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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정상 성  움직임에 한 정확한 영상 분석은 비정상적인 성  움직임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결정적이다. 스트로보스코피와 달리, 초고속성 촬영시스템인 디지털영상법과 비디

오카이모그래피는 기본주파수의 추출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후두 시각화 검사로 고주기해상도로  

성  진동의 생체역학적 평가와 성  생리적 기능에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스트로보스

코피검사가 현재 후두영상 표준검사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비주기성을 보이는 성  움직임에  

한 정확한 진단은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개발된 초고속디지털영상법과 비디오카이모

그래피가 동시 측정 가능한 초고속성 촬영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상 성인을 상으로 모음 발성  

시 성  진동 특성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방법: 총 38명(남성 15명, 여성 23명)의 정상 

성인으로부터 보통 크기의 음도와 강도에서 모음/이/ 발성 동안 후두영상을 얻었으며, 2명의 

경험 있는 평정자에 의해 초고속디지털영상법으로 성문폐쇄형태, 점막파동, 성  진동의 진폭, 

성  진동의 규칙성, 성  진동의 칭성 및 주기의 폐쇄성의 시주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초고속디지털영상법에 연결된 비디오카이모그래피를 사용하여 오른쪽-왼쪽 성  간 주

기성, 칭성, 주기의 폐쇄성 및 점막 파동 패턴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결과: 후방간극형 폐쇄형

이 총 38명 중 18명(54%)으로 가장 두드러진 성문폐쇄형태였다. 성별로는 여성은 후방간극형이, 

남성은 완전폐쇄형이 가장 두드러진 성문폐쇄형태였다. 분석파라미터 중 점막파동, 성 진동진

폭, 주기성, 칭성은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 .05), 성 진동주기의 폐쇄성

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폐쇄주기를 점수를 보였다(p< .05). 점막파동과 성 진동

진폭은 부분 정상 범주였고, 성 진동은 부분 주기적이며 칭적으로 나타났으나 비 칭적

인 성  진동 패턴도 13%정도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정상 음성은 후방간극형이나 완전폐쇄형

이 가장 전형적인 성문패쇄형태였으나, 전방간극이나 모래시계형을 포함하는 다양한 성문폐쇄형

태가 관찰되었다. 성 진동의 비 칭성이나 비주기성은 정상 성  움직임에서도 관찰되므로 이

러한 진동 패턴이 성  진동의 비정상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591-602.

핵심어:  후두영상검사, 초고속디지털영상법, 비디오카이모그래피, 성  움직임, 정상 성인

I. 서 론

후두영상검사는 후두의 구조와 기능을 시각적으로 

관찰하고 이미지를 얻기 위한 검사로, 성 의 병변을 육

안으로 파악함으로써 음성 장애의 의학적 진단의 정확

도를 높이고, 성  진동의 패턴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음성 평가 진단 

방법 중 하나이다(ASHA, 2004a; 2004b; Hertegård, 

2005; Inward et al., 2011). 성  진동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후두스트로보스코피(laryngeal stroboscopy), 

초고속디지털영상법(high speed digital imaging: 

HSDI), 비디오카이모그라피(videokymography, VKG)

와 같이 후두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과 성

문 개폐 운동의 성문 파형을 이용하여 성 를 간접

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전기성문파형검사(electro-

glottography, EGG)방법이 있다(ASHA, 2004a; 2004b; 

Baken, 1992). 스트로보스코피는 초당 성인 남성은 100∼

150번, 성인 여성은 200∼250번 정도로 빠르게 진동하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591-602

592

는 성 의 움직임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눈의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각각의 성  진동 

주기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성  진동의 영상을 모아

서 나타낸다. 스트로보스코피는 연속적인 광원과 달

리, 빠르게 광원이 방사되어 조명된 지점들이 서로 모

아져서 평균적인 성  진동 패턴을 재현함으로써 마치 

성 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성  진동의 가현 운

동(apparent motion)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검사 장

치이다(Bless, Hirano & Feder, 1987). 스트로보스코

피검사와 초고속디지털영상법을 비교했을 때, 스트로

보스코피검사는 연속적인 성  주기에 한 정보를 상

실할 뿐 아니라, 스트로보스코피 광원이 발성 개시와 

동시에 촉발되지 않기 때문에 발성 개시에 한 정보

를 얻을 수 없다. 반면에, 초고속디지털영상법은 한 성

 주기 동안에도 약 13 프레임 정도를 포착하기 때문

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정보를 얻

을 수 있으며 발성 개시와 끝부분에 한 영상을 시각

화함으로써 점막파동역학을 관찰할 수 있어 실질적인 

성  진동과 움직임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다(Patel, Dailey & Bless, 2008)(<Figure- 1> 참조). 

