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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호흡 훈련과 Self Voice Feedback 프로그램이
성대결절 환자의 음성개선에 미치는 효과
Effect s of Abdominal Respiration and Self Voice F eedback T herapy on the
Voice Improvem ent of Patient s with Vocal Nodul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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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T 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acoustic parameters , physiological observ ation and perceptual
evaluation values obtained from the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in order to find out which of the
self voice feedback therapies w as better and which methods to train them w ere more effective.
T he experim ental group carried out v arious self voice feedback therapies w hile the control group
did only vocal hygiene. T he acoustic measurement and v oice manipulation for providing the
patients visual, auditory feedback w ere done by a speech analysis softw are, Praat . T he authors
designed vocal hygiene, abdominal respiration and Praat self voice feedback therapies and applied
them to 15 patients w hile applying only one vocal hygiene to 15 of the control group. F or the
purpose of ex amining the degree of their voice improvement after the treatment , pre- mid- and
final evaluations w ere made for the tw o groups at the beginning, the 6th w eek and imm ediately
after the 8th treatment session. Results of this study w ere as follow s : T he treatment group
show ed much improv ement after receiving the voice treatment . In particular , acoustical and
physiological indices from the optical endoscopy , pitch variation (Jitter ), amplitude variation
(Shimmer), maximum phonation time(MPT ), and psychoacoustic evaluation show 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over the control groups .
Key w ords : A bdomin al res piration , S elf V oic e F e edback , V oc al n odules , Praat

1. 서 론
음성장애는 병인적 관점에서 기능적(functional)인 문제와 기질적(organic)인 문제로 나눌 수 있
다. 기능적인 문제는 주로 후두의 남용(abuse) 및 오용(misuse)과 관계가 있고, 기질적 음성장애는
후두의 구조 또는 기능에 일종의 물리적 변화에 기인한다. 성대결절(v ocal nodule)이 있는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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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외과적인 결절 제거가 일시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발성양식을 바꾸지 않는 한
수술 후에도 음성을 남용하고 오용함으로써 결절이 재발되기 쉽다는 데에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
에 대해 많은 관심을 직업상 목소리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교사, 강사, 성악가, 아나운서, 성직자들
에게 불러 일으켰다.
특히, 성대결절은 만성적 성대 질환의 대표적 예로 음성을 사용하는 시간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음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 되어 있을 때도 생기기 쉽다. 이러한 성대결절 환자에 대한 치료는
수술적 처치, 보존적인 음성치료가 주류를 이루며, 결절의 상태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독 혹은 병
행하여 시행한다(Allen 외, 1991). 성대결절 치료시 원인 제거가 선행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고 성
대손상으로 인한 음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수술적 치료 보다는 보존적인 음성치료를 선행
하거나 수술과 병행해서 발성습관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Boone 외,
2004). 일반적으로 수술적 처치는 병발한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환자에 대해 이뤄지며, 음성치료는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는 성인 환자나 스스로가 지각적인 판단에 의해서 생활기능에 큰 어려움을
느껴 음성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직업적 음성사용자들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음성치료는 음성의 남용과 오용을 억제시키고 환자 개인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발성환경에서
가능한 한 최적의 발성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환자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성
대를 유지하도록 하는 부드럽고 이완된 발성법을 습득하도록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훈련을 실행
함으로써 발성장애(dysphonia)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음성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Allen
외, 1991; Boone 외, 2004).
국내에서는 음성장애 중 성대결절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가운데, 성대결절의 임상적 고찰, 성대
결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성치료의 효과, 성대결절 수술 전후 음성의 음향분석적 고찰, 후두미세
수술후 지속적인 음성장애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후두미세수술 전후 성대 양성병변 환자의 음성
분석, 다중음성치료기법을 통한 성대결절 환자의 음성개선의 효과(김기령 외, 1986; 표화영 외,
1997; 김명상 외, 1997; 남순열 외, 1998; 김성태와 정옥란, 2004) 등이 있지만, 전형화 되고 체계적
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적용가능한 음성치료를 해서 음성개선의 효과를 증명한 연구
가 미흡하였다.
이러한 많은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오래전부터 다양한 음성치료 기법들이 개발되어 지금까지
도 널리 사용 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치료기법들은 대부분 음성의 호전된 양상에 대한 시각
적, 청각적 피드백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음성을 사용할 때
주기적인 피드백이 없을 때에는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언어임상가의 기대
에 못 미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프라트의 변형(m anipulation) 기능은 사람의 음성의 특징 가운데, 피치, 진폭, 속도의 세 가지 초
분절음 부분을 원음 그대로 보존하면서 변형할 수 있는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통 너무 빠
르거나 높은 음성으로 발성함으로써 후두에 결절이 생긴 환자의 목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소
에 목소리를 보다 낮은 피치와 크기로 천천히 발음하도록 함으로써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음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환자 자신이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높다는 것을 평소에 늘 쓰는 발음들
을 녹음한 다음 이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여러 번 연습하여 나쁜 습관을 고치고 자신의 귀로 피드백
을 받도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양병곤, 2004). 음성 높이, 크기, 속도 바꾸기 스크립트는 성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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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목소리 사용에 불편함이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성대결절 환자를 대상으로 보다 간편하고 가정에서 연습하기 쉬우며, 시각적·청지각
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Self Voice F eedback 모델링 그룹과 음성위생만을 시행한 그룹 간의
치료 시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복식호흡 훈련과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이 성대결절 환자의
음성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호흡 훈련과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이 성대결절 환자의 음성개선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둘째, 복식호흡 훈련과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이 성대결절 환자의 결절의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2005 년 7 월부터 2006 년 4 월까지 목쉰
소리를 주소로 내원하여 성대결절로 진단 받은 환자 중 음성치료가 권고되어 음성언어치료실로 의
뢰된 환자 3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들은 모두 본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성대결절로 진단 받은 환자들로서 평가 당시나 그 이전에 음성장애 외의 다른 언어장애
는 없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음성치료를 거부하거나 추수관찰이 되지 않았던 환자들은 제
외하였다.
환자의 연령분포는 21 세에서 59 세로 평균 41 세였다. 대상자 중 대조군인 15 명은 음성위생만
을 시행하였고, 치료군인 15 명은 복식호흡 훈련 프로그램과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음성치료를 시행하였다.
음성위생만 시행한 그룹과 음성치료를 시행한 그룹 사이의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중증도에 대한
병변의 크기 비교에서 후두내시경 검사 소견(표 3)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하여 평균 7.33 점과
8.13 점으로 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청지각적인 평가(표 4)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하여
평균 6.87 점과 7.00 점으로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다. 정량적인 평가(F o, Jitter, Shimm er , NHR,
MPT )에서도 < 표 5> , < 표 6>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두 그룹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병력의 기간
에서는 음성위생만 시행한 그룹에서는 3 개월에서 1 년 4 개월 사이로 평균 8 개월이었고 음성치료
그룹에서는 4 개월에서 1 년 8 개월 사이로 평균 9 개월로 두 그룹 간에 병력의 기간에서 큰 차이
가 없었다. 또한 음성위생 상태의 차이에서도 두 그룹 간에 차이는 없애기 위해 대상자 선정에서
만성호흡기 질환 또는 만성적인 상기도 감염 소견이 있는 환자와 기타 질병으로 약물을 장기간 복
용,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 후비루, 역류성 식도염, 이전에 음성치료를 받은 사람 등은 연구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 표 1> 에서는 각각의 대상자들의 연령 집단의 균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교한 결과, 복식호
흡 훈련과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을 시행한 대상군은 20 대가 5 명, 30 대가 5 명, 40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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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 50 대가 2 명이였다. 반면 음성위생을 시행한 대조군은 20 대가 4 명, 30 대가 4 명, 40 대가
4 명, 50 대가 3 명으로 가장 적었으나, 연령 집단의 큰 차이는 없었다.
표 1. 음성치료 그룹과 음성위생 그룹 대상자의 연령대별 특성
(단위: 명)
연령

