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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슨병 환자와 정상노인 간의 문장 읽기에 나타난 운율 특성 비교

A study of prosodic features of patients with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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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view of the hypothesis that the effects of Parkinson's disease on voice production can be detected before pharmacological 
intervention, the prosodic features of patients with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IPD) and a healthy aging group were 
diagnostically analyzed with the long term object of establishing, for clinical purposes, early disease-progression biomarkers. 
Twenty patients (male 8; female 12) with IPD (prior to pharmacological intervention) and a healthy control group of 22 (male 
10; female 12) were selected. Ten sentences were recorded with a head-worn microphone. One sentence was chosen for the 
analysis of this paper. Relevant parameters, i.e. 3-dimensional model (F0, intensity, duration) and pitch and intensity related 
slopes (maxEnergy, maxF0, meanAbS, semiT, meanEnergy, meanF0), were analyzed by two-group discriminant analysis. The 
stepwise estimation method of discriminant analysis was performed by gender. The discriminant functions predicted 83.9% of 
the male test data correctly while the prediction rate was 93.1% for the female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meanF0_slope 
and semiT_slope were more important parameters than the others for the male group. For the female group, the 
meanEnergy_slope and maxEnergy_slope were the important on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significant parameters are 
different for the male and female group. Gender lifestyle may be responsible for this difference. Dysprosodic features of IPD 
show not simultaneously but progressively in terms of F0, intensity and duration.

Keywords: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IPD), dysprosody, 3-dimensional model, slope related parameters 

1. 서  론 

킨슨병은 뇌 기 핵 흑색질의 도 민생성 문제로 야기

되는 과소운동형 마비말장애로 리 알려져 있다. 우리 몸에 

있는 운동 련 하행 신경로는 수의  운동을 조 하는 추체

로(pyramidal tract)와 불수의  운동에 향을 주는 추체외로

(extrapyramidal tract)가 있다. 두 경로는 상보  계로 상호

보완  역할을 담당한다. 추체외로에는 고리회로(loop-like 

circuit)를 형성하는 표 인 뇌피질-기 핵-시상-피질회로

(motor-cortex-basal-ganglia-cortex circuit)가 있으며, 이 회로

는 뇌피질로부터 나오는 신호가 기 핵을 거친 후 내측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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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핵으로 가는 직 경로와 기 핵을 거친 후 외측 창백핵과 

시상 부핵으로 가는 간 경로로 이루어져있다. 이 경로에서 

분비되는 신경 달물질로는 흥분성인 루타민산(glutaminate)

과 억제성인 감마아미노부티르산(gamma aminobutyric acid, 

GABA)이 있으며, 이 신경 달물질의  한 조 로 원활한 

근육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기 핵의 역할은 시상과 뇌피질의 흥분성 신호를 담당하

는 직 경로와 시상과 뇌피질의 억제성 신호를 달하는 간

경로 간의 응 기능을 담당한다. 

기 핵의 흑색질에서 유리(release)되는 도 민은 D1 유형

의 도 민 수용기에 반응하여 직 경로에 흥분성 효과를 주

고, D2 유형의 도 민 수용기에 반응하여 간 경로에 억제성 

효과를 다. 결과 으로, 도 민 결핍은 직 경로 기능 하

와 상 으로 간 경로 기능 부각이 되어 뇌피질의 과도한 

억제성 기능을 달한다. 이런 생리  기 으로 좁은 운동 범

, 무표정한 얼굴, 안정상태 손 떨림(resting tremor), 느린 

행동, 굽은 허리, 특이한 보행자세(shuffling gait)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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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슨병인 퇴행성 질병을 래한다[1][2][3]. 이와 같은 킨슨

