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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classified voice disorders into hyper-functional (Hyper) and hypo-
functional voice disorder (Hypo) by glottal closure pattern and compared acoustic and au-
ditory-perceptual evaluation in sustained vowel and connected speech. Methods: The par-
ticipants consisted of 46 patients in the Hyper group and 46 patients in the Hypo group.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ustained vowel /a/ and connected speech (reading the “Au-
tumn” paragraph) and were analyzed with cepstral analysis (CPP, mean CPP F0, and L/H ra-
tio) for acoustic evaluation, and GRBAS scales for auditory-perceptual evaluation. Results: 
In the acoustic evaluation, CPP was higher in the sustained vowel than in connected speech, 
however the mean CPP F0 was the opposite. CPP was higher in the Hyper group than the 
Hypo group and the mean CPP F0 was higher in the Hypo group. In the auditory-percep-
tual evaluation, the two groups were distinguishable on the B and A scale, but were not 
different on the R and S scale. In addition, in both groups, the GRBAS scale was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ed with CPP and L/H ratio in both sustained vowel and connected speech.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it was possible to identify voice disorders through 
acoustic and auditory-perceptual evaluation using a combination of sustained vowel and 
connected speech. These evaluation methods are helpful to discriminate compensatory 
strategies for glottal incompetency in hypofunctional voice disorder.
 
Keywords: Voice disorder, Glottal closure pattern, Sustained vowel, Connected speech, 
Cepstral analysis, Auditory-perceptual voice evaluation

음성장애란 모든 형태의 음성적인 일탈을 일컫는 용어로서, 전

통적으로 음성장애를 발생학적 원인에 따라 기능적, 기질적, 그리

고 신경학적 음성장애로 분류한다. 그러나 성대결절이나 성대폴립 

등과 같이 음성남용이나 음성오용 등의 기능적 원인이 기질적 성대

병변을 초래하기도 하고, 신경학적 원인으로 기인된 성대마비의 경

우 성대의 불완전 접촉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기능적 음성장애가 

동반되기도 한다. 이에 임상에서의 음성치료는 병인론적 구분에 의

한 질환명에 따라 다른 치료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발성 시 성대의 

접촉양상이나 긴장성에 따라 차별화된 치료방법을 사용한다. 성대

를 과도하게 접촉하고 후두의 긴장이 높음으로 인해 음성장애가 

초래된 경우에는 후두를 이완하여 발성하는 음성치료를 적용하는 

반면, 성대가 불완전하게 접촉하고 후두의 긴장도가 감소함으로써 

음질의 이상이 초래된 경우에는 성대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음성치

료를 실시한다(Boone, McFarlane, Von Berg, & Zraick, 2014; Car-

ole, 2014). 그러므로 임상적 적용의 큰 틀에서는 병인론에 기인한 

음성장애 분류보다는 성대접촉 양상과 후두의 긴장성 여부에 따

라 분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음성치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선행연구에서도 후두의 기질적 병변이 없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기능적 발성장애(functional dysphonia)라고 하던 

정의에서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하여 후두의 기질적 또는 신경학적 

이상 유무에 상관없이 성대접촉 양상과 후두 긴장성에 따라 과다

기능적(hyperfunctional) 또는 과소기능적(hypofunctional)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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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라고 분류하기도 하였다(Szkiełkowska, Krasnodębska, 

Miaśkiewicz, & Skarżyński, 2018; Watts & Awan, 2011). 

음성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청지각적 평가, 음향학적 평가, 

공기역학적 평가, 내시경을 이용한 시각적인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

이 있다. 이 중에서도 청지각적 평가의 하나인 GRBAS 척도는 평가

항목의 구조가 단조롭고 쉬워 빠른 검사가 가능하여 임상현장에

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음도, 억양, 음성 떨림, 음성 크기 변

동, 공명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

에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Lee & Shin, 2010; Sohn, 

2008),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평가방법들을 혼

용할 필요가 있다. 음향학적 평가로는 크게 스펙트럼 분석과 캡스

트럼 분석이 있는데, 스펙트럼 분석(spectral analysis)이 일반적으

로 많이 사용된다(Shim, Kim, Kim, & Shin, 2014; Yoo, Jung, Jang, 

& Ko, 2003). 그러나 스펙트럼 분석은 시간을 기반으로 한 분석

(time-domain based analysis)이기 때문에 음성파형의 주기성이 특

정되는 경우에만 분석이 가능하고, 성대가 불완전하게 접촉하거나 

불규칙하게 진동할 경우에는 주기성 측정이 어려워 분석이 힘들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기본주파수 추출 기반이 아닌 큐프렌시 기반 

분석(Quefrency-domain based analysis)으로 소음 성분이 많은 음

성 신호도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캡스트럼 분석(cepstral 

analysis)에 대한 관심이 높다(Carding et al., 2004; Choi & Choi, 

2014; Hillenbrand & Houde. 1996). 캡스트럼 분석은 전체 신호음 

중 조화음(harmonics)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음질문제가 심각하

여 음성신호의 주기성이 떨어질 경우 스펙트럼 분석에 비해 민감도

와 특이도가 높다(Lowell, Kelley, Awan, Colton, & Chan, 2012; 