20 대

30 대

40 대

음성치료 그룹

5

5

음성위생 그룹

3

3

합계

9

9

음성치료

50 대

합계

3

2

15

4

3

15

7

5

30

음성치료 그룹과 음성위생을 시행한 대상자들의 직업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자가 음성훈련
모델링을 시행한 대상자 15 명 가운데 8 명이 교사나 학원 강사, 판매원 등 전문적 음성사용자
(professional voice user )였으며, 나머지 7 명은 주부이거나 대학생으로 비전문적 음성 사용자
(nonprofessional v oice user )였다. 반면에 음성위생을 시행한 대조군 15 명 가운데 전문적 음성 사
용자는 8 명이었고, 비전문적 음성 사용자는 7 명이었다. 표 2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53%에 해당되
는 8 명이 직업적으로 음성사용 빈도가 많은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두 군 모두 대상자의
직업별 분포는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 음성치료 그룹과 음성위생 그룹 대상자의 직업별 분포 특성
(단위: 명)
전문적 음성사용자

비전문적
음성사용자

총계

음성치료 그룹

8

7

15

음성위생 그룹

8

7

15

총계

16

14

30

직업

음성치료

2.2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복식호흡 훈련과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을 수행한 뒤 성대결절 환자의
음성 개선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그룹과 음성위생만을 실시한 통제그룹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진단평가와 함께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치료에 따른 음성개선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두 군 모두 6 주째가 되는 시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
였다. 치료 군에서는 Praat를 이용한 Self Voice F eedback을 적용한 그룹에게는 음성위생, 복식호
흡 및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을 첫 1 개월은 매주 1 회씩 4 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 2- 3 개
월 동안은 2 주에 1 회 혹은 2 회로 하여 모두 동일하게 8 회에 걸쳐 개별적으로 음성언어치료실에
내원해서 받도록 하였으며, 치료가 종결되면 1 주 후에 종결평가를 실시하여 각 대상자별로 개선된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조군에서는 음성위생 교육을 3 주에 1 회씩 3 개월 동안 3 회에 걸쳐 점
검을 받도록 하였으며, 중간평가와 더불어 세 번째 내원 시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음성평가를 실시
하였다.

