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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objective of current study was to assess peripheral and central auditory 
functions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PD), and furthermore, to explore whether 
electrophysiological responses in the brain relate to reduced vocal loudness in patients 
with PD. Methods: A total of 24 subjects (12 normal and 12 IPD) participated. Pure tone au-
diometry and auditory evoked response as well as vocal loudness with sustained vowel /a/ 
and ‘Kaeul’ paragraph were measured. The stimulus level of 75 dB nHL was used to mea-
sure the latency and amplitude of waves I, III and V of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and Na, Pa, Nb, and Pb of auditory middle latency responses (AMLR) and P1, N1, P2, and N2 
waves of auditory late latency responses (ALR).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ear-
ing thresholds of idiopathic PD (IPD) were not different from the normal group. Significant 
softer vocal loudness was observed in IPD. In AMLR, significantly delayed latency in wave 
Na, Pa and Nb and smaller Na-Pa amplitudes were revealed in the IPD group. These results  
imply that delayed latency and smaller amplitude of AMLR waves can be linked to thala-
mus dysfunction in individuals with IPD. Finally,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vocal loudness and wave III latency was found, suggesting that the softer the vocal loud-
ness, the longer the latency of wave III.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ofter vocal 
loudness in individuals with IPD may be related to central auditory problems, not periph-
eral auditory dysfunct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electrophysiological methods provide 
valuable clinical information about sensory dysfunction in people with IPD.

Keywords: Parkinson’s disease, Hearing threshold, Auditory evoked response, Auditory 
middle latency response, Vocal loudness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PD)은 음성과 말 증상을 보이는 

신경학적 퇴행성 질환으로(Möbes et al., 2008), 환자 중 약 90%가 

음성 및 말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Aronson, 1990). 특히, 음성 문제

는 말 문제보다 앞서 나타나는데, PD 환자들은 거칠고 기식적 음

성, 음량감소와 같은 음성 증상이 파킨슨증의 첫 징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음량과 기본주파수의 변조의 부족으로 단음도(monotone)

와 단음량(monoloudness)을 나타내는 운율의 문제를 보인다(Duffy, 

2013).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음량감소(hypophonia)가 과소운동

성 마비말장애의 말 문제와 동반될 때 PD 화자의 말 명료도는 매우 

저하된다(Baker, Ramig, Luschei, & Smith, 1998; Gath & Yair, 1998; 

Perez, Ramig, Smith, & Dromey, 1996; Solomon & Charron, 1998). 

이러한 PD 환자들의 말음성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다양한 치료

법이 사용되어져 왔는데, 도파민 약물치료는 음량을 증가시키거나 

마비말장애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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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Rascol et al., 2003; Romito & Albanese, 2010), 뇌심부자극술

은 음성강도나 말 문제에 미치는 효과가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Choi, 2012; Klostermann et al., 2008). 한편, 음성강도 증가에 

초점을 둔 리실버만 음성치료(Lee Silverman Voice Treatment, 

LSVT)는 환자가 좀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훈련함으로써 PD 환자

의 호흡을 개선시키고, 성대 내전을 도모하여 음성강도, 음질 및 말

명료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Choi, 2011; Fox et 

al., 2002; Ramig, 1994). 최근에는 실리콘 튜브를 물에 넣고 발성을 

연습하는 Lax Vox 음성치료가 PD 환자의 음성강도를 증진시키고 

말명료도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Chae, Choi, 

Choi, & Lee, 2019). 이처럼 PD 환자에 있어 음성강도의 감소와 음

질 저하는 파킨슨병 환자들의 의사소통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다(Guimaraes, Cardoso, Pinto, & Ferreira, 2017). 

이외에 PD 환자들은 감소된 자신의 음량을 부인하여 지속적으

로 작은 소리를 내고, 이것은 감소된 운동 산출로 이어져 큰 소리로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음량을 조절하는 데 어

려움이 있음이 보고되었는데(Ho, Bradshaw, & Iansek, 2000; Ho, 

Bradshaw, Iansek, & Alfredson, 1999),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음

성 크기를 증가시키지 못하거나, 큰 소리의 청각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자신의 말소리 음량을 줄이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PD 

환자들의 말음성 문제와 관련된 신경병리학적 병변의 관련성에 관

한 fMRI 연구에 의하면, PD 환자들이 외적인 청각피드백을 모니터

링하는 능력이 감소됨을 보고하였으며, 자가 모니터링 기제의 기능

이상과 함께 선조체-전전두엽 연결(striato-prefrontal connectivity)

