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Article
ISSN 2288-0917 (Online)

Commun Sci Disord 2021;26(4):921-932

https://doi.org/10.12963/csd.21849

Vocal Fold Vibration Characteristics during SOVTE
using a Vibration Simulator and Digital Kymography
Ji Sung Kima, Seong Hee Choib, Kyungjae Leeb, Chul-Hee Choib, Soo-Geun Wangc, Dong-Wook Leed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eongju, Korea
Department of Audiology & Speech-Language Pat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san, Korea
c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School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d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gju, Korea
a

b

Correspondence: Seong Hee Choi, PhD
Department of Audiology and Speech-Language
Pathology, Institute of Biomimetic Sensory Control,
and Catholic Hearing Voice Speech Center, Daegu
Catholic University, 13-13 Hayang-ro, Hayang-eup,
Gyeongsan 38430, Korea
Tel: +82-53-850-2542
Fax: +82-53-359-6780
E-mail: shgrace@cu.ac.kr
Received: September 7, 2021
Revised: November 26, 2021
Accepted: November 26, 2021

The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5A2a0145868).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vocal fold vibration during sustained vowel /a/ phonation and various semi-occluded vocal tract exercise (SOVTEs) using a vibration simulator and digital kymography (DKG). Methods: A total
of 12 normal young speakers (6 males, 6 females) aged 20-30 year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y phonated a sustained /a/ vowel and performed SOVTE. The vocal fold vibration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vibration sources (single vs. double),
and vocal tract occlusion degree using a vibration simulator and DKG. Glottal gap quotient
(GQ, %), speed quotient (SQ, %) and amplitude (pixel) were estimated quantitatively from
the DKG image.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significantly higher GQ (p = .000) and SQ
(p = .000) were observed in the humming and bilabial fricative /β/ compared to open vowels. The amplitud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open vowel /a/ than in humming
(p = .018) and bilabial fricative /β/ (p = .003). Also, when comparing the vocal fold vibration
parameters according to vibration type (single source: straw phonation vs. double source:
straw phonation with water), the double source presented a significantly higher GQ (p = .000)
as well as SQ (p = .008) in comparison with a single source. Conclusion: SOVTE showed a
glottal gap that is different from the opened vowel /a/. It also had a longer opening of the
vocal fold and a smaller amplitude than the vowel. This suggests that SOVTE may be helpful for facilitating vocal fold vibration and good voice quality in clinical practice. The current
study can be meaningful in providing theoretical and clinical evidence for SOVTE.
Keywords: SOVTE, 2D DKG, Vibration simulator, Vocal fold vibration

반폐쇄성도운동(semi-occluded vocal tract exercise, SOVTE)은

SOVTE는 모음 [i], 입술 트릴, 양순 마찰음, 입으로 손 가리기, 반

성도의 앞이나 뒤의 일부를 폐쇄하여 발성하는 것이다(Titze, 2006).

모음 [y], 혀를 내밀고 입술 트릴과 혀 트릴을 동시에 실시하는 라즈

SOVTE는 직업적 음성사용자와 전문 음성사용자의 음성훈련뿐만

베리(raspberries), 컵 발성, 성대기능훈련의 [knoll]이나 공명음성

아니라 과기능적 음성장애와 과소기능적 음성장애, 퇴행성 질환으

치료의 비성자음[m, n], 엑센트 기법의 유성마찰음과 같이 단순히

로 인한 신경학적 음성장애 등과 같은 병리적인 음성장애의 치료에

성도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방법부터 유리나 실리콘 튜브, 플라스틱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Chae, Choi, Choi, & Lee, 2019; Chae,

빨대나 마스크와 같은 도구나 물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매우 다양

Lee, & Choi, 2019; Kim, Choi, Choi, & Lee, 2019; Kim & Lee, 2020;

하다(Titze, 2006). 대표적인 SOVTE의 종류에는 허밍, 입술 또는

Kim, Lee, Choi, & Choi, 2017). 또한, 최근에는 직업적 음성사용자

혀 트릴 발성, 양순 마찰음, 튜브 또는 빨대발성 등이 있으며, 성도에

의 비대면 음성치료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이 보

서 진동하는 진동원의 수에 따라 단일진동원(허밍, 튜브 또는 빨대

고되었다(Kim & Choi, 2021).

발성)과 이중진동원(물에 튜브 또는 빨대 넣어 발성 또는 입술 트릴

Copyright © 2021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https://www.e-csd.org

921

Ji Sung Kim, et al. • Vocal Fold Vibration during SOVTE

또는 혀 트릴 발성)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진동원은 F0 (fundamen-

Castro, Testart, Muñoz, & Gerhard, 2013; Ogawa et al., 2013). 반폐

tal frequency, F0)와 F1 (first formant frequency, F1)의 차이가 크지

쇄 된 조건에서 발성이나 음도변화 시, 측윤상피열근과 윤상갑상근

않아 관성 리액턴스가 증가하여 발성을 쉽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에 비해 갑상피열근의 활동이 증가되어 최소발성역치압력(PTP)이

이중진동원은 F0가 변하고 단일진동원에 비해 F0와 F1의 차이가

낮아져 보다 적은 공기역학적 에너지로 발성을 개시하는 반면, 성대

커 관성 리액턴스가 작아 이로 인해 발성이 쉬워지는 효과는 적지

의 진동이 더 길게 유지된다(Laukkanen, Titze, Hoffman, & Finne-

만, 성문 사이의 압력 변화로 인해 성도와 성대에서의 마사지 효과

gan, 2008). 또한, 역압이 증가할수록 성문하압은 증가하고 성문 사

를 가진다(Andrade et al., 2014).

