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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성대가 마비되면 후두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성대가 불완전하게 폐쇄된 상태에

서 발성을 하게 되어 폐에 있는 공기가 비효율적으로 빨리 소모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정상인과 일측성 성대마비환자의 읽기 시 호흡특성을 비교하고 호흡특성의 차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정상군과 일측성 성대마비군 각각 20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폐활량, 최대발성지속시간(Maximum Phonation Time: MPT, 이하 MPT), 평균호기

류율 및 성문하압, 표준화문단읽기 과제를 통해 1회 호흡당 음절수, 총 흡기 빈도 및 읽기속도, 

Kay Imaging Process System을 이용한 성문면적파형을 분석하였다. 결과:  정상군과 일측성 

성대마비군 간 폐활량과 읽기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MPT와 1회 호흡당 

음절수는 일측성 성대마비군이 정상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거나 적었다. 평균호기

류율과 성문하압은 일측성 성대마비군이 정상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준화

된 최대성문면적은 일측성 성대마비군이 정상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좁았으나, 표준

화된 최소성문면적은 오히려 일측성 성대마비군이 정상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넓었

다. 문단 읽기 과제에서 1회 호흡당 음절수(음절수/1회 호흡)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MPT, 폐활

량, 평균호기류율, 성문하압, 최소성문면적파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1회 호흡당 음절수 

총 변동의 약 65%를 MPT, 폐활량, 평균호기류율, 성문하압, 최소성문면적파형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1회 호흡당 음절수를 가장 잘 예견해주는 변수는 MPT였다. 논의 및 결론: 일측성 성대

마비환자의 호흡특성과 1회 호흡당 음절수를 측정함에 있어 성문의 틈과 호흡기능을 객관적으

로 측정한 상태에서 1회 호흡당 음절수와 다른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라는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MPT, 성문면적, 평균호기류율, 성문하압 혹은 읽기과제

에서 1회 호흡당 음절수, 흡기 빈도가 일측성 성대마비환자의 치료전후의 호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09;14;212-222.

핵심어:  일측성 성대마비, 폐활량, 성문면적파형, 평균호기류율, 최대발성지속시간(MPT), 

초당 음절수, 1회 호흡당 음절수, 흡기 빈도, 성문하압

Ⅰ. 서 론

성문폐쇄부전은 양측 성대가 서로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고, 종물성 병변 없이 불완전한 성대 

접촉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성문폐쇄부전은 성대

위축(atrophy), 궁형(bowing)성대, 성대구증(sulcus 

vocalis), 그리고 성대마비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

다. 이중에서 성대마비는 후두질환 중 대표적인 신경학

적 질환으로 크게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나뉜다. 중추성 

마비는 발성이나 마비말장애 뿐 아니라 다른 신경학적

인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만나

는 협의의 성대마비는 말초성 마비를 지칭한다. 

후두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성대가 마비되면 성대

가 불완전하게 폐쇄된 상태에서 발성을 하게 되어 폐

에 있는 공기가 비효율적으로 빨리 소모되어 일반적으

로 성대 내전 시 성문폐쇄부전 정도(glottal gap)가 클

수록 최대발성지속시간(Maximum Phonation Time: 

MPT, 이하 MPT)이 더 감소하고 평균호기류율이 더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Omori et al., 1996). 성대나 

성대 상부의 약화 혹은 지나친 수축으로 인한 음성장

애는 호흡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반대로 호흡문제

는 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이은경․최홍식․

심현섭, 2002; Aronson, 1990; Boone & McFarlance, 

2005; Sapienza & Stathopoulos, 1994; Sapie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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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hopoulos & Brown, 1997). 임상에서 성대마비환

자의 경우 MPT가 정상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짧고

(Omori et al,, 1996), 발성 및 발화의 지속을 어려워하

거나(최재남 외, 2007), 문단을 읽거나 일상대화 시에 

숨을 자주 들여 마시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임상에서 성대마비를 포함한 음성장애 환자의 발

성 및 발화의 지속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

로 MPT를 측정한다. MPT란 보통은 모음 /아/를 최

대한 길게 지속하여 발성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한다. 

