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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청지각적 음질 평정은 일반적으로 모음연장발성이나 연결발

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국내에서는 모음연장발성이나 표준화문

단 읽기가 진단이나 평가에 주로 활용된다(Choi, 2013). 모음연

장발성은 바쁜 임상에서 음성의 비정상적인 정도를 평가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연결발화는 전형적인 일상생활의 

발화 패턴을 반영하고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환자의 

음질을 잘 반영하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ele, 2005; 

Parsa & Jamieson, 2001). 청지각적 평정과 마찬가지로, 음향학

적 측정치도 다양한 발화 과제를 통해 얻어야 하지만, 음향학적 

분석은 시간에 따른 주기나 강도의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다차

원 음성측정기(Multi Di-mensional Voice Program)와 같은 대
부분의 음성분석프로그램은 모음 연장발성 분석은 가능하나 

연결발화의 분석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최근 연결발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파수 기반 분

석인 스펙트럼이나 캡스트럼과 같은 음향학적 분석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Maryn et al., 2009). 변동률 분석과 달리, 캡스트

럼 분석치들은 주파수영역에서 성대의 진동 신호와 성도의 공

명주파수를 분리하여 정확한 기본주파수 검출을 요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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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Noll, 1967), 모음뿐 아니라 불안정한 음도변화를 포함하

는 연결발화도 음향학적 분석이 가능하며, 주기적인 음성 신호 

뿐 아니라 매우 비주기적인 음성 신호도 분석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다(Heman-Ackah et al., 2003). 특히, 안정된 음도와 강도

를 가정으로 하는 전통적인 시간 기반 음향지표인 변동률 분석

에 비해 캡스트럼 분석은 변동률 분석보다 청지각적 음질 평정 

상관이 더 높고, 모음연장발성뿐 아니라 연결발화에서 정상 음

성과 장애 음성을 잘 감별하는 음향적 지표였다(Awan & Roy, 

2006; Eadie & Baylor, 2006; Halberstam, 2004; Lowell et 

al., 2011; Lowell et al., 2013; Wolfe & Martin, 1997; Wolfe et 

al., 2000). 음향학적 변동률 분석에 있어서 모음 유형의 효과 

연구에 따르면, 강도변동률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저-

후설 /아/ 모음이 다른 모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강도변동률을 나타내었다(Choi & Choi, 2015). 그러나, 시간 기

반의 변동률 분석에 비해 정확한 기본주파수 추출을 요하지 않

는 캡스트럼이나 스펙트럼 분석에서 모음의 효과는 아직 알려지

지 않았다. 최근 국외에서 다양한 모음과 연결발화에 따른 캡

스트럼 분석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Awan et al., 2012; Low-
ell & Hylkema, 2016), 한국어와는 다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까지 캡스트럼에 대한 국내의 음향학적 연구는 주로 모

음연장발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Choi & Choi, 2014; 

Shim et al., 2014), 다양한 모음이나 성별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Shim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후두전적출술을 받은 식도발

성화자 13명과 노인화자 13명을 대상으로 모음/아/ 발성으로 캡

스트럼과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는 모두 남성이

었다. Choi & Choi(2014)의 연구에서도 /아/ 모음만을 사용하

여 음성의 중증도에 따른 장애음성의 스펙트럼과 캡스트럼 측

정치를 시간기반 분석치와 비선형동적분석치와 비교하였다. 

한편, 연결발화에 대한 음향학적 연구로는 6어절로 구성된 

문장으로 16~85세의 11명의 마비말장애 화자와 성과 연령을 일

치시킨 11명의 정상화자를 대상으로 캡스트럼과 스펙트럼 분석

으로 연결발화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Seo & Seong, 2013). 