의 감소가 음량감소와 관련 있음을 시사하였다(Arnold, Gehrig, 

Gispert, Seifried, & Kell, 2014; Mollaei, Shiller, & Gracco, 2013). 또

한, Fox 등(2002)은 음량감소(hypophonia)가 기저핵 기능이상으

로 감소된 운동구동력에 기인하며, 이것이 말소리 음량을 감소시키

고 단음도와 단음량의 운율장애를 나타내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운율 산출은 기저핵 회로와 관련이 있는데(Cancelliere & Kertesz, 

1990), 기저핵은 운율 산출을 조절하는 감각운동회로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감정 상태의 기능으로서 말의 멜로디를 조절한다(Pi-

chon & Kell, 2013). PD 환자들의 음량감소는 대뇌피질, 대뇌피질

하 영역의 회백질, 전두엽과 추체로 및 추체외로를 포함한 운동로

의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Liotti et al., 2003; Loge-

mann, Fisher, Boshes, & Blonsky, 1978), 이외에도 Blacker (2003)

는 음량감소가 전외측 시상(thalamus)의 혈관성 병변과 관련이 있

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말소리 크기는 운동인식(mo-

tor awareness)이나 산출 혹은 청지각적, 체성감각피드백에 의해 조

절될 수 있는데, 이러한 PD 환자들의 말산출 동안 음량조절장애는 

이러한 감각운동통합의 기능이상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D 환자들의 음성강도의 저하가 자신의 음성을 듣

고 모니터링하는 말초신경의 청각적 피드백의 문제인지 혹은 중추

감각처리장애인지 비침습적인 방법인 전기생리학적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성유발반응은 중추청각처리장애, 언어장애, 치매, 인지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장애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환자군의 청각 말초

와 중추신경계의 특성을 조사하는 객관적이고 임상적으로 유용한 

평가도구로 사용되어 왔다(Sanju & Kumar, 2016). 청각 기관은 자

극, 경험, 손상, 병, 치료, 학습 및 훈련과 같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반응하여 그 구조와 기능을 재조직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

력, 즉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을 가지고 있으며(Choi, 2015), 

청성유발반응은 이러한 뇌 또는 중추신경계의 신경가소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유용한 임상도구로 알려져있다(Choi, Jang, & Choi, 

2015; Jang, Choi, & Choi, 2017). 청성유발반응은 청각과 관련된 말

초 및 중추신경계에서 생성되는 일련의 전기반응을 측정하는 전기

생리학적 검사로 피검사자의 행동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침습

적이고 객관적인 청력검사이다(Choi et al., 2015; Jang et al., 2017). 

청성유발반응은 주로 외인성과 내인성 반응 또는 음향자극에 대

한 반응의 잠복기(latency)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Sanju & Ku-

mar, 2016), 외인성 반응은 일차적으로 외부의 특별한 자극, 즉 사

건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tials)에 의해 유발된 전기반응을 나

타내지만 내인성 반응은 인지 또는 지각에 의해 유발되는 내부의 

전기반응이다. 또한 청성유발반응은 음향자극에 유발되는 전기반

응의 잠복기에 따라 청성초기, 청성중기 및 청성후기 반응으로 분

류된다(Choi et al., 2015; Jang et al., 2017). 청성 초기 반응(audito-

ry early response)은 음향자극 제시 후 10 ms 이내의 잠복기에 나

타나는 전기반응으로 와우의 유모세포와 청신경에서 유발되는 전

기와우도(electrocochleography)와 청신경과 뇌간에서 발생하는 

Wave I, III, V 파형을 나타내는 청성뇌간반응(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으로 구성된다. 청성중기반응(auditory middle la-

tency response, AMLR)은 음향자극 제시 후 12-50 ms 사이의 잠

복기에서 유발되는 전기 반응으로 Na, Pa, Nb, Pb 파로 구성되며 

중뇌와 시상에서 발생한다. 청성후기반응(auditory late response, 

ALR)은 음향자극 지시 후 50-500 ms 사이의 잠복기에서 유발되고 

P1, N1, P2, N2로 구성되며 대뇌피질에서 발생하는 전기반응을 나

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PD 유무에 따라 음성강도 및 청력의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사용하여 

청성유발반응의 차이가 있는 살펴봄으로써, 말초 및 중추감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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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여부를 조사하고, PD 환자의 감소된 음성강도와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파킨슨병 환우회 소속으로 신경과 전문의로

