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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Voice Range Profile (VRP) has been widely used as an objective voice assessment 
method in the clinical practice to evaluate vocal func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maximum vocal performance among the current VRP measurement protocols 
and to develop a novel short-form of VRP measurement method based on its validation. 
Methods: Forty young adults (20 males, 20 females) participated for VRP measures and 
20% participants (4 males, 4 females) were randomly selected for testing a novel simplified 
VRP protocol. Minimum F0, maximum F0, frequency range, minimum & maximum inten-
sity, and intensity range were measured and compared among the different VRP protocols 
using the VRP program. Results: Among the different vowel types to elicit the maximal VRP 
performance measures, the largest voice range was observed in vowel /a/. In terms of rep-
etition measurements, it was the largest when it was carried out five times. In addition, 
among different procedures to elicit, the semitone scale demonstrated significantly wider 
range than glissando (p< .05). Moreover, a novel simplified VRP protocol represents a sig-
nificantly wider frequency range than that of the other VRP protocols (p< .05). On the other 
hand, the intensity range was the largest in semitone (p< .001), but there was no signifi-
cant difference between the semitone and novel simplified VRP. Conclusion: A newly devel-
oped VRP measurement method was feasible and effective to obtain a reliable vocal range. 
This simplified protocol should be adapted for trained professional voice users and future re-
search should expand to test its validity for the dysphonia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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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범위프로파일(Voice Range Profile, VRP)은 발성 기능을 객

관적으로 평가하는 음향학적 평가 중 하나로 임상에서 널리 사용

되고 있다(Ferrand, 2014). VRP는 Voice Committee of the Inter-

national Association of Logopedics and Phoniatrics (IALP)가 1992

년에 제안한 공식용어로(Boone, McFarlane, Von Berg, & Zraick, 

2014) phonetogram, phonetography, voice profile, phonational 

profiles 또는 voice area로 표시되며(Ma et al., 2007), 모음 발성 동

안 최대주파수범위 내에서 최소 및 최대음성강도를 산출하는 화자

의 발성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Heylen, 

Wuyts, Mertens, De Bodt, & Van de Heyning, 2002). 또한, VRP는 

시각적 피드백(visual feedback)을 제공함으로써 음성평가에 유용

할 뿐 아니라 치료 전후 또는 치료 과정에서 음성 범위 변화를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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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음 /a/, /i/, /u/를 사용하여 가장 작

은 소리에서부터 가장 큰 소리로 다양한 음도에서 발성하도록 한다

(Ferrand, 2014). VRP는 발성 범위와 함께 VRP 형태와 곡선의 특

성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VRP의 상곡선은 환자의 최대발성역치

를, 하곡선은 환자의 최소발성역치를 나타낸다(Boone et al., 2014). 

VRP의 기본적인 구성은 F0와 각 주파수별 speech press level (SPL)

이며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이차원의 히스토그램 도표로 나타

내고 측정값들은 semitone과 dB의 비율로 나타낸다(Ferrand, 

2014; Kim et al., 2009). 따라서, VRP를 정확하고 신뢰롭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검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검사방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음성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음성치료 전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반음을 사용하여 VRP를 측정하였으며(Kim, 

2009; Kim et al., 2009), 음성장애가 없는 성악가를 대상으로 반음

을 사용하여 VRP를 측정하였다(Chung, 2000; Chung et al., 2001). 

한편, Kim, Choi, Lim과 Choi (2014)의 연구에서는 활창을 사용하

여 흡연 여부에 따라 실용음악전공자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VRP

를 측정하였으며, Lim, Choi, Kim과 Choi (2016)의 연구에서도 연

축성 발성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Lax Vox 음성치료 효과를 살펴보

기 위하여 활창을 사용하여 치료 전후 VRP를 측정하여 발성 능력

의 변화를 비교하였고, Bae, Park, Kwon, Lee와 Goh (2014)의 연구

에서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반음과 활창

을 모두 실시하여 발성 수행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아동

과 성인을 대상으로 VRP 측정 시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Kwon, Lee, Kim, & Lee, 2010; Kim et al., 

2007; Moon & Han, 2007; Lee et al., 2012).

Heylen 등(2002)의 연구에서는 전문적 음성사용자인 교사 남성

과 여성을 대상으로 VRP를 알아보기 위해 /ㅏ/ 모음을 이용하여 

습관적인 음도와 강도로 최소 2초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워밍업

으로 음도와 강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면서 음역대를 탐색하게 하

였으며, 최저 및 최고주파수에서 최소 및 최대강도를 사용하여 발

성하게 하였다. Ma 등(2007)은 음성장애 진단을 위해 /ㅏ/ 모음을 

사용하여 반음으로 VRP를 총 3회 실시하였다. LeBorgne과 Wein-

rich (2002)는 활창을 이용하여 훈련된 성악가들을 대상으로 pho-

netogram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ㅏ/ 모음을 이용하여 중간 음도

에서 시작하여 가장 낮은 주파수까지, 다시 중간 음도에서 가장 높

은 주파수까지 소리를 내도록 하여 VRP를 측정하였다. Böhme와 

Stuchlik (1995)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과 연령에 따른 VRP를 알아

보기 위해 피아노로 음을 들려주고 아이들이 가능한 부드럽게 또

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으며, 아이들에게 노래하는 것

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하는 대신 부드럽게 또는 크게 소리 

내어 노래하도록 지시하였다. Lamesch, Doval과 Castellengo (2008) 

의 연구에서는 성악가를 대상으로 /ㅏ/, /ㅣ/, /ㅜ/ 모음을 이용하여 

모음의 종류에 따라 노래했을 때, C3 (131 Hz)-C5 (524 Hz)의 범위

에서 크레센도-디크레센도로 노래하게 하였다. 이처럼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VRP 측정을 위해 연구자마다 반음, 활창 또는 반