한편, Lee(2011)의 연구에서는 표준 문단 ‘산책(Jeong, 1994)’ 중 

첫 두 문장을 사용하여 연속구어에 대한 음향적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장구간 평균 스펙트럼 분석, 스펙트럼 기울기 등의 음

향학적 변수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음이나 연속구어 과제 및 성별 차이를 고려한 캡스트

럼이나 스펙트럼 분석치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과 다양한 한국어 말소리 

문맥 간 캡스트럼과 스펙트럼 측정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연결발화가 다양한 말소리의 음향적 

정보를 포함하므로 현재 사용되는 두 개의 표준화문구 간에 캡

스트럼이나 스펙트럼 측정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연결발

화의 음향학적 측정치를 예측할 수 있는 모음과 연결발화의 상

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만 20~30세 정상 청년층 51명(여

자 34명, 남자 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5년 이상 음

성평가를 해온 1급 언어재활사 2명에 의해 청지각적 평정인 GR-
BAS에서 G가 ‘0’이며 이비인후과의사 판독에 의해 후두내시경 

소견 상 정상소견을 보이고 최근 상기도감염이나 후두질환이 

없고 흡연 경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절차

말과제 및 음성자료 수집

음성자료는 소음이 통제된 음성검사실에서 수집하였다. 녹음

은 입으로부터 10 cm 떨어진 위치에서 90도 각도로 고정된 단일

지향성 다이나믹 유형의 마이크(D7 Vocal., AKG, Vienna, Aus-
tria)를 사용하였으며, CSL프로그램(Model 4300B; Pentax 

Medical Company, Lincoln Park, NJ, USA)을 사용하여 샘플

링 속도를 44,100 Hz의 표본추출비율로 모음과 연결발화를 녹

음하였다. 

모음연장발성과제는 Shin & Cha(2003)의 구어체계에 입각

한 7개의 한국어 단모음 체계를 사용하였다(Table 1). 편안한 

음도와 강도에서 ‘하나 둘 셋’ 숫자세기 후 각 모음을 3초간 3번 

반복하여 발성하도록 하였다. 모음의 유형은 검사자마다 다른 

순서로 무작위로 녹음하였으며, 분석치는 3번 반복한 것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표준화 문구는 표준 문단 ‘산책(Jeong, 1994)’

과 ‘가을(Kim, 1996)’을 처음부터 끝까지 평상시의 음도와 높이

로 각각 한 번씩 읽도록 하였다. 문단 읽기 중 잘못 읽은 것은 다

시 읽도록 지시하였으며 녹음 후 잘못 읽은 것은 다시 듣기 재생 

후 편집하여 수정된 문단 읽기를 최종 저장하였다. 녹음된 파일

은 총 1,173개(7개 모음 × 3번 × 2개 문단 × 51명)의 음성 파일

로 저장되었다.

Table 1. Vowel tasks (Korean 7 vowels in spoken language)

Front Back
Uunround Round Unround

High /i/ /u/ / m/
Mid /ε/ /o/ /^/
Low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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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모음과 연결발화의 캡스트럼 및 스

펙트럼 분석을 위해 ADSVTM (Analysis of Dysphonia in Spe-
ech and Voice, Model 5109, Kay Pentax Medical, Montvale, 

NJ, USA)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모음은 처음과 끝부분을 

제외한 가운데 부분인 1초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연결발화인 표준문단은 각 문단의 처음과 끝부

분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ADSV프로그램에서 자동 음성 부

분 검출 방식을 선택하여 2개의 캡스트럼 분석치 cepstral 

peak prominence (CPP) (dB), CPP_SD (dB)와 2개의 스펙트

럼 분석치 low-high spectral ratio (L/H ratio) (dB), L/H ratio_

SD (dB)를 측정하였다. CPP (dB)는 전체 캡스트럼의 회귀선과 

cepstral peak간 강도의 차이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음질일수

록 CPP 값이 작다(Hillenbrand & Houde, 1996; Lowell et al., 

2012).

