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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honation threshold measures of Korean adults and examine their effects of age,
gender, and speech stimulus. Methods: A total of 120 Korean adults (males 60, females 60) from the 20s to 50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or measuring phonation threshold measures, phonation threshold pressure (PTP) and phonation threshold flow (PTF) were measured using the Phonatory Aerodynamic System (PAS) Model 6600 (KayPENTAX Corp.) and phonation threshold power (PTW) was calculated from PTP and PTF.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PTF and PTP val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p < 0.05);
significantly higher PTF and PTP values were revealed in males. On the other hand, PTW val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age and gender (p < 0.05). Moreover, significant effect on speech stimulus (/pa/ vs. /pi/) was observed in PTP (p < 0.001) and PTW (p < 0.001). Higher
PTP and PTW were estimated with /pi/. Conclusion: Accordingly, these results demonstrated PTF and PTP had a gender effect suggesting
that phonation threshold related aerodynamic measure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for gender. Additionally, PTP and PTW measures
were also changed depend upon speech stimulus. Thus, speech stimulus also should be considered in measuring PTP and unified speech
stimulus need to provide for evaluating aerodynamic measures more effectively in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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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대를 지나면서 조절 과정을 거치는 발성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다. 즉, 호흡은 발성의 에너지원으로서 음성 산출을 위해 성대

정상 음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호흡, 발성, 공명의 상호작용

를 진동시키는 최소한의 압력을 생성하며, 발성은 성대 조직의

이 중요하다. 음성 산출은 흡기 시 들숨 작용으로 적절한 폐압

탄력과 공기역학적인 힘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다(Titze, 1992;

을 형성하고 날숨 작용으로 후두 쪽으로 기류의 흐름을 만들

Van den Berg, 1958). 공기역학적 평가는 발성 시 성대의 근탄성

어 성대를 적절한 힘으로 좁혀주는 기류 작용과 이 기류가 성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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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력과 성문을 통과하는 공기의 속도, 압력과 양 등을 측정하는
데, 발성 시 공기를 조절하여 사용하는 개인의 능력을 반영하여
성대의 병리적 양상, 진동 양상, 접촉 양상 등을 예측할 수 있고
치료 전후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어 임상에서 청지각적 평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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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학적 평가와 함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음성평가법 중 하나이

며, 내전형 연축성 발성장애 환자군 내 중증도를 민감하게 감별

다. 공기역학적 특징을 살펴본 선행연구(Choi et al., 2000; Lee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huang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19명

et al., 2015b; Suh et al., 1999; Suh et al., 2006; Zheng et al.,

의 성대마비 환자와 94명의 양성 성대병변 환자, 100명의 정상 대

2012)에 따르면, 공기역학적 측정 매개 변수는 정상 음성과 병

조군을 대상으로 발성역치 측정치를 비교한 결과 PTP와 PTF

리적 음성을 판정할 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 그리고 치료 전후

는 각 음성장애에 대해 민감도가 높은 유용한 공기역학적 파라

의 성대 기능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공기

미터였으며, PTW도 성대운동장애 판별에 민감하며 음성 생성

역학적 검사 항목으로는 최장발성지속시간(maximum phona-

을 위한 공기역학적 입력을 설명하는 유용한 파라미터임을 보

tion time), 성문하압(subglottal pressure, Psub), 평균호기류율

고하였다. 국내에서는 PTF와 PTP 매개 변수를 내전형 경련성

(mean flow rate, MFR), 성문저항(glottal resistence), 음성효

발성장애군과 정상군 간에 비교하여 내전형 경련성 발성장애의

율(vocal efficiency, VE) 측정치가 주로 사용되었다. 공기역학

증상과 중증도 판별에 민감한 지표임을 보고한 Choi et al.(2010)

적 평가를 위한 기기인 Aerophone II (Kay Elemetrics Corp.,

의 연구와 음성장애군과 정상군을 비교한 Lee et al.(2013)의 연

Lincoln Park, NJ, USA)는 단종된 상태이며, 현재 임상에서는

구, 그리고 갑상선 수술 후 기능적 음성장애에서 PTP의 유용함

Phonatory Aerodynamic System (PAS, Model 6600, Kay-

을 보고한 Lee et al.(2015a)의 연구가 있으나, 국내 정상 성인의

PENTAX Corp., Lincoln Park, NJ, USA)이 주로 사용되고 있

연령과 성별 및 자극어에 따른 발성역치 측정치 연구가 전무한

다. 국내외 연구 중 정상인을 대상으로 공기역학적 평가 파라미

실정이다.

