 진폭의 평균으로 나눈 백분율로 구한다[2,3]. 즉, 진폭의 변화가 얼마나 규칙

적인가를 볼 수도 있으며, 음의 크기를 서서히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훈련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MDVP에서는 3.810 % 이상일 때 병적 음성으로 평가한다[18]. 

Shimmer  =

1
N− 1

  Σ
i = 0

N− 1

 | P0  −   P0 (i + 1 )  |
1
N

 Σ
i =  0

N

  P0 (i )

           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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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배음대 잡음 비율 (HNR : harmonics to noise ratio)

HNR은 음성에 잡음이 들어간 정도를 파악한다. 모음을 단기간 지속하여 분석할

때, 신호대 잡음 비(SNR : signal to noise ratio)로 볼 수 있다. Yumoto 등은 목소

리의 쉼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처음으로 HNR을 식 (8)과 같이 정의하였다[105]. 

피치의 평균을 신호(fA)를 주기적인 신호의 배음 성분으로 보고, 이 평균 신호와 각 

피치 프레임간의 차이를 잡음으로 보아 각각의 에너지 비율을 로그값으로 표시하였

다[105]. 

HNR  =  10     log10  

n   
0

T

f 2 

A  (τ ) dτ

Σ
i =  1

n

   
0

Ti

[ fi  (τ ) −  fA(τ ) ]2 dτ

           [dB ]        식 (8)

그러나 이 방법은 신호의 주파수 변동이 생기면 잡음 성분을 구분하는데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최대 피치 프레임에 맞춰 그 이하의 피치 프레임에 ‘0’을 넣는

(zero padding) 방식이 있으나[105], 이 또한 주파수 변동이 클 경우에는 평균의 

차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각 피치 프레임의 크기를 정규

화(normalize)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Qi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규화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비교함으로써, UDP(unconstrained dynamic programming) 방법

이 적합함을 증명하였다[106,107]. 또한 Lucero 등은 정규화에 FDA(functional 

data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음성처리에 유용한 방법임을 입증하였다[108] 반

면에 주파수 영역에서 HNR을 구하는 방법은 계산 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으나, 스펙

트럼상에서 기본 주파수를 구하기 쉽고, 주파수 변동에 따른 정규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시간영역에서의 분석 결과와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

로 발표되었다[109].

그림 43은 Matlab을 이용하여 100 - 140 Hz 의 정현파를 4 Hz 간격으로 생성

한 11개의 피치 프레임의 ‘0’을 넣는 방법(a)과 DTW(dynamic time warping)에 의

해 피치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는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는 

22,050 Hz 이며,  평균 0, 표준편차 0.01의 정규분포를 갖는 가산 랜덤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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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ve random noise)를 첨가하였다. 가산 잡음을 첨가하기 전 11개의 정현파에 

대한 가산 잡음의 비율로 구한  HNR은 26.6 dB이나, ‘0’을 삽입한 결과는 8.8 dB, 

DTW에 의한 결과는 18.4 dB로 나타났다. 즉, HNR은 단순한 진폭 변동율

(shimmer)와는 달리 배음 성분과 잡음 성분의 비율을 보기 위한 것이므로 DTW에 

의해 피치의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HNR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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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피치 변동 데이터의 ‘0’ 삽입과 DTW에 의한 피치 정규화

본 논문에서는 앞 절에서 설명한 피치검출에서와 같이 HNR에서도 진폭 변동에 

대한 점을 고려해 보았다. 그림 44는 Matlab을 이용하여 100 Hz 정현파의 진폭을 

0.5에서 1까지 가변 시켜 만든 11개의 피치 프레임에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a) 

(0, 0.01), (b) (0, 0.03)의 정규 분포를 갖는 가산 랜덤 잡음을 더한 결과이다. 각각

의 잡음 성분의 파워는 -0.6 과 3.3 dB로 잡음 성분의 차이가 3.9 dB 이다. 따라서 

배음 성분의 파워가 일정하다면 HNR은 3.9 dB 감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러한 데이터를 식 (8)에 의해 HNR을 구하면, 각각 13.5 와 13.2 dB로 0.3 dB의 변

화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호를 진폭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의 차이로 나누

어 진폭을 정규화여 HNR을 계산하면 그 결과가 각각 33.7 과 30.6 dB로 계산되어 

배음성분의 진폭 변화에 영향을 덜 받으며 잡음성분에 대한 비율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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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100 Hz 정현파 진폭을 0.5에서 1까지 가변 시켜 (평균, 표준편차)가 각각 

