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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novo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의 문단 읽기 과제에서의 호흡 특성

Characteristics of Speech Breathing in de novo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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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patients’ speech is hypokinetic dysarthria and their speech is possibly the consequence of 
impaired respiratory sup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respiratory characteristics of speech breathing in de 
novo IPD who were not given prior vocal or anti-Parkinson treatment. A total of 40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20 de 
novo IPD patients between the ages of 50 and 80, and 20 normal subjects with similar age, height, and weight matches. 
Forced Expiratory Vital Capacity (FVC),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 (FEV1) and FEV₁as a percentage of FVC 
(FEV1/FVC) was measured with a PC-based spirometer (Cosmed). In addition, Maximum Phonation Time (MPT), Mean 
Airflow Rate (MFR), Subglottal Pressure (Psub) and the number of syllables produced per breath were measured with a 
Phonatory Aerodynamic System (Kay PENTAX). All subjects were asked to read a standardized Korean paragraph and the 
following measurements were obtained from the task. Results indicat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spiratory 
function (FEV1/FVC%) and aerodynamic function between the two groups, but the number of syllables per breath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IPD patient group than in the normal group and it could be predicted by FVC and MFR. Therefore, 
the study shows that the MFR from the lungs during speech in de novo IPD patients is used in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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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이란 움직임을 개시하고 운동

계획을 유지시키는 뇌의 기저핵(basal ganglia) 일부인 흑질

(substantial nigra)의 도파민 생성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중추

신경계 퇴행성 운동질환으로 대부분의 파킨슨병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파킨슨병(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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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D)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병은 어떻게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대뇌의 도파민 생성 신경의 60%이

상이 손상되면 첫 증후들이 나타난다[1]. IPD의 운동 영역의

일차적 특징은 떨림, 강직, 운동느림, 자세불안정, 무동증 등

이고, 이차적 특징은 삼킴 장애, 무표정, 소자증, 마비말장애

등이다. IPD 환자의 말 특징은 마비말장애 과소운동형에 속하

는데 강직과 함께 움직임의 범위가 감소되어 단조로운 음도, 

감소된 강도, 중얼거리는 단어, 거칠고 바람 새는 소리, 운율

장애 등이 관찰된다고 하였다[1][2]. IPD는 말초 운동 장애

(peripheral motor movements)가 사지(limb), 상기도(upper air 

way) 근육, 흉곽과 목의 흡기 근육에서 나타나므로 폐 기능

비정상성, 공기 역학적 기능의 변화에 따른 말 산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3]. 

IPD 환자의 폐 기능의 비정상성은 발병 초기부터 폐활량

감소, 흉벽의 강직[4]이 관찰되고 이로 인하여 호흡 지지력이

부족해져 흡기가 얕아지고, 호흡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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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게 숨을 들이마셔 끊어 말하게 되며, 성대 기능이 약화되

어 공기를 비효율적으로 소모해 버리기 때문에 짧은 발화 동

안의 잦은 쉼, 그리고 빠른 말 속도가 관찰된다고 하였다

[5][6]. 그러나 IPD 환자의 말 속도가 정상군보다 느리다는 연

구도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IPD 환자가 마지막 호기 수준에

서 말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7]. 그러므로 IPD 환자의 발화

특성을 이해하기위해서는 먼저 폐활량과 성대 기능을 측정하

여 호흡과 성대 기능이 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혀야 하

고 이러한 평가들로부터 얻은 정보들은 좀 더 총체적인 음성

치료에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는 IPD 환자의 연속 발화 과제에서의 호흡 특성에 대한 연구

가 없었다. 

말할 때의 호흡은 숨 쉴 때의 호흡과는 다른 신경학적인

조절을 필요로 하며 다른 말 산출 하부 체계(성대, 후두 그리

고 구강 조음기관)가 말을 산출하는 동안 호흡 체계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8][9]. 말하는 동안의 호흡과 폐와의 관련성

을 밝히기 위한 직접적인 측정을 위하여 전자 폐활량계인 PC 

spirometer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 기기로 FVC와 FEV1값 등을

측정한다. 이 값들은 성별, 연령, 신장과 체중이 유의한 설명

력을 갖는 변수이다[10]. 그리고 후두스트로보스코피를 통하

여 IPD 환자의 성대 진동을 관찰하여 성문 폐쇄(glottal 

closure), 위상 폐쇄(phase closer) 등[11]을 기록한다. 일반적으

로 음성장애 환자의 발성 및 발화의 지속 능력과 호흡능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주로 최대발성지속시간(Maximum Phonation 