병의 생리  상은 신체 행동 증상을 설명하며, 일부 말 증상

까지도 설명한다. 하지만 뇌에서의 말 작용은 고리회로 뿐 

아니라, 뇌피질-기 핵-소뇌 회로(cortex-basal-ganglia-cere 

bellum-cortex circuit), 말 산출(speech production)에 부분

으로 여하는 보조운동 역(supplementary motor area), 

말 생성(speech generation)을 하는 상피질(anterior 

cingular cortex), 말 계획(planning of speech articulation 

movement)을 하는 좌측 뇌섬, 안면 근육 응을 담당하는 

두엽, 두엽, 측두엽, 로카와 베르니  역의 기능

 복합 작용이다[3]. 그러므로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체 

행동  증상과 말 증상의 일치 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

이 있다. 즉, 행동  증상으로는 증도의 단계이지만 말

의 청지각  인상은 정상에 속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반 의 경우도 있다. 킨슨병 환자의 말 특성은 신체 행동 

특성처럼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복합 이면서 다양한 모습

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구측면에서도 다양한 근이 이루

어지고 있다. 신체 행동에 사용되는 근육 사용범 (range of 

motor)와 말 간의 상  연구[4], 혹은 유병인자를 진단할 수 

있는 라미터 연구로 모음 공간 연구[5] 등, 킨슨병 말에 

한 다각  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킨슨병 환자에게서의 운율장애(dysprosody)는 마비말장

애  로 인한 동반 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 특징을 살펴보면, 

발성 기 움직임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부 한 침묵, 

체 으로 가속되는 말 속도, 호흡문제로 짧은 구 생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호흡, 발성, 조음 기능에서의 과소기능의 

결과로 생각되어 왔으며[6], 최근에는 킨슨병 환자의 운율장

애는 인지(mental)  문제 간의 연구[7][8][9]가 이루어져 시각

 비구어 감정인지에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감정인지 

장애로 인한 구어 운율장애의 결과를 보인다는 주장[10][11]이 

되고 있다. 감정 조  기능으로 알려진 변연계(limbic system)

의 역할을 기 핵도 어느 정도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거

나, 기 핵이 감정 인식에 간 으로 여하여 기능해리

(diaschisis)로도 보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이지만, 아직은 

심도 있는 근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운율은 말의 복합  양상으로 발화시 분 인 요소와 언

어외 (paralinguistic) 요소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운

율 연구는 일반 으로 길이, 음도, 강도라는 세 가지 특성을  

조합하거나 분리하여 발화 속에 내재된 역동성(intra- 

dynamic)을 악해 왔다[12]. 

본 연구는 킨슨병 환자를 상으로 문장 읽기 시 나타나

는 운율  측면에 심을 두었다. 많은 선행연구와 차별을 두

기 하여, 킨슨병 환자군을 항 킨슨 약물 복용 으로 통

제하여 약물 효과를 배제하고 유병(有病) 인자만 포함시켰다. 

앞에서 기술하 듯이, 환자의 신체 행동  증상과 말 증상이 

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을 고려하

여, 통제군과의 비교를 통한, 킨슨병을 진단 할 수 있는 운

율  라미터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 상  차

2.1. 연구 상 

 본 연구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과 문의로부터 킨슨병으로 진단 받은 환자를 상으

로 이루어졌으며, 사 에 연구에 하여 충분히 설명 하 고, 

담당의와 환자에게 개별 으로 동의를 구하 다. 참가한 상

자는 항 킨슨 약물을 복용하기  상태인 특발성 킨슨병 

환자(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IPD) 20명과 통제군으로 

신체 활동에 불편이 없는 정상 노인 22명이다. 자세한 상자 

정보는 <표 1>에 제시하 다. 환자군과 통제군에서 고 압과 

당뇨 련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약물복용 유무

를 상자 선정기 에 고려하지 않았다. 상자와 보호자의 

보고에 의하여 피험자 모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래하는 인

지와 청력문제는 없음을 확인하 다.

