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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raditional perturbation analysis using MDVP (Multi-Dimensional Voice Pro-
gram) often fails on acoustic measures, making it difficult to analyze connected speech in 
clinical practic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perturba-
tion and cepstral measures based on auditory-perceptual severity and to identify useful 
acoustic indices for determining dysphonia severity, which is highly correlated with audi-
tory-perceptual severity of both sustained vowels and connected speech. Methods: Per-
turbation and cepstral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a/ vowel prolongation and con-
nected speech voice samples. Samples of a sustained vowel /a/ and connected speech 
productions were elicited from 147 patients (55 males and 92 females) with dysphonia. ‘G’ 
in GRBAS (grade, roughness, breathiness, asthenia, and strain) scale, the dysphonia severity 
was rated by two certified speech-language pathologists. Three time-based analyses pa-
rameters—jitter (%), shimmer (%), and noise-to-harmonic ratio (NHR)—in perturbation 
analysis and two frequency-based analyses parameters—low/high spectral ratio [L/H ra-
tio], cepstral peak prominence [CPP]—in cepstral analysis were compared among different 
‘G’ groups. Results: Measures of jitter, shimmer, and NHR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dys-
phonia severity, whereas measures of L/H ratio and CPP (dB)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dysphonia severity. With respect to CPP (dB),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normal and mild severity group in both /a/ vowels and connected speech (p< .05), 
whereas no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he normal and mild severity group in jit-
ter, shimmer, NHR, and L/H ratio in /a/ vowels (p> .05). Conclusion: With cepstral-based 
acoustic measures, CPP can be a useful acoustic index for differentiating dysphonia sever-
ity and is a feasible objective acoustic measure for evaluating voice quality in both sustained 
vowels and connected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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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음성을 분석할 때는 음성 분

석기기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음성을 객관적 수치로 측정하는 객관

적 평가와 평가자의 청각 인상(perception)에 기인한 주관적 평가

를 함께 시행한다. 양적 평가의 경우에는 음성장애인의 음성 특징

을 수치로 나타내어 정상치와 비교할 수 있고 많은 데이터를 간편

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치화할 수 없는 음성 특

징의 분석을 위해서는 질적인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청지각

적 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주관성 개입에 따른 객관성 결함으

로 인하여 타당도, 신뢰도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평가

와 주관적인 평가를 연관 지어 해석해야 한다. 

현재 음성언어치료 현장에서는 장애음성에 대한 청지각적 평가

와 음향학적 평가의 차이를 종종 보고하곤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현재 음향학적 분석 도구로 널리 사용하는 Computerized Speech 

Lab. (CSL), Kay PENTAX Co.의 Multi-Dimensional Voice Pro-

gram (MDVP)은 기본주파수의 추출을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

지므로 기본주파수가 검출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음질의 경우에

는 분석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Choi & Choi, 2014; K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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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 2012). 기본주파수를 추적하기 힘들 정도로 음성장애 정도

가 나쁜 경우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Choi & 

Choi, 2014; Kang & Seong, 2012). 

또한 MDVP 분석은 기본주파수와 성대진동양상의 가변성으로 

인하여 변동률 측정이 난해한 연결발화를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Shim 등(2016)은 모음의 연장발성이 연결발화에 비해 

음질의 비정상성이 경미하게 관찰된다고 보고하였고 현재 일부 임

상 현장에서는 음성장애를 평가할 때, 환자의 음성특성을 더 잘 반

영하는 문장읽기나 회화와 같은 연결발화를 추가적인 음성표본으

로 선택하기도 한다(Choi, 2013). 이러한 기존의 음질 분석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음성 분석 방법의 하나가 바로 ‘캡스트럼

(Cepstrum) 분석’이다. 

캡스트럼은 로그 스펙트럼의 푸리에 변환 결과물로 캡스트럼의 

분석치인 캡스트럼최고정점(cepstral peak prominence, CPP)은 기

본주파수의 정확한 측정을 요하지 않아 음성 문제가 심각한 경우

나 문장에서도 음질 분석이 가능하다(Moers et al., 2012). 캡스트

럼최고정점(CPP)은 전체 캡스트럼의 회귀선과 캡스트럼정점(ceps-

tral peak) 간 강도의 차이를 말하며, 조화음의 구조가 잘 나타나는 

정상음성에서 높은 캡스트럼최고정점(CPP) 값을 나타내고 반대로 

음질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낮은 값을 보인다(Choi & Choi, 2014; 

Shin, 2014). 저주파수대고주파수 스펙트럼비(low/high spectral 

ratio, L/H ratio)는 스펙트럼 상에서 4 kHz 주파수 영역을 기준으

로 위아래의 평균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하며, 정상 음성에서는 고

주파수에 비해 저주파수 영역 에너지가 많아 저주파수대고주파수

비(L/H ratio)가 높은 값을 보이고 기식성(breathiness)이 높은 병리

적 음성의 경우 낮은 값을 보인다(Shin, 2014).