(a) (0, 0.01), (b) (0, 0.03)의 정규 분포를 갖는 가산 랜덤 잡음을 더한 파형

그림 37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앞 절에 설명한 피치검출법에 의해 피치 프레임을 

구한 뒤 HNR 계산에 적용하여 보았다. 그림 45는 피치 프레임을 구한 뒤 (a) 최대 

주기에 맞춰 ‘0’을 삽입한 결과와 (b) 진폭을 정규화하고 DTW에 의해 주기를 맞춘 

결과를 보여준다. 그 결과 그림 45의 (a)는 8.4 dB, (b)는 7.7 dB로 계산되었다. 시

뮬레이션 결과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HNR이 낮게 나왔으나, HNR의 절

대적인 값은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

된다. 무엇보다도 배음성분의 주기 변화와 진폭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잡음 성분의 

비율을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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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그림 37 데이터의 피치 프레임을 구한 뒤 (a) 최대 주기에 맞춰 ‘0’을 

삽입한 결과, (b) 진폭을 정규화하고 DTW에 주기를 맞춘 결과 

5.1.5 유/무성음 구분 (V/UV : voice/unvoice)

유성음과 무성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성음이 진폭이 작으며, 주기가 불규칙적이

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치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며, 영교차율이 크고, 에너지가 작

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영교차율의 역치(threshold)와 에너지의 역치를 설정해서 

두 조건에 의해 유/무성음 구간을 구분하기도 한다[11,104].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영교차율과 에너지 대역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피치의 생성 유무로 유/무성음을 

구분한다. 즉, 피치가 보이는 대역인 50 Hz에서 600 Hz 사이의 피치가 계산되며 피

치 프레임 내의 최대 진폭이 0.1 V 이상이 되어야 유성음으로 판단한다. 혹은 EGG 

채널과의 동시 분석이 가능하므로, EGG 파형이 발생되는 구간을 유성음으로 볼 수 

있다. 

5.1.6 포만트 (formant)

유성음의 주파수 분석을 통해 스펙트럼을 보면, 성대음이 성도를 통해 어떻게 필

터링 되어 공진 주파수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포만트를 분석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왔으며, 본 논문에서는 가장 많이 적용되는 선형 예측 모델을 적용

하였다. 성문에서 발생된 여기 신호가 성도의 필터 시스템을 통해서 입까지 전달되

는 전달함수는 식 (9)와 같이 전개 된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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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 ) =  
1 + ρglottis

2

z −N/2ΠN
k = 1 (1 + ρk )

1 − Σ
k =  1

N

bk z
− k

        식 (9)

위 식에서 ρ는 성도를 모델링한 관 내부의 공기밀도, ρglottis는 성문에서의 공기밀

도이다. b는 성대를 단순화 했을 때 얻어지는 디지털 필터의 계수이고, N은 성도를 

모델링 하는 관의 수이다. 우측항의 분자에 Z-N/2는 성문에서 입까지의 시간 지연을 

나타내는데 이 항만 제외하면 인간의 모음 발음 시스템은 all-pole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형 예측 모델(linear prediction model)을 음성분석에 적용한다. 

선형 예측 모델은 식 (10), (11)과 같이 현재의 데이터가 과거 p 개 신호의 선형조합

으로 근사화 된다는 것이다. 식 (10)과 (11)을 Z-변환 하게 되면, 식 (12)와 (13)과 

같이 되어 선형 예측 모델의 계수로 이루어지는 필터에 추정된 신호와의 잔차 신호

를 통과시키면 원음이 얻어지는 all-pole 모델로 구현된다. 필터 1/A(z)의 주파수 

응답은 스펙트럼의 포락선(envelope)에 해당된다.  

 s (n)  Σ
k =  1

p

ak  s (n− k )  =  s (n)              식 (10)

s (n) − s (n) =  e (n)                        식 (11)

S (z ) =  Σ
k = 1

p

ak   Z
− k   S(z ) =  F (z )  S(z )          식 (12)

S(z ) =  
1

1 − F (z )
   E (z) =  

1
A(x )

E (z )        식 (13)

또한 p차 LPC 스펙트럼은 식 (14)와 같은 복소수 켤레근 Zi을 갖는데, 이 근에 

의해서 포만트 주파수(fk)와 그에 해당되는 밴드대역(band width) bk 는 각각 식 

(15)와 (16)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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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 =  rk e
i 2π fk //Fs                              식 (14)

fk    =  (Fs  / 2π )  tan − 1  [Im (rk )   /  Re (rk ) ]      식 (15)

bk  =  (Fs / 2π )  ln  (1/rk )                     식 (16)

LPC의 계수의 결정 시, 차수(p)를 너무 낮게 잡으면 포만트 정보를 놓치게 되고, 

너무 높게 잡으면 실제 포만트가 아닌 다른 지점에서 근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

로 차수의 결정은 다음 식 (17)의 원칙에 따른다[1].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의 성도

의 길이를 17 cm로 보았을 때, 1 kHz 당 하나의 포만트가 뜬다고 가정한다.  