MPT는 지속적인 발성을 하는 동안에 사용될 수 있는 

최대 공기의 양 또는 폐활량(vital capacity), 성별, 연

령, 키, 몸무게, 음성문제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김부영, 2008). 또한 성대를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과 

관련성이 있다. 즉 성대 사이로 공기를 많이 통과시키

는 사람이 적게 통과시키는 사람에 비해 발성지속시

간이 더 길었다. 그러나 MPT의 측정치가 가지고 있

는 문제점은 만일 이 측정치가 짧다면 과연 호흡이 제

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또는 성대진동

의 비효율성 때문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심현섭, 

2001). 더욱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음성장애와 호

흡기능과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발성능력과 호흡능력을 모두 평가

하여 호흡단계의 문제인지 혹은 발성단계에서의 문

제인지를 구별하여 치료계획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음성장애를 대상으로 음성장애와 호흡기능과의 관련

성을 비교한 연구는 있었다(이은경․최홍식․심현섭, 

2002). 이은경․최홍식․심현섭(2002)은 기능성 음

성장애 중의 하나인 성대결절이 있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흡기 빈도와 MPT 및 평균호기류율을 비교

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성문 틈의 크기를 주관적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성문 틈의 크기

를 객관적인 측정에 의해 분류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성대마비환자의 MPT가 정상인에 비해 짧은 경향이 

있으므로 성대마비환자는 문단읽기과제 혹은 일상대

화와 같은 연속 발화에서 정상인의 호흡횟수 보다 많

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성대마비환자가 보이

는 짧은 MPT나 발화 시 흡기빈도가 증가하는 원인이 

폐 기능의 이상에 기인하는 것인지, 성문폐쇄부전에 

기인하는 것인지 혹은 두 단계 모두에 기인하는 것인

지를 확인하는 것은 진단, 치료 및 예후를 위한 의사

결정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성대마비환자와 

같은 성문폐쇄부전 환자의 호흡능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모음연장 발성과제에서 MPT를 주로 측정한다. 그

러나 일상 발화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함께 포함된 문

장을 말하게 되므로 모음연장 발성과제에서의 MPT

가 호흡능력을 모두 적절하게 잘 반영해줄 수 있는지

는 불투명하다. 그러므로 자음과 모음이 모두 포함된 

연속발화에서의 호흡기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마

지막으로, 읽기과제 동안의 흡기 빈도는 읽기과제 동

안 음절 반복 혹은 음절 생략 등과 같은 오류로 인하

여 실제로 산출한 음절수가 대상자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읽기동안 실제로 

산출한 총 음절수를 총 흡기빈도로 나눈 값을 1회 호

흡당 음절수라고 칭하고 이것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

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상인과 성대마비환자를 대상으

로 읽기 시 호흡특성을 비교하고 호흡특성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1) 정상인과 

성대마비환자 간 폐활량, 평균호기류율 및 성문하압, 

MPT, 성문면적파형, 그리고 초당 음절수(syllables)

에 차이가 있는가, (2) 문단읽기 과제에서 1회 호흡당 

음절수는 폐활량, MPT, 평균호기류율, 성문하압, 그

리고 최소성문면적파형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환자군은 A병원 이비인후과와 B병원 

흉부외과에 내원한 환자들 중에서 후두정밀내시경 검

사에서 성대마비로 진단받은 환자 20명(남자 9명, 여

자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대마비군의 경우, 양

측성 성대마비환자는 호흡곤란 증세로 본 실험을 수

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측성 성대마비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추성 성대마비는 다른 신경학적