캡스트럼 분석은 소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성 신호도 신뢰

성 있게 분석할 수 있고(Choi & Choi, 2014), 음질의 청지각적 평정

과도 상관성이 높아(Heman-Ackah et al., 2014; Awan et al., 2010; 

Choi & Choi, 2014, 2016) 장애음성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불안정한 음성 신호를 포함하는 심각한 장애음성을 분석하

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이러한 캡스트럼 분석은 계산 방식이 복잡

하고, 분석기기의 사용 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연구가 미비한 실

정이다. 아울러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기존의 변동률 분석의 측정

치와 비교한 연구들로 주로 모음의 연장발성표본만을 이용하여 평

가가 이루어졌으므로(Choi & Choi, 2014) 연결발화와 같은 다양한 

말표본을 이용한 음향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음성장애를 평가하기 위해 모음연장발성과 연결발화의 

세분화된 음성표본에 대하여 음질의 중중도에 따른 음성 변화의 

정도가 어떠한지 정량화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심각한 음질에서 

분석실패를 보고하는 기존의 음향학적 지표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

뢰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비인후과 음

성센터에서 음성장애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모음연장발성

과 연결발화의 말표본을 사용하여 청지각적 평가의 음성 중증도 

집단에 따라 CSL의 MDVP를 이용한 변동률 분석과 Multi-Speech

의 Analysis of dysphonia in Speech and Voice (ADSV)를 이용한 

캡스트럼 분석의 측정치에 대해 논하고, 이들 음향 분석 중 어떠한 

음향측정치가 음성장애의 중증도를 변별하는데 임상 현장에서 적

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대구 소재의 이비인후과에 음성

문제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 1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이

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해 후두 스트로보스코피를 시행받고 음성언

어치료사에게 음성검사를 받은 환자들로 대상자의 질환군은 성대 

결절 44명, 폴립 10명, 성대구증 23명, 성대마비 10명, 근긴장성 발성

장애 28명, 연축성 발성장애 14명, 그 외 18명(성대부종, 후두횡격막

증, 변성발성장애, 실성증 등)으로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만 15-87세로 평균 연령은 49.5 (SD=17.87)세였으며 남성이 55명, 

여성 92명이었다.

 

평가도구 및 실험방법

음성자료는 대구 소재의 이비인후과 음성언어치료실에서 CSL

을 통해 녹음하였다. 음성언어치료사는 대상자에게 편안한 음도와 

강도로 발성하도록 안내하였다. 녹음의 내용은 모음의 경우 /아/를 

Table 1. Patients’ information (N= 147)

Characteristic Value

Age (yr) 49.5± 17.87
Gender
   Male 55
   Female 92
Diagnosis 44
   Vocal fold nodules 10
   Vocal polyp 23
   Sulcus vocalis 10
   Vocal cord paralysis 28
   Muscle tension dysphonia 14
   Spasmodic dysphonia 18
   Etc. (edema, laryngeal web, mutational falsetto, aphonia) 4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or number.



https://doi.org/10.12963/csd.17411 http://www.e-csd.org    589

객관적인 음성장애 중증도 측정을 위한 캡스트럼 음향 지표의 유용성  •  유미옥 외

3초 이상 발성하도록 하였고 연결발화는 대상자 본인의 이름을 넣

어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에 사는 ○○○입니다”를 말하

도록 하였다. 음성표본추출률(sampling rate)은 44,100 Hz로 하였

고, 마이크는 Shure사의 SM48-LC 다이내믹 마이크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

음성장애 중증도 평가

음성장애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7년 이상 음성장애와 치료

에 경험이 있는 1급과 2급의 언어재활사 2명이(평균 년수=11.5) 각

각 음성파일을 듣고 실시하였다. 음성장애 중증도는 선행연구(Pyo 

et al., 1999)에 근거하여 GRBAS척도를 사용하여 평가자의 숙련성

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대부분의 음성치료 전문가들이 신뢰성 있

는 항목으로 사용하는 음성의 전반적인 쉰 정도인 ‘G’척도만을 이

용하여 0, 1, 2, 3의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0점=정상 음질, 

1점=경도, 2점=중도, 3점=심도).