부터 특발성 파킨스병(idiopathic Pakinson’s disease, IPD)으로 진

단받은 총 12명(남성 5명, 여성 7명)으로 평균연령은 62.8±8.04세

이었다. 또한, 한국판 간이정신상태판별검사(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의 결과 25점 이상의 대

상자들만이 이 연구에 포함되었고(Ramig, Countryman, Thomp-

son, & Horii, 1995), 청성유발반응을 검사하기 때문에 PD 이외의 

다른 신경학적인 문제가 없고 다른 말/언어 문제 또는 다른 행동 문

제를 가지지 않고 청성유발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술을 받지 

않은 대상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은 신경과에

서 항파킨슨 약물이나 도파민 분비에 도움을 주는 약물을 복용 중

이었고 아침 첫 약물 복용 후 3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한

편, 정상 대조군은 성과 연령을 일치하여 파킨슨병으로 진단 받지 

않고 K-MMSE검사 결과 25점 이상으로 인지 문제가 없으며, 청력

에 문제를 보이지 않고 신경학적 문제를 보이지 않는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연령은 62.8±9.29세였고 총 12명이 참가

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들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 승인 하에 모집 및 선정되었으

며(No. CUIRB-2018-0078) 환자군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연구 절차

음성강도 측정

음성강도 자료는 소음이 차단된 방음실에서 Spielman, Ramig, 

Mahler, Halpern과 Gavin (2007)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고급 품

질의 type I 소음계(sound level meter)인 디지털 소음계(2250 Mod-

el, B&K,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음성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입과 소음계 거리는 30 c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음성강도는 선행 연구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녹

음되었다. 이 방법에서 데이터 수집기는 각 음성작업 전체에 걸쳐 1

초 간격으로 표시되는 피크 SPL 정보를 기록하고 과제 간 입으로부

터 소음계까지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 방법은 소프

트웨어 유도 측정과 유사한 SPL을 산출하며(Ramig et al., 1995) 이

전 선행 연구에서 리실버만 음성치료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음성강

도 측정을 위해 사용한 절차를 따라 시행하였다(Ramig, Sapir, Fox, 

& Countryman, 2001). 모든 파킨슨병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약물 

복용 후 약 1시간 후에 자료를 측정하였다. 

음성 강도는 평상시 모음 /ㅏ/ 연장 발성과 연속 구어는 ‘가을’ 표

준 문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모든 음성 자료는 2번씩 반복하도

록 하였다. 모음 /ㅏ/ 연장 발성은 편안한 목소리로 5초간 발성하도록 

하였으며, 연속 구어는 ‘가을’ 문단 중 첫 문장인 ‘우리나라의 가을

은 참으로 아름답다’ 를 낭독하도록 하였다. 이때 대상자가 앉은 자

세에서 글씨가 보이도록 참여자 눈 높이에서 보여 주고 평상 시 목소

리의 음높이와 강도로 읽도록 하였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는 평가자가 옆에서 먼저 읽어 주고 따라말하기를 통해 말하도록 하

였다. 음성강도는 각 피크 SPL의 평균을 음성강도로 사용하였다. 

순음청력검사

연구대상자의 청력역치를 얻기 위하여 소음이 통제된 방음부스 

안에서 양이의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다. 순음청력검사는 순음

청력검사기기(Starkey Acoustic Analyzer AA1200, Qualitine, USA)를 

사용하여 250-8,000 Hz까지 옥타브 간격으로 주파수를 측정하였다. 

청성유발반응검사

청성유발반응(auditory evoked responses, AERs)은 GSI사의 

Audera System (Grason-Stadler, Eden Prairie, MN, USA)을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방음부스 안에 있는 안락의자에 편안

한 자세로 누웠고, 전극을 붙일 두피는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후 면

봉을 사용하여 젤인 뉴프렙(Nuprep)으로 두피를 닦은 후 두피 부

분에 전도 크림을 사용하여 디스크형 전극(disc type electrode)을 

부착하였다. 청성유발반응을 얻기 위하여 활성 전극 또는 양전극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Subject No. Age Gender H&Y stage Years after 
diagnosis

Use of treat-
ment drug

  1 53 F 1   2 O
  2 53 F 2 10 O
  3 57 M 3 16 O
  4 59 M 2 10 O
  5 67 F 2   7 O
  6 68 M 1   6 O
  7 76 F 2 11 O
  8 56 F 2 10 O
  9 59 M 2 12 O
10 61 F 2   5 O
11 71 M 2   2 O
12 72 F 2 10 O

H&Y stage= Hoehn and Yahr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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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리는 비전환전극(non-inverting electrode)은 이마(fore-

head)에, 음전극 또는 기준전극으로 불리는 전환전극(inverting 

electrode)은 양쪽의 귓불(ear lobes)에, 그리고 접지 전극(ground 

electrode)은 낮은 이마(low forehead)에 각각 부착하였다. 청성유

발반응에서는 청성뇌간반응(ABR), 청성중기반응(AMLR) 및 청성

후기반응(ALR)를 측정하였다.