이 압력은 감소되며 최대유량감소율(maximum-flow declination

SOVTE는 물리법칙인 임피던스(impedance)를 기반으로 설명된

rate)이 증가하여 음성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공기역학적 특징이 나

다. 임피던스는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방해나 저항을 의미하는 것

타난다(Guzman, Higueras et al., 2013). 일반적인 모음 발성과 비교

으로 세부적으로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진동수(frequency)에 의존

했을 때는 SOVTE 시 성문하압과 성문 사이 압력이 더 높게 나타

하는 리액턴스(reactance)와 에너지를 소멸시키고 진동수와 관련

나며, 전기성문파형검사(electroglotography, EGG)에서는 반폐쇄

이 없는 레지턴스(resistance)로 나뉜다. 리액턴스는 다시 자가 진동

시 성문하압의 증가로 인해 성대접촉률(contact quotient)이 증가되

(self-sustained oscillation)을 억제하는 유연성 리액턴스(compli-

는 양상을 보인다(Guzman et al., 2015, 2016; Ogawa et al., 2014). 성

ance reactance)와 자가 진동을 촉진하는 관성 리액턴스(inertive

도의 길이는 성문의 저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서,

reactance)로 구분한다(Choi, Choi, & Lee, 2015). 음향관성(acous-

3.0 mm 보다 좁은 직경의 경우에서 성도의 길이가 연장되면 F1이

tic inertive reactance) 혹은 음향 임피던스(acoustic impedance)라

감소되어 성도를 좁히는 것과 동일하게 관성 리액턴스 효과가 나타

고도 하는 이 관성 리액턴스에 의해 SOVTE는 설명된다. 음성산출

날 수 있다(Mills, Rivedal, DeMorett, Maples, & Jiang, 2018; Titze,

에서 성도의 앞인 입술의 반폐쇄는 흡기와 호기의 순환에 의해 산

2020).

출되어야 할 호기류의 산출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증가된 성문상

성대진동의 직접적 관찰은 음성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정보를 얻

부의 구강 압력은 발성 시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저항 에너지

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비강이나 구강을 통해 성대진동을 살

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가 진동을 촉진하는 관성 리액턴스에

펴보는 후두스트로보스코피와 같은 일반적인 방법은 입술과 연인

의해 저장되어 성대의 효율적인 진동을 촉진한다(Kang et al., 2019).

두밸브가 동시에 폐쇄되는 SOVTE 시 성대진동을 관찰하는데 적

다시 말해, 반폐쇄로 인한 높은 구강 압력은 성도에 저항으로 작용

절하지 못하다(Cordeiro, Montagnoli, Nemr, Menezes, & Tsuji,

하여 성대진동을 방해한다. 하지만, 성대의 진동이 시작되기만 하면

2012; Granqvist et al., 2015; Vlot et al., 2017). 성대의 진동을 측정

관성 리액턴스에 의해 저장된 에너지가 성대진동에 사용되기 때문

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EGG를 적용할 수 있지만, EGG는 실제 성

에 발성을 개시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발성역치(phonation thresh-

문의 개방 정도가 아니라 양측 성대의 접촉률만을 나타낸다. 또한,

old pressure, PTP)를 낮추고 최대유량감소율(maximum flow dec-

성대의 비접촉보다는 접촉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히 제공하며 성대

lination rate)을 증가시켜 음성의 강도가 증가되는 효율적인 발성이

접촉면과 접촉된 길이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

촉진되는 것이다. 또한, SOVTE는 인간의 음성산출을 설명하는 음

점이 있다(Wang, 2013). 반면, 다양한 소재와 모형을 사용하여 성

원-필터이론이 아니라 반폐쇄로 인해 높아진 구강 압력의 공기역학

대의 물리적 생리학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성대 시뮬레이션은

적 에너지가 성대로 되돌아가 음향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어 안면의

후두내시경이나 EGG와 같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SOVTE 시 성대

진동감을 발생시키는 감각 피드백으로서 음성산출에 관여한다는

진동을 살펴보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Barney, 1995; Tao,

비선형적 비선형 음원-필터이론으로 설명된다(Titze, 2001, 2006).

Jiang, & Zhang, 2006).