통제군 환자군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인원  10    12 8     12

평균연령 60.8±5.9 65.0±6.2 67.3±5.2 68.1±6.3

평균유병기간 1.7±4.3 1.3±3.8

진단명 특발성(모두)

평균 H-Y단계 1.7±0.5 1.3±0.5

평균 UPDRS 28.6±11.2 17.1±9.1

K-MMSE 25.1±2.5 24.3±1.9

H-Y단계 : Hoehn-Yahr stage 
UPDRS : United Parkinson Dis. Rating Scale-Ⅲ motor section
K-MMSE : Korea-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표 1. 상자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subject characteristics

2.2.  연구 차  분석 방법

  환자의 음성 녹음은 입원 인 경우에는 병원내 조용한 방

에서 실시하 고, 퇴원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  방문하여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통제군 음성 녹음은 연구자가 개별 으

로 직  방문 실시하 다.

녹음은 카디오이드 다이나믹형 헤드셋 마이크(Shure WH20 

XLR, USA)와 Praat(ver. 5132, Amsterdam, Netherlands)을 이용

하 으며 22,050Hz 표본화율, 16bit 양자화 조건에서 디지털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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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제군(상)과 복제된 환자군(하) 강도 비교

Figure 2. The comparison of the intensity contour between
the control group(upper) and cloned patient group(lower)

그림 1. 통제군(상)과 복제된 환자군(하) 음도 비교

Figure 1. The comparison of the pitch contour point 
between the control group(upper) and cloned patient 
group(lower) 

분류 3차원 모델 련  기울기 련 

라

미

터

F0 maxEnergy

intensity maxF0

duration meanAbS

semiT

meanEnergy

meanF0

F0, maxF0, meanF0(Hz); maxEnergy, meanEnergy(dB); 
meanAbS(Hz/sec); semiT(semitone/sec); duration(sec)

표 2. 라미터 분류

Table 2. Parameter classification 

  녹음자료는 종결어미만 차이가 있는 10개씩의 평서문과 의

문문 문장으로 구성하 고,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장은 녹음 

순번 9번째 평서문인 [아침은 춥고, 낮에는 덥지.]이다. 이 문

장을 선택한 이유는 무감정상태의 사실기술의 문장 내용이고, 

간 쉼을 기 으로 앞뒤 일정한 길이를 보유하기 때문이다. 

사 에 읽기 연습시간을 주었으며, 상자의 시력 하로 인

해 읽기에 지장을 래하는 경우는 연구자가 에서 문장별로 

읽어주었다. 

  분석 라미터는 x/y/z 축을 운율 변수인 음도/강도/길이로 

표 한 3차원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선행연구[13][14]에 근본

으로 기 하며, 여기에 킨슨병 환자의 운율특성을 나타내  

음도와 강도 련 기울기 라미터 6개를 확장시켜 총 9개 

라미터를 선정하 다. 분석 라미터는 <표 2>에 정리하 다. 

선행연구[13]에서 제시한 3차원 모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

다. 통제군과 환자군의 분석 문장에 하여 음도, 강도, 길이

를 구하고, 환자 한명과 통제군 모두를 세 요소별로 유클리드 

거리에 기 하여 비교를 하여 환자군 수 세트를 구하게 된

다. 이 수 세트를 음도, 강도, 길이의 3가지 축으로 이루어

진 3차원 공간에 좌표 으로 표 하여, 통제군과 환자군 간의 

집단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통제군 한명에 해서도 자신

을 포함한 통제군의 나머지 모두와 일 일로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여 통제군 수 세트를 구하게 되고 역시 같은 3차원 

공간에 좌표 으로 표 하게 된다. 이 게 하면 통제군의 좌

표 세트는 원 (0, 0, 0)에 가까운 곳에 무리를 이루게 될 가

능성이 높고, 통제군과는 다른 운율 양상을 가진 환자군은 원

에서 보다 먼 곳에 무리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

할 수 있다. 이 게 통제군과 환자군의 3차원 공간 내의 무리 

집단을 별함수로 설정해 놓고, 미지의 환자에 하여 통제

군 모두와 개별 으로 비교한 좌표값을 이용하여 별분석을 

행하게 되면 미지의 환자가 과연 기존의 환자군에 속할 가능

성이 높은지 아니면 환자가 아닌 통제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

은지, 즉 환자가 아닌지를 별분석을 통해 확률 으로 측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첫 단계로 비교할 두 문장을 음 별로 이블링을 하고, 