Watt & Awan, 2011). 캡스트럼 분석의 측정변수로는 캡스트럼 최

고 정점(cepstral peak prominence, CPP), CPP 평균 주파수(mean 

CPP F0), 저주파수 대 고주파수 스펙트럼 에너지 비율(ratio of low 

to high-frequency spectral energies, L/H ratio) 등이 있다(Lee, Lee, 

& Choi, 2018; Seo & Seong, 2013; Watt & Awan, 2011; Yu, Choi, 

Choi, & Choi, 2018). 

CPP는 전체 신호음 중 조화음(배음)의 정도를 하나의 정점

(peak)으로 나타내는 측정치로서 음질을 구별하는 데 매우 중요하

며, 비주기적 신호가 많은 음성일수록 CPP가 낮아진다(Lee, 2019; 

Watt & Awan, 2011). Mean CPP F0는 조화음(harmonics) 중 가장 

큰 에너지를 갖는 CPP의 주파수로, 산출된 음성신호 중 유성음의 

60-300 Hz 범위에 해당하는 CPP의 평균 주파수를 의미한다(Hill-

enbrand, Cleveland, & Erickson, 1994). Mean CPP F0는 성대의 긴

장이 증가할수록 커지고, 쥐어짜는 정도와 관련이 있어 성대가 불

완전 접촉하여 나타나는 기식성(breathy) 음성에서는 그 수치가 낮

고 성대가 과도하게 접촉하는 긴장성(strained) 음성에서는 높게 나

타나 발성유형에 영향을 받는다(Hammarberg, Fritzell, Gauffin, 

Sundberg, & Wedin, 1980; Lowell et al., 2012). L/H ratio는 4 kHz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고주파에너지에 대한 저주파에너지의 비

율을 나타내며, 고주파수 영역에서 소음성 에너지가 높은 기식성

(breathy) 및 거친 음성(rough)과 관련이 높다(Seo & Seon, 2013; 

Watts & Awan,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식도발성 화자는 정상인

에 비해 CPP와 L/H ratio는 낮으나 mean CPP F0는 높으며(Shim et 

al., 2014), 내전형 연축성 발성장애 화자는 중증도가 높을수록 

CPP와 L/H ratio가 감소하였다(Shim et al., 2016). 반면 마비말장애

와 같이 긴장성과 기식성이 섞여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반된 음

질특성으로 인해 변별적 특성이 중화되어 L/H ratio가 정상화자와

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음질평가에 있어서의 L/H ratio의 유용성이 

낮다고 보고되기도 한다(Seo & Seong, 2013).

이렇게 음질 분석과 관련된 측정치들은 발성 시 긴장성이나 기식

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음성장애의 발생학적 원

인과 상관없이 음성산출 시 성대접촉의 기능적 양상과 후두의 긴

장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외 선행연구들에서도 

성대접촉 양상에 따라 음성장애 집단을 구분하여 그 특성을 비교

하거나 각 집단의 음향학적 특성을 연구한 경우들이 있다(Bonil-

ha, White, Kuckhahn, Gerlach, & Deliyski, 2012; Szkiełkowska et 

al., 2019; Watts & Awan, 2011). 그러나, 국내에서는 병인론적 구분

에 따른 음성장애 간의 차이를 비교하거나 과도한 성대접촉에 국

한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Chung et al., 2002; Jin, 2014; Kim & 

Lee, 2017; Kim, Lee, Choi, & Choi, 2017; Lee, Yoo, & Park, 2019; 

Shim et al., 2016). 이에 발성 시 후두를 긴장하여 성대가 과도하게 

접촉하는 경우와 성대가 불완전하게 접촉하거나 이완된 경우와 같

이 발성 시 후두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음성장애를 평가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음성평가에 사용되는 발화과제 유형 중 모음연장발성은 개인의 

발화 특성이나 문맥, 강세와 같은 음질 요인들의 변동이 적어 연속

발화에 비해 통제된 상황의 음성을 평가할 수 있고(Parsa & Jamie-

son, 2001), 연속발화는 발성의 시작과 끝, 음성일탈, 주파수와 진폭

의 변동 등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적이고 일반화된 음성평가

를 실시할 수 있다(Parsa & Jamieson, 2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음

성장애 증상은 연속발화 상에서 잘 나타나며(Roy, Gouse, Mauszycki, 

Merrill, & Smith, 2005; Yui, Worrall, Lonland, & Mitchell, 2000), 발화

과제 유형에 따라 청지각적 음성평가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Roy et 

al., 2005; Shin, Hong, & Sim, 2011). 이처럼 발화과제 유형에 따라 청지

각적 또는 음향학적 음성평가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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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특성에 따른 적절한 발화과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능적 음성장애의 전통적 분류인 과다기능적

