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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voice control ability between young adults with cochlear implants (CIs) and a normal hear-
ing (NH) group. This study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CI-related characteristics, 
performance, and acoustic measurements (i.e., voice dynamic area, voice range profile 
slope). Methods: Participants were 12 young adults (8 females and 4 males) who had CIs 
before 7 years of age, and 12 NH young adults who matched their sex and age. A voice 
range profile (VRP) program was used to evaluate voice control ability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visual feedback. Results: The voice dynamic area (VDA) of the NH 
group wa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of the CI group, and the VDA was significantly greater 
when the visual-auditory feedback was presented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hearing.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the VRP slope, but the slope 
was significantly smaller when the visual-auditory feedback was provided than when only 
the auditory feedback was provided.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onso-
nant accuracy and the VRP slope in the CI group. Conclusion: Congenitally deafened young 
adults didn’t achieve normal voice control abilities in comparison with NH. However, CIs 
were able to use the visual information in order to better control their voice. Additionally, 
the VDA is appropriate as a variable to measure the voice control ability of CIs, but the VDA 
and the VRP slope are complementary and need to be considered together when analyz-
ing the results.

Keywords: Voice control, Voice range profile, Voice dynamic area, VRP slope, Cochlear im-
plants, Visual feedback

화자의 음성 특성을 결정하는 구조는 후두, 성대, 폐 등의 발성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변성기에 후두 위치가 하강하며 성대 전체 

길이가 증가하고 성대의 두께는 두꺼워져 음성 변화가 나타난다

(Ko et al., 2013). 보통 11세에서 16세 사이에 변성기를 경험하며

(Boone, McFarlane, Von Berg, & Zraick, 2014; Kim, 2008; Peders-

en, 1993), 여성보다 남성의 음성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Wang 

et al., 1996). 변성기가 지난 16-18세 청소년기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음성은 초기 성인 수준에 도달해 성인과 비슷한 발성 특성을 보이

게 된다. 그러나 청각장애 청년은 제한된 청각적 피드백(auditory 

feedback)으로 인해 음도, 강도, 강세, 공명, 음질 등 초분절적인 요

소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 청력 청년의 발성 패턴과 다른 특징

을 보이게 된다(Bae, Park, Kwon, Lee, & Koh, 2014; Boone et al., 

2014). 청각장애인은 높은 주파수 및 강도를 보일 뿐 아니라, 발화 

중 음도와 강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자신의 음성을 정상 

청력 청년처럼 유연하고 정교하게 조절하지 못한다(Boone et al., 

2014; Elizabeth, Justin, Abbigail, EmilyAnn, & Bailey, 2018; Lee, 

2012; Yoon, 2006). 

인공와우이식(cochlear implantation)은 말소리 지각, 말 명료도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음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Hamzavi, Deutsch, Baumgartner, Bigenzah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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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ettner, 2000; Langeries, Bosman, & van Olphen, 1998). 인공

와우이식 시기는 수술 후의 말 산출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oon, 2003). 인공와우이식으로 교정 청력이 

상승하면서 소리에 대한 범주화 과정을 거치고 정상적인 음도와 강

도를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인공와우 기기의 제한점으로 인

해서 음의 높낮이 관련 정보의 양과 질에는 한계가 있다(Jung, 2010). 

즉, 인공와우는 제한된 수의 전극을 통하여 스펙트럼-시간적 미세 

구조(spectro-temporal fine structure) 정보를 청신경까지 전달하

는 데 한계가 있어 음도에 대한 정확한 변별이 어렵다(Kong, Mul-

langi, Marozeau, & Epstein, 2011). 게다가 변성기를 지나 초기 성인

의 음성 수준을 갖춘 청년들은 음성조절에 관여하는 근육과 신경

계의 발달이 이미 완성되어 자신의 부적절한 음성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므로(Euh & Yoon, 2005; Hocevar-Boltezar et al., 2006), 아

동에 비해 음도와 강도를 포함한 음향적 특성을 개선하기에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즉, 인공와우이식 청년은 제한된 청각적 피드백

이 불필요한 성대 긴장을 유발하고, 성문하압과 후두근의 미숙한 

조절 등 발성 기관의 불안정한 기능을 야기하여 농인의 음성(deaf 

voice)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게 된다(Yoon, 2006). 따라

서 수년 동안 언어청능재활을 받아 정상 청력 청년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인공와우이식 청년이 마지막까

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음성조절이다. 최근 인공와우를 이식한 

아동 및 성인의 음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성 특성과 관련

된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으나(Choi & Park, 2010; Kim & Ko, 2007; 

Kim & Yoon, 2017),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음성조절능력에 대한 연

구는 제한적이다.

음성조절능력(voice control ability)은 다양한 청자, 상황, 대화 

맥락 등에 따라 자신의 음성을 역동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다

(Nadine, Mike, Sophi, & Carolyn, 2019). 개인의 음성조절능력은 

청력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상 청력 청년은 정상적인 청각

적 피드백을 통해 발화 중 음도 및 강도 수준을 조절하여 한 낱말에

서도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 라는 한 낱말은 

명령, 질문, 청유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직장 면접, 이성과의 

소개팅, 연설 상황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상황에 맞는 음성조절

능력은 매우 유용하며, 자기표현을 위한 역동적인 사회적 수단이

다. 게다가 음성조절능력은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말 명료도와 관

련이 높아 음성 개선만으로 말 명료도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Massen & Povel, 1985; Yorkston & Beukelman, 

1981; Youdelman, MacEachron, & McGarr, 1989). 말 명료도는 조

음능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청각장애인의 높은 자음정확도

는 말 명료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Yoon, Lee, & Sim, 2001). 

즉, 음성조절능력과 말 명료도 간 관련성과 말 명료도와 자음정확

도 간 관련성을 바탕으로 화자가 자신의 음성을 유연하게 조절하

는 능력과 조음능력 사이의 연관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인공와우이

식 청년은 음성조절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억양을 산출하기 어려우

며, 강조하거나 낮추어 말해야 하는 부분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

에 자칫 단조로운 음성으로 들릴 수 있으며, 정상 청력 청년에 비해 

감정을 예민하게 지각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다(Wang, 

Trehub, Volkova, & van Lieshout, 2013).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음

성조절능력의 어려움은 청자가 발화 의미를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의사소통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겪게 하며, 직업 선택, 

삶의 만족도 등과 같은 인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다. 즉, 음성조절능력은 사회성 향상과 일상생활에서 타인과의 구

어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

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비정상적인 음성 변화는 기본주파수(Fun-

damental Frequency, F0), 강도(intensity), 주파수변동률(jitter), 진

폭변동률(shimmer), 소음 대 배음 비율(NHR), 스펙트럼 기울기

(spectral tilt)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음향학적 

변수들을 통해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음성을 분석하였으나, 화자의 

발성능력(vocal capability)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음성범위프로파