성도의 반폐쇄는 성대와 성도의 위치(location)와 모양(shape)을

카이모그래피(kymography)는 성대진동의 기능적 측면인 성대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호흡, 발성, 공명의 음성산출 메커니즘 역시

진동 양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영상학적 성대진동 평가방

일반적인 발성과 다르게 나타난다. 성도의 앞인 입술의 반폐쇄로

법이다. 카이모그래피는 고정된 수평선에서 스캔 라인별로 시공간

인해 높아진 구강 압력은 성대 쪽으로 돌아가는 역압(back pres-

적으로 측정하고, 여러 주기에 걸쳐 성대의 진동을 평가할 수 있기

sure)을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서 후두의 수직적 위치는 낮아지고,

때문에 SOVTE 시 좌, 우측 성대의 주기 별 운동의 직접적이고 객

하인두는 확장되며 연구개가 거상된 상태가 된다(Dargin, DeLau-

관적인 정량화가 가능하다(Kendall, Browning, & Skovlund, 2005;

nay, & Searl, 2016; Guzman, Laukkanen et al., 2013; Guzman,

Švec, Šram, & Schutte, 2007). 이에 본 연구는 음성의 음향학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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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를 기반으로 하며, 입력된 음성이 시뮬레이터에 전달되면 인공

연구도구

성대에서 진동이 생성되게 하는 진동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진동시뮬레이터

SOVTE 시 성대진동을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초고속 비디오

SOVTE 시 성대진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Figure 1과 같이 실리콘

후두내시경(High speed video laryngoscope)을 이용하는 라인 스

블록 모델을 이용한 진동시뮬레이터(유메디컬, 부산)를 사용하였

캐닝 디지털 카이모그래피(line scanning digital kymography)를

다. 진동시뮬레이터는 음원이 음원입력기(sound source)인 마이크

사용하여 살펴봄으로써 SOVTE의 이론적,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

(SM48, SHURE, Germany)를 통해 증폭기(amplifier)인 오디오 시

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스템(MQ-L420, Samsung, Korea)에 전달되며 증폭기에서 시뮬레

첫째, 성도의 좁힘(개방모음, 허밍, 유성양순마찰음)에 따른 성대
진동에 차이가 있는가?

이터로 전달되어 진동이 생성된다. 시뮬레이터는 두 개의 우퍼 스
피커가 알루미늄 프레임에 세로로 고정되고 금속막대와 연결된다.

둘째, 단일진동원(빨대발성
)과 이중진동원
물저항빨대발성
의vocal tract
금속막대
중간 부분은 실리콘 인공성대를 고정하기 위한 아크릴
Table 1. Comparison
of vocal(vibration
according)to
occluding
성대진동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Open vowel /a/

Glottal gap quotient

0.00 (.00)

Speed quotient

1.11 (.21)

기판이 설치되어 있다. 진동시뮬레이터의 우퍼 스피커에 연결된 금

Bilabial fricative /β/

Humming

F

p-value

속막대를 통해 아크릴판으로 진동이 전달되면 좌우 인공성대가 각

각 우퍼32.67
스피커로부터
독립적으로
진동을
42.00 (9.75)
(12.38)
86.257
.000*** 전달받는다. 인공성대의
중앙부의 각 모서리는 인공성대의 파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대쪽
***

2.05 (.50)

2.11 (.38)

420.701

.000

모서리보다 가능한 얇게 구성하였으며, 성대의 경도와 최대한 비슷

(6.87)
10.05 (2.48)
11.32 (2.50)
192.093
.000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32Amplitude
세 성인 12명이다16.72
. 남성과
여성 각각
6
한 연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 진동시뮬레이터는
카메라시스템을 통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동의하였다. 본
명으로 평균 연령 22.48
세이며 연구
참여에
± 4.82

해 다시 다기능 후두성능검사 시스템에 연결하였다. 본 연구에 사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1)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최

용된 진동시뮬레이터(Figure 1)는 Bae (2017)와 동일한 것으로 본

근 상기도 감염 및 후두 질환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자, (2) 흡연을

연구의 실험 목적에 맞게 수정되었다. 해당 진동시뮬레이터는 실제

***

p<.001.

하지 않은 자, (3) 성대에
기질적인
병변이
, (4) 발성
시 성문
Table
2. Comparison
of 없는
vocal 자
vibration
according
to SOVTE성대진동과
vibration type동일한 진동주기를 가지며, 음성파형과 전기성문파형
주변 수축과 같은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 자, Straw
(5) 갑상선
질환 또는
과도 동일한 주파수의 파형을F나타내어
그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phonation
Straw phonation with water (dept 4cm)
p-value
폐 질환을 동반하지 않는 자, (6)음성장애 평가 및 치료 경력 5년 이
Glottal gap quotient

37.56 (7.75)

상인 1급 언어재활사 2명에 의해 GRBAS를 이용한 청지각적 평가

53.16 (8.72)