응하는 음 별 길이를 동일하게 복제 합성을 한 후에, 두 문

장의 음도와 강도를 각각 비교하게 된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그림 1>과 같이 음 별 길이를 동일하게 한 후 두 

문장의 음도를 비교하게 되는데, 한 문장에 존재하는 n개의 

피치 (pitch point)을 n-차원의 좌표로 간주하고 다른 문장도 

마찬가지로 간주한 다음, 응하는 피치 별로 유클리드 거리

를 구하게 된다. 길이 비교는 길이 복제 합성을 하기 의 원

래 문장을 상으로 음 별 길이를 비교하게 되는데, 마찬가

지로 한 문장에 존재하는 n개의 음  길이를 n개의 좌표로 생

각하고 다른 문장을 m개의 좌표로 가정하고 유클리드 거리를 

구한다. 이 게 되면 음도, 강도, 길이에 해당하는 비교값이 

세 개 나오게 되며 이것이 하나의 3차원 좌표값이 되고, 3차

원 모델 공간에 표시될 수 있는 것이다.

통제군 내 모든 상자들 간의 라미터 수치를 측정하

는데, 통제군 남성이 10명이므로, 한명 당 10개의 3차원 좌표

값이 나오므로 통제군내 체 라미터 수치는 10×10=100개

가 된다. 환자군은 통제군과 별을 하는 것이므로, 환자군내 

비교가 아닌 환자군 한 명당 통제군 체 인원과 을 이루어 

측정하 으며, 환자군 남성 8명이므로, 8×10=80개이다. 결과

으로 통제군과 환자군 모두를 포함하는 남성군 사례수는 

180개가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환자군과 통제군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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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는 288개이다. 

기울기 련 라미터는 음 이블링된 일에서 음도와 

강도를 상으로 구하 는데 기본 으로 특정 시간값()에 

응하는 값의 흐름을 최소자승오차법으로 구하는 략을 사

용하 다. 

maxF0는 각 음 의 최  주 수와 그 최 주 수가 측정

된 시간 값들을 구한 뒤, 시간값들을 독립변수()로, 주 수값

을 종속변수()으로 삼았다.

meanF0는 maxF0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주 수가 평균주

수값이고, 시간값은 음 의 가운데 지 의 값을 삼은 것이 차

이가 난다. 

주 수 신 에 지를 사용한 만 제외하고, maxEnergy는 

maxF0와 동일 방식이고, meanEnergy도 meanF0와 동일 방식

을 구하 다. 

그러나 <표 2>의 meanAbS(=mean absolute slope)와 

semiT(=semiTone slope)의 경우는 각 임 단 의 시간값과 

기본주 수값을 구하여 연속 인 앞뒤 임 사이의 차이값

을 값으로 계산하 다. 이런 값들의 총합을 구하고 

이를 문장 처음과 끝 까지의 시간변화량으로 나 는 방법을 

사용하 다. semiT는 기본주 수값을 semiTone으로 변경하

고 연산 과정은 meanAbs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meanAbs의 단 는 Hz/sec이고, semiT의 단 는 

semitone/sec이다.

정리하면, 음도와 강도 련 기울기  최 값 계열인  최

강도(maxEnergy)와 최 음도(maxF0) 기울기는 각 음 의 최

값(F0, Intensity)을 값으로 하고, 그 최 값과 일치되는 시간

을 값으로 삼아 최소자승법(least square)으로 구하 다.

한, 음도와 강도 련 기울기  평균값 계열, 즉 평균 강

도(meanEnergy), 평균 기본주 수(meanF0)]는 각 음 의 평균

값(F0, Intensity)을 값으로 하고, 음  가운데 지 의 시간 값

을 값으로 하여 최소자승법 구하기를 용한 것이다. 

