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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ABSTRACT

비브라토 (Vocal Vibrato)는 잘 훈련된 가수의 노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주파수 진폭 및 음
색의 변조로 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트레머 또한 음성 주파수 또는 강도의 주기적인 변동을 특징으로 하며, 파
킨슨병과 경련성 발성장애와 같은 신경계 질환의 증상이다. 본 연구는 판소리 가수의 비브라토와 경련성 발성
장애 환자에게 나타나는 소리 떨림의 음향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소리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Pansori 가
수 12 명과 Spasmodic dysponia 환자 7 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고 파워 스펙트럼 및 Real time 스펙트로그
램을 사용하여 음성의 음향 특성을 분석하며, 평가모음으로는 단모음 / a, i, e, /을 사용하였다. 판소리 가수와 
경련성발성장애 환자의 발성시 비브라토 cycle평균, 비브라토 비율 평균범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Vocal vibrato is a characteristic feature in the singing of performers trained in the western classical tradition 
and vibrato is generally considered to result from modulation in frequency amplitude and timbre. Vocal tremor 
is also characterized by periodic fluctuations in the voice frequency or intensity and vocal tremor is symptom 
of a neurological disease as Spasmodic dysphonia , Parkinson's disease. This study is to find acostic character 
of Korean traditional song Pansori singer's vibrato and Spasmodic dysphonia patient's vocal tremor. twelve 
Pansori singers and seven Spasmodic dysponia patients participated to this study. Power spectrum and Real 
time Spectrogram are used to analyze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of Pansori singing and Spasmodic dysphonia 
patient's voice were measured. simple vowel /a, i, e,/ is used. In the Vibrato cycle number mean, Vibrato rate 
mean show differences between Pansori singing and Spasmodic dysphonia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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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리 떨림증이란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발성근육, 호흡근육 및 신경적 이상에 의하여 발성 시 말

소리가 떨리는 현상을 말한다. 정상적인 소리 떨림증(Vocal vibrato)은 오페라나 연극과 같은 예술

작품 속의 감정적인 표현이나 가수들의 아름다운 노래 등에서 후두와 호흡근육의 정상적인 조절에 

의해 나타나지만 병적인 소리 떨림증(Vocal tremor)은 근육의 비정상적인 조절 즉 경련성 발성장

애(Spasmodic dysphonia), 파킨슨씨병 (parkinson's disease), 근위축 축삭 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같은 신경학적인 원인으로 기인된 질환에서 나타난다. 

정상적인 소리 떨림증은 오페라나 연극과 같은 예술작품 속의 감정적인 표현 등에서 후두와 호흡근

육의 정상적인 조절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병적인 소리 떨림증은 근육의 비정상적인 조절에 의해 나

타난다. 이러한 소리떨림증의 생리적 현상을 물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피치, 음색, 강도에서의 규칙적

인 진동이 연속적인 주파수 주기의 변화로 나타난다. Daniel R(2000)등은 생리적인 관점에서 소리

떨림증은 구강기관의 여러 근육 떨림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며 구강기관의 한 부분만 떨리는 것이 아

니라 전반적으로 떨림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떨림은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

로 발생하는데 자의적으로 발생한다 함은 즉 정상적인 소리떨림증인 비브라토(Vocal vibrato)를 말

하며 비브라토는 가수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나타나며 타의적으로 발생한다 함은 

여러 질환에 의해서 의도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리떨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타의적인 소

리떨림증 즉 병적인 소리떨림증인 음성 트레머(Vocal tremor)는 여러 질환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데 경련성 발성장애(Spasmodic dysphonia), 파킨슨씨병(Parkinson's disease), 근위축 축삭 경화

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같은 신경학적인 원인으로 기인된 질환에서 발생한다. Colton & 

Casper등에 의하면 특별한 질환이 없는 노년층에서 노환 음성 트레머로 나타나며 다른 연구에 의하

면 단순히 노화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에서에서도 병적인 소리떨림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James & Case는 병적인 소리떨림증 발생 시 발성기관의 특징은 정상적인 소리떨림증이 발생할 때