(hyperfunctional) 및 과소기능적(Hypofunctional) 음성장애의 의

미를 좀 더 확장하여 음성장애를 발화 시 후두 긴장과 함께 과도한 

성대접촉을 보이는 과다기능성 집단(Hyper)과 후두 긴장의 약화

나 불완전 성대접촉을 보이는 과소기능성 집단(Hypo)으로 분류하

고, 이들 간에 발화과제 유형(모음연장발성 vs. 연속발화)에 따른 

청지각적 및 음향학적 음성평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한, 각 집단 내에서 청지각적 평가와 음향학적 음성평가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두경부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음성장애로 진단받은 208명의 대상자 중에서 후두

스트로보스코피상에서 성대의 과도한 접촉과 후두의 과도한 긴장

으로 성대점막의 파동과 성대진동의 진폭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

는 경우를 Hyper 집단으로 분류하고, 현저한 성대의 불완전 접촉

으로 성대가 열린 기간(open phase)이 길거나 후두근의 긴장이 감

소하여 성대진동의 진폭이 증가한 경우를 Hypo 집단으로 분류하

였다(Szkiełkowska et al., 2019). 두 집단의 양상이 함께 나타나 집

단 분류가 모호한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음성장애 집단

의 분류는 경력 10년 이상의 박사급 음성언어재활사 1명과 언어치

료학과 교수 1명이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두 집단 간에 음성장애의 

중증도 차이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해 G척도별로 두 집단의 대

상자 수를 비교한 후, 대상자 수가 큰 집단에서 대상자 수가 적은 집

단의 수만큼 무작위로 추출하여 두 집단의 대상자 수를 동일하게 

하였고,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대상자는 Hyper 집단 46명

과 Hypo 집단 46명으로 총 92명이었다. 연령 분포는 Hyper 집단이 

만 16-83 (평균 45.96)세였고, Hypo 집단이 만 12-82 (평균 51.28)세

로 두 집단 간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정보는 Table 1과 같으며, 일차적 병인에 따른 음성장애 진

단명을 함께 제시하였다.

자료수집

모든 음성자료는 서울소재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음성클리닉에 

방문한 대상자들에게 음성평가 실시를 통해 녹음되었다. 녹음은 

소음이 통제된 방에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는 마이크와 10 cm 간

격을 두고 앉은 후 평상시에 사용하는 편안한 음도와 강도로 음성

을 산출하였다. 대상자는 발화과제 유형(과제)에 따라 모음연장발

성 자료는 모음 /ㅏ/를 3초간 발성한 후 분석을 위해 처음과 마지막

을 제외한 가운데의 안정적인 1초를 편집하였고, 연속발화 자료는 

“가을(Kim, 2005)” 문단을 1회 읽은 후, 첫 번째 문장인 “우리나라

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에 해당하는 구간을 편집하였다.

자료분석

음향학적 분석

편집한 음성 자료는 KayPENTAX사의 ADSVTM (Analysis of 

Dysphonia in Speech and Voice)를 사용하여 캡스트럼 분석을 실

시하였다. 캡스트럼 분석 시(Apply Automatic Data Selection) 기능

을 활용하여 분석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하는 구간을 분석하

였다. 표본추출률은 22,050 Hz, 양자화는 16 bit로 설정하였다. 캡

스트럼 분석을 통해 분석한 음향학적 변수는 CPP, L/H ratio, mean 

CPP F0이다. 

청지각적 분석

경력 10년 이상의 음성언어재활사 1명, 음성장애 전공 언어치료

학과 교수 1명 및 본 논문의 제1저자가 모음연장발성과 연속발화에

서 GRBAS 척도를 사용하여 5개의 항목(G, R, B, A, S)을 개별적으

Table 1. Subjects information (N= 92)

Group Grade Diagnosis (N)
Number of samples

N Total (M/F)

Hyper G1 Contact granuloma (2), laryngitis (2), vocal nodule (3), vocal polyp (2), ADSD (1), vocal fatigue (1) 11 46 (14/32)
G2 Contact granuloma (2), laryngitis (1), vocal nodule (4), vocal polyp(4), Reinke’s edema (1), ADSD (5) 17
G3 Laryngitis (2), vocal nodule (1), vocal polyp (4), ADSD (8), Reinke’s edema (3) 18

Hypo G1 PD (1), presbylaryngis (1), sulcus vocalis (2), vocal atrophy (1), vocal bowing (1), VCP (4), thyroid cartilage Fx. (1) 11 46 (25/21)
G2 VCP (10), vocal atrophy (1), presbylaryngis (1), sulcus vocalis (4), vocal scarring (1) 17
G3 VCP (13), sulcus vocalis (5) 18

Hyper=hyperfunctional voice disorders; Hypo=hypofunctional voice disorders; M=male; F=female; G=overall grade in GRBAS scale; N=number of subjects; ADSD=adductor 
spasmodic dysphonia; VCP= vocal fold paralysis; PD= Parkinson’s disease; Fx.= fracture.