<Figure - 1> The montage image of glottal cycles from 
high speed digital imaging (HSDI) 
at 4,000 frames during /i/ phonation 

in a normal male adult.

현재까지 후두영상검사의 표준검사(gold standard)

로서 사용되어진 스트로보스코피 검사법은 음성 장애 

환자의 진단 평가 도구로서 임상에서 효율적으로 사

용되고 있지만, 여러 진동 주기에 걸쳐서 모아진 영상

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기적이거나 거의 주기적

인 성  움직임만을 녹음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스트로보스코피의 광원과 카메라는 성문 주기의 

연속적인 지점을 영상화하기 위하여 성 의 기본주파

수보다 1∼2Hz 빠르게 발광되는데, 이 때 광원의 활동

은 안정적인 음향학적 발성의 기본주파수를 필요로 한

다. 이와 같이 스트로보스코피는 환자 음성으로부터 

정확한 기본주파수의 추출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매

우 비주기적이거나 불규칙한 성  진동이나 실성증

(aphonia)은 정확한 성  진동 영상을 얻기 어려우므

로 해석의 주의를 요한다. 최근 후두영상을 시각화하

는 검사법으로 널리 상용화되어 있는 초고속디지털영

상법은 초당 최  25프레임으로 녹음할 수 있는 스트

로보스코피에 의해서 만들어진 착시와는 달리, 512 ×

256 픽셀의 해상도의 초당 2,000∼5,000 프레임으로 

성 의 기본주파수(100∼300Hz)보다 훨씬 많이 성  

진동을 포착하기 때문에 비디오카이모그래피와 함께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비주기적인 병리적 음성

의 성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중증도가 심

한 음성장애 환자들은 매우 제한된 발성 길이 시간을 

보이므로 초고속디지털영상법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Patel, Dailey & Bless (2008)에 의하

면, 청지각적으로 심도의 애성 환자와 중도의 애성 환

자 중 64%에서 스트로보스코피 검사 해석이 불가능하

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들 환자 중 경련성 발성 장애

나 성  마비와 같이 신경근육학적 음성 장애 환자가 

부분을 차지한 반면, 초고속디지털영상법으로는 모

든 환자에서 성  움직임 분석이 가능하였다.

초고속디지털영상법은 스트로보스코피검사법처럼 

층으로 이루어진 성  구조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청지각적 평가처럼 검사자의 정확한 성  진동 패턴

의 시지각적(visual-perceptual)평가가 요구되므로 이

에 한 임상적 경험과 훈련이 요구된다. 후두의 색깔, 

혈관, 병변의 존재와 위치, 가래와 같은 점액, 성  가

장자리(vocal fold edge) 부분과 같은 후두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성문폐쇄형태(glottic 

closure), 성문 상부 움직임(supraglottic activity), 점막

파동(mucosal wave), 성 진동의 진폭(amplitude), 성

의 수직적인 면(vertical level), 성 진동의 규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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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ity), 성 진동의 칭성(symmetry), 성

진동이 없는 부위(non-vibrating portion) 등과 같

이 성 와 그 주변 구조의 움직임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초고속디지털영상법은 4,000Hz의 고주기 해

상도(high temporal resolution)를 가지지만 제한된 

공간 해상도(spatial resolution)를 가지며 고가의 장

비이다. 반면에, 비디오카이모그래피는 초고속디지털

영상법처럼 초당 8,000프레임의 고주기 해상도를 가

지면서 시간에 따른 성  영상에서 고정된 수평선에

서의 시공간적(spatio-temporal)영상을 볼 수 있으

며, 초고속디지털영상법의 1/4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

다. 뿐 만 아니라, 스트로보스코피검사에서 신뢰성 있

게 검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규칙성이나 불안정한 음

성의 측정에 해 오른쪽-왼쪽 성  간 주기나 강도의 

차이 및 칭성, 점막 파동의 유무와 정도, 성  진동 

주기 간 변이성(cycle-to-cycle variation), 성 의 개

방과 폐쇄주기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분의 초고속디지털영상법은 비디오카이모그래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주기

를 걸쳐 점막파동 및 주기성(periodicity)과 칭성

(symmetry)을 시각적으로 빠르게 관찰할 수 있기 때

문에 초고속디지털영상법과 병행하여 임상에서 효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Svec, Sram & Schutte, 2007; 

Krausert et al., 2011).