본 연구의 청지각적 중증도 평가는 음성 표본의 종류에 따라 평

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Choi, 2013; Choi & Choi, 2015, 2016) 모

음연장발성과 연결발화의 표본을 분리하여 각각 평가하였으며 모

음의 청지각적 중증도 집단은 G0 (정상) 18명, G1 (경도) 64명, G2 

(중도) 48명, G3 (심도) 17명이었고, 연결발화의 청지각적 중증도 집

단은 G0 (정상) 18명, G1 (경도) 67명, G2 (중도) 52명, G3 (심도) 10

명으로 나타났다.

검사자 간 신뢰도는 모음 96%, 연결발화 92%였으며, 일치하지 않

는 부분은 두 사람이 다시 듣고 동의한 최종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검사자 내 신뢰도를 위하여 무작위로 음성표본의 20%를 일주일 

후 동일한 조건에서 재검사하였으며, 검사자 간 신뢰도는 연구자와 

이비인후과 음성센터에서 음성장애 진단 및 치료에 대해 8년 이상

의 경험이 있는 1급 언어치료사 1인이 모음과 연결발화 음성표본의 

각 20%를 무작위로 검사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적률상관관계분

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 결과, 검사자 내, 검사자 간 신뢰도

는 모두 일치하였다(p< .001).

음향학적 평가

수집된 모음연장발성 자료는 KayPentax사의 CSL의 MDVP를 

이용하여 변동률 분석을 하였고 multi-speech의 ADSV를 이용하

여 캡스트럼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음연장발성의 분석은 /아/를 3

초간 발성한 음성표본의 처음과 마지막 50 ms를 제외한 나머지 구

간 중 가장 안정적인 2초를 편집하여 변동률 측정치 주파수변동률

(%jitter), 진폭변동률(%shimmer), 소음대배음비(NHR)와 캡스트

럼 측정치인 저주파수대고주파수비(L/H ratio), 캡스트럼최고정점

(CPP)을 산출하였다. 

한편, 연결발화의 분석은 MDVP에서는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Figure 1. Cepstral analysis using connected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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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V에서 캡스트럼 분석만 실시하였다. 연결발화는 녹음된 모든 

구간을 분석 대상으로 하되 묵음구간의 포함 정도가 분석 결과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녹음된 음성자료의 200 ms 이상 쉼 구

간은 제외하였다. 또한 자음 및 모음의 종류에 따라 음향학적 평가

의 소음의 정도가 차이가 있으므로(Choi & Choi, 2015) 녹음된 문

장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에 사는 ○○○입니다”에서 

대상자의 이름부분은 제외하고 편집하여 동일한 연결발화에서 캡

스트럼 측정치인 저주파수대고주파수비(L/H ratio)와 캡스트럼최

고정점(CPP)을 산출하였다(Figure 1).

통계분석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9.0 (IBM Co., New Yor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측정값은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다. GRBAS

척도의 ‘G’척도 중증도에 따라 변동률 분석과 캡스트럼 분석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였고, 각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ukey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음성에 대한 청지각적 평가의 

중증도와 음향학적 분석 측정치들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위해 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

ents)를 산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모음의 청지각적 중증도 집단(G)에 따른 변동률, 캡스트럼 

측정치

147명의 대상자의 음성표본 중 모음연장발성 과제에서 CSL의 

MDVP를 이용한 변동률 분석에서 분석 실패가 2예 발생하여 모음

에 대한 변동률 분석은 145명의 자료로 실시하였다. 분석 실패는 

모두 심도장애 음질집단에서 나타났고 분석 실패의 원인은 기본주

파수를 추출하기에 음성 신호가 충분하지 않았던 성대마비 환자

의 음성 1예와 실성증으로 인하여 MDVP에서 분석 가능한 진동

수(pulses) 범주에서 벗어난 환자의 음성 1예였다. 변동률 분석에서 

실패가 있었던 모음의 음성자료는 Multi-speech의 ADSV를 이용

한 캡스트럼의 분석이 모두 가능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모음연장발화의 청지각적 중증도 집단(G)에 