Time, MPT)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성대를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과 관련성이 있다. 즉 성대 사이로 공기를 많이 통과시키

는 사람이 적게 통과시키는 사람에 비해 더 긴 발성지속시간

을 보인다[12][8]. 그리고 지속적인 발성을 하는 동안에 사용

될 수 있는 최대 공기의 양 또는 폐활량, 성별, 연령, 키, 몸무

게, 음성 문제, 연습 효과, 피로 효과 등에 영향을 받는다[8]. 

그러므로 병이 진행됨에 따라 폐와 성대의 기능이 저하되는

IPD 환자군의 MPT 측정 시에도 발성능력과 호흡능력을 모두

평가하여 발성단계의 문제인지 혹은 호흡단계의 문제인지를

구별하여 치료계획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상인은 일상 발화에서 자음과 모음이 함께 포함된 문장

으로 말하므로 모음연장발성에서의 MPT 평가와 함께 연속발

화에서의 호흡 특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말 할 때의 호흡

에 대한 과제는 크게 자발화와 읽기과제로 나눌 수 있다. 읽

기과제는 표준화된 문단 읽기와 다양한 길이의 개별적인 문장

읽기로 이루어졌고 음절수를 통제할 수 있으며 자발화보다 명

료도가 높고 결과를 예측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3][14]. 그

리고 말 할 때의 호흡에 관한 연구는 말 하부 기제들의 관계

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호흡 조절 기능이 저하되

어 말 하는데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중재에 도움

이 준다고 하였다[15]. 말할 때의 호흡은 말 장애를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연구가 거의 이

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IPD 환자를 대상으로 말할 때의 호

흡에 관한 연구는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고 말 평가와 언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표준화된 문단을 읽는 동안 실제로 산출한 총 음절

수를 호흡 비율로 나누고 이 값을 1회 호흡당 음절수라고 칭

하여 이것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말 할 때의 호흡에는 심리적

인 요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음성에 관한 주관

적 평가를 할 수 있는 한국판 음성장애지수(Voice handicap 

index, VHI)[16]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약물 효과에 따른 말 산출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들

[17][18]이 대부분이므로 호흡과 말 명료도에 관한 기초선 자

료 수집을 위해 약물 복용을 배제한 IPD 환자의 연구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de novo’ IPD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읽기 시 호흡 특성을 비교하고 1회 호흡당 음절수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1) 정상인과 IPD 

환자 간 폐활량, 평균 호기류율 및 성문하압, MPT, 발성 시간, 

평균 음도와 강도 그리고 VHI에 차이가 있는가? (2) 문단 읽

기 과제에서 1회 호흡당 음절수는 폐활량, MPT, 평균호기류

율 그리고 VHI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서의 IPD 환자군은 서울 OO 병원 신경과 환자로

신경과 의사에 의해 파킨슨병으로 판정받은 환자 50대 이상

80대 이하 20명을 피검자로 하였다. 우선적으로 이비인후과

의사가 후두정밀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 성대의 병리 유무를

관찰하였다. 신경과 의사가 파킨슨병장애평가척도 Unified 

Pakinson's Disease Rating Scale Ⅲ(운동척도, UPDRS)[19]와

Hoehn & Yahr stage[20]을 사용하였다. VHI[16], 한국형 노인

우울검사(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S) 

[21]와 인지 기능 평가를 위하여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MMSE)[22]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신

경과에서 분류한 약물을 투약한 경험이 없는 자(‘De novo’ 

Patient), IPD 이외에 언어나 음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비인

후과, 치과 또는 다른 신경학적 질환이 없는 경우, 호흡 훈련

경험이 없고, K-MMSE 검사 결과 치매가 없는 경우였다. 

