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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열 화자의 과다비성 감소를 위한 CPAP 치료 효과 연구

Efficacy of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Therapy on Reducing the Degree 

of Hypernasality in Speakers with Repaired Cleft Palate

하 승 희1)․정 승 은2)․고 경 석3)

Ha, Seunghee․Jung, Seungeun․Koh, Kyung 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CPAP therapy was effective for reducing the degree of hypernasality 
in individuals with repaired cleft palate and whether the efficacy of CPAP therapy was maintained. Five individuals with cleft 
palate participated in an 8-week home-based CPAP program. Results from perceptual evaluation of hypernasality and nasalance 
scores before and after CPAP therapy and at the follow-up speech evaluation were compar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responses of the CPAP therapy were various among individuals. Three individuals exhibited reductions in the degree of 
perceived hypernasality, while nasalance scores in all individuals decreased after the therap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 
of CPAP therapy was generally maintained until approximately three months after the completion of CPAP therapy.        

Keywords: speakers with cleft palate, hypernasality,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efficacy 

1. 서론 

구개열은 구강구조와 안면에 발생하는 선천적인 기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안면 골격 형성 및 발달상

의 문제 뿐 만 아니라 말-언어발달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

문에 수술, 교정, 언어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요구되어

진다. 구개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중 10-25% 정도는  생후 

1년 정도에 이루어지는 구개성형술(palatoplasty) 이후에도 지

속적으로 연구개와 인두벽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연인두 기

능부전)으로 인해 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과다비성은 구개열 또는 연인두 기능부전으로 인해 보이는 말 

문제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말을 하는 동안 비강 공명

(콧소리)이 지나치게 지각되어 말의 정확도와 명료도를 떨어

뜨려 수술이나 언어치료를 통해 중재되어져야 한다. 과거에는 

과다비성에 대한 언어치료의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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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부분 2차 구개성형술과 같은 수술적 접근법을 통해서 과

다비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과다비성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수술적 중재가 여의치 않은 건강상의 문제

나 수술 이후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

는 언어치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임상에서는 제기되어

져 왔다 [2][3].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수술적 접근법 없이 언

어치료를 통해 연인두 부위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과다비

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여 언어치료의 가능성과 효용

성이 재조명되어지기도 하였다[4][5]. 

연인두 기능을 향상시키는 언어치료 방법 중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기계를 이용한 치료는 말 

산출에 관여하는 특정 근육의 힘과 지구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과다비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운동 생리학에 바탕을 둔 치

료법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4], [6]-[8]. CPAP 기계는 원래는 

수면무호흡 환자에게 적용되어 잠을 자는 동안 착용하여 코 

마스크를 통해 연구개와 인두벽과 기도에 공기압력을 제공함

으로써 기도 폐쇄를 방지하는 치료법에 이용되어지고 있다. 

과다비성 감소를 위한 CPAP 치료법은 잠을 자는 동안 적용되

는 것이 아니라, 연인두 부위(velopharyngeal mechanism)에 공

기 압력을 가하는 동안  연인두 개방과 폐쇄를 반복적으로 유

도하는 말 과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근육의 기능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실제로 [9] 연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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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과 구개열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CPAP 기계를 착용하

고 말 연습을 하는 동안 전기근육그래프(electromyography, 

EMG)를 이용하여 연구개를 들어 올리는 대표적인 근육인 구

개올림근의 활동 정도를 측정한 결과, CPAP 기계를 통해 전

달되는 공기압력이 근육의 활동 정도를 증가시킴을 보여 주었

다. 즉 CPAP 기계를 착용하고 말 연습을 하는 것은 일정한 

무게의 역기를 들고 팔운동을 하는 저항 운동 원리와 같기 때

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근육의 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CPAP 치료법은 공기 압력의 크기와 말 연습 시

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가정에서 매일 꾸준하게 실시하

게 함으로써 근육의 힘과 지구력 향상을 위해 효과적이다. 과

다비성 감소와 관련된 CPAP 치료법의 효과를 살펴본 여러 연

구 [4], [10]-[12] 중에서 [4]는 구개열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

로 보다 체계적으로 CPAP치료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4] 연구

에서는 CPAP 치료 후 전체적인 결과는 과다비성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지만 동시에 CPAP 치료법에 대한 반응이 환