https://doi.org/10.12963/csd.20710 https://www.e-csd.org    741

성대접촉 양상에 따른 모음연장발성과 연속발화의 음성평가  •  이은정 외

로 평가하였다. 평가 시 두 점수 사이에서 판단이 모호할 경우 평가

치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0.5점을 부과하여 7점 척도로 평가하

였다. 세 명의 평가자 간 평가결과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재평가 후 

합의된 평가결과를 사용하였다. 단, 집단 내에서 중증도를 분류하

기 위해서는 G척도에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0점(정상)에서 

3점(심함)까지 4점 척도로 분류하였다. 

통계처리

음성장애 분류에 따른 집단(Hyper vs. Hypo)과 발화과제 유형

(모음연장발성 vs. 연속발화)에 따른 음향학적(캡스트럼 분석) 및 

청지각적(GRBAS 척도) 음성평가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집단 간 변수는 집단으로 하고, 집단 내 변수는 발화과제 유형으

로 하며, 두 집단 간의 성별 분포가 동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성

별을 공변량으로 하는 이요인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

sures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 내 GRBAS 척도와 

캡스트럼 변수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

(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20.0TM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연구결과

집단 간 발화과제 유형에 따른 음향학적 음성평가 차이

집단 간 발화과제 유형에 따른 음향학적 음성평가의 차이를 살

펴보면(Table 2), 집단과 발화과제 유형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

타난 음향학적 변수는 CPP (F=7.233, p= .009)와 mean CPP F0 

(F=11.510, p= .001)였다. 집단에 따른 차이는 mean CPP F0에서 유

의하게 나타났고(F=12.063, p= .001), 발화과제 유형에 따라서는 

CPP (F=37.084, p< .001)와 mean CPP F0 (F=36.199, p< .001)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L/H ratio는 집단이나 발화과제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과 Figure 1에 따르면, CPP는 모음연장발성에서 Hyper 집

단이 Hypo 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높았으나 연속발화에서는 두 집

단 간의 평균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mean CPP F0는 모음연

장발성과 연속발화 모두에서 Hyper 집단이 Hypo 집단에 비해 평

균값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CPP는 모음연장발성이 연속발화

에 비해 높았으나 mean CPP F0는 연속발화가 모음연장발성에 비

Table 2. Comparisons of cepstral analysis by group and task

Source F p

CPP
Task 37.084 < .001
Group 3.119 .081
Task× Group 7.233 .009

Mean CPP F0

Task 36.199 < .001
Group 12.063 .001
Task× Group 11.51 .001

L/H ratio
Task 0.011 .918
Group 1.114 .294
Task× Group 2.72 .103

CPP = cepstral peak prominence; F0 = fundamental frequency; L/H ratio = ratio of 
low to high-frequency spectral energies; Task = sustained vowel and connected 
speech; Group = hyper- and hypo-functional voice disorders.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cepstral analysis by group and task

Parameter Group Sustained vowel Connected speech

CPP Hyper 10.01 (3.52) 5.51 (1.95)
Hypo 8.37 (3.88) 5.10 (2.39)

Mean CPP F0 Hyper 150.61 (38.69) 179.98 (30.45)
Hypo 177.36 (56.63) 191.37 (40.68)

L/H ratio Hyper 28.30 (5.29) 28.21 (4.52)
Hypo 30.21 (6.78) 28.79 (5.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CPP = cepstral peak prominence; F0 = fundamental frequency; L/H ratio = ratio of 
low to high-frequency spectral energies; Hyper= hyperfunctional voice disorders; 
Hypo= hypofunctional voice disorders;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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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epstral analysis by task within each group. CPP= cepstral peak prominence; F0 = fundamental frequency; L/H ratio= ratio of low to high-frequency spec-
tral energies; Hyper= hyperfunctional voice disorders; Hypo= hypofunctional voice disorders; I= sustained vowel; I= connected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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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의하게 높았다.

집단 간 발화과제 유형에 따른 청지각적 음성평가 차이

집단 간 발화과제 유형에 따른 청지각적 음성평가의 차이를 살펴

보면(Table 4), 모든 청지각적 척도에서 집단과 발화과제 유형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에 따른 차이는 B척도

(F =12.323, p= .001)와 A척도(F =13.159, p<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발화과제 유형에 따라서는 G척도(F=11.019, p= .001), R