22,050 kHz로 샘플링한 음성 데이터에서는 11,025 kHz 까지 주파수 대역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약 10개의 포만트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차수는 22로 정하면 된다. 

또한 구해지는 모든 근이 포만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100 Hz 이상의 주파수부

터 포만트로 간주하였으며, 피크 3 dB 대역폭이 300 Hz 이상인 경우만 포만트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음성분석이나 음성합성 분야에서 포만트 분석은 제 1에서 제 5 

포만트 까지 위주로 한다. 본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샘플링 주파수와 LPC 차수 조정

에 의해서 예측되는 포만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림 46은 샘플링 주파수가 

22,050 Hz 인 /a/ 발성에 대한 차수 22의 LPC 스펙트럼에 의한 포만트 측정 결과

이다.  

p =  (2    *  number   of    expected    formant )  +   2          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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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LPC 스펙트럼을 이용한 포만트 측정 결과(/a/, 22차 L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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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스펙트로그램 (spectrogram)

스펙트로그램은 시간영역에서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을 통해 신

호의 주파수 변환을 보여준다[10,11,12,13].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Fs)에 의해서 

스펙트로그램의 주파수 영역은 Fs/2로 제한이 된다. 주파수 대역에서의 신호는 강

도에 따라서 색깔변화로 차이를 표시한다. 스펙트로그램을 구하기 위해서 정해진 윈

도우 크기(Nwin)만큼 FFT을 하여 신호의 스펙트럼을 구한다. 22,050 Hz로 샘플링 

한 데이터를 512 포인트의 윈도우로 DFT를 연속적으로 하면, 약 23 ms 마다 스펙

트로그램을 시간 축에 표시한다. 이때 정해진 윈도우 크기만큼 스펙트럼을 계산하게 

되면 스펙트로그램의 시간축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속적인 다음 윈도우를 중

첩(Nlap)시킬 수 있다. FFT의 포인트(Nfft)의 수가 클수록 주파수 영역의 해상도는 

증가한다. 그러나, 시간축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윈도우 크기를 줄이고, 중첩을 높

이고, FFT 포인트를 높이면 계산량이 무척 많아짐으로 적절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윈도우를 중첩시키는 신호의 개수(Nlap)는 윈도우 크기(Nwin)보다 작아야 하며, 

윈도우 크기는 FFT 포인트(Nfft) 보다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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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GG 분석 

5.2.1 EGG 분석 파라미터

EGG를 분석하기 위한 파라미터로는 음성에서와 같이 피치(기본 진동 주기), 

주파수 변동율(jitter), 진폭 변동율(shimmer), HNR 등이 있으며, 이를 구하는 방

법 또한 음성 신호와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러나 EGG 신호의 경우 음성신호

와는 달리 주기적인 성질을 많이 보이며, 정현파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음성 신호와 달리 특별한 수학적인 연산을 거치지 않고 역치 검출 

방식으로 간단하게 EGG의 피치를 구하 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파수 

변동율, 진폭 변동율, HNR 등은 정확한 피치를 구한 뒤에 얻을 수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음성신호와 다른 EGG 검출 방법을 설명한다.

EGG 신호가 음성신호와 다른 특성은 성대의 개폐에 대한 신호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EGG의 경우 성대 접촉 시 진폭이 상승하고, 개방 시에 진폭이 

감소하게 되는 데, 이것으로 성대 운동의 주기와 개폐에 대한 정보를 성대폐쇄비

율(CQ : close quotient), 성대개방비율(OQ : open quotient), 개폐속도율(SQ : 

speed quotient), 개폐속도지수(SI : speed index) 등을 얻을 수 있다[2,3,7]. 