음과 활창을 함께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측

정 횟수, 검사 시 모음의 종류 등 정확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연

구들도 있었다. 이처럼 VRP가 임상에서 진단이나 치료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서 음성검사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Hong (2014)과 Ma 등(2007)은 만족스러

운 VRP를 얻기 위해서는 20분에서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하였

는데, 바쁜 임상현장에서 신뢰로운 VRP 측정을 위해서 이러한 검

사방법은 임상 적용에 있어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모음의 종류, 측정 횟수, 기존의 측정방법

에 따라 VRP 측정치(최고 및 최저주파수, 주파수범위, 최대 및 최

소강도, 강도범위)의 차이를 살펴보고, 둘째, 새로운 축약된 VRP 

검사법을 개발하여, 개발된 축약된 VRP 검사법이 최대발성범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정상 음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검사방법과 비

교함으로써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최근 음성 관련 질환 병력이 없고, 발성훈련 경험이 없

으며, 순음청력검사상 500 Hz, 1,000 Hz, 2,000 Hz 및 4,000 Hz에

서 청력 역치가 20 dB 이하이며, 음성장애평가 치료경험 5년 이상인 

1급 언어재활사와 2급 언어재활사에 의해 청지각적 평가 GRBAS 

척도 중 ‘G’에서 중증도가 ‘0 (정상)’인 청년층 총 40명(남자 20명, 

여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9 (±2.1)

세였으며, 새로 개발된 축약된 VRP 검사법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총 40명(남자 20명, 여자 20명) 중 참여자의 20% (8명: 남자 4명, 여자 

4명)가 무작위로 선정되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대상자의 평균연령

은 24.6 (±1.0)세로 모든 실험은 대상자의 동의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절차

음향학적 평가도구인 Computerized Speech Lab (CSL; Model 

4150B, KayPentax)의 Voice Range Profi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

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소 및 최대강도, 강도범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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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먼저, VRP 검사의 목적과 방법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

한 후,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녹음 시 공기역학적인 소음

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상자의 입과 마이크는 45° 측면으로 10 cm의 

거리에 위치시켜 녹음을 실시하였으며(Choi, 2013), 음성피로를 고

려하여 대상자마다 검사 순서를 무작위로 실시하였다. 먼저, 모음

의 종류에 따른 VRP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자는 대상자로 

하여금 활창으로 모음 /아/, /이/, /우/를 각 1회씩 실시하도록 하였다

(Ferrand, 2014; Lamesch et al., 2008). 활창은 대상자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음도에서 가장 높은 음도를 내도록 하였으며, 진성구

(modal register)에서 가성 (falsetto)까지 주파수 범위를 설정하였

다. 이후, 가장 높은 음도에서 가장 낮은 음도로 중간에 끊김 없이 

활창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낮은 음에서 높은 음, 높은 음에서 낮

은 음 왕복을 1회로 규정하였다. 녹음한 자료는 모음에 따른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소 및 최대강도, 강도범위의 평균 측

정값을 비교하였다. 또한, 측정 횟수에 따른 VRP 측정치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모음 /ㅏ/를 활창으로 각 1회, 3

회, 5회를 실시하였고,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소 및 최

대강도, 강도범위의 평균 측정값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

방법에 따른 VRP 측정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반음과 활창

을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검사어는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모음 /ㅏ/를 이용하여 반음(semitone)으로 1회 측정을 

실시하였다(Bae et al., 2014; Chung, 2000; Chung et al., 2001; Gram-

ming, 1991; Heylen et al., 2002; Kim et al., 2007; Kim et al., 2009; 

Kim, Choi et al., 2014; Kwon, Lee, Kim, & Lee, 2010; LeBorgne, & 

Weinrich, 2002; Lim et al., 2016; Ma et al., 2007; Mituuti, Santos, 

Teles, & Berretin-Felix, 2013; Moon & Han, 2007; Pabon, Stallinga, 

Södersten, & Ternström, 2014; Sulter, Schutte, & Miller, 1995). 이

를 위해 환자로 하여금 모음 /ㅏ/를 편안한 음도와 강도에서 발성하

도록 한 후, 그 음부터 더 이상 발성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최저주

파수로 내려가도록 지시하였으며 반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편

안한 음도에서 반음으로 더 이상 발성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최고

주파수로 올라가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때, 각 음도에서 최소 및 최대

Figure 1. Phonetograms using the Voice Range Profile program of Computer-
ized Speech Lab (CSL): 1, 3, 5 gliding with vowel /a/ in a young male.

Figure 2. Phonetograms using the Voice Range Profile program of Computer-
ized Speech Lab (CSL): a novel simplified method, semitone, glissando with 
vowel /a/ 5 repetition in a young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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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또한 모든 과정에서 검사자는 건반음과 

모델링을 통해 청각적 피드백을 함께 제공하였다. 녹음한 자료는 

반음으로 실시하였을 때와 활창으로 1회 실시하였을 때의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소 및 최대강도, 강도범위의 평균 측정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VRP 프로토콜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축약된 검사법을 개발하였다. 검사 프로토콜은 모음 /ㅏ/를 사용하

였으며, VRP가 가장 넓게 나타났던 반음으로 측정한 남성, 여성의 

최소 및 최고주파수와 평균값을 토대로 주파수를 선정하였다. 남

성의 경우, 총 7개의 기준음 주파수를 선정하였으며 주파수는 61.7, 

82.4, 110, 220, 440, 659.3, 880 Hz로 구성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남성의 평균 기본주파수인 110 Hz를 검사 시작의 기준음