인 문제들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두 

말초성 성대마비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대

마비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성대마비 총 20명 중 외상

(구타) 1명, 흉부외과에서 폐 옆의 작은 혹(mass) 제거  

수술 후 1명, 신경외과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1명, 

갑상선암 제거 수술 후 4명, 그리고 원인불명 13명이

었다. 환자의 의료의무기록에 의한 과거력과 환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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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상
군

변수(세)

남(n = 19) 여(n = 21)

정상군
(n=10)

성 마비군
(n=9)

정상군
(n=10)

성 마비군
(n=11)

20∼29  2(20.0)a) 1(11.1) 1(10.0) 1 (9.1)

30∼39 3(30.0) 1(11.1) 2(20.0) 1 (9.1)

40∼49 4(40.0) 6(66.7) 2(20.0) 4(36.4)

50∼59 0 (0.0) 0 (0.0) 4(40.0) 5(45.4) 

60∼69 1(10.0) 1(11.1) 1(10.0) 0 (0.0)

연령(세)
b) 39.8±12.0 43.8±11.7 42.5±11.2 46.5±10.3

신장(cm)
b) 172.6±5.2 169.4± 6.4 158.7± 5.3 158.6± 4.7

체 (kg)
b)  66.8±7.3  72.4±11.6  57.7± 7.5  56.7± 5.8

기간(달) c)  23.6± 9.4  29.4±10.3
a) 단위: 빈도수(백분율) 
b) 평균±표준편차 
c) 기간: 발증 후 경과 기간

<표- 1> 피험자의 연령별, 성별 일반  특성

보호자의 보고에 의하면 폐 옆의 작은 혹이 있었던 1

명을 제외하고는 성대마비 환자 중 폐에 기질적인 질

환이 없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나 음성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며 이비인후과 의사에 의해 경도 및 중등

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환자군으로 하였다. 이비인후

과 의사가 후두스트로보스코피를 이용하여 후두의 움

직임을 관찰한 것을 Stroboscopy and Voice 

Evaluation (Kent, 1994)의 총 9항목(성문폐쇄, 상후

두 활동, 성대 내전 시 수직레벨, 성대유리연, 강도, 점

막 파동, 진동하지 않은 부분, phase closure, 대칭성)

에 평정하였다. 평가척도는 6점 척도(정상: 0, 약간: 

1, 중간: 2, 심한: 3, 거의 없는: 4, 없는: 5)로 하였다. 

평정결과 성대 내전 시 수직레벨의 차이 정도가 1명이 

중간 정도(2점), 5명이 약간 더 낮았으며(1점), 나머지 

14명은 성대 내전 시 수직레벨의 차이가 없었다. 

정상군은 23세～61세(평균연령 43.3세) 남녀 각각 

10명씩 총 20명과 일측성 성대마비환자군은 20명을 

대상으로 정상군과 환자군을 합하여 총 40명이었다

(<표 - 1> 참조). 정상군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

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음성기능 선별검사지와 면

담을 통해 정상군을 선정하였다. 첫째, 면담 과정에서 

한국인의 평균신장과 체중범위에 속하는 성인만을 포

함시켰고, 전반적인 건상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졌다. 둘째, 일차면담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는 우선적

으로 이비인후과 의사가 후두 내시경 또는 스트로보

스코피를 통해 성대의 병리 유무를 관찰하였다. 셋째, 

호흡 훈련 경험이 있는 피험자는 제외시키고, PC-based 

spirometer (microQuark, Cosmed.)를 이용하여 노

력성 폐활량을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폐와 호흡기계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정상범주1) 에 해당하는 경우만 

포함시켰다. 이 선행조건들을 만족하고, 일측성 성대마

비군의 성별 및 연령을 빈도 대응(frequency matching)

시킨 2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상군과 성대마비군은 성별에 따라 연령, 신장, 그

리고 체중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실험 방법

가.  호흡 및 공기역학적 측정

(1) 폐활량(vital capacity)

MicroQuark를 이용하여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이하 FVC), 1초간 노력성 호기