일(Voice Range Profile, VRP)은 F0와 각 주파수별 음압수준(Speech 

Press Level, SPL) 간의 상관관계를 이차원의 히스토그램 도표로 

나타낸 것으로(Boone et al., 2014), 최저 및 최대 주파수, 주파수 범

위 등을 산출한다. VRP는 진성구에서 가성구까지 다양한 주파수 

범위와 강도 범위가 화면상에 기록되어 개인의 생리적 한계가 비스

듬한 타원 형태로 형상화되고(Pabon, 1991), 음성의 역동성, 생리적 

음성 한계나 후두적응능력 등을 포함한 화자의 최대발성역치를 평

가할 수 있다(Airainer & Klingholz, 1991; Bae et al., 2014; Boone et 

al., 2014; Ferrand, 2012). 또한, 대화 상황, 연설 상황, 노래 부르기 등 

일상생활에서 화자의 음성 수행력(vocal performance)에 대한 기

능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VRP를 통해 음도와 강도를 동시에 

조절하며 얼마나 역동적인 음성을 산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치

료 전과 후의 음성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

한 장애 집단 간 음성조절능력을 비교할 수 있다. VRP를 사용하여 

음도와 강도 각각의 변수에 대한 측정치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되어 왔다(Bae et al., 2014; Choi et al., 2009; Jung, Choi, & 

Choi, 2019). 그러나 음도와 강도를 동시에 조절하는 화자의 역동적

인 발성능력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 국외에서 VRP의 면적을 

통해 음성의 역동성을 측정하였으나(Caffier et al., 2018; Estella et 

al., 2007),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없어 연구자마다 측정 방법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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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고 최고주파수처럼 수치값만 산출되므로 시각적인 질적 분

석은 어렵다. 따라서 특정 주파수 범위에서 음성 강도를 얼마나 역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VRP에서 음성조절능력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즉, 화자의 음성조절능력을 신뢰롭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통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음성의 역동성

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을 통해 VRP에서 

화자가 발성한 픽셀 개수인 ‘음성역동면적’과 ‘VRP 기울기’라는 새

로운 측정치를 도입하여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음성조절능력을 평

가하고자 하였다. 음도조절은 성대의 적절한 긴장이 요구되며, 강

도는 성문하압과 성대 사이로 기류가 빠져나갈 때의 압력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며 조절할 수 있다(Boone et al., 2014; Titze, 1994). 

음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VRP에 나타나는 상곡선의 기울

기와 하곡선의 기울기가 비스듬한 타원형을 이루며 음성역동면적

을 형상화하고 음성산출 능력(vocal capacity)의 지표가 된다(Caf-

fier et al., 2018; Estella et al., 2007; Louis et al., 1998; Nora & Hugo, 

2010; Arend, Harm, & Donald, 1995). 이때 VRP의 기울기는 제한

된 음도 범위에서 얼마나 다양한 강도로 발성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성문하압의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Åkerlund & 

Grmming, 1994; Awan, 1993; Buekers, 1995; Gramming, Sund-

berg, Ternstrom, Leandersson, & Perkins, 1988; Nora & Hugo, 

2010). 인공와우이식 청년은 발성과 관련된 근육의 과도한 긴장으

로 음성 산출을 위해 사용하는 기류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어려

워 갑작스러운 강도 증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Pyo, 2007; Spector, 

Subtelny, Whitehead, & Wirz, 1979) VRP에서 정상 청력 청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와우이식 청년은 음성 산출 시에 제한된 청각적 피드백을 

보상하기 위하여 시각적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다. 시각적 피드백

을 이용한 음도 치료는 인공와우이식 성인의 기본주파수 조절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oone, 1966; Leder, Spitzer, & Kirch-

ner, 1987). Kim (2016)은 시각적 단서를 활용한 음정 모방 중심의 

가창 프로그램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음고 

산출 및 가창 수행력은 훈련을 통해 충분히 향상될 수 있음을 밝혔

다. 따라서 인공와우를 이식한 아동 및 성인에게 시각적 피드백의 

활용은 소리에 대한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서 매우 효과적

일 수 있다(Gfeller, Driscoll, Kenworthy, & Van, 2011). 그러나 시각

적 피드백은 청각장애 아동의 조음정확도 및 말 명료도 향상과 관

련되어 주로 연구되었으며(Kuk, 1994; Pratt, Heintzelman, & Dem-

ing, 1993; Ryalls, Michallet, & Le Dorze, 1994; Seo, 1998), 음성을 

조절하기 위해 시각적 피드백을 활용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Euh

와 Yoon (2005)은 시각적 피드백을 사용하여 보청기를 착용한 성

인의 음도를 중재하였으나, 강도와 음도 측면을 모두 다루지 않았으

며 음도의 임계치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발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음도와 강

도를 이전에 산출한 음과 비교하여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감소시

키는 과정을 애플리케이션(DevExtras, voice tools)으로 제시하여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시각적 피드백은 자신의 음성

조절이 능숙하지 않은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발성 특성을 개선시켜 

정상 청력 청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역동적인 음성 산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이식 청년과 정상 

청력 청년을 대상으로 VRP를 사용하여 시각적 피드백 유무에 따

라 각 집단의 음성조절능력(음성역동면적, VRP 기울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집단 간 비교를 통

하여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음성 특성을 파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음성조절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의 효과를 통하여 인공와

우이식 청년의 음성 및 구어 평가와 언어청능재활에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16-25세의 인공와우를 이식한 청년 12명(여성 

8명, 남성 4명)과 성별 및 연령을 일치시킨 정상 청력 청년 12명을 연

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두 집단은 서울, 경기, 대구 지역에 거주하

였으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1) 언어습득 이전(pre-lingual)에 

농이며, (2) 만 7세 이전에 적어도 한 쪽 귀에 인공와우를 이식하였

으며, (3) 2년 이상 언어청능재활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4) 자기 보

고에 의하여 비흡연자이며, (5) 청각 이외의 구조적 및 기능적 장애

를 동반하지 않으며, (6) 음성 관련 문제(호흡기, 인 · 후두, 기관지 등

의 질환)가 없고, (7) 치료사의 보고에 의하여 구어 의사소통이 가

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생후 약 5년 동안은 청각적 뇌 가소성

(auditory plasticity)과 함께 언어 및 말소리 습득이 활발히 일어나

는 시기이므로 만 5세 이내에 인공와우이식을 받는 것이 의사소통 

발달에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었다(Archbold et al., 2008; Manrique 

et al., 1999; O’Donoghue, Nikolopoulos, Archbold, & Tait, 1998). 