자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어 과다비성 감소에 대한 

CPAP 치료법의 효과 검증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을 시사하였다. 또한 CPAP 치료 효과가 모든 대상자에게 장

기적으로도 유지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 제시도 미흡하

여 과다비성 감소를 위해 CPAP 치료를 임상에서 보다 효율적

이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

하였다. CPAP 치료와 관련된 국내연구로는 [13]과 [14] 연구

가 있으며 모두 CPAP 치료가 과다비성을 감소하거나 비인강

폐쇄부전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연구는 과다비성 평가의 기준(golden standard)이 되어야 

하는 청지각적 평가 [15]를 실시하지 않았고 비음측정기

(nasometer)나 NasalView를 이용하여 단모음 산출시의 비성 정

도만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치료 전후로 과다비성 정도를 평가

하는 방법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제한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CPAP 치료에 대한 반응을 개인별로 자세히 다루지 않은 채 

모든 참여 대상자의 비음치/비성도 평균의 변화만을 제시하였

고 CPAP 치료가 종료된 이후 치료효과가 유지되는지 살펴보

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개열 화자를 대상으로 CPAP 치료가 

과다비성 감소에 효과적인지 청지각적 평가와 비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살펴보고, 치료 효과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지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자

1차 또는 1·2차 구개성형술을 받았지만, 연인두 기능부전으

로 인해 과다비성 말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10세 이상의 

아동 또는 성인 5명을 대상으로 CPAP 치료를 실시하였다. 

CPAP 기계가 제공하는 공기압력으로 인해 중이염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연구에 참여할 당시에 중이염을 앓고 있

는 사람은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에 참여

한 대상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 중 

남자 2명과 여자 1명은 생후 12개월 즈음에 실시된 1차 구개

성형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인두 기능부전을 보여 2차 구개

성형술을 부가적으로 받았다. 2차 구개성형술이 CPAP 치료에 

끼치는 영향을 가능한 배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 참여하기 

최소 3개월 이전에 2차 구개성형술을 받은 사람만을 연구 대

상자에 포함시켰다. 또한 대상자가 보상조음을 보일 경우 

CPAP 치료에 참여하기 전에 보상조음을 제거하는 언어치료

를 실시하였고 보상조음 산출이 소거된 후 CPAP 치료를 실시

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기본정보

참여자 성별 나이 구개열 유형 구개성형술 

1
남

 

18세 CLPa) 1·2차
2 25세 CLP 1·2차
3 16세 CPb) 1차
4 13세 CLP 1차
5 여 11세 CP 1·2차

a) 구순구개열(cleft lip and palate); b) 구개열(cleft palate) 

2.2 CPAP 치료 절차 

과다비성 감소를 위한 CPAP 치료 절차는 [4] 연구에서 제

안된 8주간의 치료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CPAP 

기계는 Puritan Bennnett 회사의 GoodKnight 420G 모델을 사

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8주 동안 매일 가정에서 정해진 공

기압력크기와 시간길이를 지켜 CPAP 치료를 실시하였다. 

CPAP 치료는 코 마스크를 통해 연구개 부위에 전달되는 공

기압력의 크기를 4 cmH2O에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8 

cmH2O 까지 증가시키고, CPAP 기계를 착용하여 말 연습을 

하는 시간도 10분에서 시작하여 24분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

켜 참여자가 치료 방법에 적응하고 점진적으로 증가된 근육 

운동의 강도와 시간에 맞추어 연인두 근육의 힘과 지구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또한 연인두 폐쇄와 개방을 연

속적으로 유도하는 음운환경의 말 과제(예, 연인두 폐쇄-개방

-폐쇄를 유도하는 모음-비자음-구강자음-모음 환경인 /암가/)

리스트를 제작하여 CPAP 기계를 착용하는 동안 대상자가 말 

연습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제작된 말 과제를 산출할 때는 연

속적이고 정확한 연인두 움직임을 유도하기 위해 두 음절 모

두에 강세를 두어 발음하도록 하였다. CPAP 기계를 착용하

고 말 연습을 하는 동안 대상자가 구강 및 비강 건조 현상 

등 불편함을 겪게 되면 물을 마시면서 잠깐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말 연습을 시작하도록 권고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치료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잘 지켜 치료를 가정 내에서 꾸준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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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치료 상황을 가능한 녹음하게 하여 확인하였고, 1-2주마다 연

구자들을 방문하게 하여 치료 절차와 진행 상황을 점검 받도

록 유도하였다.

