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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Currently, there is minimal information regarding the voice assessment and 
the voice therapy of clinical practices that speech-language pathologists (SLPs) use rou-
tinely and for their job analysis in Korea. This is a preliminary study for evidence-based 
practices of voice disorders in order to investigate common voice assessments and therapy 
techniques that SLPs use for the patients. Methods: Twenty-nine SLPs have completed a 
37-item survey, and then the data was being analyzed. Results: The majority of SLPs rou-
tinely used clinician-based and patient-based subjective assessments with the objective 
method. Specifically, the auditory-perceptual analysis and the 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 of Computerized Speech Lab in acoustic analysis were most commonly used for 
voice assessments. The procedures of recording voice were diversed depending on SLPs 
and facilities. In voice therapy, most SLPs used a combination of indirect and direct treat-
ment methods for both adults and children with voice disorders. The vocal function exer-
cises were most frequently used in holistic voice therapies, and the most widely used voice 
facilitation technique was respiration training for patients with hypofunctional and hyper-
functional voice disorders. Additionally, many SLPs relied on their senior SLPs or user man-
uals when developing skills of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as well as the therapy it-
self.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a consensus for standardized protocol or a 
guideline of voice assessment is essential to provide effective treatments based on evi-
dence-based practice. 

Keywords: Evidence-based practice, Voice assessment, Voice therapy, Speech-language 
pathologist, Clinical practice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담당하는 5대 의사소통장애 영역(언

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 장애, 신경언어장애, 음성장애) 

중 한 분야로서, 음성언어재활사는 일상적으로 음성장애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음성 산출 체계의 병리적인 상태를 진단

하기 위해 의뢰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음성장애의 유무를 

확인하며, 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적절한 음성치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평가의 정확성은 진단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환

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검사들이 바쁜 임상 현장에서 불필

요하게 지나치지 않으면서도 다차원적인 음성을 적절히 평가해 낼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원인을 가진 음성의 문제를 적절히 

파악하고, 정상 음성과 장애 음성의 차이를 의미 있게 변별해 낼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치료 전후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음성장애를 다루는 이비인후과의사나 음성언어 

재활사들은 이러한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방법의 선택 및 

치료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므로, 평가에서 다루어지지 않

은 부분은 치료에서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음성평가의 방법론적 

측면의 비일관성이나 타탕성 및 신뢰성의 부족은 표준화된 검사 

규준 절차나 임상현장실무를 위한 프로토콜의 개발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음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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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위한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지침서가 부재하며 병원 클리닉 

내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임상가가 스스로 개발한 지침서대로 평가

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환자 간 혹은 치료실 

간 평가의 결과를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게 비교하기 어려우며, 치

료의 효과를 측정하기에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외국에서는 증거기

반의 중재(evidence-based practice, EBP)를 위하여 체계적인 문헌 

고찰과 연구를 통해 임상에서 일관성 있게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음성평가 프로토콜이나 지침서의 규준을 마련하고 있

다. 미국언어청각임상학회(American Speech and Hearing Associ-

ation, ASHA)의 음성과 음성장애 분과에서는 음질을 평가하기 위

한 합의된 청지각적 평가(consensus auditory-perceptual evalua-

tion of voice, CAPE-V)의 표준화된 지침서가 개발되어(Kempster, 

Gerratt, Verdolini Abbott, Barkmeier-Kraemer, & Hillman, 2009) 

임상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럽후두음성언어의학

회(European Laryngological Society)에서도 음성 장애평가를 위

한 프로토콜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기본적인 지침서로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음성장애 환자를 위한 치료가 실시되고 있다

(Dejonckere et al., 2001). 아울러,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언어재활

사 국가 자격증 시험 시행을 계기로 직무 중심과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과 현장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교육이 중

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언어재활 현장실무에서 음

성장애를 다루는 음성언어재활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음성 평가와 치료 및 이들의 직무 분석에 대한 자료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음성장애 분야의 

증거 기반의 중재를 위한 예비 연구로서, 현재 우리나라 임상현장

에서 사용되는 음성평가와 음성치료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

대로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음성장애와 관련된 음성언어재활사

의 직무 내용을 파악하여, 음성장애 평가와 치료를 위한 표준화된 

국내용 임상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 자료로서 사용하고

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하여, 현재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 의사소통장애 영

역별 정회원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에서 2, 3차 진료 기관급 

병원 및 1차 진료 기관급 목소리 전문 이비인후과 음성 클리닉을 

검색하여 음성 장애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음성언어재활사 35

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83%에 

해당하는 총 29명의 음성언어재활사가 본 설문 조사에 응하였다. 

이들은 현재 서울 및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소재 3차 기관

급 병원과 1차(또는 2차) 기관급 병원 이비인후과 음성언어치료실 

혹은 음성클리닉에서 음성평가 및 치료 업무를 담당하는 음성언어

재활사로서 남자 4명, 여자 25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6±6.4세였

다. 이들은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서 발급하는 1급 및 2급 언어재

활사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임상 경력은 1-20년으로 평균 7.5±

5.4년이었으며, 일하는 환경은 3차 진료 기관급 병원 16명 (55%), 1

차(또는 2차) 진료 기관급 병원 13명(45%)이었으며, 학력은 박사학

위 소지자 3명 (10%), 석사 학위 소지자 24명 (83%), 학사 학위 소지

자 2명 (7%)이었다(Table 1).

설문지 구성

설문지 조사 연구를 위하여 문헌 연구와 음성 장애 평가 및 치료

와 관련된 참고 도서를 검토하여 설문지 예비 문항을 작성하였다. 