-5.600

다기능 후두성능검사 시스템

.000***

quotient
1.87 (3.3)
에서 G0으로 평가된 자, (7)Speed
VHI-10
에서 12점 미만인
자였다. 12점

**
2.88 (8.7)
-3.241
하이스피드
비디오카메라
영상의 .008
촬영을
위하여 Kang 등(2017)

미만의 기준은 K-VHI-10의 Amplitude
정상 수준 절단점에
관한
연구가 없어
10.48
(2.52)

이10.85
개발한
다기능 후두성능검사
(multifunctional examina(1.12)
-.445 시스템
.665

국외연구의 기준을 적용하였다(Arffa, Krishna, Gartner-Schmidt,

tion system; USC-700MF, U-Medical, Korea)을 이용하였다. 다기

**
***
& Rosen, 2012).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
p<.01,
p<.001.

능 후두성능검사 시스템은 저장된 하이스피드 영상을 이용하여 디

인을 받아 진행하였다(CUIRB-2019-0062).

지털 카이모그래피와 평면 스캔 디지털 카이모그래피 분석이 가능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igure
1. Modified
simulator
Figure 1. Modified Vibration
simulator
usingVibration
silicon block
model.using silicon block model.
B=Amp;DC=Vibration
D=Section
silicon
block;
E=High speed
video laryngoscope;
A= Microphone; B= Amp;A=Microphone;
C = Vibration simulator;
= Section of simulator;
silicon block;
E= Highof
speed
video
laryngoscope;
F = Desktop;
G = Monitor.
F=Desktop; G=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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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디지털 카이모그래피는 실시간으로 멀티라인 평가할 수 있

해 실시한 SOVTE의 종류는 허밍, 유성양순마찰음 /β/, 빨대발성

다. 또한 초고속 후두 비디오내시경 영상을 기반으로 초고속 후두

(빨대 너비 4 mm × 빨대 길이 18 cm), 물저항빨대발성(빨대 너비 4

비디오내시경 영상, 평면 스캔 비디오 카이모그래피, 멀티 라인 디

mm × 빨대 길이 18 cm × 물 깊이 4 cm, 빨대 너비 4 mm × 빨대 길

지털 카이모그래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Figure 2).

이 18 cm × 물 7 cm)이었다. 실험에 앞서 연구자는 SOVTE를 발성
유형별로 모델링하였으며, 대상자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SOVTE를

연구절차

수행하고 과제수행동안 음도의 변화가 ± 20 Hz 범위 내에 유지되

자료수집

도록 각 SOVTE를 10분씩 2회 연습하였다. 과제수행의 순서는 대

연구 대상자는 진동시뮬레이터와 연결된 마이 크 앞에서 마이크

상자마다 무작위순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물저항빨대발성 시 물

와 5 cm의 간격을 두고, 편안한 음도와 강도에서 연구자의 모델링

거품 소리가 진동시뮬레이터에서 인식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에 따라 개모음 /ㅏ/발성과 SOVTE를 10초간 실시하였다. 실험을 위

빨대에 눈금을 그어 물의 깊이를 통제하였다. 대상자의 수행에 따
라 산출된 음성은 증폭기(amplifier)인 오디오 시스템(MQ-L420,
Samsung, Korea)을 거쳐 진동시뮬레이터로 전달된다. 이후 진동시

뮬레이터는 입력된 음향학적 정보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진동
을 생성하는데, 진동시뮬레이터의 진동은 다기능 후두성능검사기
와 연결된 후두내시경(10 mm, 0도, 8701 AG, Storz, Germany)을
통해 하이 스피드 모드로 녹화하였다.
자료분석

SOVTE 시 진동 시물레이터의 진동은 다기능 후두성능검사 시

스템에 의해 하이 스피드 모드로 녹화되며, 240 × 320 픽셀의 해상
도로 1,350 fps (frame per seconds)가 저장된다. 이후 다기능 후두
성능검사 시스템의 라인 스캐닝(Figure 3A, green line)을 통해 라
인 스캔 디지털 카이모그래피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후
처리를 통해 얻은 10 seconds의 디지털 카이모그래피 이미지 중 성
FigureFigure
2. Image2.processing
for quantitative
analysis.
문의 형태가 일정하고 성대의 진동주기가 안정적인 발성 개시 1초
Image processing
for quantitative
analysis.
A = Stable section 150 msec of raw image; B = after smooth process of A;
msec의binary
구간을process
분석 구간으로
A=Stable
section
of150
A; C=after
of B. 선정하였다. 또한, 성대진동
C= after
binary process
of B.150 msec of raw image; B=after smooth process후

Figure 3. Screen of Multi-function laryngeal evaluation system.
A= High speed videoFigure
videoendoscopic
image;
= Two-dimensional digital
kymography;
C= Digital kymography.
4. Screen
ofB Multi-function
laryngeal
evaluation
system.