와 마찬가지로 연구개, 인두벽, 후두, 횡경막, 혀, 인후 등의 기관이 떨려서 발생한다고 하였고 소리떨

림증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의 이상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므로 병적

인 소리떨림증이 발생되는 질환은 한 가지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질환에 의해서 발생 한다. 특히 

경련성 발성장애의 경우 소리떨림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련성 발성장애의 특징은 후두의 

비정상적인 수축에 의한 부분적인 행동장애이고 후두 내 근육의 이상에 의한 것으로 현재는 경련성 

발성장애를 신경학적 장애군의 하나로 진단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병인은 모르는 실정이다. 과거

에는 심리적인 병인으로 보고 접근했지만 현재에는 신경학적 병인론과 심리적인 후유증의 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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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으로 보고 있다. 

음성 트레머에 대한 각 연구자들의 주장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Gamloa는 음성 트레머는 음성주파

수 혹은 강도가 3～12Hz 사이에서 주기적인 변동이 특징이라고 하였고 Koda는 후두기관들의 떨림

은 주로 5Hz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떨림은 보통 말소리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호흡에도 동반되며 심

한 경우에는 긴 문장 발화시에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Ludlow는 4～7Hz 범위에서 트레머가 발생하

며 발성기관에서 전반적인 떨림이 있고 유전가족성 트레머 (heredofamilial tremor) 및 본태성 트레

머(essential tremor)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Aroson에 의하면 음성 트레머는 모음을 길게 발화할 때 

잘 나타나고 음향학적인 분석에서는 frequency, amplitude가 큰 변동을 일으킨다. 성별에 따라서

는 남성에게 조금 더 많이 나타나며 대게 중년, 늦은 나이에 나타나고 발병 시작은 갑자기 시작되지는 

않는다.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트레머는 진동발생에서 주파수와 강도의 평균횟수는 

6.77Hz이고 음성 트레머는 음악 비브라토보다 큰 변화와 강도를 보인다.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음성 트레머와 여러 부분에서 유사한 면이 있지만 다른 면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소리떨림증이다. 비브라토는 본래 서양 고전음악에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이 잘

된 성악가들의 노래 소리에서 들을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비브라토에 대한 개념은 주로 서구를 중심으

로 발전되어 왔고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객관적,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비브라토의 생리적 연구는 Hirano 이후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비브라토가 나타날 때 성

도(vocal tract) 내에서 여러 움직임이 동반되는데 연구개(velum), 외측 , 뒤 비인두(lateral and 

posterior wall of nasopharynx), 혀기저(tongue base), 후두덮개(epiglottis), 피열부분(arytenoid 

region), 외측후인두(lateral and posterior wall of pharynx), 주로 하인두(hypopharynx)와 구인두

(oropharynx)에서 같이 움직임을 보인다. 또한 비브라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후두의 근육은 윤상갑

상근(cricothyroid muscle)이다. 하지만 윤상갑상근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윤상갑상근과 갑상피열

근(thyroarytenoid muscle) 또 외측 윤상피열근(lateral cricoarytenoid muscle)은 비브라토 활동

을 대표한다. 위와 같은 현상이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Niimi & Horiguchi 

& Kobayashi(1988)의 연구에 의하면 흉골갑상근(sternothyroid muscle), 설골하근(infrahyoid 

muscles)의 움직임은 여러 가수들 중에서 한 가수에게만 나타났고 연구개, 혀 , 인두벽, 하악은 움직

이고 횡경막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브라토 발생 시 발성기관의 움직임에 따라 좋은 비

브라토와 빈약한 비브라토를 알 수 있는데 특히 연구개의 움직임에 따라 풍부한 비브라토와 빈약한 

비브라토를 알 수 있다. 

비브라토의 음향심리학적인 연구는 비브라토에 대해서 광범위한 연구를 담은 Seashore(1932) 이

후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Seashore(1932)는 좋은 vibrato란 피치 진동이, 강도, 음색

과 함께 진동하고 음조의 풍부함, 유연성이 즐거움을 주는 상태가 좋은 vibrato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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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er & Neisha & Arden.(2003)는 Robison & Bounous & Bailey가 일정하고 부드러운 

rate, 적당한 extent를 미적음성이라고 정의내렸다고 했다. 