예비 문항 설문지는 크게 음성평가와 음성치료 두 부분으로 구성 

하였으며, 음성평가와 치료와 관련하여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문

항들에 대해 현재 음성평가와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3차 진료 기관

급 병원과 1차 진료 기관급 이비인후과 음성 센터에서 각각 근무 

중인 2인의 음성언어재활사와 토론을 거쳐 예비 설문지를 작성한 

후, 15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음성언어재활사 1인에게 내용 타

당도를 검증하여, 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설

문지는 반구조화 형식으로 폐쇄형(선다형과 단답형)과 개방형 문

항이 모두 포함된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문지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설문지 문항들은 음성평가와 

음성치료의 문항을 질문하기 위해 각각 6개의 하부 영역, 총 12개

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성평가에서는 1)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음성평가방법, 2) 검사 

시 측정 변수, 3) 평가 절차, 4) 음성평가보고서, 5) 음성평가 방법의 

Table 1. Participants’ description, work setting, clinical careers, training (N= 29)

Characteristic Value

Male
Age (yr)
Clinical career (yr)
Work setting
   University hospital
   Private voice clinic

38.3± 6.1 (32-45)
10.3± 7.7 (2-20)

 3 (10)
1 (3)

Female
Age (yr)
Clinical career (yr)
Work setting
   University hospital
   Private voice clinic

35.1± 6.4 (28-48)
5.1± 6.4 (1-17)

13 (45)
12 (4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ange) or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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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및 절차 습득 방법, 6) 음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직무 능력 등으

로 구성하였다. 음성치료 부분에서는 1) 음성치료 대상군, 2) 중재 

시 사용하는 음성치료기법, 3) 음성치료 횟수 및 기간, 음성치료 종

결, 4) 음성치료 보고서 작성, 5) 음성치료방법의 지식 및 절차 습득 

방법, 6) 음성치료를 위해 필요한 직무 능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였다. 각 항목의 평균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615였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설문지는 2013년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1개월 

간 이루어졌다. 작성된 설문지는 이메일로 설문지 작성을 의뢰하였

으며, 총 35명 중 29명의 설문지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자료 분석

설문지 문항의 응답 결과는 엑셀을 통하여 코딩 작업을 실시하

였으며, 응답 결과를 토대로 SigmaStat 2.0 (Jandel Scientific, San 

Rafael, CA, USA)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치(평균값, 빈도)를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음성평가

음성평가방법

다차원적인 음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주관적 평가 및 

객관적 평가를 함께 시행하였다. 음성언어재활사가 임상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직접 시행하는 음성평가 중, GRBAS나 CAPE-V를 이

용한 청지각적 평가와 Computerized Speech Lab (CSL)의 Multi-

Dimensional Voice Program (MDVP)는 응답자 모두 항상 사용

(10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Phonatory Aerody-

namic System (PAS)나 Aerophone II와 같은 공기역학 검사(83%), 

전기성문파형 검사(electroglottography, 69%), 음성장애지수(voice 

handicap index, 55%), 스트로보스코피 검사(34%) 순으로 자주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이러한 검사 외에도 음성언어재활사의 59% (17명)는 자세, 호흡, 

근육 긴장도를 포함한 발성패턴을 관찰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중 

17% (3명)는 이러한 관찰을 비디오로 녹화한 것을 통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평가 시 측정 변수

음성평가 시 음도, 강도, 음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측정 

변수로는, 음도의 경우, 기본 주파수(Fo), 발화기본주파수(speak-

ing fundamental frequency)는 모든 응답자가 검사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100%), 최대 및 최소주파수범위 측정은 69% (20명), 기타 

성구(register) 측정은 3% (1명)이었다. 강도의 경우는 임상 현장에

서 음도에 비해 검사하는 경우가 적었으며, 응답자 중 총 62% (18명)

가 voice range profile (VRP)나 Visi-Pitch를 통해 최대 및 최소 강

도 범위를 검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질의 경우, 

응답자 모두 전체적인 음질의 이상(grade, G), 조조성(rough, R), 기

식성(breathy, B), 무력성(asthenic, A) 및 노력성(strained, S) 항목 

외에, 공명(resonance), 음도 일탈(pitch break), 이중음도(diplopho-

nia), 음성진전(tremor), 음성의 불안정성(instability), 음성 프라이

Table 2. Number and percentage of the 29 speech-language pathologists (SLPs) who responded to questions on voice assessments including subjective and objec-
tive methods as conducted by SLP

Always+often  
(70-100%)

Sometimes 
(40-60%)

Infrequently 
(10-30%) Never (0%) No Response

Voice handicap index 16 (55) - - 13 (45) -
Auditory-perceptual   29 (100) - - - -
Analysis - - - - -
Stroboscopy 10 (34) 2 (7) - 17 (59) -
Nasoendoscopy - - -   29 (100) -
High-speed digital imaging 4 (14) 15 (52) - 25 (86) -
Kymography 2 (7) - - 27 (93) -
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   29 (100) - - - -
Voice range profile   4 (14) 15 (52) - 10 (34) -
Aerodynamic analysis 24 (83) - -   5 (17) -
Electroglottography 20 (69) - -   9 (31) -
Electromyography - - -   29 (100) -
Observation of body posture, respiratory pattern, and muscle tension 17 (59) - - - 12 (4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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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l fry)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사례 면담 시에 질문하는 내용으로는, 주호소, 발병시기 및 

사건 유무, 직업은 응답자 모두 질문하는 내용으로 나타났으며

(100%), 음성오남용 62% (18명), 위장장애 및 위산역류의 유무 17% 

(5명), 기타 병력 및 치료 21% (6명), 성격이나 스트레스 유무 등 심

리적인 측면 7% (3명) 등이었다. 

 
음성 평가 절차

말자료

음향학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자료는 응답자의 절

반 이상이 모음과 문단(52%, 15명)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모음만 

사용 17% (5명), 모음과 문장(‘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혹은 ‘가

을’ 문단 중 첫 문장) 사용 10% (3명), 모음과 문단 및 일상대화(라

면 끓이기나 영화 스토리 이야기하기) 사용 3% (1명) 순이었다(Fig-

ure 1). 모음의 경우, 응답자 중 97% (28명)가 /아/ 연장발성만을 사

용하였으며, 모음 /아/, /이/, /우/를 사용하는 경우는 3% (1명)이었다

(Figure 2).