A=High speed video videoendoscopic image; B=Two-dimensional digital kymography; C=Digital ky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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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량적 측정을 위해 이 중 다시 3개의 안정된 주기를 선정 및 분

SOVTE의 진동시뮬레이터의 라인 스캔 디지털 카이모그래피는 약

석하였으며, 측정치를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예비연구에서 연인두 밸브가 약간 개
방된 불완전한 폐쇄 조건의 허밍 경우, 비강후두내시경의 라인 스

예비연구

캔 디지털 카이모그래피와 진동시뮬레이터의 라인 스캔 디지털 카

본 연구에서 진동시뮬레이터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정상 남성

이모그래피의 성문의 개방과 폐쇄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완

모음 발성 시 성대를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으로 촬영하고 이

전한 연인두 폐쇄가 이루어지는 빨대발성에서는 비강후두내시경

와 동일하게 내시경을 구강에 넣은 상태로 마이크 앞에서 발성 하

과 진동시뮬레이터의 라인 스캔 디지털 카이모그래피는 약간 다르

였다. 이후 촬영된 성대와 시뮬레이터의 영상을 라인 스캔 디지털

게 나타났다. 빨대발성 시 비인두내시경을 통해 관찰한 성대진동에

카이모그래피로 변환하여 비교한 결과 두 방법에서 동일하게 11개

비해 진동시뮬레이터의 라인 스캔 디지털 카이모그래피의 성대진

의 진동주기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중 3개의 주기를 선정하여 성

동 시 성문 상압이 증가하므로 주기의 폐쇄성은 감소하고 주기의

문 개방지수(Open quotient, OQ), 성문 폐쇄지수(Closed quotient,

개방성이 더 증가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성문의 형태에 있어 개방

CQ), 성대접촉속도(Speed quotient, SQ)를 측정한 결과, 모음 발성

모음에서는 대체적으로 마름모의 형태가, 빨대발성에서는 외측 경

과 진동시뮬레이터의 CQ가 54.68%, 54.04%, OQ는 45.32%, 45.96%,

계가 뾰족하지 않고 예리함이 감소한 둥근 형태가 비인두내시경과

SQ는 99.17%, 98.11%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Bae

진동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두 방법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허

(2017)에서 검증된 진동시뮬레이터의 타당성을 재확인하였다. 또

밍의 성문형태도 이와 동일하게 외측 경계의 예리함이 감소한 것을

한, 정상 음성 남성을 대상으로 비강연성후두내시경(3 mm, MA-

관찰할 수 있었으며 성문 안에 구슬이 든 것 같이 성문 내측의 성문

CHIDA ENDOSCOPE, Japan)을 사용하여 개방모음 /아/와 SOVTE

틈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방모음, 허밍, 빨대발성

시 성대진동을 관찰하였으며, 이와 동일하게 마이크 앞에서도 실시

의 라인 스캔 디지털 카이모그래피에서 나타난 성문의 형태는 진

하여 진동시뮬레이터로 시뮬레이팅 하였다. 비강후두내시경은 이

동시뮬레이터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

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해 실시되었다. 비강연성후두내시경 시 성대

해 진동시뮬레이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강

진동영상과 진동시뮬레이터의 인공성대진동 영상을 라인 스캔 디

을 이용하는 연성후두내시경은 작은 카메라 렌즈 사이즈로 인해

지털 카이모그래피로 후처리한 후 비교한 결과, 비강후두내시경을

선명한 성대의 진동 이미지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피험자는 실

통해 관찰한 실제 성대진동과 진동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라인 스캔

험동안 구토반사를 호소할 뿐만 아니라 비강을 통한 성대 촬영 이

디지털 카이모그래피가 시지각적으로 거의 유사한 성대진동을 나

후에도 비도에 불편감이 지속됨을 호소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타내었다(Figure 4).

는 본 실험에 앞서 정상인의 개방모음 발성 및 SOVTE의 발성이 비

SOVTE 수행 시 구강으로 경성후두내시경을 통해 성대의 진동

강연성후두내시경과 진동시뮬레이터의 라인 스캔 디지털 카이모

을 관찰할 수
없기 4.
때문에
비강통로를
이용하여laryngeal
관찰해야evaluation
한다. 비 system.
그래피에서 유사한 성대진동 패턴을 확인함으로써 반폐쇄 시의 성
Figure
Screen
of Multi-function
강후두내시경은
코를speed
통해video
연인두를
지나 성대진동을
관찰하므로
대의 진동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kymography.
진동시뮬레이터의 타당도
A=High
videoendoscopic
image;
B=Two-dimensional
digital
kymography;
C=Digital
비도(nasal airway)가 일부 개방되는 허밍을 제외한 나머지 SOVTE

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

에서는 연인두 밸브의 완전한 폐쇄는 불가능한 조건이 된다. 때문
에 비강후두내시경을 통해 촬영한 SOVTE 시 성대진동과 실제

5.digital
Line kymography
scanning digital
kymography
open vowel and humming.
Figure 4. LineFigure
scanning
during open
vowel andduring
humming.
A = flexible laryngoscopy
image;
B
=
modified
image
of
flexible
laryngoscopy;
C=flexible
vibrationlaryngoscopy;
simulator laryngoscopy
image. simulator
A=flexible laryngoscopy image; B=modified image of
C=vibration
laryngoscop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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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측정

계산하였다. 계산공식은 SQ = Opening phase/Closing phase이다.