량(1 second forced expiratory volume: FEV1, 이하 

FEV1), 1초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1 second 

forced expiratory volume/forced vital capacity: 

FEV1/FVC, 이하 FEV1/FVC)를 측정하였다. 대상자

가 똑바로 선 자세에서 공기를 모두 내뱉은 후 마우스

피스를 입에 물고, 공기가 비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비강을 막고 공기를 최대한 들이마시도록 한다. 그리

고 편안하게 3회에 걸쳐 호흡을 한 후, 이어지는 네 

번째 흡기에 공기를 최대한 많이 들이마신 다음 최대

한 빠른 속도로 가능한 한 폐의 공기를 모두 내뱉게 

하였다. 폐활량계의 호흡곡선(<그림 - 1>)을 통해 대

상자의 수행력을 관찰하면서 수차례 연습하게 하였

다. 그리고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연속 

3회 반복 실시하여 그 중 최대치를 최종 분석의 대상

(De Santis & Fussi, 1993)으로 하였다.

(2) 최 발성지속시간(MPT)

피검자에게 주소나 이름 등을 질문하여 대답을 통

해 평소 일상대화 시의 음도와 강도수준을 파악한 후, 

피검자에게 최대흡기를 시킨 후 편안한 상태에서 일

상대화의 음도와 강도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모

음 /아/를 최대한 길게 지속발성하게 하였다. 이 과정

1)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70%, http://www.nationalasthma.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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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icroQuarkⓇ(Italy Cosmed)로 측정한 노력성 폐활량 결과의 일례

을 1회 시범보이고 2～3회 연습 과정을 거친 후 발성

지속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하였다. 모음 /아/를 연속 3

회 발성하여 가장 길게 발성한 값을 최종 분석의 대상

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3회 실시하여 최대수행력을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한 이유는 김영호(1994), Bless

&Hirano (1982), Kent, Kent &Rosenbek (1987), 

그리고 Sawashima (1966)의 연구 방법에 근거한 것

이다.

(3) 평균호기류율  성문하압

Phonatory function analyzer (Nagashima Ltd. 

Model PS 77H, Tokyo, Japan)의 마우스피스를 입

에 물고 약 2초 가량 /오/ 음을 대상자의 평소 편안한 

음도와 강도로 발성 시킨 후 기류저지 셔터를 눌러 평

균호기류율, 성문하압을 측정하였다. 

(4) 1회 호흡당 음 수, 총 흡기 빈도  읽기

속도 측정

문단 읽기 과제에서 흡기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는 ‘가을’ 문단 읽기를 시행하였다. 읽기 과제의 경우, 

내용의 익숙함이 말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김부영, 2008; 차정민, 2000)에 눈으로 1∼2회 읽게 

한 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문단을 읽을 때에는 평소 

말하듯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목소리로 제목부터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읽게 하였고, 틀리게 읽은 글자가 

있으면 다시 읽게 하였다. 녹음은 Lx Speech Studio 

(Laryngograph Ltd., UK)를 이용하였다. 대상자가 

문단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초시계

를 이용하여 총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흡기 빈도의 

신뢰로운 측정을 위해 연구자와 음성언어치료사 1명

이 대상자가 읽는 것을 측면에서 동시에 직접관찰하

여 어깨와 가슴의 움직임, 청각적으로 들리는 흡기 등

으로 흡기의 위치를 읽기 검사지에 표시하였고 두 사

람이 표시한 흡기의 위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대상자가 읽는 모습을 측면에서 비디오 촬영하였으며 

흡기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명의 평가

자가 비디오를 재생하여 함께 관찰하면서 흡기유무 

및 위치의 일치를 보았다. 