비브라토에 대한 연구는 후두경의 발달과 영상기술이 발달하면서 발성 및 발화시 성대를 촬영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Sundberg는 서양 오페라에서는 윤상갑상근의 수축과 진동에 의해 비

브라토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지만 비서구 문화권 노래에서 노래는 성문 하압의 진동에 의

해서 비브라토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정경수의 연구에서도 판소리 소리꾼의 발성 

시 후두 조정이 서양 성악가의 발성 시 후두조정보다 더 활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유추하였다. 

비브라토를 측정하기 위한 4가지 파라미터는 Rate, Extent, Regularity, Wave form이다 Rate는 

초당 파동의 갯수이고 Extent는 비브라토 평균 사이클에서 발성주파수가 얼마나 위, 아래로 움직였

는지를 나타낸다. Regularity는 다른 주파수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

한 Schultz에 의하면 Regularity는 숙련된 가수를 알 수 있는 척도로도 사용된다고 발표했다. Wave 

form은 Sine 곡선과 대체로 유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보통 비브라토의 rate는 초당 5～7회 정도

이고 extent는 semitone ±1이다. 

Shipp & Leanderson & Sundberg.(1980)의 연구에 의하면 성별, 연령, 감정적 부분이 비브라토 

rate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연구자들마다 대체로 일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rate가 약간 더 많다고 했다. 유사한 결과는 Large & Iwata의 연구에서도 나왔다 .하지만 Winckel과 

Seashore 연구에서는 종전의 연구와는 다르게 나왔다.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Shipp 등이 추측한 것처

럼 Sundberg에 의하면 길게 모음을 발성한 것과 노래를 비교 했을 때 노래가 길게 발성한 모음에 비

해 비브라토 rate가 높게 나온다. 이러한 사실은 감정적인 부분이 비브라토 rate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비브라토의 의사소통적인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Dejonckere & Hirano & Sundberg.(1995)는 연령에 따라 비브라토 rate가 감소한다고 보고했는

데 60대에서 비브라토 rate가 감소하고 개인차가 있다고 했다. 노래의 스타일 차이로 인하여 비브라

토 rate 차이도 보인다. R. E. Stone등은 브로드웨이 스타일과 오페라 스타일의 발성을 비교분석한 결

과 오페라 스타일의 발성에서 비브라토 rate가 더 많았지만 Winckel 과 Keider등은 비브라토 rate와 

extent는 상관관계가 없으나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일수록 비브라토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비브라토 extent라고 할 수 있다. 가창력이 떨어지는 가수는 Hirano의 연구에서는 비브라토 rate는 

보통이었지만 small vibrato extent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Jose A. Diaz & Howard B Rothman도 

비브라토 extent가 rate 보다 good vibrato를 판단하는데 더 유의미하다고 보고했다. 서양음악에서는 

가수의 능력은 비브라토의 rate와 extent를 조절하는 능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Vennard

과 Ruhlman은 가수는 자발적으로 비브라토 rate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고 Shipp등은 더 훈련된 가

수는 비브라토의 rate와 extent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비브라토 발생의 



91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피치레벨을 rate와 extent의 결정요인이라고 했고 Sundberg는 강도레벨이 비브라토 extent에 부분

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 King & Horii 의 연구에서 주파수 조정(frequency modulation)의 vocal 

matching에서 비브라토 extent보다는 rate matching이 더 유의미 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홍기환, 양윤수, 김현기(1996)는 판소리 소리꾼의 발성훈련과정에서 성대의 모양이 변형되어 

성대의 긴장이 정상인들보다 많고 성문 좌우가 비대칭으로 형성되어 발성 시 성문 폐쇄가 불완전하여 

성문 사이에 틈이 생겨서 그 사이로 음성 에너지가 새어나오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탁한 소리를 생

성하고 악기음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에게 잘 전달되는 서양가곡과는 달리 판소리는 전통적으

로 열린 공간에서 북소리와 여러 잡음을 극복하면서 청중들에게 음악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

문에 후두를 강하게 긴장하여 발성하는 후두음 발성법을 사용한다고 했다.