 

2.3 말 평가 

CPAP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치료 시작 전과 8주 치

료가 종료 되었을 때와 치료 종료 후 최대 3개월 이내로 유지 

평가를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말 평가를 실시하였다. CPAP 

치료가 과다비성 감소에 끼치는 효과를 청지각적 평가와 비음

측정기를 이용한 음향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과다

비성의 청지각적 평가를 위한 문장은 [16] 연구에 사용된 비

자음이 들어가지 않은 고모음 /이/와 저모음 /아/로 구성된 문

장일부를 사용하였다(<표 2>). 청지각적 평가를 위한 말자료

는 마이크로폰(ETM-001,Edutige Microphone)을 화자의 입에서

부터 20cm 정도 떨어진 일정한 거리에 위치시킨 뒤  보이스

레코더(ICD-UX512F, Sony)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연구 대

상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문장을 편안하고 일정한 속도로 읽게 

하였고,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연구자를 따라 말하게 하였다. 

녹음된 음성은 Adobe 3.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44.1 kHz 

sampling rate, 16 비트 sampling resolution, 스테레오 채널을 

통해 컴퓨터에 WAV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되었다. 또한 발

화를 산출하고 녹음할 때 대상자들의 음성의 강도가 달라, 서

로 다른 음성의 강도가 과다비성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

므로 Adobe 3.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집된 음성 자료의 평

균 강도인 약 69 dB 수준으로 모든 음성 파일을 동일하게 표

준화시켰다. 

비음측정기를 이용한 평가에서는 모음환경과 검사어 길이

에 따라 비음치가 달라짐을 고려하여 [16] 연구에서 사용된   

/아/와 /이/ 모음으로 각각 구성된 4, 8, 16, 31 음절의 총 8 문

장을 사용하였다(<표 2>). 

2.3.1 청지각적 평가 

CPAP 치료 전-후-유지평가에서 수집된 말 자료에 대한 청

지각적 평가가 언어병리학을 전공하는 41명의 대학생에 의해

실시되어졌다. CPAP 치료 효과를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청지각적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음성 샘플이 

수집된 시간적 조건(CPAP 치료 전-후-유지)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지 않았다. 또한 과다비성의 청지각적 평가를 위해 평가

실시 이전에 본 실험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과다비성 중증

도애 해당하는 음성 샘플을 이용하여 4시간 정도의 집중적인 

듣기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지각적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크기 측정법(Direct Magnitude 

Estimation, 이하 DME)과 외적 음성 기준치를 사용하였다 

[17]. 일반적으로 평가 기준치(modulus)를 사용하는 DME 평가

법은 평가자들이 100이라는 특정 숫자가 부여된 평가 기준치

에 해당하는 음성 샘플을 먼저 듣고 이 후에 듣는 음성 샘플

을 평가 기준치와 비교해서 직접 점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평

가가 이루어진다. 즉 평가 기준치와 비교해서 평가 음성이 과

다비성 정도가 심각하면 100보다 큰 숫자를, 정도가 낮을 경

우에는 100보다 작은 숫자를 평가자가 자유자재로 선택해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 기준치에 해당하는 음성으로 7

점 등간 척도(1 = 정상, 2 = 미비(minimal), 3 = 경도(mild), 4 

= 경중도(mild to moderate), 5 = 중도(moderate), 6 = 중심도

(moderate to severe), 7 = 심도(severe))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을 

때 중증도 정도가 중간인 경중도(mild to moderate)에 해당하

는 음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참여하는 음성 평가자들이 과다

비성에 대한 서로 비슷한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치 100에 해당하는 음성 샘플 외에도 평가 기준치보다 과

다비성 중증도가 낮은 음성 샘플과 높은 음성 샘플을 부가적

으로 제공하여, 총 세 개의 외적 기준치(anchors)와 비교하면

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외적 기준치에 대한 음성 샘플은 제1, 

2 저자가 독립적으로 과다비성 중증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완전히 일치한 자료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어 모음환경