으로 정하였다(Boone et al., 2014; Ferrand, 2014; Kim, 2008; Kim, 

2009, 2011; Mituuti et al., 2013; Pyo et al., 2002). 최저 및 최고음역

대를 좀 더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5개 반음으로 차이를 두었으

며 중음역대는 보다 넓게 1옥타브 차이를 두었다. 최저주파수를 찾

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음 110 Hz에서 시작하여 위에 기술한 

선정된 낮은 기준음(82.4 Hz → 61.7 Hz)으로 내려갔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저주파수 확립 후 최고주파수를 찾아내기 위하여 다

시 기본주파수 110 Hz에서 선정된 높은 기준음(220 Hz, 440 Hz, 

659.3 Hz, 880 Hz)으로 올라가 최고주파수를 확립하였다(Figures 

1, 2). 검사자가 기준음의 건반음과 모델링을 통해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면, 대상자는 들려준 기준음을 듣고 소리를 산출하도록 하

였다. VRP 검사에는 pitch target mode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mode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확히 그 음을 발성하는 것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려준 기준음은 그 주파수 주변음에 도달

하기 위한 청각적 피드백으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음역대가 넓어 총 9개의 기준음 주파수를 선정하였으

며, 주파수는 146.8, 174.6, 220, 440, 659.3, 880, 1,046.5, 1,318.5, 

1,568 Hz로 구 성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여성의 평균 기

본주파수인 220 Hz를 검사 시작의 기준음으로 하였고(Boone et 

al., 2014; Ferrand, 2014; Kim, 2008; Kim, 2009, 2011; Pyo et al., 

2002), 최저 및 최고음역대는 좀 더 세밀한 측정을 위해 3-4개 반음

으로 차이를 두었고, 중음역대는 보다 넓게 1옥타브 차이를 두었으

며 검사방법은 남성과 동일하였다(Appendix 1). 

통계분석

통계처리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version 

21.0을 이용하였다. 성별(집단 간)에 따른 모음의 종류, 측정 횟수, 

측정방법(집단 내)의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소 및 최

대강도, 강도범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혼

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Mauchly의 

구형성이 가정된 경우에는 구형성 가정값을 사용하였으며,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는 Greenhouse-Geisser의 자유도와 F
값을 사용하였다. 개체 내 효과 검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

우 대응별 비교를 실시하여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

의수준은 .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성별과 모음의 종류에 따른 VRP 차이

활창으로 /ㅏ/, /ㅣ/, /ㅜ/ 모음에 따른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

범위, 최저 및 최대강도, 강도범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1과 

같다. 

성별과 모음 종류에 따른 최저주파수를 비교한 결과, 성별과 모

음 종류에 따른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76) =4.492, 

p = .014). 최저주파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F(1,38) =275.030, p= .000), 남성은 /ㅜ/ 모음에서 최저주파수가 가

장 낮은 반면, 여성은 /ㅏ/ 모음에서 최저주파수가 가장 낮았으나 모

음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2,76) =1.001, 

p= .372) (Figure 3A).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RP measures according to vowel type

Vowel Male (N= 20) Female (N= 20) Total (N= 40)

F0min (Hz) /a/ 96.57 (10.29) 167.59 (17.56) 132.08 (38.67)
/i/ 95.54 (8.39) 172.44 (22.38) 133.99 (42.36)
/u/ 93.67 (8.52) 175.06 (21.39) 134.37 (44.24)

F0max (Hz) /a/ 663.58 (212.04) 965.22 (244.05) 814.40 (272.49)
/i/ 647.80 (182.51) 929.74 (181.31) 788.79 (229.39)
/u/ 584.63 (172.45) 907.01 (213.46) 745.82 (251.66)

F0range (Hz) /a/ 567.06 (209.14) 797.64 (240.14) 682.35 (251.07)
/i/ 550.09 (179.24) 757.31 (182.89) 653.70 (207.26)
/u/ 490.96 (170.06) 736.95 (211.65) 613.95 (226.78)

Imin (dB) /a/ 76.65 (4.58) 72.20 (4.35) 74.43 (4.95)
/i/ 74.45 (4.39) 74.10 (5.72) 74.28 (5.04)
/u/ 74.00 (5.06) 73.50 (5.10) 73.75 (5.02)

Imax (dB) /a/ 105.75 (7.35) 102.80 (7.39) 104.28 (7.43)
/i/ 101.40 (7.75) 96.65 (6.18) 99.03 (7.33)
/u/ 103.75 (7.59) 98.75 (5.16) 101.25 (6.89)

Irange (dB) /a/ 29.10 (7.63) 30.60 (7.19) 29.85 (7.36)
/i/ 26.95 (6.82) 22.55 (8.31) 24.75 (7.82)
/u/ 29.75 (7.03) 25.25 (4.44) 27.50 (6.2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VRP= Voice Range Profile; I=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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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고주파수에서는 성별과 모음 종류에 따른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F(2,76) = .316, p= .730), 성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38) =28.181, p= .000), 모음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76) =  3.706, p= .029). 남녀 모두 모음 /ㅏ/

에서 최고주파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응별 비교 결과, 모음 /ㅏ/  

- 모음 /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004), 모음 

/ㅏ/ - 모음 /ㅣ/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350) (Figure 

3B).

주파수범위는 성별과 모음 종류 간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2,76) = .305, p= .738),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1,38) =16.347, p= .000), 모음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F(2,76) =3.774, p= .027). 대응별 비교 결과, 모음 /ㅏ/ - /ㅜ/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004), 모음 /ㅏ/ - /ㅣ/ 간에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p= .279) (Figure 3C).