그러나 2000년대 초 국내에 도입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시행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아 자신의 청력 문제를 지각하지 못하고 유소

아기를 보낸 인공와우이식 청년들이 많다. 또한, 난청의 조기 진단

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했던 과거에는 인공와우이식이 보편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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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고, 비싼 수술비용,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인공와우이

식 시기가 늦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이식 

연령을 7세로 다소 넓게 한정하여 만 7세 이전에 청력손실을 경험

한 청년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통제집단은 실험집단과 성별 및 연령을 일치시킨 정상 

청력 청년으로, (1) 자기 보고에 의하여 비흡연자이며, (2) 음악과 관

련된 전문 훈련(보컬 트레이닝, 성악 등)을 받은 적이 없고, (3) 음성 

관련 문제(호흡기, 인 · 후두, 기관지 등의 질환)가 없으며, (4) 휴대용 

청력검사기(Interacoustics, Pediatric Audiometer 5)의 500, 1,000, 

2,000, 4,000 Hz에서 청력 역치가 20 dB HL 이하이며, (5) 말 · 언어, 

학습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 자로 선정하였다.

모든 실험집단은 만 7세 이전에 인공와우를 이식하여 술후 청력 

역치가 40 dB 이상이며, 언어습득 전에 농이 되었지만 청각장애 발

병 시점과 원인은 상이하였다. 대상자 7명은 선천성 농인으로 출생 

시 발생한 청력손실로 인해 정상적인 듣기 경험이 없었으나(ASHA, 

2020), 나머지 5명은 출생 후 교통사고, 폐렴, 원인불명 등의 후천적 

요인으로 청각장애가 발병하여 청력손실 전 정상적인 듣기 경험이 

있었다. 즉, 후천성 농인은 언어습득기인 만 36-72개월 사이에 청력

손실이 발생한 농(peri-lingually deaf)이었다. 또한, 대상자 6명은 

일측 인공와우 착용 청년이었으나, 다른 6명은 양측 착용한 순차적 

인공와우이식 청년이었다. 대상자의 청력 정보는 Appendix 1에 제

시하였다.

두 집단 간 연령, 교육년수,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MMSE, 

Kang, 2006)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독립표본 t-검정(two-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생활연령, 교육년수, K-MMSE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집단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음성조절능력을 측정하

기 위하여 음향학적 평가도구인 Computerized Speech Lab (CSL; 

Model 4150B, Kay Pentax)의 음성범위프로파일(VRP)을 이용하

여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 범위, 최소 및 최대강도, 강도 범위

를 측정하였다. 또한, 음성조절능력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알아

보기 위해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단음절 말지각검사(Lee, Shin, 

Kim, & Kim, 2009), 우리말 조음 · 음운 검사 2(U-TAP 2, Kim, 

Shin, Kim, & Ha, 2020)를 실시하였다. VRP는 모음을 가장 작은 

소리부터 가장 큰 소리까지 다양한 음도에서 발성하도록 하여 화자

의 발성역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Boone et al., 2014; Fer-

rand, 2012). 정상적인 VRP는 완만한 타원형을 보이며, VRP의 상

곡선은 화자의 최대발성역치, 하곡선은 최소발성역치를 나타낸다

(Boone et al., 2014). 상곡선과 하곡선에 의해 만들어진 타원형의 

VRP는 개인의 강도와 주파수 범위에서의 생리학적 한계 범위를 의

미한다. 기존 임상에서는 대상자에게 활창하기와 반음을 이용한 

VRP를 실시해왔으나(Chen, 2007; Jung et al., 2019; Sanchez, Oates, 

Dacakis, & Holmberg, 2014), 검사 방법에 대한 대상자의 이해도에 

따라 20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검사 소요시간의 편차가 크기 때문

에 후두의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Jung 등(2019)은 

축약된 VRP 검사법을 개발하여 검사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이 검사법은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넓은 범위의 신뢰로운 VRP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에서는 축약된 VRP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기가 없는 조건의 단음절 말지각검사(Lee et al., 

2009)를 사용하였다. 해당 검사는 어휘 친숙도(vocabulary fami-

larity)와 음성적 균형(phonetic balancing)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으

며, 목록 간 동질성, 난이도의 동일성,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어 

여러 선행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Yoon, 2018). 총 2개의 목

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목록마다 50개의 단음절어가 포함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목록 중 목록 1을 사용하여 단음절 

말지각 음소 점수를 산출하였다.

연구절차

모든 실험은 배경소음이 40 dB 이하인 조용한 방에서 연구자와 

대상자가 일대일로 실시하였고, 과제 시행 순서는 항상 동일하게 진

행하였다. 인공와우이식 청년은 단음절 말지각검사(Lee et al., 2009), 

우리말 조음 · 음운 검사(U-TAP 2, Kim et al., 2020), VRP 순으로 

실시하였고, 정상 청력 청년은 VRP만 실시하였다.

U-TAP 2는 지침서의 방법대로 실시하였다. 단음절 말지각검사

는 대상자에게 입모양을 가리고 단어를 청각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대상자가 들은 단어를 따라 말하거나 종이에 적도록 하였다. 이후 

10분의 휴식을 취하고 VRP를 실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I (N= 12) NH (N= 12)

Age (yr) 20.00± 2.174 (16-25) 20.83± 3.186 (16-25)
Education (yr) 12.00± 1.379 (10-16) 12.25± 1.865 (10-16)
K-MMSE (score)a 28.58± 1.379 (25-30) 29.33± 1.073 (27-3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ange).
CI= young adults with cochlear implants; NH= young adults with normal hearing.
a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Ka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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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P 실시를 위하여 대상자는 마이크 앞에 자리하고 연구자는 

대상자 맞은편에 위치하였다. /a/ 모음 발성 시 음성 녹음은 Com-

puterized Speech Lab (CSL; Model 4150B, Kay Pentax)의 VRP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녹음의 샘플링 속도(sampling rate)는 44,100 

Hz이며, 양자화(quantization)는 16 bit로 하였다. 녹음 시 공기역학

적인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상자의 입과 마이크는 45° 각도로 

10 cm의 거리에 위치하였으며(Choi, 2013), 마이크는 단일지향성 

콘덴서 마이크(유트렌드, UM300)를 사용하였다. VRP 디스플레

이 화면이 시각적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

가 화면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청각에만 의존하도록 하여 1차 

VRP를 실시하였다. 즉, 연구자는 대상자가 자신의 청력에 의존하

여 청각적 피드백을 통해 1차 VRP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축약된 VRP는 정상 청력 청년의 지정된 기

준음 7개(남성)와 9개(여성)를 건반음과 모델링을 통해 대상자에게 

제공하여 제시된 음도에서 다양한 강도로 모음 /a/를 발성하도록 

하였다(Jung et al., 2019).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경우, 정상 청력 청