5.2.1 성대의 피치 (pitch)

이론적으로 성대의 기본 진동 주기와 음성의 기본 진동 주기는 음성 신호가 

필터링 되면서 위상차는 생길 수 있으나 같아야 한다. 음성 신호와는 달리 EGG 

파형은 정현파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므로 시간 축에서 설정된 감지레벨에 따라 

개방기와 폐쇄기가 결정되게 할 수 있는 주기를 측정을 하 다. 진폭의 양의 방향

이 성대가 닫히는 주기이고, 음의 방향이 성대가 열리는 주기이다. 신호의 주파수

는 120 Hz 이며, 샘플링 주파수는 22,050 Hz, 데이터 길이는 100 ms 이다. 그림 

47에서 감지 레벨의 변화는 (a) 0, (b) +0.5, (c) -0.5 이다. 데이터에서 감지 레벨

에 해당되는 지점을 찾은 뒤에, 피치 프레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주기 구간

을 찾도록 감지레벨에서 폐쇄기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개방기가 보이는 구간까지 

만 찾도록 하 다. 따라서 그림 47의 (b)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마지막 주기에서 

폐쇄기를 보인 뒤 개방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치 프레임에서 제외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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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의 (c) 경우는 데이터의 첫 주기에서 폐쇄기를 보이지 않고 개방기만 보이

기 때문에 프레임에서 제외 시켰다. 그림 47의 (a) 경우 그림 상에서 모든 주기가 

검출되어야 하나 마지막 주기가 제외된 이유는 시뮬레이션 정현파 데이터의 마지

막 값이 정확한 ‘0’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 47. EGG의 감지레벨 변화에 따른 주기 검출 변화 시뮬레이션 

(a) 0, (b) +0.5, (c)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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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은 모음 /a/에 대한 (a) 음성과 (b) EGG에 대한 피치 분석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음성의 피치검출법에 따라 EGG와 유사한 피치 결과를 나

타냄을 볼 수 있다. 다만 음성의 마지막 피치는 마지막 윈도우 프레임 크기에 따

라서 피치를 검출 못할 수도 있다. 그림 49는 무성음 /s/에서 무음 구간을 거쳐 

유성음 /z/에 대한 피치검출 결과이다. 그림 49의 (a)는 음성 채널로서, 무성음 구

간에서 약간의 진폭이 보이나 피치는 검출되지 않고, 유성음 구간에서는 음성과 

EGG과 동일하게 피치가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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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모음 /a/에서 음성과 EGG 피치 검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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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무성음 /s/과 유성음 /z/ 에서의 음성과 EGG 피치검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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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성대 개폐에 대한 분석 파라미터

다음 그림 50은 성대 개폐에 대한 특징을 보여준다. Scherer 등은 EGG 파형에

서 성대가 열리고 닫히는 구간을 구분하기 위해 전체 진폭에서 볼 때, 최대 개방

기 진폭의 25 - 35 % 정도로 역치 레벨(H)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 다[58]. 그

러나 EGG의 경우 제품화 되어 있는 시스템 마다 신호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

로, 본 논문에서 개발된 EGG 또한 실제 성대 양상에 대한 자료와 비교하여 정확

한 개폐 구간을 구분할 기준이 필요하다.

그림에서 EGG 파형에서의 파라미터들을 다음 식 (18)에서 (2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Q(close quotient)는 성대의 기본 주기에서 성대가 닫히는 구간의 비율

이다. OQ(open quotient)는 1-CQ 로 계산될 수 있다. SQ(speed quotient)는 성대

가 닫히는 구간과 열리는 구간의 비율로써, 식 (19)에서 분자와 분모를 바꾸어 계

산할 수도 있다. SI(speed index)는 전체 주기에 대한 개폐기 차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2,3]. 일반 정상인에서 CQ와 OQ는 비슷하며, CQ > OQ인 경우는 성대

결절(vocal nodule), 성대폴립(vocal polyp) 등의 질환으로 추정하고, CQ < OQ인 

경우는 성대마비(vocal paralysis)로 추정한다[7]. 

CQ (close     quotient )   =  
TC

TC  +  TO
           식 (18)

SQ (speed    quotient )   =  
T2

T1
                 식 (19)

SI (speed     index )   =  
T2   − T1

T2  +  T1
               식 (20)

그림 51은 실제 EGG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1의 (b)에 나타나

는 EGG의 피치 결과는 주파수로 환산하여 평균 128.4 ± 0.6 Hz, 주파수 변동율 

0.68 %, 진폭 변동율 6.9 % 로 계산되었다. 그림 51의 (c)와 (d)에서와 같이 각각 

피치 프레임에서 EGG 파형에 대해 CQ와 SQ가 나타나며, 평균이 각각 52.3 %와  

245.5 %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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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EGG 파형의 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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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RIP 분석

5.3.1 RIP 분석 파라미터

공기역학적인 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호흡 기능은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호흡 기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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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F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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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시 호흡량(TV : tidal volume) : 정상 휴식기의 평균 환기량