판소리의 음악적인 특징 중 하나는 비브라토이다. 판소리 비브라토는 고주파수대 잡음이 많이 보이

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강도 및 배음의 진동을 나타내는 비브라토 특징은 성악 비브라토와 비슷하다.

본 연구는 병적인 소리떨림증과 소리 떨림증이 유사하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가설 하에 소리

떨림증을 음향음성학적인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여 소리떨림증의 유사함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판소리

의 객관화된 연구를 통해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석한 소리꾼들은 판소리 전공자들로 판소리 경력 5년 이상의 소리꾼들로 현재는 국립 

및 시립 국악원 단원들로 판소리 전문 집단이었다.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들은 전북대학교 병원 이비

인후과 외래로 내원한 환자들로 외래에서 후두경 검사와 음성검사실에서 음성검사를 받고 경련성 발

성장애 환자들로 판명을 받은 집단이다. 

음성실험 방법은 판소리 소리꾼들 각자의 발성법에 따라 상청과 하청으로 나누어 발성 및 발화 하

였고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들은 가장 편안한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발화하도록 하였다. 

2.2 연구방법

판소리 전공자 및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의 발성 및 발화 시 음질 및 음색은 CSL model 4500 (Kay 

Elemetrics, USA,2002)을 사용하여 음향 발현 파라미터를 분석하였으며 음향 발현의 분석항목은 다

음과 같다.

비브라토 : Vibrato Cycle number mean, Vibrato Rat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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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비브라토

표 1 은 소리꾼과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의 모음 발성 시 비브라토 사이클(vibrato cycle) 수의 평균 

및 비브라토 비율(vibrato rate)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판소리 소리꾼의 비브라토 및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의 음성트레머는 그림 1, 2와 같았다.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의 배음 진동은 소리꾼의 배음진동과 

유사하게 나왔다. 비브라토 진동 횟수의 평균값은 판소리소리꾼은 1초당 4.9회였고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는 1초당 5.4회였다. 비브라토 extent는 표2에서와 같이 판소리 소리꾼과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

에서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판소리 소리꾼이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다.

Sub cycle 1 2 3 4 5 6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PAN 4.9	±0.3 19	±13.2 19.2	±12.2 18.2	±10.1 18	±10.4 13.6	±5.5 　-

SD 5.4	±0.5 9.5	±5.9 12.2		±9.9 8.2	±3.7 9.2	±4.1 6.6	±2.2 10.8	±8.1

<표1>  판소리가수와 경련성발성장애 환자의 비브라토 비교

<표2>  판소리 소리꾼과 경련성발성장애환자의 비브라토 extent 평균과 비율평균 비교

<그림 1>  
판소리 소리꾼의 모음발성 시 

비브라토 음향발현 비교

<그림 2>  
경련성발성장애 환자의 모음발성 시 

비브라토 음향발현 비교

(Unit : Hz)

(Unit : dB)

Sub extent 1 2 3 4 5 6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PAN 4.9	±0.3 2.7	±2.5 2.6	±2.0 2.8	±1.7 2.1	±1.9 1.8	±1.6 -

SD 5.4	±0.5 1.4	±1.1 1.0	±0.8 1.6	±1.1 1.0	±0.7 1.3	±1.2 2.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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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인간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사용해서 인간의 여러 감정을 노래했고 정상적인 소리떨림증이라고 불

리는 비브라토를 이용하여 감정을 더 유용하게 전달했다. 그러나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의적으

로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는 질환 즉 병적인 소리떨림증인 음성트레머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게 목소리

가 떨리는 경우도 있다. 