성대진동의 정량적 측정

SQ가 1보다 크면 개방기가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모음 /ㅏ/와 SOVTE 시 성대진동의 정량적 측정을 위해 Park
등(2016)의 방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다기능 후두성능

진폭(Amplitude)

검사 시스템의 라인 스캔 디지털 카이모그래피 이미지에서 안정된

SOVTE의 종류에 따른 진폭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Figure 5과

성대진동이 나타나는 3주기를 선정하고, Image J (NIH, Bethesda,

같이 좌우 성대의 가장 외측 경계 지점 사이의 거리(픽셀, pixel)를

MD)의 Smooth와 Binary 프로세스를 통해 이미지를 변환하였다

측정하였다. 측정되는 값이 클수록 성대진동의 진폭이 크다는 것

(Figure 2). 이후, Lohsceller, Eysholdt와 Dollinger (2008), Lohschell-

의 의미한다.

er, Toy, Rosanowski, Eysholdt와 Döllinger (2007), 그리고 Moukalled 등(2009)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문의 꼭지점을 선정하고 Im-

신뢰도 분석

age J의 Measure Tool을 이용하여 성대의 진동을 측정하였다. Im-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정량적 분석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

age J 측정된 값은 숫자로 나타나지만 단위는 제시되지 않는다. 이러

체 샘플 중 2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자 간 분석을 실시하였

한 방법을 통해 Park (2015)의 방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방모음 /

다. 이를 위해 연구자 외에 음성장애 평가 및 치료 경력 5년 이상인

ㅏ/와 SOVTE의 (1) 성문 틈비율(Glottal gap quotient), (2) 성대접

1급 언어재활사 1명이 분석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연구자가 실시한

촉지수(Speed quotient), (3) 진폭(Vocal amplitude)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와 성문틈 비율, 성대접촉속도, 진폭 모두 소수점 이하 제
외 시 100%였고, 소수점 첫 자리까지 계산 시 각각 100%, 97.9%,

성문틈 비율(Glottal gap Quotient, GQ)
SOVTE의 종류에 따른 성문간격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Figure 5

98.75%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신뢰도 검사를 위한 분석 전 측정방

법에 대한 예시와 설명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과 같이 성문 간격의 길이(amplitude)를 측정하여 성문의 틈(glottal gap)을 성대의 진폭주기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계산공식은
Glottal gap Quotient (%) = Glottal gap/Amplitude × 100이다. GQ

결과처리
성도의 좁힘 정도에 따른 성대진동을 비교하기 위해 One-way

가 클수록 성대진동 시 발생되는 성문 틈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Mixed Repeated Measures ANOVA (SPSS version 21.0)로 분석하

성대접촉속도(Speed Quotient, SQ)

였다. 개방모음 /ㅏ/, 유성양순마찰음 /β/, 허밍을 피험자 내 요인

성대접촉속도는 Figure 5과 같이 성대의 한 진동주기 내에서 성

(within-subjects factor)으로 하여 각 집단의 성문틈 비율, 성대접

문 개방기(opening phase)와 폐쇄기(closing phase)의 속도를 나타

촉지수, 진폭을 비교하였다. 반복측정의 통계적 유의성을 위해 구

낸다. 성문이 개방되는 시간을 성문이 폐쇄되는 시간으로 나누어

형성 검정(Mauchly’s sphericity tests)을 실시하였으며, Mauchly의
구형성 검정에 의해 구형성 가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체 내 효
과 검정을 사용하였다. 구형성 가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Greenhouse-Geisser로 수정된 자유도와 F값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또한 개체 내 효과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경우는 대비 검정을 실시하였다. SOVTE의 진동유형에 따른 성
대진동은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
은 .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성도의 좁힘정도(개방모음 /ㅏ/, 유성양순마찰음 /β/, 허밍)에 따
Figure 6. Quantitative measurement of open vowel /a/ and SOVTE.

른 성대진동을 비교하기 위해 성문틈 비율(GQ), 성대접촉지수

Figure 5. Quantitative measurement of open vowel /a/ and SOVTE.
(SQ),
진폭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Table 1). 먼저, 성문틈 비율에
A=Stable
150 msec
of image;
raw image;
B=after
smooth
processofofA;A; C=after
binary
process
of B; VF=vocal
A = Stable
sectionsection
150 msec
of raw
B = after
smooth
process
서 개방 모음은 성문 틈이 없어 0%이었고, 허밍은 32.67%, 유성양
C= after fold.
binary process of B; VF = vocal 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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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vocal vibration according to vocal tract occlusion
Open vowel /a/

Bilabial fricative /β/

Humming

F

p-value

0.00 (.00)
1.11 (.21)
16.72 (6.87)

42.00 (9.75)
2.05 (.50)
10.05 (2.48)

32.67 (12.38)
2.11 (.38)
11.32 (2.50)

86.257
420.701
192.093

.000***
.000***
.000***

t

p-value

Glottal gap quotient
Speed quotient
Amplitud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 < .001.