② 흡기 저장량(IRV : inspiratory reserve volume) : 상시 호흡량 이상으로 흡

기할 수 있는 최대 폐기량

③ 호기 저장량(ERV : expiratory reserve volume) : 휴식기의 상시 호흡량에

서 배출할 수 있는 최대 폐기량

④ 폐활량(VC : vital capacity) : 최대로 흡기한 후 최대 호기량

⑤ 흡기 용량(IC : inspiratory capacity) : 휴식기에서 흡입할 수 있는 최대의 공

기용량

⑥ 기능적 잔기량(FRC : functional residual capacity) : 어떤 힘도 폐에 작용하

지 않은 정상적인 호기 후에 폐에 남아있는 공기량

⑦ 잔기량(RV : residual volume) : 최대 호기후에 폐에 남아 있는 공기량

⑧ 총 폐용적(total lung capacity, TLC) : 폐활량과 잔기량을 합한 총 폐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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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의 공기역학적 분석 방법에는 최대 기류 정점, 평균 기류량, 최대발성지속

시간(MPT : maximum phonation time), 폐활량, 흡기 및 호기량, 발성지수(PQ : 

phonation quotient = VC / MPT) 등을 측정한다. 또한 흉식과 복식의 관여하는 

정도를 알 수 없다. 또한 그림 53과 같이 노력성 호기 곡선에 의해 폐기능을 평가

한다.

그림 53. 노력성 호기 곡선 

① FVC (forced vital capacity) :  서서히 최대 흡기를 한 후에 가장 급속히 호

기 배출시키는 최대의 노력성 폐활량이며, 정상 성인에서는 대개 4-6 L이다. 

정상인 경우 일반 폐활량과 노력성 폐활량은 동일하나  폐쇄성 폐질환시 노력

성 폐활량이 일반 폐활량보다 감소한다.

② FEV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1초에 최대로 호기할 수 

있는 폐기량으로써, 기도폐쇄의 정도를 반영하는 검사이다.

③ MEFR (maximal expiratory flow rate) : 폐용적에서의 호기류 속도를 말하

며, 노력 의존성으로 기도 저항을 반영한다.

④ MMFR (maximal midexpiratory flow rate) : FEF의 25-75% 영역의 선형 

기울기로써,  FVC 중간범위의 호기류 속도이다. 노력 비의존성으로 소기도의 

저항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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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흉식과 복식 호흡의 측정

공기역학검사기(aerophone)나 스파이로미터와 같은 호흡 측정기로는 발성 중에

는 발성에 구속을 주지 않고 공기 역학적 분석을 하기 어렵다. 또한 좋은 발성이

나 발성치료를 위해 지표로 삼는 복식과 흉식 호흡의 관계를 보기 어렵다. 또한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호흡 기능은 여러 가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호흡량의 측정으로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 호흡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인덕턴스 호흡측정기는 발성에 무구속

적이며, 시간에 따라서 흉부와 복부에 의한 호흡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다. 출력의 

변화량이 호흡 변화량이므로, 측정된 데이터에서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호흡의 변

화량을 계산하며, 이를 다양한 측정법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측정 시에 식 (3)과 (4)와 같이 각 개인의 최대 흉식 및 복식 호흡 능

력에 대한 비율을 보여줄 수 있으며, 분석 화면에서는 흉식 채널의 값(RCH)과 복

식 채널의 값(RABD) 및 두 채널의 합으로 표현되는 전체 호흡에 대한 복식 호흡의 

비율을 식 (21)과 같이 계산한다. 

RCH / RABD  =  
RCH

RCH   +  RABD
100 [% ]                 식 (21)

식(21)에서 나타나듯이 흉식과 복식 호흡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 50% 이상일 

때는 복식 호흡이 우세함을 나타내며, 50% 이하일 때는 흉식 호흡이 우세함을 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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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합 분석 화면

다음 그림 54는 발성 시  Matlab (ver6.5, The Match Works Inc., USA) 

GUI(graphic user interface) 구성화면이다. Matlab에서 메뉴구성을 이용하여 데이

터 파일의 읽기와 다른 기능 버튼들을 구성하였다. 또한 화면상의 객체(object)들의 

프로퍼티(property)를 조정하여 GUI 기능을 부여하였다. 화면상에 나오는 커서는 

Matlab의 콜백함수(callback function)와 윈도우 버튼 이벤트(window button 

event)만을 활용한 것이다[82].