성별과 모음 종류에 따른 최소강도를 비교한 결과, 성별과 모음 

종류에 따른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76) =5.259, p=  

.007).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F(1,3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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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ults of VRP measurement according to gender and vowel type: (A) minimum F0, (B) maximum F0, and (C) F0 range.
*p < .05, **p < .01.

Figure 4. Results of VRP measurement according to gender and vowel type: (A) minimum intensity, (B) maximum intensity, and (C) intensity range.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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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84), 모음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2,76) =  

.489, p= .615) (Figure 4A). 

반면에, 최대강도는 성별과 모음 종류에 따른 교호작용은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2,76) = .664, p= .518), 성별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F(1,38) =4.983, p= .032), 모음의 종류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F(2,76) =14.740, p= .000), 남녀 모두 모음 /ㅏ/에

서 최대강도가 가장 높았다. 대응별 비교 결과, 모음 /ㅏ/ - 모음 /ㅜ/ 

(p= .004), 모음 /ㅏ/ - 모음 /ㅣ/ (p= .000)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Figure 4B).

강도범위는 성별과 모음 종류에 따른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F(2,76) = .664, p= .518),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F(1,38) =1.896, p= .177), 모음의 종류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F(2,76) =  10.235, p= .000). 남성은 모음 /ㅜ/에서 

가장 높았으나, 모음/ㅏ/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며, 여성은 모음/ㅏ/에서 가장 높았다. 대응별 비교 결과, 모음  

/ㅏ/ - 모음 /ㅜ/ (p= .043), 모음 /ㅏ/ - 모음 /ㅣ/ (p= .000)에서 모두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Figure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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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VRP measures according to measurement 
method (semitone vs. glissando)

Method Male (N= 20) Female (N= 20) Total (N= 40)

F0min (Hz) Semitone 88.60 (7.29) 152.18 (14.51) 120.39 (34.13)
Glissando 96.57 (10.29) 167.58 (17.57) 132.08 (38.67)

F0max (Hz) Semitone 773.19 (180.05) 1,118.20 (205.70) 945.69 (258.70)
Glissando 663.57 (212.04) 965.22 (244.05) 814.40 (272.49)

F0range (Hz) Semitone 649.59 (227.19) 966.07 (206.49) 807.83 (267.58)
Glissando 567.06 (209.14) 797.64 (240.14) 682.35 (251.07)

Imin (dB) Semitone 67.10 (3.55) 64.15 (4.13) 65.63 (4.09)
Glissando 76.65 (4.58) 72.20 (4.35) 74.43 (4.95)

Imax (dB) Semitone 111.95 (5.61) 111.60 (6.06) 111.78 (5.76)
Glissando 105.75 (7.35) 102.80 (7.39) 104.28 (7.42)

Irange (dB) Semitone 44.85 (4.89) 47.45 (6.12) 46.15 (5.62)
Glissando 29.10 (7.63) 30.60 (7.19) 29.85 (7.3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VRP= Voice Range Profile; I= intensity.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RP measures according to repetition measure

Repetition Male (N= 20) Female (N= 20) Total (N= 40)

F0min (Hz) 1 96.57 (10.29) 167.59 (17.57) 132.08 (38.67)
3 92.72 (9.56) 161.32 (15.91) 127.02 (37.07)
5 91.36 (9.14) 159.50 (16.20) 125.43 (36.86)

F0max (Hz) 1 663.58 (212.04) 965.22 (244.05) 814.40 (272.49)
3 688.92 (216.78) 1,000.86 (231.84) 844.89 (272.08)
5 706.52 (212.66) 1,039.06 (253.61) 872.79 (285.87)

F0range (Hz) 1 567.06 (209.14) 797.64 (240.14) 682.35 (251.07)
3 596.20 (214.64) 838.64 (233.09) 717.42 (252.95)
5 615.16 (210.45) 879.57 (253.17) 747.36 (265.95)

Imin (dB) 1 76.65 (4.58) 72.20 (4.35) 74.43 (4.95)
3 73.80 (4.20) 71.75 (4.85) 72.78 (4.60)
5 72.55 (4.07) 71.15 (5.11) 71.85 (4.62)

Imax (dB) 1 105.75 (7.35) 102.80 (7.39) 104.28 (7.42)
3 107.35 (7.25) 104.40 (7.40) 105.88 (7.38)
5 108.10 (6.95) 106.05 (7.45) 107.08 (7.19)

Irange (dB) 1 29.10 (7.63) 30.60 (7.19) 29.85 (7.36)
3 33.55 (6.64) 32.65 (6.57) 33.10 (6.54)
5 35.55 (6.42) 34.90 (6.10) 35.23 (6.1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VRP= Voice Range Profile; I= intensity.

성별과 측정 횟수에 따른 VRP 차이

/ㅏ/ 모음을 이용하여 활창으로 1회, 3회, 5회 실시하였을 때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소 및 최대강도, 강도범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성별과 측정 횟수에 따른 최저주파수를 비교한 결과, 성별과 측

정 횟수 간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F(2,76) =1.109, 

p = .315).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38) =282.432, 

p= .000), 측정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76) =22.352, 

p= .000). 대응별 비교 결과, 1-3회(p= .000), 3-5회(p= .005) 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최고주파수는 성별과 측정 횟수 간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F(2,76) =1.664, p= .196),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1,38) =19.322, p= .000), 측정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76) =22.936, p= .000). 대응별 비교 결과, 1-3회

(p= .000), 3-5회(p= .002) 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파수범위는 성별과 측정 횟수에 따른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고(F(2,76) =1.968, p= .147),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1,38) =11.917, p= .001), 측정 횟수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F(2,76) =  28.306, p= .000). 대응별 비교 결과, 1-3