터 기준을 제시한 연구는 Aerophone II를 이용한 Suh et al.

또한 발성역치압력의 측정에서 방법론적인 면은 정확한 공기

(1997)과 Park et al.(2001)이 있으며, 최근에는 PAS를 이용하여

역학적 측정치를 얻는 데 결정적이며 중요한 요소인데, 공기역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VE나 maximum

학적 측정 기기인 PAS 매뉴얼에서는 Voicing Efficiency 프로

phonaiton 과제를 이용한 공기역학적 측정 파라미터 연구가 대

토콜로 성문하압을 측정할 때 자극어 /pa/를 사용하도록 제시

부분이다(Choi & Choi, 2014; Kim, 2014; Zraick et al., 2012).

되어 있으나, 최근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

한편, 발성역치기류(phonation threshold flow, PTF)는 발성

sociation에서 제시한 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자극어 /pi/를 이

역치압력(phonation threshold pressure, PTP)과 함께 비침습

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Patel et al., 2018). 따라서 측정 시 검

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새로운 공기역학 측정치이다. PTF는 성

사어의 차이에 대한 증거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와 더불어

대 진동을 시작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류를 나타내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검사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의 프로토콜이

PTP는 소리를 산출하기 위해 성대를 진동시키는 최소한의 성

없는 실정이다. Aerophone II를 이용한 Park et al.(2001)의 선

문하압으로 두 측정치 모두 성대의 생체역학적 특성을 제공해주

행연구에 따르면 모음 /a/와 /i/의 변화에 따라 성문하압에 유의

는 지표로서 간주되고 있다. Phonation threshold power (PTW)

한 차이가 있었고, 성문하압과 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음이 보

는 성대 진동 시작과 소리를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능력을 말

고되어 이에 대한 증거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

하는 것으로, PTF와 PTP의 곱으로 산출되어 기류와 압력에 관

극어 선택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며

한 특징을 모두 반영하여 가장 민감한 지표로 보고되고 있다

PAS를 이용한 공기역학적 측정치의 국내 연구는 아직 이루어

(Titze, 1992; Zhuang et al., 2013).

지지 않았다.

Jiang & Tao(2007)의 연구에서 PTF는 임상 환경에서 후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임상에서 활발히 사용하는 공기

기능장애를 변별하는 민감하고 강력한 도구로 보고하였으며,

역학적 측정 기기인 PAS를 이용하여 발성에 관여하는 호흡의

Zhuang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21명의 성대결절 환자와 23

공기역학적 생리의 비정상을 판별하고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명의 성대용종 환자 및 성과 연령을 일치시킨 정상 대조군 40

데 민감한 지표인 발성역치의 국내 정상 성인의 성별과 연령 및

명을 대상으로 공기역학검사를 실시한 결과, PTF와 MFR이 모

자극어에 따른 차이와 강도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정상 기

두 정상 음성과 병리학적 음성을 감별하는 데 높은 민감도를 나

준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타내어 양성 성대병변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Choi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31명의 내전형 연축성 발성장애

MATERIALS AND METHODS

여성과 연령을 일치시킨 16명의 정상 여성군을 대상으로 PTF와
PTP를 측정한 결과, PTP는 정상 대조군과 내전형 연축성 발성

연구 대상

장애 환자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TF는 두 집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정상 한국 성인 총 120명(남자 60명,

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감별 진단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

여자 60명)으로 평균 연령은 38.5(± 12.4)세이며, 연령과 성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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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공기역학적 검사 중 Maximum Sustained Phonation

본 연구에 포함된 정상인 대상자의 선정은 건강 상태를 확인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의자

하기 위한 설문지와 신체 계측치 측정을 통해 1) 한국인 평균

에 반듯하게 앉아 마스크를 착용한 뒤 부드러운 강도로 /a/ 발

신장과 체중 범위에 속하는 자, 2) 신경계질환, 갑상선질환, 호흡

성을 시작하여 3초에서 5초 안에 발성이 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질환, 인지적 결함 및 조음기관과 청력의 문제가 없는 자, 3) 이