표준화문구로는 성인의 경우 ‘산책’이나 ‘가을’ 문단을 대부분 

사용하였으나(69%), 자체 제작 문장(‘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이

나 문단(‘여름이 오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14%). 성인과 달

리 아동의 경우는 표준화된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으며(69%, 20명), 성인과 동일한 ‘산책’이나 ‘가을’ 문단 17% (5

명), 자체 제작 문단 ‘남호 이야기’ 10% (3명), 자기 소개하기 3% (1

명) 순이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해서 rainbow 문단을 사용하는 경

우도 3% (1명) 있었다. 표준화문구사용 시에 측정하는 변수로는 청

지각적 평가를 위한 음도, 강도, 음질 측정이 가장 많았고(72%, 21

명), 발화기본주파수 측정 59% (17명), 호흡 패턴이나 발화 형태, 말

속도 측정 17% (5명) 순이었다.

모음연장발성은 3회 실시가 59% (17명)로 가장 많았으며, 1회만 

실시하는 경우는 10% (3명), 2회 실시는 17% (5명), 수회 실시하는 

경우도 3% (1명)있었다. 모음 연장 발성 시 환자에게 편안한 음도와 

강도를 유도하는 방법은 평소 말하는 목소리 크기와 높이로 소리 

내도록 지시 사항만 주는 경우는 10% (3명), 연장 발성을 반복 측정

하는 경우는 10% (3명), 숫자 세기나 본인 이름이나 주소 말하기 및 

인사하기로 자발화 유도 후 발성하는 경우는 76% (22명), 임상가 모

델링 후 유도하는 경우 3% (1명)이었다.

마이크 종류 및 입과의 거리

음향학적 검사를 위해 녹음 시 사용하는 마이크 종류는 응답자

의 대부분이 스탠딩 마이크를 사용하였으며(83%, 24명), 응답자의 

17% (5명)는 헤드셋 마이크(AKG C420)를 사용하였다. 스탠딩 마

이크의 형태는 Shure PG48이나 SM48 혹은 58과 같은 보컬이나 스

피치용 단일지향성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하였으며 헤드셋 마이

크는 AKG C420이었다.

음향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 마이크와 입과의 거리는 헤드셋 마

이크 경우, 1인치(3 cm)는 7% (2명), 10 cm는 10% (3명)이었고, 스탠

딩마이크는 10-15 cm가 66% (19명)로 가장 많았고, 5 cm는 7% (2

명), 20 cm는 10% (3명)이었다(Figure 3).

음향학적 검사 시 소음 통제

방음 환경에서 음성을 녹음하는 경우는 62% (18명)로 가장 많았

으나, 조용한 검사실에서 검사 24% (7명),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도 

14% (4명) 있었다.

음성평가보고서 작성

음성평가보고서 작성 시 포함하는 내용으로는, 음성언어재활사

의 대부분이 주관적 평가 및 기기를 포함한 객관적 평가 결과치를 

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79%, 23명), 음향학적 평가 결과치

만 제시하는 경우 3% (1명), 사례 면담과 주관적 및 기기적 객관적 

Figure 1. Speech samples for acoustic voice analysis used by speech-language 
pathologist in clinical practice.

Vowel + passage + 
conversation

Vowel + sentence

Vowel + passage

Vowel only

0 20 40 60 80 100 (%)

Figure 2. Vowel types of speech samples for acoustic voice analysis in the 
curren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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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치 14% (4명), 사례 면담과 주관적 및 기기적 객관적 평가 

결과와 시도 치료와 치료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3% (1명)이었다

(Figure 4).

음성평가 방법의 지식 및 절차 습득 방법

음성평가방법 중 청지각적 훈련은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

고 스스로 임상 경험을 통해서가 76%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 14% (4명), 평가 후 임상 경험이 많은 선배 음성

언어재활사와 비교를 통해서가 10% (3명)이었다.

기기사용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절차의 습득은 클리닉 선배 음성

언어재활사를 통해서 52% (15명), 메뉴얼을 참고하거나 기기 회사 

담당 직원을 통해서 38% (11명), 수업이나 학회 워크숍을 통해서 

10% (3명)이었다. 

음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직무 능력

음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직무 능력으로는 응답자의 72% (21명)

가 청지각적 평가를 위한 훈련된 귀와 평가 기기에 대한 이해 및 숙

련도를 가장 중요한 직무 능력으로 기술하였으며, 대상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명하고 상담하는 능력과 환자에 대한 이해는 

28% (8명)였다. 

훈련받고 싶거나 교육이 더 필요한 평가 영역은 후두내시경이나 

청지각적 평가와 같이 주관적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훈련이 55% (16명)로 가장 많았고, 음성평가기기의 정확한 사용이 

나 표준화된 측정방법 및 검사수치해석 및 의미에 관한 것 34% (10

명), 상담기법 7% (2명), 외국의 사례에서 음성 평가 및 직무 능력 규

정 부분 3% (1명)이었다(Figure 5). 

음성치료

음성치료 대상군

응답자의 86% (25명)이 일반 환자군과 성악가, 가수, 교사, 아나

운서와 같은 전문적 음성사용자 군이 주된 음성치료 대상이었으

며, 14% (4명)는 일반환자군, 전문적 음성 사용자군 외에 기타 후두

암으로 인한 후두적출자를 포함한 음성치료 대상군, 일반 환자군

만 음성치료 하는 경우는 3% (1명)이었다(Figure 6). 이 중에서 주

로 음성 치료를 하는 음성장애군의 형태는 기능적과 기질적 음성

장애군은 모두 100% (29명)였고, 신경학적 음성장애군은 24% (7

Figure 3. Microphone-to-mouth distance (head-mounted [A] vs. standing mic [B]) for acoustic analysis in the curren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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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ocumentation of voice assessment in the current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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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raining needs in voice assessment for evidence-base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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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었다. 이 중 과대기능적 음성장애군은 성대결절과 성대폴립, 

근긴장성발성장애는 100% (29명), 변성발성장애 93% (27명), 변환 

실성증 69% (20명), 내전형 경련성발성장애 83% (24명)이었다. 과

소기능적 음성장애군은 성대마비 97% (28명), 성대구증 90% (26

명), 노인성 음성장애 86% (25명), 파킨슨씨병으로 인한 음성장애 

3% (1명) 순이었다. 공명장애군 중 구순구개열로 인한 공명장애 환

자군은 17% (5명), 청각 장애군은 10% (3명)이었다. 특수문제를 가

진 음성장애군으로 후두암 이나 후두전적출자의 음성재활은 21% 

(6명)이었다.