이러한 초고속디지털영상법과 비디오카이모그래

피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의 보급률이 저조하고 현재까지 우리나

라의 정상 성인을 상으로 한 성  움직임의 기능에 

한 질적 분석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

러,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초고속디지털영상법은 스트

로보스코피검사와 마찬가지로 성  움직임에 한 주

관적 시지각 평가로서 움직이는 성  움직임에서 평정

하기 어렵거나, 쉽게 놓칠 수 있는 점막파동이나 주기

성 및 칭성에 하여 성 의 고정된 수평선에서 보

다 자세한 정적 이미지를 제공하므로 평가자 간 신뢰

성을 높일 뿐 만 아니라,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초고속디지털영상법 혹

은 비디오카이모그래피만을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부분이며 초고속디지털영상법과 비디오카이모그래

피를 동시에 사용하여 성  움직임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개

발된 초고속디지털영상법과 비디오카이모그래피를 

사용하여 정상 성인을 상으로 성  진동 특성을 질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예비 연구를 통해 한국인 정상 성인의 성  진동

에 한 생리학적 기능에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상 성  움직임에 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비정

상적인 성  움직임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참여자

총 38명의 정상 성인 남성(평균연령: 23.7세, SD = 

5.3) 15명과 정상 여성(평균 연령: 22.4세, SD = 3.6) 

23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음성 

장애의 병력이 없으며, 전문적 음성 사용자가 아니고, 

흡연 경험이 없었으며, 음성 장애 임상 경험이 5년 이

상인 두 명의 언어치료사에 의해 청지각적으로 정상 

범주 내의 음성으로 판정된 사람들이었다. 청지각적 

평가 GRABS에서 G는 모두 ‘0’점, ‘B’는 0∼1점(기식

성이 있지만 정상 범주로 판단됨), A는 ‘0∼1’점(소리

가 약간 약하지만 정상 범주로 판단됨), S는 0점으로 

평정되었다. 참가자 중 구토 반사가 있거나 후두개에 

의해 성 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는 참여자에서 제외

하였다.

2. 자료 수집 

초고속디지털영상법을 촬영하기 이전에 정상 음성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음성을 50kHz로 

녹음한 후 음향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참여자

들에게 편안한 음도와 강도에서 /이/ 모음을 3초 정도

로 3번 발성하도록 요구하였다. 녹음된 음성은 Compu-

terized Speech Lab Model의 다차원분석 프로그램

(Multi -Dimensional Voice Program, MDVP, model 

5105, KayPENTEX, Montvale, New Jersey)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초고속디지털영상법은 공간 해상도 512 × 256 픽셀

로 최  4초 동안 초당 4,00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는 

KayPentax사의 초고속디지털영상시스템(model 9710; 

Kay Elemetrics Corp, Lincoln Park, NJ)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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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막파동과 성 진동의 진폭에 한 기본주파수

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을 문단을 읽게 한 후 

평균발화기본주파수(average speaking fundamental 

frequency, SFF0)를 측정한 후 후두영상검사 시 ±20Hz

의 범위에서 평균 기본주파수로 발성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상자에게 편안하게 의자에 앉게 한 후 상

자가 편안한 음도와 강도에서 모음/이/를 발성하는 동

안 제논 광원 300W를 사용하여 70° 경성 내시경(rigid 

endoscope)을 사용하여 후두영상을 촬영하였다. 

3. 자료 분석

가. 초고속디지털영상법을 이용한 성  움직임 

분석

(1) 성문폐쇄형태(glottic closure) 

발성 시 성 의 폐쇄 주기 동안 성 가 근접하는 방

식을 평정하는 것으로 상자가 편안한 음도와 강도

를 산출 시 성문폐쇄형태를 조사하여 최 폐쇄지점

에서 성문을 관찰하였다. 성문폐쇄형태는 완전폐쇄형

(complete), 전방간극형(anterior glottal gap), 후방

간극형(posterior glottal gap), 모래시계형(hourglass), 

불완전폐쇄형(incomplete glottal closure)으로 판정

하였다.

(2) 막 동(mucosal wave, MW)

발성 동안 성  몸체에 한 점막의 독립적인 움직

임으로 성  내측(medial)의 수직면(vertical surface)

에서 시작하며, 성 의 상부 표면을 따라 내측 가장자

리부터 외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된다. 정상적인 

점막파동은 성  폭의 약 50%정도이다. 평정은 Shaw 

& Deliyski (2008)가 보고한 6점 척도로 보통 음도와 

강도에서 평정하였다: 1 =부재, 2 =매우 감소, 3 =조

금 감소, 4 =전형적인 파동, 5 =정상보다 증가, 6 =정

상보다 매우 증가 중 하나에 표시하였으며 왼쪽과 오

른쪽을 각각 따로 평정하였다.