점차 강도를 감소시키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3회 정도 연

비인후과 음성평가실에서 3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는 언어재활

습을 한 후 10회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PTF 분석 기준 시

사 2인의 평가로 청지각적 평가(GRBAS 척도 중 G)에서 0점인

점을 대략 sound pressure level 50 dB로 함과 같이 본 연구의

자를 포함하고, 4) 주당 20갑 이상 흡연, 주당 200 g 이상 음주

분석 기준에도 적용하였으며, 10회의 평균값을 비교 분석하였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함을 기준으로 하였다(Kim,

다(Figure 1, 2) (Choi et al., 2010; Zhuang et al., 2009, 2013).

2014; Kim et al., 2010). 또한 여성 대상자의 경우 월경 주기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가 있지만, 음성의 음향학적, 공기역학적 지
표에 변화가 없었음이 보고되어 선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PTP (발성역치압력) 측정
PTP 측정은 PAS 프로토콜 중 Voicing Efficiency를 이용하
여 /pa/와 /pi/ 자극어에 따른 PTP를 측정하였다. 대상자에게 공

(Lee et al., 2008).

기 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직경 2 mm

연구 절차

이내의 구강튜브를 입술 사이에 위치시켜 이 튜브를 물거나 혀
로 막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 호기에 기식음이 아닌 가장

검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부드럽고 최소한의 강도로 연속하여 발성할 수 있도록 3회 정

공기역학적 측정 도구인 PAS (Model 6600)를 이용하여 선
행연구 방법을 따라 측정하였다.

도 연습을 한 뒤 /pa, pa, pa, pa, pa/를 초당 1.5음절의 속도로
모음 부분을 명확하게 발성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측정한 값
은 처음과 마지막 음절을 제외한 가운데 세 음절의 평균을 비
교 분석하여 PTP의 값을 산출했고, dB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

PTF (발성역치기류) 측정
PTF 측정은 1분당 40 dB 이하의 소음이 통제된 방에서 PAS

였다. /pi/ 자극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n = 120) as a function of four age groups

Age group
20s

Gender
M
F
30s
M
F
40s
M
F
50s
M
F
M: male, F: female

Number of subject
15
15
15
15
15
15
15
15

Mean age
24.0 ± 2.2
21.2 ± 2.0
33.4 ± 2.5
33.7 ± 3.0
44.5 ± 3.2
43.7 ± 2.7
53.3 ± 3.1
53.9 ± 3.2

Height (cm)
174.6 ± 4.3
160.3 ± 4.7
174.7 ± 4.5
162.7 ± 3.1
173.3 ± 5.2
159.7 ± 5.3
169.6 ± 4.4
157.7 ± 5.8

Weight (kg)
73.1 ± 8.2
54.2 ± 4.0
74.9 ± 8.4
55.2 ± 8.0
74.4 ± 5.2
55.0 ± 7.7
69.2 ± 7.4
59.0 ± 7.8

Figure 1. Measurement of phonation
threshold flow for a male participant using Phonatory Aerodynamic System.
www.e-as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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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asurement of phonation
threshold flow for a female participant
using Phonatory Aerodynamic System.

Figure 3. Measurement of phonation
threshold pressure spoken by stimulus
/pa/ for a male participant using Phonatory Aerodynamic System.

Figure 4. Measurement of phonation
threshold pressure spoken by stimulus
/pi/ for a male participant using Phonatory Aerodynamic System.

(Figure 3, 4) (Choi et al., 2010; Zhuang et al., 2009, 2013).