회(p= .000), 3-5회(p= .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최소강도는 성별과 측정 횟수 간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F(2,76) =1.109, p= .315),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F(1,38) =  282.432, p= .000), 측정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F(2,76) =22.352, p = .000). 대응별 비교 결과, 1-3회

(p= .000), 3-5회(p= .005) 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최대강도는 성별과 측정 횟수 간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고(F(2,76) =1.293, p= .279),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F(1,38) =  1.353, p= .252), 측정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F(1.721,76) =37.793, p= .000), 대응별 비교 결과, 1-3회

(p= .000), 3-5회(p= .000) 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강도범위는 성별과 측정 횟수에 따른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F(1.703, 64.719) =4.486, p= .020),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F(1,38) = .000, p= .994), 측정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703, 64.719) =  75.534, p= .000). 대응별 비교 결과, 1-3

회(p= .000), 3-5회(p= .000)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과 측정방법에 따른 VRP 차이

/ㅏ/ 모음을 이용하여 반음과 활창으로 1회 실시하였을 때 최저, 

최고주파수 및 주파수범위, 최소, 최고강도 및 강도범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른 최저주파수는 성별과 측정방법 간 교호작용은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1,38) =3.891, p= .056),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1,38) =337.955, p= .000), 측정방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38) =25.018, p= .000), 반음

에서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최고주파수에서도 성별과 측정방법 간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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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지 않았으나(F(1,38) = .682, p= .414),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F(1,38) =27.569, p= .000), 측정방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38) =25.018, p= .000), 반음에서 남녀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주파수범위에서도 성별과 측정방법 간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1,38) =2.011, p= .164), 성별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F(1,38) =18.828, p= .000), 측정방법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38) =17.161, p= .000). 

최소강도는 성별과 측정방법 간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F(2,76) =1.225, p= .275),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였고(F(1,38) =10.691, p= .002), 측정방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38) =  168.661, p= .000), 반음에서 남녀 모두 유

의하게 낮았다. 

최대강도는 성별과 측정방법 간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F(2,76) =2.225, p= .144),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F(1,38) = .744, p= .394), 측정방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38) =74.064, p= .000) 반음에서 남녀 모두 유의하게 높

았다. 

강도범위는 성별과 측정방법 간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며(F(2,76) = .384, p= .539),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F(1,38) =1.203, p= .280), 측정방법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F(1,38) =337.018, p= .000).

새로 개발된 축약된 VRP 검사법의 타당도 

새로 개발된 축약된 검사법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ㅏ/ 모

음을 이용하여 축약된 VRP 검사법과 기존의 검사 프로토콜 중 가

장 최대 발생 수행력이 높았던 반음, 활창 5회와 비교하였으며, 최

저, 최고 및 주파수범위, 최소 및 최대강도, 강도범위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Table 4와 같다. 

최소주파수는 성별과 측정방법에 따른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F(2,12) =1.018, p= .390),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나(F(1,6) =  158.035, p= .000), 측정방법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F(2,12) =1.121, p= .358) (Figure 5A). 

이와 마찬가지로 최고주파수는 성별과 측정방법에 따른 교호작

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1.033,12) = .893, p= .384), 성별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1,6) = 6.545, p= .043), 측정방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033,12) =7.942, p= .029). 대응별 비교 

결과, 활창 5회-축약된 VRP (p= .000), 반음-축약된 VRP (p= .017)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ure 5B).

주파수범위는 성별과 측정방법에 따른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F(1.027,6) = .801, p= .408) 성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1.027,6) =4.680, p= .074), 측정방법에 따라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VRP measures according to measurement method (semitone vs. glissando with 5 repetition vs. simplified VRP)

Method Male (N= 20) Female (N= 20) Total (N= 40)

F0min (Hz) Semitone 86.16 (4.82) 147.08 (8.80) 116.62 (33.34)
Glissando with 5 repetition 88.68 (4.84) 149.27 (11.07) 118.97 (33.34
Simplified 83.70 (4.57) 149.27 (11.07) 116.42 (35.51)

F0max (Hz) Semitone  727.17 (183.09)  1,084.03 (251.62) 905.60 (279.08)
Glissando with 5 repetition 635.43 (195.42)  917.87 (166.00) 776.65 (225.76)
Simplified 763.06 (206.60) 1,177.33 (244.96) 970.19 (305.03)

F0range (Hz) Semitone 641.01 (179.61) 936.96 (244.11) 788.98 (253.75)
Glissando with 5 repetition 546.75 (194.83) 768.60 (164.09) 632.50 (196.60)
Simplified 679.36 (203.01) 1,028.19 (238.10) 853.78 (277.00)

Imin (dB) Semitone 65.25 (3.77) 59.00 (1.83) 62.13 (4.32)
Glissando with 5 repetition 72.25 (4.35) 70.25 (5.50) 71.25 (4.71)
Simplified 66.25 (3.86) 66.00 (4.69) 64.13 (3.98)

Imax (dB) Semitone 112.75 (5.91) 108.50 (4.93) 110.63 (5.53)
Glissando with 5 repetition 104.00 (10.13) 101.75 (4.99) 102.88 (7.49)
Simplified 113.00 (6.48) 107.75 (5.68) 110.38 (6.30)

Irange (dB) Semitone 47.50 (6.14) 49.50 (4.65) 48.50 (5.15)
Glissando with 5 repetition 31.75 (8.85) 31.50 (5.80) 31.63 (6.93)
Simplified 46.75 (9.03) 41.75 (10.31) 46.25 (9.3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VRP= Voice Range Profile; I=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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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027,12) =  7.857, p= .03). 대응별 비교 결과, 

축약된 VRP-활창 5회(p= .000)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반음-

활창 5회(p= .78)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축약된 VRP-반

음(p= .018)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ure 5C).