년에 비해 발화 기본주파수가 20-100 Hz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

(Gilbert & Campbell, 1980; Huh & Jeong, 1997)가 밝혀졌으나, 정

상 청력 청년과의 음성조절능력 비교를 위해 동일한 기준음을 사

용하여 축약된 VRP를 수행하였다. 남성의 경우, 남성의 평균 기본 

주파수인 110 Hz를 검사 시작 기준음으로 지정하였다. 110 Hz에 

해당하는 건반음을 제시하여 편안한 /a/ 발성을 유도한 뒤, 점진적

으로 강도를 감소시키며 본인이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강도까지 발

성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제시된 자극음과 동일한 음도를 편안하게 

발성하도록 유도한 뒤 점진적으로 강도를 증가시키며 본인이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까지 발성하도록 하였다. 그다음, 110 Hz → 

82.4 Hz → 61.7 Hz로 음을 낮추며 각 음마다 낮은 강도부터 높은 강

도까지 발성하도록 하였고, 이어서 110 Hz → 220 Hz → 440 Hz → 

659.3 Hz → 880 Hz로 음을 높이며 각 음마다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까지 발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진성구(modal register)를 통해 

발성하도록 하였고, 대상자의 음도 일탈이 일어나는 시점을 생리학

적 발성역치로 간주하였다. 대상자가 가성을 사용하면 신체적 및 

언어적 촉구와 단서를 제공하여 진성구 사용을 유도하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음역대가 넓어 총 9개의 기준음을 제시하였으며, 여

성의 평균 기본주파수인 220 Hz를 검사 시작 기준음으로 지정하

였다. 이외에는 남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기준음 9개

는 146.8 Hz, 174.6 Hz, 220 Hz, 440 Hz, 659.3 Hz, 880 Hz, 1,046.5 

Hz, 1,318.5 Hz, 1,568 Hz이다. 과제 중 대상자가 원할 때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였다. 1차 VRP 수행 후, 10분의 휴식을 취하

며 대상자에게 ‘Voice tools’ 애플리케이션이 음도와 강도에 대한 시

각적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방

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모델링을 제공하

였으며, 대상자가 완벽히 이해하였을 때 연구자의 태블릿 2개를 이

용해 각각 음도와 강도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며 2차 VRP

를 실시하였다(Appendix 2). 2차 VRP는 대상자가 자신의 청각적 

피드백과 태블릿을 통해 제시되는 시각적 피드백을 보며 실시하도

록 하였다.

자료분석

VRP 프로그램에서 대상자의 최저 및 최고주파수, 주파수 범위, 

최소 및 최대강도, 강도 범위를 산출하였다. 음성역동면적과 기울

기는 MATLAB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MATLAB (R2020b, Math-

works)이란 많은 수의 수학, 통계 및 엔지니어링 함수를 통해 데이

터 수집 및 분석부터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학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테크니컬 컴퓨팅 언어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자가 수행한 VRP 이미지를 MATLAB에서 디

지털화하여 이진화 처리하였다. 영상의 이진화는 컬러 데이터에 임

계값(threshold)을 적용하여 각 픽셀값을 0 또는 1로 나타낸 것이

다(Kim, 2003; Ko, 2008). 본 연구에서는 이진화된 VRP 이미지에

서 Green 성분만 추출하였고, 이 성분들의 픽셀 개수를 산출하여 

음성역동면적을 구하였다(Figure 1). 음성역동면적은 음성조절능

력을 평가하는 첫 번째 측정변수로서, 화자가 얼마나 넓은 범위의 

음도 및 강도에서 자신의 음성을 역동적으로 조절하여 발성하였는

가를 나타낸다. 이미지에 나타난 픽셀 개수가 많고 범위가 넓을수

록 음성역동면적이 크고, 픽셀 개수가 적고 폭이 좁을수록 음성역

Figure 1. Distribution of voice dynamic area.

Table 11. Results of Mann-Whitney U test for voice dynamic are and VRP slope 

 
Congenital CI (N=7) Acquired CI (N=5) 

Z p 
M SD M SD 

Auditory 

only 

VDA 299303.00 83154.947 254327.00 65914.446 -1.056 .291 

VRP slope .5429 .34779 .3940 .06107 -.568 .570 

Visual-

auditory 

VDA 380872.86 129955.050 397101.40 139295.122 -.244 .808 

VRP slope .47 .31817 .3960 .13353 -.081 .93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CI=cochlear implants; VDA=voice dynamic area; VRP=voice range profile. 

 

 
Figure 1. Distribution of voice dynamic area. 

 

 

Figure 2. Distribution of voice range profile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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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the pitch measurements (Hz) for each group 
with or without visual feedback

Feedback Pitch measurements CI (N= 12) NH (N= 12)

Auditory only Maximum frequency 542.54 (196.03) 629.22 (188.50)
Minimum frequency 159.09 (43.54) 138.20 (42.05)
Frequency range 383.41 (179.66) 491.02 (177.98)

Visual- 
auditory

Maximum frequency 639.62 (302.96) 727.54 (167.74)
Minimum frequency 151.26 (40.48) 132.17 (38.15)
Frequency range 488.36 (293.05) 595.37 (148.6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CI= young adults with Cochlear implants; NH= young adults with Normal hearing.Figure 2. Distribution of voice range profile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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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00

1,0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동면적이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음성역동면적 값이 클수

록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다양한 강도로 자신의 음성을 역동적으

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VRP 기울기란 음성조절능력을 평가하는 두 번째 측정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에서 VRP의 픽셀 데이터를 X축과 Y축의 

2차원 평면상에 올린 뒤 선형회귀식을 도출하여 VRP 기울기를 산

출하였다(Figure 2). 정상적인 VRP는 완만한 타원형을 보이며(Boone 

et al., 2014), 기울기 값이 클수록 병리적인 음성을 가진 것으로 평

가한다. 따라서 제한된 주파수 범위에서 큰 강도 범위로 발성할수

록 기울기는 가파르고, 적절한 주파수 범위와 강도 범위로 발성할

수록 기울기가 완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의 통계적 처리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statistics 26.0 (IBM-SPSS Inc., Chica-

go, IL, USA)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시각적 피드백 

유무에 따라 음도 관련 측정치(최대주파수, 최저주파수, 주파수 범

위), 강도 관련 측정치(최대강도, 최소강도, 강도 범위), 음성역동면

적, VRP 기울기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인

공와우이식 청년, 정상 청력 청년)은 피험자 간 요인(between sub-

jects factors)으로, 자극(청각, 시각-청각)은 피험자 내 요인(within 

subjects factors)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인공

와우이식 연령, 인공와우 착용기간, 단음절 말지각점수, 자음정확

도와 음성조절능력 변수(음성역동면적, VRP 기울기) 간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이변량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공와우이식 청년 집단 내에서 선천성 농인과 