‘파일(File)’ 메뉴에서 ‘불러들이기(Load)’를 실행하면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묻

는 다이얼로그가 나오며, 선택된 파일명과 데이터의 샘플링 주파수가 화면 중앙 상

단에 나타나며 이에 따른 데이터가 출력 된다. 그림 54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

래와 같다. 메뉴의 ‘분석(Anlysis)' 하위 에는 음성, EGG, 호흡 분석을 위한 하위 메

뉴 선택이 있다.

① 음성 데이터 채널 : 반전되어 보이는 영역이 선택 영영이며, 마우스로 영역 선

택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하다. 선택 영역에 대해서 화면 상단에 있는 재생 버튼

으로 음성의 재생이 된다.

② EGG 데이터 채널

③ 흉부 호흡 채널

④ 복부 호흡 채널

⑤ 스펙트로그램 : ① 음성 채널에서 선택된 영역의 스펙트로그램

⑦ ①에서 ⑤ 그래프 축에서 보이는 커서는 마우스로 조정이 가능하며, 커서의 

세로축에 해당되는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 단면을 보여준다. 

⑧ 전체 시간 영역에서 커서의 가로축에 해당하는 주파수에서 강도를 보여준다. 

⑥ 스펙트로그램의 칼라바(color bar)로써, 색 영역을 다양하게 변환한다.

⑨ ⑤에 보이는 현재 커서의 시간, 주파수, 강도를 표시한다. 

⑩ 스펙트로그램 계산을 위한 윈도우 크기(Nwin), 중첩율(Nlap), FFT 포인트(Nfft)

등을 지정한다. 각 값의 지정은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간축과 주파수

축의 해상도와 계산 속도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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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는 약 1.5초에서 6초 영역에서 /a/ 발성을 세 번 한 것이며, 약 7초에서 

10초 영역에서는 음의 높이를 높여 가며 /a/ 발성을 한 것이다. 마지막의 발성은 /a/ 

발음의 강도를 높여 발성한 것이다. 따라서 음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호흡패턴에서 

발성 전에 흡기를 한 패턴이 보이며, 음성 채널에서 음의 진폭은 커졌으나, EGG 진

폭의 변화는 크게 변함이 없음을 볼 수 있다.  

그림 54. 4채널 통합 분석 장치의 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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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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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과 

6.1 음성분석 

그림 55는 분석 주 화면에서 음성 분석 메뉴를 선택했을 때의 윈도우이다. 각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음성 데이터의 전 구간 : 마우스를 이용하여, 반전된 역 (ROI : region of 

interest)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선택된 역만 재생이 가능하다.

② EGG 데이터 전 구간 : 음성신호와 비교하여 유,무성음 관찰에 용이하다.

③ ①에서 선택 반전된 역의 확대

④ ③ 역에서의 피치 윤곽선 (pitch contour) : 자기상관법을 이용한 피치 검출

을 피치 프레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단위는 피치 주기의 역수인 기본 

진동 주파수 (F0)로 표현하 으며, 50 - 600 Hz를 벗어나며 피치를 계산하는 

윈도우 내의 최대 진폭이 0.1 V 미만이면 무성음 구간으로 판별한다.  

⑤ ③ 역의 스펙트럼, LPC 스펙트럼을 이용한 포만트 추적

⑥ 음성분석의 기본 분석 파라미터들을 보여준다.

- 선택 역의 시간 및 현재 커서의 시간

- 기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 기본 주파수의 최소, 최대 값 

- 주파수 변동율(jitter)

- 진폭 변동율 (shimmer)

- 배음 성분대 잡음 비율 (HNR : harmonics to noise ratio) 

- 포만트 주파수 위치 

마우스를 이용하여 커서와 선택영역을 변화(drag and drop)시킬 때마다 ⑥의 값

들은 새롭게 계산된다. 그림 55에서 무성음 구간에서 피치가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약 7초에서 10 초 구간은 /a/ 발성의 음의 높이를 서서히 올린 것이기 때문

에 피치가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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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음성 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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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GG 분석

그림 56은 분석 주 화면에서 음성 분석 메뉴를 선택했을 때의 윈도우이다. 각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음성 데이터의 전 구간 : ②에서 선택된 역의 음성을 재생하여 확인이 가능

하다.

② EGG 데이터 전 구간 : : 마우스를 이용하여, 반전된 역 (ROI : region of 

interest)를 조정할 수 있다.

③ ②에서 선택 반전된 시간 역에서의 EGG 신호 확대

④ ②에서 선택 반전된 시간 역에서의 EGG 신호의 피치 윤곽선

⑤ EGG 신호의 CQ(close quotient)를 유성음 구간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보여 

준다. 