청성뇌간반응, 청성중기반응, 및 청성후기반응을 얻기 위해서 서

로 다른 자극 변수(stimulus parameter)의 설정이 필요한데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자극 변수는 Table 2와 같다.

청성뇌간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자극은 0.1 ms 클릭음, 자극률은 

13.1/s, 자극 강도는 75 dB nHL, 자극 극성은 교류, 전체 스왑의 수

는 2,000, 대역통과필터는 100-3,000 Hz로 설정하여 삽입형 이어

폰(insert earphone)을 사용하였다. 청성중기반응의 경우, 자극은 

0.1 ms 클릭음, 자극률은 7.1/s, 자극강도는 75 dB nHL, 자극 극성

은 교류, 전체 스왑의 수는 2,000, 대역통과필터는 10-250 Hz로 설

정하였고 삽입형 이어폰(insert earphon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성후기반응의 경우, 자극은 0.1 ms 클릭음, 자극률은 

0.5/s, 자극강도는 75 dB nHL, 자극극성은 교류, 전체 스왑의 수는 

100, 대역통과필터는 10-100 Hz로 설정되어 삽입형 이어폰(insert 

earphon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청성뇌간반응에서는 Wave I, 

III, V의 잠복기(latency)와 진폭(amplitude), 청성중기반응에서는 

Na, Pa, Nb 및 Pb의 잠복기와 진폭, 그리고 청성후기반응에서는 

N1, P1, N2 및 P2의 잠복기와 진폭을 분석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

차로 제시하였다.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2.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파킨슨병 유무에 따른 음성강도와 청성유발반응의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하여 Mann-Whitney U-test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수

준은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IPD군과 정상군의 청력역치는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5). IPD군의 평균 청력역치는 22.75±1.54 

dB HL이었으며, 정상군의 평균 청력역치는 23.92±1.44 dB HL이

었다. Mann-Whitney U-test결과, IPD군과 정상군 간 평균 청력역

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05).

음성강도 평가 결과

IPD군과 정상군 간 모음 /ㅏ/ 연장 발성 시 음성강도의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모음 /ㅏ/ 연장 발성 시, IPD 군의 평균 음성강도는 

42.66±4.07 dB, 정상군의 평균 음성강도는 56.67±3.65 dB이었으

Table 2. Stimulus parameters and detail information

Parameters ABR AMLR ALR

Stimulus type (ms click) 0.1 0.1 0.1
Stimulus rate (per second) 13.1 7.1 0.5
Stimulus level (dB nHL) 75 75 75
Stimulus polarity Alternating Alternating Alternating
Total sweeps 2,000 2,000 100
Band pass filter (Hz) 100-3,000 10-250 10-100
Transducer type Insert earphone Insert earphone Insert earphone

ABR =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MLR = auditory middle latency response; 
ALR= auditory late response.

Figure 1. Comparison of mean vocal loudness in sustained vowel /a/ between 
IPD and normal groups.
IPD=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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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of mean vocal loudness in a standardized ‘Kaeul’ sen-
tence between IPD and normal groups. 
IPD=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60

50

40

30

20

10

0

So
un

d 
pr

es
su

re
 le

ve
l (

dB
)

 IPD Control

Group



https://doi.org/10.12963/csd.196651070    https://www.e-csd.org

Chul-Hee Choi, et al.  •  Vocal loudness and Auditory Evoked Response in Parkinson’s disease

며, 평균 음성강도는 IPD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음성강

도를 보였다(p< .001). 

IPD군과 정상 노인군 간 표준 문단 ‘가을’ 중 문장 낭독 시 평균 

음성강도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표준 문단 ‘가을’ 중 문장읽기 과

제에서 평균 음성강도는 IPD군은 39.75±4.02 dB, 정상 노인군은 

56.00±2.33 dB이었다. Mann-Whitney U-test 결과, IPD군의 평균 

음성강도는 정상 대조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의미하게 낮았다

(p< .05).