성인의 경우, 음성치료 형태는 응답자 모두 간접적 음성치료와 

직접적 음성치료를 병행하였 으며(100%), 아동의 경우도 응답자 중

3% (1명)만 음성위생과 자세 교정과 같은 간접적 음성치료만 실시 

하였고, 나머지 97% (28명)는 간접적 음성치료와 직접적 음성치료

를 병행하였다.

음성치료기법

현재 임상현장에서 음성언어재활사들이 선호하여 주로 사용하

는 총체적 음성치료기법의 순위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

대기능훈련(Vocal Function Exercises, VFE)이 응답자의 90% (26명)

로 가장 많았고, 공명치료(resonance voice therapy)가 79% (23명), 

액센트 기법 29% (7명), 리실버만 음성치료법(Lee Silverman Voice 

Treatment, LSVT) 14% (4명) 순이었다(Table 3).

총체적 음성치료법을 사용하는 환자군으로는 과대기능적(hy-

perfunctional)와 과소기능적(hypofunctional) 음성 장애군 모두 

사용 59% (17명), 주로 과대기능적 음성 장애군 28% (8명), 주로 과

소기능적 음성 장애군 7% (2명), 기타 전문적 음성사용자 중 성악

가에게만 사용 3% (1명),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1명)이었다.

임상에서 음성언어재활사들이 과대기능적 음성장애 환자군에

게 주로 사용하는 음성촉진기법 순위는 Table 4와 같다. 복식호흡

훈련이 86% (25명)로 가장 많았고, 이완 83% (24명), 후두마사지 

79% (23명), 허밍 76% (22명), 하품-한숨 접근법 62% (18명) 순이었

다(Table 4). 

과소기능적 음성장애 환자군에게 주로 사용하는 음성촉진기법 

순위는 과대기능적 음성장애 환자군처럼 호흡 훈련이 86% (25명)

로 가장 많았고, 강도변경 72% (21명), 밀기접근법 59% (17명), 흡기

발성 34% (10명), 머리위치변경 21% (6명) 순이었다(Table 5). 그러

나, 대부분의 음성언어재활사 들은 과대 및 과소기능적 음성장애 

환자군에게 대부분 총체적 기법과 음성 촉진기법을 병행하여 사용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음성치료에 심리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응답

자의 83% (24명)가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드

시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14% (4명),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경우는 3% (1명)이었다.

음성치료 횟수와 기간 및 종결

주당 음성치료횟수는 응답자 모두 ‘주 1회’ 음성치료(100%)를 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음성 치료의 지속기간은 ‘1-2회’는 3% (1

Figure 6. Clinical populations for voice therapy or rehabilitation in the curren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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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ference rankings of holistic voice treatment approaches used by 
speech-language pathologists 

Approach Rank

Vocal Function Exercises 1
Resonance voice therapy 2
Accent method 3
Lee Silverman Voice Treatment  4

Table 4. Preference rankings of voice facilitating approach used by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for patients with hyperfunctional voice disorders

Approach Rank

Respiration training 1
Relaxation 2
Laryngeal massage 3
Humming or nasal/liquid sound stimulation 4
Yawn-sigh method 5

Table 5. Preference rankings of voice facilitating approach used by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for patients with hypofunctional voice disorders

Approach Rank

Respiration training 1
Changing loudness 2
Pushing method 3
Inhalation phonation 4
Head positionin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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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4-5회’는 66% (19명), ‘8-12회’는 31% (9명)이었다(Figure 7). 

음성치료 종결은 음성언어재활사의 판단에 음성이 개선되거나 

환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52% (15명), 담당 이비인후과 의사의 판단

에 음성이 개선된 경우 7% (2명), 미리 횟수를 정해 놓고 종결 41% 

(12명)이었다. 음성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자주’ 72% (21명), ‘가

끔’ 14% (4명), ‘별로 없다’ 14% (4명)이었다.

음성치료보고서 작성

음성치료 서류작업은 응답자 대부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93% (27명),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7% (2명)이었다. 서류 작업에 

대한 부담감은 ‘거의 없다’ 85% (23명), ‘약간 있다’ 11% (3명), ‘많이 

있다’ 11% (3명)로 음성치료 서류작업의 병원전자의무기록시스템

(electronic medical record)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음성치료방법의 지식 및 절차 습득 방법

현재 사용하는 음성치료나 촉진기법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방법은 ‘교과서나 관련 비디오를 통해서’ 59% (17명)로 가장 

많았고, ‘학교 수업이나 워크숍’ 17% (5명), ‘선배 음성언어재활사를 

통해’ 17% (5명), ‘본인개발’ 7% (2명)이었다.

음성치료를 위해 필요한 직무 능력

음성치료를 위해 필요한 직무능력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음성장

애 해결을 위한 전문 지식과 정확한 음성치료기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66% (19명), 음성치료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라포와 신뢰감 형

성하기 34% (10명)이었다. 음성치료와 관련하여 훈련 받고 싶거나 

교육이 더 필요한 치료 영역은 응답자 대부분이 다양한 현재 음성

치료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방법 및 치료효과에 대한 교육 62% 

(17명), 성악가를 포함한 전문적 음성 사용자를 위한 음성기법들에 

대한 교육 17% (5명), 심리적 문제로 인한 음성 장애 치료 등 새로운 

음성치료기법에 대한 교육 24% (7명) 등이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음성언어재활사들은 다차원

적인 음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청지각적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기