그림 3. 통제군의 음 별 강도 곡선(-강도, -시간)
Figure 3. Intensity contour of control group(-dB, -second)

통계 분석은 한  SPSS 12.0(SPSS Inc., USA)를 이용하

여  남녀 집단별로 묶어 환자군과 통제군 간에 두 집단 별

분석(two-group discriminant analysis)을 용하 으며, 별력

이 높은 라미터 순서를 추정하도록 단계입력(stepwise 

estimation) 방식을 선택하 다. 

3. 연구 결과

3.1 남성군 분석결과

환자군과 통제군 간의 남성군 분석한 결과, Wilks 람다

(lambda) 값이 0.489(p=0.000)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조행

렬은 표 화된 정 별함수간의 상 계수를 나타낸 것이고 

이 상 계수는 별 재값(discriminant loading)이라고 한다. 

일반 으로 별 재값이 가장 큰 값부터 크기순으로 제시되

고, ±.30(혹은 .40)이상인 경우 유의 으로 받아들인다. 별

값은 값 순으로 별력이 결정되는 것이며 양수와 음수

의 해석 제약은 받지 않는다. 한 별분석의 가장 심 알

고리듬은 각 집단의 심 (centroid)에서 개별 변수간의 거리

(mahalanobis distance)에 기 한다. 그 거리가 멀면 집단 심

에서 멀어지는 것이며 그러므로 집단 심 에서 먼 특정 

라미터는 자동으로 분석시 제외된다. <표 3>에 제시한 남성군 

상 구조행렬을 보면, 평균 기본주 수(meanF0) 기울기가 가

장 큰 별력을 보이고, 그 다음이 반음(semiT) 기울기 순이

다. 별 분류 결과로는 통제군 정분류 85%, 환자군 정분류 

82.5%이며, 체 사례수 180개 상으로 83.9%인 높은 별

측력을 보이고 있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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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제군 2환자군 측소속집단 체

1 2

빈도
1 85 15 100

2 14 66 80

%
1 85.0 15.0 100.0

2 17.5 82.5 100.0

원래 집단 이스  83.9%가 올바로 분류 됨.

표 4. 남성군 분류결과

Table 4. Classification results of male group

 함수

1

meanEnergy_slope .631

maxEnergy_slope .454

duration -.230

meanAbS_slope -.203

meanF0_slope -.158

maxF0_slope(a) -.135

F0(a) -.128

intensity(a) -.125

semiT_slope .020
(a) 이 변수는 분석에 사용되지 않음.

표 5. 여성군 구조행렬

Table 5. Structure matrix of female group

1통제군 2환자군 측소속집단 체

1 2

빈도
1 138 6 144

2 14 130 144

%
1 95.8 4.2 100.0

2 9.7 90.3 100.0

원래 집단 이스  93.1%가 올바로 분류 됨.

표 6. 여성군 분류결과

Table 6. Classification results of female group

함수

1

meanF0_slope .436

semiT_slope .375

meanEnergy_slope(a) .187

maxEnergy_slope .143

meanAbS_slope(a) -.125

duration -.096

maxF0_slope .081

F0 -.080

intensity(a) -.022
(a) 이 변수는 분석에 사용되지 않음.

표 3. 남성군 구조행렬

Table 3. Structure matrix of male group

3.2 여성군 분석결과

환자군과 통제군 간의 여성군 분석한 결과, Wilks 람다

(lambda) 값이 0.400(p=0.000)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구조행

렬을 보면, 평균강도(meanEnergy) 기울기가 가장 큰 별력

을 보이고, 그 다음이 최 강도(maxEnergy) 기울기 순이다

(<표 5> 참조). 여성군만을 상으로 하여 별을 한 결과, 통

제군 정분류 95.8%, 환자군 정분류 90.3%이며, 체 사례수 

288개 상으로 93.1%인 높은 별 측력을 보이고 있다(<표 

6> 참조)

4. 결론  논의

킨슨병 환자와 정상 노인 간의 문장 읽기 시 나타나는 

운율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군의 경우, 평균 기본주 수 기울기(meanF0_ 

slope), 반음 기울기(semiT_slope) 라미터가 킨슨병 환자

와 정상 노인을 별해주는 높은 측력을 보인다. 음도 련 

라미터가 별력이 높다는 것은, 환자군의 발화가 통제군보

다 하된 음도인 단음도 형태의 발화가 되었다고 단된다. 

