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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킨슨병 화자의 열음 음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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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혜․이토 모토노부․하시모토 리츠오․권미선․정선주․김성렬. 한국과 일본 킨슨병 화자의 

열음 음향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2006, 제11권, 제3호, 165-178.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킨슨병(PD) 화자에 한 열음 산출특성을 살펴보기 한 것으로 양 인 측면에서의 음향분

석을 실시하고 음향분석 창에 나타난 몇 가지 비정상  특성에 해 논의하 다. 상자는 한국

인 PD 15명과 정상화자 7명 그리고 일본인 PD 20명과 정상화자 7명이었다. 모음/e/- 열음-모

음/a/의 구조로 된 목표음 에 한국어는 기식음과 경음을, 일본어는 무성음을 사용하여 열음의 

폐쇄구간과 VOT를 측정하 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 PD집단의 VOT는 정상집단에 비해 길고 

폐쇄구간은 짧은 경향을 보 다. 음향분석 창에 나타난 질 인 특성을 찰한 결과 한국과 일본 

PD화자에게서 비정상 인 패턴으로 폐쇄구간 내 성 진동지속, 폐쇄구간 내 공기유출로 인한 마

찰음화, 분출(burst)의 약화, 복분출 그리고 분출  공기유출이 공통 으로 보 다. 이 같은 

결과는 PD화자의 발화에 있어서 양 인 음향분석 뿐 아니라 질 인 면에서도 성 진동과 조음기

의 폐쇄  개방운동을 순간 으로 조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핵심어: 폐쇄구간, 성 진동시작시간, 킨슨병

Ⅰ. 서  론

킨슨병(Parkinson’s Disease: PD)은 피질하의 핵 다발인 기 핵 손상에 의해 발생된다. 기 핵

은 운동통제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하므로 손상될 경우 사지운동  발화운동에도 향을 끼치게 된다

(Duffy, 1995; Yorkston et al., 1999). 그 결과 킨슨병 환자는 과소운동성 마비말장애로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목쉰소리와 단조로운 음성이 나타나고 조음운동범 가 축소되며 발화명료도 하된다

(Darley, Aronson & Brown, 1969a, 1969b, 1975; Hartelius & Svensson, 1994; Logemann et al., 1978; 

Whitehill, Ma & Alice, 2003). 

킨슨병 화자의 발화운동의 특성을 연구하기 한 방법으로 음향학 인 특징을 기술하는 것은 

발화운동과 련된 생리학 , 신경해부학 인 체계를 간 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다. 특히 열

음은 조음기 의 폐쇄와 개방의 연속 인 운동을 필요로 하며 후두(성 )와 후두상부 기 (입술, , 

턱)의 응운동에 의해 산출되는 소리이다(Kent & Read, 2002). 조음기 의 폐쇄구간에서는 폐쇄와 더

불어 폐로부터 올라온 기류로 인해 짧은 시간동안 구강압이 성문하압과 같아질 때까지 증가한다. 그 

결과 성 진동이 멈추게 되며 개방구간에서는 조음기 의 개방과 더불어 구강에 가득 차 있던 기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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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으로 분출되어 흘러 나가고 성문하압이 성문상압보다 높아지면서 다시 성 진동이 일어난다.

열음 산출에 있어서 폐쇄와 개방의 특성을 음향학 으로 측정한 것이 폐쇄구간과 성 진동시

작시간(voice onset time: VOT)이다. 선행연구에서 킨슨병 등의 마비말장애가 있는 화자의 경우 

열음 산출에서 조음오류를 범하기 쉬울 뿐 아니라 음향학  폐쇄구간  VOT 측정 결과 비정상 인 

패턴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Kent, Weismer & Kent, 1999). PD화자의 열음 분석 결과, VOT가 정상

화자보다 긴 경향을 보고하 으며(Forrest, Weismer & Turner, 1989; Özsancak et al., 1997; Park, 

Sim & Baik, 2005), 폐쇄구간은 짧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 다(Park & Sim, 2004; Weismer, 1983). 

한 PD화자의 열음 산출에 한 공기역학  연구에서 PD화자가 정상화자에 비해 구강 폐쇄와 개

방 운동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 다(Gracco et al., 1994). 이것은 PD화자에게 있어서 열

음산출에 필요한 후두  후두상부기 의 응운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해 다. 