복식호흡 훈련과 Self Voice Feedback 프로그램이 성대결절 환자의 음성개선에 미치는 효과

137

2.3 연구 절차
음성검사는 방음장치가 된 부스(Amplisilence S.p.a 10070, Robassom ero, IT ALY) 안에서 실시
하였으며, 후두내시경 검사는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 후두내시경실에서 실시하였고, 음성치료는 소
음이 통제된 음성언어치료실에서 실시하였다. 치료 프로그램은 치료 절차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실
시하였으며, 치료시간은 1 회당 30 분 내외로 하였다.
복식호흡과 Praat를 이용한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첫 회기는 성대결
절을 야기한 원인과 음성남용과 오용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자가 고안한 음성위생 관
리법 을 설명하고 단계 1인 준수사항, 단계 2인 금기사항, 단계 3인 올바른 목소리의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이를 지켜나가도록 지도하고, 매번 내원 시에 체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점검
을 받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복식호흡 훈련은 환자가 수행할 수 있는 훈련단계에서 실시하였으
며, 주로 앉은 자세에서 호흡훈련이 이루어졌으며, 대상자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몇 번의 회기에 충
분히 습득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게끔 따로 만들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과제를 주어 매번 내원 시 점검을 하였다. 복식호흡 훈련은 음성피드백 훈련
과 동시에 각 회기마다 10 여 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복식호흡의 원리와 호흡방법을 교육하고 가정
에서 오전, 오후에 두 번씩 실습하게 하고 수행 점검표에 표시하여 치료사에게 점검 받도록 하였다.
Praat를 이용한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은 환자의 사전 검사시의 음성(w av ) 파일을 음도
(pitch ), 강도(amplitude), 속도(duration )를 변환하는 프로그램으로 CD에 구워서 환자의 개인용 컴
퓨터를 통해 음성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설명하고, 가정에서 연습할 수 있게끔 매번 내원시 확인하
고 스스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면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서 다시 수행할 수 있게끔 연습을
병행하면서 지도하였다. 또한 연습시에는 본인의 발음을 녹음한 뒤 Praat script로 변형하여 본인이
오전 오후에 걸쳐 하루에 2 번씩(약 10 분간씩) 발음을 따라 하게하고 수행 점검표에 표시하게 하
였으며, 주로 피치, 발성속도, 강도를 변화시켜서 본인의 귀로 자신의 목소리를 너무 높거나 혹은
낮거나, 소리의 강도가 너무 크거나, 말하는 속도가 빠른 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습관화시켰다.
반면, 음성위생 지도만 한 통제그룹에서는 특별한 훈련과정 없이 처음 내원했을 때 진단평가와
함께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3 주에 한 번씩 내원하게 하여 음성위생에 대한 내용에 대해
부연설명 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는가에 대한 수행 점검표에 표시하여 치료사에게 점검
받도록 하였다.
2.4 연구 도구
Praat를 이용한 자가 음성훈련 프로그램으로 자가 음성모델 성대결절 환자들의 음성개선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치료 전·후 검사와 중간검사를 각각 시행하였다. 모든 검사는 질환의 진단
과 동일하게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실시하여 치료 전·후를 비교하였다.
정성적인 방법으로는 대상자들의 성대의 병변을 관찰하기 위해 후두내시경(transnasal fiberoptic
laryngoscope, Olympus , ENF type P3, JAPAN )을 사용하여 발성시 성대점막의 질환을 확인하였고,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고모음 / 이/ 소리를 내게 하면서 성대의 발성시와 호흡시의 성대소견을 촬영
하여 성대의 변화와 성대의 접촉상태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그 정도를 0, 1, 2, 3의 4 단계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점수화하여 제시하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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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후두내시경 검사의 점수화
점수

0

1

2

3

Lt side

norm al

tiny

mild- m oderate

large

Rt side

검사 항목
성대소견

size

norm al

tiny

mild- m oderate

large

규칙성

bilateral

norm al

slightly - regular

inconsistent

irregular

성문폐쇄성

bilateral

norm al

slightly - complete

inconsistent

incomplete

진폭

bilateral

norm al

sm all

v ery sm all

zero

파동

bilateral

norm al

sm all

v ery sm all

zero

채점방법 : A (0)- 3 점,

B(1)- 2 점,

C(2)- 1 점,

전체점수 : (

D (3)- 0 점
/ 18) 점

청지각적인 평가(psychoacoustic ev aluation )는 주관적인 평가방법이지만 검사자가 언제 어디서
나 손쉽게 음성을 판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기를 통한 검사가 검사 당시의 녹음된 음성
만을 평가함으로 제한적인 단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청지각적인 평가를 기기를 통한 객관적인 음성
평가와 병행하여 사용하며, G(grade)와 청각적으로 목쉰 소리의 특징을 분류하는 명칭으로서,
R (rough), B(breathy ), A (asthenic), S (strained)로 하여 그 정도를 0, 1, 2, 3의 4 단계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점수화하였다(표 4).
표 4. 청지각적 평가 및 판정
척도