정상군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일상적인 의사소

통에 문제가 없으며, IPD 환자군의 성별과 연령을 빈도대응

(frequency matching)시킨 고졸 이상의 정상 성인 20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신체적 특성은 폐활량 같은 호흡

기능이 나이와 키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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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IPD 환자와 연령 ±3살 이내, 키 ±6cm 이내, 몸무게 ±10kg 

이내를 동일한 신체 조건으로 고려하여 빈도대응 시켰다

[5][23][24]. 일차적으로 면담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폐, 

신경계, 후두, 말-조음 기관, 청력장애와 만성 질환이 없는 자, 

주당 20갑 이상 흡연, 주당 200g 이상 음주하는 경우 제외)를

확인하였고 VHI 평가, K-MMSE를 통해 치매가 없는 것과

K-GDS 척도로 우울증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8]. 이비인후

과 의사가 스트로보스코피를 통해 성대에 병리 유무를 관찰하

여 정상에 해당하는 자만 포함시켰고, 호흡 훈련 경험이 없는

자로 MicroQuarkⓇ(Cosmed., Italy) 평가 결과, FEV1/FVC 측정

치가 정상에 해당하는 자만 포함시켰다. 

2.2 연구 절차

2.2.1 호흡 기능 검사

호흡 기능 검사를 위한 전자 폐활량계 MicroQuarkⓇ로 노력

성 폐활량(Forced Expiratory Vital capacity, FVC), 1초간 노력

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sec, FEV1), 1초간 노

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FEV1 as a percentage of FVC, 이하

FEV1/FVC)를 측정하였다. 대상자가 똑바로 선 자세에서 폐쇄

순환법으로 공기가 비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코집게로 비강

을 막고 공기를 모두 내뱉은 후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공

기를 최대한 들이마시도록 하였다. 그리고 편안하게 3회에 걸

쳐 호흡을 한 후, 이어지는 네 번째 흡기에 공기를 최대한 많

이 들이 마신 다음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가능한 한 폐의 공기

를 모두 내뱉게 하였다. 폐활량계의 호흡곡선을 통해 피검자

의 수행력을 관찰하면서 수차례 연습하게 하였다. 그리고 올

바르게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연속 반복 실시하는데, 폐

활량 검사치 선택은 여러 번 시행한 검사에서 최대치를 선택

하는 방법(best value selec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8][10][12] 

[25]. 

2.2.2. 공기역학적 검사

(1) 최대 발성지속 시간

소음이 통제된 방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은 다음

Computerized Speech Lab(KayPENTAX, NJ, USA, Model 

4300B, CSL)의 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MDVP)을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이름, 주소 등을 질문하

여 대답을 통해 평소 일상 대화 시 음도와 강도 수준을 파악

한 후, 연구 대상자에게 최대 흡기를 시킨 후 모음 /아/를 최

대한 길게, 일상생활에서의 음도와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서 지속 발성하게 하였다. 이 과정을 1회 시범보이고 2～3회

연습 과정을 거친 후 발성 지속시간을 측정하였다. 모음 /아/

를 연속 3회 발성하여 최대수행력을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하

였다[12][26][27][28][29].

(2) 평균 호기류율 및 성문하압

소음이 통제된 방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은 다음 Phonatory 

Aerodynamic System(KayPENTAX electrics corp, USA, Model 

4500, PAS)을 사용하여 공기역학적 검사 중 음성효율성

(Voicing Efficiency)을 측정하였다. 이 방법은 일회용 플라스

틱 튜브를 뉴모타코그라프에 연결한 후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

시킨다. 편안한 음높이와 강도로 정확한 /pa/를 1초에 한 번씩

산출하는 속도로 5～7번 반복 연습하는데, 이 때 앞니 사이에

위치시킨 튜브를 강하게 물지 않도록 주의시켰다. 자료 분석

은 음성 효율성을 측정하는 동안 발성 시 평균 호기류율

(Mean Airflow Rate, MFR)과 평균 성문하압(Subglottal 

Pressure, Psub)을 측정하였으며 5～7회 반복한 것 중 앞과 뒤

의 것을 제외시킨 3회 반복의 평균값을 채택하였다[30].

2.2.3 문단 읽기 검사

(1) 1회 호흡 당 음절수

발화 자료는 문단 읽기를 통하여 흡기 빈도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문단 읽기 ‘가을’[31]을 사용하였다. 읽기 자료에는

모든 구두점을 생략하여 피검자는 읽으면서 스스로 쉼을 조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읽기 과제의 경우 내용의 익숙함이 말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32] 눈으로 1～2회 읽게

한 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문단을 읽을 때에는 평소 일상 대

화하듯 자연스럽고 편안한 목소리로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읽

게 하였고, 틀리게 읽은 글자가 있으면 다시 읽게 하였다. 