자료 및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SPSS software (Ver. 19.0, IBM corp., Armonk,

PTW (발성역치력) 측정

NY, USA)를 이용하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발성역치 측정치

PTW는 PTF와 PTP의 곱으로 이루어지므로 PTF와 PTP의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

값을 이용해 산출했다(Titze et al., 1988; Zhuang et al., 2013).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자극어에 따른 발성역치 측정치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

PTW = PTF × P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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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연령에 따른 PTP 비교
정상 성인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PTP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

성별과 연령에 따른 발성역치 측정치 비교

편차는 Table 4와 같다. 20대 정상 성인 남성의 PTP 값은
3.851(± 0.959) cmH2O, 여성은 3.538(± 0.466) cmH2O로 남성
의 PTP 값이 높았다. 30대의 정상 성인 남성의 PTP 값은 4.089

성별과 연령에 따른 PTF 비교
정상 성인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PTF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

(± 1.008) cmH2O, 여성은 3.693(± 1.128) cmH2O이고, 40대

편차는 Table 2와 같다. 20대 정상 성인의 경우 남성 0.147(±

의 경우 정상 성인 남성의 PTP 값은 4.239(± 0.962) cmH2O,

0.089) L/sec, 여성은 0.049(± 0.034) L/sec로 남성의 PTF 값

여성은 4.005(± 1.117) cmH2O이며, 50대의 경우 정상 성인 남

이 높았다. 30대의 경우 정상 성인 남성의 PTF 값은 0.189(±

성의 PTP 값은 4.609(± 0.881) cmH2O, 여성은 4.072(± 0.993)

0.081) L/sec, 여성은 0.050(± 0.042) L/sec로 남성의 PTF 값이

cmH2O로 20대에서 50대 모든 연령에서 남성의 PTP 값이 높

높았다. 40대에서는 정상 성인 남성의 PTF 값은 0.201(± 0.086)

았다. 전체 정상 성인 남성의 PTP 값은 4.197(± 0.970) cmH2O,

L/sec, 여성은 0.055(± 0.065) L/sec로 남성의 PTF 값이 높았

여성은 3.827(± 0.966) cmH2O였다.

다. 50대의 경우 정상 성인 남성의 PTF 값은 0.227(± 0.063) L/

이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른 PTP 측정치

sec, 여성은 0.059(± 0.034) L/sec로 남성의 PTF 값이 높았다.

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성별과 연령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전체 정상 성인 남성의 PTF 값은 0.191(± 0.083) L/sec, 정상 성

않았고[F(3, 112) = 0.136, p = 0.938], PTP에 대한 연령의 주 효

인 여성의 PTF 값은 0.053(± 0.044) L/sec로 남성의 PTF 값

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3, 112) =

이 높았다. 20대에서 50대 모두 여성보다 남성의 PTF 값이 높

2.561, p = 0.059], PTP에 대한 성별의 주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았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 112) = 4.459, p ＜ 0.05] (Table 5).

성별과 연령에 따른 PTF 측정치의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

성별과 연령에 따른 PTW 비교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고[F(3, 112) = 1.497, p = 0.219],

정상 성인의 성별에 따른 PTW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연령의 주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F(3, 112) =

Table 6과 같다. 20대의 경우 남성의 PTW 값은 0.579(± 0.406)

2.416, p = 0.070], PTF에 대한 성별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cmH2O L/sec, 여성의 PTW 값은 0.170(± 0.102) cmH2O L/sec

의한 차이를 보였다[F(1, 112) = 133.027, p ＜ 0.001] (Table 3).

이고, 30대의 경우 남성의 PTW 값은 0.736(± 0.337) cmH2O L/
sec, 여성의 PTW 값은 0.178(± 0.142) cmH2O L/sec였으며,

Table 2. Comparison of gender and age in PTF measure

Table 4. Comparison of gender and age in PTP measure

Age
20s

Gender (n = 120)
PTF (L/sec)
M (n = 15)
0.147 ± 0.089
F (n = 15)
0.049 ± 0.034
30s
M (n = 15)
0.189 ± 0.081
F (n = 15)
0.050 ± 0.042
40s
M (n = 15)
0.201 ± 0.086
F (n = 15)
0.055 ± 0.065
50s
M (n = 15)
0.227 ± 0.063
F (n = 15)
0.059 ± 0.034
Total
M (n = 60)
0.191 ± 0.083
F (n = 60)
0.053 ± 0.044
PTF: phonation threshold flow, M: male, F: female

Age
20s

Gender (n = 120)
PTP (cmH2O)
M (n = 15)
3.851 ± 0.959
F (n = 15)
3.538 ± 0.466
30s
M (n = 15)
4.089 ± 1.008
F (n = 15)
3.693 ± 1.128
40s
M (n = 15)
4.239 ± 0.962
F (n = 15)
4.005 ± 1.117
50s
M (n = 15)
4.609 ± 0.881
F (n = 15)
4.072 ± 0.993
Total
M (n = 60)
4.197 ± 0.970
F (n = 60)
3.827 ± 0.966
PTP: phonation threshold pressure, M: male, F: female