평가 종류 /아/ 모음환경 /이/ 모음환경

청지각적 

평가

바다에서 자라와 가

재와 소라 잡아보자

이 집이 이호고 여기 

이집이 이십이호야

비음

측정기를 

이용한 

평가 

1. 바다가자

2. 아가야 바다에 가자

3. 바다에서 자라와   

가재와 소라 잡아보자

4. 가게에서 사과하고 

과자 사자. 바다에서 

자라하고 가재 잡아서 

아가에게 가자

1. 이 집이야

2. 여기 이집이 이호야

3. 이 집이 이호고 여

기 이 집이 이십이호

야

4. 이 시집이 이십이

호고 여기 이 시집이 

이호야. 이리와봐, 이 

시집이 비 이야기야 

표 2. CPAP 치료 전후로 사용된 검사 문항

과다비성의 음성 샘플 제시와 평가는 Visual C++프로그램

을 이용해 제작된 음성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시하였

다. 과다비성 평가 프로그램은 전체 음성 샘플을 무작위 순서

로 평가자에게 제시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었고, 평가자가 헤드

폰을 통해 음성을 듣고 프로그램 창에 직접 평가 결과를 입력

하고 다음 음성 샘플 평가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평가시 필요하다면 평가자는 평가 음성샘플과 외적기준치 음

성에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하여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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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가자가 평가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자는 <표 2>에 제시된 /아/와 /이/ 모음환경의 2개의 평가 

문장을 모두 듣고 종합적으로 비성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였

다. 

2.4 자료 분석 

청지각적 평가 결과는 CPAP 치료 전-후-유지평가에서 참여

자로부터 수집된 음성 샘플에 대한 41명의 평가자가 제시한 

DME 점수의 기하평균값을 사용하였다. DME 평가 특성상 평

가자 마다 서로 다른 숫자의 크기로 과다비성 정도를 평가하

여 일부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와 비교해 아주 크거나 작은 숫

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ME 평가 결과의 중앙치

를 대표하는 값으로서 기하평균이 적절하다 [18][19].   

비음치 결과분석은 치료 전-중-후에 수집된 음절길이가 점

진적으로 길어지는 4개의 /아/ 모음 환경 문장의 비음치 평균

과 4개의 /이/ 모음 환경 문장의 비음치 평균을 각각 살펴보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와 /이/ 모음환경 문장을 정상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16] 연구에서 제시한  /아/ 모음환경 

문장의 평균값은 11.01이고 /이/ 모음환경 문장의 평균값은 

19.67이다.  

2.5. 통계분석

연구 참여자 수가 적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

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CPAP 치료 전-후-유

지 평가결과의 차이에 대해 비모수 검정 중 반복측정 통계법

인 Freid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청지각적 평가 결과

과다비성 감소를 위한 CPAP의 치료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DME 평가법을 이용하여 청지각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CPAP 

치료 전-후-유지 평가에서 수집된 음성 자료에 대한 청지각적 

평가 결과는 <표 3>과 <그림 1>과 같다. 청지각적 평가 결과, 

5명의 참여자 중에서 3명의 참여자가 치료 전보다 과다비성

의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참여자 5번은 치

료 전에는 DME 점수가 과다비성 정도가 경중도에 해당하는 

100점 보다 높은 점수였으나 8주 치료 후 현저하게 점수가 낮

아진 17.3으로 과다비성이 정상 수준으로까지 감소되었다. 

CPAP 치료 전과 후의 청지각적 평가결과에 대한 비모수 검정

통계분석 결과, 치료 전과 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CPAP 치료 후 과다비성이 감소된 3명의 참여자에게 

CPAP 종료 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유지 평가를 실시한 

결과, 3명 모두 DME 점수가 약간 증가하였으나 상승 범위가 

모두 5점 이내로 청지각적으로는 아주 미묘한 변화만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졌다. CPAP 치료 후 과다비성의 정도가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난 3명의 대상자의 자료만을 바탕으로 유지 여

부에 대한 비모수 통계분석 결과, 치료 후와 유지 평가에서 

평가되어진 과다비성의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3번과 4번은 청지각적 평가 결과 CPAP 치료 후 과