후천성 농인의 음성역동면적 및 VRP 기울기 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맨휘트니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

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시각적 피드백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음도 관련 측정치 차이 

분석

음도 관련 측정치에 대한 두 집단의 기술통계 값을 살펴본 결과, 

정상 청력 청년이 인공와우이식 청년보다 최대주파수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주파수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공와우이식 청년보다 정상 청력 청년의 주파수 범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시각적 피드백 유무에 따른 VRP 음도 관련 측정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과 자극(청각, 시각-청각)을 독립변수

로 하고, 최대주파수, 최소주파수, 주파수 범위를 종속변수로 한 이

원혼합분산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최대주파수에 대하여 인공와우이식 청년 집단과 정상 청력 청년 

집단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F(1, 22) =1.064, 

p>.05), 자극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2) =10.442, 

p< .005). 집단과 자극 간 이차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 22) = .000, p>.05).

최소주파수에 대하여 인공와우이식 청년 집단과 정상 청력 청년 

집단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F(1, 22) =1.463, p>  

.05), 자극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2) =5.759, 

p< .05). 집단과 자극 간 이차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F(1, 22) = .098, p>.05).

주파수 범위에 대하여 인공와우이식 청년 집단과 정상 청력 청

년 집단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F(1, 22) =1.846, 

p>.05), 자극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2) =11.852, 

p< .005). 집단과 자극 간 이차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 22) = .00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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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two-way mixed ANOVA for pitch measurements

Pitch measurements Distributed sourc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Maximum frequency Between factor
   Group 91,464.210 1 91,464.210 1.064
   Error 1,891,386.371 22 85,972.108
Within factor
   Feedback 114,545.434 1 114,545.434 10.442***
   Feedback× Group 4.650 1 4.650 .000
   Error 241,342.422 22 10,970.110

Minimum frequency Between factor
   Group 4,796.801 1 4,796.801 1.463
   Error 72,135.409 22 3,278.882
Within factor
   Feedback 576.022 1 576.022 5.759*
   Feedback× Group 9.756 1 9.756 .098
   Error 2,200.445 22 100.020

Frequency range Between factor
   Group 138,206.696 1 138,206.696 1.846
   Error 1,647,231.872 22 74,874.176
Within factor
   Feedback 131,419.470 1 131,419.470 11.852***
   Feedback× Group 1.080 1 1.080 .000
   Error 243,935.376 22 1,1087.972

*p < .05, ***p < .005.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n the intensity measurements (dB) for each 
group with or without visual feedback

Feedback Intensity  
measurements CI (N= 12) NH (N= 12)

Auditory only Maximum intensity 117.25 (7.94) 120.42 (8.54)
Minimum intensity 58.42 (2.11) 56.25 (2.70)
Intensity range 58.83 (8.84) 64.17 (9.82)

Visual-auditory Maximum intensity 118.17 (7.81) 123.67 (1.16)
Minimum intensity 57.83 (1.59) 57.00 (2.59)
Intensity range 60.33 (8.02) 66.67 (3.0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CI= young adults with Cochlear implants; NH= young adults with Normal hearing.

시각적 피드백 유무에 따른 집단 간 강도 관련 측정치 차이 

분석

강도 관련 측정치에 대한 두 집단의 기술통계 값을 살펴본 결과, 

정상 청력 청년이 인공와우이식 청년보다 최대강도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최소강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공

와우이식 청년보다 정상 청력 청년의 강도 범위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시각적 피드백 유무에 따른 VRP 강도 관련 측정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과 자극을 독립변수로 하고, 최대강

도, 최소강도, 강도 범위를 종속변수로 한 이원혼합분산분석 결과

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최대강도에 대하여 인공와우이식 청년 집단과 정상 청력 청년 집

단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F(1, 22) =2.742, p>.05), 

자극에 대한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F(1, 22) =3.051, p>.05). 집단

과 자극 간 이차 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F(1, 22) = .957, p>.05).

최소강도에 대하여 인공와우이식 청년 집단과 정상 청력 청년 집

단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F(1, 22) =3.122, p>.05), 

자극에 대한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F(1, 22) = .045, p>.05). 집단

과 자극 간 이차 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F(1, 22) =2.891, p>.05).

강도 범위에 대하여 인공와우이식 청년 집단과 정상 청력 청년 집

단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F(1, 22) =3.935, p>.05), 

자극에 대한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F(1, 22) =2.347, p>.05). 집단

과 자극 간 이차 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F(1, 22) = .14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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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n the voice dynamic area for each group with 
or without visual feedback

Feedback CI (N= 12) NH (N= 12)

Auditory only 280,563.00 (76,732.88) 491,079.42 (146,760.88)
Visual-auditory 387,634.75 (127,817.54) 523,934.67 (142,415.99)

CI= young adults with Cochlear implants; NH= young adults with Normal hearing.

Table 7. Results of two-way mixed ANOVA for voice dynamic area

Distributed sourc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Between factor
   Group 3.608E+11   1 3.608E+11 12.126**
   Error 6.547E+11 22 2.976E+10
Within factor
   Feedback 5.874E+10   1 5.874E+10 25.924***
   Feedback× Group 1.652E+10   1 1.652E+10 7.293*
   Error 4.985E+10 22 2,265,844,999

Table 5. Results of two-way mixed ANOVA for intensity measurements

Pitch measurements Distributed sourc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Maximum intensity Between factor
   Group 225.333 1 225.333 2.742
   Error 1,807.917 22 82.178
Within factor
   Feedback 52.083 1 52.083 3.051
   Feedback× Group 16.333 1 16.333 .957
   Error 241,342.422 22 10,970.110

Minimum intensity Between factor
   Group 27.000 1 27.000 3.122
   Error 190.250 22 8.648
Within factor
   Feedback .083 1 .083 .045
   Feedback× Group 5.333 1 5.333 2.891
   Error 40.583 22 1.845

Intensity range Between factor
   Group 408.333 1 408.333 3.935
   Error 2,282.667 22 103.758
Within factor
   Feedback 48.000 1 48.000 2.347
   Feedback× Group 3.000 1 3.000 .147
   Error 450.000 22 20.455

시각적 피드백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음성역동면적 차이 분석

음성역동면적에 대한 두 집단의 기술통계 값을 살펴본 결과, 정

상 청력 청년이 인공와우이식 청년보다 음성역동면적이 더 넓은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6). 인공와우이식 청년과 정성 청력 청년의 음

성역동면적의 분포 예시는 Figure 3에 제시하였다

시각적 피드백 유무에 따라 집단 간 음성역동면적의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과 자극을 독립변수로 하고, 음성역동면

적을 종속변수로 한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

을 실시하였다(Table 7). 그 결과, 집단과 자극 간 이차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2) =7.293, p< .05). 즉, 인공와우이식 청

년 집단은 정상 청력 청년보다 시각적 피드백이 있을 때 음성역동면

적 변화가 더 큰 것에 기인하여 집단과 자극 간 이차 상호작용이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집단과 자극 간 상호작용으로 각 

집단 내 자극에 따른 음성역동면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인공와우이식 청년 집단에서 시각적 

피드백 유무에 따른 음성역동면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t(11) = -5.258, p< .001). 정상 청력 청년 집단에서도 시각적 피드

백 유무에 따른 음성역동면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1) = -2.958, p< .05).

