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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성장애(voice disorder)는 평균적으로 일생 동안 50%의 

인구에서 경험할 정도의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으며1) 음성

장애가 만성화 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2) 이러한 음성장애는 만성 후두

염, 성대의 양성질환 및 악성종양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량화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음향 지표들이 사용된다. 

흔히 사용되는 음성 분석법으로는 주파수와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jitter, 진폭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shimmer, 잡음 

대 배음비(noise-to-harmonic ratio) 등과 같은 음향지표가 

사용되며 경한 발성장애인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중등도 이상의 발성장애의 경우 상기 음향지표들로는 기본주

파수(fundamental frequency)를 추적하기 힘들기 때문에 검

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3) 이러한 단점을 보안

하기 위해 최근에 발성장애(dysphonia)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켑스트럼(cepstrum)이 소개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에서 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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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이 증명되었다.3-5) 켑스트럼은 기본주파수의 영향을 많

이 받는 이전 검사들과는 달리 음성신호의 푸리에 변형(Fou-
rier transformation) 과정을 시행하여 얻어진 기저선(baseline)

을 중심으로 값을 측정하기 때문에 중등도 이상의 발성장애

에서도 신뢰할만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6) 켑스트럼을 이

용한 음석 분석에는 Hillenbrand가 개발한 Cepstral Peak 

Prominence(CPP)와 Computerized Speech Laboratory(CSL) 

프로그램에서 분석하는 Ceptral Mean Value(CMV) 방법이 

있지만 CPP를 이용한 음성분석이 보다 신뢰도가 높다.7)

일반적으로 발성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음성샘플 녹음은 /a/ 

모음연장발성 및 문장검사, 문단검사 등으로 평가를 하게 된

다. 임상에서는 모음연장발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개인의 발성습관 및 말의 속도 등에 대해서 비교적 빠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8) 하

지만 /a/ 모음연장발성만을 이용한 평가는 실제 대화할 때의 

동적인 측면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으며 기식화

된 음성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 문장검사보다는 민감도가 떨

어진다는 보고들이 있어왔다.8,9) 반면 문장검사는 일상생활

에서의 목소리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더 현실적이며 음성의 

시작 및 종결, 기본 주파수, 음의 강도 등의 변이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9,10) 

모음연장발성과 문장검사는 음성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각

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 두 검사간의 유용성

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켑스트럼 검사에

서 두 가지 방법에 따른 검사의 효용성은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하여 발

성장애를 보이는 일측 성대마비, 성대결절, 성대 폴립 환자에

서 켑스트럼 분석 시 /a/ 모음연장 발성 및 문장검사가 기식

적 음성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대

해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환자군

2012 년 3월부터 2014 년 12 월까지 강북삼성병원 이비인

후과에서 편측 성대마비, 성대결절, 성대 폴립으로 진단받은 

환자군 각각 24씩 총 72명의 환자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성대마비와 성대결절 및 폴립의 진단은 후두 내시경과 스트

로보스코피 검사를 통하여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진단하였

다. 또한 이전에 현수후두하 미세수술 및 성대 내 주입술 시

행 받은 과거력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평균 연령은 성대마비가 47.9세(16~81세), 성대결

절은 42.1세(17~68세), 성대폴립은 45.6세(23~75세)였으며 평

균적으로 증상을 호소하였던 기간은 성대마비가 8.7개월, 성

대결절이 10.1개월, 성대폴립이 8.8개월이였다. 남녀 비는 성대

마비가 남녀 12명씩, 성대결절과 성대폴립 모두 남자 11명 여자 

13명으로 세 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환자 군의 

주관적인 음성의 질 평가를 위해 VHI(voice handicap index)

를 수술 전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였으며 치료 후 한달 뒤 특

이 합병증 없는 환자에 한해서 VHI 재평가를 실시하여 목소

리 호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강

북삼성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았고 모

든 환자의 동의 하에 진행되었다.

2. 켑스트럼 분석

음향학적인 분석을 시행할 때 음성 샘플의 녹음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약 10 cm의 거리를 둔 마이크로폰을 사

용하였고, 평상시의 편안한 크기와 속도로 /a/모음 연장 발성

을 약 5초, ‘가을’문단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을하늘은 매우 

아름답다’의 문장을 약 4초간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대상자

가 일상 생활에서의 발성과 다르다고 생각할 때는 음성 녹음

을 재시도 하였고, 2회 반복 녹음하여 그 중 평상시 음성에 가

까운 것을 골랐으며 스펙트럼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2초의 연

속된 구간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문장검사를 할 때 환자가 

웃거나 기침을 하는 부분은 모두 제거되었다.