나. 성문면적파형(glottal area wave form) 

측정

Kay Imaging Process System (KIPS, Kay 

Elementric Corp., NJ, USA, Window용)(<그림 -

2> 참조)를 이용하여 한 번의 발성주기 동안 디지털

화된 40개의 정지화면에서 명암차에 따라 성문 면적

이 픽셀숫자로 자동 측정되었다. 그런데 성문면적은 

녹화할 때마다 후두 스트로보스코피의 렌즈에서 성

대까지의 거리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절대

값 보다는 상대적인 성문면적 측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대 전연합교련에서 성대돌기까지의 거리를 픽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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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ay Imaging Process System을 이용한 성문면 형 분석의 일례
(KIPS, Kay Elementric Corp., NJ, USA, Window용)

계산한 기준값(internal reference point, membranous 

vocal fold length: MVFL)을 픽셀수의 제곱으로 나

누어 표준화(normalize)하였고(Omori et al., 1998) 

(<그림- 3> 참조), 이렇게 표준화된 성문면적값을 성

문면적파형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최재남 외, 2007). 

본 연구에서는 성문면적파형에서 Woo (1996)와 유영삼  

& Rosen (2005)의 변수 중 최대성문면적(maximum 

area/length)과 최소성문면적(baseline offset)을 측

정하였다.

T: tip of the vocal process, 성대돌기

MVFL: membranous vocal fold length, 성대 전연합교련에서

성대돌기까지의 거리

A: anterior commissure, 성대 전연합교련

GGA: glottal gap area, 성문면적

(출처: Omori et al., 1998) 

<그림- 3> glottal gap area와 성 길이 측정

3.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ack-

ages for Social Science (version 15.0, SPSS Inc., 

2001)를 이용하였다. 정상군과 일측성 성대마비환자

군의 폐활량, 평균호기류율, 성문하압, MPT, 성문면

적, 초당 음절수, 1회 호흡당 음절수, 총 흡기 빈도 비

교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단

읽기 과제에서 1회 호흡당 음절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

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검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집단 간 호흡기능, MPT, 평균호기류율 및 

성문하압, 성문면적파형, 그리고 읽기과제에서 

초당 음절수 및 총 흡기 빈도 비교

호흡 기능을 나타내는 FVC, FEV1, 그리고 FEV1/ 

FVC과 MPT, 공기역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평균호기

류율, 성문하압 그리고 최대성문면적과 최소성문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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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변수

 정상군(n = 20) 일측성 성 마비군(n = 20)
 p - 값 

 평균±표 편차 평균±표 편차

FVC a)(ℓ)   3.37± 0.86    3.59±  0.93  0.437

FEV1
b)
(ℓ)   2.73± 0.70    2.85±  0.78  0.622

FEV1/FVC
c)(%)  81.15± 4.75   79.09±  7.89  0.322

MPT
d)(sec) 21.3 ± 5.7   13.2±  5.3 < 0.001

평균호기류율(㎖/sec) 110.92±26.74 188.87±131.0  0.017

성문하압(㎜H2O)  53.81±17.34   96.97± 90.21  0.048

NPGA
e)(pixel) 14.0 ± 3.3  10.9 ±  5.7  0.042

NBOf)(pixel)  0.2 ± 0.1   0.9 ±  0.4 0.01

reading rate(syll/sec)  4.6 ± 0.9   4.4 ±  0.9  0.394

1회 호흡당 음 수(syll/breath) 17.2 ± 3.6  13.1 ±  3.1  0.001

흡기 빈도(회) 22.9 ± 5.6  32.8 ± 14.3  0.014
a)
FVC: forced vital capacity, 노력성 폐활량

b) FEV1: 1-second forced expiratory volume, 제시된 수치는 10-3을 곱해야 함
c)
FEV1/FVC: 1초 동안 최대 호기량에 대한 노력성 폐활량의 비율

d)
MPT: maximum phonation time, 최대발성지속시간

e) NPGA: normalized peak glottal area, 표준화된 최대성문면적
f)
NBO: normalized baseline offset, 표준화된 최소성문면적

