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음성을 문 으로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직업 음성 사용자(Professional Voice User)라 정의한

다[1]. 과거 가수, 교사와 같은 일부 직업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치가, 업사원, 텔 마 터,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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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서 등으로 직업 음성사용자의 범 가 확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음성 사용에 한 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 이는직업 음성사용자들이 오랜 시간 음성을 사용

하며 쉰 목소리나 갈라지는 목소리와 같은 음성 문제를

쉽게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3].

그 에서도 특히 직업 음성 사용자들 교사는 주

변 환경의 향을 받아 음성의 오남용을 자주 경험하는

직업군으로 음성 사용 시 피로감, 기식 인 음성과 같은

음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보고되었다[4, 5].

이러한 음성 문제가 지속 으로 발생될경우 성 결 과

같은 음성장애가 발병될 뿐만 아니라[6] 나아가 업무 수

행 능력이나 상호작용 감소와 같은일상생활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7].

음성 문제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증가함에 음성에

한 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음성 사용과 리에 한 지

식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 직업 음성 사용자

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효율 인 음성 사용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교사는 42.1% 으며 85.7%의

교사들은 언어치료사 는 문가의 도움을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 다[12].

음성장애는 치료뿐만 아니라 음성 생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문가의 도움을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음성문

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래한다. 반면 음성문제 발병

기에 극 으로 치료에 참여한 상자들은치료의 성

공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으며[13] 이는 음성

장애의 기 재의 요성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사의 음성 특성과 음성장애 발

병에 향을 미치는 험요인에 한 문헌의 체계 고

찰을 통해 교사의 음성문제에 한 방과 기 선을 제

공하 다.

2. 연 방법

2.1 문헌  기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학술데이터베

이스인 DBpia,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스콜라, 코리아스칼라, 학술교육원을 통해 교사

의 음성 특성과 음성장애 발병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문헌 검색을 실시하 다. 주요 검색어는 ‘직업’, ‘교

사’, ‘직업 음성 사용자’, ‘음성’, ‘음성장애’, ‘ 험’ 6개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1차로 제목과 록을 통해 문헌을 선

정하고 2차로내용을통해 문헌을선정하 다. 문헌 선정

기 은 우리나라 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 직업군에 교

사가 포함된 연구, 음성 특성과 음성 문제를 포함한 연구

를 포함하 으며 국외연구, 재연구, 질 연구는 연구

선정 기 에서 제외하 다[14]. 총 414편의 문헌이 검색

되었으며 선정 기 에부합된 8편의 문헌을최종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Fig. 1).

비뚤림 험 평가는 2004년 캐나다 의료연구재단의

AHFMR(Alberta Heritage Foundation for Medical

Research)에서 개발된 비뚤림 험 평가도구(Qualsyst:

checklist for assessing the quantitative studies)를 사용

하 다[15]. 비뚤림 평가는 연구 설계, 목 의 명확성,

상자의 특성에 한 설명과 상 수, 표본수집단 , 변수

추정 값의 보고, 측정도구의 합성, 분석방법의 정의, 종

속변수에 한 결과와 정의, 혼란변수의 통제 등 10문항

으로 구성하 다. 평가기 에 따라 총 20 을 기 으

로 모든 항목이 충족될 경우 2 , 일부 충족될 경우 1 ,

충족되지 않을 경우 0 으로 측정하 다(Table. 1).