최소강도는 성별과 측정 횟수에 따른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F(1.703, 64.719) =4.486, p= .020),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1,6) =1.637, p= .248), 측정방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12) =  14.933, p= .001). 대응별 비교 결과, 반음 vs. 

활창 5회(p= .001), 반음 vs. 축약된 VRP (p= .024)에서 모두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Figure 6A).

최대강도는 성별과 측정방법에 따른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F(2,12) = .266, p= .771),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며(F(1,6) =  .964, p= .364), 측정방법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F(2,12) = .266, p= .771) (Figure 6B). 

강도범위는 성별과 측정 횟수에 따른 교호작용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F(2,12) =1.231, p= .326),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F(1,6) = .8297, p= .051), 측정방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12) =29.71, p= .000). 대응별 비교 결과, 활창 5회 

vs. 축약된 VRP (p= .002), 활창 5회 vs. 반음(p= .0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반음 vs. 축약된 VRP (p= .167)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Figure 6C).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모음의 종류, 측정 횟수, 기존의 VRP 측정방법에 따

른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소 및 최대강도, 강도범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기존의 VRP 측정법에 따른 발성의 최대 수

행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시간 절약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축약된 VRP 검사법을 개

발하였으며,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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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모음의 종류에 따른 VRP 차이

성별과 모음의 종류에 따른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

소 및 최대강도, 강도범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파수 관련 변인

인 최고, 최저주파수, 주파수범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 반면, 

강도 변인에서는 최대강도만 성별에 차이를 보였고, 최소강도 및 강

도범위는 성별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은 /ㅜ/ 모음에서 최

저주파수가 가장 낮은 반면, 여성은 /ㅏ/ 모음에서 최저주파수가 가

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최고주파수는 

남녀 모두 모음 /ㅏ/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다. 

한편, 최저주파수, 최소강도는 모음의 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대강

도, 강도범위는 모음의 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대강도, 강도범위 측정에서는 모

음 /ㅏ/, /ㅣ/, /ㅜ/ 중 개모음인 모음 /ㅏ/를 사용하였을 때 VRP가 가

장 넓었으나, 주파수 관련 변인인 최고주파수와 주파수범위에서는 

모음 /ㅏ/와 /ㅣ/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음 /ㅏ/와 /ㅜ/ 간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주파수 관련 최

대 발성 수행력은 모음 /ㅏ/ 뿐만 아니라 모음 /ㅣ/를 사용하여도 주

파수 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반면에, 최대

강도와 강도범위는 모음 /ㅏ/가 모음 /ㅣ/나 모음 /ㅜ/보다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므로 이는 모음 /ㅏ/가 강도 관련 최대 발성 

수행력을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음임을 시사하였다. 서로 다른 

모음을 발음할 때의 성도의 모습은 /ㅣ/나 /ㅜ/ 모음 발성 시 혀가 전

상방으로 올라가고 /ㅏ/ 발성 시 후하방으로 내려오는데 인두 후방

의 폐쇄 혹은 개방은 발성된 음성의 음향적 특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발성을 위한 후두 위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Seo와 Shin (2018)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8개 단모음의 F0를 측

정한 결과, /ㅏ,ㅓ, ㅐ, ㅔ, ㅣ, ㅗ, ㅜ, ㅡ/ 순으로 F0가 높게 나타났으

며, 성대의 초당 평균 진동 횟수를 나타내는 F0는 저모음 /ㅏ/에서 

가장 낮고 고모음의 /ㅡ/, /ㅜ/에서 높기 때문에 개구도와 상관을 보

인다고 하였다. 단, /ㅣ/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성에서 예외를 보였는

데,  /ㅣ/는 비록 가장 낮은 F0를 보인 /ㅏ/나 그 다음으로 낮은 F0를 

보인 /ㅓ/ 다음으로 낮은 F0를 보였다. 이처럼 고모음이 저모음보다 

높은 기본주파수로 산출되는 경향을 모음의 내재적 음높이(in-

trinsic pitch)라고 하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Sapir, 

1989). 본 연구에서 활창 시 /ㅏ/나 /ㅣ/ 모음이 /ㅜ/ 모음에 비해 최고

주파수가 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자는 발성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우리나라 한국어 

단모음 /ㅏ/나 /ㅣ/가 /ㅜ/에 비해 낮은 F0를 가지므로 활창 시 더 높

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더 넓은 기본주

파수 범위를 가지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겠다. 또한, 최대강도와 

강 범위는 /ㅏ/ 모음에서 가장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구

도와 관련이 있으며, /ㅏ/ 모음이 /ㅣ/나 /ㅜ/ 모음에 비해 구강의 개

방이 가장 크므로 이는 구강에서의 음향학적 에너지가 가장 크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VRP 측정을 위해 

모음 /ㅏ/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는 모음 중 /ㅏ/가 음역

에 관련된 최대 발성 수행력을 이끌어 내기에 적절한 모음임을 시

사하였으며,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모음의 선택에 대한 증거를 지지

한 것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Bae et al., 2014; Chung, 2000; 

Chung et al., 2001; Heylen et al., 2000; Kim et al., 2007; Kim et al., 

2009; Kim, Choi et al., 2014; Kwon et al., 2010; LeBorgne & Wein-

rich, 2002; Lim et al., 2016; Ma et al., 2007; Moon & Han, 2007; 

Sulter et al., 1995). 