<표- 2> 정상군과 일측성 성 마비환자군의 폐활량, MPT, 공기역학 , 성문면 , 읽기속도, 1회 호흡당 음 수, 
흡기 빈도에 한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파형 및 읽기과제에서의 초당 음절수, 1회 호흡당 음절

수, 총 흡기 빈도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FVC의 평균은 성대마비군(3.6ℓ)이 정상군(3.4ℓ)

보다 더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EV1의 평균도 성대마비군(2.8ℓ)이 정상군(2.7ℓ)

보다 조금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FEV1/FVC의 평균은 성대마비군(79.1%)이 정

상군(81.2%)보다 더 작았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모음 /아/에 대한 MPT의 평균을  

보면 정상군(21.3초)이 성대마비군(13.2초) 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더 길었다(p< .001). 평균호기류율

의 평균은 성대마비군(188.9㎖/sec)이 정상군(110.9

㎖/sec)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p< .05). 

성문하압의 평균도 성대마비군(97.0㎜H2O)이 정상군

(53.8㎜H2O)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p

< .05). 최대성문면적은 최대성문면적의 평균을 보면 

성대마비군(10.9 pixcel)이 정상군(14.0 pixcel)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좁았다(p< .05). 최소성문면적

의 평균은 성대마비군(0.9 pixcel)이 정상군(0.2 pixcel)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넓었다(p< .05). 문단 

읽기 동안 초당 음절수는 성대마비군(4.4음절/초)이 

정상군(4.6음절/초)보다 더 짧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회 호흡당 음절수는 성

대마비군(13.1음절/호흡)이 정상군(17.2음절/호흡)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짧았다(p< .05). 문단 읽기 

동안 흡기 빈도수는 성대마비군(32.8회)이 정상군(22.9

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았다(p< .01).

남․여 간 폐활량, MPT, 그리고 평균호기류율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표 - 3>참

조), 성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문

하압은 남자(97.5 ± 11.8)와 여자(55.3 ± 10.5)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남자가 여자보다 높

은 경향을 보였다(p = 0.051).

<표-3> 성별 폐활량, MPT, 평균호기류율, 성문하압에 
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성별
변수

 남(n = 19) 여(n = 21)

p-값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FVC
a)(ℓ)   3.5± 0.9   3.4± 0.9 0.774

MPTb)(sec)  17.9± 7.9  16.9± 5.8 0.655

평균호기류율(㎖/sec) 174.9±17.8 126.5±21.0 0.125

성문하압(㎜H2O)  97.5±11.8  55.3±10.5 0.051
a)
FVC: forced vital capacity, 노력성 폐활량

b) MPT: maximum phonation time, 최대발성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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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단 읽기 과제에서 1회 호흡당 음절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문단 읽기 과제에서 1회 호흡당 음절수(음절수/1회 

호흡)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폐활량, MPT, 평균호기류

율, 성문하압, 최소성문면적)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는 <표- 4>와 같다. 1회 호흡당 음절수 총 변동의 약 

65%를 폐활량, MPT, 평균호기류율, 성문하압, 최소성

문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회 호흡당 음절수를 가장 

잘 예견해주는 변수는 MPT였다. MPT가 1초 길어지

면 1회 호흡당 음절수는 0.243 음절 더 길어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1). 폐활량이 1ℓ 증가하

면 1회 호흡당 음절수는 0.085 음절 더 길어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평균호기류율이 1㎖/sec 

더 증가하면 1회 호흡당 음절수는 0.007 음절 더 길어

지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문하압력이 

1㎜H2O 증가하면 1회 호흡당 음절수는 0.013 음절 더 

짧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소면적파

형이 1pixel 증가하면 1회 호흡당 음절수는 0.022 음절 

더 짧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 3> 문단읽기 과제에서 1회 호흡당 음 수와 
기타 변수들 간의 다 회귀분석 결과