Table 3. Statistical results of PTF by gender and age groups

Type III sum of squares
Age
0.031
Gender
0.567
Gender × age
0.019
*p < 0.001. PTF: phonation threshold flow

df
3
1
3

Mean square
0.010
0.567
0.006

F
2.416
133.027
1.497

p-value
0.070
0.00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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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atistical results of PTP by gender and age groups

Type III sum of squares
Age
7.068
Gender
4.103
Gender × age
0.377
*p < 0.05. PTP: phonation threshold pressure

df
3
1
3

Table 6. Comparison of gender and age in PTW measure

Age
20s

Gender (n = 120)
PTW (cmH2O L/sec)
M (n = 15)
0.579 ± 0.406
F (n = 15)
0.170 ± 0.102
30s
M (n = 15)
0.736 ± 0.337
F (n = 15)
0.178 ± 0.142
40s
M (n = 15)
0.836 ± 0.406
F (n = 15)
0.211 ± 0.206
50s
M (n = 15)
1.067 ± 0.398
F (n = 15)
0.238 ± 0.139
Total
M (n = 60)
0.804 ± 0.418
F (n = 60)
0.200 ± 0.150
PTW: phonation threshold power, M: male, F: female

Mean square
2.356
4.103
0.126

F
2.561
4.459
0.136

p-value
0.059
0.037*
0.938

자극어에 따른 PTW 비교
정상 성인의 자극어 /pa/의 PTW 값은 0.502(± 0.040) cmH2O L/sec이고, 자극어 /pi/의 PTW 값은 0.557(± 0.044)
cmH2O L/sec로 자극어 /pi/의 측정치가 높았다(Table 11).
대응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자극어에 따른 PTW의 평균값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119) = -5.483, p ＜ 0.001] (Table 12).
자극어에 따른 강도(dB) 비교
정상 성인의 자극어 /pa/의 강도 값은 68.996(± 0.281) dB,
자극어 /pi/의 강도값은 68.922(± 0.288) dB로 자극어 /pa/의
강도값이 높았으나(Table 13), 대응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자극

40대의 경우 남성의 PTW 값은 0.836(± 0.406) cmH2O L/sec,

어에 따른 강도의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

여성의 PTW 값은 0.211(± 0.206) cmH2O L/sec, 50대의 경우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19) = 0.380, p = 0.705] (Table 14).

남성의 PTW 값은 1.067(± 0.398) cmH2O L/sec, 여성의 PTW
값은 0.238(± 0.139) cmH2O L/sec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DISCUSSIONS

PTW 값이 높았다. 전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상 성인 남성의
PTW 값은 0.804(± 0.418) cmH2O L/sec, 여성의 PTW 값은
0.200(± 0.150) cmH2O L/sec였다.

본 연구는 병리학적 음성의 공기역학적 기능을 측정하는 데
매우 민감한 지표로 보고되는 발성역치 측정치의 정상 규준치

이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른 PTW 측정치

마련을 위한 예비연구로서 20대에서 50대의 한국 정상 성인을

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성별과 연령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대상으로 발성역치 측정치를 분석하여 비교하였으며 성별과 연

않았다[F(3, 112) = 2.624, p = 0.054]. PTW에 대한 연령의 주 효

령 및 자극어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3, 112) = 4.769, p ＜
0.01], 성별의 주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

성별과 연령에 따른 발성역치 측정치 비교

112) = 126.514, p ＜ 0.001] (Table 7).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

본 연구 결과 PTF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보기 위해 Tukey 사후검정 결과 20대와 50대에서 유의한 차이

0.001),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과 비교해 높은 측정치를

를 보였다(p ＜ 0.01) (Table 8).