척도(F =8.239, p = .005), B척도(F =4.688, p = .033), A척도(F =  

10.878, p= .001), S척도(F=5.455, p= .022)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Table 5와 Figure 2를 보면, G척도, R척도, S척도의 평균값은 Hy-

per 집단이 Hypo 집단에 비해 높은 반면, B척도와 A척도의 평균값

은 Hyper 집단이 Hypo 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모든 

청지각적 척도에서 연속발화가 모음연장발성에 비해 평균값이 높

았다.Table 4. Comparisons of GRBAS scale by group and task

Parameter Source F p

G Task 11.019 .001
Group 0.112 .739

Task× Group 0.678 .412
R Task 8.239 .005

Group 0.919 .340
Task× Group 0.079 .779

B Task 4.688 .033
Group 12.323 .001

Task× Group 1.419 .237
A Task 10.878 .001

Group 13.159 < .001
Task× Group 0.032 .859

S Task 5.455 .022
Group 3.104 .082

Task× Group 2.739 .101

R= rough; B= breathy; A= asthenic; S= strained; Task= sustained vowel and con-
nected speech; Group = hyper- and hypo-functional voice disorders.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GRBAS scale by group and task

Parameter Group Sustained vowel Connected speech

G Hyper 1.92 (.70) 2.01 (.73)
Hypo 1.91 (.76) 1.99 (.84)

R Hyper 1.82 (.74) 1.91 (.76)
Hypo 1.66 (.76) 1.85 (.79)

B Hyper 1.08 (.66) 1.16 (.71)
Hypo 1.70 (.73) 1.71 (.92)

A Hyper .21 (.40) .25 (.50)
Hypo .55 (.66) .68 (.72)

S Hyper 1.60 (.79) 1.65 (.84)
Hypo 1.24 (.71) 1.51 (.8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G = overall grade; R = rough; B = breathy; A = asthenic; S = strained; Hyper =  
hyperfunctional voice disorders; Hypo = hypofunctional voice disorders; SD =  
standard deviation.

2.0

1.8

1.6

1.4

1.2

1.0

Hyper

1.60 1.65

1.24

1.51

Hypo

S

1.0

0.8

0.6

0.4

0.2

0
Hyper

0.21 0.25

0.55

0.68

Hypo

A

2.2

2.0

1.8

1.6

Hyper Hypo

1.92

2.01

1.91

1.99

G

2.0

1.8

1.6

1.4

1.2

1.0

0.8

Hyper

1.08 1.16

1.70 1.71

Hypo

B

2.2

2.0

1.8

1.6

1.4
Hyper

1.82
1.91

1.85

1.66

Hypo

R

Figure 2. GRBAS scale by task within each group. G= overall grade; R= rough; B= breathy; A= asthenic; S= strained; Hyper= hyper-functional voice disorders; 
Hypo= hypofunctional voice disorders; I= sustained vowel; I= connected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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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내 음향학적 및 청지각적 변수 간의 상관관계

Hyper 집단의 음향학적 및 청지각적 변수 간 상관관계

Hyper 집단에서 발화과제 유형별 음향학적 및 청지각적 변수 간

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Table 6), 두 발화과제 유형 모두에서 A척

도를 제외한 GRBS 척도와 CPP 및 L/H ratio 간에 유의한 중간 이

상의 부적 상관관계(r= -.38~-.85)를 보였다. A척도의 경우 모음연

장발성의 CPP와 연속발화의 A척도 간에만 유의하게 낮은 부적 상

관관계(r= -.32)를 보였고, 두 발화과제 유형의 다른 모든 캡스트럼 

분석 결과와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또한 두 발화과제 유형 모

두 GRBAS 척도와 mean CPP F0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Hypo 집단의 음향학적 및 청지각적 변수 간 상관관계

Hypo 집단에서 발화과제 유형별 음향학적 및 청지각적 변수 간

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Table 7), GRBAS 척도는 두 발화과제 유

형 모두의 CPP와 중간 이상의 유의하게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

였고(r= -.42~-.82), GRBAS 척도와 L/H ratio 간에는 두 발화과제 

유형의 A척도를 제외하고 모두 중간 정도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r= -.40~-.69). GRBAS 척도와 mean CPP F0 간의 상관성

은 모음연장발성의 mean CPP F0가 모음연장발성의 B척도(r= .33)

와 A척도(r = .38), 연속발화의 R척도를 제외한 G, B, A, S 척도

(r= .33-.40)와 중간 정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연속발

화의 mean CPP F0는 모음연장발성의 R척도와 S척도를 제외한 G, 

B, A척도와 연속발화의 모든 GRBAS 척도 간에 중간 정도의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31-.50).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후두의 기질적 또는 신경학적 이상 유무에 상관없이 

음성장애를 발성 시의 성대접촉 양상과 후두긴장 여부에 따라 Hy-

per 집단과 Hypo 집단으로 분류한 후, 두 집단 간 모음연장발성과 

Table 6. Correlation among GRBAS scale and cepstral analysis in excessive vocal fold closure

Parameter
Sustained vowel Connected speech

G R B A S G R B A S

Sustained vowel
CPP -.71** -.63** -.55** -0.18 -.60** -.51** -.45** -.45** -.32* -.59**
L/H ratio -.55** -.54** -.46** -0.14 -.58** -.43** -.39** -.38** -0.22 -.50**
Mean CPP F0 0.24 0.19 0.21 0.12 0.18 0.02 -0.07 0.03 -0.04 0.11

Connected speech
CPP -75** -.70** -.44** 0.03 -.79** -.81** -.77** -.59** -0.18 -.85**
L/H ratio -58** -.55** -.42** -0.03 -.69** -.57** -.52** -.41** -0.15 -.66**
Mean CPP F0 0.22 0.15 0.24 0.16 0.24 0.18 0.09 0.17 -0.05 0.26

G= overall grade; R= rough; B= breathy; A= asthenic; S= strained; CPP= cepstral peak prominence; F0 = fundamental frequency; L/H ratio= ratio of low to high-frequency 
spectral energies.
*p < .05, **p < .01.