G

R

B

A

S

점수

0
1
2
3
채점방법: 정상(0)- 3 점, 경도(1)- 2 점, 중도(2)- 1 점, 고도(3)- 0 점, 전체점수: (

/ 15) 점

정량적인 방법으로는 CSL (Computerized Speech Lab, Model 4400, Kay Elemetrics Corp.
Lincoln Park, N.J ., USA )의 MDVP (Multi- dim ensional voice program )를 사용하였으며, 측정은 소
음이 없는 조용한 부스 안에서 환자에게 마이크를 입에서 약 10 cm 가량의 거리를 두고 가능하면
같은 음도와 세기로 약 5 초간 / 아/ 를 지속적으로 발성하도록 하였으며, 파형이 가장 규칙성 있게
나온 부분 1 초간의 음성을 분석하였으며, 파라미터들 중에서 기본주파수(fundam ental frequency ,
F o), 피치변화율(pitch variation, Jitter ), 진폭변화율(amplitude v ariation , Shimmer ), 소음대배음비
(Noise to Harmonic Ratio, NHR) 등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공기역학적인 측정을 위해 Praat 프로그램의 지속시간(duration)을 이용하여 / 아/ 발성을 3 회 측
정하여 이중 가장 긴 최대발성시간(maximum phonation tim e, MPT )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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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
복식호흡 훈련과 Praat를 이용한 자가 음성훈련 모델링을 병행해서 실시한 그룹과 음성위생만
을 실시한 그룹의 프로그램 세부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2.5.1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을 실시한 그룹
2.5.1.1 문제의 인식 단계
치료 전 단계로 문제의 원인이 어떠한 것으로 기인하는지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설명
과 음성의 남용과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일상생활 속의 문제점을 찾고 수정할 수 있도록 설명한
다. 또한 음성위생을 통해 준수사항, 금기사항, 올바른 목소리의 사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체
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이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음
성위생들이 잘 지켜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2.5.1.2 복식호흡 훈련
복식호흡 훈련은 음성피드백 훈련과 동시에 각 회기마다 10 여 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복식호흡
의 원리와 호흡방법을 교육하고 가정에서 오전, 오후에 두 번씩 실습하게 하고 수행 점검표에 표시
하여 치료사에게 점검 받도록 하였다(부록 1). 치료실에서는 앉은 자세에서 배와 가슴 위에 손을 대
고 복식호흡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복식호흡 훈련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연습할 수 있도
록 체크리스트를 통해 반복연습 할 수 있도록 수행 점검표를 만들어서 실시하도록 한다. 다음 내원
시 이를 확인하고 습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계에서 연습을 재 실시한다.
2.5.1.3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
본인이 사전검사에서 녹음한 음성을 Praat를 이용한 Self Voice F eedback 치료 프로그램으로
만든 내용을 같이 환자에게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본인이 오전, 오후에 걸
쳐 하루에 2 번씩 발음을 따라 하게하고 이를 본 치료 프로그램에 구성된 내용으로 실시한다(부록
2). 그리고 환자 본인의 음성, Praat softw are, Praat를 이용한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 프로
그램 실시방법 설명서를 각각 대상자별로 만들어서 CD에 담아서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게 담아준
다. 다음 내원 시 수행 점검표를 치료사가 확인하고 습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계에서
연습을 재 실시한다.
2.5.1.4 음도 변화 훈련(pitch dow n or pitch up)
새로운 음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검사에서 녹음한 본인의 음성을 들려준다. 청능 훈
련의 한 단계로 환자의 허스키 한 음성을 들어보고 나빴던 음성을 재확인 시켜주고 음도의 변화 훈
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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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음도 낮추기 훈련
첫째, 음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음도를 낮추는 Praat를 이용한 Self Voice F eedback으로 구성
된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 그림 1> 과 같이 본인의 음도를 낮추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최적음
도를 훈련을 통해 찾는다.
둘째, 음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음도를 높이는 Praat를 이용한 Self Voice F eedback으로 구성
된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본인의 음도를 높이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최적음도를 훈련을 통해
찾는다.
2.5.1.5 강도 변화 훈련(amplitude down )
강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강도를 낮추는 Praat를 이용한 자가 음성훈련 모델링으로 구성된 내
용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 그림 2> 에서 보는바와 같이 본인의 강도를 낮추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최적의 강도를 훈련을 통해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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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강도 낮추기 훈련
2.5.1.6 말소리 속도 변화 훈련(duration m anipulation)
말소리가 너무 빠른 경우에는 말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Praat를 이용한 자가 음성훈련 모델링으
로 구성된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의 말 속도를 느리게 하
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적절한 말 속도를 훈련을 통해 찾는다.

그림 3. 말 속도 늘이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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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음성위생을 실시한 그룹
2.5.2.1 문제의 인식 단계
치료 전 단계로 문제의 원인이 어떠한 것으로 기인하는지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설명
과 음성의 남용과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일상생활 속의 문제점을 찾고 수정할 수 있도록 설명한
다. 또한 음성위생을 통해 준수사항, 금기사항, 올바른 목소리의 사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체
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이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음
성위생들이 잘 지켜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통제그룹에서는 음성위생 교육을 3 주에 1 회씩 3 개월 동안 3 회에 걸쳐 점검을 받도록 하였으며,
중간평가와 더불어 세 번째 내원 시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평가를 실시하였다.
2.6 결과 처리
Praat를 이용한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룹과 통제그룹인 음성위생만을 실시
한 그룹의 음성 개선 효과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SPSS (v ersion 10.0) for
w indow s를 사용하였다.
Praat를 이용한 자가 음성훈련 모델링을 이용한 그룹과 음성위생만을 사용한 두 그룹에서 치료
전, 중간, 치료 후에 구체적인 음성변수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
을 통해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또한 Praat를 이용한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의 시
행에 따른 음성변수들의 변화가 대조군인 음성위생만을 사용한 대상군의 변수들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 검정(independent t - test)을 하였다.