열음은 폐쇄와 개방의 연속으로 산출되는 소리이나 언어권에 따라 그 산출특성이 다르게 분류

된다. 우리말의 경우 긴장성  기식성 등의 특성에 따라 연음, 경음, 기식음의 3가지로 분류되지만 일본

어의 경우 어권과 마찬가지로 유성음과 무성음의 2가지로 분류된다. Lisker & Abramson (1964, 1967)

은 다른 언어권 연구를 해 열음을 VOT의 길이에 따라 공통된 3가지 분류법을 제시하 는데, 우리

말 열음은 성에서 경음(ㅃ(/p
*
/), ㄸ(/t

*
/), ㄲ(/k

*
/)) VOT가 20ms이하로 짧은 성 진동지연(short 

voicing lag)에 속하며 기식음(ㅍ(/ph/), ㅌ(/th/), ㅋ(/kh/))은 VOT가 60～80ms로 긴 성 진동지연(long 

voicing lag)에 속한다(배재연․신지 ․고도흥, 1999; 홍기환․김 기, 2002). 연음(ㅂ(/p/), ㄷ(/t/), 

ㄱ(/k/))은 VOT가 40～60ms(배재연․신지 ․고도흥, 1999; 홍기환․김 기, 2002)로 Lisker & Abramson

(1964, 1967)이 제시한 VOT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열음이 모음 뒤에 와서 어 에 치한 경우 경

음의 VOT는 20ms이하로 짧은 성 진동지연에 속하고 기식음은 50～60ms로 긴 성 진동지연에 가깝

고 연음은 유성음화된다(배재연․신지 ․고도흥, 1999; 신지 , 1998). 일본어에서는 열음이 성에 

올 경우 유성음/b, d, g/의 VOT가 -80～-40ms로 성 진동선도(voicing lead)에 속하며 무성음/p, t, k/

은 VOT가 20～45ms로 긴 성 진동지연과 짧은 성 진동지연 사이에 속한다(Itoh et al., 1982). 

본 연구에서는 같은 병인으로 인한 한국과 일본 PD화자의 열음 산출 특성을 알기 해 음향분

석을 이용하여 조음기 의 폐쇄와 성 진동을 반 해주는 시간  측정치를 분석하고 음향분석 창에서 

찰된 비정상 인 유형들을 심으로 열음 산출문제와 이에 향을  수 있는 생리학 인 문제들

에 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킨슨병 는 마비말장애 발화특성에 해 음향분석을 이용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 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PD화자의 열음 산출에 있어서 불완 한 폐

쇄가 일어날 경우 불명확한 공기의 분출(burst)이 나타나거나 폐쇄구간에서 공기가 새어나오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Auzou et al., 2000; Özsancak et al., 2001). 말 운동장애가 있는 화자의 경우 

열음의 음향분석에 있어서 열음 뒤에 오는 후모음의 규칙 인 종선이 불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열음의 분출이 이 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보고하 다(Itoh et al., 1982; Özsancak et al., 2001). 

한 폐쇄구간에서 성 진동이 길게 나타나거나 공기의 유출이 찰되고 심한 경우 폐쇄구간 체가 마

찰음화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Özsancak et al., 2001; Weismer, 1983). 이 같은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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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말 운동장애로 인한 열음 산출 문제가 음향분석의 질 인 측면에서 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한국과 일본의 PD화자의 열음 발화에 있어서 시간조 을 보여주는 음향학

 폐쇄구간  VOT 측정치가 정상화자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양 으로 분석하여 PD화자가 보이

는 열음 산출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 음향분석 창에서 나타난 비정상 인 질  특성을 기술

하고 이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해 PD화자를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상 화자는 한국인 킨슨병 화자(KPD) 15명(남 6, 여 9; 평균연령 63세)-평균 발병 후 경과 일

수 4.2년, H &Y (Hoehn & Yahr, 1967) stage 1～3, 평균 H&Y stage 2-과 정상화자(KNR) 7명(남 4, 

여 3; 평균연령 64세)이었다. 그리고 일본인 킨슨병 화자(JPD)는 20명(남 10, 여 10; 평균연령 69세) 

-평균 발병 후 경과일수가 5년, H &Y stage 1～4, 평균 H&Y stage 2.6-과 정상화자(JNR) 7명(남4, 

여3; 평균연령 69세)이었다. 모든 화자들은 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를 읽을 수 

있었다. 킨슨병 화자의 경우 이 에 언어치료의 경험이 없으며 다른 신경계  장애가 없는 화자들로 

하 다. 