PAS측정 프로그램은 최대 60초 이내 연속발화 녹음이 가능하

므로 피검자들에게 ‘가을’ 문단을 60초까지 읽게 하였으며, 60

초가 지나면 읽기를 중지하도록 하였다. 흡기 수는 신뢰도 높

은 측정을 위해 PAS의 그래프에 나타난 구강기류가 0 이하

지점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다. 발화의 시작 시나 종결 시

에 흡기의 양상이 피검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발화 시작과

종결 시의 흡기는 계산하지 않고 흡기 수에 1을 더하여 호흡

그룹(Breath Group) 횟수를 구하였다[33]. 1회 호흡 당 음절수

는 각 피검자의 1분 동안 읽은 음절수를 호흡 횟수로 나누어

서 산출하였다[5]. 

(2) 문단 읽기 과제

발화 자료는 문단 읽기를 통하여 읽기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 문단 ‘가을’[31]을 사용하였다. 발화 속도(Speech 

Rate, syllables/sec) 측정은 1분 동안 읽은 음절수를 60초로 나

누어 1초 동안의 읽은 음절수로 비교하였다. 1분 동안의 흡기

수는 호흡 비율(Respiratory Rate, breaths/minute)이라고 하였다

[34]. 문단 읽기 동안의 발화가 PAS에 저장되면, 분석 결과를

통해 발성 시간(Phonation time), 평균 음도(Mean Pitch), 음도

범위(Pitch Range)와 최대 강도(Maximum Sound Pressure 

Level, SPL)를 수량화한 결과로부터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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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Version 15.0, SPSS Inc, 2001)을 이용하였다. 

IPD 환자군과 정상군에 따른 호흡 기능, MPT, 공기역학적 기

능, 문단 읽기 특성, 음도와 강도에 대한 하위 변수들의 평균

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종속 변수들 값을 비교하기 위해

각각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별과 연령을 통

제한 상태에서 집단 간 문단 읽기 과제에서 1회 호흡당 음절

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검정하였다.

3.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연령, 신장, 몸무게, K-MMSE, 

VHI, H-Y 단계, 유병기간, UPDRS에 관한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그리고 K-GDS 검사 결과, 정상군은 우울증이 0명

이였으나 IPD 환자는 우울증이 10명(50%)이였다. 

IPD 환자의 음성 관찰 결과, 음성 떨림(voice tremor)이 12

명(60.5%)에게서 관찰되었다. 그리고 후두스트로보스코피를

통하여 IPD 환자의 성대 진동을 관찰한 결과, 성대 휨, 위상

폐쇄는 없었으나, 성문폐쇄부전 1명, 위산 역류로 인한 성대

부종 1명 그리고 가래가 있는 성대 1명이 있었다. 

표 1. 대상자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subject characteristics

변수† 정상군 IPD 환자군

전체수(남:여) 20(11:9) 20(11:9)
평균 연령(세) 63.4±7.5 63.9±7.8
평균 키(cm) 163.7±8.3 162.3±8.4
평균 몸무게(kg) 63.7±9.1 63.6±7.8
평균 K-MMSE(점) 29.0±1.3 26.5±4.7
평균 VHI(점) 5.1±7.8점 10.3±9.5
평균 H & Y 단계 2.0±0.5
평균 유병 기간(년) 1.5
평균 UPDRS(점) 20.2±10.1

평균±표준편차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VHI: Voice Handicap Index
 H & Y 단계: Hoehn & Yahr stage 
 UPDRSⅢ: Unified Pakinson’s Disease Rating Scale motor    
 section 

3.2 집단 간 호흡 기능, MPT, 평균 호기류율 및 성문

하압 그리고 1회 호흡당 음절수 및 총 흡기 빈도

비교

호흡 기능을 나타내는 FVC, FEV1, FEV1/FVC 와 MPT, 공

기역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평균 호기류율, 성문하압 그리고

읽기 과제에서의 말 속도(초당 음절수), 총 흡기 빈도, 1회 호

흡당 음절수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FVC의 평균은 IPD 환자군(3.24ℓ)이 정상군(3.50ℓ)보다 더

작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EV1의 평균도

IPD 환자군(2.35ℓ)이 정상군(2.75ℓ)보다 조금 더 작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EV1/FVC의 평균은 IPD 

환자군(76.78%)이 정상군(80.68%)보다 더 작았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모음 /아/에 대한 MPT의