따른 변동률과 캡스트럼 분석의 측정치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변동률 분석치인 주파수변동률(%jitter)에서는 G0집단은 0.72%

±0.52%, G1집단은 1.05%±0.50%, G2집단은 3.20%±2.81%, G3

집단은 6.02%±3.80%로 ‘G’ 점수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진폭

변동률(%shimmer)에서는 G0집단은 2.32%±0.74%, G1집단은 

3.60%±1.60%, G2집단은 9.07%±5.57%, G3집단은 11.90%±7.93%

으로 G점수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음대배

음비(NHR)에서는 G0집단은 0.12±0.01, G1집단은 0.13±0.03, 

G2집단은 0.21±0.12, G3집단은 0.28±0.21로 G점수가 증가할수

록 증가하였다.

한편, 캡스트럼 분석치인 저주파수대고주파수비(L/H ratio)에서

는 G0집단은 33.99±7.07, G1집단은 32.23±4.94, G2집단은 28.17

±5.39, G3집단은 22.69±7.18로 G점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캡스트럼최고정점(CPP)에서는 G0집단은 13.26±1.78, G1집단은 

11.91±1.25, G2집단은 8.21±2.56 G3집단은 3.44±2.12로 G점수

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모음의 청지각적 중증도에 따른 집단 간 음향 측정치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파수변동

률(%jitter) (F(3, 143) =31.587, p< .001), 진폭변동률(%shimmer) (F(3, 143) =  

30.908, p< .001), 소음대배음비(NHR) (F(3, 143) =15.221, p< .001)에

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캡스트럼 분석의 측정치 저주파수대고주파수비(L/H ratio)

(F(3, 143) =18.085, p< .001)와 캡스트럼최고정점(CPP) (F(3, 143) =123.617, 

p< .001)도 모음의 청지각적 중증도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Table 2. Acoustic measures according to G scale in /a/ vowel

Acoustic measures
G scale group

F
G0 (N= 18) G1 (N= 64) G2 (N= 47) G3 (N= 18) Total (N= 145)

Jitter (%) 0.72± 0.52 1.05± 0.50 3.20± 2.81 6.02± 3.80 2.30± 2.70 31.587***
Shimmer (%) 2.32± 0.74 3.60± 1.60 9.07± 5.57 11.90± 7.93 6.21± 5.45 30.908***
NHR 0.12± 0.01 0.13± 0.03 0.21± 0.12 0.28± 0.21 0.17± 0.11 15.221***
L/H ratio 33.99± 7.07 32.23± 4.94 28.17± 5.39 22.69± 7.18 29.97± 6.59 18.085***
CPP (dB) 13.26± 1.78 11.91± 1.25 8.21± 2.56 3.44± 2.12 9.86± 3.57 123.61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NHR= noise to harmonic ratio; L/H ratio= low/high spectral ratio; CPP= cepstral peak prominence.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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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발화의 청지각적 중증도 집단(G)에 따른 캡스트럼 

측정치

연결발화의 경우 변동률 분석은 불가능하므로 캡스트럼만 분석

하였으며 분석치는 Table 3과 같다. 연결발화의 캡스트럼 분석치인 

저주파수대고주파수비(L/H ratio)에서는 G0집단은 30.14±3.96, 

G1집단은 29.74±3.10, G2집단은 26.77±3.62, G3집단은 21.44±

4.58로 G점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캡스트럼최고정점(CPP)

에서는 G0집단은 7.48±1.01, G1집단은 6.33±1.03, G2집단은 4.67

±1.48, G3집단은 1.62±1.88로 G점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연결발화의 청지각적 중증도에 따른 캡스트럼 측정치 저주파수

대고주파수비(L/H ratio) (F(3, 143) =21.339, p< .001)와 캡스트럼최고

정점(CPP) (F(3, 143) = 67.025, p< .001)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 캡스트럼 측정치의 청지각적 중증도 집단 간 

변별가능성

청지각적 중증도에 따른 각 집단의 음향학적 측정치 차이를 살

펴보고 이 중 어떠한 측정치가 ‘G’집단 중증도를 잘 변별하는지 살

Table 3. Acoustic measures according to G scale in connected speech

Acoustic measures
G scale group

F
G0 (N= 18) G1 (N= 67) G2 (N= 52) G3 (N= 10) Total (N= 147)

L/H ratio (dB) 30.14± 3.96 29.74± 3.10 26.77± 3.62 21.44± 4.58 28.17± 4.18 21.339***
CPP (dB) 7.48± 1.01 6.33± 1.03 4.67± 1.48 1.62± 1.88 5.56± 1.88 67.02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L/H ratio= low/high spectral ratio; CPP= cepstral peak prominence.
***p < .001.