기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청지각적 평가, 음향학적검사, 공기역학적 

검사, 전기성문파형검사, 말산출 시 자세 및 호흡 패턴, 근육 긴장도 

관찰, 환자 중심의 주관적 평가 순이었다. 이 중 임상가 중심의 청지

각적 평가와 음향학적검사는 모든 음성언어재활사들에 의해 시행 

되고 있었다. Behrman (2005)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과다기능적 

음성장애 환자의 진단에 있어서, 음성언어재활사의 53%가 음성평

가 시에 청지각적 평가를 실시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세 위치나 움직임 혹은 음성 산출을 변경할 수 있는 환자의 능력 

등을 관찰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 방법을 후두내시

경이나 음향학적, 공기역학적 혹은 전기 성문파형검사와 같은 기기

적 검사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미국언어청각임상학

회에서는 음성 평가의 목적을 음성장애 환자의 음성 산출의 음향

학적 평가와 음성 산출 시에 잠재되어 있는 생리학적 기능 평가, 음

성장애가 개인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과 

음성 변화에 대한 예후 결정 및 환자의 치료와 지지를 위한 권고나 

적절한 곳에 의뢰하기 위해 음성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SHA, 1998, 2004). 미국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학회에서는 음

성장애 환자를 평가할 때 환자병력, 목을 만져 보거나 말할 때 환자

의 근긴장도와 같은 신체적 평가, 후두내시경을 이용한 후두 시각

화 검사를 포함하는 최소한의 검사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해 놓았

으며, 미국언어청각임상학회에서는 아직까지 음성평가에 대한 표

준 지침은 정해 놓지 않았으나, 음성평가 시 사용하는 표준 음성 검

사지를 제작하였으며, 여기에는 환자 병력, 음성위생 및 음성 오남

용, 위산 역류, 근긴장성 평가, 호흡, 자세 관찰과 같은 비공식적 평

가, 구강운동검사, 음성 사용, 일상생활에서의 음성장애 기능적 평

가, 환자나 보호자 교육, 시도적 치료 등의 목록을 포함한 평가 체크

리스트를 기록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음성치료 권고 사

항과 장단기 치료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ASHA, 2004). 한편, 

유럽후두음성언어의학회에서는 청지각적평가(GRBAS 중 G, R, B), 

후두 내시경검사(성문폐쇄, 규칙성, 점막파동, 대칭성), 음향학적 

분석(jitter, shimmer, F0-range와 softest intensity), 공기역학검사 

(발성지수, PQ), 환자에 의한 주관적 평가를 최소한의 기본 검사 프

로토콜로 정하였다(Dejonckere et al., 2001). 

한편, 음향학적검사는 청지각적 평가와 함께 본 설문 조사에서 

Figure 7. Length and duration of voice therapy in the curren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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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언어재활사가 임상 현장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성평가방

법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음성장애 임상현장에서 청지각적 평가

와 음향학적검사에 대한 훈련이나 임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였다. 

특히, 녹음 전 절차는 기기에 의한 객관적 데이터 수집과 분석 결과

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유럽후두음성언어의학회에서

는 녹음 전 절차로서 녹음 시 말표본 추출은 최소 20,000 Hz로 하

고, 마이크 종류는 헤드셋 마이크를 권고하고 있다. 헤드셋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입술로부터 10 cm 거리를 유지하되, 이때 녹음은 소

음이 차단된 방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환경 소음이 50 

dB미만인 경우에는 조용한 방도 허용하고 있으며, 말하는 동안 입

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공기역학적인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마

이크는 45°-90°를 유지하도록 기본 지침을 정해 놓고 있다(Dejonc-

kere et al., 2001). 본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83%가 스탠

딩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Shure PG48이나 SM48 혹은 SM58

과 같은 보컬이나 스피치용 단일지향성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하

였다. 단일 지향성 마이크는 바로 마이크 앞쪽 소리를 받아 들이는 

특성이 있어서 분주한 클리닉에서 방의 소음 수준을 5 dB 정도 낮

출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임상에서 음성을 측정하기에 가장 적

합한 반면(Baken & Orlikoff, 2000), 근접효과로 인해 MDVP에서 

soft phonation index와 같은 스팩트럼 측정치를 왜곡시킬 수 있다. 

Winholtz와 Titze (1997)는 주기적이거나 거의 주기적인 Type 1 음

성신호의 섭동분석을 위해서, 최소 60 dB의 민감성을 가진 무지향

성 혹은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음연장발성을 녹음

하기 위해서는 헤드셋 마이크를 권장하며 높은 신호대소음비를 유

지하기 위해 10 cm 미만, 특히 3-4 cm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권고

하였고, 20 cm보다 가까울 경우 마이크의 위치는 말과 음성의 정확

한 스팩트럼 분석과 SPL측정을 위해 입의 옆쪽에 놓고 녹음하도록 

하고 있다. 녹음 시 환경 소음은 음향학적검사 시 %jitter, %shim-

mer 측정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미국국립음성언어센터

(National Center of Voice and Speech)에서는 환경소음이 50 dB보

다 낮은 소음이 차단된 방에서 녹음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본 설문 조사에서 음향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 마이크와 입과의 

거리는 헤드셋 마이크 경우, 1인치(3 cm)는 7% (2명), 10 cm는 10% 

(3명)이었고, 스탠딩마이크는 10-15 cm가 66% (19명)으로 가장 많

았고, 5 cm는 7% (2명), 20 cm는 10% (3명)이었는데, 선행 연구들의 

결과, 입과 마이크 간 거리는 마이크의 종류와 녹음 시 주변 소음 

정도에 따라 적절히 잘 조절되어야 함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Svec

와 Granqvist (2010)은 사람의 말이나 음성을 정확히 녹음하기 위

하여 마이크의 주파수 반응과 범위, 마이크 방향성, 근접효과, 마이

크 거리, 마이크 확장기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마이크의 주파수 반

응과 범위는 측정하고자 하는 음성의 가장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

수 범위 내에서 2 dB 미만의 변이를 가진 평평한 주파수 반응 곡선

을 가지면서, 마이크의 환경소음 수준은 가장 작은 목소리의 sound 

level보다 최소 15 dB 더 낮고, 지향성 마이크의 경우 근접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평평한 주파수 반응 곡선을 가지는 위치에 일