Fig. 1. Flow Chart of Eight Selected Papers for 

Analysis

3. 연 결과

3.1 평가도

교사의 음성장애 험 요인은 음향학 지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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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표, 삶의 질을 통해 측정하 다. 음향학 지표는

1편의 연구에서 Dr. Speech를 통해 Jitter, Shimmer,

SNR을 평가하 으며[12] 2편의 연구에서

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MDVP)를 통해

Jitter, Shimmer, NHR, Fundamental Frequency(Fo)를

측정하 다[1, 11]. Real-time Pitch를 통해 평균발화주

수를 측정한 연구[11], 환경에 따라 Jitter, Shimmer,

Fundamental Frequency를 측정한 연구[9]가 각각 1편

확인되었다. 주 음성지표는 3편의 연구에서 음성장

애지수를 이용하여 평가하 고[1,10,11], 5편의 연구에서

자체제작 수정·보완된 설문지를 사용하 다

[2,3,8,11,12]. 2편의 문헌에서 상자의 음성 련 요구를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설문지가 사용되었다

[2,12]. 1편의 연구에서 음성과 련된 삶의 질을 통해 평

가를 실시하 다[1].

Table 1. Risk of bias standards

3.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학교유형, 지역, 개인요인, 인구사회학

요인, 근무환경, 질병력, 건강행 로 분류할 수 있었다. 6

편의 연구에서 · ·고등학교 교사를 상으로 진행하

으며[2,8-12], Kim 등(2004)의 연구에서 학교 교사를

상으로, 기재되지 않은연구 1편[1]으로 확인되었다. 지

역에 따라 한 지역에서 표본을 수집한 연구 4편

[1,8,10,11], 특정 지역 단 로 표본을 수집한 연구 3편[2,

3, 12], Lee 등(2006)의 연구는 지역이기재되지 않았으며

국단 의 표본을 수집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개인요인은 키와 체 [1], 선호 음악[9], 인구사회학

요인은 연령[1-3, 8, 10, 11], 결혼상태[8], 성별[3, 8,10,12],

근무 환경 요인은 평균근무시간[1,8,11], 일일음성 사용시

간[2,8,11,12], 학 당 학생 수[11], 질병력은 치료유무

[8,11], 복용약[8], 건강행 는 음주 흡연[8], 음성문제

경험 유무[8], 음성습 ·보호노력과 방법[8], 카페인 섭취

[8,11], 음성장애[1,11], 기타 질환 [1,9], 여교사를 상으

로 진행한 연구가 3편으로 확인되었다[1,9,11].

3.3 결과에 따  특

3.3.1 평가

음성 련 주 평가와 객 평가 모두에서 교사

는 조군에 비해 음성문제의 험이더 높은것으로보

고되었다. 음성장애가 있는 교사 성악가와 조군의

음향학 특성을 비교한 Hong 등[1]의 연구에서 교사는

VHI의 모든 역에서 정상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자신의 음성 문제를 심각하게 지각하

으며, 그 에서도 신체 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음성 련 삶의 질 측면에서는 신

체-기능이 정상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하된 것으로 지

각하 을 뿐만 아니라 음향학 변수인 Jitter, Shimmer,

Standards

1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fully explained?
- Is the purpose of the study clearly and concisely

expressed?
- The study is included background, problem

statements?
- Is the purpose of knowledge creation included?
- he purpose of the study is clearly expressed?
- The study is include variables, concepts, and

populations?

0. Two or less are satisfied
1. Only three items are satisfied

2. All items are satisfied

2

Research design of evidence based
0. Designed by one

Items are only partly satisfied
There is a descrip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settings, design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detailed methods of performing the study

3

The measurement tools for the variables are clearly
described?

0. No description of the assessment
1. The assessment is partially described

2. The characteristics, objectives and questions of the
assessment are presented

4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explained?
0.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re described as one or

not described.
1. Two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re described.
2. More than five characteristics are described

5

Are the results(ex. total score, reliability) of the dependent
variables well defined?
0. Unknown from results

1. Total score are described
2. Reliability and total score are described

6
Sample size

0. <5, 1. ≥15, 2. ≥30

7
Sample collection

0. One area, 1. Partial area, 2. The whole country

8

The analysis method is appropriate?
0. Analysis method is not defined specifically and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sample is not appropriate
1. Analysis method or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sample is

proposed
2. Analysis method and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sample

is appropriate

9

Are the estimated values(t, F) of the variables well
reported?