Figure 2. Differential diagnosis of the acoustic measures between G scale groups. 
NHR= noise to harmonic ratio; L/H ratio= low/high spectral ratio; L/H ratio_V= L/H ratio in /a/vowel; L/H ratio_C= L/H ratio in connected speech; CPP= cepstral 
peak prominence; CPP_V= CPP in /a/vowel; CPP_C= CPP in connected speech.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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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보고자 Tukey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Figure 2와 같

다. 변동률 분석 측정치 주파수변동률(%jitter)은 G1-G2 (p< .001), 

G2-G3 (p< .001)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진폭변동률(%shimmer)

은 G1-G2 (p< .001), G2-G3 (p< .001)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소음

대배음비(NHR)는 G1-G2 (p< .001) 집단 간 차이만을 나타내었다. 

캡스트럼 측정치 저주파수대고주파수비(L/H ratio)는 /아/모음연

장발성에서 G1-G2 (p< .01), G2-G3 (p< .01)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연결발화에서는 G1-G2 (p< .001), G2-G3 (p< .001) 집단 간 차이

가 있었다. 한편, 캡스트럼최고정점(CPP)은 /아/모음연장발성에서 

G0-G1 (p< .05), G1-G2 (p< .001), G2-G3 (p< .001)의 모든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연결발화에서도 G0-G1 (p< .01), G1-G2 (p< .001), 

G2-G3 (p< .001)의 모든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청지각적 중증도와 음향학적 측정치 간 상관성

모음의 청지각적 중증도와 음향학적 측정치 간 상관성은 Table 4

와 같다. 청지각적 중증도와 변동률 분석의 측정치 주파수변동률

(%jitter), 진폭변동률(%shimmer), 소음대배음비(NHR) 간에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청지각적 중증도와 캡스트럼 분석의 

측정치 저주파수대고주파수비(L/H ratio), 캡스트럼최고정점(CPP)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모음의 청지각적 중증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모음의 음향학적 측정치는 캡스트럼최

고정점(CPP)이었다.

한편, 연결발화의 청지각적 중증도와 음향학적 측정치 간 상관

성은 Table 5와 같다. 청지각적 중증도와 연결발화의 캡스트럼 분

석의 측정치 저주파수대고주파수비(L/H ratio)와 캡스트럼최고정

점(CPP)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중에서 청지각

적 중증도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인 연결발화의 음향학적 측정

치는 캡스트럼최고정점(CPP)이었다.

논의 및 결론

장애음성의 청지각적 중증도 집단(G)에 따른 음향학적 

측정치

장애음성의 청지각적 중증도가 증가할수록 변동률 분석의 측정

치 주파수변동률(%jitter), 진폭변동률(%shimmer), 소음대배음비

(NHR)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각각의 변동률 분석의 측정치는 

장애음성의 청지각적 중증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변동률 분석의 측정치가 음성장애 환자의 음질을 판

단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라는 Ko (2003)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47예의 음성표본 중 심도의 음성장애 집단에서 

2예의 변동률 분석 실패가 발생하였다. 분석 실패가 발생한 사례는 

장애음성이 매우 기식적이고 비주기적이기 때문에 기본주파수의 

검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itze (1995)는 장애 음성 

신호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음성 신호를 3가지 체계로 분

류하였으며, Sprecher, Olszewski, Jiang과 Zhang (2010)은 음성 신

호를 4가지로 더 확대하여 분류하여 Type1은 주기적인 신호로, 

Type2는 비주기적인 신호, Type3은 제한된 차원을 가진 혼돈 신호, 

Type4는 무한차원을 가진 음성신호로 정의하고 변동률 분석을 위

한 음성 분석 시에 신뢰성 있는 주파수변동률(%jitter)과 진폭변동

률(%shimmer) 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주기적이거나 거의 주기적인 

Type1신호만을 변동률 분석 시에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내의 

Choi와 Choi (2014)의 연구에서도 장애 음성을 신호별로 분류하고 

TF32를 이용하여 변동률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주파수변동률

(%jitter)과 진폭변동률(%shimmer) 측정치는 Type1신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Type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Type1을 제외한 