Table 7.  Correlation among GRBAS scale and cepstral analysis in insufficient vocal fold closure

Parameter
Sustained vowel Connected speech

G R B A S G R B A S

Sustained vowel
CPP -.78** -.60** -.80** -.46** -.63** -.67** -.62** -.76** -.59** -.66**
L/H ratio -.54** -.45** -.61** -0.26 -.55** -.45** -.44** -.58** -.42** -.48**
Mean CPP F0 0.22 0.06 .33* .38** 0.15 .33* 0.29 .40** .40** .36*

Connected speech
CPP -.77** -.61** -.75** -.42** -.56** -.82** -.75** -.79** -.59** -.80**
L/H ratio -.58** -.40** -.65** -0.26 -.44** -.60** -.56** -.69** -.47** -.59**
Mean CPP F0 .36* 0.17 .42** .39** 0.2 .37* .31* .44** .50** .38**

G= overall grade; R= rough; B= breathy; A= asthenic; S= strained; CPP= cepstral peak prominence; F0 = fundamental frequency; L/H ratio= ratio of low to high-frequency 
spectral energies.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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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발화 시의 음향학적 및 청지각적 평가의 차이를 살펴보고, 각 

집단 내에서의 음향학적 및 청지각적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성대접촉 양상에 따른 음향학적 및 청지

각적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임상에서 음성평가 

시 주로 사용되는 모음연장발성 과제와 연속발화 과제에 따라서 

음향학적 및 청지각적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음성장애를 일반적으로 병인적 원인에 따라 

분류하여 기능적, 기질적, 신경학적 음성장애로 구분하는 것 외에 

음성치료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발성 시의 성대접촉 양상에 

따른 특성으로 음성장애를 분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음성평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우선 두 집단 간 발화과제 유형에 따른 음향학적 평가의 차이를 

살펴보면, 조화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CPP는 두 집단 모두 모음연

장발성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

이 모음연장발성이 유성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조화음 정도가 높

고, 연속발화는 다양한 무성음과 유성음이 혼재되어 있어 주기성

에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주파수나 진폭의 변동, 음성일탈과 같은 

특성을 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Heman-Ackah, Michael, & 

Goding, 2002; Shim et al., 2016). 이에 CPP를 통한 음질 평가 시 모

음연장발성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실제보다 좋은 음질로 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두 집단 간 CPP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지만 Hyper 집단이 Hypo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발

성 시 후두의 긴장성을 증가시켜 성대를 과다하게 접촉한 경우보다 

성대가 불완전하게 접촉하는 기식성이 특징인 경우에서 음질이 더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Mean CPP F0는 두 집단 모두 모음연장발성 보다 연속발화에서, 

그리고 두 발화과제 유형 모두 Hyper 집단에 비해 Hypo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Mean CPP F0는 음성신호에서 가장 강한 조화음 

에너지를 갖는 주파수로 기본주파수와 관련이 높으며 후두의 긴장

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기식성이 높아지면 낮아지는 경향이 있

다(Hammarberg et al., 1980; Hillenbrand et al., 1994; Lowell et al., 

2012; Lowell, Colton, Kelley, & Mizia, 2013; Seo & Seong, 2013; 

Shim et al., 2016). 연속발화에 비해 모음연장발성은 비교적 후두의 

긴장을 감소한 상태에서 일정하게 산출하는 반면 연속발화는 억양

이나 강세로 인해 후두의 긴장도가 높고 변화가 클 수 있기 때문에 

Mean CPP F0는 연속발화 상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본 연구의 Hyper 집단은 성대의 질량이 증가하여 기본주파수가 

낮아지는 음성장애가 많은 반면, Hypo 집단은 발성 시 불완전 성

대접촉의 보상작용으로 인해 성대의 긴장성이 증가함으로써 기본

주파수가 상승하여 Mean CPP F0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mean CPP F0는 연속발화 상에서 긴장성과 기식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성대접촉 양상으로 구분되는 Hyper 집단과 

Hypo 집단 간의 긴장성과 기식성을 변별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L/H ratio는 스펙트럼 에너지의 저주파수와 고주파수의 에너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음질문제 및 기식성을 변별하는데 사용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식성은 고주파 음역대의 많은 소음으로 인