시각적 피드백 유무에 따른 집단 간 VRP 기울기 차이 분석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VRP 기울기에 대한 두 집단의 기술

통계 값을 살펴본 결과, 인공와우이식 청년이 정상 청력 청년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5).

시각적 피드백 유무에 따라 집단 간 VRP 기울기의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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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escriptive statistics on the VRP slope for each group with or without 
visual feedback

Feedback CI (N= 12) NH (N= 12)

Auditory only .48 (.27) .32 (.09)
Visual-auditory .44 (.25) .29 (.0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CI= young adults with cochlear implants; NH= young adults with normal hearing; 
VRP= voice range profile.

Feedback CI NH

Auditory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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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CI NH 

Auditory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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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mple of Voice dynamic area for each group.
CI= young adults with cochlear implants; NH= young adults with normal hearing.

Figure 4. Voice dynamic area between groups with or without visual feedback.
CI= young adults with cochlear implants; NH= young adults with normal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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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VRP slope between groups with or without visual feedback.
CI=young adults with cochlear implants; NH=young adults with normal hear-
ing; VRP=voice rang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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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과 자극을 독립변수로 하고, VRP 기울기를 

종속변수로 한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

시하였다(Table 9). 인공와우이식 청년 집단과 정상 청력 청년 집단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2) =3.715, p>.05). 자

극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2) = 6.541, p< .05). 

집단과 자극 간 이차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 22) = .12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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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two-way mixed ANOVA for VRP slope

Distributed sourc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Between factor
   Group .276   1 .276 3.715
   Error 1.635 22 .074
Within factor
   Feedback .016   1 .016 6.541*
   Feedback× Group .000   1 .000 .122
   Error .054 22 .002

VRP= voice range profile.
*p < .05.

Table 10. Results of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chlear infor-
mation, basic assessment scores and voice control variables

Distributed source CI age CI wearing 
period

Monosyl-
lable per-
ception 
scores

Word  
consonant 
accuracy

Sentence 
consonant 
accuracy

Auditory
   Voice dynamic area -.200 .111 .054 -.190 -.215
   VRP slope .362 .219 -.300 -.832** -.919**
Visual-auditory
   Voice dynamic area .060 .219 -.095 -.232 -.011
   VRP slope .476 -.055 .102 -.818** -.876**

CI= cochlear implants; VRP= voice range profile.
**p < .01.

Table 11. Results of Mann-Whitney U test for voice dynamic are and VRP slope

Congenital CI (N= 7) Acquired CI (N= 5)
Z p

M SD M SD

Auditory only VDA 299,303.00 83,154.947 254,327.00 65,914.446 -1.056 .291
VRP slope .5429 .34779 .3940 .06107 -.568 .570

Visual-auditory VDA 380,872.86 129,955.050 397,101.40 139,295.122 -.244 .808
VRP slope .47 .31817 .3960 .13353 -.081 .93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CI= cochlear implants; VDA= voice dynamic area; VRP= voice range profile.

인공와우 관련 정보 및 기초검사 점수와 음성조절능력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인공와우이식 청년 집단의 인공와우이식 연령, 인공와우 착용기

간, 단음절 말지각점수, 단어 및 문장 자음정확도와 음성조절능력 

변수(음성역동면적, VRP 기울기)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단어 수준에

서의 자음정확도와 청각적 피드백 제공시의 VRP 기울기 간에 유

의한 상관관계(r = -.832, p< .01)가 나타났으며, 문장 수준에서의 

자음정확도와 청각적 피드백 제공시의 VRP 기울기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919 p< .01). 또한, 단어 자음정확도와 

시-청각적 피드백이 제공되었을 때 VRP 기울기 간 유의한 상관관

계(r= -.818, p< .01)가 나타났고, 문장 자음정확도와 시-청각적 피

드백이 제공되었을 때 VRP 기울기 간 유의한 상관관계(r = -.876, 

p< .01)가 나타났다(Table 10).

선천성-후천성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음성역동면적 및 VRP 

기울기 차이 분석

인공와우이식 청년 집단 내에서 선천성 농인과 후천성 농인의 

음성역동면적 및 VRP 기울기 값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맨휘트니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선천성 농인과 후천성 농인의 음성역동면적 및 VRP 기울기 값

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피드백 유무에 따라 두 집단 간 음도와 강

도를 포함한 음성조절의 역동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또한,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음성조절능력과 관련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시각적 피드백 유무에 따라 선천성 농인과 후

천성 농인 간 음성조절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와 같이 음도 관련 측정치(최대주파수, 최소주파

수, 주파수 범위)와 강도 관련 측정치(최대강도, 최소강도, 강도 범

위) 각각을 단독으로 분석한 결과, 인공와우이식 청년 집단과 정상 

청력 청년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시각적 피

드백 유무에 따른 음도 관련 측정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나, 강도 관련 측정치는 시각적 피드백 유무에 따른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적 피드백이 음도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Euh & Yoon, 2005)와 일치한

다. 또한 음도는 인공와우의 기기적 한계로 인해 인공와우이식 청

년이 음도 산출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지만(Snow & Ertm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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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는 인공와우이식 후 가장 먼저 음성적 개선을 보여 정상 청력 

청년과 유사해지는 변인으로(Campisi et al., 2005), 이식 후 2년 이

상 인공와우를 착용하였을 때 정상 청력 청년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고 언급한 선행연구(Bae, 2011; Yoon, 2006) 결과를 뒷

받침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해석 시 주의가 따른다. 본 연구에서 

두 집단 간 강도 관련 측정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

적 분석 시 정상 청력 청년보다 인공와우이식 청년이 강도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나타났다. VRP 수행 시, 인공와우이식 청년

은 정상 청력 청년처럼 큰 강도와 작은 강도에서 발성하는 것이 가

능하였으나, 점진적으로 강도를 증가시킬 때와 점진적으로 강도를 

감소시킬 때 세밀하게 강도를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다. 즉, 

강도를 증감하는 과정에서 중간 강도로 발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여 VRP 화면에서 두 개의 타원 사이에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 양