(3) 성 진동의 진폭(amplitude)

보통 크기와 음도로 발성 동안 성 가 외측으로 얼

마나 멀리 움직이는 가의 정도를 평정하였다. 외측으

로 성 의 움직임은 0∼100까지 20씩 증가한다고 보

았을 때, 정상적인 성  진폭은 각각의 성  폭의 약 

50% 정도이다. 평정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5 =

정상, 4 =경도로 감소, 3 =중도로 감소, 2 =심도로 감

소, 1 =부재 중 하나에 표시하였으며 왼쪽과 오른쪽

을 각각 따로 평정하였다.

(4) 성 진동의 칭성(symmetry)

성 진동 시 반 측 성 의 개방기, 폐쇄기, 내외측 

이동 범위에 한 거울 이미지로 편안한 크기와 음도 

시 진성 가 칭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의 비율을 측

정한다. 성 가 정확하게 서로 반  방향으로 움직이

면 위상이 같고,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위상(out- 

of-phase)이 다른 것을 말하며, 정상 성 의 움직임은 

정중선에 동시에 도달해야 되고, 동시에 멀리 떨어져

야 한다. 평정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5 = 칭

적, 4 =경도로 비 칭적, 3 =경중도로 비 칭적, 2 =

중심도로 비 칭적, 1 =심도로 비 칭적 중 하나에 표

시하였다.

(5) 성 진동의 주기성(periodicity)

연속적인 성 진동 기간 동안 일관성을 말한다. 즉, 

성 진동주기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지의 정

도를 평정하였다. 평정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5 =주기적, 4 =경도로 비주기적, 3 =경중도로 비주기

적, 2 =중심도로 비주기적, 1 =심도로 비주기적 중 하

나에 표시하였다.

(6) 주기의 폐쇄성(phase closure)

성 진동주기는 크게 개방기와 폐쇄기로 나뉘는 데, 

개방기는 성 가 열려 있는 시간의 양(개방하는 과정과  

폐쇄하는 과정 포함) 즉, 성문의 윗부분이 열리고 성문

의 아랫부분이 열리고, 성문의 아랫부분이 닫히고 성

문의 윗부분이 닫히고 성문의 아랫부분이 완전히 닫히

기 전까지 시간을 말한다. 반면, 폐쇄기는 성 가 닫혀 

있는 시간의 양 즉, 성문의 아랫부분이 닫히고 성문의 

윗부분이 닫히고 성문의 아랫부분이 열리고 성문의 윗

부분이 열리기 시작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주기의 폐

쇄성은 참여자가 편안한 음도와 강도로 발성 시 접촉 

시점에 초점을 두어, 발성 패턴을 가장 잘 진술할 수 

있는 개방  폐쇄기의 시간적 비율을 말한다. 1 =개

방기가 두드러짐, 5 =폐쇄기가 두드러짐으로 하여 리

커트(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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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디오카이모그래피를 이용한 성  움직임  

분석

비디오카이모그래피를 이용한 영상 분석은 위와 

동일한 KayPentax사의 초고속성 촬영시스템(model 

9710; Kay Elemetrics Corp, Lincoln Park, NJ)을 

사용하여 편안한 크기와 음도 시 초고속디지털영상법

에서 시지각 주관적 평가 파라미터 중 점막파동, 칭

성, 주기성에 한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점막파동, 오

른쪽-왼쪽 성  간 주기나 강도의 칭성, 주기성 및 

주기의 폐쇄성을 분석하였다. <Figure - 2>는 정상 

남자 성인 1례의 중간 수평선 지점에서 성  움직임의 

연속적인 비디오카이모그래피 영상을 나타낸 그림을 

나타낸 것이다.

(a) (b)

1; lower part of glottis starts to open 2; upper part of glottis 
starts to open 3; lower and upper parts of glottis open 4; lower 
part of glottis is maximally open, upper part of glottis still 
opens 5; upper part of glottis is maximally open 6; lower and 
upper parts of glottis close 7; lower part of glottis is closed 
8; upper part of glottis is closed.

<Figure - 2> The videokymogram of the middle part of 
the glottis (a) in a normal male adult (b). 

The open and closed phases are clearly observed and 
the opening movement of upper part of glottis followed 
by the propagation of musocal waves can be seen. 