스펙트럼 분석인 L/H ratio는 4,000 Hz를 기준으로 4,000 Hz 

위아래의 평균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하며, L/H ratio_SD는 L/

H ratio의 표준편차이다.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9.0TM (IMB, 

New York,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성별과 모음문맥과 연

결발화 문맥에 대한 CPP와 L/H ratio값은 기술통계를 이용하

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성별과 모음문맥 및 성별과 

연결발화 문맥 간에 따른 CPP, L/H ratio 측정치의 차이를 비

교하기 위해 개체 내 요인은 모음 과제(7수준) 혹은 연결발화(2

수준)과제, 개체 간 요인은 성별(남녀 두 수준)로 하는 반복측

정 혼합 분산분석(a repeated-measures mixed ANOVA)을 각

각 실시하였다. 개체 간 반복측정분석에 대한 통계검정은 

Mauchly의 구형성 검정에 의해 구형성이 가정된 경우는 구형

성 가정값을 사용하였으며,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는 Greenhouse-Geisser로 수정된 자유도와 F값을 보고하였

다. 또한, 개체 내 효과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개체 내 대비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별

에 따른 모음과 연결발화 간 CPP, L/H ratio 측정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

으며, 발화 문맥(모음 vs. 연결발화)에 따른 캡스트럼 및 스팩트

럼 측정치와 간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
t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였다.

RESULTS

캡스트럼과 스펙트럼 분석의 모음 유형 효과

모음 문맥에 따른 CPP와 L/H ratio값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는 

Table 2와 Figure 1과 같다. CPP값은 모음 중 /아/(M = 11.894, 

SD = 1.94)가 가장 높았으며, /어/ ＞ /에/ ＞ /으/ ＞ /오/ ＞ /이/ ＞ 

/우/ 순이었다. 반복측정 혼합 분산분석(1개의 집단 간 요인(성별: 

2수준)과 1개의 집단 내 요인(모음의 유형: 7수준) 결과, 성별과 

모음 문맥 간 상호작용은 없었으나(F(Greenhouse-Geiser: 

3.752, 183.829) = 1.972, p ＞ 0.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음의 
주효과가 있었으며(F(Greenhouse-Geiser: 3.752, 183.829) = 

45.792, p ＜ 0.001; partial η2 = 0.483), 성별의 주효과가 있었다
(F(1, 49) = 63,150, p ＜ 0.001; partial η2 = 0.563). 대응별 비교 
결과, /아/와 /에/, /우/, /으/, /어/ 모음은 모든 모음과 유의한 차

Table 2. CPP & L/H ratio measures (dB) based on gender in each vowel task of normal speakers 

Vowel Gender
CPP (dB)

t
L/H ratio (dB)

t
M ± SD M ± SD

/a/ M 14.07 ± 1.27 9.334† 31.38 ± 3.69 4.007†

F 10.81 ± 1.13 27.44 ± 3.12
/ε/ M 12.72 ± 1.65 5.870† 28.62 ± 4.41 3.532*

F 10.19 ± 1.35 24.65 ± 3.45
/i/ M 11.06 ± 2.36 4.198† 26.64 ± 5.88 1.850†

F 08.37 ± 1.69 23.75 ± 4.94
/o/ M 11.00 ± 2.36 3.745† 37.55 ± 4.41 -0.373-.

F 09.02 ± 1.80 38.02 ± 4.18
/u/ M 10.14 ± 1.24 4.999† 37.92 ± 4.44 1.086†

F 8.28 ± 1.25 35.30 ± 9.40
/ m/ M 12.08 ± 1.74 5.756† 32.08 ± 5.58 3.047*

F 09.37 ± 1.50 28.40 ± 3.08
/^/ M 12.91 ± 1.17 5.834† 32.68 ± 3.84 1.523†

F 10.78 ± 1.26 30.49 ± 5.26
*p < 0.01, †p < 0.001. CPP: cepstral peak prominence, L/H ratio: low-high spectral ratio,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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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였고(p ＜ 0.01), /이/ 모음은 /오/ 모음을 제외한 모든 
모음과 차이를 보였다(p ＜ 0.01).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CPP값을 보였으며, 모든 모음에

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Table 2). 
한편, L/H ratio값은 /오/ 모음(M = 37.55, SD = 4.41)이 가장 

높았으며, /우/ > /어/ > /으/ > /아/ > /에/ > /이/ 순이었다. 반복

측정 혼합 분산분석 결과, 성별과 모음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으나(F(Greenhouse-Geiser: 3.453, 