Type2, 3, 4의 신호는 변동률 분석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심각한 음질의 경우 변동률 분석에서 음향학적 

분석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Kang과 Seong (2012)의 연구와 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 음성은 대부분 비주기적인 음성

이 많은 경우를 감안할 때, 이러한 변동률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본주파수 추출에 상관없이 음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음향학적 분석이 캡스트럼 분석이다.

Table 4.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erceptual and 
acoustic measures of /a/vowels

Acoustic measures G scale group

Jitter (%) .715**
Shimmer (%) .715**
NHR .562**
L/H ratio (dB) -.480**
CPP (dB) -.796**

NHR= noise to harmonic ratio; L/H ratio= low/high spectral ratio; CPP= cepstral 
peak prominence.
**p < .01.

Table 5.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erceptual and 
acoustic measures of connected speech

Acoustic measures G scale group

L/H raito (dB) -.471**
CPP (dB) -.717**

L/H ratio= low/high spectral ratio; CPP= cepstral peak prominence.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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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캡스트럼 분석의 경우에는 모음 연장발성 및 연결

발화 모두에서 장애음성의 청지각적 중증도가 증가할수록 저주파

수대고주파수비(L/H ratio), 캡스트럼최고정점(CPP)값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고 각각의 측정치는 모음 연장발성 및 연결발화의 

청지각적 중증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

은 나쁜 음질의 경우 조조성과 기식성으로 인한 소음 에너지 비율

이 높고 음성의 조화음 정도가 낮으며, 비주기적인 특성을 보인 결

과라는 Choi와 Choi (2014)의 연구와 Shim, Jang, Shin과 Ko (2014)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Awan과 Roy (2006)의 선행 연구

에서는 캡스트럼 분석 측정치와 다른 음향학적 분석 측정치를 비

교한 결과, 음성장애의 중증도를 결정하는데 캡스트럼 기반 분석

의 측정치가 가장 예측력 있는 지표라고 하였다. Choi와 Choi  

(2014)의 연구에서도 장애 음성 신호별로 GRBAS척도를 이용한 청

지각적 평정을 실시한 결과, Type1은 정상 음질을 보였고, Type4로 

갈수록 음질이 나빠져 음성신호 분류체계가 장애 음성의 중증도

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음향학적 분석방법인 변동률 분

석이 모든 장애음성을 평가하고 기술하는데 제한점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분석 방법인 캡스트럼 분석이 음

성의 음질을 평가하는 데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

과는 추후 연구 및 임상 현장에서 음성장애 환자의 병리적 음성특

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향학적 측정치의 장애음성의 청지각적 중증도 집단(G) 간 

변별 가능성 

본 연구에서 변동률 및 캡스트럼 측정치가 장애음성의 청지각적 

중증도 ‘G’집단 간 변별이 가능한지 알아본 결과, 변동률 측정치 주

파수변동률(%jitter), 진폭변동률(%shimmer)는 경도장애 음성집

단과 중도장애 음성집단, 중도장애 음성집단과 심도장애 음성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소음대배음비(NHR)은 경도장애 음성집단

과 중도장애 음성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다. 임상현장에서 주로 사용

하는 변동률 측정치 주파수변동률(%jitter), 진폭변동률(%shim-

mer), 소음대배음비(NHR)는 음성장애를 평가할 때 가장 민감하

게 구분해야 하는 정상과 경도장애음성의 차이를 변별하지 못하

는 문제를 보였다.