3 . 결과 및 고찰
3.1 Self Voice F eedback 치료 프로그램의 음성개선 효과
Praat를 이용한 Self Voice F eedback을 적용한 치료군과 대조그룹인 음성위생을 실시한 그룹별
로 질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각 변수들을 비교하기 위해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오차는
다음과 같다< 표 5, 6> .
표 5. 음성치료 그룹에서의 치료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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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 eter
Local finding
Fo
Jitter
Shimmer
NHR
MPT
GRBAS

pretreatment
m ean ±SD
7.33±0.30
209.87±6.71
4.54±0.44
6.39±0.52
0.20±0.01
8.65±0.42
6.87±0.17

middle
test
m ean ±SD
14.47±0.47
212.15±3.96
1.20±0.08
3.26±0.17
0.16±0.01
13.33±0.82
13.40±0.35

post treatment
m ean ±SD
15.73±0.51
210.52±3.25
1.02±0.08
2.89±0.19
0.13±0.06
14.11±0.68
14.07±0.88

total
m ean ±SD
12.51±0.61
210.88±2.75
2.25±0.28
4.18±0.30
0.16±0.08
12.03±0.52
11.4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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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v alue
0.000**
0.938
0.000**
0.000**
0.006*
0.000**
0.000**

*p< .05, **p< .001
3.1.1 음향학적인 개선 효과
치료군에서는 음향학적 변수들 중 주파수변화율(Jitter ), 진폭변화율(Shimm er )에서 치료전과 후
에 평가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p< .001). 또한 소음대배음비(NHR)에서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p< .05). 그러나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 F o)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조군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음향학적인 변수(Jitter , Shimmer , NHR, F o) 모두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F ex (1994) 등의 연구에 의하면 기능적 발성장애(functional dysphonia)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
로 한 치료전·후의 음향학적인 결과를 보면 음향학적인 매개변수인 PPQ, APQ, NNE , F o에서 액
센트 치료법을 적용한 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PPQ 계열의
Jitter와 APQ 계열의 Shimm er 그리고 NNE 계열의 NHR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결과
를 나타내었으며, F o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서 확인되어진 Jitter , Shimm er, NHR에서의 유의성 있는 음향학적인 개선은 F ex (1994) 등의 연구
결과와 Kotby (1993) 등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내용을 나타내었다. 또한 Wolfe(1995) 등도 음향학적
측정치간의 상관관계에서 진폭변화율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다고 하였으며, 음성장애의 정도를 나
타내는 음향변수로 F o, Jitter , Shimm er , NHR을 선택하였다.
Verdolini- Maston (1994) 등의 연구에서는 저자들이 실시한 음성위생 방법 중의 하나였던 음성
남용의 제거를 위한 음성위생 프로그램으로서 준수사항 중 수분 섭취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러한 음성위생의 준수가 Jitter , Shimmer , NHR의 음향변수에서 유의미하게 감소
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음성위생만을 실시한 대조군에서 비전문적 음성사
용자 그룹 중 40 대 연령분포 환자 1 명과 50 대 연령분포 환자 3 명에 있었던 성대결절 환자에서
는 Jitter , Shimm er , NHR, MPT 의 음향변수와 공기역학적인 변수에서 많이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6. 대조군 그룹에서의 치료전·후 비교

음성과학 제 13권 제3호 (2006. 9)

144

P aram eter

pretreatm ent

middle
test

post treatm ent

total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p- v alue

Local finding

8.13±0.74

10.60±0.94

11.20±1.09

9.98±0.56

0.060

Fo

209.03±9.14

198.77±6.99

197.65±6.59

201.82±4.39

0.516

Jitter

4.37±1.14

2.64±0.57

2.42±0.53

3.14±0.47

0.178

Shimmer

7.19±1.04

5.30±0.83

4.98±0.55

5.82±0.49

0.138

NHR

0.18±0.02

0.19±0.05

0.18±0.03

0.18±0.02

0.968

MPT

8.35±0.63

9.37±0.68

9.10±0.38

9.10±0.38

0.371

GRBAS

7.00±0.68

9.80±0.94

9.93±1.00

8.91±0.54

0.040*

*p< .05
3.1.2 공기역학적인 개선 효과
치료군에서는 공기역학적 변수인 최대발성시간(MPT )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되었
다(p< .001). 대조군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음성위생이나 복식호흡 훈련을 통해 발성시 성대의 부딪힘에 있어서나 큰소리로 말을 할 경우
에서도 나름대로의 발성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하게 됨으로서 발성시 성대의 무리를 주
는 경우가 덜해짐으로서 최대발성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프라트를 이용한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성훈련과 호흡지지를 바탕으로 최
적의 음도와 강도를 찾는 것이 음성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던 Cooper (1977) 연구 결
과와도 일치하였다. 그리고 성대결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성치료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파
수변화율, 진폭변화율, 소음대배음비, 최대발성시간, 평균호기류율의 차이 모두 치료전보다 유의하
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이중 최대발성시간이 가장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하였
다(표화영 외, 1997). 또한 권순복(2001) 등의 경우에서도 성대결절 환자들에서 액센트 치료법을 이
용한 음성치료에서 음향학적인 특성인 주파수변화율, 진폭변화율에서 의미있게 개선되었고, 공기역
학적인 특징인 최대발성시간(MPT )이 가장 의미있게 개선됨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3.1.3 청지각적인 개선 효과
치료군에서는 청지각적 평가인 GRBAS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 .001). 그리고 대조군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p< .05).
청지각적인 변수에서는 GRBAS 척도의 개선은 성대결절환자를 대상으로 액센트 접근법을 이용
하여 음향학적인 측면에서 F o, RAP , Shimmer와 더불어 청지각적 비교결과에서 의미 있게 개선되
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박혜성 외, 2000).
3.2 Self Voice F eedback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성대결절 크기의 변화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치료를 시행한 후 치료군과 음성위생을 실시한 대조
군에 실시한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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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전