2. 발화과제

목표발화는 열음의 폐쇄구간과 VOT를 측청하기 해 VCstopV로 이루어진 무의미 음 을 사

용하여 모음은 /e/가 오도록 하고 후모음은 /a/가 오도록 하 다. 열음은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이었으며 목표음 을 틀문장에 넣어 읽도록 하 다. 틀문장은 한국어의 경우 “이것이　　다”를 사용하

고 일본어의 경우 ‘좋은　　이다’의 의미인 “いい　　です/ii　　desu/”를 사용하여 목표음  앞에 모음 

/i/가 오고 뒤에 치조음이 오도록 통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어  무성 열음을 목표음으로 하기 해 

한국어는 연음을 제외한 /ep
*
a, et

*
a, ek

*
a, ep

h
a, e

h
ta, e

h
ka/를, 일본어는 유성음을 제외한 /epa, eta, eka/

를 분석 상으로 하 다. 한국 화자는 18개의 목표음 (6개의 열음×3회)을 분석하 고, 일본 화자는 

9개의 목표음 (3개의 열음×3)을 수집하 다. 

3. 녹음  발화수집

발화과제는 A4용 클리어 일에 넣어 72포인트 크기의 씨로 제시하 다. 녹음은 디지털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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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더(TCD-D10, Sony)를 사용하여 발화음성  성 진동의 움직임을 간 으로 찰할 수 있는 

electroglottograph (EGG, model 6103, Kay) 신호를 두 채 로 동시에 입력하 다. 마이크는 카디오이

드형 헤드 마이크(ATM75, Audio-technica)를 사용하여 입술 왼쪽 측면에서 약 5cm 정도 떨어진 치

에 고정하 다. 녹음을 해 조용한 치료실에서 발화 수집을 하 다. EGG의 신호를 최 의 상태로 입

력하기 해 오실로스코 (vp-5204A, 40MHz, Panasonic)를 이용하여 모니터하 다. 

각 화자에게 발화과제는 보통의 한 발화속도와 목소리 크기로 읽도록 하 다. 목표음을 포

함한 모든 문장은 2～3 의 간격을 두고 읽도록 하 으며, 각 문장을 3번씩 읽도록 하 고 체 과제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 다. 한 문장을 한 호흡으로 읽도록 하 으며 화자가 발화시 목표음 인 열

음 앞에서 휴지(pause)를 넣어 읽었을 경우 다시 읽도록 하 다. 한 발화 수집을 해 연습문장으

로 목표음소가 아닌 음 을 이용하여 한국 화자에게는 /epi, eke/를, 일본 화자에게는 /ebi, ege/ 등을 

이용하여 2～3회 연습하 고 연습문장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과제를 실시하기 에 각 화자들에게 

과제실시에 한 설명과 안내를 하고 참가동의서를 받았다. 

4. 음향분석

음향분석을 해 녹음된 발화를 컴퓨터상에서 CSL (Computerized Speech Lab 4300, USA, Kay 

Elemetrics)를 이용하여 샘 링 이트는 11kHz로 선택하여 디지털화한 일을 Multi-Speech 3700

(version 2.7.0, Kay)으로 분석하 다. 

<그림 - 1>과 같이 시간  차원에서의 음향 측정치로 폐쇄구간(closure duration, CD)과 VOT

를 측정하 다. 폐쇄구간은 조음기 의 폐쇄에 한 음향학  구간으로써 모음의 성 진동 형

(glottal pulse)이 끝나는 지 으로부터 조음기 의 개방에 의한 열음의 분출 는 에 지 유출이 시

작되기 까지의 구간을 측정하 다. VOT는 열음의 분출 는 에 지의 유출이 나타난 지 부터 후

모음의 성 진동 형이 나타나기 까지의 구간으로 측정하 다. <그림 - 1>은 /ep
h
a/의 분석 이

다. 제일 쪽 창이 /ep
h
a/의 음성 형이고 앙 왼쪽 창은 그것의 스펙트로그램, 아래쪽 왼쪽 창은 에

지 곡선을 나타낸 것이며, 오른쪽 의 창은 EGG 형을 나타낸 것이다. 모음과 열음 사이에 물

리 인 휴지가 들어간 문장 는 마찰음화 되어 폐쇄구간과 VOT를 구분할 수 없는 발화 그리고 자음

과 모음의 구분이 불가능한 발화들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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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V O T  

성 대 진 동 지 연

 

<그 림  1> 음 향 분 석 의  예  /ep
h
a/ <그림 - 1> 음향분석의  /ep

h
a/

5. 통계 분석

발화자료는 SPSS (version 10.0) 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간  측정치에 있어서 한국인 화자의 

경음  기식음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으며, 조음 치에 따른 차이를 알

기 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주효과 검정을 한 Bonferroni 조정을 실시하 다. 