성별과 측정 횟수에 따른 VRP 차이 

본 연구에서 성별과 측정 횟수에 따른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

수범위, 최소 및 최대강도, 강도범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최저 및 

최고주파수, 최소강도는 성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주파수

범위, 최대강도, 강도범위는 성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활창으로 반복 시 측정 반복 횟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 .001). 특히,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소 및 최대강도, 강도범위는 1, 3, 5회 중 모두 5회 반복 실시하였

을 때 남녀 모두 가장 좋은 수행력을 나타내었다(p< .001). 이러한 

결과는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소 및 최대강도, 강도범

위가 측정 횟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5회에서 

VRP가 가장 넓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반복 횟수가 많아질

수록 학습의 효과나 워밍업의 효과로 수행력이 더 좋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는 Lim 등(2016)의 연구에서 연축성 발성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Lax Vox 음성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 최대 

발성 음도 범위를 측정하였고 /ㅏ/ 모음으로 활창을 3회 실시하여 

가장 낮은 음도와 높은 음도의 범위를 측정하였으며, 이때, 최대음

도범위에서 연결되지 않은 음도의 틈이 반음 3개를 초과할 시 음도 

일탈로 간주하여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도 음도 일탈이 나타나

는 경우,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VRP를 1회 실시하는 것은 최대 수행력

(maximum performance)을 측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정확한 최대 수행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복 측정하는 것

이 효과적임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20-30대의 일반성인을 대상으

로 한 본 연구에서는 활창의 경우 5회 반복 측정하는 것이 최대 수

행력을 측정하기에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음성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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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경우 반복 시행을 통해 최대 수행력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

만 반복 측정으로 인하여 음성 질환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추후에는 음성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

침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측정방법에 따른 VRP 차이 

측정방법에 따른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소 및 최대

강도, 강도범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 활창보다는 반음으로 실시하였을 때 더 좋은 수행

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소 및 최대강도, 강도범위에서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음으로 측정하였을 때 VRP가 가장 넓게 나타났

다. 또한 반음으로 실시한 VRP 측정치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

을 때, 남성의 평균주파수는 최저 89 Hz (SD=7.3)부터 최고 773 

Hz (SD=180), 평균강도는 최소 67 dB (SD=3.55)부터 최대 111.95 

dB (SD=5.6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ung (2000)의 훈련받

지 않은 정상 성인(평균주파수 99.05-289.72 Hz; 평균강도 80.35-

97.46 dB)과 훈련받은 정상 성인(평균주파수 94.19-523.30 Hz; 평균

강도 72.70-105.78 dB)의 음역을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VRP 측정

치가 전체적으로 더 넓게 나타났으며, Sulter 등(1995)의 훈련받지 

않은 정상 성인(평균주파수 86.1-785.4 Hz; 평균강도 52-96.4 dB 

SPL)의 측정치와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여성의 평균주파

수는 최저 152 (SD=14.5)-최고 1,118 Hz (SD=206), 평균강도는 최

소 64 (SD=4.13)-최대 111.6 dB (SD= 6.06)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

는 Chung (2000)의 훈련받지 않은 정상 성인(평균주파수 164.72-

605.02 Hz; 평균강도 67.57-90.99 dB)과 비교 시 본 연구의 VRP가 

전체적으로 더 넓게 나타났다. 반면, 훈련받은 성인(평균주파수 

147.84-1,177.43 Hz; 평균강도 68.76-101.21 dB)과 비교 시 강도범위

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주파수범위는 더 좁게 나타났다. 한편, 

Sulter 등(1995)의 국외연구에서는 훈련받지 않은 정상 성인(평균

주파수 157.3-1,223.7 Hz; 평균강도 53.9-102.7 dB SPL)로 나타났으

며,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VRP가 전체적으로 더 넓게 나타

났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활창보다 반음이 대상자의 음성 수행

력을 더 잘 반영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활창보다 

반음이 더 좋은 수행력을 보인 이유는 활창은 연속되는 음도 변화 

중 윤상갑상근의 길이 조절 수행이 지속적으로 더 많이 부가되겠

지만, 반면에 지정된 음도를 고정하여 수행할 때에는 윤상갑상근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근육의 역할이 좀 더 단순

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VRP 측정 시 활창은 대상자의 자발적

인 발성에 의해 최대 및 최소 음역이 결정되지만, 이에 반해 반음으

로 측정 시 대상자에게 특정 주파수에 대한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

해 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훨씬 더 높은 주파수나 낮은 주파수까지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음은 검사자가 건

반음과 모델링을 제시하였음에도 대상자는 해당 음에 맞춰 발성하

는데 어려움을 보였으며, 만족스러운 VRP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

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도 20-40분 소요되어 검사가 진행될수록 

대상자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바쁜 임상에서 사

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활창으로 실시하였을 때 검사 시

간은 5-10분으로 반음보다 짧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음에 

비해 좁은 VRP를 보였기 때문에 정확한 음성능력을 측정하기 어

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VRP 검사 축약법을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축약

된 VRP 검사법은 청각검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인 순음청력

검사와 같이 가청 영역에서 주파수별로 가청 역치를 측정하는 방

법을 착안하여 개발되었다.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인간의 가청 영역 

중 중주파수인 1,000 Hz에서 시작하여 옥타브 간격 주파수인 

2,000, 4,000, 8,000 Hz의 순서로 고주파수 역치를 측정한 후 500, 

250 Hz의 저주파수 소리를 들려주면서 청인지 능력을 측정한다

(Kim, Kim et al., 2014). 