평균을 보면 IPD 환자군(18.4초)이 정상군(23.4초) 보다 5.0초

짧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MFR의 평균은

IPD 환자군(120㎖/sec)이 정상군(160㎖/sec)보다 40㎖/sec작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sub의 평균은 IPD 

환자군(3.71cmH2O)이 정상군(4.04cmH2O)보다 0.33cmH2O 작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문단 읽기 동안 말 속도인 음절수는 IPD 환자군(4.0음절)이

정상군(4.5음절)보다 더 짧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흡기 빈도수는 IPD 환자군(19회)이 정상군(17.9회)보

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문단 읽기 60

초 동안 발성에 사용된 시간은 IPD 환자군(36.4초)이 정상군

(39.1초)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7초 짧았다(p < .05). 1회

호흡당 음절수는 IPD 환자군(13.1개)이 정상군(16.0개)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2.9개 짧았다(p < .05).

문단 읽기 동안 평균 음도는 IPD 환자군(157.2Hz)이 정상군

(146.5Hz)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음도 범위는 IPD 환자군(206.3Hz)이 정상군(225.5Hz)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19.2Hz 감소하였다(p < .05). 그리고 최대

강도는 IPD 환자군(85.6dBSPL)이 정상군(87.5dBSPL)보다 더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2. 집단 간 호흡 기능 검사 및 공기역학적

기능 검사에 대한 측정치 t-검정 결과

Table 2. Results of independent two-sample t-test

  변수
† NL(n=20) IPD(n=20) p - 값

FVC(ℓ) 3.50±0.89 3.24±0.85 0.352
FEV1(ℓ) 2.75±0.73 2.35±0.64 0.078
FEV1/FVC(%) 80.68±7.93 76.78±9.90 0.177
MPT(sec) 23.4±8.23 18.4±8.1 0.058
MFR(㎖/sec) 160±117 120±80 0.246
Psub(cmH2O) 4.04±0.87 3.71±1.19 0.328
말 속도(음절수/초) 4.5±0.6 4.0±1.0 0.103
흡기 빈도(회/분) 17.9±4.7 19.0±4.8 0.447
발성 시간(초) 39.1±2.8 36.4±4.7 0.030
1회 호흡당 음절수(개) 16.0±4.3 13.1±3.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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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 NL(n=20) IPD(n=20)  p - 값

Mean Pitch(Hz) 146.52±30.7 157.2±38.0 0.335
Pitch Range(Hz) 225.5±26.54 206.3±33.0 0.049
Max. SPL(dBSPL) 87.5±2.19 85.6±4.6 0.104
VHI 10.26±9.50 5.05±7.84 0.066
† 평균±표준편차

  NL: Normal, IPD: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FVC: Forced Expiratory Vital capacity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sec 
  FEV1/FVC:  FEV1 as a percentage of FVC 
  MPT: Maximum Phonation Time 
  MFR: Mean Airflow Rate, Psub: Subglottal Pressure 
  VHI: Voice Handicap Index

3.2 문단 읽기 과제에서 1회 호흡당 음절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IPD 환자군의 문단 읽기 과제에서 1회 호흡당 음절수에 영

향을 주는 4개의 독립 변수들(FVC, MPT, MFR, VHI)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1회 호흡당 음절수 총

변동의 54%(결정계수 0.54, 수정된 결정계수 0.418)를 4개의

독립변수로써 설명할 수 있었다. FVC가 1ℓ 증가하면 1회 호

흡당 음절수는 2.686 음절 더 길어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 < .05). MFR이 1mℓ/sec더 증가하면 1회 호흡당 음

절수는 0.029 음절 정도 더 짧아졌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 < .05). 그리고 독립변수 4개의 VIF는 모두 10 미만으

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표 3. IPD 환자군 문단 읽기 시 1회 호흡당

음절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IPD patients

변수
† 회귀계수 표준화계수 t p-값

ß 표준오차 베타

(constant) 5.209 2.815 1.851 0.084
FVC(ℓ) 2.686 1.123 0.595 2.391 0.030
MPT(sec) 0.109 0.099 0.233 1.107 0.286

MFR(㎖/sec) -0.029 0.011 -0.598 -2.656 0.018
VHI 0.074 0.070 0.184 1.049 0.311

 †FVC: Forced Expiratory Vital capacity 
   MPT: Maximum Phonation Time 
   MFR: Mean Airflow Rate 
   VHI: Voice Handicap Index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치료 받기 전의 IPD 환자군으로 평균 나이 64세, 