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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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평가

그림 1. 치료군의 후두내시경 검사 소견

치료 전

중간평가

종결평가

그림 2. 대조군의 후두내시경 검사 소견
치료군에서는 후두내시경 검사를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점수화한 것을 살펴보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p< .001).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던
치료군에서는 치료전에 비해 성대결절의 크기가 대부분 중간평가를 시행한 6 주째 되는 시점에서
결절의 크기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성문간격이 줄어든 양상을 나타내었고, 결절 주변의 부종의 감소
로 인해 점막파동도 증가된 양상을 보였으며, 결절이 없어진 경우도 4 례가 있었다. 그리고 대조군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지는 않았으나(p> 0.05), 비전문적 음성사용자 그룹 중 40 대,
50 대 연령분포에 있었던 4 명의 성대결절 환자에서 결절의 크기가 아주 작아지는 변화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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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전

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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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0대 연령분포 대조군의 후두내시경 검사 소견
음성치료군에서는 대부분이 음성위생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졌으며 본인의 허스키
한 음성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부드럽고 편한 발성을 해야겠다는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음
성치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복식호흡 훈련을 가정에서도 오전·오후에 최소한 한 번 이
상을 연습하고 그것을 다시 음성치료실에 와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보다 잘 수행하였다.
Self Voice F eedback 음성훈련을 통해 가정에서 습득된 자가 음성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 대상자 스스로 음성에 대해 자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 보다 개선
된 성대소견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4).

그림 4. 음성치료 그룹의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음성위생을 시행한 대조군에서는 음성위생을 잘 수행했던 비전문적 음성사용자 그룹 중 40 대,
50 대 연령분포에 있었던 4 명의 성대결절 환자에서 결절의 크기가 많이 작아지는 개선의 변화를
불 수 있었는데, 이는 직업적으로 음성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주부였으며, 음성위생을 통해 본인 스
스로가 성대결절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필요성으로 그 전과는 다르게 말의 빈도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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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일상생활에서 잘 수행한 대상자였다(그림 5).

그림 5. 음성위생 그룹의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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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분의 성대결절에 의한 음성장애는 성대 남용과 오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발성
에는 관여하지 않는 음성위생의 준수와 더불어 호흡을 지지하는 복식호흡 훈련을 통해 발성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을 적절히 조절해서 말을 하는 방법과 음성치료 프로그램인 Self Voice F eedback을
통해 대표적인 양성후두질환인 성대결절을 가진 환자들의 음성개선에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이는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들(표화영 외, 1997; 김성태 외, 2004; Kotby 외, 1991; 박혜성 외, 1999; 권순
복 외, 2001)이 성대결절의 음성개선에 효과적인 치료기법 보다 구체적이고 환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음성치료 방법이 일상생활에서 연습이 잘되
어 진다면 음성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성대결절 환자를 대상으로 복식호흡 훈련과 보다 간편하고 가정에서 연습하기
쉬우며, 시각적·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Self Voice F eedback 음성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과도한 성대접촉으로 발생하는 성대결절 환자의 음성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음도, 강도, 지속시간의 조절을 통해 가정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
법을 모색하여 시각적, 청지각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서 발화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말 산
출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조점을 맞추어 보다 부드러운 발성을 산출하게 하여 성대결절을 가진 환
자들의 음성개선에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식호흡 훈련과 Self Voice F eedback 음성훈련이 환자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완된 발
성법을 습득하도록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훈련을 실행함으로써 발성장애를 제거하는 형태로서 음
성치료의 체계적인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전제조건으로 연구자가 구성한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컴퓨터 운용 능력을 가지는 대상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었으며, 또한
쉽게 대상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시범을 보여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40- 50 대에서는
다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상자들이 젊은 20- 30 대 연령의 대상자들에 비해 다소 작은 제
한점을 가지기도 하였다.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좀더 보완하여 나이가 많은 대상자들에서는 보다 쉽
고 편리하게 자가 음성훈련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좀더 다양한 대상자들을 통해 기
존 음성치료 방법들과의 효과의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복식호흡 훈련과 Self Voice F eedback 프로그램을 좀더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위해 기능
성발성장애 환자나 성대폴립, 성대부종 등 양성성대질환에서 발성장애를 나타내는 환자들에게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좀더 체계적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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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복식호흡 훈련
- 부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음성언어치료실 성

명 :

챠트번호 :

연

령 :

성

전화번호 :

별 :

평 가 일 :

단계 1 : 누워서 연습 (무거운 책을 가지고 연습 )

요일

바닥에 반듯이 누워서 배위에 무거운 책을 올려놓는다.