마찬가지로 새로 개발된 축약된 VRP 검사법도 제한된 시간 내

에 대상자가 산출할 수 있는 음역을 좀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성인 여성은 평균 기본주파수인 220 Hz 

(semitone=37; note=A3)를, 성인 남성은 110 Hz (semitone=25; 

note=A2)를 검사 시작의 기준음으로(Boone et al., 2014; Ferrand, 

2014; Kim, 2008; Kim, 2009, 2011; Pyo et al., 2002)하였고 중음역

대는 1옥타브 차이를 두어 7-9개의 기준음 주파수를 선정하고 최

저 및 최고음역대는 좀 더 세밀한 측정을 위해 3-4개 반음으로 차

이를 두어 소리를 산출하도록 지시하였다. VRP 검사에는 pitch 

target mode가 있어 이 모드로 설정하여 건반을 누르면 그 건반에 

해당하는 input만 들어가고 다른 음도의 input은 무시되기 때문에 

음량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유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Choi 

(2012)의 target matching법처럼 정확한 기본주파수나 강도를 산

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들려주는 목표음이 아닌 실

제 대상자가 산출하는 소리가 입력되었다. 본 연구에서 새로 개발

된 축약된 VRP 검사법, 반음, 활창에 따른 측정방법에 따라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소 및 최대강도, 강도범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소 및 최대강도, 강도범위

는 측정방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반음과 

새로 개발된 축약된 VRP 검사가 활창보다 높은 수행력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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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최저주파수는 축약된 VRP 검사법≒반음<활창 5회 순으로 

축약된 VRP 검사법과 반음으로 실시하였을 때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최고

주파수는 활창 5회<반음<축약된 VRP 검사법 순으로 축약된 

VRP 검사법으로 실시하였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5). 주파수범위는 활창 5회<반

음<축약된 VRP 검사법 순으로 축약된 VRP 검사법으로 실시하

였을 때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 .05). 최소 강도는 반음<축약된 VRP 검사법<활창 5회 

순으로 반음으로 실시하였을 때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 .01), 반음과 축약된 VRP 검사법 간에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최대강도는 활창 5회<축

약된 VRP 검사법≒반음 순으로 축약된 VRP 검사법과 반음으로 

실시하였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 .01). 강도범위는 활창 5회<축약된 VRP 검사법<반음 순

으로 반음으로 실시하였을 때 가장 넓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 .001), 축약된 VRP 검사법과 반음 간에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

파수범위, 최대강도는 축약된 VRP 검사법이 가장 넓거나 반음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최소강도, 강도범위는 반음이 더 넓게 나

타났으나 축약된 VRP 검사법과 대응별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반

음으로 측정하는 것 대신 축약된 VRP 검사법으로 대체해도 결괏 

값에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축약된 VRP 검사법의 검사 

시간은 5-10분으로 반음보다 짧게 소요될 뿐 아니라 대상자들이 

수월하게 검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새로 개발된 측정방법은 임

상에서 VRP 평가 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모음의 종류, 측정방법, 측정 횟수에 따른 VRP 측정

치를 비교함으로써 임상에서 좀 더 신뢰롭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VRP 평가방법의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근거기반 음성평

가 및 중재에 사용할 수 있는 데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임상 적용

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VRP 검사법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타당도를 검증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

한점으로는 20-30대 청년층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는 좀 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VRP의 측정치를 비교해 볼 필

요가 있겠다. 또한, 새로 개발된 축약된 VRP 검사법도 적은 수를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기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더 많은 

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임상에

서의 적용을 위해 음성훈련을 받은 전문적 음성사용자 및 음성장

애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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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Newly developed Voice Range Profile (VRP) form

Male

Female

Frequency  
(Hz) 61.7 82.4 110 220 440 659.3 880

Semitone 15 20 25 37 49 56 61

Note name B1 B2 A2 A3 A4 E5 A5

Patient’s  
outcome

Frequency  
(Hz) 146.8 174.6 220 440 659.3 880 1,046.5 1,318.5 1,568

Semitone 30 33 37 49 56 61 64 68 71

Note name D3 F3 A3 A4 E5 A5 C6 E6 G6

Patient’s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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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새로운 축약된 음성범위프로파일 검사법 개발과 타당도: VRP 프로토콜에 따른 최대 발성 수행력 비교 

정원정1,3·최성희1,2·최철희1,2

1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청각치료학과, 2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가톨릭 청각음성언어센터 및 생체모방감각제어연구소,  
3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배경 및 목적: 음성범위프로파일(Voice Range Profile, VRP)은 발성기능을 평가하는 객관적 음성평가방법 중 하나로 임상에서 자주 

사용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VRP 측정법에 따른 최대 발성 수행력의 측정치를 비교하고 새로운 축약된 VRP 측정법을 개발하

여 임상적 적용을 위한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법: 청년층 총 40명(남 20, 여 20)을 대상으로 하여 CSL의 Voice Range Profile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소 및 최대강도, 강도범위를 측정하였으며, 참여자의 2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새로 개발된 축약된 VRP 검사법을 평가하였다. 결과: 모음의 종류에 따른 VRP 비교 시, 모음 /ㅏ/를 사용했을 때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측정 횟수에 따른 VRP 비교 시, 5회 실시하였을 때 가장 넓게 나타났다. 측정방법에 따른 VRP 비교 시, 반음으로 실시하였을 때 더 넓

게 나타났다. 새로 개발된 VRP 검사 프로토콜은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범위, 최대강도가 가장 넓거나 반음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최소강도, 강도범위는 반음이 더 넓게 나타났으나 축약된 VRP 검사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논의 

및 결론: 새로 개발된 축약된 VRP 검사법은 신뢰로운 음성범위를 측정하는 데 실현가능하며 효과적이었다. 축약된 VRP 검사법은 훈

련받은 전문적 음성사용자를 위해 수정 보완되어야 하며, 추후의 연구에서는 개발된 VRP 검사법을 사용하여 음성장애 환자에게 적

용하는 연구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음성범위프로파일, 모음 종류, 측정방법, 타당도, 정상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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