다. 신뢰도 및 통계분석

초고속디지털영상법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성별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2개의 list로 만들었으며 

분석 시 2명의 평정자에게 영상 정보가 차단되었고, 

각각의 list는 2명의 평정자에 의해 총 38개의 영상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평정자는 스트로보스코피검사 경

험이 5년 이상인 언어치료사로서 총 38개의 영상 중 

20%에 해당하는 약 8개를 선택하여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correlation)로 검사-재검사 및 측정자 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자 내 신뢰도는 평정자 1은 

90∼94%, 평정자 2는 94∼97% 이었으며, 측정자 간 

신뢰도는 87∼93% 이었다. 성문폐쇄형태의 분석자간 

신뢰도는 Cohen’s kapp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자 간 일치도는 k=0.76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주관적으로 평가된 시지각 파라미터는 점막파동, 

진폭, 주기성, 칭성 및 주기의 폐쇄성으로 명목 척도 

혹은 서열 척도였다. 기술통계량으로는 각 파라미터의 

최빈값(mode), 최 값(maximum), 최소값(minimum), 

사분위수(quartile)를 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

자의 수가 상 적으로 적고 자료가 등분산을 이루고 

있지 않아 비모수적인 방법인 Mann-Whitney의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사용하여 정상 성인

의 남성과 여성의 파라미터간의 점수 차이를 알아보았

고 통계학적 분석은 SigmaStat 2.0 (Jandel Scientific, 

San Rafael, CA)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

였다. 

Ⅲ. 연구 결과

1. 성문폐쇄형태

후방간극형 폐쇄형이 총 38명 중 18명(54%)으로 

가장 두드러진 성문폐쇄형태였다. 성별로는 정상 성인 

여성의 경우 총 23명 중 12명(57%)이 후방간극형 폐

쇄형으로 가장 많았고, 9명 (39%)이 완전폐쇄형을 보

였으며, 2명(9%)이 모래시계형 성문폐쇄형태를 보였

다(<Figure - 3>). 정상 성인 남성의 경우는 총 15명 중  

7명(46%)이 완전폐쇄형으로 가장 많았고, 6명(40%)

이 후방간극형, 1명(7%)이 전방간극형, 1명(7%)이 모

래시계형이었다(<Figure - 3> 참조).

2. 점막 파동

점막파동은 부분 전형적인 정상 움직임을 보였

다. 성인 여성은 전형적인 점막파동 61%(14명), 정상

보다 약간 증가된 점막파동 18%(4명), 정상보다 약간 

감소된 점막파동 22%(5명)이었으며, 성인 남성은 전

형적인 점막파동 73%(11명), 정상보다 약간 증가된 

점막파동 20%(3명), 정상보다 약간 감소된 점막파동 

7%(1명)이었다. 점막파동이 매우 증가하거나 매우 감

소 혹은 부재하는 경우는 없었다(<Figure - 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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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 3> Glottal closure patterns in normal adults: 
complete (a), posterior glottic gap (b), anterior glottic 

gap (c), hourglass (d) 

mode minimum maximum 25% 75% p-value

mucosal wave

females (N=23) 4 3 5 3 4 p=0.061

males (N=15) 4 3 5 4 4

amplitude

females (N=23) 5 3 5 4 5 p=0.600

males (N=15) 5 4 5 4 5

symmetry

females (N=23) 5 4 5 5 5 p=0.137

males (N=15) 5 4 5 5 5

periodicity

females (N=23) 5 4 5 5 5 p=0.236

males (N=15) 5 5 5 5 5

phase closure

females (N=23) 3 1 3 2 3 p=0.006

males (N=15) 3 2 4 3 3

<Table - 1> Comparisons of mode, minimum, maximum, 
and quartile values between normal male 
and female adults

조). Mann-Whitney의 U 검정 결과, 점막파동은 성

별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 .05) 

(<Table - 1> 참조). 

MW(mucosal wave) 1: absent, 2: markedly reduced, 3: mildly 

reduced, 4: normal 5: mildly increased, 6: markedly increased 

AM(amplitude) 1: absent, 2: severely reduced, 3: moderately 

reduced, 4: mildly reduced, 5: normal 

SYM(symmetry) 1: severe asymmetry, 2: moderate asymmetry, 

3: mild-to-moderate asymmetry, 4: mild asymmetry, 5: symmetrical

P (Periodicity) 1: severe aperidicity, 2: moderate aperiodicity, 3: 

moderate-to-mild aperiodicity, 4: mild aperiodicity, 5: periodic 

Open (phase closure) 1: open phase predominates, 5: closed 

phase predominates

<Figure - 4> Mucosal wave, vibratory amplitude, 
symmetry, periodicity, 

and phase closure in normal female(Left) and 
male(right)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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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Figure - 6> Videokymographic finding of cycle-to-cycle variation in glottal cycles in a normal adult. 
Irregular vibratory patterns in the right vocal fold can be seen.

3. 성대진동의 진폭

점막파동과 마찬가지로 성 진동의 진폭은 여성의 

경우, 정상의 진폭이 70%(16명)로 가장 많았고, 경도

로 감소가 22%(5명), 중도로 감소가 8%(2명)있었다. 