변수

회귀계수

t  p-값 
β

표
오차

상수 -0.242 2.234 -0.054 0.846

MPTa)(sec)  0.243 0.042  3.217 0.004

FVCb)(ℓ)  0.085 0.021  0.208 0.376

평균호기류율(㎖/sec)  0.007 0.005  1.162 0.224

성문하압(㎜H2O) -0.013 0.008 -1.054 0.312

NBOc)(pixel) -0.022 0.235 -0.095 0.925
a) MPT: maximum phonation time, 최대발성지속시간
b)
FVC: forced vital capacity, 노력성 폐활량

c)
NBO: normalized baseline offset, 표준화된 최소성문면적

Ⅳ. 논의 및 결론

임상에서 음성장애 환자들이 내원하면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검사항목 중에 하나가 MPT이다. 성문폐쇄

부전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MPT가 정상인에 비해 

짧다. 그러나 MPT의 정상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폐

활량이 발성지속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

이므로(김영호, 1994) 폐활량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예컨대, 폐활량이 5ℓ인 사람에서 

15초의 MPT는 비록 정상범주에 속하지만, 발성 시에 

300㎖/sec이상의 공기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정상

에 속한다(김영호, 1994). 이처럼 MPT를 해석할 때 

폐활량을 함께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호흡기능을 평가했고, 호흡기능을 비교하기 

위해 FVC, FEV1, 그리고 FEV1/ FVC을 측정한 결

과 폐의 기질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일측성 성대

마비환자와 정상인의 호흡기능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일측성 성대마비환자군이 정상인에 비해 

MPT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은 것은 호흡기관에

서 공기를 적절하게 제공해주어도 성대진동의 비효율

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PT 측정은 호

흡과 성대 수준에서의 호기류 조절 능력을 반영하는 

검사이다. MPT는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간편

하게 호흡, 후두조절을 포함하는 음성 지속의 최대능

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며, 발성 

능력 장애 여부의 기준이 된다. MPT의 측정은 성문

에서 호기가 효율적으로 음성의 음원으로 변환되는가

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최재남 외, 

2007). 

MPT는 일반적으로 모음연장발성 과제에서 측정

한다. 그러면 자음과 모음이 혼합된 연속발화에서 호

흡기능과 성대의 조절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표준화문구 읽기과제에서 

일측성 성대마비군이 정상군에 비해 1회 호흡당 음절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적었다. MPT는 최대능

력(maximum performance)을 반영한다. 일반적으

로 연속발화를 산출할 때 MPT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상군이 1회 호흡당 음절수를 일측성 성대

마비군 보다 더 많이 산출한다는 것은 비록 연속발화

에서 발성지속시간을 최대한으로 요구하지는 않을지

라도 MPT가 긴 경우 발성 시에 폐활량을 더 효율

적으로 사용한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Solomon, Garlitz & Milbrath, 2000). Solomon, 

Garlitz & Milbrath (2000)은 MPT는 폐활량과 상관

관계는 없지만, MPT가 길었던 정상 성인은 자신의 

폐활량의 90%까지 사용한다고 보고한 연구가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결과 읽기속도, 평균호

기류율, 성문하압, 성문 틈의 크기를 통제했을 때, 

MPT가 1초 길어지면 1회 호흡당 음절수는 0.24 음절

씩 더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런 관련성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런 결과를 통해 MPT가 긴 

사람은 1회 호흡당 음절수를 더 많이 읽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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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는 MPT 외에도 음운인식, 명명속도

(음운 재부호화), 정보처리속도, 효능감(김부영, 2008), 

그리고 평소의 말속도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연구결과 

해석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폐에서 나오는 호기류가 발성 시에 성문에서 어떻

게 조절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는 평균호기류율, 

성문하압 등이 있다. 호기류율은 일정 시간 내에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기류량의 평균치이다. 이들 수치들은  