청성유발반응평가 결과

청성뇌간반응평가 결과

파킨슨병의 유무에 따른 청성뇌간반응(ABR)의 Wave I, III, V의 

잠복기와 진폭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ABR Wave I, III, V의 잠복기

를 살펴보면, ABR Wave I의 잠복기에서 IPD군은 1.65±0.24 ms, 

정상군은 1.62±0.2 ms이었다. ABR Wave III의 잠복기 경우, IPD

군은 3.52±0.27 ms, 정상군은 3.41±0.4 ms이었고 ABR Wave V

의 잠복기 경우, IPD군은 5.61±0.32 ms이고 정상군은 5.43±0.25 

ms이었다. ABR Wave I, III, V에서 IPD군의 평균 잠복기는 정상노

인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또한, ABR Wave I, III, V의 진폭을 비교한 결과, ABR Wave I의 

진폭에서 IPD군은 0.31±0.17 µV이고 정상군은 0.32±0.16 µV이

었다. ABR Wave III의 진폭에서 IPD군은 0.45±0.11 µV이고 정상

군은 0.47±0.15 µV이었고 ABR Wave V의 진폭에서 IPD군은 0.59

±0.10 µV, 정상군은 0.66±0.11 µV이었다. ABR Wave I, III, V에서 

IPD군의 평균 진폭은 정상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

다(p>.05).

청성중기반응평가 결과

파킨슨병의 유무에 따른 청성중기반응(AMLR)의 Na, Pa, Nb, 

Pb의 잠복기와 진폭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Na, Pa, Nb, Pb의 잠복

기를 비교했을 때, IPD군과 정상군의 평균 Na잠복기의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Na의 잠복기에서 IPD군은 22.77±1.26 ms, 정상

군은 20.41±2.70 ms이었다. Na의 잠복기는 IPD군과 정상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 .05). IPD군의 Na 잠복

기는 정상군과 비교해 볼 때 유의미하게 길었다.

IPD군과 정상군의 평균 Pa 잠복기의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Pa

의 잠복기에서 IPD군은 36.21±2.20 ms, 정상군은 29.91±2.87 

ms이었다. Pa의 잠복기는 IPD군과 정상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으며(p< .001), IPD군의 Pa 잠복기는 정상대조군과 

비교해 볼 때 유의미하게 길었다.

또한, IPD군과 정상군의 평균 Nb 잠복기의 결과는 Figure 5와 

같다. Nb의 잠복기에서 IPD군은 43.44±3.29 ms, 정상군은 40.27

±0.70 ms이었다. Nb의 잠복기는 IPD군과 정상군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 .05), IPD군의 Nb 잠복기가 정상대

조군과 비교해 볼 때 길게 나타났다.

한편, AMLR의 Pb 잠복기를 비교한 결과, IPD군은 59.66±2.60 

ms, 정상군은 55.89±5.68 ms이었으며, AMLR의 Pb에서 IPD군의 

평균 잠복기는 정상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파킨슨병의 유무에 따른 AMLR Pa-Na, Pa-Nb의 파간 진폭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평균 Pa-Na 파간 진폭의 결과는 Figure 6과 

같다. Pa-Na의 파간 진폭에서 IPD군은 0.83±0.39 µV, 정상군은 

1.22±0.43 µV이었다. Pa-Na의 파간 진폭이 양의 값을 보였으며 이

는 Pa의 진폭이 Na의 진폭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3. Comparison of mean Na latency in auditory middle latency response 
between IPD and normal groups.
IPD=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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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 of mean Pa latency in auditory middle latency response 
between IPD and normal groups.
IPD=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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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 파간 진폭은 IPD군과 정상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으며(p< .05), IPD군의 Pa-Na 파간 진폭이 정상대조군과 비

교해 볼 때 유의미하게 작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균 Pa-Nb 파간 진폭의 경우, IPD군은 1.15±1.01 

µV, 정상군은 1.40±0.67 µV이었다. Pa-Nb의 파간 진폭이 양의 값

을 보이는 것은 Pa의 진폭이 Nb의 진폭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을 의

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Pa-Nb 파간 진폭은 IPD과 정상군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성후기반응평가 결과