6. 신뢰도

검사자내 신뢰도를 측정하기 해 체 자료의 30%에 해당하는 발화에 해 목표음 에 한 

시간 측정을 2회 실시하 다. 그 결과 폐쇄구간의 평균 오차는 1.58msec이었으며 VOT는 0.01msec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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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한국 킨슨병 화자(KPD)와 정상화자(KNR)의 열음 음향분석

<표 - 1> KPD와 KNR의 열음 CD  VOT (msec)

양순음 치조음 연음 Total

K

P

D

CD

경음 Mean 115.10 111.76 100.93 110.49

/p*/, /t*/, /k*/
SD  30.06  43.09  33.20  33.63

N 14 15 12 15

기식음 Mean 100.23  94.63  79.51  90.39

/p
h
/, /t

h
/, /k

h
/

SD  22.79  33.85  21.33  23.94

N 13 13 15 15

VOT

경음 Mean  14.48  19.77  28.65  20.31

/p
*
/, /t

*
/, /k

*
/

SD   5.50   9.66   7.07   6.55

N 13 15 12 15

기식음 Mean  55.41  45.12 76.41  60.26

/p
h
/, /t

h
/, /k

h
/

SD  27.34  18.46  26.71  20.14

N 13 14 15 15

K

N

R

CD

경음 Mean 157.30 142.53 122.16 140.67

/p
*
/, /t

*
/, /k

*
/

SD  35.59  27.95  28.77  30.51

N 7 7 7 7

기식음 Mean 129.97 120.81 108.29 119.69

/p
h
/, /t

h
/, /k

h
/

SD  24.34  34.27  29.04  26.91

N 7 7 7 7

VOT

경음 Mean  13.72  12.72  24.48  16.97

/p
*
/, /t

*
/, /k

*
/

SD   6.03   4.86   5.68   4.55

N 7 7 7 7

기식음 Mean  49.19  49.15  70.97  56.44

/ph/, /th/, /kh/
SD  17.76  13.49  11.41  12.96

N 7 7 7 7

<표 -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KPD와 KNR은 경음의 폐쇄구간(CD) 평균값이 기식음에 비해 긴 

경향을 보 으며, 반 로 VOT 평균값은 기식음에 비해 짧은 경향을 나타냈다. 한 조음 치에 따라서 

KPD와 KNR은 경음  기식음에서 폐쇄구간이 연구개음, 치조음, 양순음의 순서로 조음 치가 방일

수록 긴 경향을 나타났다. VOT의 경우 KPD는 경음과 기식음 사이에 다른 경향을 보 는데, 경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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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의 순서로 길어졌고 기식음에서는 치조음, 양순음, 연구개음의 순서로 길어

졌다. 그러나 KNR은 경음  기식음의 VOT값이 치조음, 양순음, 연구개음의 순서로 길게 나타났다.

경음과 기식음 사이에 폐쇄구간  VOT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보기 해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KPD와 KNR은 폐쇄구간(KPD는 t = 4.51, KNR은 t = 8.48, p< .05)  VOT (KPD

는 t = -7.47, KNR은 t = -10.03, p<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조음 치에 따른 폐쇄구간  VOT

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보기 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KPD는 경음의 VOT  기

식음의 폐쇄구간과 VOT에서 세 조음 치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 고(경음 VOT는 F(2, 22) = 19.56, 

p < .01; 기식음 폐쇄구간은 F(2, 22) = 5.70, p< .05; 기식음 VOT는 F(2, 24) = 11.47, p< .01), KNR은 경음의 

폐쇄구간과 VOT  기식음의 VOT에서 세 조음 치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경음 폐쇄구간은 