모음과 연결발화의 캡스트럼 측정치 저주파수대고주파수비(L/

H ratio)는 모두 경도장애 음성집단과 중도장애 음성집단, 중도장

애 음성집단과 심도장애 음성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모음과 

연결발화 모두에서 정상 음질과 경도 장애 음성집단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한편, 모음과 연결발화의 캡스트럼최고정점(CPP)은 정

상 음질집단과 경도장애 음성집단, 경도장애 음성집단과 중도장애 

음성집단, 중도장애 음성집단과 심도장애 음성집단 모두에서 차이

를 나타내어 캡스트럼 분석의 캡스트럼최고정점(CPP) 변수가 정

상 음질과 장애음성의 음질을 변별하는 데 유용한 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Wang, Kent, Kent, Duffy와 Thomas (2009)은 모음의 안정적인 

구간을 분석한 음향학적 연구는 음성장애 환자의 일반적 음성 특

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음과 연결

발화의 청지각적 중증도 ‘G’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높은 양의 상

관성을 보여 음질 평가 시에 모음과 연결발화 모두 음성의 중증도

를 평가하기 유용하였으나, 모음의 청지각적 중증도 집단은 G0 (정

상) 18명, G1 (경도) 64명, G2 (중도) 48명, G3 (심도) 17명이었고, 연

결발화의 청지각적 중증도 집단은 G0 (정상) 18명, G1 (경도) 67명, 

G2 (중도) 52명, G3 (심도) 10명으로 나타나 모음과 연결별화 간 청

지각적 평정에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음질 평가 시에 모음과 연결

발화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지각적 중증도와 객관적 음향학적 측정치와의 상관성

모음의 청지각적 중증도와 모음의 객관적 음향학적 측정치와의 

상관성을 확인한 결과, 청지각적 중증도와 변동률 분석 측정치 주

파수변동률(%jitter), 진폭변동률(%shimmer), 소음대배음비(NHR)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청지각적 

중증도와 모음과 연결발화의 캡스트럼 분석 측정치인 저주파수대

고주파수비(L/H ratio), 캡스트럼최고정점(CPP)은 모두 통계적으

로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모음의 청지각적 중증도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 음향학적 측정치는 캡스트럼최고정점(CPP), 

주파수변동률(%jitter)과 진폭변동률(%shimmer), 소음대배음비

(NHR), 저주파수대고주파수비(L/H ratio)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를 통해 새로운 음향학적 측정치인 캡스트럼 분석의 캡스트럼최

고정점(CPP)이 장애음성 평가에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의 

변동률 측정치 및 청지각적 평가 결과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살

펴볼 수 있었다. 한편, 연결발화의 청지각적 중증도와 연결발화의 

캡스트럼 분석 측정치 저주파수대고주파수비(L/H ratio), 캡스트

럼최고정점(CPP) 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Lowell, Colton, Kelly와 Mizia (2013)의 연구에서 캡스트럼 분석

의 측정치는 GRBAS와 CAPE-V의 청지각적 평정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정상음성과 장애음성을 감별할 때 가장 높은 진단예측력

을 갖는 지표라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Choi와 Choi (2014) 연구에

서 모음의 캡스트럼최고정점(CPP)를 측정하였으며, 캡스트럼최고

정점(CPP)이 GRBAS척도의 ‘G’, ‘R’, ‘S’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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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질을 예측하는 가장 민감한 판별값이였으며, Seo와 Seong 

(2013)은 마비말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연결발화의 캡스트럼최고

정점(CPP)을 측정하였으며, 캡스트럼최고정점(CPP)이 중증도 및 

GRBAS척도의 ‘G’, ‘R’, ‘S’와 높은 상관을 보여 캡스트럼 측정치들

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임상적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결발화 과제는 자기소개로서 “안녕하세요? 저

는 대구광역시에 사는 ○○○입니다”에서 ○○○에 해당하는 자

기 이름을 제외한 문장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음 및 모음의 

종류에 따라 음향학적 평가의 소음의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Choi & Choi, 2015) 이름 부분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나 일반적인 

표준 문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임상현장에서 음성장애

를 평가할 때 가을과 산책의 표준화된 문단, 자체제작 문단, 자기소

개하기 등을 사용하는데(Choi, 2013)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문장

들을 분석을 한다면 음성평가에 대한 통일된 말자료를 구축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지각적 평가와 기존의 음향학적 분석인 

변동률 분석과의 비교를 통하여 새로운 음향학적 분석인 캡스트

럼 분석의 유용성 및 민감성을 확인하였다. Awan과 Roy (2006)는 

음성장애의 중증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캡스트럼 기반의 분석 결

과가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캡스트럼 측정치는 기존의 변동률 분석처럼 표준화된 객관적

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Choi와 Choi 

(2016)의 연구에서는 20-30대 정상 화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단모

음 7개(/아/, /에/, /이/, /오/, /우/, /으/, /어/)와 표준 문단(‘가을’, ‘산책’)