파킨슨병의 유무에 따른 청성후기반응(ALR)의 P1, N1, P2, N2의 

잠복기와 진폭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ALR의 P1의 잠복기는 IPD

군은 52.49±10.42 ms, 정상군은 51.22±15.02 ms이었고, ALR의 

N1의 잠복기는 IPD군은 105.91±9.79 ms, 정상군은 101.72±20.37 

ms이었다. ALR의 P2의 잠복기는 IPD군은 161.94±21.96 ms, 정상

군은 174.33±26.22 ms이었고, ALR의 N2의 잠복기를 비교한 결

과, IPD군은 259.13±20.62 ms, 정상군은 251.08±23.96 ms이었

다. 하지만, ALR의 P1, N1, P2, N2의 잠복기를 비교한 결과, IPD군

은 정상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ALR의 N1-P2의 파간 진폭의 경우, IPD군은 4.45±1.60 µV, 

정상인군은 4.31±2.32 µV이었다. ALR의 N1-P2의 파간 진폭은 양

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N1의 진폭이 P2의 것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

낸다. 하지만, ALR의 N1-P2의 파간 진폭은 IPD군이 정상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파킨슨병 환자의 음성강도와 청성유발반응의 상관관계

IPD군의 음성 강도와 청성유발반응의 상관관계는 Figure 7과 

같다. 이러한 부적 상관관계는 다른 모든 파에서는 관찰되지 않았

으나. 오직 ABR Wave III의 잠복기에만 관찰되었다(p< .05). 즉, 파

킨슨병 환자의 음성 강도가 작을수록 ABR Wave III의 잠복기도 증

가하였다.

논의 및 결론

청성유발반응은 신경학적 감각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구심성(af-

ferent)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져 왔다(Goodin 

& Aminoff, 1987). 본 연구는 청각의 말초와 중추신경계에서 일어

나는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는 전기생리학적인 검사 중 하나인 청

성유발반응을 통해 PD 환자의 감각처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아울

러 PD 환자의 말음성 문제 중 음성강도와 청성유발반응 측정치 간 

Figure 5. Comparison of mean Nb latency in auditory middle latency response 
between IPD and normal groups.
IPD=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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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mean Pa-Na amplitude in auditory middle latency re-
sponse between IPD and normal groups.
IPD=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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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rrelation between wave III latency and sound pressure level in id-
iopathic Pakinson’s disea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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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성을 살펴 보았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IPD군의 평균 청력역치는 정상노인군 보다 

조금 낮았지만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

간 청력의 문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감각

신경성 난청을 가진 노인의 청력역치를 비교한 한 선행연구에서 따

르면, 파킨슨병 노인환자군의 청력역치는 정상대조군보다 더 높았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본 연구

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Folmer, Vachhani, Theodoroff, Ellinger, 

& Riggins, 2017). 또한, Yýlmaz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4-8 kHz

의 주파수 범위에서 PD 환자군의 청력역치가 오히려 정상노인군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마다 IPD환자군의 청력역치 결과의 차이는 각 연구대상자의 모집

군의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감각신경성 난청

을 가지지 않는 PD 환자군을 정상군과 비교하여 청력역치를 비교

하였는데 그 이유는 난청이 없는 PD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을 비교

한다면 파킨슨병의 유무가 뇌의 전기반응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

향을 분명하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모음 /ㅏ/ 연장 발성과 표준 문단인 ‘가을’문단 발성 

시 측정된 음성강도는 IPD군과 정상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음과 문장 과제 모두에서 IPD군의 평균 

음성강도가 정상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IPD군의 

낮은 음성강도의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Ramig, 

Fox, & Sapir, 2008). 이러한 낮은 음성강도는 PD 환자의 호흡 및 후

두근육의 강직, 성대근육의 협응운동 저하, 후두와 성대진동의 불

안정, 또는 불규칙적인 성대의 접촉 등으로 기인될 수 있다(Baker et 

al., 1998; Gath & Yair, 1988; Solomon & Charron, 1998). 하지만, 본 

연구에서 청성유발반응 결과, 청성뇌간반응의 Wave I, II, V의 잠복

기는 IPD군과 정상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으나, IPD군의 잠복기가 정상대조군보다 더 지연된 결과

를 보였다. O’Donnell, Squires, Martz, Chen과 Phay (1987)의 연구

에서는 청성뇌간반응 Wave I, III, V의 잠복기가 정상군과 PD 환자

군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반면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

구의 청성뇌간반응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는데(Bin-

di et al., 1987; Liu et al., 2017; Yýlmaz et al., 2009), Yýlmaz 등(2009)