남성의 경우는 부분 정상의 진폭을 보였고(80%, 

12명), 경도로 감소는 20%(3명), 중도로 감소나 심도

로 감소, 부재는 없었다(<Figure - 4> 참조). Mann- 

Whitney의 U 검정 결과, 성 진동의 진폭은 성별 간 통

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0.05)(<Table -

1> 참조). 

4. 성대진동의 대칭성

칭(symmetry)은 양측 성  점막이 움직일 때 내

전과 외전하는 점막파동의 크기가 같고, 같은 시간 간

격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세 가지 형태의 비

칭성을 보일 수 있다. 첫째, 진폭비 칭(asymmetry 

in amplitude)은 양측 성 사이에 점막파동의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시간 간격으로 양측 성 점막이 동

시에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둘째, 위상차

(asymmetry in phase)는 양측 점막이 내전하거나 외

전할 때 움직이는 시간 간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주파수비 칭(asymmetry in frequency)

은 연속하는 주기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양측 성  사

이의 진동수의 차이를 말한다.

여성과 남성 모두 거울 이미지와 같은 칭적인 성

진동패턴이 부분이었다. 여성은 91%(23명)가 칭

적, 9%(2명)는 경도로 비 칭적인 반면, 남성은 80% 

(12명)가 칭적, 20%(3명)가 경도로 비 칭적이었

다. 비디오카이모그래피 분석 결과, 비 칭적인 경우, 

오른쪽-왼쪽 성  간 주기나 진폭의 비 칭성을 보였

다(<Figure - 5> 참조). Mann-Whitney의 U 검정 결

과, 성 진동의 칭성은 성별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p > .05)(<Table - 1> 참조).

(a) (b)
asymmetry in amplitude  asymmetry in phase

<Figure - 5> Videokymograhic images with asymmetry 
displayed in normal adults. 

Examples of left-right vocal fold amplitude differences 
with larger vibratory amplitudes 

in the left vocal fold(a) and phase differences of the 
glottal cycles(b).

5. 성대진동의 주기성

성 진동의 칭성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부분

이 주기적인 성 진동패턴을 보였다(<Figure - 4>). 

여성의 경우, 95%(22명)가 칭적이었으며, 5%(1명)

가 경도의 비주기성을 보인 반면, 남성은 모두 규칙적

인 성  진동 패턴을 보였다. <Figure - 6>은 비주기

성을 보이는 여성 1례의 비디오카이모그래피 분석 영

상을 나타낸 것이다. Mann-Whitney의 U 검정 결과, 

성 진동의 칭성은 성별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p > .05)(<Table -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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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기의 폐쇄성

성 진동주기의 폐쇄성 정도는 개방기와 폐쇄기가 

동일한 형태가 남녀 모두 가장 두드러진 형태였다. 여

성은 개방기와 폐쇄기가 동일한 경우가 61%(14명)로 

가장 많았고, 경도의 개방기의 형태는 26%(6명), 개방

기가 두드러짐의 형태가 13%(3명)이었다. 한편, 남성

도 개방기와 폐쇄기가 동일한 형태가 73%(11명)로 가

장 많았으나, 폐쇄기가 두드러짐의 형태가 20%(3명), 

경도의 개방기 형태가 7%(1명)이었다(<Figure - 4> 

참조). <Figure - 7>은 개방기가 두드러진 형태, 개방

기와 폐쇄기가 동일한 형태 및 폐쇄기가 두드러진 형

태에 한 비디오카이모그래피의 일례이다. Mann- 

Whitney의 U 검정 결과, 성 진동의 주기의 폐쇄성은  

성별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5)(<Talble - 1> 참조).

(a) (b) (c)

<Figure - 7> Analysis of phase closure using 
videokymography; noticeable open phase pattern(a), 
equal pattern of open and closed phase(b), noticeable 

closed phase pattern(c).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고속성 촬영시스템인 초고속디지털

영상법과 비디오카이모그래피를 이용하여 정상 성인

의 성문 움직임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성별 간 차이가 

있는 지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 후방간극형 폐쇄형

이 54%로 가장 두드러진 성문 폐쇄 형태였으며, 성별

로는 여성은 후방간극형, 남성은 완전폐쇄형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여성 2례와 남성 1례에서 모래시계

형을 보였으며, 전방간극형도 남성 1례에서 나타났다. 

Kendall (2009)의 연구에서도 21～65세의 정상인을 

상으로 초고속디지털 영상법을 사용하여 성  진동

을 분석하였는데, 완전폐쇄형이 48%로 가장 두드러

진 패턴을 보였으며, 후방간극형이 35%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방간극형이 8%, 모래시계형 5%, 불완전

폐쇄형이 3%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 이전의 스트로보스코피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후방간극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iever & Bless, 1989; Linville, 1992), 전방간극형

은 성인 여성에게서 관찰되지 않았다(Patel et al., 2012). 