켑스트럼은 Hillenbrand가 개발한 CPP 방법을 이용하였으

며 CPP는 켑스트럼에서 가장 높은 지점으로 정의하였고, 켑

스트럼에서 평균값의 높이로 나타나는 회귀선과 그래프의 가

장 높은 지점을 평가하여 그 차이를 계산하였다. Hillenbrand

방법은 홈페이지(http://homepages.wmich.edu/~hillenbr/) 

접속을 통하여 CPP값을 구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음성평가

를 위해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CSL 중 Multiple Dimensional 

Voice Program(MDVP)를 이용하여 jitter, shimmer, 잡음 대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 data

VC Palsy (24) VC Nodule (24) VC polyp (24)

Sex (M/F) 12/12 11/13 11/13
Age (Mean, year) 47.9 42.1 45.6
Age (Min/Max) 16/81 17/68 23/75
Sx duration (Month) 08.7 10.1 08.8
VC : vocal 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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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음비를 측정하였다.

통계학적 검정은 세 그룹간의 치료 전과 후에 대해서 paired 

samples t-test를 사용하였으며 각 그룹간에는 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sion 18.0 

(IBM Co. New York, NY, USA)를 이용하였다. p-value 값이 

0.05 이하인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치료 전 후에 시행한 VHI(voice handicap index)검사상 환

자 군들은 주관적인 음성 호전을 보였다. 또한 성대마비, 성대

결절, 성대폴립 환자들 각각 24명을 대상으로 켑스트럼을 포

함한 음성분석 실시하였으며 켑스트럼 분석을 통한 CPP 값은 

치료전의 경우 /a/ 모음연장발성에서 일측 성대 마비 군에서 

13.80(±4.69, M=13.04, F=14.80), 성대결절 군에서 16.62(±

3.20, M=17.35, F=16.17), 성대폴립 군에서 14.19(±2.46, M= 

14.48, F=13.86)으로 측정되었으며 치료 후에는 일측 성대마

비 군에서 13.91(±4.41, M=13.99, F=13.81), 성대결절 군에서 

17.99(±3.28, M=20.03, F=16.73), 성대폴립 군에서 18.50(±

2.34, M=19.66, F=17.22)으로 측정되어 성대폴립 군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Table 2).

반면 치료 전의 문장검사에서는 일측 성대 마비 군에서 

11.11(±1.64, M=10.80, F=11.54), 성대결절 군에서 12.11(±

1.50, M=11.39, F=12.55), 성대폴립 군에서 12.63(±1.23, 

M=12.42, F=12.86)으로 측정되었으며 치료 후 일측 성대 마

비 군에서 12.09(±2.27, M=11.95, F=12.26), 성대결절 군에서 

14.09(±2.01, M=14.57, F=13.79), 성대폴립 군에서 14.17(±1.15, 

M=14.31, F=14.01)으로 측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세 군에서 

모두 유의한 치료효과를 보였다(Table 2).

요약하자면 환자 군들은 음성의 주관적인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CPP를 이용한 켑스트럼 검사법에서 /a/ 모음연장발

성은 성대폴립에서만 유의한 호전을 보이는 반면 문장검사

는 세 그룹에서 유의한 호전을 보이고 있어 문장검사가 기식

화된 음성을 더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

로 많이 사용되는 음성분석지표와의 신뢰도를 비교하기 위하

여 치료 전후의 jitter, shimmer, 잡음 대 배음역비(noise to 

hearing ratio) 값도 분석하였으며 성대결절과 성대폴립에서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치료결과를 보였다(Table 3). 

고      찰

기식성 음성을 유발하는 후두질환들의 음성을 보다 정확하

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jitter, shimmer, 잡음 대 배음비(noise-to-harmonic ratio)

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기본주파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성이 매우 기식적이거나(breathy) 기

본주파수를 추적하기 힘든 경우에는 주파수의 작은 변화에

도 변수들의 측정치가 크게 변할 수 있으며3) Carding 등의 보

Table 2. Pre and Post-treatment cepstral analysis with sustained vowel /a/ sample and text-based continuous speech

VC palsy VC nodule VC polyp

Pre
CPP-a 13.80 (4.69)

M : 13.04 (4.79)
16.62 (3.20)

M : 17.35 (2.25)
14.19 (2.46)

M : 14.48 (1.57)

F : 14.80 (4.63) F : 16.17 (3.68) F : 13.86 (3.24)

Post
CPP-a 13.91 (4.41)

M : 13.99 (4.59)
17.99 (3.28)

M : 20.03 (2.15)
18.50 (2.34)*

M : 19.66 (1.98)

F : 13.81 (4.43) F : 16.73 (3.28) F : 17.22 (2.08)

Pre
CPP-s 11.11 (1.64)

M : 10.80 (1.78)
12.11 (1.50)

M : 11.39 (1.29)
12.63 (1.23)

M : 12.42 (0.99)

F : 11.54 (1.44) F : 12.55 (1.50) F : 12.86 (1.48)

Post
CPP-s 12.09 (2.27)*

M : 11.95 (2.45)
14.09 (2.01)*

M : 14.57 (2.06)
14.17 (1.15)*

M : 14.31 (1.13)

F : 12.26 (2.14) F : 13.79 (1.99) F : 14.01 (1.20)

* ： p＜0.05. VC : vocal cord, CPP-a : Cepstral Peak Prominence in /a/ vowel sound, CPP-s : cepstral peak prominence in text-
based speech 