정경수(2005)의 연구에서 비브라토 음향학적인 특징을 정리해보면 피치 비브라토: 높은 배음에서 

규칙적인 진동이 1초당 5-7번 사이 나타난다. 강도 비브라토: 강도 조건의 변화가 3dB를 초과하지 않

을 때. 강도 변화의 폭이 크면 tremor라 부르고 그 때 리듬이 너무 느리거나 불규칙하면 불안정한 음

으로 들린다. 음색 비브라토: 고주파수 대 강도가 센 음역 대에서 주기의 변화가 보일 때 . 청각 비브라

토: 1초당 5-7번의 규칙적인 리듬과 진폭이 semi-ton 을 초과하지 않을 때 즉 비브라토 진동은 듣지 

못하나 음색은 풍부하고 강한 소리로 청취된다.  Lorraine A. Raming. & Thomas Shipp.(1987)는 

병적인 소리떨림증인 음성 트레머는 여러 신경학적인 원인에 기인된 질병에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경련성 발성장애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하지만 경련성 발성장애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척수근위축

증(spinal muscular atrophy)등과 같은 신경학적인 질환에서도 나타난다.

경련성 발성장애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병인을 정확히 모르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심리적인 원인을 경련성 발성장애 원인으로 보았지만 근래에는 신경학적인 원인도 경련성 발성장

애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후두 매커니즘적으로 본다면 후두의 과도한 폐쇄로 인하여 경련

성 발성장애가 나타나지만 후두경 검사로 보면 후두의 과도한 패쇄가 잘 보이지 않지만 진성대(true 

vocal fold)의 과내전, 가성대(false vocal fold)의 폐쇄, 성문상부(supraglottal) 긴축, 피열후두덮개

(arytenoid epiglottis)의 수축과 연관되어 있다. 

Joseph R. Duffy(1995)에 의하면 경련성 발성장애의 음성특징인 음성 트레머에 대한 연구는 물론 

진단 치료법등은 아직도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경련성 발성장애에 대한 음성치료법은 전반적으로 

효과가 없고 오직 단음절발화 같은 작은 단위에서만 음성증상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

만 Botulinum toxin injection을 통한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경련성 발성장애에 치료효과를 보였다. 

Botulinum toxin 을 갑상피열근육에 주사하면 내전형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외전형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에서는 15% 정도만이 진전 효과가 있고 음성증상을 별로 경감시키지는 

못한다. 그리고 Robert Thayer Sataloff et al.(2002)에 의하면 시상(Thalamus)에 DBS( Deep Brain 

Stimulation)을 통한 치료가 vocal tremor를 경감시킨는 치료법도 있으며 최홍식 (2012)은 다른 치

료법으로 반회두신경 절단술을 통한 경련성 발성장애 치료법이 있다고 하였다.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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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예후가 좋아질수록 음성 평가 척도가 음성증상에서 점점 줄어든다.  

Michael S. Benninger & Barbara H.Jacobson & Alex F. Johnson(1994)는 발성을 하는 동안 두

드러지게 진동하는 형태인 비브라토와 음성트레머가 목소리 건강의 유익한 지표가 되기도 하여 서양

음악에서 초당 6-7회가 정상적인 횟수이고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면 근긴장성과 호흡과 관련된 기

관의 이상으로 보았다 . 하지만 Ingo R. Titze et al(1994)는 비브라토는 인간이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발성 시 자의적으로 후두기관의 움직임을 조절하여 나타내는 것이고 음성 트레머는 신경학적인 병변

에 의해서 발성 시 후두기관을 조절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차이점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Michael S. Benninger & Barbara H.Jacobson & Alex F. Johnson.(1994) 연구에서처

럼 경련성 발성장애의 음성 특징에서 보이는 병적인 소리떨림증인 음성 트레머와 정상적인 소리떨림

증인 비브라토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는 데에 착안하여 종전의 서양음악인 성악과 음성 트레

머를 비교 분석하는 것에서 우리 전통음악인 판소리에서 나타나는 비브라토와 경련성 발성장애 음성

에서 나타나는 음성 트레머에서의 모음 포먼트, 피치 및 음성강도의 변화와 비브라토를 음향학적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서양음악은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우리나라의 전통노

래인 판소리에 대한 음성 과학적인 연구는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음악 과학적 연구를 소홀히 해온 판소리를 서양의 음악 과학적 이론과 연구방법

을 접목하여 서양음악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민속 음악인 판소리에서 나타나는 소리떨림증

과 병적인 음성 즉 경련성 발성장애에서 나타나는 음성 트레머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음성분석 장

비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연구를 시도 하였고 판소리 세계화에 기초 연구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

다.