169.214) = 1.431, p ＞ 0.05), 모음과(F(Greenhouse-Geiser: 3.453, 
169.214) = 52.807, p ＜ 0.001; partial η2 = 0.519) 성별의 주효과가 
있었다(F(1, 49) = 9.220, p ＜ 0.01; partial η2 = 0.158). 대응별 
비교결과, 모음/아/는 /으/를 제외하고, 모음/에/는 /이/를 제외

하고, 모음/오/는 /우/를 제외하고, 모음/어/는 /으/를 제외한 모

든 모음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1). 성별의 경우,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음/아/, /에/, /으/는 남성이 여성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캡스트럼과 스펙트럼 분석의 연결발화 유형 효과 

연결발화(표준문단 ‘가을’과 ‘산책’)과제에 따른 CPP와 L/H 

ratio값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Table 3과 Table 4에 각각 제시

하였다. 반복측정 혼합 분산분석 결과, CPP는 성별과 연결발화 

간에 상호작용은 없었으나(F(1,49) = 0.276, p ＞ 0.05), 성별 간 
(F(1,49) = 3.415, p ＞ 0.05), 연결발화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F(1,49) = 0.276, p ＞ 0.05). 
이와는 대조적으로, L/H ratio에서는 두 표준 문단에서 남성

이 여성에 비해 높은 L/H ratio값을 보였다(p ＜ 0.01). 성별과 
연결발화 간에 상호작용은 없었고(F(1,49) = 0.097, p ＞ 0.05), 연
결발화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49) = 0.003, p 

＞ 0.05). 

캡스트럼과 스펙트럼 분석의 구어과제(모음 vs. 연결발화)의 

효과

모음과 연결발화의 CPP와 L/H ratio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

차는 Table 5와 Figure 2와 같다. 캡스트럼과 스펙트럼 측정치

에 대한 성별과 구어과제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CPP는 성별

과 구어과제 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서(F(1,455) = 16.060, p ＜ 
0.001), 주효과는 분석하지 않았다.

반면에, L/H ratio는 성별과 구어과제 간 상호작용이 없었으

며(F(1,455) = 0.118, p ＞ 0.05), 성별(F(1,49) = 12.985,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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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PP & L/H ratio (dB) measures 
based on gender and vowel tasks. CPP: 
cepstral peak prominence, L/H ratio: low-
high spectral ratio.

Table 3. Means and SDs of CPP measures (dB) based on gender 
for continuous speech tasks 

Continuous speech Gender CPP (dB)
M ± SD t

Fall M 7.01 ± 1.15 1.191
F 6.64 ± 0.99

Walk M 6.95 ± 1.33 1.508
F 6.48 ± 0.90

Standardized passages: ‘Fall’ & ‘Walk’. CPP: cepstral peak promi-
nence, SD: standard deviation

Table 4. Means and SDs of L/H ratio measures (dB) based on gen-
der for continuous speech tasks

Continuous speech Gender L/H ratio (dB)
M ± SD t

Fall M 29.03 ± 1.84 2.476*
F 26.55 ± 3.90

Walk M   28.90 ± 1.95 2.986†

F  26.64 ± 2.79
Standardized passages: ‘Fall’ & ‘Walk’. *p < 0.05, †p < 0.01. SD: stan-
dard deviation, L/H ratio: low-high spectral ratio



161

S Choi & C Choi ASR
과 구어 과제(F(1,49) = 19.564, p ＜ 0.001)는 모두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모음과 연결발화 간 캡스트럼과 스펙트럼 측정치의 상관

모음과 표준문단 간 캡스트럼 측정치 CPP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두 표준문단 간 CPP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었고(r = 0.102, p = 0.477), 산책문단은 모음/어/와 낮은 상관을 
(r = 0.308, p = 0.028), 가을문단은 /에/와 /우/ 모음과 통계적
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5).
한편, 스펙트럼 측정치인 L/H ratio 경우, 산책문단은 /아/와 

/에/모음과 중간 정도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이/와 /으/ 모음과

는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가을문단은 /아/ 모음과 중간 정도의 

상관성을(r = 0.503, p = 0.000), /으/ 모음과는 낮은 상관성을 보
였다(r = 0.317, p = 0.023). CPP와는 달리, 가을과 산책문단 간
에는 강한 상관성을 보였다(r = 0.748, p = 0.000)(Table 7).