해 에너지가 낮아 L/H ratio가 높게 나타나고, 긴장성은 고주파 음

역대에서 에너지가 높아 L/H ratio가 낮다(Nordstrom, 2008; Seo 

& Seong, 2013). 본 연구에서는 L/H ratio가 집단 간에도 그리고 발

화과제 유형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다양한 기능적, 기

질적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긴장성이 L/H ratio를 통해서는 정상

화자와의 차이를 변별되지 못하였고(Lowell et al., 2012), 긴장성과 

기식성이 섞여 있는 마비말장애 화자에서도 두 음질 특성이 중화되

어 정상화자의 L/H ratio와 차이가 없었던 결과(Seo & Seong, 

2013)와 마찬가지로 Hyper 집단에서 관찰되는 긴장성과 Hypo 집

단에서 보상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긴장성의 차이는 L/H ratio로 변

별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인 Watts와 

Awan (2011)의 연구에서는 일측성 성대마비, 파킨슨병 및 성대구

증의 성대폐쇄부전을 보이는 Hypo 집단이 정상화자에 비해 L/H 

ratio가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정상화자에 비해 Hypo 집단의 측

정치의 변이가 커서 나타난 차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모음연장발

성에서 Hyper 집단에 비해 Hypo 집단의 L/H ratio 평균값이 다소 

높게 나타나 유성음과 무성음 등의 다양한 음질요인이 포함된 연

속발화에 비해 음질요인의 변동이 적은 모음연장발성에서 Hypo 

집단의 특성인 기식성이 더 잘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성대접촉 양상에 따라 구분된 두 집단 간 모음연장발성과 연속

발화의 음향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Hyper 집단

에서 CPP가 높게 나타난 반면, mean CPP F0는 Hypo 집단에서 높

게 나타났다. 이는 긴장성이 주된 특징인 Hyper 집단에 비해 성대

폐쇄부전으로 기식성이 주로 나타나는 Hypo 집단이 보상전략에 

의한 과다기능적 긴장성이 함께 동반되어 신호의 비주기성을 증가

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발화과제 유형 중 연속발화에서 음성장

애의 음향학적 특성이 더 잘 나타났는데, 이는 연속발화에서 실제

적이고 일반화된 음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Parsa & Jamieson, 2001; Roy et al., 2005; Yui et al., 2000), 

음향학적 음성평가를 실시할 때 모음연장발성 과제와 더불어 연속

발화도 함께 실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집단 간 발화과제 유형에 따른 청지각적 음성평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GRBAS 척도에서 모음연장발성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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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발화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속발화가 주파수 

및 진폭의 변동이나 음성일탈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

인 음성평가에 유용하며(Parsa & Jamieson, 2001), 모음연장발성보

다 연속발화 상에서 음질의 나쁜 정도가 더 잘 드러난다는 선행연

구 결과와도 일치한다(Sapienza, Walton, & Murry, 2000; Shim, 

2016; Yui et al., 2000). 또한 B척도와 A척도가 Hyper 집단에 비해 

Hypo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Hypo 집단에서 기식성과 약

한 음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다(Ramig & Verdolini, 1998; Shin et al., 2011). 한편 R척도와 S척

도는 Hypo 집단에 비해 Hyper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

는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Hyper 음성장애와 같이 

발성 시 성대를 과도하게 접촉하고 후두의 긴장성이 높아진 경우에 

지속적으로 긴장하고 쥐어짜는 듯한 음성이 산출되지만, 성대마비

와 같은 성대 폐쇄부전이 있는 경우 보상적 발성으로 기식성과 더

불어 긴장성 및 거친 음성이 동반될 수 있다(Lowell et al., 2012; Seo 

& Seong, 2013).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 중에서 R척도와 S척도에

서 2점(moderate) 이상인 경우가 Hyper 집단은 R척도 30명, S척도 

22명, Hypo 집단은 R척도 25명, S척도 20명으로 두 집단의 R척도

와 S척도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유사하였다. Hyper 집단의 

특징적 음성인 R척도와 S척도는 Hypo 집단에서도 불완전 성대접

촉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R척도와 S척도로 

Hyper 집단과 Hypo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거친 음성(R)과 긴장성(S)은 성대접촉이 과도하게 

이루어졌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만 성대가 불완전하게 접촉하

였을 때에도 과다기능적 보상전략으로 인해 긴장성이 증가하는 경

우가 많다는 것이다.