보였다. 반면에 PTF 측정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외 연

자극어에 따른 발성역치 측정치 비교

구에서 PTF 측정치에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보고된

자극어에 따른 PTP 비교

가 여성보다 높음을 보고하는 Lee et al.(2013)의 연구와 유사

Zhuang et al.(2009)의 연구와 국내 선행연구에서 남성의 PTF
정상 성인의 자극어 /pa/의 PTP 값은 4.012(± 0.090)

한 결과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Kim(2014)과 Suh et al.(1997)의

cmH2O이고, 자극어 /pi/의 PTP 값은 4.429(± 0.090) cmH2O

연구에서 공기역학적 기류 지표인 평균호기류율이 남성이 여성

로 자극어 /pi/의 측정치가 높았다(Table 9).

에 비해 더 높음을 보고하여 발성 시 평균호기류율이 성별 간

대응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자극어에 따른 PTP의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19) =

PTF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 결과와

-6.578, p ＜ 0.001] (Table 10).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발성역치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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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atistical results of PTW by gender and age groups

Type III sum of squares
Age
1.241
Gender
10.974
Gender × age
0.683
†
*p < 0.01, p < 0.001. PTW: phonation threshold power

df
3
1
3

Mean square
0.414
10.974
0.228

p-value
0.004*
0.000†
0.054

F
4.769
126.514
2.624

Table 8. Tukey post-hoc of PTW according to age for Korean adults

Table 11. Mean of PTW measurements according to stimulus

Age
Mean difference
Std. error
20s
30s
-0.083
0.076
40s
-0.149
0.076
50s
-0.278
0.076
30s
20s
0.083
0.076
40s
-0.066
0.076
50s
-0.195
0.076
40s
20s
0.149
0.076
30s
0.066
0.076
50s
-0.129
0.076
50s
20s
0.278
0.076
30s
0.195
0.076
40s
0.129
0.076
*p < 0.01. PTW: phonation threshold power

Stimulus
/pa/
/pi/
PTW: phonation threshold power

Tukey-p
0.699
0.211
0.002*
0.699
0.820
0.055
0.211
0.820
0.329
0.002*
0.055
0.329

Table 9. Mean of PTP measurements according to stimulus

Stimulus
/pa/
/pi/
PTP: phonation threshold pressure

PTP (cmH2O)
4.012 ± 0.090
4.429 ± 0.090

Table 12. Comparison in PTW between two stimuli

Stimulus
t
df
/pa/ - /pi/
-5.483
119
*p < 0.001. PTW: phonation threshold power

p-value
0.000*

Table 13. Mean of dB measurements according to stimulus

Stimulus
/pa/
/pi/

dB
68.996 ± 0.281
68.922 ± 0.288

Table 14. Comparison in dB between two stimuli

Stimulus
/pa/ - /pi/

t
0.380

df
119

p-value
0.705

간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PTF
와 마찬가지로 PTP도 성문하압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추
후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또한 Zraick et al.(2012)의 연구에서
는 정상 성인 157명(남자 68명, 여자 89명)을 대상으로 PAS를
이용한 공기역학적 파라미터 측정치를 분석했을 때, 평균호기
류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성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

Table 10. Comparison in PTP between two stimuli

Stimulus
t
df
/pa/ - /pi/
-6.578
119
*p < 0.001. PTP: phonation threshold pressure

PTW
0.502 ± 0.040
0.557 ± 0.044

p-value
0.000*

면, 성문하압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성별과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PTF는 선행연구
의 평균호기류율과 마찬가지로 발성을 위한 최소 기류인 PTF
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의 PTF는 평균호기류율과는 다르므로 평균호기류율과 PTF의

발성을 위한 최소 압력인 PTP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상관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Zraick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연령 그룹

이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PTP 측정치를 비교했을

범위를 18~39세, 40~59세, 60세 이상으로 나누어 PTP 값을 측

때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모든 연령에서 남성이

정하였을 때 연령 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

여성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

에서는 연령 집단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로 더

었다(p ＜ 0.05).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성문하압을 측정한 국내

욱 구체적으로 분류하였는데, Zraick et al.(2012)의 연구와 마

외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 간 평균 성문하압에 유의한 차이가

찬가지로 PTF 값이 연령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성별

없음을 보고하였는데(Goozée et al., 1998; Kim, 2014; Suh et

에 따른 차이만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PTP와

al., 1997; Zraick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압력과 관련된 측

PTF가 연령보다는 성별에 더 민감한 공기역학적 측정치였으

정 변수인 PTP 측정 결과 성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성문하

며, 향후 공기역학적 평가를 할 때에 성별에 따른 규준치를 고

압과 달리 발성을 위한 최소한의 압력인 발성역치압력은 성별

려한 음성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www.e-asr.org

229

ASR

Phonation Threshold Measures in Korean Adults

마지막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PTW 측정치를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최근 정상 음성과 장애 음성 판별에 가장 민감한