Table 2. Comparison of vocal fold vibration according to SOVTE vibration type
Straw phonation
Glottal gap quotient
Speed quotient
Amplitude

Straw phonation with water (depth 4cm)

37.56 (7.75)
1.87 (3.3)
10.48 (2.52)

53.16 (8.72)
2.88 (8.7)
10.85 (1.12)

-5.600
-3.241
-.445

.000***
.008**
.66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 < .01, ***p < .001.

순마찰음 /β/ 42%로 통계적으로 세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뮬레이터와 라인 스캔 디지털 카이모그래피를 이용하여 음성 문제

다(F = 86.257, p = .000). 대응별 비교를 실시한 결과, 개방모음은 허

가 없는 20세 이상 정상 성인 12명을 대상으로 성도의 좁힘 정도와

밍, 유성양순마찰음 /β/와 유의한 차이(p = .000)를 보였으며, 유성

SOVTE 진동유형에 따른 성대진동을 비교하였다. 성대진동 변수

양순마찰음 /β/와 허밍(p = .026)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로 성문틈 비율과 성대접촉속도, 진폭을 측정하고 비교한 결과, 성

성대접촉속도에서 개방 모음은 1.11, 유성양순마찰음 /β/는 2.05,

도의 좁힘이 있는 허밍과 유성양순마찰음이 개방 모음보다 성문틈

허밍은 2.1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 420.701,

비율이 크고 성대접촉속도가 더 빨랐으며, 진폭은 더 작았다. 이는

p = .000). 대응별 비교를 실시한 결과, 개방모음은 허밍, 유성양순

좁힘 정도에 따른 성도의 저항의 크기 차이 때문일 것이다. SOVTE

마찰음 /β/와 유의한 차이(p = .000)를 보였으며, 유성양순마찰음

진동유형에 따라서는 이중진동원인 물저항빨대발성이 단일진동

/β/와 허밍(p = .692)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진폭에서 개방 모음

원인 빨대발성에 비해 성문틈 비율이 더 크고 성대접촉속도는 더

의 평균은 16.72, 유성양순마찰음 /β/는 10.05, 허밍은 11.32로 통계

빠르게 나타났다. 이 역시 진동원 수에 의한 차이라기보다는 물로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 192.093, p = .000). 대응별 비

인한 성도저항 증가로 인해 이중진동원인 물저항빨대발성이 더 큰

교를 실시한 결과, 개방모음은 허밍(p = .018, 유성양순마찰음 /β/와

구강 압력과 역압이 생성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성도

유의한 차이(p = .003)를 보였으며, 유성양순마찰음 /β/와 허밍

의 반폐쇄 시 발생되는 성도의 저항에 의한 것으로 SOVTE만의 독

(p = .128)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특한 성대진동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단일진동원인 빨대발성과 이중진동원인 물저항빨대발성의 성대

본 연구에서 나타난 SOVTE 시 발생되는 성문 틈은 SOVTE 시

진동을 비교하기 위해 성문틈 비율(GQ), 성대접촉속도(SQ), 진폭을

성대가 약간 외전되어 진동한다는 외전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측정하고 비교하였다(Table 2). 성문틈 비율에서 빨대발성의 평균은

Titze (2006)는 역압의 발생으로 SOVTE 시 성대가 약간 외전 된 상

37.56%, 물저항빨대발성은 53.1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태에서 진동한다는 성대 외전가설을 제시하였다. SOVTE에 관한

타났다(t = -5.600, p = .000). 성대접촉속도에서는 빨대발성이 1.87, 물

선행연구들 역시 SOVTE 시 성대 외전으로 인해 성대가 과도하게

저항빨대발성은 2.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3.241,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발성 시 성대진동 충격이 적어 발성 시 경제

p = .008). 진폭에서는 빨대발성이 10.48 pixel, 물저항빨대발성 10.85

성과 효율성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Andrade et al., 2016; Dar-

pixel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gin et al., 2016; Guzman, Higueras et al., 2013; Paes, Zambon, Yamasaki, Simberg, & Behlau, 2013; Titze, 2001, 2006, 2018; Titze &

논의 및 결론

Laukkanen, 2007; Titze & Story, 1997).

성대의 접촉속도는 후두 위치에 따른 성대점막의 경도(stiffness)
본 연구는 SOVTE 시 성대진동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동시
https://doi.org/10.12963/csd.21849

에 영향을 받는다. 후두의 위치가 상승하면 성대 점막의 경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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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고 조이는(tight)듯 한 성대 내전이 발생된다(Shipp, 1987; Sun-

증가되어도 높아진 하압이 성대의 접촉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dberg & Nordstrom, 1976). 반대로, 후두의 위치가 낮아지면 성대

때문에 성대가 강하게 접촉하지 못하며, 성대진동에 영향을 미치

의 점막이 느슨하고 부드러워진다(Titze, 1993). 성대점막의 경도는

는 호기류의 힘 역시 작은 상태가 된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성대의

성대접촉속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성대점막의 경도가

진폭이 개방모음에 비해 적게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 SOVTE

증가되었을 때 성대의 개방기가 짧아져 성대접촉속도가 감소된다

시 성대진동의 진폭이 개방모음에 비해 작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Berke & Gerratt, 1993). 반대로 성대점막의 경도가 저하되면 성대

연구에서는 SOVTE가 음성의 강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어왔다.