높은 측력은 아니지만 최 강도 기울기에서도 차이를 보이

는 것은 폐활량의 문제와 연 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폐활량 

조 은 호흡근육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한다. 환자의 신체가 경

직(rigid)이 되므로, 호흡 근육 조 에서 느린 형태를 보일 것

이고, 이는 발화 강도조 에 반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여성군의 경우, 평균강도 기울기(meanEnergy_slope), 

최 강도 기울기(maxEnergy_slope) 라미터가 킨슨병 환

자와 정상 노인을 별해주는 높은 측력을 보인다. 강도 

련 라미터에서 차이를 보인 은 남성군에서와 마찬가지로 

호흡과 상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호흡량과 호흡 조 은 

발화의 강도에 향을  수 있으며, 이는 남성군과 여성군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을 미루어 볼 때, 호흡 련 인자가 

킨슨병으로 인한 차이 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

지만 본 상자의 호흡을 정 하게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추

후 정 한 호흡량과 호흡 근육의 활동성 측정은 필요하다. 

한 여성군에서는 남성군과 달리, 음도 련 라미터가 높은 

별력을 갖지 않았다. 이는 남성 환자군에서는 단음도

(monopitch) 상이 보인 반면에, 여성 환자군에서는 단음도

의 변화가 아직 나타지 않음을 보여 다. 즉, 남성 환자군의 

단음도 증상이 여성 환자군에서는 늦게 발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원인은 남녀의 평소 생활양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고 추론할 수 있다.  

3차원 모델에서 이용한 음도, 강도, 길이 라미터는 [13]에

서처럼 환자군과 통제군을 구분해주는  라미터는 되

지 않았다. 킨슨병 환자들이 항 킨슨 약물 복용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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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으로 경도(mild)의 신체 증상이고, 말에서 나타나는 증상 

한 경도인 을 고려할 때, 기 환자군에서는 문장 발화 

체 으로 음도, 강도, 길이 측면이 동시 으로 말 증상이 나

타나기보다는 기울기 라미터의 별 측력이 보여주듯이 

특정 한 두개의 라미터 성질에서 유병인자로 인한 뚜렷한 

차이 이 보인다고 생각된다.  

만성 킨슨병 환자를 상으로 하는 많은 킨슨 운율 연

구에서 단음도, 단강도, 짧은 구 발화 등과 같은 확연한 여러 

특징을 보인 반면[6][15], 기 환자군과 정상군의 비교에서는 

이런 선행 연구 조가 무색할 만큼 환자군의 말 특징이 경미

하면서도 각양각색이라는 을 밝히고 싶다. 하지만, 유병이

라는 공통 인자가 있다면 분명 운율에서도 나타나는 결과치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 고, 임상 장에서 미세한 차이 을 청

지각 으로 단할 수 있었기에, 그런 미세한 차이 을 만드

는 라미터를 찾아내는 작업이 본 연구인 셈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여  라미터들이 킨슨병 운율 진단에 유용한 

라미터임을 더욱 확실하게 검증하기 해서는, 추후 만성 

환자군과 정상군 비교, 환자군내 약물 복용 후비교, 뇌심부

자극술 후 비교 등 다양한 조건의 환자를 상으로 라미

터의 유용성 증명 작업과 다른 라미터 연구가 계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가 라미터로는 환자의 음성 떨림

에 한 연구와 이것을 표 할 단  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끝으로 이런 다양한 라미터를 이용하여 과소운동형 마

비말장애인 킨슨병 환자군과 과 운동형 마비말장애인 다

른 환자군과 비교를 해 보는 것도 라미터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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