두 집단의 모음연장발성과 연속발화에서 청지각적 음성평가를 

비교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식성(B)과 약한 음성(A)은 Hypo 집

단이 Hyper 집단 보다 높은 반면 거친 음성(R)과 긴장성(S)은 두 집

단 간에 차이가 없었고, 두 집단 모두 GRBAS 척도가 모음연장 발

성에 비해 연속발화에서 높게 나타나 발화과제 유형에 따라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집단 내에서 음향학적 및 청지각적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음성장애 집단 및 발화과제 유

형에서 CPP가 높을수록 GRBAS 척도들은 낮아지는 부적 상관관

계가 나타나 음질의 정도가 좋다고 평가되었다. 이는 음질에 심각

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모음연장발성이나 연속발화 상에서의 CPP

가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Kumar, Bhat, 

& Prasad, 2009; Watts & Awan, 2011), CPP와 청지각적 평가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조화음의 정도가 높을수록 

청지각적으로도 좋은 음질로 평가된다. 다만, Hypo 집단에서의 모

음연장발성 CPP와 모음연장발성 A척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A척도의 음성적 특징이 명확한 성질을 가

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Wolfe, Cornell, & Fitch, 1995).  

Mean CPP F0는 Hyper 집단에서는 두 발화과제 유형 모두에서 청

지각적 평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반면, Hypo 집단에서는 

두 발화과제 유형 모두에서 B척도 및 A척도와의 상관관계가 높아 

mean CPP F0가 청지각적으로 평가되는 기식성과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mean CPP F0와 긴장성 및 기식성과의 

상관성에 관한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Seo & Seong, 2013). 

또한 두 집단과 두 발화과제 유형 모두에서 L/H ratio가 높을수록 

GRBAS 척도들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청지각적으로 

음질이 좋게 평가될수록 저주파수 영역대의 에너지가 많고 고주파

수 영역대의 소음성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L/H ratio와 청지각적 평

가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고주파 영역의 소음

성 에너지가 적을수록 청지각적으로 좋은 음질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다만, A척도의 명확하지 않은 음성적 특징으로 인해(Wolfe et 

al., 1995), Hypo 집단에서 모음연장발성의 L/H ratio와 A척도 간에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집단 내에서 두 음성평

가의 측정 변수 간의 상관분석을 종합해 보면, CPP와 L/H ratio가 

높을수록 GRBAS 척도들은 낮아졌고 mean CPP F0는 높아졌다. 

이는 두 집단 모두에서 음향학적 음성평가와 청지각적 음성평가의 

측정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성대접촉 양상과 후두의 긴장성 여부를 파악하

기 위해 음향학적 및 청지각적 음성평가를 실시할 때 모음연장발성

과 연속발화 과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평가

들은 성대폐쇄부전이 있는 Hypo 음성장애의 과다기능적 보상전

략을 감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Hyper와 Hypo 집단 간의 음향학적 및 청

지각적 평가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음

성장애 질환 내에서 과다기능과 과소기능의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

으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특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적

으로 기본주파수는 성인 남성에 비해 성인 여성이 높다. 본 연구에

서는 성별을 공변량으로 하여 성별에 따른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동일한 

성별 내에서 성대접촉 양상과 후두 긴장성에 따른 음성장애 유형 

간에 음향학적 및 청지각적 음성평가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음성장애 분류에 따라 차별화된 음성

치료를 적용하였을 때의 효과성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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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구에서는 성대접촉 양상 및 후두 긴장 상태에 따라 음성장애

를 분류한 후 이에 적합한 음성치료 전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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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음성장애의 성대접촉 양상에 따른 모음연장발성과 연속발화의 음향학적 및 청지각적 평가 비교

이은정1·김재옥2 

1노영수 이비인후과, 2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언어치료교육전공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음성장애를 발성 시 성대접촉 양상과 후두 긴장 여부에 따라 과다기능성 음성장애(Hyper) 집단과 과소기능

성 음성장애(Hypo) 집단으로 분류한 후, 두 집단의 모음연장발성과 연속발화의 음향학적 및 청지각적 평가 차이를 비교하였다. 방법: 

Hyper 집단 46명과 Hypo 집단 46명이 포함되었다. 모음연장발성 /a/와 연속발화(“가을” 문단 읽기)를 통해 음성자료를 수집하였고, 수

집된 자료는 음향학적 평가를 위해 캡스트럼 분석(CPP, mean CPP F0, L/H ratio)과 청지각적 평가를 위해 GRBAS 척도로 분석되었다. 

결과: 음향학적 평가에서는 CPP가 연속발화보다 모음연장발성에서 높았으며, mean CPP F0는 연속발화에서 더 높았다. 또한 Hyper 집

단에서 CPP가 높은 반면, mean CPP F0는 Hypo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청지각적 평가에서 두 집단은 B척도와 A척도로 구분되었으

나, R과 S척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 모두 GRBAS 척도는 모음연장발성과 연속발화에서 CPP와 L/H ratio와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모음연장발성과 연속발화를 함께 적용하여 음향학적 및 청지각적 음성평가를 실시할 때 성

대접촉 양상에 따른 음성장애 유형을 파악하고 성대폐쇄부전의 과다기능적 보상전략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어: 음성장애, 성대접촉 양상, 모음연장발성, 연속발화, 캡스트럼 분석, 청지각적 음성평가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과제번호: 

NRF-2018S1A5A2A03032902), 2018년 한국음성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일부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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