0. Estimated values are not reported
2. Estimated values are reported

10

Control of confusion variables
0. No description of the confusion variables

1. Restricted description of confusion variables
2. Confusion variables are described specif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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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R, PPQ, APQ도 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1]. 이와 조 으로 Lee 등[10]의 교사와 조군의

음향학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음향학 평가 결과

Jitter, Shimmer, SNR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반면에 음성장애지수에서 교사는 조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며 기능, 신체, 감정, 총 역에서 음성의

문제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사를 음성

장애집단과 조군으로 구분한 선행연구에서[11] 음성장

애지수는 음성장애집단 교사의 기능, 신체, 감정, 총 에

서 높은 음성 문제를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조군과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음향학 평가

에서 Fo, SFF, Jitter, Shimmer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선행연구들은 주 평가와 객 평

가에서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 다. 객 평가의 경우

음성 질환의 유무에 따라 평가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며 주 음성 평가는 환자가 자신의 음성 상태를

주 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음성 문제를 높게

지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사의 음성 문제는 근무 환경에도 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교사와 조군의 소음 환경에 따른

음성 변화를 음향학 으로 분석한 Lee 등(2006)은 교사

는 소음 조건에서 Jitter와 Shimmer가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음 환경에서 음성 산출 시 근육이 긴장

되어 음성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단된다.

3.3.2 애 험

교사의 음성 문제 발생의 원인은 부분 오남용과 개

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Jung 등

[8]에 따르면 교사의 음성문제 경험 유무, 치료경험유무,

음성 사용습 , 흡연은 음성 문제에 향을 미치는 측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Kim 등[3]의 연구에서 교

사의 음성 문제 원인으로 흡연, 음주, 카페인, 힘이 들어

간 목소리 사용, 말을 많이 사용, 분 과다 흡입, 정신

스트 스 등으로 조사되었지만 검증 결과 흡연, 음주, 카

페인은 음성 문제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3]. 연구 결과에서 흡연은 음성문제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았지만 연구 결과 흡연자의 80%는 음성 사

용의 불편함을 보고하 으므로 흡연은 음성문제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할 수 있다[3].

한 음성장애 교사와 비음성장애 조군의 음성오남

용 특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에서 음성장애 교사는 조

군에 비해 시끄러운 환경에서 더 큰소리로 이야기하기,

과도하게 말하기나 이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

Choi 등[11]의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의 수업 당 학생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소음 환경

에 따라 음성의 오남용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한 Lee 등[9]의 연구에서 소음환경일수록

기본주 수가 높게 측정되어 음성사용에 부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11]과 일치하는 결

과를 보 다.

3.3.3 지도 사 및 련 도

교사들은 높은 음성의 문제를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에 따른 안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Lee 등[12]의 음성 련 인지도조사연구에서 효율

인 음성사용 방법에 해 36.8-42.1%의 교사들은 ‘별로

그 지 못하다’ 는 ‘모른다’라고 응답하 으며 부분

의 교사가 음성 문제 해결을 해 문가의 도움을 받은

이 없다고 응답하 다. 교사집단과 조 으로 치료사

집단은 문가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더 높았으며 이

는 음성장애와 련된 과목 이수를 통해 음성에 한 이

해가 증가하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2].

비록 교사들의 음성 련 인지도는 낮지만 음성의 건

강과 사용에 해서 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직업 음성 사용자들의 음성 련 요구도를 조사

한 Lee 등[2]의연구에서교사들은 음성사용방법 구체

발성법에 한 요구가높았으며, 음성문제발생 시

처방법과 음성 유지 리방법에서도 높은 심을 보

다. 교사는 직업의 특성상 강도가 큰 목소리를 사용해

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음성의 문제를 경험할 가

능성을 반 한 결과로 생각된다.