Patel et al. (2012)의 연구에서도 5∼11세의 정상아동

을 상으로 초고속디지털영상법으로 성 진동을 분

석한 결과, 후방간극형이 가장 두드러진 형태였으며

(여아 85%, 남아 68%), 전방간극형(여아 3.6%, 남아 

0%), 완전폐쇄형(여아 7%, 남아 10%), 모래시계형

(여아 3.6%, 남아 3.6%)으로 성인과 비교 시 완전폐

쇄형은 매우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주기성과 칭성은 정확한 피치 검출을 바탕으로 

측정되는 스트로보스코피검사에서는 가장 오류를 보

이는 측정 파라미터로서(Patel, Dailey & Bless, 2008), 

피치검출과 관계없는 초고속디지털영상법에서는 초

당 증가된 영상 포착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성  움직

임에 한 자세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비주기성과 비

칭성에 한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부분의 초고속디지털영상법은 비디오카이모그래피 

기능과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주기에 걸쳐 성  진동

의 주기성과 칭성에 한 빠른 시각적 관찰을 가능

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칭성과 주기성, 주기의 폐쇄성 및 점막 파동 유무에 

한 분석은 초고속성 촬영시스템에 포함된 비디오카이

모그래피 기능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스트로보스코

피에서 판별하기 어려운 점막파동 및 비주기성과 비

칭성 평가에 한 정확성을 높였다. Kendall (2009)

의 연구에서도 정상 성인을 상으로 각 상자로부

터 비디오스트로보스코피와 초고속디지털영상법으로 

성  진동을 반복 촬영 후 비교 분석했을 때, 다른 성

 진동 파라미터에 비해 비디오스트로보스코피와 초

고속디지털영상법 평정 간에 칭성과 주기성이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또한, Patel et al. (2008)등은 음성

장애 환자에 한 스트로보스코피와 초고속디지털영

상법 비교 분석에서 중증도가 심한 음성장애는 비디

오스트로보스코피로 100%, 중도의 음성장애의 64%

는 분석이 불가능하였으나, 초고속디지털영상법으로

는 100% 분석이 가능하여 비주기성 음성 신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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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중심도 음성장애 환자 진단 평가에 한 

초고속디지털영상법의 임상적 유용성을 보고하였다. 

Kendall (2009)의 연구에서도 정상 성인임에도 불구

하고 적어도 25%정도가 성 진동의 비 칭성이 나타

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전체 상자의 13%(여성 9%, 

남성 20%)에서 경도의 비 칭성을 보였다. 성 진동

의 주기성면에서는 초고속디지털영상법과 비디오카

이모그래피 분석결과, 본 연구자 중 여성 1례에서만 

경도의 비주기성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초

고속디지털영상법을 사용함으로써 정상 성인의 성  

움직임에서도 비 칭성이나 비주기성이 관찰될 수 있

음을 임상적으로 시사하였다.

점막파동은 성 가 진동할 때, 성  표층의 조직이 

물결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성 의 해부학적 구

조에 따라 달라진다(Krausert et al., 2011). 점막파동

은 성 의 몸체-덮개(body-cover)의 관계에 따라 성

의 아랫부분에 성문하압이 가해지면서 시작되며, 

성문하압이 성  아랫부분의 입술을 열어 분리시키고 

성 의 윗부분이 분리될 때까지 지속되는 데, 이러한 

성 의 구조적 자질이 점막파동을 수직적으로 전파되

도록 한다. 아울러 개방기 동안 성문하압에 의한 성  

덮개의 변형은 공기가 성 를 빠져나가 측면 움직임

의 점막파동이 생성된다. 성 의 윗부분이 개방되면 

베르누이 효과와 성  탄성 복원력에 의해 성 의 아

랫부분부터 닫히기 시작하여 윗부분이 닫히므로 점막

파동은 수직적이고 내측 방향으로 전파되면서 완성된

다(Berke & Gerratt, 1993; Titze, 1980). 정상 성

의 경우 점막파동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부분 성  

개폐 운동 시 정상적인 점막파동은 성  폭의 약 50% 

정도라고 보았으며 성  진폭의 정상 범위는 성  폭

의 약 1/2∼1/3정도로 정의하였다(Olthoff, Woywod 

& Kruse, 2007; Woo, 1996). 특히, 비디오카이모그래

피는 점막파동의 움직임을 기술하기 위하여 카이모그

램을 생성하므로 초고속디지털영상법에 비해 점막파

동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도 모든 정

상 성인의 성 에서 점막 파동이 관찰되었으며 점막

파동 및 성  진폭의 정도는 보통 음도와 강도 시 남

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기의 폐쇄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