모든 연령에서 남성의 PTW가 높았으며 연령(p ＜ 0.01)과 성별

지표로 보고되는 발성역치 측정치에 대한 한국 정상 성인의 규

(p ＜ 0.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TW는 발성 시 필요한

준치 마련을 위한 예비연구로서, 공기역학적 검사 시 사용되는

최소한의 기류와 성문하압인 PTF와 PTP를 이용하여 산출해

자극어 선택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정

발성 시 후두의 기류와 압력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성대병변

상 성인에서도 성별과 자극어에 따라 발성역치 측정치가 유의

과 성대운동장애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미한 차이를 보이므로, 성별과 자극어에 따라 발성역치 측정치

PTF와 PTP의 영향을 받으므로 만약 두 값 중 하나는 높고 다

의 정상 규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제

른 하나가 낮을 경우 성대의 상태가 정상 범위에 있지 않음에도

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정상 수준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Zhuang et al., 2013), PTW 측

본 연구에서는 20~50대의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발성역치

정치만을 비교하기보다는 PTF와 PTP가 각각 어떠한 특성을

측정치를 조사하였으나, 각 연령당 30명씩 적은 수를 대상으로

보이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 및 연령별 모집
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

자극어에 따른 발성역치 측정치 비교

여 본 연구의 발성역치 측정치의 정상 규준치를 마련해야 할 것

본 연구에서는 모음에 따른 자극어의 PTP 측정 시 /pi/ 자

이다. 아울러 추후의 연구에서는 60대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

극어에서 /pa/ 자극어보다 높은 값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로 발성역치 측정치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차이를 보였다(p ＜ 0.001). 또한 PTW /pi/ 자극어에서 /pa/ 자

공기역학적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발성 중 공기를 얼마나 효

극어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율적으로 잘 사용하는지 후두 밸브 작용에 대해 알아보는 것

한편 자극어에 따른 강도는 /pa/에서 /pi/보다 높은 강도를 보

이며, 음성치료의 목표 또한 음성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음성

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Aerophone II를 이용한

효율은 강도를 압력으로 나눈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

성문하압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Park et al.(2001)의 선행연구

해 보았을 때 음성효율성에서도 자극어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

에 따르면 모음 /a/와 /i/의 변화에 따라 성문하압에 유의한 차

으로 예상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자극어에 따른 음성효율 측

이가 있었고, /ipipi/에서 성문하압은 평균 6.19 cmH2O, /apapa/

정치도 함께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에서 성문하압은 평균 4.13 cmH2O로 /i/ 모음 환경에서 성문
하압이 더 높게 나타났다. Zhuang et al.(2013) 연구에서도 /pi/
를 반복하여 PTP를 측정하였는데, 정상인의 경우(평균 38세),
4.22 cmH2O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pa/를 사용하여
PTP를 측정하였는데 성인 남성의 PTP 값은 3.851(± 0.959)
cmH2O, 여성은 3.538(± 0.466) cmH2O로 본 연구에서의 PTP
측정치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pi:pi:pi:pi:pi:/ 반복 시 /i/ 모
음은 장모음인 긴장성 모음으로 이완성 모음인 /a/ 모음에 비
해 가장 작은 소리로 말하는 데 더 노력성 발성을 했을 가능성
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더 높은 발성역치압력을 보이는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Lee & Yoon(2016)의 연구에서는 서울 코퍼
스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voice onset times (VOTs)를 연구하
였는데, /a/ 모음보다는 /i/나 /u/와 같은 고모음에서 VOT가 상
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파열음 개시 후 성대 내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성대를 부드럽게 접촉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도
PAS를 이용하여 자극어에 따른 PTP와 PTW, 강도를 측정 비
교해 본 결과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자극어 모음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에서 PAS를 이용하여 평가를
할 때에 사용된 자극어 선택에 유의하여 정확한 방법을 사용
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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