1

짧은 시간에 숨을 충분히 들이쉰다. 책이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무게를 느낀다.

2

최고로 들이쉰 상태를 속으로 1, 2, 3을 셀 동안 유지한다.

3

천천히 일정하게 숨을 내 뱉는다.

4

반복해서 유성자음과 5개 기본모음을 넣어서 연습한다.
[ 발성연습 : 무성자음 / ㅅ/ , 유성자음/ 즈/ ,
5개 기본모음/ 아, 이, 우, 에, 오/ ]

5

단계 2 : 누워서 연습 (가벼운 책을 가지고 연습 )

요 일
문항

바닥에 반듯이 누워서 배위에 가벼운 책을 올려놓는다.

1

짧은 시간에 숨을 충분히 들이쉰다. 책이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무게를 느낀다.

2

최고로 들이쉰 상태를 속으로 1, 2, 3을 셀 동안 유지한다.

3

천천히 일정하게 숨을 내 뱉는다.

4

반복해서 유성자음과 5개 기본모음을 넣어서 연습한다.
[ 발성연습 : 무성자음 / ㅅ/ , 유성자음 / 즈/ ,
5개 기본모음 / 아, 이, 우, 에, 오/ ]

5

단계 3 : 누워서 연습 (손을 대고/ 떼고 연습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오후 )

문항

요 일
문항

손을 배위에 올려놓고 실행한다.

1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올라가는 것을 손으로 느끼면서 한다.

2

짧은 시간에 숨을 충분히 들이쉰다.

3

최고로 들이쉰 상태를 속으로 1, 2, 3을 셀 동안 유지한다.

4

천천히 일정하게 숨을 내뱉는다. 반복해서 유성자음과 5개
기본모음을 넣어서 연습한다.
[ 발성연습 : 무성자음 / ㅅ/ , 유성자음 / 즈/ ,
5개 기본모음 / 아, 이, 우, 에, 오/ ]

5

구(phrase) 수준의 말로 천천히 일정하게 숨을 내뱉으면서
연결된 구로 발성하게 한다.
[ 구 연습 : 집 주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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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 앉은 채로 상체 숙여 내기

요 일
문항

의자에 앉아서, 팔꿈치를 허벅지 중앙에 두고 손바닥을 앞으로 편다 .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불러옴을 느낀다.
숨을 최고점에서 잠시 멈춘다.
천천히 일정하게 숨을 내뱉는다.

요 일
문항

손을 배위와 측면에 놓고 숨을 들이쉰다.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불러옴을 느낀다.
숨을 최고점에서 잠시 멈춘다.
무성자음 / ㅅ/ 소리로 천천히 일정하게 숨을 내뱉는다 . 반복해서
유성자음과 5개 기본모음을 넣어서 연습한다 .
[ 발성연습 : 무성자음 / ㅅ/ , 유성자음 / 즈/ ,
5개 기본모음 / 아, 이, 우, 에, 오/ ]

요 일
문항

손을 떼고 느낌으로만 횡격막이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 .

숨을 최고점에서 잠시 멈춘다.
무성자음 / ㅅ/ 소리로 천천히 일정하게 숨을 내뱉는다 . 반복해서
유성자음과 5개 기본모음을 넣어서 연습한다 .
[ 발성연습 : 무성자음 / ㅅ/ , 유성자음 / 즈/ ,
5개 기본모음/ 아, 이, 우, 에, 오/ ]
구(phrase) 수준의 말로 천천히 일정하게 숨을 내뱉으면서 연결된
구로 발성하게 한다.
[ 연습 구 :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 하다.
연습 문장 : 산책문단(부록 4) 참고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6

요 일
문항

1
2
3
4
5

등 측면에 손을 대고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 .
짧은 시간에 숨을 충분히 들이쉰다 .
최고로 들이쉰 상태를 속으로 1, 2, 3을 셀 동안 유지한다 .
무성자음 / ㅅ/ 소리로 천천히 일정하게 숨을 내 뱉는다 .
반복해서 유성자음과 5개 기본모음을 넣어서 연습한다 .
[ 발성연습 : 무성자음 / ㅅ/ , 유성자음 / 즈/ ,
5개 기본모음 / 아, 이, 우, 에, 오/ ]
바로서서 숨을 들이쉬면서 횡격막이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

6
7
8

어깨 및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천천히 / ㅅ/ 소리를 내뱉는다 .

횟수 표기는 오전·오후 (正)로 표기하세요.

토

5

선 채로 상체를 숙이고 팔을 아래로 떨어뜨린 채 숨을 들이 쉰다

앞의 단계의 과정을 반복 연습한 후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 연습을 한다.

금

1
2
3
4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불러옴을 느낀다.

단계 8 : 종합 단계

목

5

반드시 거울을 보면서 숨을 들이쉴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단계 7 : 서서 연습 (상체를 숙이고/ 바로서서 )

수

1
2
3
4

반드시 거울을 보면서 숨을 들이쉴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단계 6 : 앉은 채로 내기 (손을 떼고 연습 )

화

1
2
3
4
5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손바닥 위에 둔다.