⑥ 음성분석의 기본 분석 파라미터들을 보여준다.

- 선택 역의 시간 및 현재 커서의 시간

- EGG 기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 EGG 기본 주파수의 최소, 최대 값 

- EGG 주파수 변동율(jitter)

- EGG 진폭 변동율 (shimmer)

- 배음 성분대 잡음 비율 (HNR : harmonics to noise ratio) 

- 평균 CQ (close quotient)

- 평균 SQ (speed quotient)

음성 분석에서 같이 그림 56에서 무성음 구간에서 피치가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7초에서 10 초 구간은 /a/ 발성의 음의 높이를 서서히 올린 것이기 때

문에 피치가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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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EGG 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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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RIP 분석

그림 57은 분석 주 화면에서 음성 분석 메뉴를 선택했을 때의 윈도우이다. 각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음성 데이터의 전 구간 

② EGG 데이터 전 구간 

③ RIP 흉부 호흡 채널

④ RIP 복부 호흡 채널

⑤ 흉부 + 복부  

⑥ 전체 폐기량에 대한 복부의 비율 = 복부 / (흉부 + 복부)

⑦ 음성 데이타 선택 역의 시간 정보와 커서의 위치 정보

⑧,⑨,⑩ 호흡 채널에서의 커서의 값 : 각각 두개의 커서로 구간을 지정하면, 각 

커서의 시간 정보(Ts, Te), 구간 내에서 흡기가 최대로 되는 시간(Tp), 흡기의 

변화량(Iv), 호기의 변화량(Ev)를 나타낸다.

⑪ 선택된 구간에 대한 시간 정보와 선택된 구간에서의 전체 호흡에 대한 복부 

호흡의 평균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측정기의 분석 프로그램에서 최대발성지속시간(MPT) 측정 시 흡기되

는 시간과 호기 시간을 비교 할 수 있으며, 이를 흉부와 복부에 대하여 구분하여 분

석할 수 있다. 또한 흡기 변화율과 호기 변화율을 계산함으로써 상대적인 흡기율과 

호기율의 평가가 가능하다. 흉부와 복부 호흡 변화량을 실제 폐기량과 비교하여 보

정하여, 폐활량(VC)를 측정하면 평균 호기율(PQ = VC/MPT) 등도 계산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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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호흡 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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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음성 검사를 위해 3대 발성기관인 호흡기관, 발성기관, 조음 및 공명기관을 평

가하기 위한 많은 장비들과 분석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좋은 발성

의 조건을 위해 3개의 기관이 유기적으로 기능을 잘 해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분

석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통합 검사 장비들은 음성과 EGG, 음성과 스트로보스

코프, 음성과 호흡 등 두 개의 기관을 동시에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으

나, 발성 중 3개 기관을 동시에 측정 분석하지는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발성 시 마이크 입력을 통한 음성의 음향학적 분석, EGG를 이

용한 성대의 분석, 인덕턴스 호흡측정기 (RIP : respiratory inductive 

plethysmography) 이용하여 음성의 에너지원이 되는 호흡을 흉부와 복부로 구분

하여 측정할 수 있는 4채널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대의 접촉 

양상과 음성 분석을 위한 기본 파라미터의 산출이 가능하며, 기존의 장비가 크고 

고가이며, 마스크나 마우스피스 등에 의해서 조음, 공명 기관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호흡측정 방법과는 달리 흉부와 복부에 각각 밴드를 착용함으로써 자세 변

화나 음성의 왜곡 없이 호흡을 측정할 수 있었다. 

음성의 분석에서 모든 분석 파라미터 들의 기본이 되는 피치검출은 자기상관

법을 이용하 다. 또한 자기상관법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피치를 계산하기 위한 별

도의 윈도우 크기나 윈도우 중첩에 대한 설정 없이도 자동으로 윈도우 크기를 변

경해 가며 유, 무성음이 혼합된 구간에서도 유성음의 피치 프레임 마다 피치를 검

출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 다. 피치검출을 기본으로 음성의 유,무성음 구간을 판

별하며 기본주파수(F0), 주파수 변동율(jitter), 진폭 변동율 (shimmer)의 계산이 

가능하 다. 또한 DTW 기법과 진폭에 대한 정규화 과정을 통해 주파수 변동율과 

진폭 변동율에 향을 받지 않는 HNR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 다. 음성

의 주파수 역의 분석은 LPC 스펙트럼을 통해 포만트를 계산하 으며, FFT를 

이용하여 스펙트로그램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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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의 분석은 기본 파라미터가 되는 피치(pith)를 기본으로 하여, 주파수 변

동율(jitter), 진폭 변동율(shimmer), 신호대 잡음 비율(HNR), CQ(close 

quotient), SQ(speed quotient) 등이 가능하였다.