의 연구에서는 IPD군의 청성뇌간반응의 Wave V 잠복기와 Wave 

I-V의 파간 잠복기는 정상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Bindi 등(1987)의 연구에서는 PD 환자의 Wave III과 V의 

잠복기와 Wave III-V와 I-V의 파간 잠복기가 정상대조군의 것보다 

더 지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각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파킨슨병인의 차이, 약물 복용의 여부, 대상자 

수의 차이 및 파킨슨병의 중증도인 H&Y의 단계의 차이로 볼 수 있

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PD 환자군은 대부분 H&Y가 2단계에 해당

하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 속한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본 연구

에 참가한 모든 대상자들은 L-dopa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정

상대조군과 차이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한편, 청성중기반응의 결과, IPD군의 청성중기반응 Na, Pa, Nb

의 잠복기는 정상대조군의 것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연되

었다. IPD군의 Pb 잠복기도 정상대조군보다 지연되었으나 유의미

한 차이는 없었다. 청성중기반응의 진폭에 있어 IPD군의 Na-Pa 진

폭은 정상대조군의 것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었지만, Pa-

Nb 진폭에서 IPD군과 정상대조군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한 선행연구에서는 PD 환자군은 정상대조군과 달리 비정상

적으로 지연된 Pb의 잠복기와 진폭을 보였으며(Mohamed, Laco-

no, & Yamada, 1996), 청성중기반응을 조사한 또 다른 선행연구에

서는 PD 환자군이 청성중기반응의 Na, Pa, Pb의 잠복기와 Pb의 진

폭에서 정상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Kim, 

2016).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와의 차이는 병인, 대상자의 연령 및 

표본의 수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청성중기반응이 파킨슨

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청성유발반응에

서 청성중기반응이 파킨슨병에 가장 민감하게 차이를 보였는데 청

성중기반응은 중뇌, 망상체 및 시상피질성 경로와 관련된 피질 및 

피질하 위치에서 발생하는 신경활동을 반영하는데 구체적으로 청

성중기반응의 Na는 중뇌의 하구의 피질하 구조 또는 시상(thala-

mus)에서 발생하고 Pa는 청각피질의 윗 측두회에서 발생하고 Nb

와 Pb는 망상체, 측두엽의 청각부위 및 해마 등에서 발생한다(Mc-

Gee, Kraus, Comperatore, & Nicol, 1991). 시상 및 청각피질과 피질

하에서 주로 발생하는 청성중기반응이 PD 환자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파킨슨병의 구조적인 병인으로 시상과 청각피

질 및 피질하 영역의 장애를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시상은 대뇌

피질과 중뇌 사이의 뇌간 바로 위에 위치한 뇌 내의 작은 구조로서 

양쪽 모두에 광범위한 신경 연결을 가지고 있다. 시상은 감각자극

을 신체의 여러 부분에 있는 수용기에서 대뇌피질로 전달하며, 운

동신호와 감각신호를 대뇌피질에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파

킨슨병 환자의 말음성 문제는 이러한 시상에서의 기능장애로 인해 

운동신호와 감각신호를 통합하는데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PD 환자군의 청성중기반

응이 PD 환자의 진단과 감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후속 

연구에서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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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성후기반응의 P1, N1, P2, N2의 잠복기에 

있어 IPD군은 정상대조군보다 조금 더 지연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청성후기반응의 N1-P2의 파간 진

폭에 있어 IPD군이 정상대조군보다 조금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Goodin, Squires와 Starr (1978)의 연구

에서는 IPD군에서 P1과 N1의 잠복기는 지연되었으나, P1과 N1의 

진폭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위에서 언급하였

듯이 연구대상자의 병변의 차이, 손상 부위의 차이, 또는 H&Y 단

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청성후기반응의 근원은 대뇌피질인데 파킨슨병의 유무가 

청성후기반응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참가

자 대부분은 대뇌피질의 문제보다는 대뇌피질하 영역인 시상의 문

제를 가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D 환자의 음성강도와 청성유발반응의 상관 관계

를 조사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청성뇌간반응의 Wave III의 잠복기

에서 음성강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음성강도

가 작을수록 청성뇌간반응의 Wave III의 잠복기가 길게 나타났다. 