F(2, 12) = 52.07 p< .01; 경음 VOT는 F(2, 12) = 19.82 p< .01; 기식음 VOT는 F(2, 12) = 17.99,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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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NR과 KPD의 폐쇄구간 및 VOT 

a. 경음의 폐쇄구간 b. 기식음의 폐쇄구간 c. 경음의 VOT  d. 기식음의 VOT 

a b

c d

<그림 - 2> KNR과 KPD의 폐쇄구간  VOT

a.경음의 폐쇄구간  b.기식음의 폐쇄구간  c.경음의 VOT  d.기식음의 VOT

<그림 - 2>는 폐쇄구간  VOT에 한 상자형 그래 로서 KPD와 KNR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

이다. 폐쇄구간은 경음  기식음에서 KPD는 KNR에 비해 체 으로 짧은 경향을 나타낸 반면 VOT

는 긴 경향을 보 다. 한 폐쇄구간  VOT의 극단값의 범 는 KPD는 KNR에 비해 극단값의 범

가 큰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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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킨슨병 화자(JPD)  정상화자(JNR)의 열음 음향분석

<표 - 2>는 JPD와 JNR의 폐쇄구간  VOT값을 나타낸 것이다. 두 집단에서 평균 폐쇄구간의 

길이는 조음 치에 따라 연구개음, 치조음, 양순음의 순으로 길게 나타났으며, 반 로 평균 VOT값은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의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조음 치에 따라 폐쇄구간  VOT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해 반복측정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JPD와 JNR은 세 개의 조음 치사이에 폐쇄구간(JPD는 F(2, 38) = 20.34, p< .001; 

JNR은 F(2, 10) = 20.90, p < .01)  VOT (JPD는 F(2, 38) = 18.44, p< .001; JNR은 F(2, 10) = 20.21, p< .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 3>은 JPD와 JNR의 폐쇄구간  VOT에 한 상자형 그래 이다. 폐쇄구간은 JPD는 

JNR에 비해 앙값  사분 수가 약간 짧은 경향을 보인 반면 VOT는 JPD가 반 으로 긴 경향을 

보 다. 한 폐쇄구간과 VOT의 극단값의 범 에서 JPD는 JNR에 비해 큰 경향을 나타냈다. 

<표 - 2> JPD와 JNR의 폐쇄구간  VOT (msec)

/p/ /t/ /k/ Total

JPD

폐쇄구간

Mean 101.99 83.72 70.63 85.44

SD  38.73 38.72 25.65 32.50

N  20 20 20 20

VOT

Mean  23.79 26.18 36.59 28.85

SD   7.98  9.43 10.70  7.45

N  20 20 20 20

JNR

폐쇄구간

Mean 104.54 91.11 78.99 91.60

SD  20.32 15.40 11.48 14.48

N   7  7  7  7

VOT

Mean  16.81 20.92 32.71 22.85

SD   6.92  9.57 13.99 9.55

N   7  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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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JNR과 JPD의 폐쇄구간 및 VOT 

a b

<그림 - 3> JNR와 JPD의 폐쇄구간  V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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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결론

본 연구결과는 PD화자가 정상화자에 비해 폐쇄구간은 짧고 VOT는 길어지며 폐쇄구간 내에서 

무성구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Forrest, Weismer & Turner, 1989; 

Özsancak et al., 1997; Park & Sim, 2004; Weismer, 1983)와 일치한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PD화자가 

열음의 폐쇄구간과 VOT를 순간 으로 조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 생리학 인 측

면에서 볼 때 구강 폐쇄와 개방을 한 조음기 의 운동이 느려지고(Gracco et al., 1994) 조음기 의 

근육이 약화되어(Duffy, 1995) PD화자가 의도한 폐쇄구간보다 폐쇄가 시작되는 시 이 느려진다. 뿐만 

아니라 폐쇄에 필요한 조음기 의 근 긴장도가 약화되어 성문상압이 충분히 높아지기 에 조음기 의 

개방이 시작된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열음 산출에 필요한 폐쇄-개방

을 한 후두  후두상부 조음기  사이의 한 응운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뒷

받침한다(Auzou et al., 2000; Gracco et al., 1994; Park, Sim & Baik, 2005). Duffy (1995)는 PD화자에 

한 electromyography (EMG)를 이용한 연구에서 후두근육의 운동범 가 정상에 비해 축소되었다고 

보고하 다. 한 그는 PD화자의 경우 성 가 휘어 기식성이 강한 목소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