발병기간 1.5년 Hoehn & Yahr 2(범위 1～3) 20명과 정상군 20

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폐활량, MPT, 

공기역학적 기능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어떤 요인이 문단 읽기

과제에서의 1회 호흡당 음절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첫째, 폐 기능 검사 결과, IPD 환자군의 FEV1/FVC%값은

평균 77%으로 정상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 값

은 폐 기능 검사의 해석에서 FEV1/FVC%의 비가 70%이상을

정상치 기준[35]이라고 할 때 정상 범주에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IPD 환자군에서 비정상적인 폐 기능 장애가 관찰된다

[3][36]는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연구 결과에 차이를

보인 이유는 IPD 선행연구의 연구 대상자들은 약물 복용 중

인 환자[3], 중증환자[36]인 데 비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약

물 치료받기 전 de novo IPD 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선행

연구 대상자와 병의 진행 상태 및 치료 유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폐의 기능은 IPD 환자군의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 치료를 받기 전 경도의 IPD 환자 폐의 기

능이 언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MPT, MFR와 Psub의 경우, IPD 환자군이 정상군보다

적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IPD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MPT가 짧은 이유는 폐 기능과 공기

역학적 기능은 정상이었지만 표준편차를 고려하면 정상치보

다 낮은 수치들이 있었으므로 기능이 저하되어있고 비효율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IPD 

환자군에게 아직 호흡과 성대 수준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지

만, 성문 상부 수준에서의 호기류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있고

상부 기도의 방해로 호기류를 적절하게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

[37][38]으로 예측 할 수 있었다.

셋째, 자신의 음성장애에 대한 주관적인 VHI점수는 IPD 환

자군이 정상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 

넷째, 문단 읽기 특성에 대한 비교 결과, IPD 환자의 경우

1회 호흡당 음절수가 정상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

다. 이러한 결과는 1회 호흡당 음절수가 IPD 환자군이 정상군

보다 유의하게 적었고 말을 산출하는 시간이 정상군보다 짧았

다는 선행연구[5][7]들과 유사하였다. 정상군보다 1회 호흡당

음절수가 짧은 이유는 호흡 그룹이 마지막에 서서히 없어지면

서 호흡 그룹이 짧아지고 호흡이 부적당한 시기에 중지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9]. 

본 연구를 통해 표준화 문단 읽기 과제에서 1회 호흡당 음

절수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FVC와 MFR임을 알 수 있었

다. MFR은 호기류가 성대를 진동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공

기를 소모하느냐를 보는 중요한 변수이다. 정상인의 경우, 좋

은 발성을 위하여 발성을 시작하기 전 성대 수준에서 성대 내

전과 호기류의 시작의 정확한 협응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양

측 성대가 내전된 상태에서 폐로부터 나오는 호기가 성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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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소리가 유발되는데[8], IPD 환자의 경

우, 발성할 때 폐에서 나오는 호기류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부 기도의 방해[37][38]

로 설명될 수 있고,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IPD 환자의 말 산출

은 큰 소리를 만드는 기제(bellow mechanism)의 운동이 느려

지고 이와 관련된 공기 흐름이 감소되기 때문에 소리를 형성

하는 성대 기관에 약한 공기가 반영되어 과소운동형 마비말장

애로 산출된다고 설명하였다[39]. IPD 환자의 음성에서 단조

로운 음도와 감소된 강도가 관찰된다[1][2][3]고 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음도와 강도에 있어 말할 때의 음도가 단조로워

지는 특성(monotony of pitch)이 더 먼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음성 치료에 있어 호흡훈련과 성

대내전 증가를 통해 호기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음도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는 음성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의 제안으로는 말 구성의

해부학적 기질 중 하나인 상위 후두단계(턱, 입술, 혀, 연구개, 

인두) 중 턱 운동 통제와 성대, 호흡 체계가 신경학적으로 강

한 연계성이 있다고 하였으므로[40] 상위 후두단계와 성대, 호

흡 각 기관과의 운동성 및 음성 강도, 음도와의 연관성을 살

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 대상의 수가 적어 성

별, 연령별 표본수를 일정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연령과

호흡과의 관계에서 만 70세 이후에는 후두의 밸브 기능이 떨

어져 호흡 기능이 유의하게 감소된다고 하였으므로 연령에 따

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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