Table 3. Pre and Post treatment voice analysis (sustained vowel /a/ sample)

VC palsy VC nodule* VC polyp*

Jitter
Pre Post Pre Post Pre Post

5.36 (7.00) 4.00 (5.06) 2.57 (1.73) 1.59 (1.31) 2.72 (1.17) 0.96 (0.67)

Shimmer
Pre Post Pre Post Pre Post

9.58 (8.21) 8.04 (8.27) 6.55 (4.49) 3.54 (1.46) 6.03 (1.99) 2.86 (1.35)

NHR
Pre Post Pre Post Pre Post

0.25 (0.30) 0.26 (0.31) 0.15 (0.03) 0.12 (0.02) 0.18 (0.08) 0.12 (0.03)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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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따르면 심한 발성장애 환자에서 20%정도가 상기의 검

사들에 오류가 있었다.11) 그렇기 때문에 기본주파수에 영향 받

지 않는 객관적인 음성검사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켑스트럼은 음성신호의 푸리에 변형 과정을 두 번 시행하

여 얻어지는 검사 값으로 그래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

해 잡음의 기저선(baseline)의 평균값이 측정된다. 켑스트럼은 

이처럼 기저선을 중심으로 값을 구하기 때문에 음파의 기본 

주파수나 진폭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jitter, shimmer와는 측

정 방법이 다르며12) 때문에 심한 발성장애환자에서 켑스트럼 

분석을 통해 배음구조(harmonic structure)의 정도를 보는 

것이 발성평가에 있어 기존의 음성분석법에 비해 객관적인 검

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13) 

켑스트럼을 이용한 음성분석에는 Hillenbrand에 의해 만들

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측정하는 Cepstral peak promi-
nence(CPP)를 이용하는 방법과 CS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epstral mean value(CMV) 값을 계산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임상적으로 켑스트럼 분석을 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CPP값이 CMV값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는 보고가 있다.3) CPP값은 켑스트럼 그래프

에서 얻어진 cepstral peak와 켑스트럼의 소리 평균을 나타

내는 회귀선(regression line)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Fig. 1) 기식성 음성이 심할수록 낮은 값의 CPP가 측정된다.13) 

음향분석을 시행할 때 음성 샘플의 녹음은 일반적으로 /a/

발음과 같은 모음연장발성을 하는 방법과 문장 및 문단을 읽

으면서 녹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음성장애를 평가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8) 

일반적으로 모음연장발성이 검사상의 편의성 때문에 음성검

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음성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음성의 질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Klingholtz 등은 모음연장발성은 일상대화보다는 노래 할 

때의 발성을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14) 또한 쉰 목소리(hoarseness)는 모

음발성시간이 길수록 더 두드러진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a/

모음연장발성 시 심한 발성장애를 가진 환자의 경우 정확한 

진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diagnostic gap).8) 반면 문장검사

는 모음연장발성에 비하여 기본주파수의 변화 및 발성의 시

작과 중지(onset and pause)에 대한 평가에서 이점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9) 

Hillenbrand 등에 따르면 모음연장발성과 문장검사는 ceps-
trum을 이용한 음성분석을 하는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12) Moers 등에 따르면 모음연장발성검사에

서의 p값은 -0.45, 문장검사에서의 p값은 -0.73으로 문장검

사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8) Klingholtz 등

도 문장검사가 모음연장발성검사에 비해서 SNR(signal-to-

noise ratio)의 평가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14) 

이처럼 두 방법의 유용성에 대한 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어느 방법이 cepstrum음석분석 결과를 더 잘 반영

하는 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 후 주관적인 음성호전이 있는 환자에

서 모음연장발성검사를 시행했을 때는 성대폴립에서만 유의

한 치료효과를 보이는 반면에 문장검사를 시행했을 경우 성대

마비, 성대결절, 성대폴립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치료

효과를 보여 문장검사가 모음연장발성검사에 비해서 기식성 

음성을 유발하는 성대질환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

를 내릴 수 있었다. 이는 모음분석을 할 때 안정화된 발음이 

필요하며(stable phonation) 검사들마다 모음연속발음 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심한 발성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8) 또한 

MDVP를 이용한 jitter, shimmer, 잡음 대 배음비 값을 측정

하였을 때도 성대결절, 성대폴립에서는 치료효과를 반영하였

지만 성대마비는 치료효과를 반영하지 못하여 성대마비와 

같은 기식성 음성이 큰 경우에는 cepstrum을 이용한 검사가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서 /a/ 모음연장발성은 켑스트럼을 이용한 

발성장애 평가에서 제한점을 보인 반면, 문장검사는 기식화

된 음성을 보다 더 잘 변별하였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여전히 

/a/ 모음연장발성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장점이 존

재하기 때문에 기식화된 음성분석을 위해 켑스트럼 분석을 

사용할 경우 모음연장발성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검
Fig. 1. Cepstral representations of cepstral peak prominence 
and regress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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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같이 이용하는 것이 발성장애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 : 켑스트럼ㆍ언어장애ㆍ음성분석ㆍ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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