상을 보였다. 큰 강도의 음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문하압

이 요구되며, 큰 강도에서 작은 강도로 감소할 때는 호흡 관련 근육

의 세밀한 조절이 필요하다(Boone et al., 2014; Titze, 1994). 본 연구

에서 인공와우이식 청년은 강도를 감소시키거나 증가할 때 필요한 

폐압을 조절하는 근육과 후두 주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

지 못하여 갑작스러운 강도 증감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Spector 

et al., 1979). 본 연구의 결과는 음도와 강도 관련한 단독 측정치만

으로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음성조절능력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며, 음성조절능력을 측정할 새로운 파라미터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음성역동면적에 대한 이원혼합분산분석 결과, 집단

과 자극 간 이차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정상 청력 

청년보다 인공와우이식 청년 집단에서 시-청각적 피드백이 제공되

었을 때 음성역동면적의 변화가 더 컸던 것에 기인하여 집단과 자

극 간 이차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음도

와 강도 각각 단독 측정치에 대해 비교하였을 때 인공와우이식 청

년과 정상 청력 청년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장기간 인공와

우를 착용한 청년은 정상 청력 청년과 같이 음도와 강도에 대한 개

념을 학습하여 안정된 음성을 산출하므로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 결과(Cerçi, Kandoğan, Olgun, Gültekin, Alper, 2006; 

Hamzavi et al., 2000; Yoon, 2006)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음성조절능력에 대해 인공와우이식 청년과 정상 청력 청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기존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VRP를 사

용하여 음도와 강도를 동시에 조절하는 음성의 역동적 범위를 살

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음도와 강도 각

각의 단일 측정치만으로는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음성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음성조절능력을 측정

하는 새로운 변수인 음성역동면적의 유용성을 시사한다.

난청 집단에서 교정 청력이 26-40 dB인 경도 청력손실은 음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공와우이식 후 청각적 피드백이 증가하

여 청력이 안정되면 음도나 강도에 대한 중재 없이 안정된 음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나(Hamzavi et al., 2000; Yoon et 

al., 2013), 인공와우이식 청년은 음도와 강도를 함께 조절하며 다양

한 범위에서 역동적인 음성을 산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정상적인 발성은 후두내근의 연속적인 운동

에 의해 성대가 내 · 외전하고 후두외근이 성대의 길이 및 긴장도에 

변화를 주어 일어난다(Shin et al., 2014). 성대의 불충분한 폐쇄로 

인해 성도 밖으로 기류가 누출되면 충분한 성문하압이 형성되지 

못하여 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말 명료도를 저하시킨다

(Pyo, 2007). 11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기에는 후두가 하강하며 

성대 길이가 증가하는 변성기를 경험하고 초기 청년과 비슷한 음성

을 가지게 되는데(Boone et al., 2014; Kim, 2008; Pedersen, 1993),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만 7세 이전에 청력손실을 경험하여 인공와

우를 착용하였다는 특성이 있다. 인공와우는 어음처리기(speech 

processor)로 의사소통 시 사용하는 말소리의 음역대를 효율적으

로 처리하도록 개발된 기계로, 시간상으로 변화하는 말소리의 미세

구조 신호를 세밀하게 전달하지 못하며 말소리 이외의 자극을 효율

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Shannon, Zeng, Kamath, Wy-

gonski, & Ekelid, 1995; Smith, Delgutte, & Oxenham, 2002). 따라

서 청소년 및 성인기까지 인공와우를 지속적으로 착용해왔음에도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공와우의 기기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역동적

인 음성조절이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언어, 말, 후두 주변 

근육 등 발달이 모두 이루어지기 전 발생한 청력손실은 음성을 세

밀하게 조절하고 사용하는 능력의 발달을 저해하였고, 인공와우로 

인해 제한된 청각적 피드백을 수용하며 음성조절에 관여하는 근육

과 신경계의 발달이 완성되어 부적절한 음성조절이 학습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신체적 ·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절하

게 음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대 긴장, 성문하압과 후두근의 미숙

한 조절 등 발성 기관의 불안정한 기능으로 음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Boone et al., 2014), 특히 역동적인 음성조절을 위해 후두가 

발달하는 기간 동안 정상적인 청각적 피드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VRP 기울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시각적 피드백 유무에 따른 VRP 기울기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청각적 피드백만 제공되었을 때보다 시-청각적 피

드백이 제공되었을 때 기울기가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시각적 피드백이 음성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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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인공와우이식 청년은 모두 언어

습득 전에 농이 되었지만, 청각장애 발병 시점과 원인은 상이하다. 

즉, 대상자 중 5명은 후천성 농이며, 나머지 7명은 선천성 농에 속하

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애 초기의 듣기 경험이 음성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선천성 농인

과 후천성 농인의 음성역동면적 및 VRP 기울기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음성조절능력 발달을 

위해 발달기간 동안 지속적인 청각적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듣기경험이 인공와우이식 청

년의 언어, 말, 음성 등 전반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듣기경험이 후두발달 완성기까지 지속되지 못하면 성대를 조절하

는 후두 주변 신경근육의 협응 능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못하고 정

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력손

실 이전에 정상적인 듣기 경험이 있는 후천성 농인 또한 언어청능재

활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임상적 의의가 높다. 다만, 

음성역동면적과 VRP 기울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결과를 분석

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청각적 피드백만 제공되었을 때 선천성 집

단이 후천성 집단보다 더 큰 음성역동면적을 보였으나, VRP 기울

기는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상 청력 성인의 VRP 

기울기 평균값(M= .32)과 비교하였을 때 선천성 집단보다 후천성 

집단이 정상 청력 성인과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음성

조절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집단 모두 시각적 피

드백 유무에 따라 VRP 기울기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음성

역동면적에서는 시-청각적 피드백이 제공되었을 때 선천성 집단보

다 후천성 집단에서 더 큰 변화 양상을 보였다. 본 결과는 인공와우

이식 청년의 역동적인 음성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음성역

동면적과 VRP 기울기를 단독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유의점을 시

사한다. 따라서 음성역동면적과 VPR 기울기를 함께 고려한 전반적

인 음성조절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집단 내에서 인공와우이식 청년 집단의 개인적인 특성과 음성조

절능력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단어 및 문장 자음정확도

와 VRP 기울기 간 높은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인공와우 이식 

연령과 착용기간은 음성조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Cer-

rçi et al., 2006; Hocevar-Boltezar et al., 2005; Yoon et al., 2013)와

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음성조절능력과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

았다. 이처럼 상이한 결과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인공와우이식 청년은 모두 만 7세 