상 여성에 비해 남성이 개방기보다 증가된 폐쇄기를 

보였으며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문주기에서 좀 

더 긴 기간 동안 폐쇄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문폐쇄율(closed 

quotient; CQ)이 높다고 보고된 것과 관련 있을 것이

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

해 뒤성문틈(posterior glottal chink)이 더 넓어 정상

음성이라도 남성보다 체적으로 낮은 CQ를 보이며 

기식성이 높은 음성을 산출한다고 하였으며(Childers 

& Krishnamurthy, 1985; Higgins & Saxman, 1991), 

한국 정상 성인이 산출한 모음의 성별 간 성문폐쇄율

을 비교했을 때, 남성의 성문폐쇄율이 여성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김재옥, 2011). 따라서, 이러한 성문주기

의 개방기나 폐쇄기 정도는 전기성문파형검사(EGG)

를 병행하여 좀 더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상 적으로 적은 수가 참여하였고 성별의 비율

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수의 정상 성인의 음성 자료가 보강되고 성비

가 조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임상에서는 후두영상분석 시 주관적 시지각 평가를 사

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후두영상에 한 시주관적 분

석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추후의 

연구에서는 초고속디지털영상법과 비디오카이모그래

피를 사용하여 다양한 성 움직임의 파라미터에 한 

양적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임상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정상 성  

움직임에 한 범위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본 연구의 결과

와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상 성  움직임의 패턴

에 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며 추후에 임상적 증거

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

다. 첫째, 정상 성문 폐쇄 패턴은 전형적인 양상이 있

지만, 음성장애 환자의 성문폐쇄에서 관찰되는 매우 

다양한 폐쇄 형태를 포함한다. 둘째, 성  진동의 비

칭성이나 비주기성은 정상 성  움직임에서도 나타나

며 외국의 연구에서도 정상 성  움직임의 25%에서 

관찰되었다(Kendall, 2009). 따라서 비 칭성이나 비

주기성은 그동안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트로보스

코피 검사에서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해 볼 때, 최근의 후두영상기법에 의한 진단기술은 비

주기성이나 비 칭성이 정상적인 성  움직임에서도 

관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성별 이외에 다양한 

연령층을 상으로 정상 성  움직임에 한 연구가 

확 되어 정상 성  움직임에 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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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Reliable and accurate imaging analysis is critical for diagnosis and 
evaluation of abnormal vocal fold vibration. Unlike stroboscopy, high-speed digital imaging 
(HSDI) and videokymography (VKG) are frequency-independent visualization techniques that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biomechanical properties and vocal physiology by capturing 
increased laryngeal images within a limited time. Although the current gold standard for the 
clinical visualization technique of vocal fold vibration is stroboscopy, the technique may fail to
yield an accurate analysis of vibratory irregularitie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vocal fold
vibration pattern in normal Korean adults with a recently developed HSDI and VKG simultaneously.
Methods: A total of 38 Korean healthy adults (females 23, males 15) without known voice problems
were examined with HSDI to analyze the vocal vibratory characteristics. Glottal closure, mucosal
wave, vibratory amplitude, vibratory symmetry, periodicity of vibration, and phase closure of the
glottal cycle were judged during /i/ vowel phonation at comfortable pitch and loudness by 2 
experienced raters to determine the normal vocal vibratory features, and compare the vibratory 
patterns for gender differences qualitatively. Additionally, VKG was used to determine in more 
detail the propagation of mucosal waves, right-left vocal fold symmetry, aperiodicity, and closed
phase in the glottal cycle. Results: The most common glottal configuration was a posterior glottal
gap in 54% of the study population. Posterior glottal gap was identified predominantly in females,
whereas complete glottal closure was observed mostly in males. Mucosal wave, vibratory amplitude,
vibratory symmetry, and periodicity of vibratory pattern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s and females (p > 0.05), whereas adult males predominantly showed 
closed phase in the glottal cycle compared to females (p < 0.05). The ratings of mucosal wave and
vibratory amplitude were observed to be around normal mark. However, asymmetry of vibration
between right and left vocal folds was identified in 13% of the study population with the HSDI 
and VKG. Discussion & Conclusion: Although normal voice demonstrated predominantly posterior
glottal gap or complete glottal closure configuration, various glottal configurations including anterior
glottal gap and hourglass were identified. In addition, asymmetry and aperiodicity of vocal vibration
were also observed in normal adults suggesting that asymmetric and aperiodic vibration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bnormal vibratory pattern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2;17:591-602)

Key Words: laryngeal imaging measurement, high speed digital imaging, videokymography, 
vocal fold vibration, normal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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