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리학 인 문제는 후두 단계에서 일어나는 성 진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PD화자의 VOT가 정상보다 긴 경향을 보인 것은 무성 구간 후에 성 진동 

시작이 지연된 결과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킨슨병 화자의 산출 특성을 비교해 볼 때 JPD화자에 따

른 무성 열음의 평균 폐쇄구간은 85ms로 KPD화자의 기식음의 것과 흡사했으나 VOT는 29ms로 

KPD화자의 경음의 것과 흡사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열음 산출을 해 각 언어권에 따라 성 와 조

음기 의 폐쇄  개방의 시간조 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양 인 측정치에 있

어서 한국과 일본 PD화자가 동일하게 정상화자에 비해 폐쇄구간은 짧고 VOT는 긴 경향을 보인 것은 

킨슨병이 언어권에 계없이 발화운동에 동일한 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Whitehill, Ma & Alice, 2003). 한편, 한국과 일본 PD화자는 조음 치에 따른 열음의 폐쇄구간  

VOT의 길이에 있어서 방음일수록 폐쇄구간이 길어지고 후방음일수록 VOT가 길어지는 등 정상화

자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KPD의 경우 KNR과 같이 경음이 기식음에 비해 폐쇄구간이 길고 

VOT가 짧았다. 이것은 PD화자가 열음의 조음 치  VOT 길이에 따라 각각의 목표음소를 다르게 

산출하기 한 능력은 보존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한국 PD화자의 선행연구결과(Park & Sim, 

2004; Park, Sim & Baik, 2005)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06: 11(3): 165-178

174

  

    a. 폐쇄구간 내 성대진동지속        b. 폐쇄구간 내 공기유출로 인한 마찰음화 

  

c. 분출의 약화                         d. 중복 분출 

 

e. 분출 전 공기유출 

<그림 4> 폐쇄구간 및 분출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유형 <그림 - 4> 폐쇄구간  분출에서 나타난 비정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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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선행연구에서 킨슨병을 포함한 마비말장애 화자의 경우 음향분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음향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음향분석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

들을 질 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마비말장애 화자의 발화특성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 킨슨병 화자의 음향분석에서 공통 으로 몇 

가지 비정상 인 패턴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열음의 폐쇄  공기 분출과 련된 것으로 크게 5가지 

유형이 찰되었다. 첫째로 열음의 폐쇄구간 내에 성 진동이 20ms 이상 지속된 경우(Weismer, 1983)

로 무성음의 폐쇄구간에서 성 진동이 길게 찰되었다. <그림 - 4>의 a는 JPD화자의 /epa/의 로 

화살표로 표시된 폐쇄구간에 있어서 음성 형 창에 모음구간으로서의 규칙 인 형이 나타나지 않고 

스팩트로그램 상에서는 부분 주 수 에서 포먼트가 찰되며 EGG 형은 성 진동이 계속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은 구강 폐쇄와 더불어 성  상부 압력이 충분히 증가되지 못한 결과 

성 진동이 멈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폐쇄구간 내에서 공기가 유출되어 극단 으

로는 열음이 마찰음화되는 경향이 찰되었다. <그림 - 4>의 b는 KPD 화자의 /ekha/로 화살표로 표

시된 실선 구간이 의도된 폐쇄구간으로 추정되나 공기의 유출로 마찰음화된 이다. 이는 열음 산출에 

있어서 성도(vocal tract)의 불완  폐쇄로 인한 결과(Özsancak et al., 2001) 좁아진 성도로 공기가 새

어나갔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분출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약화되어 찰되었는데 

<그림 - 4>의 c에서와 같이 KPD 화자의 /etha/의 로 화살표 부분에 순간 인 조음기  열로 나타

나는 진한 종선이 스팩트로그램 상에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기식성이 강한 소리에서도 부 한 폐쇄로 

인해(Auzou et al., 2000) 성문하압  성문상압의 충분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약화된 조음기

(Gracco et al., 1994)이 구강압의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의도한 것보다 빠르게 개방되어 순간 인 분출

에 따른 강한 기류가 형성되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분출이 두 번 이상 복되어 

나타난 경우로 <그림 - 4>의 d는 JPD 화자에 따른 /eka/와 같은 경우이다. 이것은 다른 마비말장애 

 구어실행증의 말 운동장애 화자에 한 선행연구(Itoh et al., 1982; Özsancak et al., 2001)에서도 찰

되었다. 마지막으로 폐쇄구간에 이어 분출 에 공기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그림 - 4>의 e는 JPD 

화자의 /eta/의 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열에 의한 분출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지만 조음기 이 

실제 의도한 것보다 빨리 열리면서 공기가 좁은 성도를 통해 마찰음과 같이 세어나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5가지 유형들은 본 연구에서 정상화자에게서도 나타났으나 한국과 일본 PD화자가 

각각의 정상화자에 비해 비정상  유형의 출 빈도가 높게 찰되었다. 