DISCUSSIONS
 

본 연구는 캡스트럼이나 스펙트럼 기반 음향학적 분석의 우

수성을 고려하여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모음뿐 아니라 

연결발화 과제를 이용하여 구어 과제와 성별에 따른 CPP나 L/

H ratio 측정치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모음 유형의 효과

본 연구 결과, CPP는 성별과 모음에 대한 유의한 효과가 있

었다. 변동률 분석에서는 모음에서 강도변동률만이 차이를 보

였으나(Choi & Choi, 2015), 본 연구에서는 모음의 유형에 따

라 CPP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임상에서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아/모음이 가장 높은 CPP값을 나타내었으며, 스

펙트럼에서 조화음 구조가 잘 나타날수록 캡스트럼의 정점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 저모음/아/가 고모음(/이/, /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CPP값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

보다 높은 CPP값을 나타내었다. 영어의 경우, 영어 모음/아/는 

저-전설 모음에 속하며, 한국어 모음/아/는 저-후설 모음에 속

하므로 언어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Franca, 2012), Awan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모음의 유형에 따라 CPP값에 차이를 보

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저모음/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모음인 /이/나 /우/가 낮은 CPP값을 보였다.

Titze(1994)에 의하면, 성도 공명으로서 구강은 모음의 제2포

만트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모음 산출 시 낮은 제1포르만트

와 높은 제2포르만트를 보이며 제1포르만트와 제2포르만트 간

에 매우 차이가 커서 전반적으로 음성 신호 진폭의 감소를 가

져 온다. 반면 저모음은 높은 제1포르만트와 비교적 낮은 제2포

Table 5. Means and SDs of CPP, L/H ratio measures for speech 
tasks (vowel vs. continuous speech) 

              Task Gender
CPP (dB) L/H ratio (dB)
M ± SD M ± SD

Vowel M 12.00 ± 2.03 32.43 ± 6.36
F 09.54 ± 1.73 29.56 ± 6.90

Continuous speech M 06.96 ± 0.99 28.96 ± 1.87
F 06.74 ± 1.15 26.60 ± 3.36

CPP: cepstral peak prominence, SD: standard deviation, L/H ratio: 
low-high spectral ratio

Table 7. Relationships of L/H ratio measures (dB) among vowels and continuous speech tasks 

L/H ratio Walk Fall /a / /ε/ /i/ /o/ /u/ / m/ /^/
Walk  - 0.748† 0.533† 0.459† 0.353† 0.222 0.082 0.374† 0.182
Fall 0.748† - 0.503† 0.242† 0.229† 0.215 0.125 0.317* 0.088

*p < 0.05, †p < 0.01

Table 6. Relationship of CPP measures (dB) among vowels and continuous speech tasks

CPP Walk Fall /a/ /ε/ /i/ /o/ /u/ / m/ /^/
Walk - 0.102 0.134 0.203* 0.248 0.112 0.248* 0.149 0.308*
Fall 0.477 - 0.099 0.013* 0.051 0.872 0.013* 0.091 0.091*

*p < 0.05. CPP: cepstral peak prominence

Speech task
error bar: +/- 2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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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H ratio measures based on gender and speech tasks (vo-
wel vs. continuous speech). L/H ratio: low-high spectral ratio,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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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만트를 가지므로 제1포르만트와 제2포르만트 간의 차이는 적

어 전반적으로 높은 음성신호의 에너지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

진다. 또한, 고모음일수록 구강 개방이 적어서 성도를 통하는 기

류의 저항이 증가하므로 구강 내 후압력이 생기며 이것은 성도

의 전반적 에너지 감폭을 가져오는 반면, 저모음은 구강 개방이 

커지므로 소리 압력의 방사 효과를 나타내어 증가된 음성 강도

뿐 아니라 강한 조화음 에너지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Awan 

et al., 2012). 성별로 볼 때, 남성은 여성에 비해 많은 조화음을 

가질 뿐 아니라 비교적 길고 넓은 성도의 모양을 가지므로 높은 

CPP값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음성 치료 시에 /오/나 

/우/ 모음과 같은 모음이 다른 평순모음에 비해 올바른 공명된 

소리를 내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L/H ratio의 경우, 본 연구에서 /오/ 모음이 가장 높았으며, 