의 개방기는 길어지고, 성대접촉속도 역시 증가될 것이다. 성대접

이는, SOVTE 시 반폐쇄로 위한 구강의 높은 공기역학적 에너지가

촉속도의 증가는 성대진동 시 성문의 개방기가 폐쇄기에 비해 더

성대로 돌아가 음향학적 에너지로 바뀌고, 발성에 있어 안면의 진

길다는 것으로 성대가 빨리 닫히고 천천히 열림을 의미한다. 성대

동감으로 관여하여 음성산출 시 공명의 증가로 인한 것일 것이다.

접촉속도의 증가는 성문 사이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본 연구에서 나타난 SOVTE 시 성대진동의 특징은 SOVTE가 단

순간적으로 빠르게 끊어줄 수 있어 보다 선명한 성대음(glottal

순히 성도의 앞인 입술을 좁히고 공명을 강화하는 이로운 성대진

sound)을 생성으로 이어진다(Choi, 1998). SOVTE 시 이와 같은 성

동을 촉진한다는 것을 넘어, 근거기반중재(evidence-based prac-

대진동이 나타나는 것은, 성도의 저항으로 인해 F0가 F1보다 낮아

tice)로서 병리적인 음성장애 환자의 음성치료나 전문 음성사용자

져 성문 개방 시의 기류가 성문의 주기에서 폐쇄기를 억제하기 때

의 음성훈련에 대한 SOVTE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

문이며, 이로 인해 모든 배음의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나 성대가 명

를 가진다. 본 연구는 SOVTE 중 허밍, 양순마찰음, 빨대발성, 물저

료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동하며 그 결과 음질이 향상되게 되는

항빨대발성 4종류의 성대진동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하였

것이다(Story, Laukkanen, & Titze, 2000). 이는 SOVTE를 이용한

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SOVTE의 발성을 추가적으로 살펴보

치료가 음질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인 동시에

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동물성대를 이용하거나 기류를 기반으로 하

이에 대한 임상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Kapsner-Smith, Hunt-

는 시뮬레이터를 통해 SOVTE 시 성대의 진동에 대한 연구가 후속

er, Kirkham, Cox, & Titze, 2015, Kim et al., 2017, Meerschman et

될 필요가 있겠다.

al., 2019).
Kendall과 Leonard (2010)에 의하면 성대진동의 진폭(am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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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진동시뮬레이터와 디지털 카이모그래피를 이용한 반폐쇄성도운동 시 성대진동의 특성
김지성1·최성희2·이경재2·최철희2·왕수건3·이동욱4
1

충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음성치료실, 2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3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4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배경 및 목적: 반폐쇄성도운동은 직업적 음성사용자와 전문 음성사용자의 음성훈련뿐만 아니라 병리적인 음성장애의 치료에 효과적
으로 사용되어져 온 방법이다. 본 연구는 진동시뮬레이터와 디지털 카이모그래피(DKG)를 이용하여 SOVTE 시 성대진동의 특징을 살
펴보고 SOVTE의 이론적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방법: 연구 대상자는 20-30세 정상음성 성인 12명(남 6명, 여 6명)이다. 대상
자들은 개방모음 /ㅏ/와 SOVTE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성도의 좁힘 정도(개방모음 /ㅏ/, 허밍, 유성양순마찰음 /β/)와 SOVTE의 진동
원 수(단일진동원: 빨대발성, 이중진동원: 물저항빨대발성)에 따른 성대진동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진동시뮬레이터 및 DKG를 사용하
여 성대의 진동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변수는 성문틈 비율(Glottal Quotient, %), 성대접촉지수(Speed Qoutient) 및 진폭(pixel)이다. 결과: 허밍과 유성양순마찰음은 개방모음보다 GQ (p = .000)와 SQ (p = .000)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 진폭에서는 허밍(p = .018)

및 유성양순마찰음(p = .003)이 개방모음보다 유의하게 작았다. 또한, 진동유형에 따라서는 이중진동원이 단일진동원에 비해 GQ
(p = .000)와 SQ (p = .008)에서만 유의하게 높았다. 논의 및 결론: SOVTE는 개방모음과는 다르게 성문틈을 보이며 약간 외전된 형태의

성대진동을 보였으며, SOVTE 시 성대진동의 개방기가 더 길고 진폭은 더 작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SOVTE를 이용한 음성치료와 음성
훈련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직접적인 이론적, 임상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핵심어: 반폐쇄성도운동, 2D 디지털 카이모그래피, 진동시뮬레이터, 성대진동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4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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