정하게 놓여야 하며, 입과 마이크 간 거리는 편안한 강도에서 모음

을 발성하여 섭동 분석을 실시할 때 환경 소음이 55 dBA SPL 미만

에서는 30 cm, 65 dB SPL에서는 10 cm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

으로 5 cm를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음향학적 검사 시 소음 

통제는 방음 환경에서 음성을 녹음하는 경우는 62% (18명)로 가장 

많았으나, 조용한 검사실은 24% (7명),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도 

14% (4명)로 보고하여, 마이크와 입 간 거리는 검사실 방의 소음 수

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조사에서 음향학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

자료는 응답자의 52% (15명)가 모음과 문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문장이나 문단을 병원 자체 내에서 제작해서 사용

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음의 경우 응답자 중 97% (28명)가 /아/연장

발성만을 사용하였고 3회 실시가 59% (17명)로 가장 많았다. 유럽

후두음성언어의학회의 임상 기본 프로토콜에서 정해 놓은 말자료

는 편안한 음도와 강도에서 음질 평가를 하기 위해 모음 /아/를 3번 

반복하도록 하여 녹음하고, 목소리 음질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약

간 큰 목소리로 모음 /아/를 발성하여 녹음하며, 하나의 문장 혹은 

짧은 표준화 문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음향학적 기기 분

석이 모음만 분석이 가능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소음을 포함한 마

찰음을 제외한 유성자음으로 문장을 제작하여 조음 시 발생하는 

소음이 신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Dejonckere et al., 

2001).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음성의 강도(SPL)는 기본주파수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jitter나 %shimmer에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rockmann, Drinnan, Storck, & 

Carding, 2011), 성별에 따라 차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편안한 음

도와 강도에서 소리를 내게 했을 때,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낮은 소

리의 강도를 가지므로 현재의 임상 프로토콜대로 편안한 음도와 

강도에서 녹음할 때 결과적으로 여성이 더 높은 %jitter값을 가지게 

된다(Brockmann, Storck, Carding, & Drinnan, 2008). 따라서, 좀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jitter나 %shimmer값을 얻으려면 음성

평가 프로토콜 에서 최소한 80 dB에서 발성하도록 제안하였다. 또

한 말자료에 있어서는 동일한 모음 /아/를 사용하고, 안정된 발성의 

경우 최소 6번 반복한 평균값을, 불안정이 높은 음성에 대해서는 

15번 반복 측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Brockmann et al., 2008; 

2011; Scherer, Vail, & Guo, 1995), 미국국립음성언어센터에서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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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 있는 섭동분석 측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10번 반복하도록 제

안하였다(Tize, 1995). 최근 Franca (2012)의 연구에서도 후설 모음

이 가장 %jitter나 %shimmer 수치 및 소음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jitter나 %shimmer와 같은 주

파수나 강도의 섭동분석이 임상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

향학적 측정치였으나, 주기적이거나 거의 비주기적인 음성 신호

(Titze에 의하면, Type 1신호)에 한하여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측정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일정한 하나의 주파수가 아닌 

subharmonic나 변조를 포함한 Type 2 신호는 스팩트로그램과 같

은 그래픽으로 데이터 분석을, 최소한의 주기적 신호를 포함하거나 

시간적 혹은 주파수적으로 국부화되어 있지 않은 임의 신호나 무

질서하게 보이는 음성 신호인 Type 3 신호는 청지각적 평정을 하도

록 권고하고 있다(Tize, 1995). 그러나, Behrman (2005)에 의하면,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음성언어재활사들의 60%가 음성신호

의 주기성에 기초한 음향학적 분석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음성언어재활사들이 데이터의 분석 

시 음성 신호의 파형을 고려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나 음향학적 검사의 특이도나 민감도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도 음성평가 시 기기 사용에 대한 평가 방법 

이나 절차의 습득은 대부분 클리닉 선배 음성언어재활사를 통해

서 52% (15명),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기기 회사 담당 직원을 통해서 

38% (11명), 수업이나 학회 워크숍을 통해서 10% (3명) 순으로 나타

나 음성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검사 기기의 사용절

차와 지식에 대한 교육이 부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음성언어재활

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 능력으로도 청지각적 평가를 위한 훈련된 

귀와 평가 기기에 대한 이해 및 숙련도를 가장 중요한 직무 능력으

로 손꼽아 기기적 평가와 마찬 가지로 증거기반의 임상을 위해 청

지각적 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훈련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였다.

현재 임상에서 음성언어재활사가 사용하는 음성치료법이나 촉진

기법에 대한 본 설문 조사 결과, 음성언어재활사들이 선호하여 주

로 사용하는 총체적 음성치료기법의 순위는 성대기능훈련(VFE)

이 응답자의 90% (26명)로 가장 많았고, 공명치료(resonance voice 

therapy) 79% (23명), 액센트 기법 29% (7명), 리실버만 음성치료법 

(LSVT) 14% (4명) 순이었고, 총체적 음성치료법을 사용하는 환자

군으로는 과대와 과소 기능적 음성장애군 모두 적용이 가장 많았

다. 임상에서 음성언어재활사들이 과대기능적 음성장애 환자군에

게 주로 사용하는 음성촉진기법 순위는 복식호흡훈련이 86% (25

명)로 가장 많았고, 이완 83% (24명), 후두마사지 79% (23명), 허밍 

76% (22명), 하품-한숨 접근법 62% (18명) 순이었고, 과소기능적 음

성장애 환자군에게 주로 사용하는 음성촉진기법 순위는 과대기능

적 음성장애 환자군처럼 호흡 훈련이 86%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변경 72% (21명), 밀기접근법 59% (17명), 흡기발성 34% (10명), 