비브라토의 음향발현에서는 판소리 소리꾼과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 모두 비브라토 음향적인 특성

을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선학들의 연구에 의하면 비브라토와 음성 트레머를 비교했을 때 음성 트레

머는 비브라토보다 진동 횟수가 더 많으며 비브라토 extent가 더 크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소

리꾼의 경우 진동회수는 1초당 4-5.5회 이내였고 환자군의 경우는 1초당 5-6회 이내였다. 스펙트로그

램 상 판소리 소리꾼에서 남창은 저주파수대에 여창은 고주파수대에 비브라토가 나타났지만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남 ,녀 모두 저주파수대에 비브라토가 나타났다. 그리고 비브라토 비율차

이(vibrato rate)도 판소리의 최하 5.8Hz에서 최상 42.4Hz로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성악가와 소리꾼의 비브라토 비율차이 연구처럼 소리꾼의 경우 비율차이가 크게 나오는 결과가 유

사하게 나왔다.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의 경우는 비율차이는 최하가 3.8Hz에서 최상 27.9Hz로 그 차

이가 크지만 판소리 소리꾼의 비브라토 rate range 보다는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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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라토 음성강도 크기는 판소리 소리꾼에서 최하 0.1dB에서 최상 8.2dB까지 나타났고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의 경우는 최하 0.1dB에서 최상 4.8dB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전의  연구

에서처럼 판소리 소리꾼과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의 경우 트레머 현상으로 평가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

가 나왔다.

서양의 오페라 성악과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와 비교한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서양의 오페라와 

판소리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경수(2005) 연구에서도 보듯이 소리꾼과 성악가의 비브라토 

차이점은 피치 변동 폭 및 음성강도 크기의 변화는 소리꾼이 더 컸다. 이것은 후두 조정 시 긴장도가 

큰 것으로 해석되고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소리 소리꾼과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 경우에도 판소

리 소리꾼이 후두 조정 시 긴장도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홍기환, 김선숙, 김현기(2006)는 음성 트레머

와 비브라토가 같은 연속체라는 가설을 반박 할 수 없지만 음성 트레머는 질환에 의해서 근육 이완이 

억제된 것이고 비브라토는 선택적인 보충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와 판소리 소리꾼의 음향발현에 대해서 음향음성학적으로 비

교분석하였다. 하지만 경련성발성장애와 판소리에서 나타나는 기식성 음성에 대한 원인은 경련성 발

성장애 환자는 성대의 과내전에 의한 기식성이 나타나고 판소리 소리꾼은 성대비후증에 의한 기식성

이 원인이라고 유추 할 수 있다. 그래서 음향 발현에서 기식성을 분석 항목으로 넣지 않았다. 그 이유

는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에서 보이는 기식성과 판소리 소리꾼에게서 보이는 기식성은 단순비교 대상

만 될 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구에서는 판소리, 째즈, 대중가요에서 보이는 소리떨림증과 병적인 

소리떨림증에서 보이는 음향발현의 음향학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며 음성샘플의 모음 갯수를 늘리

고 모음뿐만 아니라 문장수준의 음성샘플과 후두경 검사를 통한 후두영상 비교연구가 추가로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5. 결론

판소리 소리꾼과 경련성 발성장애 환자의 모음 발화 및 발성을 음향음성학적인 방법으로 비교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소리꾼의 비브라토는 음향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진동회수는 1초당 4-5.5회이고 발성장애 환자는 1

초당 5-6회여서 종전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왔다. 또 소리꾼은 남창에서는 저주파수대에 여창은 고주

파수대에 비브라토 진동이 선명하게 나왔지만 발성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남, 녀 모두 저주파수대에서 

비브라토 진동의 선명하게 나타났다. 비브라토 피치 변동 폭 및 음성강도 크기의 변화는 소리꾼이 발

성장애 환자보다 크게 나타나서 선행연구와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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