4. 논  및 결론

우리나라 교사의 음성 특성과 음성장애 발병 요인을

확인하기 해 8편의 문헌에 한 체계 고찰을 실시하

다.

문헌 고찰을 실시한 결과 일부 연구에서 주 평가

와 객 평가를 함께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 10,

11]. 두 평가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본인이 느끼는 음성

문제의 주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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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도를 객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 평가

의 결과를 서로 상호 보완하여 신뢰도 높은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객 평가와

주 평가를 통해 교사의 음성 문제 정도를 확인할 것

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환경 요인은 교사의 음성장애

주요 유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3, 8, 9, 11]. 특히 소음환

경은 교사의 음성 오남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9]. 소음환경에서 음성 산출은 강한 성 을

통해 음성의 강도와 음도를 변화시켜 음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음성의 오남용이 지속될 경우 음성 문제

음성장애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며나아가 일상생활에

도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음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오남용

을 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자신의 음성 문제를 자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개선하기 한해결방안을 찾

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 뿐만 아니라 일부 교

사들은 목을 보호하는 음성 습 으로 카페인이 든 음

료 마시기, 헛기침하기 등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음성

보호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 잘못된 음

성 사용방법은음성 문제를 심화시킬수 있으며 이를개

선하기 해 음성 생과 같은 교육을 정기 으로 실시

하여 올바른 음성 사용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

음성 클리닉과 같은 음성 문 기 과 연계하여 정기

으로 검진을 받고 음성장애 험 상을 조기 선별하여

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이 연구는 체계 문헌 고찰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문

헌의 락을 최소화하기 해 반복 차를 통해 확인하

으나 일부 문헌의 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직업 음성 사용자 교사에 국한되어 음성장애 험

요인을 악하 다는 제한 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직업 음성 사용자의 범 를 확 하여 다양한

직업 음성 사용자의 음성장애 발병요인을 악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Table 2. Risk of bias 

Title Author Year Subjects Assessments Total

A Study on Experience of Voice
Problems and Risk Factors in School

Teachers

Seung Hee
Chung
et al.,

2002
180(Elementary school·Middle
school·High school Teachers)

Questionnaires survey 19

Vocal Problems among Teachers : A
Review of Prevalence and Risk Factor

Tae
Hyung
Kim

et al.,

2004 914(Middle school Teachers) Questionnaires survey 14

The Effect of Auditory Condition on
Voice Parameter of Teacher

Ju-Young
Lee
et al.,

2006
48(Elementary school·Middle

school·High school Teachers - 29 & A
university student-Women - 19)

Auditory conditions
(nomal/noise/music)

18

VHI, V-RQOL, and vocal
characteristics of teacher and singer

Ju-Hye
Hong
et al.,

2012
56(Teacher with vocal nodule – 20,
Singer with vocal nodule – 20,

Normal speakers – 16)

Voice Handicap Index,
Voice-Related Quality of

Life,
Acoustic analysis
(CSL - MDVP)

16

Voice Handicap Index and Vocal
Characteristics of Teachers

Sang-Ah
Lee
et al.,

2012
169(Elementary school·Middle

school·High school Teachers – 142 &
Office workers – 27)

Voice Handicap Index,
Acoustic analysis
(Dr. Speech)

18

The Characteristics of Voice Handicap
Index and Vocal Misuse and Overuse

in Female Elementary Teachers

Seong Hee
Choi
et al.,

2013 67(Elementary school)
Voice Handicap Index,

Acoustic analysis
(CSL - MDVP)

18

A Survey on the voice symptoms and
vocal-health service related experience

of occupational voice users

Eun-Jeong
Lee

2015
584(Teachers – 378 & Telemarketers

– 156 & Therapists 50)
Questionnaires survey 16

A survey on the voice related needs of
occupational voice users

Eun Jeong
Lee
et al.,

2015
584(Teachers – 378 & Telemarketers

– 156 & Therapists 50
Questionnaires survey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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