머리위치변경 21% (6명) 순이었으나, 대부분의 음성언어재활사들

은 과대 및 과소기능적 음성장애 환자군에게 대부분 총체적 기법

과 음성촉진기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음성치료에 대한 설문조사는 외

국에서도 이미 보고되었으며, Mueller와 Larson (1992)의 음성언어

재활사를 대상으로 한 음성치료법에 대한 전국 설문 조사 연구에

서 음성언어재활사가 선호하는 음성치료법으로 ‘상담’이 가장 높

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음성남용제거(vocal abuse elimination), 

강한 성문접촉의 제거(hard glottal attack elimination), 이완(re-

laxation), 강도변경(changing loudness), 밀기 접근법(pushing me-

thod), 하품-한숨접근법(yawn-sigh), 청각적 훈련(ear training), 새

로운 음도 확립(establishing new pitch), 손가락 조작법(digital ma-

nipulation) 순이었다. 미국국립음성언어센터의 또 다른 조사 연구

에서도, 음성언어재활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7가지 음성

치료법은 비밀스러운 음성, 공명음성, 공기흐름 지속(flow mode), 

액센트 기법, 성대 기능훈련(VFE), 리실버만 음성치료법(LSVT), 손

가락 조작법과 하품-한숨 접근법과 같은 음성촉진기법 순으로 우

리나라와 선호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기법

을 결정할 때 음성언어재활사의 선호도나 환자의 증상을 기초로 

하여 선택되는 경우가 많고 음성치료법의 결정을 지지해 줄 만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Pannbacker, 1998). 실제로 음성치료법의 

효과를 측정할 때 많은 외국의 선행 연구들이 증상의 지속기간, 음

성치료기간, 이질적인 의학적 진단을 가진 환자군, 음성평가도구의 

다양성, 치료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의 부재 등 방법론적인 문제 때

문에 치료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기반의 연구가 부족하다고 

하였으며(Roy et al., 2013; Speyer, 2008), 치료의 결과는 환자의 동

기 및 음성 위생에 대한 준수, 치료의 지속과 같은 환자의 요인과 임

상가의 경험 및 치료법이나 촉진 기법에 대한 선호도와 같이 임상

가와 관련된 많은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주므로 치료의 효과를 측

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음성치료대상자도 응

답자의 대부분이 일반 환자군뿐만 아니라 성악가, 가수, 교사, 아나

운서와 같은 전문적 음성사용자 군을 주된 음성치료 대상으로 하

고 있었으므로, 전문적 음성사용자의 음성치료를 위한 다양한 음

성치료 기법에 대한 지식이나 훈련이 필요하였다. 설문 조사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음성치료를 ‘자주’ 중단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72% 

(21명)로 나타나 음성치료를 위해 필요한 직무능력으로 음성장애 

해결을 위한 전문 지식과 정확한 음성치료기법에 대한 이해와 적

용 66% (19명) 이외에 환자에게 음성치료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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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나 신뢰감 형성하기가 중요한 능력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음성치료기법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여 임상에서 실제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예: 다중음성 치료기법, 후두운동조절 기법 등). 결

론적으로, 본 설문조사를 통해 아직까지 국내 음성장애 임상현장

에서 음성평가와 음성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언어치료 현장실무에 

대한 통일된 체계적인 절차나 문서 및 임상 지침이 부재하였다. 따

라서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음성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증거기반

의 중재를 위해 기본적 지침 마련이 시급하며 증거기반을 제시할 

수 있는 음성치료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된 임상평가지침과 증거기반중재를 위한 기초조사

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예비 결과를 토대로 추후에 음성언어

재활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음성평가와 음성치료에 대한 좀 더 심

도 있는 양적 질적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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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음성언어재활사의 음성평가와 음성치료 현장실무조사를 위한 설문지

I. 음성평가방법
1. 음성의 다차원적 평가를 위해 음성장애 환자의 음성평가 시에 통상적으로 하는 음성검사법은 무엇입니까?

 □ 음성장애지수(Voice Handicap Index) 
 □ 청지각적 평가(GRBAS, CAPE-V) 
 □ 후두내시경 검사(stroboscopy)
 □ 비인두내시경 검사(nasoendoscopy)
 □ 초고속 후두 촬영기(High speed digital imaging)
 □ 카이모그래피(kymography)
 □ 음향학적 검사 – MDVP (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 
 □ 음향학적 검사 – Nasometer
 □ 음향학적 검사 – VRP (Voice Range Profile)
 □ 전기생리학적 검사 – EGG (Electroglottography)
 □ 전기생리학적 검사 – EMG (Electromyography)
 □ 공기역학적 검사(Aerophone II, Phonatory Aerodynamic System [PAS]) 
 □ 기타 (이외에 더 검사하는 것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2. 위의 1번 검사 중에서 실제 선생님께서 평가 시에 직접 시행하고 계신 검사를 적어 주십시오.

II. 검사 시 측정 변수 
3. 음도, 강도, 음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사용하시는 검사의 파라미터에 동그라미 쳐 주세요.

□ 음도(기본주파수[fo], 발화기본주파수[Sfo], 최대 및 최소 주파수 범위,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강도(최대 및 최소 강도 범위,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음질(G, R, B, A, S, resonance, pitch break, diplophonia, tremor, instability, vocal fry,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음성장애 환자 사례 면담 시에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적어 주십시오.

III. 음성평가절차
  5. 음향학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말자료는 어떠한 것을 사용하십니까?
  6. 음향학적 검사를 위해 녹음 시 사용하는 마이크는 어떤 형태입니까?
  7. 음향학적 검사 시 입과 마이크 사이의 거리는 얼마로 하십니까?
  8. 음향학적 검사 시 소음 통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9. 음향학적 검사에서 모음 연장 발성 시, 환자에게 편안한 음도와 강도는 어떻게 이끌어 내십니까?
10. 음향학적 검사 시 모음 연장 발성은 어떤 모음을 사용하십니까?
11. 음향학적 검사 시 모음 연장 발성은 몇 번 실시하십니까?
12. 음향학적 검사 시 표준화된 문구는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 아동용: ______________________
□ 성인용: ______________________

13. 표준화된 문구를 통해 무엇을 평가하고 분석하십니까?