발성 시에 성문폐쇄능력의 변화를 상당히 충실하게 

반영하므로 발성 중의 후두조절의 상황을 알기 위한 

지표로서 매우 유용하다(최재남 외, 2007; Bonhuys 

& Proctor, 1996; Boone & McFarlance, 2005; 

Carroll et al., 1996; Schweinfurth & Ossoff, 2002; 

Solomon, Garlitz & Milbrath, 2000; Sunderberg, 

1987). 본 연구에서도 일측성 성대마비군이 정상군에 

비해 평균호기류율과 성문하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고, 이는 일측성 성대마비환자들이 정상군에 

비해 발성 시 후두조절 능력이 저하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발성 시에 폐에서 올라온 공기를 얼마나 효율적

으로 사용하는가는 발성효율(vocal efficiency)로써 

표현할 수 있다. 발성효율은 생성된 목소리의 힘과 성

문하 호기의 힘의 비로 나타낸다. 성문하의 힘은 성문

하압과 호기류율의 합으로 표현된다. 동일한 음강도

를 산출하기위해서는 정상군에 비해 일측성 성대마비 

환자군이 폐에서 올라온 기류의 양을 더 많이 사용하

고, 성문하압이 더 증가하여 음성효율이 감소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최재남 외, 2007). 실제로 성문면적파

형 측정 결과 일측성 성대마비군이 정상군에 비해 표

준화된 최소성문면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넓었

다는 결과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그런데 표준

화된 최대성문면적은 일측성 성대마비군이 정상군 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좁았다는 연구결과를 통

해 성대가 완전히 닫혀야할 때는 일측성 성대마비군

이 정상군에 비해 덜 폐쇄되고, 오히려 성대가 완전히 

열려야할 때는 일측성 성대마비군이 정상군에 비해 

덜 개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표준화읽기과제에서 1회 호흡당 음

절수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MPT임을 알 수 있었

다. 일측성 성대마비환자의 호흡특성과 1회 호흡당 음

절수를 측정함에 있어 성문의 틈과 호흡기능을 객관

적으로 측정한 상태에서 1회 호흡당 음절수와 다른 요

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라는 측면에서 임상적

으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성문면적파형

은 평면에서 바라본 상태의 성문의 틈만을 상대적 수

치로 측정한 것이므로, 성대마비 중 성대 내전 시 좌

우측 성대의 수직 레벨인 높이 차(level difference)가 

있는 경우는 측정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문의 틈을 가로의 일차원적인 

측정뿐만 아니라 세로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원인의 성문폐쇄부전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한 호흡특성들을 비교하는 후속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폐의 기질적인 질환이 발

견되지 않은 일측성 성대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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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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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Patients with unilateral vocal fold palsy (UVFP) suffer from 
incomplete glottal closure and irregular vocal fold vibration, which interrupts the airflow 
needed for efficient voice production. This study investigated adult patients with UVFP, 
compared them to adult controls, and evaluat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characteristics of glottal area waveform and phonation,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glottal area waveform and respiratory and vocal function. Methods: Twenty control subjects 
and 20 adults with UVFP were studied. Respiratory and aerodynamic analysis and glottal area 
waveform (GAW) studies were performed.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spiratory function between the two groups. Subjects with UVFP had significantly shorter 
maximum phonation times (MPT) and fewer syllables per breath in a reading passage task than 
did control subjects. The frequency of inspiration, subglottic pressure (Psub), and mean airflow 
rate (MFR)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ith UVFP than in control subje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umber of syllables per 
breath and four independent factors: MPT, Psub, MFR, and reading rat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syllables per breath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MPT. 
Discussion &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MPT, number of syllables per breath, and 
frequency of inspiration may be useful parameters in evaluating respiratory function in patients 
with UVFP.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9;14;212-222)

Key Words: unilateral vocal fold palsy, vital capacity, glottal area waveform, mean airflow 
rate, maximum phonation time (MPT), syllables per second, syllables per 
breath, frequency of in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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