청성뇌간반응의 Wave III는 와우핵으로부터 유발되는데 와우핵

은 청신경을 통해 대측 와우에서 핵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첫번째 

정보처리 단계로 뇌의 체지각부분을 나타낸다. 와우핵은 배측과 

등측 와우핵으로 구성되며, 배측 와우핵은 청신경 섬유의 자극시

간과 활동의 패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등측 와우핵은 대뇌피

질로부터 입력된 정보의 비선형적인 주파수 분석을 통해 소리의 위

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Malmierca & Hackett, 

2010; Shore, 2009). 이러한 역할이 음성 정보의 주파수 분석에 중요

한 역할을 하므로 본 연구에 PD 환자들은 이러한 등측 와우핵의 

손상으로 인해 음성 정보에 대한 주파수 처리 능력에도 제한을 받

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운율장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PD 환자의 작은 음성강도는 정상적

인 청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뇌간에서 비정상적인 청각 처리로 

기인함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중추감각처리장애가 PD 환

자의 작은 음성강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본 연구에 참

가한 PD 환자군은 말초신경의 손상에 의한 청력손실은 없지만 청

각중추신경계에서 와우핵(cochlear nucleus)에 의한 손상은 있을 

수 있으며 더불어 청성중기반응의 결과를 고려할 때 대뇌피질이 아

닌 중뇌와 시상 부위의 손상에 의해 청각처리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음성강도와 전기생리학적 검사의 측정치를 비

교함으로써 PD 환자의 말음성 문제가 운동장애뿐 아니라 중추감

각처리과정의 기능이상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

구의 제한점으로는 파킨슨병이 청성유발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으나, 적은 수의 PD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수의 PD 환자를 대상으로 본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파킨슨병의 유무

에 따라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으로 분류하였으나 파킨슨병의 중증

도, 즉 H&Y 단계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분류하며 추가 모집한다면 

파킨슨병의 단계에 따른 청성유발반응을 살펴보기에 유용할 것이

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진행된다면, PD 환자의 

청각처리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PD 환자들의 말음성 문제 중 음성강도 만을 

측정하여 전기생리학적 검사 측정치와 비교하였으나, 추후의 연구

에서는 음성강도 외에 음도나 음도 및 강도변이(운율)과 같은 다른 

말음성 특성과 청성유발반응 측정치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청성유발반응을 통해 음성치료 전

후 음성강도의 변화로 인한 신경가소성의 변화를 조사한다면, PD 

환자들의 음성치료 효과와 소리 크기에 대한 내적 단서나 모니터링

에 대한 중추감각처리과정의 변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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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파킨슨병 환자의 음성강도 및 청성유발반응 특성

최철희1,2·박채림3,4·최성희1,2

1대구가톨릭대학교 바이오메디대학 언어청각치료학과, 2생체모방감각제어연구소 및 가톨릭 청각음성언어센터, 3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청각치료학과, 
4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

배경 및 목적: 파킨슨병은 감각과 운동의 통합능력 저하로 야기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자신의 음성강도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감각장애이다. 본 연구는 파킨슨병이 청각의 말초와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및 음성강도와 청성유발반응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한다. 방법: 총 24명(파킨슨병 환자군 12명과 정상대조군 12명)을 대상으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유발반응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소

음계를 사용하여 모음 /ㅏ/ 연장 발성과 표준 문단 ‘가을’ 문장 읽기 시 음성강도를 측정하였다.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기를 사용하여 

250에서 8,000 Hz의 주파수영역에서 청력역치를 측정하였으며, 청성유발반응은 청성뇌간반응, 청성중기반응 및 청성후기반응을 측정

하였다. 결과: 순음청력결과, 파킨슨병 환자군의 청력역치는 정상대조군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성강도는 파킨슨병 환

자군의 평균 음성강도가 정상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p< .05). 한편, 파킨슨병 환자군의 청성중기반응의 Na, Pa, Nb의 잠복

기는 정상군보다 유의미하게 지연되었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군의 Na-Pa의 파간 진폭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청성후기반응은 파킨슨병 

환자군과 정상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파킨슨병 환자의 음성강도는 청성뇌간반응 Wave III의 잠복기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파킨슨병의 환자의 음성 강도가 작을수록 Wave III의 잠복기도 지연되었다. 논의 및 결론: 전기생리학적 검사는 파킨슨병 

환자의 감각기능이상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 파킨슨병 환자군의 낮은 음성강도는 말초청각기능의 문제 

이상이 아닌 중추청각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감각조절의 기능 문제로 발생함을 시사한다. 

핵심어: 파킨슨병, 청력역치, 청성유발반응, 청성중기반응, 음성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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