다비성의 감소를 보이지 않고, 치료 후와 유지평가에서 과다

비성 정도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청지각적 평가 결과(DME 평균 점수)

참여자 no. 치료 전 치료 후 
유지     
평가

1 22.3 15.3 16.3
2 43.7 12.7 17.0
3 30.8 40.2 68.9
4 42.0 45.2 62.8
5 122.5 17.3 22.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치료후

치료전

그림 1. 치료 전과 후의 청지각적 평가 결과 변화 

3.2 비음치 평가 결과 

청지각적 평가 외에 비음측정기를 이용한 평가를 통해 보

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CPAP 치료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4>는 참여자가 치료 전-후-유지 평가에서 산출한 /아/와  

/이/모음 환경의 4가지 문장에 대한 비음치의 평균값이다. 참

여자 5번은 치료 후 유지평가로서 청지각적 평가를 위한 음성 

녹음에는 참여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비음측정기를 이용한 

유지평가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비음치 평가 결과 /아/와   

 /이/ 모음 환경의 문장 모두에서 5명의 참여자 모두 치료 전

과 비교해 CPAP 8주 치료 후에 비음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여주었다<그림 2>, <그림 3>. 또한 치료 효과의 

유지여부에 대해서 치료 직후 평가치와 비교해서 첫 번째 참

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음치가 다소 올라간 결과를 보여주

었다. 비모수 검정인 Freidman 검정결과, 치료 전-후-유지평

가에서 /아/ 모음환경에서 수집된 비음치 점수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χ2 = 7.6; p < .05), 사후검정 결과 치료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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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치료 전과 유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이/ 모음환경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와 /이/ 모음환경의 문장에서의 비음치 평균값

참여자

no. 
모음

환경
치료전 치료후

유지  

평가

1
/아/ 43.8 38.3 32.8

/이/ 74.5 62 56.3

2
/아/ 40.5 21.5 24

/이/ 57.5 45.8 50.5

3
/아/ 33.1 29.8 29.4

/이/ 56.5 52.7 57.0

4
/아/ 24.3 18.8 20

/이/ 45.0 42.3 47.5

5
/아/ 37.2 29.0

/이/ 58.3 51.4

*정상 비음치:/아/모음문장 - 11.01; /이/모음문장 - 19.67  

(김민정·심현섭·최홍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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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 모음환경 문장에서의 비음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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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 모음환경 문장에서의 비음치 변화 

4. 논의 및 결론

과다비성 감소를 위한 CPAP 치료는 공기압력이 연인두 부

위에 전달되는 동안 연인두 개방과 폐쇄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말 과제 연습을 실시한다. 따라서 말 산출과 직접적

으로 관련 있는 연인두 근육의 힘과 지구력을 증가시켜 연인

두 폐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일종의 말 운동 

치료이다. 본 연구는 과다비성 말 문제를 보이는 구개열 화자

에게 CPAP 치료를 실시 한 후 청지각적 평가와 비음치 측정

을 통해 과다비성 정도가 감소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청지각적 평가와 비음측정기를 이용한 평가 결과가 다소 차이

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CPAP 치료가 과다비성 감소에 효과

적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청지각적 평가에서 5명 중 3명만

이 과다비성 정도가 감소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청지각적 평

가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

라서 본 연구결과는 [4]선행연구와 일관성 있게 CPAP 치료가 

과다비성 문제를 보이는 모든 구개열 화자에게 효과적이지 않

을 수 있고 일부 구개열 화자에게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

음을 제안하고 있다.

청지각적 평가결과와 비교해 비음측정기를 이용한 평가결

과는 통계적으로 일부만 유의했지만 모든 참여자가 /아/와    

/이/ 모음환경 문장에서 CPAP 치료 후에 비음치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강과 구강으로부터 나오

는 전체 음향에너지에서 비강 에너지의 상대적인 비율을 통해 

비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출해 내는 비음치가 사람의 귀로는 

감지 못하는 과다비성 정도와 관련된 미묘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청지각적 평가결과와 상이한 

비음치에 대한 연구결과는 비음측정기가 개발된 이래로 비음

치와 청지각적 평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여러 연구에서 제

안하듯 상관계수가 평균 .70 정도인 청지각적인 비성 정도와 

비음치의 상관관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0]. 즉 청지각

적인 비성 정도와 비음치가 100% 일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제한점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 5번의 경