을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캡스트럼 정상치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와 연령군을 대상으로 캡스트럼

의 표준화된 객관적 수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임상현장에서 장애

음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음성 치료 전후의 효

과를 비교하는 데도 유용한 지표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음성장애 중증도를 평가하

기 위하여 청지각적 평가도구인 GRBAS 중 ‘G’ 척도만을 사용하였

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GRBAS척도 중 다른 ‘R (조조성)’이

나 ‘B (기식성)’ 혹은 ‘S (긴장성)’와 연관이 있는 객관적 음향적 지

표를 찾는 연구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MDVP 측정치와 GRBAS척도 외에도 다른 음성평가와 청

지각적 평가의 관계를 연구한다면 캡스트럼 분석 결과에 대한 신

뢰도와 특성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wan, 

Roy와 Cohen (2014)은 음성장애 환자가 본인의 음성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를 VHI (voice handicap index) 설문지로 살

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특히 

음성장애 환자들의 평가 측면에서 객관적 평가의 결과물인 캡스트

럼 분석은 음성 증상에 대해 환자들이 느끼는 정도와도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임상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존의 변동률 측정

치는 심도의 장애음성 분석에서 분석 실패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

니라 음성장애를 평가할 때 가장 민감하게 구분해야 하는 정상과 

경도장애음성의 차이를 변별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대안으로 제시된 캡스트럼 분석은 음성 중증도에 따른 집단을 모

두 변별할 수 있었으며 음성장애 환자의 중증도와 상관성이 가장 

높아 음성장애를 진단하는데 유용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음성을 평가할 때 모음과 함께 대상자의 실제적 음성 특

징을 더 잘 반영하는 연결발화 표본을 사용 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연결발화가 음성장애 중증도를 평가하기 적절하였으나, 청지각적 

평정 시 두 말표본 간에 차이를 보여 음질 평가 시 모음뿐 아니라 연

결발화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

성장애 환자의 음성을 평가할 때 캡스트럼최고정점(CPP)이 청지각

적 음성장애 중증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향학적 지표

임을 확인하였고, 모음과 연결발화에서 모두 음성장애 중증도를 

잘 판별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캡스트럼최고정점(CPP)이 

장애 음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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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객관적인 음성장애 중증도 측정을 위한 캡스트럼 음향 지표의 유용성

유미옥1·최성희1,2·최철희1,2·이경재1,2

1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청각치료학과, 2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CSL의 MDVP를 이용한 변동률 분석은 심각한 장애음질의 경우 분석 실패가 발생할 수 있고 연결발화를 분석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지각적 중증도에 따른 각 집단의 변동률 분석과 캡스트럼 분석치를 비교하고 청지각적 중증도를 

잘 변별하고 모음뿐 아니라 연결발화의 청지각적 중증도와 상관이 높은 음향 변수를 찾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총 147명을 대상으

로 모음과 연결발화의 말표본을 사용하여 GRBAS의 ‘G’척도를 이용하여 청지각적 중증도를 각각 평정하였고 음향학적 분석으로는 변

동률 분석치(%jitter, %shimmer, NHR), 캡스트럼 분석치(L/H ratio, CPP)를 측정하였다. 결과: 주파수변동률(%jitter), 진폭변동률

(%shimmer), 소음대배음비(NHR), 저주파수대고주파수비(L/H ratio)는 음성평가 시 가장 민감하게 구분해야 하는 정상과 경도장애

음성의 차이를 변별하지 못하였고, 심도의 장애음성에서는 분석실패가 2예 발생하였다. 모음과 연결발화의 캡스트럼측정치인 캡스트

럼최고정점(CPP)은 청지각적 중증도에 따른 모든 집단을 변별할 수 있었으며 청지각적 중증도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논의 

및 결론: 음성장애 환자의 음성을 평가할 때 장애음성의 중증도 변별에 캡스트럼 측정치인 캡스트럼최고정점(CPP)이 가장 유용한 음

향지표가 될 수 있으며, 모음과 연결발화를 이용한 음성장애 환자의 음질 평가 시 객관적 음향학적 측정치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핵심어: 음성장애, 캡스트럼 분석, 음성장애 중증도, 음성표본 

-  본 연구를 위해 지원해 주신 명이비인후과 최병흔 원장님과 한국연구재단에 감사드립니다(NRF-2013S15A802453).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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