단계 5 : 앉은 채로 내기 (손을 대고 연습 )

월

요
문항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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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Praat를 이용한 S elf V oic e F e e dba c k 프로그램
- 부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음성언어치료실 성

명 :

챠트번호 :

연

령 :

성

전화번호 :

별 :

평 가 일 :
단계 1 : 음도 변화 훈련

요
문항

언어임상가의 목소리로 모음 / 아/ 음성을 가지고 음도 변화를 가져오는 소리에 대해
3단계로 차례대로 들려주고 청각적인 차이를 인지시킨 후 치료사가 시범을 보인다.

3

피험자가 어느 정도 습득이 될 수 있도록 기본모음 5개를 가지고 연습한다. 예) 아, 이,
우, 에, 오

4

구 (phr ase) 수준에서 실시를 한다.
예) 높은 산에 올라가

5

2개의 연결 구 수준에서 실시를 한다.
예)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6

문장 수준에서 실시를 한다.
예)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 하다.

7
요일
문항

치료사의 목소리로 모음 / 아/ 음성을 가지고 강도 변화를 가져오는 소리에 대해 3단계로
차례대로 들려주고 청각적인 차이를 인지시킨 후 치료사가 시범을 보인다.

1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에 맞혀 피험자가 따라 해본다.

2

피험자의 목소리로 모음 / 아/ 음성을 가지고 강도변화를 가져오는 소리에 대해 3단계로
차례대로 들려주고 따라 해보게 한다.

3

피험자가 어느 정도 습득이 될 수 있도록 기본모음 5개를 가지고 연습한다.

4

구 (phr ase) 수준에서 실시를 한다.

5
6
7

2개의 연결 구 수준에서 실시를 한다.
문장 수준에서 실시를 한다.

요일
문항

치료사의 목소리로 문장 수준의 음성을 가지고 말 속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소리에 대해
3단계로 차례대로 들려주고 청각적인 차이를 인지시킨 후 치료사가 시범을 보인다.
예)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 하다.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에 맞추어 피험자가 따라 해본다.

2

피험자의 목소리로 문장 수준의 음성을 가지고 말 속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소리에 대해
3단계로 차례대로 들려주고 따라 해보게 한다.

3

문장수준에서 실시를 한다. 예) 산책문단
단계 4 : 음도 - 강도 훈련

화

2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에 맞혀 피험자가 따라 해본다.

단계 3 : 말소리 속도의 변화 훈련

월
(오전/ 오
후)

1

피험자의 목소리로 모음 / 아/ 음성을 가지고 음도변화를 가져오는 소리에 대해 3단계로
차례대로 들려주고 따라 해보게 한다.

단계 2 : 강도 변화 훈련

일

4
요일
문항

치료사의 목소리로 문장수준에서의 음성을 가지고 음도와 강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소리에 대해 3단계로 차례대로 들려주고 청각적인 차이를 인지시킨 후 치료사가 시범을
보인다.

1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에 맞추어 피험자가 따라 해본다.

2

피험자의 목소리로 문장수준에서의 음성을 가지고 음도와 강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소리에 대해 3단계로 차례대로 들려주고 따라 해보게 한다.

3

피험자가 어느 정도 습득이 될 수 있도록 긴 문장을 가지고 연습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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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일

단계 5 : 음도 - 속도 훈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문항

치료사의 목소리로 문장수준에서의 음성을 가지고 음도와 속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소리에 대해 3단계로 차례대로 들려주고 따라 해보게 한다.

1

피험자의 목소리로 문장수준에서의 음성을 가지고 음도와 속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소리에 대해 3단계로 차례대로 들려주고 따라 해보게
한다.

2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적응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피드백을 제시하고
충분히 숙지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3

단계 6 : 강도 - 속도 훈련

요 일
문항

치료사의 목소리로 문장수준에서의 음성을 가지고 강도와 속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소리에 대해 3단계로 차례대로 들려주고 따라 해보게 한다.

1

피험자의 목소리로 문장수준에서의 음성을 가지고 강도와 속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소리에 대해 3단계로 차례대로 들려주고 따라 해보게 한다.

2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적응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피드백을 제시하고
충분히 숙지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3

단계 7 : 음도 - 강도 - 속도 훈련 I

요 일
문항

치료사의 목소리로 문장수준에서의 음성을 가지고 음도, 강도, 말소리 속도
변화를 가져오는 소리에 대해 3단계로 차례대로 들려주고 따라 해보게
한다.

1

피험자의 목소리로 문장수준에서의 음성을 가지고 음도, 강도, 말소리 속도
변화를 가져오는 소리에 대해 3단계로 차례대로 들려주고 따라 해보게
한다.

2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적응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피드백을 제시하고
충분히 숙지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3

단계 8 : 음도 - 강도 - 속도 훈련 II

요 일
문항

치료사의 목소리로 문장수준에서의 음성을 가지고 음도, 강도, 말소리
속도 변화를 가져오는 소리에 대해 3단계로 차례대로 들려주고 따라
해보게 한다 .

1

피험자의 목소리로 문장수준에서의 음성을 가지고 음도, 강도, 말소리 속도
변화를 가져오는 소리에 대해 3단계로 차례대로 들려주고 따라 해보게
한다.

2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적응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피드백을 제시하고
충분히 숙지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 좀더 익숙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횟수 표기는 오전·오후 (正)로 표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