우 치료 전에는 과다비성 정도가 중도(moderate)였으나 치료 

후에는 DME점수 상으로 100점 이상 감소되어 거의 정상 범

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음치상으로는 감소 범위가 

작아 여전히 경도 또는 경중도의 과다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청지각적 평가와 비음치의 낮은 상관관계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자 5번의 경우에는 CPAP 

치료 후에 청지각적으로 과다비성 감소와 함께 음성의 강도도 

증가되어 말 명료도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점이 과다비성의 

청지각적 평가에 영향을 끼쳐 치료 후에 DME 점수가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진 것으로도 사료된다. 참여자 3과 4는 비음치

는 치료 후에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청지각적 평가에서는 치료 

후에 과다비성 정도가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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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청지각적 평가와 비음치의 낮은 상관관계 외에도 대상

자가 13, 16세임을 고려해볼 때 연인두 부위에 위치한 아데노

이드판의 축소와 후두기관이 커지고 두꺼워지는 사춘기로 인

한 발성과 조음기관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변화로 인한 음성

의 변화가 청지각적 평가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고 해석

해 볼 수 있다 [4].  

본 연구는 CPAP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는데 CPAP 치료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실시된 청지각적 

평가와 비음측정기를 이용한 평가 결과와 치료 직후에 실시된 

평가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과다비성 감소를 위한 CPAP 치료 효과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는 유지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청지각적 

비성정도와 비음치가 모두 치료 직후 때보다는 증가되는 경향

을 보여 CPAP 치료가 장기적으로 효과적인지, 한 번의 치료

만으로도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추후에 더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CPAP 치료 전과 비교해서 참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된 비

음치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정상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비음치 

기준 [16]과 비교했을 때 참여자 모두 치료 후에도 여전히 높

은 비음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PAP 

치료가 과다비성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해

석해 볼 수도 있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8주 CPAP 치료 프로

토콜이 과다비성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부족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는 포함하지 않았지

만 참여자 2번의 경우에는 8주 치료를 마치고 1개월 뒤에 다

시 클리닉에 찾아와 부가적인 CPAP 치료를 희망하여 8주 치

료를 한 번 더 실시하였다. 2차 CPAP 치료 결과 비음치가 지

속적으로 감소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실험 조건이 동일

하지 않아 본 연구에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6명의 구개열 화자

에게 12주 CPAP 치료를 실시한 결과 2명이 8주 치료 이후에

도 지속적인 비음치의 감소를 보여 12주 치료 종료 시에는 8

주차 평가와 비교해서 더 작은 비음치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

와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8주 CPAP치

료 프로토콜이 과다비성 감소를 위해 최적의 치료 프로토콜인

지 점검해 보고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치료 프로토

콜을 찾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다비성의 청지각적 평가의 타당성을 극대화하

기 위해 많은 수의 청자를 대상으로 평가 전에 집중적인 듣기 

훈련을 제공하였고 과다비성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향상

시키는 방법으로 보고된 외적 기준치와 DME 측정법을 이용

하여 CPAP 치료 전과 후의 음성 자료를 평가하였다. 또한 주

관적인 청지각적인 평가법을 보완하기 위해 비음치를 바탕으

로 CPAP 치료 효과를 살펴보았다. CPAP 치료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 [4], [7], [10]와 비교해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방법

으로 CPAP 치료 효과를 점검해보고자 하였으나 연구대상자 

수가 작아 연구결과 해석과 일반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PAP 치료가 일부 구개열 화자들에게만 효과적일 수 있으므

로 추후에는 보다 많은 수의 과다비성 문제를 보이는 구개열 

화자를 대상으로 CPAP 치료에 의해 유도되는 구조적, 기능적, 

음향음성학적 변화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

되는 화자와 기대되지 않는 화자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

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치료 프로

토콜 개발을 위해 후속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CPAP 치료가 과다비성 감소에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2차 구개성형술 방법이 적절치 않은 

일부 구개열 화자들에게 대안적인 치료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

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의 결과가 화자들마다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고 치료 기간과 관련된 치료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근거에 기반을 둔

(evidence-based)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후

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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