호흡 곡선에서는 흉식과 복식의 비율, 흉식과 복식의 흡기 및 호기 시간, 흡기

율과 호기율, 호기의 지속시간, 호흡 빈도 등을 측정데이터의 시간 축에서 시각적

인 확인과 데이터의 산출이 가능하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 화면에서는 개인의 최

대 흉식 호흡 범위와 최대 복식 호흡 범위에 대하여 호흡 시 흉식과 복식 호흡의 

비율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복식 호흡 훈련에 대한 피드백으로 활용이 가능

하다.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의 비율을 산출함으로써, 호흡 훈련이 잘 되어있는 성

악 전문가 집단의 복식 호흡 패턴 관찰이 가능하며, 음성 치료 시 복식 호흡의 훈

련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흉부와 복부 호흡 변화량을 실제 폐기량과 비

교하여 보정하여야만 상대적인 호기류율이 아닌 실제 값에 가까운 측정이 가능하

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시스템으로 발성 시 피검자의 자세나 조음기관에 영향을 주

지 않으면서 음성, EGG, RIP를 통한 흉식과 복식 호흡의 동시 관찰이 가능해 졌다. 

앞으로 호흡량의 물리적인 값과의 보정 및 분석 프로그램의 보완을 통해 좀 더 유용

한 수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음성의 통합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면 음성장

애 연구와 음성치료 및 음성훈련에 긴요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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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Analysis System of Voice, 

EGG(electroglottography), and Respiration 

                                                   Nam, Ki-Chang

                                                   Graduate Program in

                                                   Biomedic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The voice is a result from communication plan, respiration, 

vocalization, and resonance and articulation. The good vocal sound is 

made by systematic interaction of respiratory, vocal, and resonance and 

articulation organ. Many integrated equipments have developed for 

assessment of voice. But most of them combined voice analyser with 

EGG(electroglottography) or strobescopy, and they cannot assessed the 

respiration, vocal fold, and resonance and articulation simultaneously. 

In this study, 4 channel integrated system were developed for 

acoustic analysis using microphone, vocal fold vibratory analysis using 

4-electrode EGG, and aerodynamic analysis using 2 channel 

RIP(respiratory inductive plethysmography). 

EGG is non-invasive method to examine vocal fold vibration, and it 

is much cheaper and easier to use than strobescopy and laryngeal 

electromyogrphy. 4-electrode system was used to reduce skin 

impedance effect and higher sensitivity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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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iration analysis is important in vocalization as a energy source 

of voice. Most of respiration analysers are complex to use or highly 

cost. Some of them have to be used with mouth piece or mask. 

Therefore, the voice measuring would be distorted or patient's position 

should be restricted during normal speaking. And the respiration 

analyser which measure only air flow from the mouth cannot know 

information of chest and abdominal respiration. Because the abdominal 

respiration is important in voice training, it is need to measure the 

portion of abdominal respiration in total respiration. 2 channel RIP used 

inductive bands on chest and abdomen, respectively, and it could 

measure indirectly chest and abdominal respiration pattern without 

voice distortion and position restriction even during normal speaking. 

The measured data could be analyzed by follow parameters; pitch, 

jitter, shimmer, HNR(harmonics to noise ratio), formants, and 

spectrogram in voice channel; EGG pitch, jitter, shimmer, HNR, 

CQ(close quotient), and SQ(speed quotient) in EGG channel; and 

inspiration/expiration time and rate in chest and abdomen RIP channel, 

and ratio of chest and abdomen. Because the chest and abdomen 

respiration percentage are calculated and displayed during data 

acquisition, the visual feedback is also available. 

To calculate pitch in voice, the autocorrelation method was adapted. 

By using the adaptive variable window size and widow shift, it was 

possible to detect at every pitch frame not in window frame without 

setting up window size. DTW(dynamic time warping), general method  

to reduce to pitch perturbations, was used to calculate HNR. And 

amplitude normalization was proposed to reduce amplitude 

perturbations.



- 91 -

By using this integrated analysis system, it was possible to measure 

voice, EGG, and chest and abdomen respiration, simultaneously, without 

limitation of normal speaking. But it is need to supplement the analysis 

program and the database of normal and pathological voice using this 

developed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ed system would be 

useful tools in assessment of voice disorder, voice therapy, voice 

training, and etc.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voice analysis, EGG(electroglottography), respiration, 

RIP(respiratory inductive plethys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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