IV. 음성 평가 보고서
14. 음성 평가 후 서류(documentation) 작업 시 기록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15. 음성 평가 서류 작업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V. 음성 평가방법의 지식 및 절차 습득 방법
16. 음성장애 환자의 청지각적 평가를 위한 훈련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17. 음성 평가 시 사용하시는 기기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익히셨습니까?

□ 매뉴얼을 보고 
□ 클리닉의 선배 음성언어재활사를 통해
□ 기기 회사의 담당 직원을 통해
□ 학교에서 음성장애 수업 시간에
□ 워크숍이나 학회 연수를 통해
□ 기타: ___________________

VI. 음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직무 능력
18. 음성장애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데 음성언어재활사가 꼭 필요한 직무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 음성장애 환자의 증거 기반의 중재를 위해 음성평가 시 직무능력으로 더 교육받거나 훈련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VII. 음성치료대상
20. 음성치료를 시행하고 계시는 음성장애 환자군의 형태는? (체크해 주십시오)

□ 일반 환자군
□ 전문적 음성사용자 (성악가, 가수, 교사, 아나운서, 텔레마케터 등)
□ 기타(후두적출자 음성재활 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 현재 음성치료를 시행하고 계신 음성질환은 무엇입니까? 
□ 기능적 음성장애
□ 기질적 음성장애
□ 신경학적 음성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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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재 음성치료를 하고 계시는 환자군에 체크해 주십시오.
■ 과대 기능적 음성장애 환자군

□ 성대결절 
□ 성대폴립
□ 변성발성장애
□ 변환실성증
□ 근긴장성발성장애
□ 내전형경련성발성장애
□ 기타: _________________

■ 과소 기능적 음성장애 환자군
□ 성대마비
□ 성대 구증
□ 노인성 음성장애(성대 휨[vocal fold bowing])
□ 파킨슨씨병 
□ 기타: ________________ 

■ 공명장애 환자군
□ 청각장애
□ 구순구개열

■ 특수문제를 가진 음성장애군
□ 후두암이나 후두전적출환자
□ 기타: ______________

VIII. 음성치료기법
23. 성인의 경우, 사용하시는 음성치료 형태는?

□ 간접적 음성치료(음성위생, 자세교정 등)
□ 직접적 음성치료
□ 간접적 음성치료와 직접적 음성치료의 병행

24. 아동의 경우, 사용하시는 음성 치료 형태는?
□ 간접적 음성치료(음성위생, 자세교정 등)
□ 직접적 음성치료
□ 간접적 음성치료와 직접적 음성치료의 병행

25. 현재 사용하시는 총체적 음성치료기법은?
□ 리실버만 치료법
□ 공명치료법
□ 액센트기법
□ 성대기능훈련법
□ 사용하지 않는다.

26. 총체적 기법을 시용하신다면, 주로 어떤 음성장애환자에게 적용하십니까?
27. 현재 과대기능적 음성장애 환자를 위해 사용하고 계신 음성치료법 혹은 Boone의 촉진기법을 적어 주십시오.
28. 현재 과소기능적 음성장애 환자를 위해 사용하고 계신 음성치료법 혹은 Boone의 촉진기법을 적어 주십시오.

IX. 음성치료 횟수, 기간, 종결
29. 음성치료는 환자 1명당 주당 몇 번 실시하십니까? 음성치료는 보통 얼마 동안 지속하십니까? 
30. 환자가 치료 종결 전에 먼저 음성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 항상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31. 음성치료는 언제 종결하십니까?

X. 음성치료 보고서
32. 음성치료에 대한 서류 작업을 실시하십니까?
33. 음성치료에 대한 서류 작업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XI.  음성치료방법의 지식 및 절차 습득 방법
34. 현재 사용하시는 음성치료법은 어떻게 훈련받으셨습니까?
35. 음성치료에 심리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XII. 음성치료를 위해 필요한 직무 능력
36. 음성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데 음성언어재활사에게 꼭 필요한 직무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7. 음성장애 환자의 증거 기반의 중재를 위해 음성 치료 시 직무 능력으로 더 교육받거나 훈련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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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음성언어재활사의 음성평가와 음성치료의 임상실제: 표준 임상지침과 증거기반중재를 위한 설문조사 

최성희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현재까지 한국의 언어재활 현장실무에서 음성장애를 다루는 음성언어재활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음성평가와 치료 및 이들의 직무 분석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임상현장에서 음성평가와 치료에 

대한 증거기반중재를 위한 예비 연구로서 음성언어재활사들이 담당하는 음성평가와 치료에 대한 절차와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

다. 방법: 3차 기관급 병원이나 1차(또는 2차) 기관급 병원의 목소리 전문 이비인후과에서 음성장애 환자를 다루는 음성언어재활사 29

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다차원적 음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음성언어재활사의 대부분이 임상가 중심

과 환자 중심의 주관적 평가를 객관적 평가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청지각적 평가와 음향학적 검사인 CSL의 다차원적 음성프로

그램(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 MDVP)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편화된 음성평가 방법이었다. 대부분의 음성언

어재활사들은 성인과 아동환자 모두에게 직접적 음성치료법과 간접적 음성치료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음성치료법에서는 ‘성대기

능훈련’과 ‘호흡훈련’이 각각 총체적 음성치료기법과 음성촉진기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평가의 절차나 말자료는 시설이나 

임상가 간에 다양하였으며, 주관적 평가뿐 아니라 객관적 검사의 절차나 기기 사용 및 치료 기법들에 대한 임상 능력은 표준화된 절차

보다는 개인의 임상 경험이나 다른 경험 있는 음성언어재활사나 사용자 매뉴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

리나라 음성장애 임상 현장에 대한 기초 조사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음성언어재활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음성평가와 

음성치료에 대한 향후 규준을 마련하고, 음성평가의 임상적 사용의 개선과 증거기반의 임상 중재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일된 표준화된 

임상지침이나 프로토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핵심어: 증거기반중재, 음성평가, 음성치료, 음성언어재활사, 언어치료현장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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