이전에 수술하여 10년 이상 인공와우를 착용하였고, 단음절 말지

각 점수가 평균 90.77%로 양호했으며, 선천성 농인은 최소 4년 이

상, 후천성 농인은 최소 2년 이상 언어재활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한, 모든 대상자가 일반학급에 진학하여 정상 청력 청년과 사회

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음성적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음성을 조절

하는 능력을 발달시켰다. 일측-양측 인공와우이식 청년 간 음성조

절능력의 차이는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측 인공와우이식 청년

(6명)과 양측 인공와우이식 청년(6명)이 연구에 참여하여 인공와

우 착용 귀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

과 함께 본 연구 대상자의 수가 작아 인공와우이식 연령 또는 착용

기간과 음성조절능력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웠던 것

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단어 및 문장 자음정확도와 VRP 기울기 

간에는 강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음정확

도가 높을수록 VRP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나 자음정확도가 인

공와우이식 청년의 음성조절능력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추

론할 수 있다. 자음정확도는 말 명료도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Heo & Ha, 2010; Lee et al., 2011), 본 연구의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말 명료도와 음성조절 간 밀접

한 관계를 시사한다. 발화는 말 운동 조절(speech motor control)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말 운동 조절 기제는 정확한 조음과 음성조절

에 필수적이다(Kent, 2004; Kwon & Son, 2010; Miller, Watkin, & 

Chen, 2002). 따라서 자음정확도와 음성조절능력 변수인 VRP 기

울기 간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

만, 본 연구에서 VRP는 실제 발화자료가 아닌 모음 /a/ 발성을 통해 

음성조절능력을 분석하였으므로 실제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과 연결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음성적 특성이 발달과정을 지나

며 정상 청력 청년과 유사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Hamzavi et al., 

2000; Yoon et al., 2013)를 기반으로 하여 음도와 강도를 포함한 음

성조절의 역동성을 보고자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음도와 강도 각각

의 측정치에 대해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음성역동면적에 대해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시각

적 피드백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음성역동면적은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음성조절능력을 민감

하게 측정하는 변수로서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인

공와우이식 청년 집단 내에서 나뉜 선천성과 후천성 집단의 음성

조절능력에 대한 질적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음성역동면적과 VRP 

기울기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은 언어

청능재활을 받은 기간의 차이가 분명했지만, 대상자 수가 작아 음

성조절능력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음성을 조절하는 능력은 

발달과정 동안 정상적인 청각적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과 역동적인 음성조절능력 발달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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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정상적인 듣기경험이 후두발달 완성기까

지 지속되지 못하면 성문하압을 형성하는 폐 주변 근육과 성대를 

조절하는 후두 주변 신경근육의 협응이 더 발달하지 못하고 정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청각적 피드백과 함께 다양한 자

료를 통해 음성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의 개

발이 요구된다. 임상현장에서는 인공와우이식 아동 및 청년을 평

가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음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인공와

우이식 후 호흡, 발성, 공명, 조음 메커니즘의 원활한 협응과 음성조

절을 목표로 한 언어청능재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집단별 

대상자 수는 본 연구의 결과 및 집단을 대표하기에 적은 수이기 때

문에,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음성조절능력을 대표할 수 없어 해석

에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인 CSL은 고가

의 장비로 모든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음성조절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간편한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음정확도와 VRP 기울기 간 강한 부적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음정확도가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음성

조절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이는 인공와우

이식 청년의 말 명료도와 음성조절 간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발화가 아닌 모음 /a/ 발성을 기초로 한 음성조

절능력을 음향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실제 인공와우이식 청년

의 구어의사소통 능력과 연결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이에 음향학적 분석과 함께 공기역학적, 청지각적 분석을 

포괄한 화자의 전반적인 음성조절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실제 발화 자료를 이용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인공

와우이식 청년은 청각적 피드백의 제한으로 자신의 음성을 세밀하

게 조절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시각적 피드백을 통한 음성조절 

재활훈련을 할 때, 언어재활사는 인공와우이식 청년에게 정확한 수

행방법과 모델링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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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Auditory information of young adults with cochlear implants

ID Sex
Age 
(yr)

Onset of  
hearing loss

Age at implantation (yr) Duration of implant use (yr) Hearing threshold (dB)

Lt. Rt. Lt. Rt.
Before After

Lt. Rt. Lt. Rt.

  1 M 22 Congenital deaf - 5 - 17 100 100 - 35

  2 F 19 - 3 - 16 100 100↑ - 25-30

  3 F 19 1 7 18 12 100↑ 100↑ 10 15-20

  4 F 25 3 13 22 12 100↑ 100↑ 25 25

  5 F 20 2 6 18 13 100 100 20 20

  6 F 18 - 4 - 14   70 120 - 20-25

  7  F 20 - 2 - 18 120 120 - 30

  8 M 21 Acquired deaf 9 4 12 17   70   80 25 25

  9 M 20 4 11 16 9 120 120     31.6 30

10 F 20 6 - 14 -   90   90 40 -

11 M 16 - 3 - 13 100 114 - 10

12 F 20 - 4 - 16    97.5 114 - 25

M=Male; F=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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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각적 피드백 유무에 따른 인공와우이식 청년의 음성조절능력

강지은·이영미·심현섭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인공와우이식 청년과 정상 청력 청년 간 음성조절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인공와우이

식 청년의 인공와우 관련정보, 수행력과 음성조절능력 변수(음성역동면적, VRP 기울기)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만 7세 이전에 인공와우를 이식한 청년 12명(여성 8명, 남성 4명)과 성별 및 연령을 일치시킨 정상 청력 청년 12명이 참여하

였다. 시각적 피드백 유무에 따른 음성조절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음성범위프로파일(VRP)이 사용되었다. 결과: 정상 청력 청년의 음성

역동면적은 인공와우이식 청년보다 유의하게 컸으며, 청각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시-청각적 피드백이 제공되었을 때 음성역동면적이 유

의하게 컸다. VRP 기울기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청각적 피드백만 제시되었을 때보다 시-청각적 피드백 

제공시의 기울기가 유의하게 작았다. 인공와우이식 청년 집단의 자음정확도와 VRP 기울기 간에는 강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논

의 및 결론: 만 7세 이전에 인공와우를 이식한 선천성 농인은 생활연령이 일치하는 정상 청력 청년과 같이 정상적인 음성조절능력을 보

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공와우이식 청년은 음성조절을 위해 시각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음성역동면적은 음성조절능력을 측정하

는 변수로서 적절하나, 음성역동면적과 VRP 기울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결과를 분석할 때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핵심어: 음성조절, 음성범위프로파일, 음성역동면적, VRP 기울기, 인공와우이식, 시각적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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