성별 및 모음 문맥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모음문맥 간 

상호작용은 없었고, 성별과 모음 문맥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특히, 원순모음인 /오/나 /우/에서 높은 L/H ratio값

을 보였으며, 평순모음인/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원순모음을 산출할 때 성도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이 때 

4,000 Hz를 기준으로 고주파수에너지보다 저주파수에너지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결발화 유형의 효과

본 연구에서 연결발화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2개의 표준

화문단을 사용한 결과, 모음과 달리, 성별과 표준 문단(‘가을’과 

‘산책’ 표준화 문단) 간 CPP값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L/H ratio값은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L/H 

ratio의 경우, 4,000 Hz를 기준으로 고주파수에너지보다 저주

파수에너지 분포의 비를 측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말소리의 주

파수 영역들이 1,000~4,000 Hz에 속하며 4,000 Hz를 기준으

로 소음과 말소리를 구분하므로, L/H ratio값이 낮을수록 음성 

신호보다는 4,000 Hz 이상의 소음에너지 비가 높음을 시사한

다. 하지만, 연결발화는 모음과 비교할 때 CPP나 L/H ratio값

이 유의미하게 낮았는데, 이는 연결발화과제인 두 표준문단은 

모음에 비해 성대진동이 되지 않는 분절음 부분이 많고 파열음

과 마찰음, 파찰음과 같은 음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여겨진다. 이러한 음소들은 공기의 파열이나 소음 및 마찰구

간을 포함하므로 더 낮은 L/H ratio값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연결발화는 서로 다른 운율과 여러 가지 모음과 자음이 

결합된 다양한 음소의 문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두 문단은 유사한 CPP나 L/H ratio 측정치를 나타내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다만 L/H ratio값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

해 기식성(breathiness) 음질의 특성을 보여주므로, 이러한 특성

이 연결발화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모음과 연결발화 간 스펙트럼 및 캡스트럼 측정치의 상관

본 연구에서 표준 문단인 가을과 산책문단은 CPP값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반면에 L/H ratio는 두 

문단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발화의 

음질과 상관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CPP값과 L/H ratio값은 

표준문단에 따라 서로 다른 모음과 낮은 상관성을 보이거나 상

관성이 없었다. 또한, 음질 평가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 모

음은 표준화 문구로 현재 사용되는 두 문단과 CPP측정치 간 

상관성을 보이지 않아 음질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성 모음으로 

사용하기에 층분한 증거를 뒷바침하지 못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결발화의 검사어로서 각 표준문단의 

문장 전체를 분석하였으나, 각 표준문단을 구성하고 있는 모음

과 자음의 음소 형태, 음절수, 어절 길이, 주파수 영역과 같은 

음성 음향학적 문맥은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특성들이 연결발화의 음향학적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

보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표준문단의 음성학적 문맥

을 분석하고, 음향분석에 있어서 주파수별 문맥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록 적은 수를 대상으로 젊은 청년층

에 국한하여 성별과 과제에 따른 스펙트럼 측정에 대한 예비 자

료를 제공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임상적 의의를 시사한다. 캡스

트럼과 스펙트럼 기반 정상 규준치는 성별 및 모음의 종류에 따

라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임상에서 사용 시에 성별 

및 모음에 따라 서로 다른 규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

러, 정상 성인의 캡스트럼과 스펙트럼 측정치는 모음과 표준화

문단 간에 낮은 상관성을 보이므로 모음만으로 음질을 평가하

는 데는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

로는 표준문단 중 모음과 상관이 높은 다양한 문장을 찾아내

거나 다양한 주파수의 음성적 문맥에서 음질을 효율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표준 문장 개발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캡스트럼과 스펙트럼의 연령의 효

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심 단어0:0�캡스트럼·스펙트럼·모음·연결발화·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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