양 인 음향측정 결과에서 뿐 아니라 질 인 특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열음 산출에 있어서 성

진동의 조 과 더불어 성도의 폐쇄와 개방을 한 응운동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PD화자의 경우 열음 산출에서 조음기 의 운동속도와 범  뿐 아니라 후두와 조음기

 사이의 순간 인 응운동의 문제로 인해 음향분석 창에서 비정상 인 패턴을 보일 수 있다. 특히 

폐쇄구간 내 성 진동지속과 분출약화는 폐쇄와 개방이라고 하는 후두  후두상부 기 의 응운동에 

한 문제를 간 으로 나타내  수 있다. 이러한 음향  단서들은 양 분석이나 청지각  평가에서 

간과할 수 있는 특성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PD화자의 발화특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질  특



언어청각장애연구 2006: 11(3): 165-178

176

성에 해 이해하고 각 언어권의 열음 조자질  조음 치에 따라 어떠한 질  패턴을 나타내는지

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특정 병변에 근거한 비교언어 연구를 통해 발화

운동에 필요한 생리학 , 공기역학 , 운동조 의 하 체계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추정할 수 있다고 여

겨진다. 더 나아가 음향측정에 있어서 잘 정의된 질  특성은 양  측정치와 더불어 PD화자 뿐 아니라 

여러 유형의 마비말장애 화자 사이에 발화운동 특징과 문제를 변별하는 데 있어서 보완 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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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oustic Analysis of Stop Sound Production 

in Korean and Japanese Speakers with Parkinson’s Disease

Sunghea Park
(Kim’s Speech - Language Clinic)

Motonobu Itoh, Rituo Hashimoto
(International University of Health and Welfare)

Miseon Kwon, Sun Ju Chung, Sung Reul Kim 
(Dept. of Neurology, Asan Medical Center)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nduct an acoustic analysis of closure duration (CD) and Voice Onset 

Time (VOT) of stop sounds which may reflect the timing control deficits of speech production, and to discuss 

a few abnormal acoustic features of stop sound production of Parkinson’s disease(PD) speakers. Twenty Japanese

(JPD) and 15 Korean(KPD) PD speak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ong with 7 Japanese(JNR) and 7 Korean

(KNR) subject without any neurological disease. For this study, we used the vowel-consonant-vowel (VCV) 

syllables of voiceless stops for Japanese, such as /epa, eta, eka/, and the unaspirated-tense (UAP) and 

aspirated-tense (AP) stops for Korean such as /ep*a, et*a, ek*a, epha, etha, ekha/ as target syllables. The 

utterances were recorded by a digital audio tape recorder (TCD-D10, Sony), and were digitized on a computer 

using CSL at a sampling rate of 11025kHz. The vocal folds adduction were investigated by an 

electroglottograph (EGG, model 6103, Kay) during the speech task. Acoustic analysis of CD and VOT was 

conducted using Multi-Speech 3700 (Kay Elemetric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ly, according 

to the average value, PD speakers showed a tendency for shorter CD and was VOT longer than speakers 

without any neurological disease. However, according to stop place and method, the patterns of CD and 

VOT in PD speakers were showed a similar tendency to those of as compared to control speak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both JPD and KPD speakers may have a timing control deficit in the 

production of produce stop sounds as compared to control speakers. However, PD speakers preserved a 

relative ability to realize acoustic cues for differentiating stop places and the method of VOT length. In 

another result, that five abnormal features of acoustic analysis were observed: voicing into CD, emission 

into CD(spirantizaion), weak burst, multiple burst and emission before burst. We considered these qualitative 

findings reflect coordination disorders between larynx and supra-laryngeal articulators.

Key Words: closure duration, voice onset time, Parkinson’s Dise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